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도서관 겸 왕립학술기관으로 창설한 

 ‘규장각’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은 왕실자료와 함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수

집한 다양한 분야의 기록물들을 보존·관리하고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역

사는 많은 부침을 겪긴 했지만 2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록문화와 지식의 보고로서, 학

문연구의 전당으로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오롯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소장 자료 중에 

는 국보와 보물 33종 7,291점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등 4종 9,788책의 귀중한 기록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

여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보존과학기술에 기초한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을 본

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특히 보존수리 세

부사업별 최고의 장인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

었습니다. 이들 세부 기술정보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련 기관과 학계에 제공됨으로써 

아직 외국의 선진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보존과학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2차년도 사업도 1차년도 사업의 연장선에서 크게 수리복원, 대체본 제작, 보존

관리의 3영역에 보존처리 연구개발 영역을 추가하여 총 4개 영역 15개 세부 사업으로 진

행하였습니다. 

대상 자료의 물성분석과 정밀상태조사에 의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료 및 제작방법

을 복원하고 전통기술 장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차년

도 사업에서 일부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들 개별 사업 각각에 대한 진행과정

을 결과보고서로 엮어 보존과학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보

고서가 기록문화재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보존과학 기술의 발전과 전

통산업 활성화, 전통기술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 사업’을 통해 선현들의 정신이 담겨 있

는 소중한 기록문화재의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그 속에서 역사가 되살아나 우리 문화재의 가

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보존수리 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고문헌 보존수리

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각 세부 사업을 담당하여 수고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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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   업   명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주관사업자 : (주)다해미디어

•사 업 기 간 : 2012년 4월 3일 ~ 2013년 1월 10일

1) 사업 목적

• 임진왜란 이전 편찬된 유일본 실록을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한다.

•유일본 실록의 자연적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

• 실록의 원형 복원 가능성을 모색한다.

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서명 청구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비고
가로 세로

단종실록 규12724 v.12~14 내용 밀랍 29 55.4 3 90 정족산본

세조실록
규12725 v.1~5, 7~14, 16~17, 25, 

27~37, 39~42
내용 밀랍 29.5 55.4 31 991 정족산본

예종실록 규12726 v.1, v.3 내용 밀랍 29.2 55 2 69 정족산본

성종실록

규12727 v.1~8, 11~14, 16~20, 22~24, 

26~27, 29~30, 32~33, 35~42, 44~45, 

48, 50~54, 56~59, 73~84, 86,88

내용 밀랍 34.5 60 60 1,098 정족산본

세조실록 규12750의2 v.1 내용 밀랍 29.5 55.4 1 32

기타산엽본 권지27

(정족산본 보사본의 밀랍 

원본으로 결락없음)

합계 97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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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한국학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장황 이상현 이헌문화재보존 대표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성

분석

종이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및 염료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유물 촬영 주재범 스튜디오 A 실장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이근호 (주)다해미디어 상무

강승연 (주)다해미디어 디자인 실장

장선영

(주)다해미디어 편집 디자이너최송이

남희경

정재영

포토샵 프리랜서  

승현정

이수정

이수진

정영미

구영희

구영애

박영미

이희정

오현주

탈락된 글자 및 

대체 글자 확인
이미애 전) 고전번역원 연구원

한지제조 장지방 대표: 장용훈/중요무형문화재117호 한지장

표장직물(비단) 직조

김영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이규종
중요무형문화제 제87호 명주짜기 전수교육조교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구분 성명 소속 비고

비단 및 명주실 염색
김경렬 색탄자홍화연구소장

정관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꼰끈 제작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노정상 (주)다해미디어 공방장

구진오 (주)다해미디어 사원

이세환 (주)다해미디어 사원

장황 정찬정 차가방 대표/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김성미 (주)다해미디어 실장

Ⅱ. 조선왕조실록(밀랍본, 태조~명종)의 상태 조사*

국보 151-1호로 지정된 정족산 사고본 실록 1,187책 중 태조~명종 실록(奎12719~奎12731)은 전주사

고본 실록 576책이 원형으로 1636년 이전까지는 모두 다 표지가 쪽염색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내지는 밀

랍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청군에 의해 전권이 없어지기도 하고 표지 탈락, 낙장, 파장, 오염 등의 피해를 입

었다가 1660년대에 제본실 교체, 황장 표지 재장정, 오염 제거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권이 없어

진 경우 춘추관 실록 잔존분으로 대체하거나 적상산 사고본 실록을  등사하여 대체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장이 있는 실록은 춘추관본이 있을 경우 낙장을 보사하지 않고 춘추관본으로 대체하였

다. 이들은 奎12747 ~ 奎12755와 奎12759에 분류되어 있는데, 국보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남아있는 낱장들을 왕별로 1~2책으로 묶기도 하였는데 奎25090~25109, 奎26001, 奎26690~2 등

에 분류되어 있다. 이들 중 奎25090~25109은 “국보 151-4호 기타 산엽본”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①奎12719~奎12731 ②奎12747~奎12755와 奎12759 ③奎25090~25109, 奎26001,  

奎26690~2 등 세 그룹을 조사하되 밀랍본 실록에 초점을 맞추었고 밀랍본 낱장에 대해서는 권과 장수를 

모두 조사하였다. 춘추관본이나 적상산 사고본 등사본은 간단히 표시만 하였다. 원형 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 결과 세종 권119, 세조 권27, 성종 권63과 권96~99 등은 낙장이 없는 밀랍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에는 실록 권차(卷次)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장차 실록 권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

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조사자 : 정진숙(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윤여진(서울대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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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 권34 권163, 세조 권32, 예종 권5 권6 권8, 성종 권59 권62 권81 권271 권278, 연산군 권7 권

17, 중종 권30 권61 권62 권77 권78 권91, 명종 권16 등은 낙장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로서 등사하여 보완

할 적당한 방법을 찾는다면 장차 실록 권차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은 각 왕별로 표로 정리하였고, 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밀랍본 실록의 크기(세로×가로)는 왕명 옆에 표시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크기로 표시하였다. 

   ※  실록의 크기가 2개 이상인 경우는 1660년대 수리복원 당시 화재흔적이나 오염 부분을 잘라낸 결

과로 실록을 복제할 때에는 원래 크기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책은 현재 상태의 분책이고, 권은 원래 실록의 분권이다. 

태조~명종 실록의 원형은 806권 577책으로 성종이 297권 94책, 연산군이 63권 34책이고 다른 왕들

은 권수와 책수가 일치한다. 다만 문종은 1책(권11)이 임진왜란 이전에 없어졌다. 1636년의 피해로 

인해 전권이 없어진 실록들은 분책이 원형을 잃게 되었고 1660년대의 수리복원 과정에서 분책이 원

형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성종실록은 94책에서 150책으로, 연산군일기는 34책에서 46책으

로 늘어났다.    

3.  밀랍본의 현황은 1660년대의 수리복원 내용을 파악하면 많은 도움이 되므로 1660년대의 형지안에 

정리된 수리복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쪽염색 비단 표지는 ‘청’, 황장 한지 표지는 ‘황’으로 표시하였

다. 실은 제본실을 의미하는데 1664년에 제본실을 교체한 경우 ‘64’라고 표시하였다. 낙권은 전권이 

없어진 경우로서 춘추관본으로 대체한 것은 ‘춘’, 적상산 사고본을 등사하여 대체한 것은 ‘등’으로 표

시하였다. 낙장 칸의 숫자는 전체 낙장수이다. 

4. 각 왕별로 정리된 내용을 『전주사고본 실록의 현재 상황』으로 종합하였다.

• 태조 54 ×31.8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19

1 1 청

2 2 등

3 3 청 64

4 4 황

5 5 등

6 6 청 64 2

7 7~8 등

8 9 황

9 10~11 등

10 12 황

11 13 등

12 14 황 11

13 15 황

• 정종 49.6 ×27.7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0

1 1~3 등

2 4 청

3 5 황

4 6 청

규25090 1 1 밀랍본 12장 현존. 1장부터 있고 전체 장수는 불명. 표지 없음.

• 태종 54 ×31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1

1 1 황 상변 31cm, 하변 33cm

2 2 청 64

3 3 청 64

4 4 등

5 5 황 30 전체 38장

6 6 등

7 7 황

8 8 청 64

9 9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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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1

10 10 청 64

11 11~12 춘 11권 춘, 12권=춘+등(28장 등사)

12 13 황 18

13 14 청 64

14 15 청 64

15 16 춘

16 17 청

17 18 등

18 19 황

19 20 황

20 21 황

21 22 등

22 23 청 64

23 24 청 64

24 25 청 64

25 26 청 64

26 27 청 64

27 28 황 22

28 29 춘

29 30 황

30 31 황 51 전체 69장

31 32 등

32 33 황

33 34 청 64

34 35 청 64

35 36 청 64

규12747

1 10 춘추관본 

2 12 밀랍본 아님. 황장. 전 46장. 낙장 : 1~12, 16, 17 

3 15 춘추관본 

4 30 춘추관본

규25091 1

11 밀랍 낱장. 1, 3, 4, 6, 7, 9~15

12 밀랍 낱장. 9, 11, 12

16 밀랍 낱장. 8

31 밀랍 낱장. 39, 40, 41

• 세종 54.3 ×30, 52 ×30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2

1 목, 1~2 등

2 3 황

3 4 청

4 5~6 등

5 7 청 64

6 8 황 1

7 9 황

8 10 청 64

9 11 황

10 12 황

11 13 황

12 14 청 64

13 15 황

14 16 청

15 17 황

16 18 청 64

17 19 황

18 20 황

19 21 황

20 22 청 64

21 23 황

22 24 황

23 25 황

24 26~27 등

25 28 황

26 29 황

27 30 등

28 31 황

29 32 청 64

30 33 황

31 34 춘

32 35 청 64

33 36 청 64 1

34 37 청 64

35 38 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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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2

36 39 청 64

37 40 황

38 41 황

39 42 청 64

40 43 황 2

41 44 황 11

42 45 청 64

43 46 황

44 47 청 64

45 48 청 64

46 49 청 64

47 50 황 1

48 51 황 1

49 52 황 2

50 53 청

51 54 황

52 55 황 1

53 56 등

54 57 청

55 58 등

56 59 황

57 60 황

58 61 황 16

59 62 황

60 63 청

61 64 황

62 65 황 1

63 66 청

64 67 황 3

65 68 청 64

66 69 황 3

67 70 청 64

68 71 황

69 72 황

70 73 황 64

71 74 청 64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2

72 75 황 3

73 76 등

74 77 황 11

75 78~79 등

76 80 황 2

77 81~82 등

78 83~84 등

79 85 황 1

80 86~87 등

81 88~89 등

82 90~91 등

83 92 황 4

84 93 황

85 94 황 3

86 95 황 1

87 96 황 1 2cm 정도 작다. 

88 97 황 4

89 98 등

90 99 황 18 전 26장

91 100 황 5

92 101 황 9

93 102 황 5

94 103 황 2

95 104 황

96 105 황

97 106 황 3

98 107 황

99 108 황 1

100 109 황

101 110 등

102 111 황 19

103 112 황 1

104 113 등

105 114 황

106 115 등

107 116 황 5

108 117 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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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2

109 118 황 1

110 119 등

111 120 황 17 전 36장

112 121 황 4

113 122 황

114 123 황 2

115 124 황 2

116 125 황 8 1664년 이후 개장, 2cm 정도 작다.

117 126 황

118 127 황

119 128 황 19 전 27장

120 129 황 3

121 130 황 2

122 131 황 2

123 132 황 11

124 133 황 1665년 등사본 있음. 1665년 이후 확인.

125 134 황 3

126 135 황 4 1665년 등사본 있음. 1665년 이후 확인.

127 136 황

128 137 청 64

129 138 황 필사 원본

130 139 황 필사 원본

131 140 황 필사 원본

132 141 청 64 필사 원본

133 142 황 필사 원본

134 143 청 64 필사 원본

135 144 황 4

136 145 황

137 146 황 2

138 147 황

139 148 청

140 149 황 원래 크기. 

141 150 황

142 151 청

143 152 황

144 153 황

145 154 청 64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2

146 155 황 등 밀랍본 아님. 필사본. 

147 156 등

148 157 황 1

149 158 춘

150 159 춘

151 160 청 64

152 161 청 64

153 162 황 2

154 163 춘

규12748

1 32~33 춘

2 35 춘

3 62~64 춘

4 119 황장. 전 18장. 낙장 없음

5 134 춘, 파장

6 145~147 필사본. 재간행본 크기. 1664년 표지 아님. 

규25093 162 춘. 162~163권 중 163권과 분리. 

규25094 133 등. 원본 발견 후 권차 조정. 

규25095 135 등. 원본 발견 후 권차 조정. 

규26690 춘추관 산엽본

규26691 춘추관 산엽본

규26692
146 밀랍 1장(29장)

미상 밀랍 7장(파장)

없음 1

111 밀랍 1,2,3,6(이상 파장)

162 춘. 26,35(파장) 

133 등. 43,42(파장)

미상 7(파장)

문종 9 14장

• 세종실록 밀랍본 산엽 현존 현황(奎25092)

권
전체
장수

현존 비고 권
전체
장수

현존 비고

34 18 1,4~8,11~18  67 3

52 4 권52의 4장 대체 69 4

56 11,12,14 75 7

76 13,21 권56으로 오인 77 25,30,32,40 25장은 파장

61 30 80 1, 30 1장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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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체
장수

현존 비고 권
전체
장수

현존 비고

92 29 123 28 28

94 30,31,33 124 1

95 1(파) 125 13

97 2 129 6, 7장 앞면

98 1~3 130 1(파)

100 1(파), 17 131 1(파)

102 2, 16 132 34,50

106 2(파) 134 14,20

108 1 155 2

111 10~19 10,16,17,18은 파장 156 1~7

115 1~25 모두 파장 158 1,2

116 23 159 1~3, 6~12

120 1~4, 21 3장은 파장 163 40

1~3, 5~8, 11, 

15~25, 27~29, 

31~38, 40

• 문종 55.2×29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3

1 1 황

2 2 청

3 3 청 64

4 4 황

5 5 청 64

6 6 청 64

7 7 황

8 8 황

9 9 황

10 10 청

11 12 황

12 13 황

규12749 1 7~8 춘추관본

규25096 9
중복. 밀랍. 낙장 : 9, 12~15, 23, 25, 27, 30, 34, 35, 39 

14장은 세종실록 산엽본에 제본되어 있음. 

• 노산군 55.4×29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4

1 1 황 9

2 2 황

3 3 청 64 3

4 4 청 64

5 5 청 64

6 6 황

7 7 등

8 8 청 64

9 9 황

10 10 황

11 11 황

12 12 청 64

13 13 황

14 14 청 64

15 부록 숙종 때 복위 후 편찬 간행

규25097 1 1 19장 앞면만

• 세조 55.4×29.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5

1 1 황

2 2 청 64 1

3 3 청

4 4 황

5 5 황

6 6 등

7 7 청 64

8 8 청 64

9 9 황

10 10 황 표지훼손

11 11 청 64

12 12 황

13 13 황 29 전 32장

14 14 황

15 15 등

16 16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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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5

17 17 청 64 6

18 18~19 등

19 20 등

20 21~23 춘

21 24 등

22 25~26 등

23 27~29 춘

24 30 등

25 31 청

26 32~33 등

27 34 청 64

28 35 청 64

29 36 황

30 37 황

31 38 황

32 39 황

33 40 황

34 41 청 64

35 42 청 64

36 43 청 64

37 44 청 64

38 45 등

39 46 황

40 47 청 64

41 48 청 64

42 49 황

규12720

1 9~11 춘

2 12~14 춘

3 35~37 춘

4 27 밀랍 황장, 전체 32장 온전

5 32 밀랍 황장. 현존 : 6, 10~27장. 奎25098에 1~3, 28~30장. 

6 48~49 춘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25098 1

13 밀랍 8장(9,10,16~21)

15 밀랍 1장(1)

17 밀랍 1장(14)

19 밀랍 1장(4)

23 밀랍 4장(1,2,4,25,26)

25 밀랍 1장(16)

32 밀랍 1~3, 28~30장. 奎12750의 권32와 합쳐야. 

규25099 춘추관 산엽

• 예종 55×29.2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6

1 1 황 15

2 2 춘

3 3 황

4 4~5 춘

5 6~8 춘

규12751

1 1 춘

2 3 춘

3 5 청 64 1 전 43장 중 낙장 1장(2)

4 6 황 7 전 38장 중 낙장 7장(1, 13, 19, 21~3, 30)

5 8 청 64 4 표제 탈락, 전 25장 중 낙장 4장(4~7)

규25100
2 밀랍 3 

7 밀랍 1, 3, 7, 8, 9 

• 성종 65.7×34.5cm, 60.5×34.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7

1 1~3 황 0

2 4 황 7

3 5 황 7

4 6 황 7

5 7 황 4

6 8 황 4

7 9 황 18

8 10 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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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7

9 11~13 등

10 14~15 등

11 16 황 3

12 17 황 2

13 18 황 1

14 19 황 0

15 20~22 등

16 23 황 0

17 24 황 0

18 25 황 0

19 26~28 황 0 화재 흔적, 보수

20 29 황 1

21 30 등

22 31 황 0

23 32 황 1

24 33 황 0

25 34~35 등

26 36~38 황 0

27 39 황 4 보사 부분의 밀랍처리는 권39까지. 

28 40~43 등

29 44 황 6

30 45 황 0

31 46 등

32 47 황 0

33 48 황 5

34 49~50 등

35 51 황 1

36 52 황 2

37 53 황 0

38 54 황 0

39 55 황 1

40 56 황 1

41 57 황 0

42 58 황 0

43 59 춘

44 60 황 0

45 61 황 0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7

46 62~63 춘

47 64~67 등

48 68 황 0

49 69 등

50 70~73 황 0

51 74 황 1

52 75 황 0

53 76 황 0

54 77~79 청 64 0

55 80~81 춘

56 82 황 4

57 83~84 청 64 0

58 85~87 황 0

59 88~90 청 64 0

60 91 등

61 92~93 등

62 94~96 등

63 97~99 등

64 100~103 등

65 104~106 등

66 107~109 등

67 110~112 등

68 113~117 등

69 118~121 등

70 122~126 등

71 127~129 등

72 130~131 등

73 132~135 황 0 60.5×34.5cm

74 136~139 청 64 0 65.7×34.5cm

75 140~142 청 64 0

76 143~144 황 5

77 145 황 1

78 146 황 2

79 147~148 황 2

80 149 황 6

81 150 황 0

82 151 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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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7

83 152 황 0

84 153~155 황

85 156~157 등

86 158~159 청 64 0

87 160~162 등

88 163 황 1

89 164 황 0

90 165 황 0

91 166~169 황 0

92 170~172 청 64 0

93 173 황 7

94 174 황 5

95 175~177 등

96 178~180 청 64 0

97 181 황 0

98 182 황 1

99 183 황 0

100 184~186 청 64 0

101 187~189 청 64 0

102 190~195 등

103 196~198 등

104 199~201 청 64 0

105 202~204 청 64 0

106 205 황 6 전 11장

107 206~209 등

108 210~211 등

109 212~214 청 64 0

110 215~217 청 64 0

111 218~220 황 0

112 221~222 황 0

113 223~224 황 0

114 225 황 5

115 226 황 4

116 227 황 2

117 228~229 등

118 230~233 청 64 0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7

119 234~236 황 0

120 237~240 황 2 240권, 2장 낙장

121 241~243 청 64 0

122 244~247 청 64 0

123 248~251 청 64 0

124 252~253 청 64 0

125 254~256 등

126 257 황 0

127 258~259 황 0

128 260~261 황 0

129 262 황 4

130 263 등

131 264 황 2

132 265 황 4

133 266~268 청 64 0

134 269~270 황 0

135 271~274 춘

136 275 황 0

137 276 황 0

138 277~278 춘

139 279 등

140 280 황 2

141 281~282 등

142 283~284 등

143 285 황 2

144 286 황 5

145 287 황 8

146 288 황 8

147 289 황 0

148 290~291 황 0

149 292~294 등

150 295~297 청 64 0

규12752

1 57~58 춘

2 59 황장. 전 24장. 낙장 2장(9, 17) 권44(14장 입)

3 60~61 춘

4 62 황장. 전 8장. 낙장 1장(1), 순서교란

5 81 황장. 전 11장. 낙장 2장(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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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52

6 82 춘

7 96~99 황장. 전 48장. 낙장없음. 불탄 흔적으로 글씨 탈락

8 153~157 춘

9 269~270 춘

10 271 황장. 17장 현존(1~17). 17장 이후 낙장. 

11 275~276 춘

12 278 황장. 전 27장. 낙장 9장(1~9)

규25101 춘추관본 산엽

• 성종실록 밀랍본 산엽 현존 현황(奎25092)

권 현존 비고 권 현존 비고

목 3 80 2, 5

4 13 91 2, 4(파), 6~13

15 1,7,12 92 5~7, 10, 11

16 1 93 1, 8(뒷면), 10, 11

17 8 94 1~5, 13~15

22 6 144 14~18(모두 파장)

29 1(파) 173 5, 8

30 2(파),3(파) 240 8

35 6,7 263 4, 5

44 15(파),13 272 17, 18(파), 19

46 1~5, 10, 13 전 13장 273 1, 2, 3

47 2 277 3, 7, 11

50 9,8 278 3, 5, 7, 8, 9

63 1~16 전 16장 279 13, 14

69 14, 15

• 연산군 66×34.5cm, 71.5×34.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8

1 1~2 황 1 권1에 낙장. 권2는 낙장 없음

2 3 등

3 4 황 6 전 15장

4 5~7 춘

5 8 황 1

6 9 황 1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8

7 10 황 7

8 11 황 1

9 12 황 14

10 13 황 4

11 14 등

12 15 황 16

13 16 황 3

14 17 춘

15 18 황 0

16 19~20 춘

17 21 황 11

18 22 황 2

19 23~24 황 0

20 25~26 황 0

21 27~28 등

22 29~30 등

23 31 춘

24 32~33 황 0

25 34~35 황 0

26 36 황 0

27 37 황 1

28 38~39 등

29 40~43 춘

30 44~45 황 2 권44는 낙장 없음. 권45의 낙장 2.

31 46 황 13

32 47 등

33 48 황 2

34 49 황 1

35 50~51 황 0

36 52 등

37 53 황 0

38 54 황 0

39 55 황 5

40 56 황 8

41 57~58 황 0

42 59 황 2 11, 13

43 60 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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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8

44 61 황 0

45 62 황 0

46 63 황 3

규12753

1 32~35 춘

2 18 춘

3 7 황장. 전 35장. 낙장 11장(1, 2, 8, 21, 22, 24, 28~32)

• 연산군일기 밀랍본 산엽 현존 현황

도서번호 권 현존 비고

규12723
12 5 윗부분 절삭

19 1, 2, 14~16 윗부분 절삭

규25104

3 3, 4, 7, 8(파) 원래 크기

5 1 원래 크기

6 12, 13 원래 크기

7 2 원래 크기. 奎12753의 3책과 합해야 

13 18 원래 크기

17 1, 3~18 원래 크기. 전체 18장

20 1, 3~9 원래 크기

31 6, 13, 15, 16, 19 원래 크기

• 중종 65.9×34.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9

1 1 춘

2 2 황 2

3 3 등

4 4 황 4

5 5 등

6 6 황 3

7 7 황 14

8 8 등

9 9 청 64 1 65.9×35.4cm

10 10 황 4

11 11 청 64 0

12 12 청 64 0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9

13 13 청 64 9

14 14 등

15 15 등

16 16 황 12

17 17 등

18 18 황 0

19 19 청 0

20 20 황 0

21 21 등

22 22 등

23 23 등

24 24 황 16

25 25 청 64 4

26 26 등

27 27 황 3

28 28 청 64 0

29 29 청 64 0

30 30 춘

31 31 등

32 32 황 0

33 33 청 64 0

34 34 청 64 0

35 35 황 1

36 36 황 0

37 37 황 7

38 38 청 64 0

39 39 청 64 0

40 40 황 0

41 41 황 0

42 42 등

43 43 황 2

44 44 황 1

45 45 황 1

46 46 청 64 0

47 47 황 0

48 48 황 0

49 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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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9

50 50 황 1

51 51 황 15

52 52 청 0

53 53 황 2

54 54 황 25

55 55 황 6

56 56 등

57 57 황 4

58 58 황 0

59 59 황 1

60 60 황 0

61 61~62 춘

62 63 황 0

63 64 황 0

64 65 황 0

65 66 황 0

66 67 청 64 0

67 68 청 64 4

68 69 황 32

69 70 황 1

70 71 황 4

71 72 청 64 1

72 73 등

73 74 황 20

74 75 등

75 76 청 0

76 77~78 춘

77 79 등

78 80 등

79 81 등

80 82 등

81 83 황 7

82 84 황 17

83 85 청 64 1

84 86 등

85 87 등

86 88 황 0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29

87 89 황 0  

88 90~91 춘

89 92 황 0

90 93 황 0

91 94 황 8

92 95 황 7

93 96 황 8

94 97 청 64 2

95 98 청 64 6

96 99 청 64 5

97 100 등

98 101 청 64 5

99 102 황 0

100 103 황 4

101 104 황 1

102 105 춘

규12754

1 2 춘

2 29 춘

3 30 밀랍 황장. 낙장: 40, 41, 43이후

4 30~40 춘

5 51~52 춘

6 61 밀랍 황장. 전 51장. 낙장 27장(15~39, 42, 50)

7 62 밀랍 황장. 낙장(7, 25이후)

8 77 밀랍 황장. 전 47장. 낙장 5장(8~12)

9 78 밀랍 황장. 낙장(1~6, 9, 21, 23, 24이후)

10 102~103 춘

11 104 춘

12759 1 91 밀랍 황장. 전체 51장. 낙장 8장(1, 4, 25, 26, 28, 45~47)

규25105

7 밀랍. 현존 1장(46)

14 밀랍. 현존 5장(1,2,3,5,6)

16 밀랍. 현존 1장(31)

24 밀랍. 현존 1장(15)

61 밀랍. 현존 2장(19, 50). 奎No.12754의 6책과 합해야. 

75 밀랍. 현존 1장(47)

79 밀랍. 현존 4장(1~4)

86 밀랍. 현존 3장(38~40)

103 밀랍. 현존 4장(1~4, 파장)

규25109 67 춘, 낙장 유



  4342

제1장_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2_대체본 I 

• 인종 65.5×3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30
1 1 황 0

2 2 황 0

• 명종 67.5×36.5cm, 66×36.5cm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규12731

1 1 황 17

2 2 황 15 60.5×36.5cm

3 3 황 0

4 4 황 27

5 5 황 5

6 6 황 0

7 7 황 7

8 8 등

9 9 청 12

10 10 황 1

11 11 황 20

12 12 황 0

13 13 황 2

14 14 황 43 전 49장

15 15 청 0 67.5×36.5cm

16 16 춘

17 17 황 0

18 18 황 0

19 19 황 0

20 20 황 0

21 21 청 0

22 22 황 0

23 23 등

24 24 황 0

25 25 청 0

26 26 황 4

27 27 황 0

28 28 황 0

29 29 황 53 전 65장

도서번호 책 권
1660년대 수리

비고
표지 실 낙권 낙장

12731

30 30 황 0

31 31 황 0

32 32 황 20

33 33 황 2

34 34 황 0

12755

1 2 춘

2 8 밀랍 황장. 훼손 심. 낙장(5, 14~20, 22, 24, 28, 32, 37이후) 

3 15 춘

4 16 밀랍 황장. 낙장 1장(6)

25106 1

4 밀랍. 현존 1장(56)

13 밀랍. 현존 1장(38)

32 밀랍. 현존 1장(13, 파장)

33 밀랍. 현존 1장(6)

25107

8 밀랍. 현존 4장(14, 17~19. 파장)

23 밀랍. 현존 3장(1,3,5)

32 밀랍. 현존 15장(1~12, 14, 15, 17, 19. 파장 8)

25108 1 34 춘

26001 1 34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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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사고본 실록의 현재 상황

왕

밀랍 靑粧 밀랍 黃粧

落券
비고

(밀랍 낱장이 남은 실록)落張 
없음

落張
있음

落張 
없음

落張 
있음

태조 1,3 6 4,9,14,15 12 2,5,7,8,10,11,13

정종 4,6 5 1,2,3

태종

2,3,8,10,14,15,

17,23~27,34,

35,36

1,7,9,19,20,21,

30,33
5,13,28,31,64

4,6,11,12,16,18,

22,29,32
11,12,16,32

세종

4,7,10,14,16,18,

22,32,35,37,38,

39,42,45,47,48,

49,53,57,63,66,

68,70,74,137,

141,143,148,

151,154,160,

161

36

3,9,11,12,13,15,

17,19,20,21,23,

24,25,28,29,31,

33,40,41,46,54,

59,60,62,64,71,

72,73,93,104,

105,107,109,

114,119,122,

126,127,133,

136,138,139,

140,142,145,

147,149,150,

152,153

8,43,44,50,51,

52,55,61,65,67,

69,75,77,80,85,

92,94~97,

99~103,106,

108,111,112,

116~118,

120,121,

123~125,

128~132,134,

135,144,146,

157,162.

목,1,2,5,6,26,

27, 30,34,56,

58,76,78,79,

81~84,86~91,

98,110,113,

115
1
,155,156,

158,159,163 

34,52,56,61,67,

69,75,76,77,80,

92,94,95,97,98,

100,102,106,108,111,11

5,116,120,123,124,125,

129,130,131,132,134,14

6,155,156,158,159,163. 

문종 2,3,5,6,10 1,4,7,8,9,12,13 9(파장 12장)

단종 4,5,8,12,14 3 2,6,9,10,11,13, 1 7 1

세조

3,7,8,11,31,34,

35,41,42,43,44,

47,48

2,17

1,4,5,9,10,12,14,

16,27,36,37,38,

39,40,46,

49

13,32
6,15,18~26,

28~30,33,45

13,15,17,19,

23,25,32

예종 5,8
2

3 1,6 2,4,7 2,7

성종

77,78,79,83,

84,88,89,90,

136~142,158,

159,170,171,

172,178,179,

180,184~189,

199~204,

212~217,

230~233,

241~253,

266,267,

268,295,

296,297

1,2,3,19,23,

24~28,31,33,

36,37,38,45,

47,53,54,57,

58,60,61,63,

68,70~73,75,

76,85,86,87,

96~99,132~135,

150~55,

164~169,181,

183,218~224,

234~239,

257~261,269,

270,275,276,289,

290,291

4~10,16,17,18,

29,32,39,44,48,

51,52,55,56,59,

62,74,81,82,

143~149,163,

173,174,182,

205,225,226,

227,240,262,

264,265,271,

278,280,

285~288

11~15,20,21,

22,30,34,35,

40~43,46,49,

50,64~67,69,

80,91~95,

100~131,156,

157,160,161,

162,175,176,

177,190~198,

206~211,228,

229,254,255,

256,263,272,

273,274,277,

279,281~284,

292,293,

294

목,4,15~7,22,29,

30, 35,44,46,47,

50,69,80,91~94,

144,173,240,263,

272,273,277,278,

279

1 1665년 등사 당시 밀랍 원본이 글씨는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을 것. 

2 권5, 권8은 낙장이 있지만 보사하지 않음. 

왕

밀랍 靑粧 밀랍 黃粧

落券
비고

(밀랍 낱장이 남은 실록)落張 
없음

落張
있음

落張 
없음

落張 
있음

연산

2,17,18,23~26,

32~36,44,50,51,

53,54,57,58,61,

62

1,4,7,8~13,15,

16,21,22,37,45,

46,48,49,55,56,

59,60,63

3,5,6,14,19,20,

27~31,38~43,

47,52,

3,5,6,7,12,13,19,

20,31

중종

11,12,19,28,29,

33,34,38,39,46,

52,63,67,76

9,13,

25,68,

72,85,

91,97,

98,99,

101

5,18,20,32,36,

40,41,47,48,58,

60,64~66,88,

89,92,93,102

2,4,6,7,10,16,

24,27,30,35,37,

43,44,45,50,51,

53,54,55,57,59,

61,62,69,70,71,

74,77,78,83,84,

91,94,95,96,

103,

104

1,3,8,14,15,17,

21,22,23,26,31,

42,49,56,73,75,

79~82,86,87,

90,100,105

7,14,16,24,61,75,

79,86,103

인종 1,2

명종 15,21,25 9

3,6,12,17~20,22,

24,27,28,30,31,3

4

1,2,4,5,7,10,11,

13,14,16,26,29,

32,33

8,23 8,23,32,33

※ 밀랍 낱장이 남아 있는 실록은 왕별로 한 책씩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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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조사 및 물성 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 장수, 표지 및 내지의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사하여 조사표를 작성

하고, 복제 방향과 작업 방법 등 1차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표지 및 내지

표지는 비단과 능화문으로 장정되어 있고, 비단 표장은 짙은 감색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낡고 탈색, 

오염되어 있었다. 능화문 표지는 5종류의 문양으로 제작되었고 일부는 앞표지와 뒷표지의 문양이 다른 책

도 있었다. 내지에서는 밀랍의 황변, 곰팡이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밀랍의 황변이 심하거나 진한 부분에서

는 글자가 두껍게 퍼져있었다. 

• 단종실록 (규12724, 3책, 90장)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2 12 비단 29.2 55.1 21 2 표제지와 내지 제목이 다름(내지: 노산군일기)

v.13 13 능화 29.0 55.4 46 -
14~15장 광곽선 높이가 다름(1cm가 큼),

17,44,46장 첨지, 20장 구멍

v.14 14 비단 29.4 55.4 23 2

3~4장 종이가 부서져 떨어져 나감

5장 일본어로 된 빨강색 양지 첨지 

7장 밀랍이 떨어져 나감

3책 90장

• 세조실록 (규12725, 31책, 994장)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 1 능화 29.8 55.6  38 -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19장 상단 왼쪽 접힌채로 제본됨

v.2 2 비단 29.4 55.4  55 2
1~4장 판심 갈라짐

8,11,28,46,48장 필사본(생지본)

v.3 3 비단 29.3 55.1  32 2 9장 지면이 붙어 글자가 탈락됨

v.4 4 능화 29.5 55.5  28 부분적으로 밀랍이 진하고 글자 퍼짐

v.5 5 한지 29.5 55.6  27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밀랍이 떨어진 부분은 글자도 함께 탈락됨

v.7 7  비단 29.2 55.4  33 2

v.8 8 비단 29.3 55.3  28 -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v.9 9 능화 29.3 55.3  24 -
부분적으로 황변이 심함 

2장 붓글씨가 있음

v.10 10 능화 29.3 55.2  24 -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이 심함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1 11 비단 29.3 55.2  22 1
속지가 앞에만 있음 

뒤쪽 3장 황변 심함

v.12 12 능화 29.3 55.2  17 -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4장 붓글씨와 첨지가 있음

v.13 13 능화 29.1 54.8  32 -

밀랍이 고르지 않고 하얀부분 글자 탈락

황변이 심하고 종이 구김이 있음

4~32장 필사본(생지본)

v.14 14 능화 29.2 55.2  22 - 밀랍 농도가 진해 글씨가 전체적으로 퍼짐(두꺼움)

v.16 16 능화 29.3 55.2  28 -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v.17 17 비단 29.1 55.0  23 -
6,9,11~14장 필사본(생지본)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v.25 31 비단 29.3 55.3  29 2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v.27 34 비단 29.2 55.2  42 2 본문에서 떨어진 첨지가 있음

v.28 35 비단 29.3 55.2  28 2 9장 지면 접힘

v.29 36 능화 29.1 55.2  27 - 부분적으로 황변이 심함

v.30 37 능화 29.3 55.3  27 - 부분적으로 황변이 심함

v.31 38 능화 29.3 55.2  31 - 첨지 있음

v.32 39 능화 29.2 55.3  33 -
1장 구멍, 8장 찢어진 부분 보수 흔적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v.33 40 능화 29.2 55.3  21 - 전반적으로 황변이 짙음

v.34 41 비단 29.4 55.1  20 2

v.35 42 비단 29.7 55.5  39 2 23장 지면 접힘, 첨지 있음

v.36 43 비단 29.2 55.0  55 2
부분적으로 황변 심하고 글자가 퍼짐

18,19장 판심 페이지 번호 도삭

v.37 44 비단 29.3 55.5  43 2
밀랍이 진함. 밀랍이 고르지 않음

25장 글씨가 이중으로 인쇄 됨

v.39 46 능화 29.3 55.3  38 -
뒤로 갈수록 밀랍이 진하고 글자가 퍼짐

36장 일본어 첨지 있음

v.40 47 비단 29.3 55.2  27 2 뒤로 갈수록 밀랍이 진하고 글자가 퍼짐

v.41 48 비단 29.0 55.3  64 2 판심이 없음

v.42 49 능화 29.2 55.3 37 -
판심이 없음, 붓글씨가 있음

1장 먹 오염

31책 99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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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규12720의2, 1책, 32장)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

내지 속지

v.1 27 능화 29.4 55.7 32 - 표제지가 없음

1책 69장

•예종실록 (규12726, 2책, 69장)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 1 능화 28.8 54.5 38 -

밀랍 황변이 심하고 곰팡이 있음

1,3,7,11~13,18,20,21,23,24,30,32,34,35장 필사본

(생지본)

v.3 2 능화 29.2 55.3 31 - 밀랍 황변과 함께 글자가 퍼짐

2책 69장

•성종실록 (규12727, 60책, 1,098장)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 1~3 능화 34.0 60.3  46 -
뒤로 갈수록 밀랍 황변이 심하고 글자가 퍼짐

권2 13~15장, 권3 3장 한지가 매우 두꺼움

v.2 4 능화 34.3 60.2  20 -
1~2장 글자 약간 탈락

4,7,9,11~13,20장 필사본(생지본)

v.3 5 능화 34.2 59.9  16 -
밀랍 떨어진 부분 글자 탈락

6,7,9,10,12,13,16장 필사본(생지본)

v.4 6 능화 34.4 60.2  20 -

19장 종이가 구겨짐

1~5장 필사본(생지본), 15장 구멍

밀랍 탈락 및 고르지 않음

v.5 7 능화 34.4 60.1  18 -
11,17장 종이구김, 글자 탈락

5,6,12,16,18장 필사본(생지본)

v.6 8 능화 34.2 60.0  13 -
1,4,5,6장 필사본(생지본)

가장자리 밀랍이 하얗게 됨

v.7 9 능화 34.2 60.2  24 -
12장 글자 묻어남

7~24장 필사본(생지본)

v.8 10 능화 34.5 60.1  30 -
밀랍이 고르지 않음(뒤로 갈수록 짙어짐)

6~8,10~12,14,24~29장 필사본(생지본)

v.11 16 능화 35.0 60.2  10 -
6장 구멍 및 얼룩, 7장 구김이 심함

1,2,5장 필사본(생지본)

v.12 17 능화 34.8 60.0  8 -

밀랍이 고르지 않음

2장 일본어 첨지 있음

7~8장 필사본(생지본)

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13 18 능화 34.5 60.2  9 -

1장 필사본(생지본), 얼룩과 곰팡이 있음

2장 광곽선밖 붓글씨 있음

6,7장 일본어 첨지 있음

v.14 19 능화 34.3 60.0  9 - 뒤로 갈수록 밀랍이 진하고 글자가 퍼짐

v.16 23 능화 34.8 60.3  6 - 7장 부분적으로 글이 번짐

v.17 24 능화 34.6 60.4  5 -

v.18 25 능화 34.4 60.3  4 - 종이 두께가 일정치 않음

v.19 26~8 능화 34.7 60.0  19 -

1장 먹번짐

26권 2장, 28권 3~5장 첨지

4~5장 불탄부분 보수 흔적

v.20 29 능화 34.6 59.9  8 -
1장 필사본(생지본)

8장 일본어 첨지 있음

v.22 31 능화 34.6 60.2  10 -
4장 종이에서 분리된 첨지 있음

6장 일본어 첨지 있음

v.23 32 능화 34.5 60.1  16 -

1장 먹번짐, 찢어져서 새로쓴 흔적

6장 필사본(생지본)

8~9장 밀랍 짙고 얼룩, 곰팡이

v.24 33 능화 34.7 60.2  13 -
6장 오염심함

7장 구겨짐, 전체적으로 상태 불량

v.26 36~8 능화 34.6 60.2  24 - 36권 4장 첨지 있음, 8장 곰팡이

v.27 39 능화 34.6 60.2  8 - 5~8장 필사본(생지본)

v.29 44 능화 34.0 59.4  15 -

불에타서 보수한 흔적

1,5장 먹얼룩

2,6,12~15장 필사본(생지본)

v.30 45 능화 34.8 60.2  9 -
1~2장 불탄 흔적

2장 일본어 첨지 있음

v.32 46 능화 34.5 60.4  8 -
1장 일본어 첨지 분리되어 끼어있음

3장 일본어 첨지 있음

v.33 48 능화 34.7 60.5  16 -
8,10,12,15,16장 필사본(생지본)

9장 밀랍 진하고 얼룩짐

v.35 51 능화 34.4 60.4  17 -
3장 일본어 첨지 있음

6장 필사본(생지본)

v.36 52 능화 34.4 60.2  21 -
9,10장 필사본(생지본)

21장 일본어 첨지 있음

v.37 53 능화 34.4 60.3  7 -

v.38 54 능화 34.4 60.3  10 - 1장 일본어 첨지 있음

v.39 55 능화 34.5 60.4  13 - 12장 필사본(생지본)

v.40 56 능화 34.2 60.3  11 -
2장 필사본(생지본)

7장 구멍(글자탈락)

v.41 57 능화 34.2 60.1  12 - 2장 일본어 첨지 분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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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호

권 표지
크기 장수

내지 상태
폭(㎝) 높이(㎝) 내지 속지

v.42 58 능화 34.5 60.0  11 -

v.44 60 능화 34.3 60.3  10 - 10장 구멍(글자탈락)

v.45 61 능화 34.4 60.1  7 - 6장 종이접힘

v.48 68 능화 34.4 60.2  10 - 7장 글자농도가 옅음, 종이가 두꺼움

v.50 70~3 능화 34.2 60.3  37 -

v.51 74 능화 34.3 60.2  9 - 6장 필사본(생지본)

v.52 75 능화 34.4 60.1  19 -
P.2,6,16장 일본어 첨지 있음

밀랍이 검붉고 고르지 않음

v.53 76 능화 34.3 60.2  8 - 밀랍이 검붉고 고르지 않음

v.54 77~9 비단 34.4 65.7  39 2
78권 11장 일본어 첨지 있음

79권 3장 일본어 첨지, 11~13장 글자가 퍼짐

v.56 82 능화 34.2 60.2  19 - 5,8,13,17장 필사본(생지본)

v.57 83~4 비단 34.2 65.7  36 2 84권 5장 첨지 있음

v.58 85~7 능화 34.4 60.3  35 -

v.59 88~90 비단 34.1 65.4  39 2 88권 14장 첨지 있음

v.73 132~5 능화 34.4 60.4  40 -

v.74 136~9 비단 34.4 65.6  44 2 139권 11장 첨지 있음

v.75 140~2 비단 34.4 65.3  45 2 140권 21장 첨지 있음

v.76 143~4 능화 34.4 60.2  38 -

143권 1,2장 찢어진 부분 종이 덧대 보수 후 글씨 써넣음, 

8장 일본어 첨지 있음

144권 14~18장 필사본(생지본), 13장 보수, 8장 일본어 

첨지 있음

v.77 145 능화 34.4 60.2  13 - 3장 필사본(생지본)

v.78 146 능화 34.5 60.1  13 - 10,13장 필사본(생지본)

v.79 147~8 능화 34.4 60.1  18 - 1,2,10장 필사본(생지본)

v.80 149 능화 34.5 60.1  12 - 1~5장 필사본(생지본)

v.81 150 능화 34.4 60.0  10 -

v.82 151 능화 34.4 60.0  8 -

v.83 152 능화 34.5 60.2  9 -

v.84 153~5 능화 34.5 60.2  39 - 153권 16장 일본어 첨지 있음

v.86 158~9 비단 34.2 65.7  37 2

v.88 163 능화 34.5 60.2  15 -

60책 1,095장

2) 장황용 끈

장황용 끈은 색상, 굵기, 꼬임이 다른 여섯 종류로 조사되었다(자세한 내용은 p,78~79페이지 참조). 

대부분 5침안정법으로 장정되었으며, 실이 끊어진 경우도 있었다.

2. 물성 분석

유물 복제 재료 제작 및 선정을 위해 한지, 표장직물, 장황용 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한지 분석 

(1) 분석 기관 : 국민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김형진 교수

(2) 분석 과정

•  분석 대상 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

리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

이 분석 전용 장비를 활용하였다.

•  두께측정 : 실록 지질의 두께 측정을 위하여 종이 두께 측정용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L&W 

Micrometer, Sweden)를 사용하였고, 분석 대상 책 내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쪽수에 따

라 책의 전반부 중 1 쪽, 중반부 중 1 쪽, 후반부 중 1 쪽 등 3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대상 쪽에 대한 지질의 두께 및 현미경 이미지 분석 등 기본적인 분석인자를 각각의 쪽 당 

약 5~10회 정도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  현미경 이미지 분석 : 이미지의 경우 실록 지질의 표면 및 섬유소 상태를 파악하고자 촬영하였으며, 

이미지 분석기(Image analyzer, Camscope ICS 305B, Sometech)를 이용하여 지질의 표면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부위들의 이미지를 얻어 분석하였다.

(3) 내지 분석 결과 

① 단종실록

가.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단종실록 중 규12724 v.12 및 규12724 v.13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 내지의 평균 두께는 책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 133.8㎛, 157.5㎛이었다.

두께 측정 백색도 측정현미경 이미지 분석 현미경 이미지 분석 데이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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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단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단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ㅍㅍ

(단위: ㎛)

구분
규12724 v.12 규12724 v.13

전반부 중반부 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108.5 113.0 113.0 138.5 136.0 146.0

Max. 147.5 154.5 154.5 177.5 168.5 182.5

Mean 123.6 139.7 139.7 152.5 153.0 167.4

Total Mean 133.8 157.5

나.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 단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표면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한 결과 지합 특성은 우

수하다고 판단되었다.

• 단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섬유조성은 닥 섬유의 세포벽 특성을 일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 단종실록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바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단종실록(규12724 v.12)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단종실록(규12724 v.13)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단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단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단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② 세조실록

가.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세조실록 중 규12725 v.2 및 규12725 v.17책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 내지의 평균 두께는 책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 114.0㎛, 142.8㎛이었다.

(단위: ㎛)

구분
규12725 v.2 규12725 v.17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119.0 103.0 100.0 113.0 125.5 150.0

Max. 161.0 109.5 111.0 140.5 141.0 198.5

Mean 130.9 105.2 105.8 127.8 132.1 168.5

Total Mean 114.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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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 세조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표면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한 결과 지합 특성은 우

수하다고 판단되었다.

• 세조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섬유조성은 닥 섬유의 세포벽 특성을 일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 세조실록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바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③ 예종실록

가.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예종실록 중 규12726 v.1 및 규12726 v.3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 내지의 평균 두께는 책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 130.6㎛, 159.9㎛이었다.

(단위: ㎛)

구분
규12725 v.2 규12725 v.17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103.5 121.0 128.0 143.5 117.0 154.5

Max. 121.0 164.0 164.0 203.5 161.5 170.0

Mean 113.9 133.3 144.7 177.7 139.3 162.6

Total Mean 130.6 159.9

세조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세조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세조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세조실록(규12725 v.17)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세조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세조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세조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세조실록(규12725 v.2)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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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 예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표면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한 결과 지합 특성은 우

수하다고 판단되었다.

• 예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섬유조성은 닥 섬유의 세포벽 특성을 일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 예종실록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바 먹의 번짐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예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예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예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예종실록(규12726 v.1)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예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예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예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예종실록(규12726 v.3)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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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종실록

가.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성종실록 중 규12727 v.1 및 규12727 v.33의 두께를 분석하였다.

• 내지의 평균 두께는 각각의 책 및 각 책의 쪽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각각 134.7㎛, 116.2㎛

이었다.

(단위: ㎛)   

구분
규12727 v.1 규12727 v.33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111.5 148.0 116.5 113.5 103.5 110.0

Max. 123.0 163.0 141.5 138.0 108.5 119.0

Mean 117.6 157.8 128.6 128.0 105.9 114.6

Total Mean 134.7 116.2

나. 광학현미경 이미지 분석

• 성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표면구조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한 결과 지합 특성은 우

수하다고 판단되었다.

• 성종실록에 사용된 한지의 섬유조성은 닥 섬유의 세포벽 특성을 일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 성종실록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바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나 전반

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성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성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성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성종실록(규12727 v.1)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6160

제1장_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2_대체본 I 

(4) 분석에 의한 복제용 한지의 제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여 수록하

고 있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임은 물론,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료이다.

또한 편찬과정의 공정성 및 보관에 있어 수장 및 보존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

며, 당시 매우 중요한 국가기록물로서 취급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고급 품질의 수록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 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

며, 복제용으로 사용할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초지 한 수록한지를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단종, 세조, 예종, 성종실록) 내지의 두께 결과 정리

구분 책 1 (㎛) 책 2 (㎛) 평균 (㎛)

단종실록 133.8 157.5 145.7

세조실록 114.0 142.8 128.4

예종실록 130.6 159.9 145.3

성종실록 134.7 116.2 125.5

종합평균 136.2

복제용 한지의 특성 및 초지 조건 제안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136±30 ㎛

섬유배합비 국산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권장

고해 방법 타고해 권장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 초지법 사용

건조 방법 철판 또는 목판건조 사용

도침 여부 실시

성종실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x 120)

성종실록 내지의 글자부 이미지 (x 120)

성종실록 내지의 이미지 (x 420)

성종실록(규12727 v.33) 내지의 광학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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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장직물 분석

(1) 분석 담당자 :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2) 분석 대상 : 단종실록 2책, 세조실록 15책, 성종실록 6책

(3) 직물 분석법 

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직물의 태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 현 상태를 살핀다. 확대경으로 부분

을 확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하여 직물의 조직, 실의 꼬임 등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현미경 촬영 부

분, 색차계 측정 부분 등을 검토한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여러 군데를 확대 촬영하고, 그 이미

지를 사용하여 실의 굵기나 직물 밀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환산한다. 색차계를 사용하여 직물에 남아있

는 색의 정도를 측정한다. 직물의 분석에 사용되는 대략적인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직물 분석 방법

분석방법 내용

섬도(纖度) 직조에 사용된 실의 굵기

밀도(密度) 경사와 위사의 단위길이 내의 실의 수 

연도(軟度) 직물의 강연성 측정

조직분해(組織分解) 직물 조직 분석

태측정(態測定) 직물의 시각 및 촉각을 평가

색측정(色測定) 직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색을 측정 분석

직물 관찰 색도 측정

(4) 분석 결과

 

이번 복제본 제작 대상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직물로 표장되어 있는 책은 모두 22책이며 이 중 16책은 

표제에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장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손상된 부분이 다수 조사되었는데 특히 책의 가

장자리가 닳아 손실된 경우가 많았으며, 성종실록 v.59(권88~90)는 군데군데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표장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제직된 주(紬)가 사용되었다. 주는 명주라고도 하는데 굵기가 일정치 않은 

실로 짠 것을 뜻하며, 근래에는 수방적사(手紡績絲)를 사용한다 하여 ‘손명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장직

물을 실체현미경에 의해 밀도와 실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실은 거의 꼬임이 없는 무연사에 가

까운 실을 사용하였으며 실의 직경은 일정치가 않았다. 표장직물은 직물의 밀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

분할 수 있는데, 경사의 밀도가 ㎝당 20~29올 사이가 가장 많았다. 표장에 사용된 주(紬)의 포폭을 확인할 

수 있는 직물은 대체로 35㎝ 이내였다. 몇 책의 경우 배접부분이 손상되어 있어 직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 0.16~0.29㎜까지 차이가 많이 났다. 복제 대상이 되는 실록의 직물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장직물의 특성 

책명 책번호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구분
직물 특성 부분 확대 사진

실직경
(㎜)

실 
꼬임

밀도  
(올/㎝)

직물두께
(㎜)

저배율 고배율

단종실록

규12724

v.12

紬

(표장)
평직

경사 0.36 없음 21.2

0.17

위사 0.42 없음 20.1

紬

(표제)
평직

경사 0.32 없음 22

위사 0.48 없음 19.3

v.14 紬 평직

경사 0.32 없음 22.7

위사 0.46 없음 22.2

세조실록

규12725

v.2 紬 평직

경사 0.32 없음 27.2

위사 0.56 없음 15.7

v.3

紬

(표장)
평직

경사 0.31 없음 30.9

위사 0.39 없음 21.8

紬

(표제)
평직

경사 0.24 없음 23.3

위사 0.44 없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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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책번호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구분
직물 특성 부분 확대 사진

실직경
(㎜)

실 
꼬임

밀도  
(올/㎝)

직물두께
(㎜)

저배율 고배율

세조실록

규12725

v.7

紬

(표장)
평직

경사 0.33 없음 22.5

위사 0.40 없음 23.9

紬

(표제)
평직

경사 0.31 없음 21.5

위사 0.53 없음 17.1

v.8

紬

(표장)
평직

경사 0.31 없음 25.4

위사 0.39 없음 22.1

紬

(표제)
평직

경사 0.31 없음 31.7

위사 0.33 없음 20

v.11 紬 평직

경사 0.43 없음 15.4

0.20

위사 0.44 없음 22.3

v.17 紬 평직

경사 0.44 없음 22.1

위사 0.49 없음 14.3

v.25

紬

(표장)
평직

경사 0.30 없음 26.1

위사 0.36 없음 25.5

紬

(표제)
평직

경사 0.27 없음 29.8

위사 0.42 없음 20.2

v.27

紬

(표장)
평직

경사 0.34 없음 28.9

0.27

위사 0.52 없음 16.7

紬

(표제)
평직

경사 0.35 없음 17.6

위사 0.62 없음 13.5

v.28
紬

(표장)
평직

경사 0.26 없음 28.9

위사 0.36 없음 29.1

책명 책번호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구분
직물 특성 부분 확대 사진

실직경
(㎜)

실 
꼬임

밀도  
(올/㎝)

직물두께
(㎜)

저배율 고배율

세조실록

규12725

v.28
紬

(표제)
평직

경사 0.31 없음 21.2

위사 0.41 없음 21.6

v.34

紬

(표장)
평직

경사 0.22 없음 27.9

위사 0.46 없음 19.3

紬

(표제)
평직

경사 0.27 없음 31.3

위사 0.32 없음 24.7

v.35

紬
(표장)

평직

경사 0.24 없음 30.4

위사 0.34 없음 30.3

紬

(표제)
평직

경사 0.27 없음 31.3

위사 0.32 없음 24.7

v.36 紬 평직

경사 0.26 없음 28.9

0.20

위사 0.29 없음 28.3

v.37

紬
(표장)

평직

경사 0.24 없음 29.2

0.18

위사 0.41 없음 17.2

紬

(표제)
평직

경사 0.26 없음 26.4

위사 0.46 없음 14.9

v.40

紬

(표장)
평직

경사 0.26 없음 22

0.17

위사 0.33 없음 26.2

紬

(표제)
평직

경사 0.34 없음 18.3

위사 0.45 없음 20.3

v.41 紬 평직

경사 0.23 없음 37

위사 0.37 없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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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명 책번호
직물
종류

직물
조직

구분
직물 특성 부분 확대 사진

실직경
(㎜)

실 
꼬임

밀도  
(올/㎝)

직물두께
(㎜)

저배율 고배율

성종실록

규12727

v.54

紬

(표장)
평직

경사 0.27 없음 34.2

0.21

위사 0.39 없음 22.1

紬

(표제)
평직

경사 0.24 없음 26.4

위사 0.37 없음 22.1

v.57

紬

(표장)
평직

경사 0.31 없음 30.6

위사 0.51 없음 18.1

紬

(표제)
평직

경사 0.25 없음 26.8

위사 0.37 없음 26.3

v.59

紬

(표장)
평직

경사 0.31 없음 23.6

위사 0.48 없음 15.7

紬

(표제)
평직

경사 0.21 없음 27.4

위사 0.39 없음 22

v.74

紬

(표장)
평직

경사 0.33 없음 30.6

위사 0.44 없음 22.3

紬

(표제)
평직

경사 0.24 없음 27.2

위사 0.47 없음 21.4

v.75

紬

(표장)
평직

경사 0.41 없음 30

위사 0.42 없음 18.3

紬

(표제)
평직

경사 0.23 없음 24.6

위사 0.44 없음 20.9

(5) 직물 색도 측정 결과 

이번 복제본 제작 대상 조선왕조실록의 표장직물은 모두 쪽으로 염색되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대

부분 변색, 탈색이 되어 있고 오염부분이 남아있어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 전반적으로 고

르게 색변화가 있으나 앞과 뒤의 색차가 심하고, 세조실록 v.27(권 34)과 같이 위, 아래 부분의 색이 더 짙

게 남아 있거나 성종실록 v.75(권 140~142)는 뒤표장의 가운데 부분만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표장직물의 색도는 L, a, b값으로 표시하였다. L은 반사율(인간의 시감과 같은 명도)을 나타내며, a는 색

도 다이어그램으로 ＋a는 빨강, -a는 초록 방향을 나타낸다. b는 색도 다이어그램으로 ＋b는 노랑, -b는 파

랑 방향을 나타낸다. 실록의 일부는 표장 안쪽 귀퉁이 부분의 배접지가 분리되어있어 본래의 색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표면의 노출된 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황색 계통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각 실록의 표장별로 색도를 측정한 부위와 측정값은 다음과 같다.

<단종실록 v.12>

앞 뒤

L a b L a b

1 55.6 -3.3 -1.5 1 53.5 -4.2 -4.4

2 51.9 -4.0 -1.4 2 54.6 -3.9 -3.5

3 54.2 -4.0 -4.1 3 55.8 -4.3 -0.1

4 55.4 -4.5 -1.1

❶

❶

❷
❷

❸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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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v.14>

앞 뒤

L a b L a b

1 53.5 -4.2 -4.4 1 50.9 -4.7 2.4

2 54.6 -3.9 -3.5 2 45.1 -5.2 3.3

3 55.8 -4.3 -0.1 3 48.9 -4.8 1.9

4 55.4 -4.5 -1.1 4 46.2 -4.9 2.7

<세조실록 v.2>

앞 뒤

L a b L a b

1 50.7 -5.1 -3.9 1 50.4 -5.9 -0.3

2 55.8 -4.2 -2.8 2 58.1 -4.1 0.7

3 52.1 -5.5 -5.2 3 47.8 -4.8 0.3

<세조실록 v.3>

앞 뒤

L a b L a b

1 51.3 -4.5 -1.7 1 47.6 -4.8 -7.9

2 55.6 -5.0 -2.5 2 49.4 -4.8 -5.3

3 61.1 -3.8 -2.2 3 48.2 -4.1 -6.0

<세조실록 v.7>

앞 뒤

L a b L a b

1 55.6 -3.4 3.6 1 54.6 -3.1 4.9

2 65.2 -1.0 5.1 2 55.2 -4.2 6.7

3 70.5 -4.1 3.2 3 51.3 -5.0 4.0

❸

❸

❸

❸

❸

❸
❹

❷
❷

❷

❷

❷

❷

❶

❶ ❶

❶

❶

❶

❸❸

❷
❷

❶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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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v.8>

앞 뒤

L a b L a b

1 57.3 -5.3 4.4 1 51.2 -3.1 4.6

2 52.4 -5.1 5.0 2 52.2 -2.0 5.0

3 55.0 -4.1 4.2 3 56.4 -2.7 3.8

<세조실록 v.11>

앞 뒤

L a b L a b

1 50.7 -4.9 -3.2 1 51.0 -5.8 5.5

2 51.8 -5.0 -1.3 2 50.8 -5.4 5.8

3 58.1 -5.9 -0.4 3 50.9 -5.1 6.5

<세조실록 v.17>

앞 뒤

L a b L a b

1 55.8 -4.4 0.6 1 50.8 -1.7 7.4

2 52.4 -4.7 -2.2 2 53.6 -2.1 8.6

3 37.8 -2.9 -0.8 3 54.5 -1.8 6.8

4 49.5 -4.4 -3.6 4 49.0 0.2 10.8

<세조실록 v.25>

앞 뒤

L a b L a b

1 49.3 -5.3 -5.6 1 50.6 -5.1 -2.1

2 47.2 -5.1 -6.1 2 49.2 -5.6 -2.7

3 54.0 -4.2 -2.1 3 47.3 -5.1 -1.9

4 44.0 -4.2 -2.6 4 48.6 -5.4 -0.2

❸

❸
❸

❸

❷

❷
❷

❷

❶

❶

❶

❶

❸

❸

❸

❸❹

❹ ❹

❹

❷

❷

❷

❷

❶

❶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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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v.27>

앞 뒤

L a b L a b

1 46.3 -4.2 -0.9 1 53.0 -5.5 -3.1

2 48.4 -5.4 -5.4 2 49.7 -4.9 -5.7

3 50.7 -5.6 -4.4 3 51.7 -5.6 -2.5

4 45.6 -4.8 -3.5 4 54.4 -5.4 5.6

<세조실록 v.28>

앞 뒤

L a b L a b

1 50.5 -5.1 -7.1 1 49.8 -5.8 -4.5

2 49.6 -4.8 -6.9 2 49.0 -6.0 -3.3

3 49.1 -5.4 -7.1 3 51.4 -3.7 5.5

<세조실록 v.34>

앞 뒤

L a b L a b

1 49.7 -5.5 -2.9 1 48.2 -5.5 -3.0

2 52.3 -4.1 -1.2 2 51.2 -5.6 -1.6

3 47.0 -5.8 -0.9 3 52.0 -5.2 -2.0

<세조실록 v.36>

앞 뒤

L a b L a b

1 49.2 -3.6 0.5 1 55.8 -4.2 0.5

2 50.1 -3.6 -0.7 2 57.1 -3.7 -0.8

3 50.6 -2.8 0.2 3 47.8 -4.8 0.6

❸

❸

❸

❸

❹

❹

❶

❶

❷

❷

❷❷

❶

❶

❸

❸

❸

❸

❷

❷

❷

❷

❶

❶

❶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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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v.37>

앞 뒤

L a b L a b

1 48.5 -5.2 -6.2 1 48.8 -5.2 -7.4

2 53.8 -4.9 -4.5 2 40.4 -6.6 -7.0

3 50.1 -3.0 -5.9 3 53.8 -4.0 -6.1

<세조실록 v.40>

앞 뒤

L a b L a b

1 55.6 -1.5 7.7 1 51.0 -4.8 0.8

2 56.8 -2.3 7.1 2 51.6 -4.2 2.1

3 54.7 -4.4 9.7 3 56.8 -3.8 7.4

<세조실록 v.41>

앞 뒤

L a b L a b

1 56.7 -3.6 3.2 1 55.8 -3.9 3.1

2 55.2 -2.0 1.5 2 55.7 -4.0 2.1

3 58.6 -3.9 7.4 3 59.1 -1.7 10.5

<성종실록 v.54>

앞 뒤

L a b L a b

1 49.2 -4.1 -2.5 1 49.1 -4.1 -4.5

2 55.6 -1.9 -4.0 2 46.2 -4.0 -4.0

3 60.8 -2.8 -3.4 3 50.1 -3.4 -4.9

❸

❸ ❸

❸

❶

❶

❶

❶

❷

❷

❷

❷

❸
❸

❶

❶

❷ ❷

❸

❸

❶

❶

❷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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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v.57>

앞 뒤

L a b L a b

1 46.7 -5.5 -7.1 1 53.1 -4.6 -3.1

2 52.6 -5.0 -6.1 2 55.1 -3.9 -3.1

3 55.1 -5.2 -6.8 3 56.0 -5.0 -3.4

<성종실록 v.59>

앞 뒤

L a b L a b

1 52.7 -5.0 -1.7 1 50.5 -4.2 -4.0

2 51.0 -5.1 -2.8 2 48.2 -4.3 -3.7

3 55.1 -5.0 -2.5 3 48.5 -4.4 -4.2

<성종실록 v.74>

앞 뒤

L a b L a b

1 48.3 -3.8 -1.7 1 53.3 -4.3 -3.9

2 48.3 -4.0 -1.2 2 51.6 -4.7 -2.9

3 50.6 -3.5 0.4 3 50.2 -4.2 -2.1

<성종실록 v.75>

앞 뒤

L a b L a b

1 44.6 -4.6 -7.0 1 55.7 -4.1 -3.0

2 46.6 -4.5 -7.5 2 52.9 -3.6 -1.7

3 49.6 -4.8 -3.9 3 54.6 -4.1 -3.2

❸

❸

❸

❶

❶

❶

❷

❷

❷ ❸
❸

❸

❸

❶

❶

❶
❶

❷

❷

❷

❷

❸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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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록 복제용 표장 직물 복제에 대한 제언 

이번 복제본 제작 대상 조선왕조실록에는 11~13새에 해당되는 명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실록의 

크기는 가로 30~30.5㎝, 세로 65㎝ 정도이므로 제작에 필요한 직물의 소요량은 35㎝ 폭을 기준으로 한다

면 대략 6필 정도이나 염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8~9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염색 가운데 쪽으로 염색할 경우에는 산화에 의해 발색되므로 고르게 염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

으므로 넉넉하게 직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전통명주를 제직하는 곳은 성주와 경주 두 지역이 있는데 성주에서는 15새를 주로 제직하고 있으므로 

복제 대상의 표장직물에 비해 치밀한 편이나 한사람만이 제직하고 있어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필요량을 공

급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의 것이 성주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다소 거친 태가 나지만 11~13새를 제직하고 

있으므로 가장 근접한 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물공장의 직기에서 생산된 명주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수

직기에서 직조할 때 나오는 약간 거친 느낌의 ‘손맛’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표장직물의 특성과 태를 비교하

여 보면 경주에서 생산되는 명주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3) 장황용 끈 분석 

(1) 분석 담당자 : 김시재(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2)  분석 대상  

장황에 사용된 끈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는 총 23책으로 단종실록 3책(v.12~14), 세조실록 중 직

물로 표장된 15책(v.2~3,7~8,11,17,25,27~28,34~37,40~41), 성종실록 5책(v.54,57,59,74~75)이다. 장황용 

끈에 관한 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2년 6월 1일, 2차는 9월 5일에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 

표지에 사용된 명주와 끈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2차 조사에서 시제품과 원본을 

대조하면서 염색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분 실의모양 직경(mm) 꼬임방향 유물번호 권 수

1 1 Z(좌)

규12724 v.12, 14 

규12725 v.7, 11, 27, 34, 

35, 36, 37,40 

10책

2 0.8 S(우)

규12725 v.28, 41 

규12727 v.54, 59, 74

5책

3 0.6 Z(좌) 규12724 v.13 1책

4 1.3 S(우) 규12725 v.2, 17 2책

5 2 Z(좌) 규12725 v.25 1책

6 1.2 S(우)

규12725 v.3, 8

규12727 v.57, 75 4책

(3)  분석 결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끈 색상의 변색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붉은 색으로, 이는 『영종대왕실록청의궤』에 

장황(粧䌙)에 사용된 물품 목록에 ‘홍진사(紅眞絲)’라고 기록된 바와 일치한다. 조사한 끈은 모두 3겹으로 

꼰 끈이었으며,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한 실록에 사

용된 끈은 시대와 상관없이 6종류의 끈으로 분류되었다. 6종으로 분류한 내용은 앞의 표와 같다.  

(4) 장황용 끈 제작에 대한 제언

6종의 끈 중 분류번호 4번은 바랜 상태 등으로 보아 가장 오래된 끈으로 추정되며, 굵기가 적당하고 꼬

임의 정도가 단단해 장황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장황에 사용할 끈은 분류번호 4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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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문위원회

작업 공정 단계별로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유물의 상태를 조사한 

후 이미지 제작에 있어서 결정할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에 따라 제조한 한

지 및 비단, 인쇄, 염색한 비단 등에 대한 견본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료를 결정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2년 5월 19일(금) 오후 1시30분 ~ 3시20분

(2) 참석 자문위원

한국학 :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한지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3) 주요 회의 안건   

① 이미지 편집 

논의 사항 유물의 상태 논의 결과 비고

광곽선 밖 붓글씨의 

복원 여부

원본대로 인쇄한다.

(글씨를 쓴 시기는 알 

수 없음)

첨지(일본어, 한문 붓글씨)

의 처리

일본어 첨지는 복원하

지 않는다. 단 첨지라도 

제작당시의 것으로 확

인된 경우는 복원한다.

첨지의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복원

하지 않는다.

첨지에 의해 글자가 

가려진 부분의 처리

수리복원팀과 논의하

여 촬영시 첨지를 떼고 

촬영한 후 복구한다. 

첨지가 훼손될 가능성

이 있어서 규장각과 

협의하여 본문내 동일

한 글자를 집자한다.

논의 사항 유물의 상태 논의 결과 비고

종이가 구겨지거나 접혀서 

글자가 왜곡된 경우의 처리

촬영시 펼 수 있을 때는 

펴고 펼 수없을 때는 접

힌 상태로 복제한다.

탈락된 글자를  국사

편찬위원회 조선왕조

실록 원문검색 사이트

를 통해 확인한 후  동

일한 책 내에서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였다. 

(담당: 고전번역원 연

구원 이미애)

종이가 붙어 글씨가 묻어난 

경우의 처리

원형복원의 원칙에 따

라 오물, 먹먼짐 등은 

지우고 가려진 글자는 

집자한다. 단 집자를 한 

부분은 기록으로 남긴

다.밀랍의 산화, 오염, 종이 훼

손 등으로 글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판심을 잘못 접은 경우 가운데를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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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지 제조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본문 한지의 두께가 같은 책 내에서도 일정하지 

않은데 두께를 통일할 것인가?

동일한 왕대 실록의 종이 두께는 한 가지로 통일한

다. 책의 두께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종이 두

께보다 종이의 질이 문제이다. 

한지의 보푸라기 방지 방법

도침시 물을 사용하면 보푸라기 현상이 심해진다. 

황촉규를 사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황촉규를 

사용하는 경우 당성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분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타당성을 입증한다.

원본 실록의 한지 두께

서명
두께 (단위: ㎜)

밀랍본 갈아끼운 장 갈아끼운 장의 조사 부위

단종실록 0.11~0.19 -

예종실록 0.12~0.18 0.10~0.12 밀랍이 묻지 않은 부분

세조실록 0.10~0.19 0.09~0.13 밀랍이 묻지 않은 부분

성종실록 0.13~0.19

0.13~0.15 밀랍 부분 v. 7

0.9~0.13 밀랍이 묻지 않은 부분 v.27

0.7~0.10 생지(밀랍 도포 안함) v.29

③ 표장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조사결과 표장이 한지 능화문과 비단으로 되어 

있고, 능화문은 4가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방침에 따라 전 책을 제작 당시의 원형대로 

비단으로 표장하기로 한다. (한지 능화문은 후대에 

개장한 것)

비단의 색상, 올의 굵기와 밀도가 균일하지 않

다. 조직과 색상의 통일 여부와 통일한다면 어

느 왕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비단 조직과 색상은 전 책을 통일하는 것으로 한

다. 통일하는 경우 원형을 추정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해야 한다. 

④ 장황용 끈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장정에 사용된 끈의 굵기, 꼬임, 색상 등이 일정

하지 않은데, 한 종류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인

지 여부

끈은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색상, 굵기, 꼬

임은 원본과 같게 한다. -> 후에 규장각에서 현재

의 끈은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고, 원형이 남아있

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주어 사료를 찾아(오대산본 

참고) 원형 복원하기로 한다.

⑤ 표제지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표제지가 한지로 된 책과 비단으로 된 책이 있다. 

원본과 동일하게 하는가?
표제지는 제작 당시와 동일하게 전부 직물로 한다.

표제지의 부착 위치, 글자의 농담, 탈락, 크기, 내

용이 각각 다르다. 원본과 동일하게 하는가?
좀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 후 원형대로 한다. 

단종실록의 경우 표제지와 내지 제목이 다르다. 

(표제지: 단종대왕실록, 내지: 노산군일기)

원형은 노산군일기이나 후대에 단종실록으로 대체한 

것이다. 원형을 찾아서 복원한다.

⑥ 인쇄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먹의 농담
안료분석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최대한 원본에 맞

게 인쇄한다. 

⑦ 장정

논의 사항 논의 결과 비고

책의 길이가 약간씩 다르다. 통일할지 여부 원본과 동일하게 한다.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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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자문회의 

(1) 개최 일시

2012년 9월 20일(금) 오후 2시 ~ 3시

(2) 참석 자문위원

한국학 :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한지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 직물 : 박윤미(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장황 : 이상현(이헌문화재보존 대표)

(3) 참석 협력업체

김경렬(비단 및 장황용 끈 염색 담당) : 색탄자홍화연구소 대표 

(4) 주요 회의 안건   

① 한지 

논의 사항 논의 내용 결론

물성분석한 데이터를 참고로 제

작한 실록용 한지의 발초수 및 

발끈 폭, 두께, 색상 등이 원형과 

일치하는가?

-  실록원형에 비해 한지 두께가 좀 얇은 

듯하다.

- 한지의 색상이 하얀 편이다.  

-  생산자가 하는 도침 이외에 추가 도침

이 필요하다. 

-  실록원형은 발초수가 균일해서 보이지 

않는데 발초수가 현저히 두드러지게 보

인다. 종이가 얇고 도침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  실록과 대조한 견본한지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   생산자에게 추가 도침을 의뢰하고,  공

방 인쇄기의 압을 이용하여 한 번 더 

도침한다. 

-   샘플 1의 두께와 도침(외발/철판/도침 

9-1/소다회/0.12mm)으로 제작한다.

-   샘플 2(외발/철판/도침/잿물/0.12-

0.14mm)로  색상을 맞춘다.

 

② 비단 

논의 사항 논의 내용 결론

-  국산 누에고치를 직조한 손명주인

가?

-  분석한 데이터 값에 따른 올의 굵

기, 짜임, 밀도가 일치하는가? 

-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통 베틀에서 

직조했는가?

-  실록 원형의 비단과 굵기(13새), 밀도

가 비슷하고, 질감도 수직기로 짠 것과 

동일하다.

-  전통방법인 수직기로 제작한 손명주인 

것으로 확인된다.

제시한 샘플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③ 비단 염색 

논의 사항 논의 내용 결론

실록원형의 색상과 원형복제 실록의 

색상 재현이 잘 구현되었는가? (2종

류의 염색 샘플을 제시)

-  제시된 샘플이 조금 진한 듯한데 유물 안

쪽 배접부분에 남아 있는 색과 비교하면 색

상이 유사하다.

-  전년도 사업자와 색상이 비슷해야 다음에 

제작되는 실록 색상이 일관성이 있다.

실록 원본의 배접부분에 남아 있는 색

상을 볼때 두 번째 색상이 가장 적합하

다.(아래 견본 사진의 동그라미). 전년도 

사업자의 염색 색상과도 거의 유사하다.

비단 염색 견본 

④ 인쇄 

논의 사항 논의 내용 결론

-  글자의 획이 날아가거나 뭉개짐이   

없는가?

- 판심이 일치하는가?

-  광곽선의 크기, 책의 크기 등이 일

치하는가?

- 인쇄는 잘 된 것으로 보인다.

-  한지의 색상을 샘플 인쇄한 색상으로 맞추

는 것이 좋다. (검수를 위해 제시한 한지보

다 약간 더 어두움)

제시한 샘플대로 진행한다.

비단 염색 색상 견본
(동그라미 색상으로 결정)

결정된 비단 색상과 
전년도 사업자의 색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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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견본 

2차 자문회의

Ⅴ.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1) 담당 : 주재범 (스튜디오 A 실장)

(2) 촬영 장비

① 카메라

Hasselblad H4D-60 (6,000만 화소)

Phase ONE P45+ (3,900만 화소)

Canon EOS1DS MK3 (2,100만 화소)

다양한 카메라로 유물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② 조명 시스템 

Elinchrome Digital Micro 3000 Powerpack

ELINCHROME RX500 8 SET

풍부한 광량과 세밀한 조명설정으로 유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조명시스템과 악세서리를 촬영에 사용하였다.

③ 보조 장비  

White Balance Target X-Rite ColorChecker : 정확한 색재현을 위한 촬영 전 타켓 촬영 - 촬영될 대상의 

    노출과 화이트밸런스를 정확히 측정한 후 정해진 환경에서 촬영하였다.

Lens System / Accessory : 풍부한 광량과 세밀한 조명설정으로 유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 

    양한 조명시스템과 악세서리를 촬영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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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 방법

• 원활한 촬영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촬영 작업대, 모니터, 조명 설치 

• 조명 세팅 : 5,500K의 색온도로 태양광과 유사한 조명으로 정확한 색재현이 가능 하도록 세팅 

• 장비 세팅 : 카메라를 고정스탠드에 연결하고 자료와의 수평을 유지하고, 컴퓨터에 연결    

• 노출테스트 : 자료와 카메라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므로

                    노출을 항시 확인하여 이미지의 일관성 유지

• 촬영 :  컴퓨터로 전송된 촬영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촬영 오류 

            최소화

고정스탠드 에 연결

노출테스트

2. 이미지 제작 

1) 편집 및 보정 원칙

• 밀랍, 오염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글씨만 남긴다.

• 첨지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복원하지 않는다.

•  오염물질, 접힘, 밀랍의 백화현상 등으로 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형의 글자를 찾아 동일한 왕

대 실록에 있는 글자를 집자한다.

• 밀랍 등 제거시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이미지 편집 방법

❶  도련을 1cm로 잡고 실록사이즈에 맞춰document를 
만든다.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이미지를 불러온다. 

❷  원본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고 판심에 맞게 붙인 후 전
체적인 톤을 보정한다. (사용 툴 : Free Transform, 
Warp, Selective Color, Curlves)

❸  밀랍 등 바탕색을 1차 제거한다.(사용 툴 : Black 
&White, Smart Sharpen, Unsharpen Mask

 ❹  세부적으로 꼼꼼히 제거한다. (사용 툴 : Brush, 
Dodge,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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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광곽선에 맞춰 구겨진 부분 복구

바탕색 제거

동일한 글자 집자 

원본 첨지 제거 가려졌던 글자 집자

❺  종이구김, 오물, 백화현상 등으로 변형, 훼손, 탈락된 글자와 획도 원형대로 복원한다.

❺-1 구겨진 면 편집

❺-2 첨지로 인해 가려진 글자 집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복원 - 글자마다 희미한 정도가 다르므로, 
1차 바닥작업 후 안보이는 글자들을 부분부분 선택해서 먹을 끌어올린다.

원본 - 글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매우 희미함

❺-3 백화현상으로 희미해진 글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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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4  약초 잎이 붙어 있는 부분은 잎을 제거하고 가려진 글자를 복원 

원본 
-  약초 잎이 종이에 붙어 있음
   (� : 약초 잎에 가린 글자)

바탕색 제거 후 
-  약초 잎이 글자의 획과 혼동되어 보임

세부작업 후
- 약초 잎은 제거하고 글자의 획만 살림

 
   ❺-5 오염 또는 먹에 의해 훼손된 부분 보정

원본 - 오염에 의한 훼손

원본 - 구멍에 의한 훼손

먹 오물 제거 후 획 복원

훼손된 글자 집자

원본 - 먹 번짐에 의한 훼손 먹 제거 후 획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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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❻  탈락되거나 훼손된 글자 집자 방법

탈락된 글자가 있는 장 
성종실록(규12727 v.5), 
첫번째장, 경인년 8월 정미일 네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태백산 사고본에서 탈락된 
글자 확인, 豈, 出로 확인됨

같은 책에서 동일한 글자 검색
성종실록(규12727 v.5) 두번째장

집자하여 탈락된 글자에 대체하여 원형 복원

3. 주요재료 확보 방법

1) 한지 제조

(1) 제조업체 

장지방 (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2) 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 요건

실록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

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122±20 ㎛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크기 
세조실록, 예종실록, 단종실록 : 65cm x 65cm

성종실록 : 72cm x 75cm 

(3) 복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 원료로는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도 사용하였던 잿물과 종

이 제작에 꼭 필요한 황촉규 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  닥나무 : 봄부터 성장한 닥나무를 쪄서 껍질을 벗기고, 껍질 외피에 있는 이물질을 닥칼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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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물(육잿물) : 잿물은 생활 속에서 사용해오던 것으로 가정에서는 빨래와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였

고 염색할 때와 도자기 유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종이를 만들 때는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

게 만드는데 사용된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메밀대, 고추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로 사용

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  황촉규(닥풀) : 황촉규는 1년생 풀로서 봄이 오는 4월말 내지는 5월초에 파종하여 서리내리기 직전

에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의 표면과 지

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② 고해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나무로 된 절구나 

돌판에 깨끗하게 손질된 닥나무 껍질을 놓고 두드려 닥 섬유로 만든다. 일광으로 자연 표백과 함께 분쇄 

후 세척 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닥나무껍질 외피 벗겨내기

잿물 이온 농도 맞추기

고춧대  태우기

황촉규근 상처내기

일광표백(색바래기) 산소 이온 농도 확인

해리작업 세척 후 색도 확인

 ③ 발과 발틀  

원본의 물성분석과 연구자료를 근거로 발초수를 24~27개로 하고, 실록의 크기에 맞는 발을 제작하였

다.(발의 크기 : 세조실록 복제용 - 65cm x 65cm, 성종실록 복제용 - 72cm x 75cm)

④ 도련 및 가공 

순수한 닥나무 껍질로 제작한 종이는 평활도가 낮아 추지법을 이용하여 종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원본 상태조사 결과 조선왕조실록은 평활도 뿐만 아니라 광택도도 우수하여 조선

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도 두드려 평활도를 높였다.

종이 두께 확인 디딤방아로 두드리기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 제조용 발



  9998

제1장_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2012 고문헌보존수리·관리사업 보고서2_대체본 I 

(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장지방은 1890년대에 창업하여 4대에 걸쳐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제작하고 있다. 장지방 전통한지는 다

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를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  초지를 뜰 때 황촉규를 많이 사용하여 물질을 10번 이상(대개는 5~6번)함으로써 한지의 표면이 매

끄럽고 균일하다. 

•  발의 규격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종이의 두께, 색상 등에 대한 물성분석 데이터값을 정확히 반

영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 전통 잿물인 육재 사용 (고춧대, 메밀대, 참나무대, 콩나무대를 태운 재)

   - 타고해 : 닥껍질을 두드려 분해하므로 섬유가 끊어지지 않아 종이의 강도가 높음.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다.

2) 표장직물(비단) 직조

(1)  전통 명주 생산지

현재 수방적사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견직물을 생산하는 곳은 경북 성주와 경주의 두 곳이 있다. 

성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7호 명주짜기 조옥이 보유자가 2007년도에 사망한 이후 그 마을에서는 전수

교육조교인 이규종 선생 혼자 명주를 짜고 있다. 성주에서는 주로 14~15새의 명주를 짜는데 수요가 많지 

않아 활발하게 옷감을 짜고 있는 편은 아니며 연간 약 5필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경주 두산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명주를 제직하고 있는데 11~15새의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 15새는 많이 짜고 있지 않으며 대체로 

11~13새의 명주를 짜고 있다. 두산리의 명주는 ‘손명주’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 주로 수의용으로 제작되므

로 성주에 비해 다소 거칠게 직조하는 경우가 많다.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자 

김영자(82세,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최복출(81세, 소재지 : 경주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이규종(78세,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3) 비단 직조 요건

•밀도 : 13새

•폭 : 35cm 내외

•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메기 등의 작업을 거

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다.

(4)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직조 과정

①  누에치기 : 경주 두산리에서는 7~8가구가 누에를 친다. 누에씨는 경주 양잠조합에서 구입하며 봄에는 

30장, 가을에는 15장 정도 친다. 모자라는 고치는 1년에 5,000㎏ 정도를 양잠조합에서 구입한다. 

②  실잣기 :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과정으로서 전기솥에 물을 넣고 뜨거워지면 누에고치 2~30개를 넣

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실의 두께를 확인하며 왕쳉이(물레의 경상도 사투리)에 올린다. 어느 정

도 감기면 타래로 묶는다.

③  자은실 고르기 : 자은실의 실타래를 발에 걸고 한 올씩 뜯어낸다. 이렇게 하면 돌것에서 실 내릴 때 수

월해진다.

④ 돌것에서 실 내리기 :자아놓은 실타래를 돌것에 올려 실을 내린다.

⑤  베날기 : 대개는 두필거리를 나는데 필요에 따라 필수가 달라진다. 13개의 구멍이 뚫린 고무대에 실을 

끼워 놓고 첫새, 중간새, 개새, 참새, 그리고 막새의 말뚝을 박고 베날기를 하는데 나는 필수에 따라 날

꼬지의 수가 많아진다. 반대편에는 들말위에 무거운 돌맹이로 고정시키고 들말 앞쪽에 꽂힌 두 개의 막

대에 날실을 건다. 

⑥  베매기 : 베날기가 끝난 날실을 승수에 맞는 바디에 끼워 고끝을 도투마리에 맨다. 

⑦  베짜기 : 두산리의 대부분 가정에는 베틀과 길쌈기구를 갖추고 있다. 베틀은 전부 요직기형의 전통베

틀이다. 

⑧  후처리 : 제직이 완료된 베는 생명주로 둘 경우 물에 불려 풀을 빼며 약한 알칼리액에 담가 오물을 빼

기도 한다. 알칼리세제에 삶아 익명주를 만드는 것을 ‘베 새긴다’라고 한다. 전통적으로는 잿물을 사용

하였다. 우선 베를 물에 담가 불린 후 치대 풀기를 빼고 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알칼리액에 삶고 하루, 

이틀 우려내 다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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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영자의 명주짜기

베날기 베매기

실잣기

돌것에서 실 내리기 새좇기

풀바르기

자은실 고르기

성주 이규종의 명주짜기

누에치기

3) 비단 및 명주실 염색

(1)  염색자 

김경열(색탄자홍화연구소장) - 세조실록, 예종실록, 단종실록 비단 및 명주실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 성종실록 비단

(2)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염색 조건

천연 염료(쪽과 홍화)를 사용하여 전통 방식으로 염색

(3) 복제본 실록 표장용 비단 및 장황용 실 염색 과정

①  염색전 처리(정련) : 수직기에 의해 직조한 견직물에는 염색성을 방해하는 세리신(20-30%)이 있으므

로 이를 제거하고, 고른 염색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정련(숙) 과정을 거친다. 

② 비단 염색 : 쪽염   

• 8월말에서 9월 초순에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이슬 맞은 쪽풀을 베어 항아리에 넣은 후 연수를 채우고 

꼭꼭 눌러 담은 항아리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뜨지 않도록 하여 삭힌다. 

•  약 3일에서 일주일정도 되면 파란물이 쪽대에서 우러난다. 우러난 물을 모아 항아리에 담아 조개회

나 석회를 풀어 저어주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한 회가 공기와 만나 쪽풀의 색소를 품어 가

라앉는다. 

• 웃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회가 품은 색소가 니람 즉 염료가 된다. 해가 묵은 염료는 짙은 검푸른 색을 

띤 좋은 염료가 된다. 

•  여기에 콩대재나 찰볏집재, 명아주재 등의 잿물을 넣고 저어주면 처음 염액이 만들어질 때와 같이 역

순으로 회가 품고 있는 색소가 분리된다. 분리된 색소는 푸른색을 띠며 염액이 완성된다. 

• 발효 발색에는 쌀겨, 막걸리, 소주, 사과초, 감식초, 꿀, 엿 등이 사용된다. 자연의 절기와 바람(공기), 

온도, 용수, 잿물이 어우러져 염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완성된 염액에 알맞게 정련(숙) 해놓은 직물을 담가 물들인다. 

쪽풀 쪽염액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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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주실 염색 : 소방목과 홍화염    

    ㉮  소방목 : 상록의 나무로 잎사귀는 긴 타원형을 이루고 심재 속에는 적황색 색소가 함유 되어있다. 홍

색 염료나 한약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으며 수입된다. 신라시대부터 소방(蘇榜), 소방

목(蘇榜木)으로 표기 되었다. 조선조에는 단목(丹木)으로 기록되었으며 소홍(小紅), 목홍(木紅), 반

홍(礬紅), 선홍(蘚紅) 등의 색명이 있다. 끓여서 염액을 채취한다.

    ㉯  홍화 : 잇꽃이라 하고 이시(利市), 황람(黃藍), 오람(吳藍), 홍람(紅藍), 자홍화(刺紅花), 대홍화(大紅

花), 약화(藥花), 홍화초(紅花草)라고도 했다. 꽃잎에는 수용성인 황색소와 불용성인 적색소 카타민

의 두 가지가 있어 황색 및 홍색 염색에 사용하는 염재이다. 연수에 황색소를 뺀 후 오미자를 우려낸 

오미자 초에 중화 발색시켜 염색한다. 본 염색 재료인 명주실을 1차 소목에 염색한 후 위의 방법으로 

염액을 만든 홍화 염액에 담가 염색하여 목표색으로 물들였다.

염색하기

산화발색 후 건조하기

소방목 염재

소방목 1차 염색

염액 채취

소방목 2차 염색

④  도침 : 전통 자연염색에서 염직물의 후가공 도침법은 직물의 특성을 살리고 염색의 심미성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젖어있을 때부터 손질하며, 마른직물(수건 등)에 덮어 밟아 물기를 제거하고 홍

두깨에 올려 다듬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풀은 아교풀을 사용하였다.  

홍화꽃 황색소 추출건조된 홍화꽃

잿물내리기 잿물에서 홍색소 추출

홍화 2차 염색

홍색소+오미자액으로 중화발색

염색된 명주실 건조

염색 완료된 비단 손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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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황용 명주실 꼰끈 제작

(1) 제작자  

김시재(중요무형문화제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2)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조건 

명주실을 붉은 색으로 염색(소목과 홍화의 복합염)하여 합사하고 3겹으로 꼬아 제작하며, 꼬임의 방향

은 S(우)현으로 한다.

(3) 복제본 실록 장황용 꼰끈 제작 과정

• 명주실을 적당한 굵기가 되도록 합사한다. 이 때 3가닥을 합사하며, 각 가닥을 왼편으로 최대한 꼬

아준다.  

• 왼편으로 꼬은 3가닥을 다시 하나로 모아 오른편으로 되게 꼬아준다. 꼬임을 주는 횟수는 실의 특징

에 따라 다른데, 이번 사업에 사용한 실의 경우 10m를 날라서 꼬았을 때 8m의 끈을 얻을 수 있었다.

• 꼰 실을 실패에 옮겨 스팀을 쬐어 고정시킨다.

꼰끈 제작 과정

완성된 꼰끈

4. 인쇄

복제본 제작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방법인 플로터 인쇄 방식이 아닌, 목판 인쇄방법과 유사한 판

(PS판) 인쇄 방식으로 인쇄하였다.

(1) 인쇄소  

다해미디어 공방

(2) 복제본 실록 인쇄 조건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이 없고, 먹의 농담이 유물 원본과 일치하도록 인쇄

(3) 복제본 실록 인쇄 과정

•  편집이 완료된 실록 데이터를 입력(니핑작업)한 후 알루미늄 PS판(Presensitized Plate)에 출력

(CTP(Computer to Plate)작업)

•  데이터가 출력된 PS판을 이용하여 교정기에서 인쇄(잉크는 Graphic Chemaical 석판 잉크를 사용, 

미국산)

• 일반 한지에 교정 인쇄 후 복제용 한지에 본인쇄   

• 인쇄된 한지를 말리고 재단사이즈에 맞춰 재단 후 판심 접기

리핑작업(편집완료된 이미지 데이터화) CTP 작업

출력된 PS판 인쇄준비 : 인쇄기에 PS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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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 인쇄 인쇄 모습

건조

비단에 표제지 인쇄

판심 접기 후 재단

(4) 무망 PS판을 이용한 인쇄의 특징 및 장점

• 플로터 인쇄시 글자의 획이 가늘어지고, 일부 희미하거나 가는 획은 인쇄시 나타나지 않는다. 

• 픽셀이 높은 무망(無網) CTP에 출력하여 인쇄하는 경우는 데이터화 작업(니핑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 제작 비용이 더 드는 반면 인쇄가 정교하여 글자 획의 망점이 거의 없다.

일반 인쇄 판

무망 인쇄 판

일반 인쇄 판으로 한 인쇄 (화상도가 낮다)

무망 인쇄 판으로 한 인쇄 (정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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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물 검수

(1) 검수자 

정진숙(검수 책임자), 양선비, 한보람, 이현욱, 윤현상, 김은주

(2) 검수 일정  

2013년 1월 2일(월) ~ 1월 19일(토)

구분 검수일 검수대상 책 검수자

1차 검수

1월 2일

단종실록(규12724 v.12~14)

세조실록(규12725 v.1~14, 16, 17)

예종실록(규12726 v.1, 3)

김은주,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정진숙

1월 7일

세조실록(규12725 v.25, 27~37, 39~42, 

             규12750의2 v.1)

성종실록(규12727 v.1~3)

김은주,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1월 8일
성종실록(규12727 v.4~8, 11~14,         

            16~20, 22~24, 26~27, 29)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정진숙

1월 9일
성종실록(규12727 v.30, 32~33, 35~42, 

             44~45, 48, 50~54, 56)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정진숙

1월 11일
성종실록(규12727 v.57~59, 73~84, 

             86, 88)
김은주,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2차 검수
1월 14일 1차 검수시 재인쇄 및 보완사항

조치후 재검

김은주, 양선비, 이현욱, 정진숙, 한보람

1월 15일 김은주,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한보람

3차 검수 1월 16일
2차 검수시 재인쇄 및 보완사항

조치후 재검
양선비, 윤현상, 이현욱, 한보람

4차 검수 1월 19일
3차 검수시 재인쇄 및 보완사항

조치후 재검
양선비, 이현욱, 정진숙, 한보람

(3) 복제본 실록 검수 사항

인쇄 및 1차 재단이 완료된 내지 인쇄물을 책별로 정리하여, 원본 유물과 매 페이지를 대조하며 아래 사

항을 중점으로 검수하였고, 각 책에 대한 검수 사항을 검수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 실록원본과 대조하여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 등이 없는가

• 판심 접기가 정확한가

• 인쇄 농담이 고른가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것이 없는가

• 규격과 순서가 일치하는가

(4) 검수결과 및 조치

위의 검수 사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지 인쇄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  글자가 뭉개지거나 획이 탈락한 경우 : 이미지를 재편집하여 재인쇄하고, 탈락된 획이 가필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가필하였다. : 글씨모사(전세미)

•  판심 접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원본과 상관없이 정 가운데를 접었다. 

•  인쇄 농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재인쇄하였다.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경우 : 재편집하여 재인쇄하였다.

검수 모습

검수 기록지 (예)

1차 검수시 보완할 사항 기록 재검수시 보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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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황

(1) 장황 업체

차가방(대표 : 정찬정,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2) 복제본 실록 장황 조건

•천연풀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정한다.  

•오침과 지심 구멍의 위치를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맞춘다.

•표지 안쪽 배접지가 들뜨지 않도록 한다. 

•표제 위치를 실록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부착한다.  

(3) 복제본 실록 장황 과정

•표지 : 비단 펼쳐 무늬 잡기 → 비단 배접 → 비단 건조 → 표제 부착 → 표지 건조

•내지 :  내지 정리 → 규격 맞춰 재단(기준으로 잡을 한쪽 면) → 지심 박기 → 규격

            맞춰 재단(삼면: 위, 아래, 책등) → 구멍 뚫기(오침 뚫기) → 주실 묶기 → 끈정

비단 펼쳐 무늬잡기 비단건조비단배접

표제부착

재단(기준면)

표지건조

지심박기

내지정리

재단(삼면)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납품 전 자체 검수 

내지 권수와 표제 권수가 일치하는지, 내지가 누락되거나 뒤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검수하였다.

(2)  납품 후 장황 검수 

표지 비단, 장황 상태, 표제지 등을 규장각 수리복원실에서 검수하였다.

납품 전 자체 검수

장황 검수

주실묶기 끈정리구멍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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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물 검수 

최종 결과물을 원본과 비교하여 검수하였다. 

납품 후 원본과 대조

Ⅵ. 연구 및 교육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료 제작과 인쇄 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제작 방법을 모색하고자 사업 참여자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학술세미

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세미나 주제 : 조선왕조실록의 원형복원-전주사고본 복제본 제작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2년 12월 13일(목) 오후 14:00 ~ 16:00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본열람실

• 주    최 : (주)다해미디어

• 참석대상 : 규장각 관계자, 관련 분야 연구자 및 복제본 제작 참여자

• 사회 : 최윤숙 (다해미디어 대표)

• 발표내용 및 발표자

발표내용 발표자 비고

전주사고본 실록의 보존과 관리 이상찬(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조선왕조실록 표장직물 복제에 대한 고찰
박윤미(동양복식연구소 연구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전주사고본 실록의 표장 염색 김경열(색탄자홍화연구소장)

실록용 한지의 제조 장성우(장지방)

실록 인쇄기법의 복원 최윤숙(다해미디어 대표)

종합토론

-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련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 복제본 제작 공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자료적 보완이 필요

- 전통적인 한지 제작 및 현대화된 생산의 장점 등 전통한지 연구 필요

- 인쇄기법에 있어 전통적 방법의 복원에 대한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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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자 제언

본 사업에서는 전주사고본 실록 총 576책 중 예종실록 2책, 단종실록 3책, 세조실록  32책 성종 60책 등 

총 97책의 밀랍본 실록을 원형 복제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원본 실록을 촬영하여 밀랍, 오물, 곰팡이 등을 이미지 상에서 지워내고 한지에 글씨만 인쇄하였고,  능

화와 비단으로 장정된 표지는 제작 당시 비단이었음을 감안하여 자문위원의 자문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과의 협의에 의해 전부 비단으로 장정하였다. 한지, 비단, 명주실, 염색, 장황 등에 대해 분야별 자문위원에

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자문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전통방식으로 재현하였다.

내지의 밀랍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황변과 곰팡이가 많아 이미지 상에서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밀랍 제거시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글자 한자 한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시

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종이가 접히거나 밀랍과 함께 떨어져나간 글자, 첨지에 의해 가려진 글자들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원문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글자를 확인하고 동일한 글자를 동일한 책에서 찾아 

집자하여 원형 복원하였다.

비단은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매기 등의 작

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한 13새 명주를 사용하였다. 염색은 전통 정연 방식을 복원하여 가장 효과

적인 염색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으며, 이것이 이 사업의 큰 성과중 하나이다. 인쇄 작업에

서는 도구는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였지만 인쇄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에 가깝게 구현하였다. 장황에서

는 표지의 견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방식으로 배접하여 염주알로 문질러 표지의 유연성을 높여 장황의 

품격을 높였다. 

이번 사업을 하며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이미지 상에서 내지의 밀랍을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실록 표장과 같은 품질이 우수한 손명주를 국내산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전통베틀에서 짜는 전수자가 많지 않고, 전수자들의 나이가 연로하여 우수한 품질의 비단을 확보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원형복제 사업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재료나 제작 과정에서 원본 물성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과 원형을 찾아서 복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글씨를 인쇄하는데 쓰인 안료는 옛 송

연먹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원형 복제본 제작의 취지에 맞도록 사용된 재료와 제작방법까지 전통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먹에 대한 조사 연구와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의 원형 복원에 한 발짝 

더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번 복제사업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본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한지, 비단, 염색, 장황 등 협력업체와 장인, 자문

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주 ) 세 종 문 화 재 연 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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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국보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 주관사업자 : (주)세종문화재연구소

• 사 업 기 간 : 2012년 05월 01일~2013년 01월 10일

1) 사업 목적

•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하여 원본 대용으로 활용한다.

• 유일본 자료의 복본을 제작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다.

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서명 청구기호 재질
크기(㎝)

책수 매수 특이사항
가로 세로

승정원일기 奎12788 v.545
내용 한지,

표지 삼베
27.5 38.5 1 78

세계기록유산,

국보 제303호

일성록 奎12811 v.34
내용 한지,

표지 능화
18.5 29.2 1 54

세계기록유산,

국보 제153호

비변사등록 奎15044 v.16
내용 한지,

표지 능화
28.5 39 1 90 국보 제152호

삼국사기 奎貴3614 v.1
내용 한지,

표지 능화
20.5 31 1 76 귀중본, 활용도

경상도지리지 奎10007
내용 한지,

표지 면
45 84.5 1 98

유일본, 훼손우려

활용도, 황동변철

합계 5 395

국보 등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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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인력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종이재질분석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장직물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전문위원

고문헌 양진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장황 홍종진 충청북도 배첩장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총괄 김  민 (주)세종문화재연구소 대표이사

물성

분석

종이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교수

직물 및 염료 박윤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이미지보정

강승연 (주)다해미디어 디자인 실장

장선영 (주)다해미디어

최송이 (주)다해미디어

정재영 (주)다해미디어

김민아 (주)세종문화재연구소

한지 제조 장용훈 장지방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먹 제조 한상묵 취묵향 먹장

표장직물 염색 정관채 정관채 염색장 전수관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꼰사 제작 라주희 (주)세종문화재연구소 염직전공

변철 여창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인쇄

노정상 (주)다해미디어 공방장

구진오 (주)다해미디어

이세환 (주)다해미디어

 글씨 모사제작
윤지혜 (주)세종문화재연구소 계명대학교 서예과 졸업

이정호 경기대학교 서예과 실습조교

장황

정찬정 차가방 경상도지리지, 일성록

홍종진 청주 배첩전수 교육관
삼국사기,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Ⅱ. 제작방법

1. 제작방침 – 원형을 추정한 복원복제

이번 사업대상 유물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곳곳에 마모, 유실, 오염 등 열화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

며, 이러한 현상은 형태의 변형마저 유발하고 있다. 특히 대상 유물이 회화처럼 걸어 놓고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작품이 아니라, 직접 열람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제작된 서적이라는 점에서 본래의 기능

을 충실히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적은 활자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의 집합체로, 활자의 변형

이나 유실은 문서 전체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였을 때 복

제방침은 복원복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앞으로 원형이 추정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 가능한 결손 부위를 최대한 재

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손 부위는 물론 종이의 얼룩이나 산화로 인한 고색화 현상, 마모 등 시간의 간

극을 최소화하여 원본 제작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에 따라 복제본 제작은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진행하였다.

①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

단순히 학습을 위한 복제제작이 아닌 원본의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과 동일한 크기로 제

작한다.

② 동 재료를 사용한 재현

원본에 사용된 표지 재료, 꼰사, 변철, 종이물성 등을 사전 연구하여 기본적으로 원본에 사용한 재료를 

복제품에도 최대한・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결손 부위 가필 및 집자 복원

추정이 가능한 결손부위는 가필하거나 집자하여 제작한다.

④ 원본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숙지 

원본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형과 내면의 감동을 되살릴 수 있도록 충실히 연구하여 

제작한다. 

 

2. 제작 방법

1) 인쇄복제

대상유물 중 『일성록』, 『승정원일기』, 『삼국사기』, 『비변사등록』 등 4책은 인쇄복제를 실시한다. 먼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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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관(假官)・분관(分官)으로서 가승지・분승지・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주서・분주서가 있었으나, 

가관・분관은 임시직이었다. 다만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전쟁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사변가주서만은 상설화되었으며, 군무와 칙사(勅使)・국안(鞫案 : 죄인을 신문한 기록) 등에 관한 기록을 맡

았다. 승정원은 갑오경장이후 제도개편에 따라 승선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승정원일기』의 기술은 주서가 담당하였는데, 주서는 왕을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여 초

책(草冊)을 작성하고, 승정원을 거쳐 간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일기를 작성하였다.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는 대체로 1달 단위로 정리해 승지에게 보고하였고, 승지는 내용을 검토하여 국왕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았다. 이때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는 일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한 달 분을 대개 한 

책으로 엮었으며, 분량이 많으면 두 책으로 엮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세종대부터 편찬되었으나, 임란을 거치면서 조선전기의 것들은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의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의 기록이며, 필사본으로 3,243책으

로 이루어졌다. 1623년부터 1894년(고종 31)까지의 『승정원일기』는 3,045책이며, 갑오경장 이후 여러 차

례의 직제개편을 거치면서 명칭만 달랐으나 승정원의 기능을 이어받은 관서의 일기들를 모두 합하면 모

두 3,245책이다. 갑오경장 이후 작성된 것의 현황을 보면,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4책, 『궁내부일기(宮

內府日記)』 5책,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41책,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115책, 『규장각일기(奎章閣

日記)』 3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승정원일기의 개수 및 보수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시기에 불에 타

고 말았다. 임진왜란 이후 1623년까지의 일기도 이괄(李适)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인조 때에 1592

년 이후의 일기를 보수했으나, 다시 1744년(영조 20) 승정원의 화재로 1592년에서 1721년(경종 1)까지의 

일기가 소실되었으므로, 1722년에서 1744년까지의 일기만 남았다. 영조는 1746년에 『승정원일기』를 보수

하기 위해 일기청을 설치하고, 홍계희(洪啓禧)・임정(任珽)・이철보(李喆輔) 등 45명에게 개수하도록 하였

으며, 자료들을 널리 수집하였다. 조보(朝報)를 비롯한 각 사(司)의 일기・등록 등 기본 사료와 관인의 일

기・문집 등을 이용하여, 1747년 말에 548책의 개수를 끝냈으나, 개수된 책수가 소실된 책수의 3분의 1에

도 못 미쳤다.

1888년(고종 25)에도 승정원에 큰 화재가 나 1851년(철종 2)에서 1888년까지의 일기 361책이 소실되

었으며, 1899년에 박용대(朴容大)・김종한(金宗漢) 등 15명에게 개수하도록 하였으며, 1890년에 작업이 완

료되었다. 

영조대 이후 두 차례의 큰 화재 이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약간의 분실 혹은 화재로 인한 소실이 있었

으나 그 때마다 보수하였다.

집이 완료된 이미지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인쇄판(CTP : Computer to Plate)에 출력한 다음, 한지에 인쇄

한다. 일반 잉크젯 인쇄 방식이 아닌 한장 한장 인쇄판을 준비하고 인쇄판 위에 안료를 올려 찍어내는 판화

식 인쇄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한지가 가지고 있는 물성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원본이 가지고 있는 섬

세함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쇄 방식이다.

2) 필사 모사제작 방법

『경상도지리지』는 필사본으로서 글씨가 비교적 정서되어 있어 글씨를 명확히 구분하여 모사할 수 있으

며, 형압으로 만든 종이의 요철괘선 및 도침, 배접합지와 같은 표면 가공을 필요로 하므로 인쇄 제작보다

는 모사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3) 인쇄 및 필사 혼용 방법

서적의 표지글 및 책등과 같이 대상작품의 형태나 재질로 인해 인쇄가 용이치 않은 곳이 있다. 이런 곳

에 한해서 직접 필사하여 제작하거나 인쇄 후 가필하는 방법을 택하여 복제한다.

Ⅲ. 유물의 역사적 가치 및 실측 조사

먼저 육안 관찰을 통하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 장수, 표지 및 내지의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정밀 조사

를 실사하였다. 유물에 대한 자료들도 동시에 조사하였다.

1. 유물의 역사적 가치*

 

1) 승정원일기 

(1) 승정원일기의 작성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왕에게 올려진 각종 보고 

사항, 제반 행정 사무, 왕실의 의례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은 정원(政院)・후원(喉院)・은대(銀臺)・대

언사(代言司)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경국대전』에 의하면 정 3품 관직인 도승지를 포함한 승지 6인과 정7

품인 주서(注書) 2인, 서리 28인으로 이루어졌다. 주서의 인원이 모자라면, 가주서를 임시로 선임하기도 하

였다. 『속대전』에서는 정7품인 사변가주서 1인을 더 두도록 하였으며, 서리는 25인이었다. 그리고 승정원

* 양진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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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奎12788 v.545, 1책, 78장, 28.8×36.7cm, 표지재질: 삼베

앞면 뒷면

熙六十一年 承政院上 辛丑改粧 壬寅九月望後日記

(강희육십일년 승정원상 신축개장 임인구월망후일기) 

묵서 표기됨.

일반적인 5침 장정이 아닌 4침 장정.

책등 우측면 책등 하단

房直辛貴發冊匠楊彦寬(방직신귀발책장양언관) 묵서 표기됨. 

표면산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묵서 판독이 어려움.
壬寅九月望後日記(임인구월망후일기) 묵서 표기됨

삼베의 올이 굵고 간격이 넓음.

안쪽 내용 묵서로 기록됨.

종이의 산화, 결손 부분이 표지에 가까운 장에 다수 존재하며,

 수리흔적이 있음.

(3) 승정원일기의 내용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언행을 비롯하여 정치, 정치제도 등 국정 전반에 필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일

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관련한 기록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

넓게 기록하고 있다. 즉 『승정원일기』에는 의정부・비변사・육조・대간・홍문관 등에 대한 왕명의 출납을 비

롯하여, 경연(經筵)・입시(入侍)에 참석하고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推鞫), 관리의 임면과 상벌 및 과시(科

試), 그리고 병무(兵務), 국가와 궁중의 제향(祭享), 국왕의 동가(動駕)와 같은 의례, 대외적 사대・교린의 문

제 등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역대 국왕들의 하루 일과, 지시・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회의 및 상소 등

이 모두 전재되어 있다. 

이들 내용을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날짜별로 그날의 날씨 및 승지 및 주서(注書)의 

명단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 여부를 알 수 있는 좌목(座目)까지를 들 수 있다. 다음은 국왕의 소재, 상참

(常參)과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등의 여부・소대(召對)・개정(開政) 및 내전(內殿)의 동정을 기

록한 것이다. 셋째는 승정원의 업무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정원을 거쳐 간 문서 특히 각 관청 및 개인

이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나 상소를 비롯하여 국왕과 신료들 간의 국정을 논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에는 왕의 경연, 승정원의 인사관계, 각 분방(分房)을 통한 품계(稟啓)와 전지(傳旨) 등의 내용

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승정원일기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승정원일기』는 매일 매일의 국왕의 동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광범한 국가적인 공사나 의례적인 것에 

대한 기록으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논의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이나 

보고서 등은 원문 그대로 실어 원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차 사료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내용을 축약함으로써 사료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화재 등으로 보수 혹은 개수된 부분이 많지만, 광범위하게 사료를 다시 수집하여 편찬

하는데 이용하였으며, 개수한 것에 대해서는 기사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고, 책 끝에 서역낭청(書役郞廳)과 

교정낭청(校正郞廳)의 성명을 기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은 자세로 다시 작성되었다

는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사료적 가치로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의 기본 사

료로서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함께 국정 일반에 관해 광범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점

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현재 국보 30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인터넷으로 원문과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도 용이하다. 이 

책은 실록이나 『일성록』에 비해 잦은 화재 등으로 손상을 입은 경험들이 있으며, 이미 개장(改粧)된 것들

도 많을 정도로 원본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승정원일기』 원본을 대체

하여 일반인에 대한 전시, 혹은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본의 제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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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등 하단 : 三十四 日省錄 丙申三月上 

(삼십사 일성록 병신삼월상) 묵서 표기됨.
안쪽 내용 묵서로 기록됨. 유실된 부분 없이 보존상태 양호

3) 비변사등록 

(1) 비변사의 연혁

비변사는 비국(備局)・묘당(廟堂)・주사(籌司)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중기와 후기에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총괄한 최고의 관청이다. 비변사의 설치는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亂)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임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1554년부터 비변사 당상관들이 빈청(賓廳)이 아닌 비

변사에 모여 변방의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고, 1555년(명종 10)의 을묘왜변으로 이어지면서 청사를 마련

하여 관제상의 정식아문(正式衙門)이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쟁수행을 위한 최

고 기관으로 비변사를 활용하였고, 수령의 임명, 군율의 시행, 논공행상, 청병(請兵), 둔전(屯田), 공물 진

상, 시체 매장, 군량 운반, 훈련도감의 설치, 산천 제사, 정절(貞節)의 표창 등 군정・민정・외교・재정에 이르

기까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정도로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권한과 기

능이 확대되어 의정부 기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전후의 복구와 국방력을 효과적으로 개전하고 

수행하기 위해 그대로 존속되었다. 

인조 때에는 정책결정 기구로까지 성격이 바뀌어, 국방력 강화와 군사・정치의 양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새로운 군영(軍營)들이 설치되었으며, 비변사의 제조당상(提調堂上)을 겸임하도록 하여 정부의 전 

기구를 지배하였다. 이에 의정부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으며, 비변사에서 주요 정책의 일부는 대신

들만의 수의(收議)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였다. 

숙종 때에는 형조판서・개성유수・어영대장이 제조를 예겸하도록 하였으며, 1713년(숙종 39)에는 팔도

구관당상(八道句管堂上)을 두어 8도의 군무를 나누어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서 각 도에 1인의 구관당상을 

두고, 그 도의 장계(狀啓)와 문부(文簿)를 맡도록 하였다. 영조 때에도 인원과 관장업무는 더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비변사 기능의 확대 및 강화는 국방력의 강화와 사회 혼란을 개혁하는데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고, 의정부와 육조를 축으로 하는 행정체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였다. 

2) 일성록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조선후기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체의 연대기이다. 

『일성록』의 모태가 된 것은 정조(正祖)가 세손(世孫) 시절부터 직접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일기

인 『존현각일기』였다. 정조는 『논어(論語)』에 나오는 증자(曾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

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라는 글귀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일찍부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였다. 

1776년 즉위 후에도 직접 일기를 작성하던 정조는 직접 처결할 국정 업무가 점차 늘어나 일기 작성이 

어려워지자, 1783년(정조 7)부터 규장각 관원들에게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기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된 일기를 5일마다 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일성록』은 국왕의 개인 일기에

서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일성록』이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785년(정조 9)경이다. 정조는 규장각에 명하여 자신이 

탄생한 후부터 『존현각일기』에 이르기까지 기간의 일기 및 자신이 즉위한 이후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등

을 기본 자료로 하여 일목요연한 체재를 갖춘 일기를 편찬하도록 명하였고, 책의 제목은 ‘일성록(日省錄)’

으로 하였다. 그 결과 1760년(영조 36) 1월부터의 일기가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정리되었다. 

『일성록』은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찬 연대기라는 

점, 다른 연대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상황 등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

료적 가치가 크다. 2011년 5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일성록, 규12811 v.34, 1책, 54장, 18.6×29.1cm, 표지재질: 한지 위에 만자(卍)형 능화

앞면 표지 뒷면 표지

正宗朝 丙申三月上 日省錄三十四(정종조 병신삼월상 일성록삼십사) 

묵서 표기됨. 
5침 장정, 백색 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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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변사등록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등록(謄錄)이 지니는 특징은 전례(前例)를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여 새로운 정책을 마련

하거나 참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변사등록』은 조선 후기의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지는 곳이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국정에 대한 논

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변사등록』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변사등록』은 당대에도 실록을 

편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중요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승정원일기』나 『일성록』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왕이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례를 살피려 하더라도 실록을 직접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변사등록』을 베

껴 오도록 함으로써 국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도 이용되었다. 

『비변사등록』은 국보 152호로 현재 원문과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인본이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이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전시를 겸한 교육적인 활용을 위하여 복본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한편 비변사의 강화는 왕권의 상대적 약화로 인식되었으며, 1864년(고종 원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

君)은 전제왕권의 확립을 위해 국가 기구의 재정비를 단행하였고, 의정부와 비변사의 사무 한계를 규정하

고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격하시켰다가 비변사의 담당 업무를 의정부에 이관하여 비변사는 폐지시키고 그 

대신 국초의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비변사등록 현황

『비변사등록』은 조선 중・후기의 국가최고 회의기관이었던 비변사(備邊司)의 활동에 대한 일기체 기록

이다.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등록을 작성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다만 임진왜란으로 관련된 기

록들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의 등록 273책만 남아 있

다. 비변사등록은 필사본으로 1년에 한 권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사건이 많을 때는 두 권 또는 

세 권으로 나누어 작성되기도 하였다.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된 이후 1892년까지 기록된 책들

은 원본 표지에 ‘의정부상(議政府上)’ 또는 ‘정부상(政府上)’이라 쓰여져 있어서, 엄격히 말하자면 『의정부

등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변사가 폐지된 이후에도 의정부에 비변사와 유사한 조직이 마련되어 사

무를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었고, 책의 내용이 종전의 것과 같고 동일한 체재로 기록되었으므로, 『비변사등

록』에 포함시켜 같은 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1865년 이후 제작된 책들은 실제로는 『의정부등록』에 속

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나, 편찬된 형식 및 당시의 처리 방식에 의거하여 『비변사등록』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비변사등록』은 상당수의 결본이 있으나, 책차(冊次) 표시가 없고, 표지에도 간지(干支)

만으로 등록연도를 표기하였으므로, 전체의 책수를 알 수 없으며 결본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다

만 누락된 연도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대략 54년간의 등록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 비변사등록의 편찬

『비변사등록』은 비변사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낭청(郞廳)이 입회해서, 회의 상황과 그 의결 상황을 직

접 기록하였다. 때문에 원본은 단 한 질뿐이며, 낭청이 직접 붓으로 쓴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다만 『비변사등록』은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러나 내용을 기재하는 방

식은 왕대와 연월일, 매월마다 비변사 구성원들을 기재한 좌목(座目)이 있으며, 그 뒤에 회의 내용들이 서

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그 시대의 국가중대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논의된 것을 

비롯하여 사후처리까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 다만 표제가 ‘광해조비국(光海朝備局)’ ‘임진등록(壬辰謄

錄)’ ‘정부(政府)’ 등으로 일정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통일된 원칙은 달리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비변사등록의 내용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되고 강화되어 국방・외교 및 국정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 국정의결기관이 되었으므로, 『비변사등록』에는 국정 전반에 관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비변사등록』에 실린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추진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의 중심적인 내용을 조목별로 살필 수 있는 절목, 사목, 별단 등만 하더라도 250여 종이나 수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국가의 정책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

경제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도 인정되고 있다. 

비변사등록, 규152044 v.16, 1책, 90장, 38.6×28.4cm, 표지재질: 한지 위에 연화문 능화

앞면 표지 뒷면 표지

三 備局 癸巳年謄錄(삼 비국 계사년등록) 묵서 표기됨. 5침 장정 갈색 꼰사로 결합됨.

책등하단 안쪽

癸巳(계사) 묵서 표기됨.
안쪽 내용 묵서로 기록됨.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으나 침수로 인한 얼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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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국사기 

(1) 삼국사기의 편찬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즉 신라, 고구려, 백제 및 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1145년(고려 인종 23)에 김부식(金富軾)이 왕명을 받아 편찬되었으며, 기전체 형식을 띠고 있다. 고려 인

종 대에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된 이유는 김부식이 임금으로부터 삼국사를 편찬하라는 명을 받고서 올린 

『진삼국사기표(進三國史記表)』에 잘 드러나고 있다. 옛날의 여러 나라들은 각기 사관을 두어 당시의 일들

을 기록하였으나, 김부식이 활동하던 당시의 학사대부들은 유교경전과 중국의 역사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

히 설명하지만,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시말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

리고 삼국에 대한 옛 기록들이 문장이 거칠고 뜻이 통하지 않고 사적(事迹)이 빠져 없어진 상태이므로, 그

는 국내의 자세한 역사 특히 임금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과 사악함, 국가의 안위 및 백성들을 제대로 다

스렸는가에 대한 사실들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역사적인 교훈을 주지 못하게 되

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삼국사기』를 편찬한 의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려 

했다고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국가로 내세우려 했다는 점이다. 그는 정치적, 문화적, 

영토적인 측면에서 신라를 계승하려는 의도를 『삼국사기』에 담았다. 그리고 불교적인 문화에 기반을 둔 기

존의 서술방식에 대한 부정과 함께 유교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삼국사기』를 편찬하는데 참여한 자로는 편수(編修)를 맡은 김부식 외에도 관구(管句) 1인, 동관구(同

管句) 1인, 참고(參考) 8명이 있었다. 김부식은 문하시중을 시내고 이미 치사(致仕) 즉 퇴임한 상태에서  

『삼국사기』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그가 편수의 직을 맡아 편찬의 원칙과 서술 등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론을 쓰기도 했다.

(2) 삼국사기의 내용

『삼국사기』의 구성은 본기 28권, 연표 3권, 잡지(雜志) 9권, 열전 10권 총 50권으로 이루어졌다. 서술방

식은 기전체의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본기는 신라본기 12권, 고구려본기 10권, 백제본기 6권으로 이루어

졌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각 년의 기사에 대해서는 신라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

인 시기를 밝혔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것은 신라의 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내용면에서도 신

라의 기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왕의 즉위, 왕의 부모와 왕비, 정치, 전쟁, 기후, 천문현상 등을 다루고 있다.

연표는 중국, 신라, 고구려, 백제로 나누어 해당연도에 나라마다 관련된 기사를 적고 있다. 잡지는 제사, 

악(樂),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지리, 직관(職官) 등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열

전에서는 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혹은 국가나 왕실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비롯하여 반신(叛臣)에 이르는 

다양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3) 삼국사기의 간행

『삼국사기』는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포괄하면서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이

용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간행 요구도 많았다. 『삼국사기』가 처음으로 간행된 정확한 시기는 확정할 수 없

으나, 왕명에 의한 것이므로 바로 출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려 때 간행된 판본들은 현재 전해

지지 않고 있으며, 조선 태조 때에 경주에서 간행된 것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태종대의 판본은 부사(府使) 

김거두(金居斗), 경상도 관찰사 민개(閔開) 등이 간여한 것으로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판본은 일부만 남

아 있으며,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1512년(중종 7)에 경주

에서 판각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덕본(正德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또한 완질본은 보

물로 정해져 있다. 

이 외에도 목판본이 아니라 활자본으로 앞서 출판된 것으로는 1677년(현종 3)에 �현종실록�을 간행하

기 위하여 새로 만든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1760년(영조 36)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711년(숙종 

37)에 간행된 것으로 수정되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것 중 앞선 것으로는 1512년의 경주각판(奎 4245)와 을해목활

자본(奎3614, 奎4354)이 있다. 모두 부사 김거두(金居斗)의 발문이 붙어 있으며 모두 완질로 이루어진 것

은 아니다. 다만 현존 『삼국사기』 간행본 중 앞선 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고 하겠다.

(4) 삼국사기의 현대적 활용과 가치

현재 보물로 지정된 『삼국사기』가 지니는 의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로 나뉘고 있다. 사료적 성격이나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삼국의 역사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이

며, 이 시대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찬사서로서 고대적인 역

사인식에서 벗어나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역사인식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점

은 중국에 대한 사대적인 역사서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교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귀중한 사료

들을 그대로 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역사에 대한 유일한 연대기라는 점에서는 매우 귀중한 사

료적 가치를 지닌 역사서이며, 현존하는 최고의 사서로서 삼국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임에

는 틀림없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소장된 『삼국사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현대적인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이의 원문과 해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원은 이와 같은 귀중한 책자들

에 대하여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복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중 권1에서 권4까지를 담고 있

는 1책의 복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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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규귀3614 v.1, 76장, 31×21.5cm, 표지재질: 한지위에 연화문 능화

앞면 표지 뒷면 표지 반대부분 안쪽

三國史 一(삼국사 일) 묵서 표기됨. 
표지부분에 붙어있는 면지가 탈락 되어 있

음. 표지능화의 요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안쪽 내용은 필사본이 아닌 목판 인쇄본으

로 제작됨.

5) 경상도지리지  

(1)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경상도지리지』는 1425년(세종 7)에 하연 등이 경상도의 인문 자연 지리적 내용과 함께 특성을 모아 당

시 도(道)의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1책으로 제작된 지지(地誌)이다. 『경상도지리지』는 필사본으로 원본은 

춘추관에 있었으며, 이 책은 부본으로 제작되어 경상도 감영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2) 경상도지리지의 편찬과정과 참여자

1424년(세종 6) 12월에 임금이 춘추관에 명을 내려 경상도내의 부, 주, 군, 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명이 내려지게 된 것은 세종이 변계량에게 지지와 주군의 연혁을 편찬하여 

바치도록 한 것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해에 춘추관에서는 지리지 편찬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적들을 충주사고에서 올려 보내도록 국왕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경상도지

리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의 지리지를 편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도의 부, 주, 군, 현의 역대 관호 

(官號)와 읍명(邑名), 연혁(沿革), 이합(離合)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경상도지리지』 편찬을 주관한 자는 지대구군사(知大邱郡事) 금유(琴柔)와 인동현감 김빈(金鑌)이며, 

서문을 쓴 이는 경상감사 하연(河演)이다. 이 책은 앞서 제시된 규식을 따르면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우는 

등의 편집과정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이때 작성된 것이 춘추관으로 보내졌다. 

1432년(세종 14)에 영중추관사 맹사성(孟思誠), 감관사(監館事) 권진(權軫),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

(尹淮)와 신장(申檣) 등은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렸는데, 이때 『경상도지리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

인다. 전국지리지로서의 『팔도지리지』는 이후 �세종실록지리지�를 편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처음에 작성된 『경상도지리지』 1부는 춘추관으로 보내졌으나, 경상도에서는 다른 도와 달리 1부를 더 

만들어서 감영에 보관하였다. 경연 남시지(南施智), 경주부윤 오공식(吳公湜), 판관 정시개보(鄭施介保) 등

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작성한 정본(正本)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

원에 소장된 것은 나중에 작성된 부본(副本)이다. 

(3) 경상도지리지의 내용

『경상도지리지』의 내용은 정해진 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제시된 규식(規式)은 

각 도와 각 읍의 역대 명호(名號)의 연혁, 향・소・부곡의 이합(離合), 산천의 경계와 험한 정도, 관방과 산성 

및 읍성의 둘레와 넓이, 온천, 빙혈(氷穴), 풍혈(風穴), 염분(鹽盆), 염정(鹽井), 목장, 철장(鐵場), 양마(良

馬)의 생산, 토지의 비옥, 수천(水泉)의 깊은 정도, 풍기(風氣), 민속, 호구와 인구, 토산과 잡물의 수효, 조

세와 세공(歲貢), 수륙(水陸)으로 운송하는 정도, 영(營)・진(津)・양(梁)・포(浦)를 건설한 곳, 군정(軍丁)과 

전함(戰艦)의 액수, 바다에 있는 섬들과의 거리,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자의 유무, 연대와 봉수가 있는 

곳, 조선의 선왕들의 능침, 고려 태조와 명현들의 묘, 토성과 뛰어난 업적을 지닌 사람, 이상한 행적 등에 대

한 것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용을 보면 경상도 전체에 대한 총설, 경주도(慶州道)・안동도(安東道)・상주도(尙州道)・진주도(晉州

道) 등 4도로 나누어 기술되고 있으며, 개별 군현(郡縣)들에 이르러서는 매우 자세한 항목들이 반영되어 서

술되고 있다. 이들 서술에는 이미 제시된 규식들이 규모별로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

(4) 경상도지리지의 가치와 보존

『경상도지리지』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리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경상도의 군사관계・조세(租

稅)・공부(貢賦) 등을 비롯하여 인문 지리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고 내용이 매우 풍부하여, 조선 전기의 지방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편찬체제가 정연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 지리지가 

역사서의 부록으로 작성되어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책은 독립된 지리지로 작성된 최초의 것

이며, 이후 지리지를 작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상도지리지』는 활자화되고 영인하여 간행되었으나, 이 책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알려

지고 있는 『경상도지리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뒷부분이 일찍부터 결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손상이 

심한 상태로, 책 끝에 “이하십이장무(以下十二張無)”라는 추기가 있으며, 실제 끝부분 몇 장이 손상되어 떨

어진 상태이다. 그리고 마지막 면의 글자들도 마모의 상태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책의 현

재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더 이상 이용의 빈도를 줄여야 하며, 나아가 전시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복본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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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2.08㎜ I 변철: 황동변철

2) 손상정도 조사

앞 표지에서 가까운 내지의 경우 세로의 주름이 심하게 

접혀져 있어, 이것을 펴기 위해 힘을 가했을때도 쉽게 

펴기가 어려웠음.

내지의 주름 상태 : 위에서 아래로 접혀지듯 주름이 발생하여 

묵서의 한쪽이 잘린 듯한 손상이 있음.

사용시 손이 많이 접촉되는 유물의 하단 부분은 종이의 마모, 

오염, 유실 등이 심함. 

종이의 마모상태 : 접촉이 심한 곳에 종이의 섬유질이 일어나는 

듯한 현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문서의 판독이 어려운 부분들

도 있음.

가장자리의 마모상태: 많은사용으로 인해 종이가 마모되고, 합

지 상태의 종이가 들떠 있는 상태임.

뒷면 표지 하단 부분에 구멍이 나있으며 갈색 천으로 덧대어 수

리되어 있음.

2. 경상도지리지 실측조사

1) 표지조사

경상도지리지, 奎10007, 98장, 44.5×85.1×7.7cm, 표지재질: 무명(3장연접)에 쪽물염색

앞면 뒷면

- 慶尙道地理志(경상도지리지) 태지 위에 묵서로 표기됨.

- 쪽물로 염색한 무명을 표지로 사용함.

- 하단 변철 부분 파손으로 유실됨.

- 우측 세로 부분에 연접부분이 있음.

- 5침 장정으로 결합됨.

- 중앙에서 우측으로 표지가 시접되어 있음.

- 표지는 총 3장의 무명을 이어 제작됨.

-  우측 하단 부분에 크게 구멍이 나 있으며 갈색천으로 보강  

수리되어 있음.

실크기 측정: 44.5×85.1×7.7cm 앞 뒷면 표지직물의

연접부분이 변철 부분에 가까이 세로로 이어져 있다
실물의 측면 사진과 펼쳤을때의 사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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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지조사

내지는 다른 유물에 비하여 약 0.20~0.35mm 두께로 상당히 

두꺼움. 홑지가 아닌 여러 장 배접을 한 합지를 사용했을 것으

로 추정됨. 

일부 배접된 종이가 서로 갈라져 원래의 홑지 상태로 분리된 

곳도 다수 있음.

종이는 두껍지만 도침이 잘되어 종이의 표면은 매우 매끄러운 상태이며, 묵서의 획이나 삐침 등에서도 번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매우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음.

내면지 테두리에 묵선으로 가늘게 괘선이 그려져 있음.
글자 사이를 나누는 괘선은 묵선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에 압력

을 가해 선을 그어 글자와 글자의 사이를 나누었음.

Ⅳ. 사용재료 분석 및 제작

1. 한지

1) 한지물성 측정 (참고자료1)*

분석은 대상 유물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리

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이 

분석 전용 장비를 활용하였다.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사의 Micrometer, Sweden)

• 한지의 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  

(Hi-Scope, HS/300U, 알파시스텍)

분석 대상 책 내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표지, 책의 전반부 중 1 쪽, 중반부 중 1 쪽, 후반부 중 

1 쪽, 뒤표지 등 5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쪽에 대한 지질의 두께 및 현미경 이미지 분석 등 기본적인 분석인자를 각각의 쪽 당 약 5~10

회 정도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 분석 담당자: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김형진 교수 외 2명

한지 물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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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최소값 892 - 116.50 124.50 122

최대값 1000 - 171 149 135.5

평균 940.60 - 138.20 136.10 128.90

전체평균 940.60 134.40

일성록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최소값 577 558 125.5 106 128.5

최대값 648 661 147 147.5 200.5

평균 611.33 599 135.2 118.9 169.1

전체평균 605.17 141.07

삼국사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최소값 349 322 69 82.5 94

최대값 398 357 84.50 143 103.50

평균 379.20 341.80 77.80 102.30 97.60

전체평균 360.50 92.57

비변사등록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최소값 686 566 70.5 94 90

최대값 1012 771 139 113.5 115.5

평균 777.6 668.2 87.6 103.8 99.7

전체평균 722.9 97.03

• 복제용 한지의 특성 및 초지 조건 제안

   - 섬유배합비 : 국산닥 100% 사용

   - 증해 조건 : 육재 사용

   - 표백 방법 : 일광유수표백 권장

   - 고해 방법 : 타고해 권장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 초지 방법 : 흘림뜨기 사용

   - 건조 방법 : 철판 또는 목판건조 사용

   - 도침 : 도침 실시

2) 한지 제조

사전조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제작한 한지를 현장(장지방)에서 직접 같은 조건 하에 물성 분석

하고, 원본과 가장 유사한 한지를 선별하여 복제 제작용 한지로 사용한다

닥껍질을 증해하기 위해 잿물(육재)을 받아 놓는 장면.  

가성소다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통 

재료만을 사용하였다.

증해가 끝나고 티 고르기중인 백닥.

흑피나 오염물질을 하나 하나 손으로 골라낸다.

한국의 전통방식인 흘림뜨기로 초지한다.

제작된 한지를 다시 유물조사와 같은 조건하에 분석한 다음  

유물과 가장 유사한 물성의 한지를 선별하여 복제 제작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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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지의 백색도 측정

복제 제작에 있어서 한지의 표면 백색도의 정도는 원본의 느낌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형적 

조건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 한지에서 다시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과 가장 근접한 백색도의 한지를 선

별하여 복제 제작용으로 사용한다.

4) 경상도지리지용 합지 제작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한지는 홑지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배접한 합지로 추정된다.

배접할 한지와 소맥전분풀을 준비한다.

건조

1차 배접

완성후 도침
좌: 도침 후     우: 도침 전

2차 배접
1차 배접한 두 장을 더해 2차 배접을 
실시 한다.

2. 경상도지리지, 승정원일기 표지직물 조사*

1)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지리지�는 감색(紺色) 무명으로 표장되어 있다. 감색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남색으로 옷감뿐

만 아니라 사경에도 사용되던 전통 색이며, 쪽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염색하여야 낼 수 있다. 색측계에 의한 

측정에서는 L*값은 26정도, a*는 -0.5 ~ -1.4, b*는 -1.5 내외의 값을 보인다. 

�경상도지리지�의 무명 직조에 사용된 실의 직경은 약 0.22 ~ 0.56㎜ 정도로 굵기가 일정치 않으나 평

균 약 0.30㎜ 정도로 가는 편에 속한다. 실에는 S방향(右撚)으로 꼬임이 있다. 면솜을 방적하여 실을 만드

 므로 꼬임이 있어야 하며, 전통무명에서는 대체로 S방향으로 꼬임이 있다. 직물의 밀도는 ㎝당 26×22올 

정도로 11~12새에 해당하며 무명치고는 치밀한 편이다. 무명의 폭은 약 37㎝로 3폭을 이어 표장하였는데 

홈질로 바느질한 후 합봉한 곳을 감침질로 마무리하였다.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무명은 손으로 방적한 수방적사(手紡績絲)를 사용하여 직조한 전통 무명이

다. 현재 이러한 전통 방식으로 무명을 제직하는 곳은 주요무형문화재 제28호 나주 샛골나이 노진남선생과 

경상북도 무형문화제 제16호 백문기선생이 있다. 나주의 무명은 예로부터 가늘게 실을 뽑아 짜므로 나주세

목(羅州細木)으로 알려져 왔으며 지금도 노진남선생이 전통방식으로 직조하고 있다. 반면 경북 성주의 백

문기선생은 대체로 10새 미만의 무명을 짜왔으며 근래에는 건강상 제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므로 �경상도지리지�의 표장에 사용할 무명은 나주에서 생산한 무명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경상도지리지�의 감색은 쪽을 여러 번 염색해야 낼 수 있는 색이다. 근래 분말로 제조된 쪽 염료를 사

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나 그 방법은 자연염색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쪽을 발효시킨 쪽물로 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의 직경: 0.22 ~ 0.56㎜ (평균 0.30㎜)

• 실의꼬임: S방향(右撚) 

• 직물의 밀도: 26×22 (㎠) 11~12새에 해당

* 박윤미(동양복식연구소 연구실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

5mm

색도 측정 범위 실 직경 측정

• 직물의 색도 측정

L* a* b*
1 26.4 -0.5 -1.5
2 26.9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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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는 마직물로 표장되어 있다. 실의 직경은 0.3~1.10㎜까지 굵기의 차이가 매우 크다. 직물

의 밀도는 ㎠당 6×9올로 3~4새에 해당하는 매우 성근 포(布)이다. 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여 현미경으로 

정확한 성분 분석은 하지 못하였으나 직물의 태로 보아 삼베로 여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방식에 의해 삼베를 직조하고 있는 곳은 곡성, 안동, 홍성, 무주, 금곡, 남해, 

보성 등 여러 곳이 있다. 이 가운데 곡성과 안동은 주로 6새 이상의 삼베만 생산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

역에서 3~5새를 짜고 있는데 주로 수의용으로 직조하고 있다. 

표장의 앞과 뒤는 소색(素色)이 고르게 남아있는데 다른 색의 흔적이나 얼룩이 없이 고르게 색이 남

아 있는 것으로 보아 표장 당시 물들이지 않은 소색(素色)의 삼베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베는 제직 후 상괴를 내는데, 상괴란 직조를 마친 삼베를 잿물에 담가 표백하고 치자물을 연하게 들

이는 과정을 뜻한다. 상괴내기를 마치면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띄게 되는데 �승정원일기�의 표장에 사용된 

삼베도 상괴를 마친 삼베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 실의 직경: 0.3~1.10㎜ (굵기의 차이가 큼)
• 실의꼬임: S방향(右撚) 
• 직물의 밀도: ㎠당 6×9, 3~4새에 해당 (매우 성근 조직)

3. 표지직물의 제조 및 염색*

1)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무명의 올은 굵기가 매우 가늘고 촘촘하게 직조되어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 

나주와 경상북도 산지 등을 찾아 보았으나 현재 이 정도의 세목은 좀처럼 구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이번 

쪽염색을 맡은 정관채 선생님이 수집해놓은 무명 중에 경상도지리지와 유사한 조직의 무명이 있어 그것

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mm

* 정관채(정관채염색장전수관, 주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4. 표지직물의 시접*

1) 유물의 상태조사

면직물에 시접을 거의 두지 않고 폭 끝부분에서 수직감침으로 이었다. 수직감침의 간격은 약 2㎜로 촘

촘하게 되어 있다. 실은 백색면사가 사용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유물조사 실시 전통방식의 쪽염 실시

①원본,        ②복제용 무명 
무명의 조직이 원본과 거의 흡사하다

원본과 유사한 색상이 나올때까지 염색을 반복한다

폭이 연결된 곳의 모습 2mm 간격의 수직감침

* 라주희((주)세종문화재연구소 염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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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느질 작업

겉

겉에서 바느질 땀이 보이지 않게 두 폭이 연결되어 있다.

책표지의 앞, 뒤 모두 두 폭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
흰색 면사로 수직감침 되어 두 폭이 연결

되어 있는데, 시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

도로 폭의 끝부분인 식서부분에 촘촘하게 

바느질되어 있다

마름하기 :  완성 길이 85.1cm에서 10cm 정도 여유를 주어 마름한다. 온 폭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하고 식서 부분을 잘 맞춰 고정한다.

바느질하기 :  바느질 간격을 1mm~2mm 사이로 거의 일정하고 촘촘하게
                  수직감침한다

폭 잇고 다림질하기 :  수직감침하여 시접이 거의 없도록 폭을 잇고, 겉에서 바느
질한 흰 실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턱을 주어 다림질 한다

5. 경상도지리지 변철*

1) 제작기법 조사

① 못부분 ② 국화동 부분 ③ 판형 금속 부분 

① 못 부분은 철(Fe)이 주성분인 철제못으로 추정됨.

②  국화동 부분은 구리(Cu)와 아연(Zn)이 주성분인 황동으로 추정됨.

③  판형금속 부분은 구리(Cu)와 아연(Zn)이 주성분인 황동으로 추정됨.

①  단조기법으로 전통문 고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힘을 받기 때문

에 동이 아닌 철을 이용함.

② 판금기법으로 모서리에 장식을 주기위해 정으로 돋을새김기법을 이용함.

③  판금기법으로 황동판을 꽃잎 모양으로 절단하고 뒤에서 정으로 펀칭하여 

무늬를 부각시킴.

④  판금기법으로 황동판을 원형으로 절단한 후 뒤에서 정으로 펀칭해 장식을 함.

* 여창기(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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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규격

① 지름 : 11mm 

② 지름 : 15mm

③ 지름 : 20mm

①  단조기법
1
으로 전통경첩의 봉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작하였고 힘

을 받기 때문에 동이 아닌 철을 이용함. 

②  두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판금작업
2
으로 보긴 힘들고 주조기법을 

이용해 제작함.

③  판금기법 으로 모서리에 장식을 주기위해 정으로 돋을새김
3
 기법

을 이용함.

④  판금기법 으로 황동판을 꽃잎모양으로 절단하고 뒤에서 정으로 

펀칭하여 무늬를 부각시킴.

장식의 규격

① 지름 : 10mm

② 지름 : 18mm

③ 지름 : 22mm

다른 유물의 선례로 보아 고리가 있었
을 것이라고 추정.

다른 유물에서 보이는 국화동의 예

1 단조 : 금속재료를 망치로 두드려 가공하는 제작기법.

2 판금 : 금속의 판재를 두드리고 자르는 제작기법.

3 돋을새김 : 금속판재의 재료를 정이나 송곳으로 두드려 가공하는 제작기법.

6. 꼰사 조사

1) 색상조사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직접 비교하여 유사한 색상의 실들을 선정하였다. 실제 유물의 변

색 및 탈색 정도를 감안하여 유물에 남은 색을 토대로 염색을 결정하였다.

2) 실측 조사

실 두께 측정 실 꼬임 간격 측정 세부사항

실 종류 면

실 색상 다홍색

실 두께 약 1.4mm

실 꼬임 방향 좌연

승정원일기 실 꼬임 간격 평균 1.5mm

실 두께 측정 실 꼬임 간격 측정 세부사항

실 종류 명주

실 색상 다홍색

실 두께 약 0.9mm

실 꼬임 방향 좌연

삼국사기 실 꼬임 간격 평균 1mm

실 두께 측정 실 꼬임 간격 측정 세부사항

실 종류 나일론(임시)

실 색상 백색

실 두께 약 1.2mm

실 꼬임 방향 우연

일성록 실 꼬임 간격 대충 꼬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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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두께 측정 실 꼬임 간격 측정 세부사항

실 종류 면사

실 색상 황색

실 두께 약 1.1mm

실 꼬임 방향 우연

비변사등록 실 꼬임 간격 1mm~1.5mm

3) 끈 제작 과정

기본적으로 꼬는 방법은 합사할 실을 같은 방향으로 각각 강하게 꼬아준 뒤, 모든 가닥을 합쳐 반대방

향으로 꼬는 방법으로 한다.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실은 대부분 2~3줄 꼰사이다.

1차, 2차 시기에는 꼰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도했으나, 모양이 달라 꼰사를 모두 풀어 원사 

그대로 다시 꼬는 방법을 이용했다.

3차 시기 – 유물과 1차 대조 및 색 선정

꼰사의 색상 비교 

3차시기에 푼사로 두 줄 꼬임을 하여 유물과 대조해 보았다.

유물보다 꼬임 간격이 넓고, 각도가 컸으며, 삼국사기는 끈의 굵

기도 굵었다.

승정원일기의 끈은 면사이고, 주황색도 붉은색도 아닌 다홍색이

라 시장조사를 더 해보고 구하지 못할 시 염색하기로 결정했다

4) 면사 염색

재료 : 소목, 면사, 백반

염색 과정

⓵ 염재를 끓여 염액을 추출한다. ⓵ 끓는물에서 실을 삶아 빤다.

⓵ 염액에 담가 균등하게 염색한다.
두 손 안에 담아 꾹 눌러 짜고서, 막대기로 실을 양쪽으로 당겨 

평평하게 털어 건조한다.

색상을 비교해가면서 원하는 색이 나올 때 까지 재염한다. 

• 염색 결과

백반 매염을 했을 때는 물이 많이 빠져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매염과정을 거치지 않고 5~6차례 

염색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 현장에서 비교하여 유물과 유사한 색상의 실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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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 매염한 실

매염제 없이 염색한 실

5) 끈 꼬는 방법

실의 가닥을 2줄, 3줄, 6줄과 같이 방법을 달리하여 꼰사를 제작하였다.

유물과 비교 했을때 3줄 꼬기가 가장 유물과 유사하였다.

제작과정 완성사진 꼬는 방법

1차)

6줄 꼬임

여섯 가닥의 한줄, 한 줄을 좌연으로 꼰 다

음 한번에 합사해서 반대로 꼰 방법이다.

(유물보다 꼬임간격이 좁고, 각도도 작다. 

끈이 단단하지 못하다.)

2차)

2줄 꼬임

시중에 판매되는 실을 모두 풀고 초 칠하며 

펴서 원사의 형태를 만든다.

원사뭉치를 두 가닥으로 하여 꼰다.

(유물보다 간격이 넓고, 각도가 더 크다.)

3차)

3줄 꼬임

시중에 판매되는 실을 모두 풀고 초 칠하며 

펴서 원사의 형태를 만든다.

원사뭉치를 세 가닥으로 하여 꼬아준다.

2줄 꼬임과

 3줄 꼬임의 비교

2줄 꼬임에 비하여 3줄 꼬임의 꼰사가 꼬

임간격이 좁고 치밀하다.

6) 3줄 꼬임으로 끈 꼬는 과정

7) 유물과 2차 대조 및 색 선정

실크사를 초칠하고 다림질하여 원사를 
편다.

두께에 맞게 원사를 모아 세 등분한다. 
세 등분한 원사를 각각 같은 한 방향으
로 강하게 꼰다

세 가닥을 합쳐 반대방향으로 강하게 
꼰다. 끈을 단단케 하고 실의 꼬임이 풀
리지 않게 하기 위해 초칠을 한 다음 다
림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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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성록, 비변사등록, 삼국사기 능화판(菱花板) 조사

일반적으로 능화판이란 책 표지나 겉장에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하는 데 쓰이는 각종 나무판을 가리키

며, 책판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런 판을 이용해 제작한 문양지를 능화지라고 한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삼

국은 선장본(線粧本: 실로 꿰매는 방식)의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매우 튼튼하고 장식적인 미감이 돋보

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지를 장식하는 방법에 우리나라는 능화판을 주로 사용하는데 반하여 일본과 중

국은 색지나 비단을 배접하여 표지를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간혹 일본에서도 능화판을 사용한 예

가 있으나 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① 일성록 : 만자문(卍字紋) 

만자문은 조선후기 능화문에 많이 사용되는 무늬로서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상징의 표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원시, 고대를 통틀어 가장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문자 형식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 날개가 

회전하는 모양은 우주 또는 태양의 운행과 관련이 있다.

② 삼국사기 : 능화 바탕에 연보상화문(蓮寶相華紋 연화문과 보상화문 혼용) 

연화는 불교에서 대자대비, 청결, 순결, 환생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보상화의 보(寶)는 신비함

과 진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꽃을 변형한 상상 속의 꽃이다. 능화는 마름모 모양의 꽃무늬를 말하는 것

으로 실제의 꽃이 아닌 보화(寶華) 또는 서화(瑞花)로서 상상의 상징물이다.

③ 비변사등록 : 연화, 보상화, 당초가 어우러져 나타남.

연당초문(蓮唐草紋) 바탕 위에 연화와 보화가 어우러져 민예적인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강인한 생

명력을 상징한다.

1) 능화판 제작 

능화판에 사용되는 나무는 돌배나무, 대추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느티나무, 물박달나무, 은행나무, 자

작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소나무 등 단단하고 결이 약한 수종이 적합하다.

2) 능화판 밀기

표지의 표면 – 음문 표지의 배면- 양문 유물의 표면 문양을 토대로 제작한 능화판 표면에서
는 문양이 음각으로, 배면에서는 양각으로 나타난다.

능화문을 먹선으로 제작

한지에 치자물 들이기

한지에 골고루 물을 들이기 위해 치자염

액을 분무하여 염색한다. 

제작된 초본을 나무에 접착하고 조각

돌로 문질르기

염색한 한지를 수 겹 배접한 다음 능화

판 위에 놓고 밀랍을 문지른다. 반질한 

돌로 힘을 주어 문지른다

조각이 끝나면 초본지를 제거하고 완성

완성

능화지 표면에 광택이 돌고 능화문의 요철

에 따라 문양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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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작과정

1. 유물 촬영*

유물촬영은 복제 제작에 있어서 기본 이미지 데이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유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 촬영장비

카메라 : 디어도르프 8×10 (초대형 카메라)

필름: 코닥 100G (8×10 필름) 

2) 조명장비

장비명 수 량 비 고

Elinchrom micro 3000 1 EA

Light 2 EA

Elinchrom style 600s 2 EA

3) 보조장비

장비명 수 량 비 고

맨프로토 조명 삼각대 2 EA

지조 카메라 삼각대 1 EA

미놀타 노출개 1 EA

미놀타 컬러메타기 1 EA

라이팅 동조기 1 EA

코닥 컬러패치 1 EA

엄브렐라 2 EA

* 아트엔아크 대표 김영태 외 3명

4) 출력 시스템 

장비 : Epson Stylus Pro 11880 

용지 : Epson Premium Semigloss Photo Paper 

2. 이미지 편집 및 보정

1) 승정원일기, 일성록, 삼국사기

• 촬영한 원본 데이터를 DPP(Canon Digital Photo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바탕

색을 제거하고 촬영시 생긴 왜곡 등을 수정한다.

• 포토샵(Adobe Photoshop) 프로그램에서 유물 원본 사이즈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이미지

를 불러와서 면별 촬영된 이미지를 1장으로 통합한다.

• 1차 작업 후 남아있는 바탕색, 오염 등을 제거한다.

• 바탕색 제거시 글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촬영원본 DPP프로그램을 통한 1차 작업

면별 이미지를 1장으로 통합 바탕색, 오염 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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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변사등록

• 촬영한 원본 데이터를 DPP(Canon Digital Photo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바탕

색을 제거하고 촬영시 생긴 왜곡 등을 수정한다.

•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유물 원본 사이즈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후 이미지를 불러온다.

• 면별 촬영된 이미지를 1장으로 통합한 후, 먹색(글자), 적색(도장)의 두 개의 파일로 저장한다.

• 먹색 파일에서 바탕색과 오염, 도장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적색 파일에서 장서인은 제거하고, 제작 당시의 것으로 확인된 도장만 도장만 남기고 글씨, 바탕색, 

오염 등을 제거한다.

촬영원본

면별 이미지를 1장으로 통합

DPP 프로그램을 통한 1차 작업

글씨와 도장 분리 - 글씨부분

3) 탈락된 글자의 편집 - 승정원일기

종이의 훼손으로 인해 글자가 탈락된 부분 중 원본 글자 확인이 가능하고, 같은 책에서 동일한 필체의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찾아서 집자하였다. 탈락된 글자의 원형은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검색사이트에서 확

인하였다.

3. 인쇄

1) 승정원일기, 일성록, 삼국사기

• 편집이 완료된 이미지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인쇄판(CTP : Computer to Plate)에 출력한다.

• 교정기를 이용하여 일반 한지에 교정인쇄 후 복제용 한지에 본 인쇄한다.

2) 비변사등록

•  편집이 완료된 이미지를 먹색판과 적색판을 pdf 파일로 저장하여 따로따로 인쇄판(CTP : Computer 

to Plate)에 출력한다.

• 교정기를 이용하여 먹색판을 인쇄하여 말린 후 적색판을 다시 한 번 인쇄한다.

• 적색판을 인쇄할 때에는 먹색판과 일치시켜 도장의 위치가 원본과 일치되도록 한다.

인쇄기 인쇄판에 이미지를 출력한다. 인쇄판에 물을 적시면 인쇄되지 않은 
곳만 물이 묻게 된다. 물이 묻은 곳은 
잉크가 묻지 않는다.글씨와 도장 분리 - 도장부분

집자 후집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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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상도지리지 모사제작 과정

『경상도지리지』는 필사본으로서 글씨가 비교적 정자체로 모사하는데 글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형압으로 만든 종이의 요철 괘선 및 도침, 배접 합지와 같은 표면 가공을 필요로 하므로 인쇄 제작보다는 

모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필사 모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였다.

�경상도지리지� 글씨 모사제작은 김민 외 2명(윤지혜, 이정호)이 총 60장을 약 3달간에 걸쳐 모사하였다. 

먹선으로 그려진 일반적인 괘선과 달리 경상도지리지는 끝
이 첨예한 도구로 압력을 가해(형압) 글자간 괘선을 대신 하
였다. 이는 사용한 한지가 두껍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

글씨는 비교적 정자체에 가까워 판독이 어렵지 않았으며, 
필사 모사제작 시에도 용이하였다.

일부 내지는 한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곳과 
디지털 보정 작업이 곤란한 곳도 존재하였다.

사용된 한지는 여러 겹 배접되어 있어,  전처리 및 가공들이 
필요 하였다.

1)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전사식 모사

• 먼저 원본크기와 동일한 사진자료를 라이트 박스 위에 놓는다 

• 그 위에 모사 제작용 한지를 올려 놓는다. 

• 빛에 의해 밑에 놓여 있는 자료의 잔상이 한지 위에 비치게 된다.

• 잔상에 맞춰 섬세한 모사가 가능하다.

인쇄본과 제작용 한지를 겹쳐서 라이트박스 위에 올려 놓
고 밑에 보이는 잔상을 이용하는 모사방법이다.

최대한 원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살리도록 노력한다. 

글씨체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 글씨를 써 나가듯이 모사한다.

잉크가 묻은 롤러를 인쇄판 위에 굴리
면, 글자 부분에만 먹색이 올라 간다.  

먹색이 올라간 인쇄판(1)에 새로운 롤
러를 굴리면 롤러에 글자부분만 잉크가 
묻게 되고 이것이 다시 한지(2) 위에 구
르면서 한지에 먹색 잉크가 인쇄된다.

인쇄판(1)과 인쇄된 한지(2)의 비교.
인쇄라기보다는 판화의 제작기법과 
가까운 복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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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괘선그리기

3) 형압넣기

4) 물배접하기

모사 제작한 한지 중 구김이 가거나 얇은 것에 한해서 물배접이나 재배접을 실시하였다

막대봉과 자를 이용하여 하나 하나 묵선으로 괘선을 그려낸다.

형압용 도구를 자체 제작하여 모사 제작한 한지 위에 적당한 압력으로 선을 긋듯이 홈을 그어 만든다.

5. 장황*

1) 표지 준비

2) 재단하기

3) 형태잡기 상자 제작

능화판으로 준비한 표지와 삼베 배접(승정원일기)이 완료
된 표지와 꼰사.

판심의 위치, 원본 규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한다.

경상도지리지는 책이 두껍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책을 묶기전 책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경상도지리지의 책크기에 맞춰 나무틀을 제작하고 책의 형태를 고정시켰다.

쪽염색과 시접을 완료한 무명을 배접해 둔다.
(경상도지리지)

* 정찬정(차가방 대표, 문화재수리기능자 제1242호 표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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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심박기

5) 구멍 뚫기

전용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꼰사가 들어가는 중간 중간에 지심을 
박아 책묶임을 견고하게 한다.

지심 끝부분을 둥글게 굴려 지심이 빠
지지 않도록 한다.

지심 머리를 두들겨  표지 위로 돌출되
지 않도록 한다.

6) 표지 씌우기

배접이 완성된 표지 책의 규격에 맞춰 접는다.

책이 들어갈 위치를 선정한다. 표지를 접어 위치를 고정 시킨다.

완성후의 뒷면 표지
완성후의 앞면 표지

미리 표제글을 붙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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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철로 책 묶기

1. 국화동  
2. 중앙고리 칸 부분  
3. 철심

국화동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철심을 박는다

철심을 박아 완성한 모습

철심의 윗머리를 망치질하여 둥글게 모양을 다듬는다. 

중앙 고리부분 완성

철심을 박기 전에 미리 철심 머리 부분을 가열해둔다.  
머리부분이 유연해지면서 머리 궁글리기가 수월해 진다

Ⅵ. 완성

1. 경상도지리지

앞면 표지 뒷면 표지

측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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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부분 변철 고리 부분

복본 원본

내지 부분 비교

내지 부분 내지부분

2. 삼국사기

내지 부분

표지 앞면 표지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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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정원일기

표지 앞면 표지 뒷면

책등 부분

내지 부분

4. 비변사등록

표지 앞면 표지 뒷면

내지 부분

책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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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등 부분

5. 일성록

표지 앞면 표지 뒷면

Ⅶ. 사업자 제언

 귀중도서 복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활자의 재현에 있다. 또한 수십 장이 넘는 활자들

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쇄라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삼국사기, 비변사등록, 승정

원일기, 일성록은 인쇄방식을 통해 복제 제작을 실시하였다. 다만, 경상도지리지는 직접 필사하여 복제제

작을 하였다. 경상도 지리지는 책의 크기가 (44.5×85.1㎝) 상당히 크고 종이의 두께가 두꺼워 인쇄시 교정

기의 인쇄 한계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글씨 모사의 원형을 재현하고자 필사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 기존의 글씨 모사는 회화류에 기입된 화제 정도를 모사하는 것으로 경상도지리지와 같은 대형의 

책 한권을 모사한다는 것은 모사작가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경상도지리지의 서체는 글 

한자 한자가 크고, 비교적 정자체에 가까워 글을 판독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이러한 조건이 경상도지리

지의 필사 복제를 결정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도지리지는 총96장으로 되어 있고 한장을 필사재현 하

는데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소요 되었다. 그러니 필사 하는데만 약 100여일이 소요되었다. 아무래도 

손으로 직접 제작한 필사 복제본과 인쇄본을 비교했을 시 원본의 사실성(Reality)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본을 제작한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기에 원본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Originality)

을 재현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었다.

귀중도서의 복제본을 제작함에 있어서 한지의 선택 및 책 표지의 염색, 염직, 꼰사, 변철, 능화판의 제

작까지 원본을 근거 자료로 하여 모든 것을 재현해내었다. 완성품은 한 권으로 이루어 졌지만 그것을 제작 

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힘을 모아 이번 사업을 완수

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복제 제작에 있어서 각 전공분야의 장인분들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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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고자료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외 4책 지질 분석 의견서*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외 4책의 표지 및 지질 분석 과정

• 분석 대상 문화재의 손상을 야기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으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물

리적 분석인자만을 측정하였다.

• 분석 대상 서책의 물리적 특성 분석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인증된 종

이 분석 전용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사의 Micrometer, Sweden)

  - 한지의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 현미경 

(Hi-Scope, HS/300U, 알파시스텍)

•  분석 대상 책 내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쪽수에 따라 앞표지, 책의 전반부 중 1 쪽, 중반부 중 

1 쪽, 후반부 중 1 쪽, 뒤표지 등 5파트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대상 쪽에 대한 지질의 두께 및 현미경 이미지 분석 등 기본적인 분석인자를 각각의 쪽 당 약 

5~10회 정도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는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나타냈다.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외 4책의 표지 및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1) 승정원일기의 표지 및 내지 분석 의견

① 승정원일기의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표지는 삼베로 장황되어 있으며, 4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승정원일기�의 4침 제책부 가장자리 및 끝부분에서 마찰에 의한 손상 부위가 발견되었다.

• �승정원일기�의 앞 표지의 평균 두께는 940.60㎛, 뒷 표지의 평균 두께는 본 실험실의 두께 측정기 장

비로 측정할 수 없었다.

• �승정원일기� 내지 전반부의 평균 두께는 138.20㎛, 중반부의 평균 두께는 136.10㎛, 후반부의 평균 

두께는 128.90㎛ 이었다. 따라서 내지의 두께는 전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를 평균한 134.40㎛가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승정원일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892 - 116.5 124.5 122

Max. 1000 - 171 149 135.5

Mean 940.6 - 138.2 136.1 128.9

Total Mean 940.6 134.4

②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승정원일기의 표지의 이미지 분석

• �승정원일기�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접촉 및 마찰에 의한 표면 마모, 탈색, 변색, 접힘 등의 열화 현상

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가장자리 양끝 부분에서의 마모에 의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승정원일기� 표제는 삼베 표지 위에 먹으로 직접 쓰여 있었다. 표제의 글자는 부분적으로 탈색

에 의한 열화 현상이 관찰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승정원일기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 현미경 특성

삼베 표지의 박락 부분에 관찰되는 배접지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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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승정원일기 내지의 이미지 분석

• �승정원일기�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는 매우 우수

하였으며, 평균 두께도 312.5㎛ 정도의 두꺼운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

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승정원일기�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 된다.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한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 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타

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승정원일기�의 글자부위를 관찰한 결과 먹의 번짐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사용한 한

자는 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제부 글자부분의 상태

승정원일기 내지의 광학 현미경 반사 이미지 특성

승정원일기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승정원일기 내지의 글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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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내지의 광학 현미경 투과 이미지 특성

승정원일기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승정원일기 내지의 글자부

(2) 일성록의 표지 및 내지 분석 의견

① 일성록의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표지재질은 한지 능화판으로 제작 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일성록�의 4침제책부 가장자리 및 끝부분에서 마찰에 의한 손상 부위가 발견되었다.

• �일성록�의 앞표지의 평균 두께는 611.33㎛, 뒷 표지의 평균 두께는 599㎛ 이었다.

• �일성록� 내지 전반부의 평균 두께는 135.2㎛, 중반부의 평균 두께는 118.90㎛, 후반부의 평균 두께

는 169.1㎛이었다. 따라서 내지의 두께는 전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를 평균한 141.07㎛가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일성록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

표지 내지

앞표지 뒤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577 558 125.5 106 128.5

Max. 648 661 147 147.5 200.5

Mean 611.33 599 135.2 118.9 169.1

Total Mean 605.17 141.07

②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일성록 표지 및 표제부의 이미지 분석

• 『일성록�의 표지는 한지 능화판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표지의 내측 부위는 섬유의 손상 

없이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가장자리는 손상된 부위가 많았다. 또한 표지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

에 따라 탈색이 나타나 있었다. 

• 『일성록�의 표제는 표지위에 직접 쓰여있었다. 표제의 먹번 짐 특성을 관찰한 바 글자 모서리 면이 매

우 선명한 것으로 보아 밀도가 높은 양질의 한자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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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 현미경 특성

표지 섬유조직의 손상부위

표제부 글자부분의 상태

③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일성록 내지 이미지 분석

•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일성록�의 한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합상태가 매우 우수한 한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지에 사용된 한지의 평균 두께 결과는 583.6㎛로서 매우 두꺼운 한지를 사

용하였다.

•  �일성록�에 사용된 한지 섬유는 양질의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닥섬유의 구조에서 

주로 나타나는 세포막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일성록�의 글자 모서리 부위를 관찰하였을 때, 먹 번짐이 매우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도침 

처리한 고급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성록 내지의 광학 현미경 반사 이미지 특성 

일성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일성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일성록 내지의 글자부

일성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일성록 내지의 광학 현미경 투과 이미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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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삼국사기의 표지 및 내지 분석 의견

① 삼국사기의 육안적 및 물리적 특성

• 표지재질은 한지 능화판으로 제작 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삼국사기�의 5침제책부 가장자리 및 끝부분은 마찰에 의한 손상 부위가 발견되었다.

• �삼국사기�의 앞표지의 평균 두께는 379.20㎛, 뒷표지의 평균 두께는 341.80㎛이었다.

• �삼국사기� 내지 전반부의 평균 두께는 77.80㎛, 중반부의 평균 두께는 102.30㎛, 후반부의 평균 두

께는 97.60㎛이었다. 따라서 내지 두께는 전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를 평균한 92.57㎛가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삼국사기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

표지 내지

앞표지 뒷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349 322 69 82.5 94

Max. 398 357 84.50 143 103.50

Mean 379.20 341.80 77.80 102.30 97.60

Total Mean 360.50 92.57

②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삼국사기 표지의 이미지 분석

• �삼국사기�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탈색되어 있었으나 접촉 및 마찰에 의한 섬유 표면의 마모는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자리 부분의 손상은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삼국사기� 표제는 표지 위에 직접 쓰여 있었다. 표제의 글자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삼국사기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 현미경 특성

삼베 표지의 박락 부분에 관찰되는 배접지의 조직구조

③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의한 삼국사기 내지의 이미지 분석

•  �삼국사기�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는 매우 우수하

였으며, 평균 두께도 312.5㎛ 정도의 두꺼운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용

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삼국사기�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학 현미경

을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 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타

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삼국사기�의 글자 인쇄 부위를 관찰한 결과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

으나 전반적으로 인쇄상태는 양호하였다. 또한 인쇄상태를 관찰했을 때 먹의 번짐 정도로 보아 사용

한 한지의 밀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사기 내지의 광학 현미경 반사 이미지 특성

표제부 글자부분의 상태

삼국사기 내지의 글자부

삼국사기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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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내지의 광학 현미경 투과 이미지 특성

삼국사기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삼국사기 내지의 글자부

(4) 비변사등록의 표지 및 내지 분석 의견

① 비변사등록의 육안적 물리적 특성

• 표지는 한지 능화판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5침안정법으로 제책되어 있다.

• �비변사등록�의 5침 제책부 가장자리 및 끝부분은 마찰에 의한 손상 부위가 발견되었다.

• �비변사등록�의 앞표지의 평균 두께는 777.60㎛, 뒷표지의 평균 두께는 668.20㎛ 이었다.

•  내지 전반부의 평균 두께는 87.60㎛, 중반부의 평균 두께는 103.80㎛, 후반부의 평균 두께는 99.7㎛이

었다. 따라서 내지의 두께는 전반부, 중반부 및 후반부를 평균한 97.03㎛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비변사등록 표지 및 내지의 두께

두께, ㎛

표지 내지

앞표지 뒷표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Min. 686 566 70.5 94 90

Max. 1012 771 139 113.5 115.5

Mean 777.6 668.2 87.6 103.8 99.7

Total Mean 722.9 97.03

②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비변사등록 표지의 이미지 분석

•  �비변사등록�의 표지는 한지 능화판으로 장황되어 있었으며 표지 전반에 걸쳐 표면의 마모, 탈색, 변

색, 찢어짐 등의 열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표지부의 상부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찢어짐에 의한 배

접지가 들어나 보일 정도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비변사등록� 표제는 마모로 인한 탈색은 보이지만 훼손된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비변사등록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 현미경 특성

표지의 박락 부분에 관찰되는 배접지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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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비변사등록 내지의 이미지 분석

• �비변사등록�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는 매우 우수

하였으며, 평균 두께도 312.5㎛ 정도의 두꺼운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의궤 제작에 주로 사

용되던 양질의 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비변사등록�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 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

타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비변사등록�의 글자 글자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

으나 전반적으로 글자상태는 양호하였다. 

비변사등록 내지의 광학 현미경 반사 이미지 특성

비변사등록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비변사등록 내지의 글자부

표제부 글자부분의 상태

비변사등록 내지의 광학 현미경 투과 이미지 특성

(5) 경상도지리지의 표지 및 기저재 분석에 대한 고찰

① 경상도지리지의 육안적 물리적 특성

• 표지는 면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5변철로 제책되어 있다.

•  �경상도지리지�의 앞 표지의 평균 두께는 940.60㎛, 뒷표지의 평균 두께는 본 실험실의 두께측정기 

장비로 측정할 수 없었다.

•  �경상도지리지� 내지 역시 본 실험실의 두께 측정기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두꺼웠다.

②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경상도지리지 표지의 이미지 분석

•  �경상도지리지�의 표지는 전반적으로 접촉 및 마찰에 의한 표면 마모, 탈색, 변색, 접힘 등의 열화 현

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가장자리 양끝 부분에서 마모로 인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  또한 경상도지리지 표제는 한지위에 먹으로 따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③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경상도지리지 내지의 이미지 분석

•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한지의 구조를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합 구조는 매우 우수

하였으며, 매우 두꺼운 한지를 사용하였으며, 밀도 또한 매우 높은 양질의 한지를 사용하였다.

•  또한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한지 섬유의 조성은 닥나무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학 현

미경을 이용하여 섬유장 및 섬유폭의 특성 뿐 아니라 세포벽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닥섬유에서 주로 

나타나는 투명막의 존재를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변사등록 내지의 글자부

비변사등록 내지의 종이표면 구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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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지리지�의 글자 부위를 관찰하였을 경우 먹의 번짐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으

나 전반적으로 필사상태는 양호하였다.

경상도지리지 표지 및 표제 글자부에 대한 광학 현미경 반사이미지 특성

경상도지리지 내지의 광학 현미경 투과 이미지 특성

3) 승정원일기 외 4책의 분석에 따른 복제용 한지의 제안

『승정원일기』, 『일성록』, 『삼국사기』, 『비변사등록』, 『경상도지리지』 등은 각각 왕실의 기록 등을 포함한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기록을 다루었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고급 품질의 수록지를 사용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 『일성록』, 『삼국사기』, 『비변사등록』, 『경상도지리지』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

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복제본 제작용 한지는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

여 초지한 수록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삼국사기』 등의 유물은 열화가 많이 진행되어 현재의 지질 특성이 좋은 편은 아니나, 새롭게 현상 

복제하여 보관 및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상기의 한지제조 품질 제안에 맞게 제작하되 한지의 두께는 원본

의 평균 두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복제용 한지의 특성 및 초지 조건 제안

- 섬유배합비 : 국산닥 100% 사용

- 증해 조건 : 육재 사용

- 표백 방법 : 일광유수표백 권장

- 고해 방법 : 타고해 권장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 초지 방법 : 흘림뜨기 사용

• 건조 방법 : 철판 또는 목판건조 사용

• 도침 : 도침 실시

2. 자문위원회

• 일    시 : 2012년 9월 20일(1차), 2012년 12월 7일(2차)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 

• 진    행 : 세종문화재연구소 김민외 2명 

•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양진석(고문헌)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임산공학과 교수 김형진(한지물성)

문화재전문위원 박윤미(직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교수 홍종진(장황)

표제부 글자부분의 상태

면 표지의 박락 부분에 관찰되는 배접지의 조직구조

경상도지리지 내지의 글자부

경상도지리지 내지의 종이 표면 구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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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자문회의 내용

(1) 작품의 전반적인 복제제작 방침 설명

(2) 진행 상황 보고

• 한지제작 (장지방) 

• 한지물성조사 이미지 보정 및 실사 출력 (다해미디어)

• 대상작품 이미지 촬영

• 변철 제작방법

(3) 중점회의사항

① 경상도지리지 필사모사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 

• �경상도지리지�는 필사본으로서 글씨가 비교적 정자체로, 모사하는데 글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

며, 형압으로 만든 종이의 요철 괘선 및 도침, 배접 합지와 같은 표면 가공을 필요로 하므로 인쇄 제

작 보다는 모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필사 모사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 필사 모사는 서예전공자 2인과 사업책임자 김민 이상 3인이 실시한다.

• 필사 모사는 연습을 통해 대상작품의 필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라이트박스에 투과된 이미지 잔상       

을 토대로 직접 써나가는 방법으로 필사 모사한다. 

② 한지가공 처리에 대한 설명

•  �경상도지리지�에 사용된 한지는 매우 두꺼워 홑지가 아닌 합지로 판단되었고, 조사 결과 표면은 매

우 도침이 잘되어 매끄럽고, 닥지로 판단된다.

• 한지는 장지방에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문서 결손부분에 대한 복제방법 선택

문서중 결손된 부위는 자문위원(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진석 학예연구관)의 자문과 유사 자료를 통해 

최대한 복원하도록 한다.

2) 2차 자문회의 내용

(1) 해당 귀중도서 복제용 한지 검수 및 대조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상 도서의 한지 두께, 밀도, 색상, 재료등을 파악하고 현장(장지방)에서 자

문위원(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김형진교수)과 한지 선별을 실시하였다. 선별된 한지를 다시 원본과 대

조하여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2) 인쇄 샘플 검수 및 대조

①  표지 제작용 능화판, 쪽염색, 삼베 검수 및 대조

• 표지에 사용되는 능화판의 색, 문양을 검수

• �경상도지리지� 표지에 사용되는 쪽으로 물들인 무명의 색과, 직물의 구조 대조

• �승정원일기� 표지에 사용되는 삼베의 조직 대조

② 변철 작업 진행과정 설명

• 변절 분석결과 보고 및 제작과정 설명

• 변철부분의 소실된 부분과 고리부분의 복원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자문

• 고리는 철이 아닌 동으로 제작한다.

• 고링의 크기는 다른 유물과 규장각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경상도지리지 모사본 진행과정 설명

• 모사제작시 사용하는 한지 샘플링 제시

• 합지 제작시 오염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본 제작시에는 이를 주의하여 제작한다.

• 복제본 완성시 원본과의 두께를 고려하여 합지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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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색상 비교 유물 표지와 복제본의 두께 비교

복제용 한지조사 대상유물 복제용 한지의 비교

경상도지리지의 변철부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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