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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조선왕조실록』 등 국보 7종 7,125책, 『대동여지도』 

등 보물 26종 166책,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일성록』 

등 UNESCO 세계기록유산 4종 9,788책 등 24만여 점의 기록문화재를 보존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록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2011

년부터 보존과학기술에 기초한 보존수리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년 차

인 2013년 사업부터는 손상자료의 보존수리를 통한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예

방 보존 체계를 도입하고, 규장각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며, 

규장각 자료 특성에 적합한 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보존수리사업을 추

진해 왔습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의 결과물을 간행하여 배포함으

로써 보존과학계와 전통산업 발전, 전통기술 육성 및 전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 리 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김 인 걸

2013년 규장각문화재보존수리사업 결과보고서는 수리복원·보존처리, 보존

환경제어, 대체본 제작, 보존처리연구, 자체보존관리로 5개 분야 18개 세부 사

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규장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

행하고 있는 수리복원, 모사본 제작, 디지털 매체화의 보고서도 포함함으로써, 

규장각 자체 사업의 성과와 기술력을 공유하고 검증받으려 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보자료관리부와 기반연

구부 및 각 사업별 자문위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 그리고 

각 세부 사업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우리의 기록문화유산을 보

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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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주관사업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명 :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         사 업 기 간 : 2013년 05월 31일 ~ 2014년 01월 31일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1) 사업목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는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열악한 

보존 상태로 인해 훼손이 심각한 자료를 수리복원 하여 유물의 원형을 찾고 더 이상 손상이 진행되지 않

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리복원 후에도 최적의 보존 환경을 구비하여 유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작업

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손상된 규장각 소장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연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리 시 유물의 현상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리 대상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

의 처리를 하되,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2) 사업의 필요성

2013년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대상 유물 38책은 모두 비지정 문화재로, 규장각에 입고되기 전까지 오

랜 시간 열악한 보존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로인해 화재나 침수, 충해 등의 재해를 겪으며 지력이 약화

되고 산화되는 등 유물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일부 유물은 1~2차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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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결손부를 다른 재질로 덧대어 배접 하거나 전통한지가 아닌 화학 펄프지인 양

지로 글자가 있는 앞면을 배접하는 등 잘못된 수리로 인해 유물 원형을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수리는 단순히 유물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손상의 원

인이 되기 때문에 유물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수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향후 복원을 위해 몇 

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2013년 고문헌 수리복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유물의 산화를 

막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강하여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잘못된 수리

는 수정하여 원형을 되찾아, 다음 세대까지 온전한 상태로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대상유물 목록

연 번 도 서 명 수 량 매 수 장정형태

1 병오식년선원가현록 2 55 선장

2 명성황후탄강구리 1 5 첩

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1 6 첩

4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1 18 선장

5 태상감응편도설 1 80 선장

6 예장청등록 4 479 선장

7 주본존안 1 144 선장

8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1 4 선장

9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1 6 철장

10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1 7 가장정

11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1 4 철장

12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1 8 철장

13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1 31 철장

14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1 21 가장정

15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1 12 철장

16 의금부노정기 1 15 선장

17 내각일력 9 306 선장

18 열성지장통기 1 24 선장

19 대학언해 1 29 선장

20 선원계보기략 1 96 선장

21 선조대왕종친록 1 3 선장

22 병오식년종친원가현록 1 29 선장

23 중종대왕종친록 1 22 선장

24 신묘식년종친가현록 1 19 선장

25 내수사각방상하책 1 302 선장

26 공홍도은진현전답복수개타량성책 1 2 가장정

합 계 총 38책  1,72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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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 총 4책 (479매)

1

유 물 명 예장청등록 奎13013 v.1

제작연대 1898년

크       기 40.4cm × 27.2cm × 2.8cm

매       수 101매

2

유 물 명 예장청등록 奎13013 v.2

 제작연대 1898년

크       기 40.4cm × 27.2cm × 3.2cm

매       수 138매

3

유 물 명 예장청등록 奎13014 v.1

제작연대 1898년

크       기 40.4cm × 27.5cm × 2.5cm

매       수 101매

4

유 물 명 예장청등록 奎13014 v.2

제작연대 1898년

크       기 40.5cm × 27.4cm × 3.5cm

매       수 139매

『내각일력』 – 총 9책 (306매)

5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86

 제작연대 1812년  1월

크       기 41.0cm × 26.3cm × 1.5cm

매       수 40매

6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87

제작연대 1812년 2월

크       기 41.2cm × 26.3cm × 1.3cm

매       수 3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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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1

제작연대 1812년 6월

크       기 41.4cm × 26.6cm × 1.4cm

매       수 36매

8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2

제작연대 1812년 7월

크       기 41.6cm × 26.8cm × 1.7cm

매       수 36매

9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3

제작연대 1812년 8월

크       기 41.5cm × 26.8cm × 1.0cm

매       수 30매

10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5

제작연대 1812년 10월

크       기 41.0cm × 26.5cm × 1.3cm

매       수 38매

11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6

제작연대 1812년 11월

크       기 41.0cm × 26.6cm × 1.0cm

매       수 31매

12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397

제작연대 1812년 12월

크       기 41.0cm × 26.6cm × 1.1cm

매       수 3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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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 물 명 내각일력 奎13030 v.619

제작연대 1831년 12월

크       기 39.7cm × 26.5cm × 1.5cm

매       수 34매

양안성책류 – 총 9책 (95매)

14

 
 
 
 

 
 
 
 

유 물 명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

제작연대 1739년

크       기 49.8cm × 30.6cm × 0.2cm

매       수 2매

15

 

 
 
 

 

 
 
 

유 물 명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

제작연대 1783년

크       기 49.7cm × 36.8cm × 0.6cm

매       수 4매

16

 

 
 
 

 

 
 
 

유 물 명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제작연대 1740년

크       기 46.4cm × 31.3cm × 1.0cm

매       수 6매

17

 

 
 
 

 

 
 
 

유 물 명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제작연대 1770년

크       기 47.2cm × 37.8cm × 0.7cm

매       수 7매

18

 

 
 
 

 

 
 
 

유 물 명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

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제작연대 1696년

크       기 43.0cm × 27.5cm × 0.6cm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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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 물 명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제작연대 1704년

크       기 42.0cm × 27.9cm × 2.2cm

매       수 8매

20

 

 
 
 

 

 
 
 

유 물 명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제작연대 1764년

크       기 48.1cm × 32.2cm × 1.8cm

매       수 31매

21

 

 
 
 

 

 
 
 

유 물 명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제작연대 1783년

크       기 35.4cm × 38.6cm × 3.5cm

매       수 21매

22

 
 
 
 

 
 
 
 

유 물 명
진위현서면회화정복동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제작연대 1756년

크       기 45.5cm × 30.0cm × 1.0cm

매       수 12매

왕실족보류 – 총 7책 (224매)

23

 
  

   
   
   

 

 
 
 

유 물 명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35.3cm × 24.3cm × 1.9cm

매       수 96매

24

 

 
 
 

 

 
 
 

유 물 명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제작연대 1726년

크       기 57.8cm × 41.0cm × 2.4cm

매       수 49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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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 물 명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

제작연대 1846년

크       기 49.5cm × 34.3cm × 0.9cm

매       수 6매

26

 

 
 
 

 

 
 
 

유 물 명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68.0cm × 36.5cm × 0.8cm

매       수 22매

27

 

 
 
 

 

 
 
 

유 물 명 선조대왕종친록 奎9096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64.6cm × 36.6cm × 0.8cm

매       수 3매

28

 
 

 
 

 
 

 
 

유 물 명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

제작연대 1666년

크       기 64.4cm × 37.0cm × 1.1cm

매       수 29매

29

 

 
 
 

 

 
 
 

유 물 명 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

제작연대 1651년

크       기 64.6cm × 36.4cm × 1.1cm

매       수 19매

기타전적류 – 총 9책 (623매)

30

 

 
 
 

 

 
 
 

유 물 명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42.0cm × 24.3cm × 0.7cm

매       수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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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 물 명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

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49.7cm × 36.8cm × 0.7cm

매       수 6매

32

 

 
 
 

 

 
 
 

유 물 명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38.3cm × 25.7cm × 1.6cm

매       수 18매

33

 

 
 
 

 
 

 
 

유 물 명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제작연대 1880년

크       기 30.0cm × 23.4cm × 1.8cm

매       수 80매

34

 

 
 
 

 

 
 
 

유 물 명 주본존안 奎17704 v.18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43.0cm × 27.5cm × 0.6cm

매       수 144매

35

 

 
 
 

 

 
 
 

유 물 명 의금부노정기 奎19531

제작연대 연대 미상(19세기 추정)

크       기 39.6cm × 25.0cm × 1.3cm

매       수 15매

36

 
  

   
   
   

 

 
 
 

유 물 명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33.9cm × 22.2cm × 1.0cm

매       수 2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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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 물 사 진 내 용

37

 

 
 
 

 

 
 
 

유 물 명 대학언해 奎3060

 제작연대 1631년

크       기 35.0cm × 22.2cm × 1.0cm

매       수 29매

38
 

 

 

 

유 물 명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

제작연대 연대 미상

크       기 40.2cm × 27.2cm × 8.0cm

매       수 302매

3. 사업 참여인력 현황

1) 보존처리 참여인력

상  호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수석연구원 강지은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석사

연구원 나지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원 송형란 토호쿠예술공과대학교 문화재보존 석사

연구원 이지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연구원 이혜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원 전세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원 정태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연구보조원 서예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연구보조원 신지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수원 수료

연구보조원 이선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

연구보조원 김태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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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위원단

전공분야 성  명 소  속

자료 박문열 청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보존처리 차병갑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교수

고지도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자료 김윤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자료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 연구실 선임연구원

3) 활용 전문가 

참여분야 성  명 소  속

섬유 직조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변철 제작 여창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조교

섬유 염색 이종남 이종남자연염색연구소

능화판 판각 김도형 목산공예관

능화판 판각 김형신 목산공예관

능화판 판각 이연희 공예가

유물 해제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오동나무 상자 제작 조화신 무형문화재 소목장 전수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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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 및 공정별 작업 일정 (  1차 반입 유물,   2차 반입 유물,   1·2차 반입 유물 공동과정)

공정 작업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비 

고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사전

조사

육안관찰

처리전

사진

지질분석

클리닝

해체

건식

크리닝

박락방지

습식

크리닝

배접지

제거

배접지

제거

건조

자문

회의
1차

메움

메움

판심강화

배접

건조 주름펴기

자문

회의
2차

표지

처리
표지처리

마무리
처리후

사진

검수 1차

장황 장정

검수 2차

마무리

상자제작

기록카드

자문

회의
3차

보고서

보고서

작성

검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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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리복원 방법 

1. 기본방침

문화재의 수리복원은 보존과 공개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완수해야하는 일이

다.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보존처리 후 진공에 가까운 환경에 보관하면 되지만, 연구나 전시를 위

해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재 열람과 전시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보강되

어야 하고 시각적으로도 위화감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

기 위해 원본의 현상을 존중하고 가역성을 띄게 보존처리 하는 것을 최우선 방침으로 삼았다. 따라서 수

리자의 판단으로 원형을 변형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원본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

며 검증된 전통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수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약

화된 부분은 보강하여 수명연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리방침을 세웠다. 

•       학술, 역사,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원본의 현상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       원본의 가치를 존중하여 가필이나 복원수리는 하지 않는다.

•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가역성을 띄는 수리를 한다.

•       해당 문화재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지도·자문을 받는다.

•       수리 방법이나 사용 재료는 관계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서 정한다.

•       사진촬영 및 지질 분석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       각 작업과정을 촬영하고 상세히 기록한다.

•       작업 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작업 방법

1) 사전조사 작업

•       상태조사 :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록지로 작성하고 도면을 그린 후, 그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

여 첨부한다. 

•       지질조사 : 유물의 재료와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에 사용할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실시한

다. 바탕재의 두께, 무게, 밀도, 발촉수, 발끈폭 등을 측정하고 현미경관찰(C염색의 정색반응 관찰)을 

통해 섬유질의 종류와 초지법, 가공여부 등을 확인한다. 변철의 경우 성분분석을 통해 금속의 재질과 합 

비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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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작업 

(1) 수리재료 준비

모든 재료는 유물의 상태조사 및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       메움 한지 : 섬유분석결과에 따라 메움 한지를 제작한다. 

 유물에 따라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거나 메움 후 색맞춤 하여 색을 조절한다.

•       장정 끈 : 원사의 종류, 굵기, 꼬임 등을 고려하여 끈을 제작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끈을 선별한 후, 

천연 염색하여 사용한다.

(2) 해체 및 크리닝

•         해체 : 장정끈과 지정, 가장정용 지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 표지 속지 등을 분리한다. 분리한 내지

는 처리전 사진을 촬영하고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넘버링을 한다.   

•         이물질 제거 및 박락 방지 : 부분적으로 먹 번짐 테스트를 실시한 후 먹의 변색이나 이동이 예상될 경

우는 묽은 아교수용액으로 박락 방지를 실시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       클리닝 : 붓을 사용하여 먼지 등을 털어내고 여과시킨 중성의 미온수를 사용하여 습식클리닝 한다.

(3) 보수지 염색 및 결손부 메움

•       자연염색 : 결손부 메움지를 제작하고 천연 염색한다.

•       결손부 메움 : 제작된 결손부 메움지를 소맥전분풀로 접착하여 메움한다.

(4) 배접·가배접 및 건조

•       배접 : 내지의 두께에 변화를 주지 않을 만큼 얇은 한지를 사용하여 배접한다.

•       가배접 : 유물의 조건에 따라 가배접을 실시한다. 내지를 중성수와 한지만을 사용하여 임시배접을 하

고 충분히 건조한 후 가배접지를 제거한다.

•       건조 : 내지가 잘 펴지도록 스프레이로 미량의 수분을 분무한 후, 특수제작 된 프레스기에 넣어 일정

한 힘을 가해 충분히 건조시킨다.

(5) 표지제작 및 장정

•       표지·장정끈 제작 : 표지용 한지 및 직물을 유물과 비슷한 색으로 천연 염색하고 2 ~ 4회 배접하여 일

정한 두께로 만든다. 장정끈은 원사의 종류, 끈의 두께 및 색상 등을 고려하여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하

여 사용한다.  

•       장정·마무리 : 내지 판심을 접고 페이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차례대로 쌓아 가장정한 후 미리 제작된 

표지를 붙이고 장정끈으로 장정하여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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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작업 

• 보존처리의 전 과정을 보고서로 발간하고 파일로 보관한다. 

3. 재료의 확보 방법
  

1) 사전작업 - 지질분석 (표지, 내지, 장정끈 등)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고 촬영한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는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한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하

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한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한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한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한다.

표면 상태 관찰

두께 측정

무게 측정

발촉수 측정



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033

2) 재료별 확보 방법

(1) 풀

•       소맥전분을 물에 6개월 이상 침전시켜 밀기울과 미생물을 제거한 다음, 물과 소맥전분을 3 : 1 비율로 

섞고 가열하여 풀을 제작하였다.

•       2주 간격으로 풀을 만들고 온도가 일정(8~14℃)한 냉장시설에서 숙성시켜 점도가 다양한 숙성풀을 구비

하였다.

•       종이가 얇고 밀도가 낮은 유물은 장기간 숙성한 풀을 사용하고 종이의 밀도가 높고 두꺼운 종이에는 

단기간 숙성한 풀을 사용하였다. 

•       직물이나 표지를 1차 배접할 경우에는 풀의 점도가 약하면 배접이 들뜰 수 있으므로 신풀을 사용하였다. 

산성도 측정

예장청등록 奎13014 v.1 표지 현미경촬영

색도 측정

예장청등록 奎13014 v.1 내지 현미경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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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① 내지 

지질분석 결과에 따라 평량 별 메움지는 한지공방에 주문하였다.

- 요구조건 -

•       섬유배합비 : 국산닥 100% 사용

•       증해조건 : 육재, 소다회

•       표백방법 : 일광유수표백

•       고해방법 : 타고해

•       점질물(첨제) : 닥풀(황촉규 뿌리 점액)

•       초지방법 : 흘림뜨기

•       건조방법 : 목판건조 및 걸어서 건조(두께가 두꺼운 것)

•       도침여부 : 도침(1-10단계 중 10단계로 밀도를 높임)

제작된 종이의 기초적인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께 측청기를 이용하여 두께를 조사하였다. 또한 종

이의 산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산성측정기(HI 4221, HANNA, ITALY)를 이용하여 산성도를 측정하였다. 

각 특성별 측정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색상을 평가하기 위해 색차계(DE 6834, BYK, GERMANY)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분석조건은 

표준 광원 D65, 시야각 10°, 분석면적 8mm이며, 측정값은 3회 측정 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색도 측정 결과는 명도, 채도를 나타내는 데 유용한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색채를 시각적으로 나

타내는 데 유용한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가지 색상 체계로 표시하였다.

풀 끓이기 냉장시설(8~14℃)에서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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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움 한지 산성도 측정 제작된 메움용 한지

② 표지

한지공방에 의뢰한 종이를 가공하여 능화지, 염색지 등으로 제작하였다.

•       염색지 : 표지의 색상에서 약 30% 정도 밝게 천연염색 하여 제작하였다. 

•       능화지 : 표지에 남아있는 문양을 바탕으로 능화판을 제작하고 능화판 위에 밀랍을 칠한 종이를 얹어 

밀돌로 밀어 문양을 찍어 제작하였다.

염색지 제작

능화판 제작

염색지 제작

능화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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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메움지 분석결과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2 쌍발/철판/소다회 0.05-0.07 6.72 92.33 0.83 6.50 9.42YR 9.13 0.93

3 외발/목판/소다회 0.06-0.07 6.86 92.06 0.70 7.52 0.01Y 9.10 1.04

4 외발/목판/소다회 0.07-0.08 6.60 91.06 0.73 9.57 0.34Y 9.00 1.32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소다회 0.11-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소다회 0.14-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8
외발/목판/ 

도침(9-10)/잿물 0.16 7.27 89.98 1.30 10.32 9.52YR 8.89 1.49

9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16 7.13 88.95 1.20 12.91 0.11Y 8.78 1.82

10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20 6.85 87.36 1.59 13.19 9.73YR 8.62 1.92

11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24 7.00 89.98 1.13 10.50 9.84YR 8.89 1.49

12 외발/목판/소다회 0.09-0.10 6.47 90.01 1.02 11.18 0.10Y 8.89 1.56

13 외발/철판/도침(4-5) 0.10 6.54 88.17 1.25 13.57 0.17Y 8.70 1.91

14 외발/목판/도침(4-5) 0.10-0.13 6.61 90.07 1.12 11.74 0.01Y 8.9 1.65

15 외발/철판/소다회 0.10-0.12 6.50 88.06 1.25 14.05 0.22Y 8.69 1.98

16 외발/철판/소다회 0.10-0.12 6.52 88.45 1.35 13.77 0.03Y 8.73 1.95

17 외발/목판/도침(4-5) 0.10-0.13 6.56 89.93 1.07 11.55 0.07Y 8.88 1.62

18 외발/목판/도침(4-5) 0.12-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19 외발/목판/도침(4-5) 0.11-0.13 7.06 90.81 0.91 10.39 0.15Y 8.97 1.44

20
외발/목판/ 
도침(4-5)/육재 0.15-0.16 6.83 89.24 1.21 11.98 9.95YR 8.81 1.70

21
외발/목판/

도침(9-10)/ 소다회 0.12 7.01 89.64 1.17 11.12 9.90YR 8.85 1.58

22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12 6.56 89.14 1.28 11.88 9.87YR 8.8 1.69

23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12 6.85 89.46 1.24 11.36 9.84YR 8.83 1.62

2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16 6.94 89.37 1.18 12.01 10.00YR 8.82 1.70

25
외발/목판/도침(9-9) 
도침추가/소다회 0.16 6.55 88.48 1.44 12.41 9.78YR 8.73 1.78

26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16 6.66 89.09 1.10 12.79 0.24Y 8.8 1.79

27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잿물 0.16 6.94 90.04 1.27 10.37 9.59YR 8.89 1.49

28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잿물 0.16 6.75 90.38 1.18 10.23 9.70YR 8.9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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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29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잿물 0.16 6.78 90.42 1.22 9.88 9.53YR 8.93 1.42

30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0 7.09 87.58 1.58 12.77 9.70YR 8.64 1.86

31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0 7.06 89.48 1.26 11.91 9.88YR 8.84 1.69

32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0 7.01 89.05 1.30 12.15 9.89YR 8.79 1.73

33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7.29 89.06 1.23 10.57 9.74YR 8.79 1.52

3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6.98 89.24 1.14 11.01 9.94YR 8.81 1.5 6

(3) 섬유

① 표지

•       표지 직물 섬유는 육안관찰과 현미경 측정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마섬유와 견섬유로 확인되었다.

•       마섬유는 삼베와 모시가 사용되었다.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에 제작되고 있는 여러 지방의 

삼베와 모시를 수집하여 유물과 가장 흡사한 섬유를 선택하여 염색 후 결손부 메움과 표지제작에 사

용하였다.

•       견섬유는 평직물과 사직물, 문사직물이 사용되었다. 평직물은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에 제

작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평견직물을 수집하여 유물과 가장 흡사한 섬유를 선택하여 염색 후 메움과 

표지제작에 사용하였다. 

•       사직물은 심연옥 교수(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섬유전공)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

하였다.

•       문사직물은 국민대학교에서 제작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원사 종류 직물 종류 해당 유물

마
모시

내각일력(9책) - 奎13030 v.386, 奎13030 v.387, 奎13030 v.391, 奎13030 v.392, 奎13030 
v.393, 奎13030 v.395, 奎13030 v.396, 奎13030 v.397, 奎13030 v.619

삼베 예장청등록(4책) - 奎13013 v.1, 奎13013 v.1, 奎13013 v.2, 奎13014 v.2

견

견
양안성책류(5책) - 奎18432, 奎18458, 奎18486, 奎 18515, 奎18735, 

왕실족보류(7책) - 奎8681 v.7, 奎8851 v.3, 奎 8946 v.4, 奎9025, 奎9096, 奎9097, 奎9106

사 양안성책류(1책) - 奎18861

문사 양안성책류(2책) - 奎18633, 奎18636

사직물과 문사직물은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직물과 일본에서 시판중인 직물을 함께 수집하여 비교

해보았으나 200여점이 넘는 직물 중 조직이 유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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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문사직물과 사직물 모두 유물과 유사하게 직조되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 듯 했으나 염색을 하

는 과정 중 직물의 수축과 광택도가 상이하게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문사직물은 수분이 닿으

면 쉽게 수축하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한다 해도 사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해진 사업기간(8개

월)에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차례의 수집과정 중, 이전 복식복원 재현에 직조된 문사직물(국민대학교 제작)의 바탕조직이 유물(奎

18633, 奎18636)과 흡사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직물의 색상 및 견뢰도가 해당 유물보다 진하고 

강했기 때문에 여러 번 수세 후 직사광선에 노출시켜 섬유의 강도를 맞추고 색상을 바래게 하여 사용하였다.

사직물 직조

직물 수집

직조된 사직물

문사직물 일광 표백 전(좌), 표백 후(우)

② 장정끈

•       장정끈은 원사의 종류, 끈의 두께 및 색상 등을 고려하여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원사 종류 색상 해당 유물

마
황색

내각일력(9책) - 奎13030 v.386, 奎13030 v.387, 奎13030 v.391, 奎13030 v.392, 奎13030 
v.393, 奎13030 v.395, 奎13030 v.396, 奎13030 v.397, 奎13030 v.619

홍색 예장청등록(4책) - 奎13013 v.1, 奎13013 v.1, 奎13013 v.2, 奎13014 v.2

면
백색 기타전적류(1책) - 奎19531

홍색 양안성책류(1책) - 奎18432

견 홍색
왕실족보류(7책) - 奎8681 v.7, 奎8851 v.3, 奎8946 v.4, 奎9025, 奎9096, 奎9097, 奎9106 

기타전적류(1책) - 奎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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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철

변철은 금속공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       유물의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금속에 열을 가하여 두들긴 후 양 끝을 고정하고 대패로 밀어 평활도를 높인다.

•       유물에 따라 옻이나 녹차 등을 사용하여 착색시킨다.

변철에 대한 XRF 성분 분석 결과

유물명 Fe(wt%) Cu(wt%) Zn(wt%) Sn(wt%) Pb(wt%)

성천부안(奎18633) 0.41 79.28 17.25 1.53 1.54

전라도순천현(奎18486) 0.41 78.52 17.97 1.77 1.34

진위현서면(奎18861) 99.42 0.31 0.04 0.04 0.23

함경도문천군(奎18636) 99.18 0.54 0.19 0.02 0.08

황해도송화현(奎18735) 0.69 74.39 20.62 3.08 1.23

마끈을 소목 염액에 담그기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된 장정끈

변철 유물 제작된 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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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리복원 과정 

1. 『예장청등록禮葬廳謄錄』

1) 해제

『예장청등록』은 1898년(광무 2) 1월부터 6월에 걸쳐 시행되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과 여흥

부대부인驪興府大夫人 민씨閔氏의 장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등록이다. 1898년 1월에 고종의 생모인 여흥부

대부인이 사망하고, 한 달 후인 2월에 흥선대원군이 죽자 두 사람의 장례를 동시에 거행하게 되었으며, 장

지葬地는 공덕리孔德里였다. 

본 등록은 상·하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책上冊에는 좌목座目과 예장청응행사목禮葬廳應行事目, 장례 

절차와 관련 물품, 제존식祭尊式, 발인시조작질發引時造作秩, 발인절차發引節次, 노제절차路祭節次, 하패실절차下

稗室節次, 우절차虞節次, 반차도班次圖, 제각배설祭閣排設, 당가배설唐家排設, 실입實入 등 실려 있다. 또, 하책下冊

에는 조칙詔勅·주본奏本·보고報告·조회照會·내훈來訓·내첩來牒 등의 각종 공문서,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

인을 애도하는 만사輓詞,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문神道碑文, 예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린 상전賞典 내역 등

이 수록되어 있다. 국한문혼용國漢文混用이 나타나고 있으며, 날짜 기록은 양력 아래에 음력을 주기註記하

는 방식을 취했다.

규장각에는 당시의 예장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 모두 5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奎13013 v.1-2>와     

<奎13014 v.1-2> 2건이 이번의 수리복원 대상이다. <奎13013 v.1-2>은 장례원掌隷院에 분상分上되었던 책이

고, <奎13014 v.1-2>은 비서원秘書院에 분상되었던 책이다.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38책 중 『예장청등록』은 총 4책이다. 

장정형태는 3침의 변철로 추정되나 현재는 선장으로 장정되어 있다.  

유물명 vol. 연대
가로

(cm)
세로

(cm)
높이

(cm)
매수 장정

1
예장청등록

奎13013 128 1898
(光武2年) 40.4 27.2 2.8 101 3침

(변철추정)

2
예장청등록

奎13013 175 1898
(光武2年) 40.4 27.2 3.2 138 3침

(변철추정)

3
예장청등록

奎13014 197 1898
(光武2年) 40.4 27.5 2.5 101 3침

(변철추정)

4
예장청등록

奎13014 542 1898
(光武2年) 40.5 27.4 3.5 139 3침

(변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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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처리 전 상태

(1) 『예장청등록』 奎13013 v.1

•       내지는 오염이 적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       전반부, 후반부 각각 10장 내외로 충해로 인한 작은 결손이 있다.

•       표지는 붉게 염색된 마로 되어 있는데 결손부를 황색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하여 단차가 심하고 본래의  

표지와 이질감이 있다.

•       장정구멍 부분에 결손이 심하고 철장의 흔적이 있으나 변철은 남아있지 않다.

•       서근(책의 하단부 측면)에 먹글씨가 쓰여 있다.

•       책의 앞표지는 검게 변색되어 있고 뒤표지에는 검은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奎13013 v.1 앞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奎13013 v.1 뒤표지

장정부 손상



04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결손부 서근 먹글씨 

내지 분리 내지 결손부

내지 결손 및 열화 내지 결손부

(2) 『예장청등록』 奎13013 v.2

•       내지는 전, 후반부 10장 내외로 충해로 인한 결손이 있고 갈색의 얼룩이 관찰된다.

•       내지에 첨지를 부착한 곳과 글자를 수정하기 위한 찰개한 부분이 있다.

•       앞표지는 붉은색으로 염색된 마를 사용하였는데 결손부를 황색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하여 단차가 

심하고 본래의 표지와 이질감이 있다. 

•       앞표지 상단부가 짧아 내지가 1~2mm정도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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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는 결손이 많고 특히 장정부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       철장의 흔적은 있으나 변철은 남아있지 않다.

•       뒤표지는 황색 만자문 능화지로 교체되어 있다. 교체된 표지의 폭이 짧아 내지가 21mm정도 노출되

어 있다.

•       뒤표지 중앙에 칼로 자른 인위적 손상이 있으며 주변이 찢기고 배접이 분리되었다.

•       뒤표지는 표지 속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고 내지 마지막 장을 표지 속지로 사용하였다.

•       장정끈은 홍사로 책의 옆부분이 변색되어 있다.

奎13013 v.2 앞표지

도서 라벨지 부착

奎13013 v.2 뒤표지

서근 기록



04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오염부

표지 결손부 메움

내지 얼룩 

표지 장정부 손상

내지 첨지

내지 충해로 인한 결손

(3) 『예장청등록』 奎13014 v.1 

•       내지는 오염이 적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       전반부, 후반부 각각 10장 내외로 충해로 인한 작은 결손이 있다.

•       내지는 글자를 찰개한 흔적이 있다. 넓은 면적의 경우 내지를 도려내고 종이를 덧붙여 수정하였다.

•       표지는 붉게 염색된 마로 되어 있는데 결손부를 황색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하여 단차가 심하고 본래

의 표지와 이질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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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는 충해로 인한 결손이 많고 가장자리에 섬유 올이 풀린 부분이 있다.

•       장정된 부분의 표지 마는 남아있지 않고 표지 속지만 남아있다.

•       앞표지에 검은 부착물이 있고 철장의 흔적이 있으나 변철은 남아있지 않다.

•       책의 오른편이 살짝 굴곡져있고 서근에 먹글씨가 쓰여 있다.

奎13014 v.1 앞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奎13014 v.1 뒤표지 

표지 장정부 손상

표지 속지 인장 이염 내지 결손부



04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지 인장

내지 글자 번짐

내지 주름

내지 글자 수정 부분 접착제 자국

(4) 『예장청등록』 奎13014 v.2

•       내지는 오염이 적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다.

•       전반부, 후반부 각각 10장 내외로 충해로 인한 작은 결손이 있고 1~3페이지, 134~139페이지에 걸쳐 

작고 붉은 얼룩이 이염되어 있다.

•       내지는 글자를 찰개한 흔적이 있다. 넓은 면적의 경우 내지를 도려내고 종이를 덧붙여 수정하였다.

•       표지는 붉게 염색된 마로 되어 있는데 결손부를 황색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하여 단차가 심하고 그로

인해 상단부가 일부분 주름져있으며 본래의 표지와 이질감이 있다.

•       표지 가장자리가 마모되어 올이 풀려있고 철장의 흔적은 있으나 변철은 남아있지 않다.

•       앞표지 하단부 도서기록 카드 주변으로 광택이 도는 접착제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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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14 v.2 앞표지

장정 부분의 결손

奎13014 v.2 뒤표지 

철장의 흔적

결손부 메움

표지 속지 연필기록

장정 구멍

충해로 인한 결손



04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4) 보존처리 과정

(1) 육안관찰

•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 : cm) 및 훼손상태와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       원형은 철장으로 추정되나 홍사를 사용해 3침 선장으로 장정되어 있다.

•       내지는 닥지로 되어 있다.

•       표지의 재질은 마로 결손이 심하며, 奎13013 v.2의 뒤표지는 능화지로 교체되어 있다.

(   라벨지,    결손부,    꺽임,    장정끈,    철장흔적)

잉크 얼룩 서근 기록

奎13013 v.1 세부치수 측정 奎13014 v.2 세부치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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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13 v.1 육안관찰 奎13013 v.2 육안관찰

奎13014 v.1 육안관찰 奎13014 v.2 육안관찰



05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3) 사진촬영 및 넘버링

•       보존처리 전 유물의 크기, 결손부분,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 기록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C(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

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       사진촬영 및 넘버링 작업은 예장청등록 총 4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2) 해체

•       장정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를 분리하였으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라벨지는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있어 표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무

리하게 떼어내지 않았다.

해체 과정 

내지 분리

장정끈 제거

해체 완료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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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사진촬영 넘버링 

(4) 지질분석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섬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높이)는 자를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하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하

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

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기 

두께측정기 Peacock model H, 0.01×10mm jeweled, made in japan

휴대용현미경 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

색도측정기 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

pH측정기 HANNA HI4221, made in Romania



05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奎13013 v.1 표지 현미경 촬영

두께 측정

발끈폭 측정

색도 측정

奎13013 v.1 내지 현미경 촬영

무게 측정

크기 측정

산성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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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식 클리닝

•       부드러운 붓, 에어브러시(airbrush)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였다. 

•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건식 클리닝

건식 클리닝

(6) 결손부 메움 및 판심 보강

•       내지의 지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지와 가장 근접하게 제작된 메움용 한지를 사용해 발끈폭, 발촉

수 및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       접착용 풀은 신풀을 2개월 정도 숙성시킨 풀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       판심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 얇은 보수지를 0.5~0.7cm 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자른 

띠지로 보강하였다. 

판심보강용 한지 정보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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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메움지 정보

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

13013
v.1

5
쌍발/ 철판/ 
도침/ 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 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奎

13013
v.2

6 외발/ 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 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

13014
v.1

5
쌍발/ 철판/ 
도침/ 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 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奎

13014
v.2

5
쌍발/ 철판/ 
도침/ 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 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 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결손부에 맞게 부착 메움후 압착하여 단차 완화

형태에 맞게 섬유 살려 자르기 메움지 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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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지처리

①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메움지 제거

•       표지와 표지 속지를 분리한 후 각각 습식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       책에 부착된 라벨지와 표제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교액으로 박락방지를 하였다.

•       레이온지를 앞·뒷면에 대고 유물을 편 후 증류수를 붓으로 도포하여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흡습지에 

스며나가도록 하고 수분이 남아있을 때 결손부 메움을 했던 황색의 능화지를 제거하였다.

•       배접지는 직물의 색상이 이염되어 있어 제거하게 되면 표지의 색상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1차 배접지

는 제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수분 분무

프레스 압착 

유물 올리기 

외곽선 정리

(7) 주름펴기 및 외곽선 정리

•       원상태의 밀도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낱장마다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한다. 

•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순으로 놓고 그 위에 유물을 올린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려놓는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어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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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지 배접 및 건조

• 1차 배접하여 건조시킨 후 2차 배접을 하였다. 2차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안정되게 건조시킨다.

• 표지에 사용된 마가 매우 두꺼워 진한 소맥 전분 풀을 사용하였다.

③ 표지 메움

•       메움용 마, 배접지 염색 - 메움용 마와 배접지는 전문가(이종남)에게 의뢰하여 소방1, 꼭두서니2, 홍화3 

등을 사용하여 천연염색 하였다.  

표지 1차 배접 2차 배접 후 건조판 부착

1    고대부터 염료로서 사용되어온 소방은 주로 잿물 매염으로 염색되었다. 명반 매염의 적색으로서 사경용지의 적색염색과 비단염색에 

사용되어 보라색에 이어 가장 중요한 색으로 여겨졌다. 소방의 염액에 호분을 섞어 약한 불로 끓인 것을 황연지라고 하고 비교적 제

조가 간단하며 매염제에 따라 상당히 폭넓은 색조를 얻을 수 있다. 갈색, 흑색, 적갈색, 청보라색 등 물과 알칼리에 용해되지 않고 알

칼리에 청보라색으로 되며 공기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한다. 소방은 진하게 염색되지만 물세정에 의해 색이 빠지기 쉬운점과 겹쳐 

칠하는 경우 정착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현, 2010 『전통회화의 색』, 가일아트

2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염료의 한가지로 천연유기물의 착색제에서도 가장 안정된 것이다. 순도, 선명도, 색상의 폭 등에 있어

서 꼭두서니에서 취한 색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유기 적색안료 중에서도 일광견뢰도가 가장 강한편에 속하고 적황색의 강한 색조

로 자외선에 강한 형광을 발하는 특징이 있다.  이상현, 2010 『전통회화의 색』, 가일아트

3    예부터 염료식물 또는 약용식물로서 사용되었다. 홍화꽃에는 적색색소, 황색색소가 포함되어 있다. 고대부터 많이 사용된 염료지만 견뢰

도가 높지 않으며, 식용과 화장용, 안료에 사용되었다. 적색은 물에 녹지 않으나 알칼리액에는 용해되므로 염색 후 남은 염액을 면 등에 염

색시켜 필요할 때에 잿물 등의 알칼리액으로 재 추출해 구연산으로 조합시켜 안료로 사용한다.  이상현, 2010 『전통회화의 색』, 가일아트

표지 습식 클리닝 표지 메움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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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움용 마 염색 메움용 마 배접

표지 결손부 메움 메움용 마와 유물 색상 비교

•       메움용 마 배접 - 섬유 전면에 수분을 주어 씨실과 날실의 수평을 맞춘 후 신풀을 이용해 배접하여 

건조판에 부착시켜 건조하였다.

•       표지 메움 - 같은 직물 안에서도 직조상태에 따라 밀도나 실의 굵기, 씨실과 날실의 수평과 수직의 정

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손부 주변의 직조 상태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부분을 선정해 형태와 동일

한 크기로 트리밍 한 후 신풀을 사용하여 메움하였다.

•       색맞춤 - 직물로 메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1mm 정도의 결손부는 색맞춤을 하였다. 

(9) 처리 후 사진 및 가제본

•       처리 전 사진 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처리 후 사진 촬영을 위해 넘버링을 제거해 주었으며, 사진촬영이 끝나는 각 권마다 순

서가 바뀌지 않도록 종이끈으로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       가제본한 유물은 가벼운 아크릴 판으로 눌러 들뜸을 방지하였다.

•       처리 후 사진촬영은 『예장청등록』 총 4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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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수

•       보존처리 된 실제 유물과 보존 처리 전 유물사진을 대조해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기록하

였다.

일   시 :   1차검수 - 2014년 1월 9 ~ 10일 

2차검수 - 2014년 1월 21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검수자 : 김은주(서울대 국사학과), 이현욱(서울대 국사학과)

가제본 가제본 후 눌러주기

처리 후 사진촬영 넘버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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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수내용 분류

검수결과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A - 보풀 B - 이물질 C - 메움, 판심 D - 글자, 배접지

       

E - 첨지 F - 주름 G - 제본, 장정 H - 기타

        

② 검수 세부내용 및 수정 사항

『예장청등록』 4책(총 479매)에 대해 총 7건이 기록되었다. 2차 검수 시, 7건 모두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奎13014 v.1은 기록사항이 없어 1차 검수에서 마무리 하였다. 

검수 과정 검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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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奎13013 v.1

91B B
좌 상단 모서리 이물질 제거 요망. 작지만 단단하고 돌출

되어 있음.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奎13013 v.2

5B A 하단 올풀림. 접착 처리 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10A B 좌 3열 상단 돌출 이물질 제거 필요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42A F 우 1열 세로방향 지면 종이 접힘 펼 필요 종이를 펴서 주름을 제거하였다.

112A A.C 좌 2열 상단 勅자 윗부분 배접, 보풀 접착 필요 떨어진 메움지와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奎13014 v.2

18B C 좌측 최상단 배접지 일부 들뜸현상. 보강필요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56A A.D 우 1열 상단 지면 올풀림. 접착 필요 들뜬 섬유를 부착하였다.

 * 쪽수에서 A는 앞면, B는 뒷면을 말함

(11) 장정

반입당시 3침 선장본의 형태였으나 본래 철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같은 종류의 철장본을 조사해 보

았다. 그러나 철장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복원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과 

소장처 측과 상의 한 결과 철장은 형태 및 재질, 재현 방법에 대한 연구 조사 후 복원하기로 하고 이번 수

리복원에서는 반입 당시의 형태인 선장으로 장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제본된 책의 내지 위에 접어놓은 표지를 얹어 장정구멍을 낸 후 홍사로 장정하였다.

•       장정구멍의 위치는 반입 당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장정끈은 지질분석 결과에 따라 마섬유로 된 끈을 소목으로 천연염색하여 사용하였다.

변철 원본 자료조사 변철 원본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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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무리

•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다.  

•       장정 후 표지 앞·뒷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때 촬영 조건은 처리 전 사진촬영과 동일조건으

로 하였다.

•       처리 후 실측 및 보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처리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처리 후 표지 사진촬영 보푸라기 제거

소목으로 염색한 장정끈 장정 구멍 뚫기

표지와 내지 맞추기 장정 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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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지 (b) 표지 

『예장청등록』 奎13013 v.1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색맞춤 처리기록카드 작성

5) 보존처리 전·후 분석 결과

(1) 표면 상태 관찰

『예장청등록』4책의 전체적인 표면 상태는 다음과 같다. ‘표지’에서는 ‘S꼬임’의 평직물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섬유의 절단과 손상을 동반한 피브릴화와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내지’에서는 종이의 비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

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화된 잔존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사일 

경우에는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일 경우에는 먹의 농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

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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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예장청등록』 奎13013 v.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06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8.5x 내지 6, 1.6x 

내지 7, 18.5x 내지 7, 1.6x 표지 1, 18.5x 표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1, 1.6x 내지 2, 18.5x 내지 2, 1.6x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8.5x 내지 4, 1.6x 

(a) 내지 (b) 표지

『예장청등록』 奎13013 v.2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예장청등록』 奎13013 v.2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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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지 (b) 표지 

내지 1, 18.5x 내지 1, 1.6x  내지 2, 18.5x  내지 2, 1.6x 

표지 6, 18.5x 표지 6, 1.6x 

표지 2, 18.5x 표지 2, 1.6x 표지 3, 18.5x 표지 3, 1.6x 

표지 4, 18.5x 표지 4, 1.6x 표지 5, 18.5x 표지 5, 1.6x 

『예장청등록』 奎13014 v.1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예장청등록』 奎13014 v.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06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a) 내지 (b) 표지 

표지 4, 18.5x 표지 5, 18.5x 표지 4, 1.6x 표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5, 1.6x 표지 1, 18.5x 표지 1, 1.6x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8.5x  내지 4, 1.6x 

표지 2, 18.5x 표지 2, 1.6x 표지 3, 18.5x 표지 3, 1.6x

『예장청등록』 奎13014 v.2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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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5, 18.5x 표지 5, 1.6x 

내지 1, 18.5x  내지 1, 1.6x 내지 2, 18.5x 내지 2, 1.6x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8.5x 내지 6, 1.6x

표지 3, 18.5x 표지 3, 1.6x 표지 4, 18.5x 표지 4, 1.6x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8.5x 내지 4, 1.6x 

표지 1, 18.5x 표지 1, 1.6x 표지 2, 18.5x 표지 2, 1.6x

『예장청등록』 奎13014 v.2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06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2) 섬유적 특성

『예장청등록』4책의 섬유조성 및 형태는 내지, 표지, 장정끈에서 조사하였다.

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마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대부분 연한황색에서 회색을 띄었으며, 

섬유장은 5~40mm, 섬유폭은 8~30㎛으로 나타났다. 표면의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섬유 형태는 섬유 축 방향으로 줄이 연속되며 마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섬유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가 일부 관찰되나 대부분 섬유 다발이 흩어지거나 잘라져 있어 식별이 어려웠

다. 이는 섬유의 열화나 제조기법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닥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적갈색, 연회색을 띄었으며, 섬유 형태는 투명막, 마

디, 단층이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섬유의 피블릴화, 팽윤, 길이방향의 크랙 등 손상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장정끈에 사용된 직물은 면섬유로 확인하였다. 섬유 형태는 꼬인 리본상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전체적으로 섬유의 팽윤 길이 방향으로 오염 및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奎13013 v.1, 내지 

奎13013 v.2, 내지

奎13014 v.1, 내지

奎13014 v.2, 내지 

奎13013 v.1, 표지 

奎13013 v.2, 표지

奎13014 v.1, 표지 

奎13014 v.2, 표지

奎13013 v.1, 장정끈  

奎13013 v.2, 장정끈

奎13014 v.1, 장정끈 

奎13014 v.2, 장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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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물성 및 산성도

『예장청등록』4책의 전체적인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4.27~54.85cm, 표준편차 0.05~0.10cm, 

세로 크기는 평균 40.35~40.50cm, 표준편차 0.00~0.05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10~2.20cm

로 나타났고,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타났다. 크기, 발끈폭, 발초수는 비교적 일정하고, 규칙적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께는 평균 0.12~0.13mm, 표준편차 0.01~0.02mm로 나타났고, 무게는 평균 

10.00~10.88g, 표준편차 1.05~1.94g로 나타났으며, 평량은 평균 47.74~48.98g/m2, 표준편차 4.72~8.85g/

m2로 나타났고, 밀도는 평균 0.38~0.40g/cm3, 표준편차 0.03~0.05g/m2로 나타났다. 두께는 비교적 일정

하고,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초지는 특성 상 섬유의 분산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합이 불균일하고, 두께 및 무게의 차이를 가진다. 

『예장청등록』4책의 전체적인 산성도는 평균 6.02~6.04, 표준편차 0.01~0.0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산

성으로 산화정도가 다소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

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0.52~0.69로 나타났다. 이는  클리닝작업에 의하여 표면 산성도가 다소 향상하였

음을 의미한다.

(4) 색도

『예장청등록』4책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7.36~88.11로 나타났고, a*는 평균 

1.13~1.27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5.70~16.10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

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 ~ +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예장청등록』4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1.19 ~ 1.72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근소한 

정도(slight)에서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

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 H는 평균 0.49Y~0.66로 나타났고, V는 평균 8.62~8.70로 나타났으며, C는 평균 

2.20~2.25로 나타났다. 이는 색상(eg, 5.6R)은 황색이며, 명도(1~10)는 5을 기준으로 하여 백색에 가깝고, 

채도는 순색보다 무채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색상 표시에서 각 권의 밝기와 황색계열의 차이가 

미미하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장청등록』4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 색

상의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명도와 채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

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07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예장청등록』 奎13013 v.1의 분석 위치

(a) 예장13.1-1 (b) 예장13.1-5 

(c) 예장13.1-10 (d) 예장13.1-90

(e) 예장13.1-95 (f) 예장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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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예장청등록(13013 vol.1)

1 예장

13.1-
1

처리

전

54.40 40.30 2.0 15 0.13 14.05 64.09 0.48 6.07 85.21 1.05 13.92 0.58Y 8.40 1.97 

0.02  0.01 

처리

후

54.40 40.30 2.0 15 0.13 14.00 63.86 0.50 6.56 87.73 1.05 12.25 0.31Y 8.66 1.72 

0.02  0.00 

2 예장

13.1-
5

처리

전

54.50 40.30 2.2 15 0.11 10.42 47.44 0.44 6.05 88.44 1.28 16.68 0.55Y 8.73 2.34 

0.06  0.00 

처리

후

54.50 40.30 2.2 15 0.13 10.23 46.58 0.35 6.57 88.86 1.21 15.79 0.50Y 8.77 2.21 

0.03  0.02 

3 예장

13.1-
10

처리

전

54.50 40.40 2.2 15 0.12 10.77 48.91 0.41 6.01 88.34 1.20 16.36 0.60Y 8.72 2.29 

0.01  0.01 

처리

후

54.50 40.30 2.2 15 0.11 10.57 48.13 0.42 6.59 89.16 1.25 15.10 0.32Y 8.80 2.11 

0.01  0.01 

4 예장

13.1-
90

처리

전

54.50 40.40 2.2 15 0.12 8.88 40.33 0.33 6.02 89.56 0.77 16.16 0.97Y 8.84 2.21 

0.02  0.01 

처리

후

54.50 40.30 2.2 15 0.10 8.76 39.88 0.39 6.60 90.02 0.77 13.75 0.70Y 8.89 1.88 

0.01    0.01 

5 예장

13.1-
95

처리

전

54.50 40.40 2.2 15 0.11 9.87 44.83 0.41 6.01 88.31 1.06 16.77 0.80Y 8.72 2.34 

0.01  0.01 

처리

후

54.50 40.30 2.2 15 0.11 9.75 44.39 0.42 6.59 88.69 1.34 15.82 0.32Y 8.76 2.22 

0.01  0.01 

6 예장

13.1-
101

처리

전

54.60 40.40 2.2 15 0.12 10.04 45.52 0.38 6.02 86.68 1.40 16.37 0.51Y 8.55 2.33 

0.01  0.01 

처리

후

54.50 40.30 2.2 15 0.11 9.93 45.21 0.42 6.57 88.32 1.39 15.39 0.26Y 8.72 2.17 

0.01  0.02 

sheet ave 처리

전

54.50 40.37 2.2 15.0 0.12 10.00 45.41 0.39 6.03 87.75 1.13 16.04 0.66Y 8.66 2.25 

sheet std 0.06  0.05  0.01  1.77  8.17  0.05  0.02 

sheet ave 처리

후

54.48 40.30 2.2 15.0 0.12 10.54 48.01 0.42 6.58 88.80 1.17 14.68 0.36Y 8.77 2.05 

sheet std 0.04  0.00  0.01  1.80  8.25  0.05  0.02  0.78  0.23  1.41 

『예장청등록』 奎13013 v.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07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예장청등록』 奎13013 v.2의 분석 위치

(a) 예장13.2-1 (b) 예장13.2-5 

(c) 예장13.2-10 (d) 예장13.2-120 

(e) 예장13.2-130 (f) 예장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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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奎13013 v.2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예장청등록(13013 vol.2)

1 예장

13.2-
1

처리

전

54.40 40.40 2.0 15 0.16 12.17 55.37 0.34 6.03 82.77 1.82 14.88 0.04Y 8.15 2.21 

0.03  0.01 

처리

후

54.50 40.40 2.0 15 0.15 12.11 55.00 0.37 6.59 82.93 2.00 14.23 9.70YR 8.16 2.15 

0.02  0.02 

2 예장

13.2-
5

처리

전

54.40 40.40 2.2 15 0.12 10.32 46.96 0.39 6.03 88.88 1.03 16.17 0.72Y 8.77 2.24 

0.02  0.02 

처리

후

54.40 40.40 2.2 15 0.12 10.20 46.41 0.40 6.52 89.21 1.32 15.24 0.27Y 8.81 2.14 

0.02  0.05 

3 예장

13.2-
10

처리

전

54.20 40.40 2.2 15 0.12 10.39 47.45 0.40 6.04 88.42 1.28 16.85 0.59Y 8.73 2.36 

0.01  0.02 

처리

후

54.30 40.40 2.2 15 0.11 10.23 46.63 0.41 6.50 88.89 1.41 15.79 0.29Y 8.78 2.22 

0.01  0.02 

4 예장

13.2-
120

처리

전

54.20 40.30 2.2 15 0.13 9.70 44.41 0.35 6.03 88.75 0.96 15.41 0.72Y 8.76 2.13 

0.01  0.02 

처리

후

54.20 40.30 2.2 15 0.11 9.53 43.63 0.40 6.58 89.89 1.10 14.07 0.31Y 8.88 1.95 

0.01  0.03 

5 예장

13.2-
130

처리

전

54.20 40.30 2.2 15 0.16 12.07 55.26 0.35 6.05 87.35 1.29 16.31 0.55Y 8.62 2.30 

0.03  0.02 

처리

후

54.20 40.30 2.2 15 0.16 11.88 54.39 0.35 6.58 89.08 1.36 15.18 0.21Y 8.79 2.14 

0.03  0.02 

6 예장

13.2-
138

처리

전

54.20 40.30 2.2 15 0.12 10.03 45.92 0.39 6.06 87.99 1.27 15.21 0.31Y 8.68 2.14 

0.01  0.00 

처리

후

54.20 40.30 2.2 15 0.11 9.99 45.74 0.42 6.58 88.73 1.29 14.45 0.20Y 8.76 2.03 

0.00  0.02 

sheet ave 처리

전

54.27 40.35 2.2 15.0 0.13 10.42 48.00 0.38 6.04 87.36 1.27 15.80 0.50Y 8.62 2.23 

sheet std 0.10  0.05  0.02  1.07  4.83  0.03  0.01 

sheet ave 처리

후

54.30 40.35 2.2 15.0 0.13 10.66 48.63 0.39 6.56 88.12 1.41 14.83 0.17Y 8.70 2.10 

sheet std 0.13  0.05  0.02  1.07  4.82  0.03  0.04  2.58  0.31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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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奎13014 v.1의 분석 위치

(a) 예장14.1-1 (b) 예장14.1-5 

(c) 예장14.1-10 (d) 예장14.1-90

(e) 예장14.1-95 (f) 예장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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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奎13014 v.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예장청등록(13014 vol.1)

1 예장

14.1-
1

처리

전

54.8 40.4 2.1 15 0.15 15.41 69.61 0.47 6.03 87.06 1.14 14.03 0.41Y 8.59 1.98

0.01 0.01

처리

후

54.8 40.4 2.1 15 0.14 15.31 69.15 0.48 6.64 87.97 1.28 13.55 0.12Y 8.68 1.92

0.01 0.05

2 예장

14.1-
5

처리

전

54.8 40.5 2.1 15 0.13 11.13 50.15 0.38 6.02 88.39 1.39 16.02 0.38Y 8.72 2.26

0.01 0.01

처리

후

54.8 40.5 2.1 15 0.13 10.94 49.29 0.38 6.62 89.11 1.29 15.31 0.34Y 8.8 2.14

0 0.01

3 예장

14.1-
10

처리

전

54.8 40.5 2.1 15 0.13 10.83 48.8 0.39 6 88.74 1.13 15.61 0.53Y 8.76 2.18

0.04 0.01

처리

후

54.9 40.5 2.1 15 0.13 10.63 47.81 0.38 6.66 89.68 1.26 14.55 0.19Y 8.86 2.03

0.04 0.03

4 예장

14.1-
90

처리

전

54.9 40.5 2.1 15 0.12 9.87 44.39 0.36 6.03 88.46 1 16.2 0.80Y 8.73 2.25

0.01 0.01

처리

후

54.9 40.5 2.1 15 0.12 9.7 43.63 0.36 6.76 89.64 1.02 15.08 0.55Y 8.85 2.08

0.01 0.18

5 예장

14.1-
95

처리

전

54.9 40.5 2.1 15 0.14 11.73 52.76 0.38 6.01 88.42 1.24 16.62 0.60Y 8.73 2.33

0.02 0.01

처리

후

54.9 40.6 2.1 15 0.13 11.55 51.82 0.39 6.69 89.04 1.4 15.8 0.29Y 8.79 2.22

0.02 0.04

6 예장

14.1-
101

처리

전

54.9 40.5 2.1 15 0.11 10.85 48.8 0.44 6.02 87.59 1.47 15.74 0.29Y 8.64 2.24

0.01 0.01

처리

후

54.9 40.5 2.1 15 0.11 10.75 48.35 0.44 6.85 88.04 1.56 14.67 9.97YR 8.69 2.1

0.01 0.21

sheet ave 처리

전

54.85 40.48 2.1 15 0.13 10.88 48.98 0.39 6.02 88.11 1.23 15.7 0.49Y 8.7 2.2

sheet std 0.05 0.04 0.01 1.94 8.85 0.05 0.01

sheet ave 처리

후

54.87 40.5 2.1 15 0.13 11.48 51.67 0.41 6.71 88.91 1.3 14.83 0.23Y 8.78 2.08

sheet std 0.05 0.06 0.01 1.97 8.97 0.05 0.09 0.75 0.18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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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奎13014 v.2의 분석 위치

(a) 예장14.2-1 (b) 예장14.2-5  

(c) 예장14.2-10 (d) 예장14.2-120 

(e) 예장14.2-130 (f) 예장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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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청등록』 奎13014 v.2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예장청등록(13014 vol.2)

1 예장

14.2-
1

처리

전

54.50 40.50 2.1 15 0.14 11.23 50.88 0.35 5.98 86.24 1.72 15.74 0.09Y 8.50 2.28 

0.01  0.02 

처리

후

54.40 40.40 2.1 15 0.14 11.04 50.23 0.37 6.60 87.74 1.53 15.01 0.09Y 8.66 2.14 

0.01  0.04 

2 예장

14.2-
5

처리

전

54.30 40.50 2.1 15 0.11 10.10 45.93 0.41 6.00 88.55 1.18 16.23 0.58Y 8.74 2.27 

0.02  0.00 

처리

후

54.40 40.50 2.1 15 0.11 9.92 45.03 0.42 6.55 88.94 1.31 15.29 0.31Y 8.78 2.15 

0.01  0.03 

3 예장

14.2-
10

처리

전

54.40 40.50 2.1 15 0.12 9.93 45.07 0.39 6.02 87.57 1.48 16.68 0.42Y 8.64 2.37 

0.01  0.02 

처리

후

54.40 40.40 2.1 15 0.12 9.78 44.50 0.38 6.61 87.75 1.60 15.80 0.16Y 8.66 2.26 

0.01  0.06 

4 예장

14.2-
120

처리

전

54.30 40.50 2.1 15 0.13 11.23 51.07 0.39 6.04 88.63 1.08 15.95 0.71Y 8.68 2.22 

0.03  0.01 

처리

후

54.30 40.50 2.1 15 0.13 11.03 50.16 0.40 6.63 89.88 1.05 14.79 0.45Y 8.88 2.04 

0.02  0.10 

5 예장

14.2-
130

처리

전

54.40 40.50 2.1 15 0.09 9.24 41.94 0.45 6.05 88.57 0.91 16.34 0.89Y 8.74 2.26 

0.01  0.02 

처리

후

54.40 40.50 2.1 15 0.09 9.11 41.35 0.44 6.71 89.58 0.99 15.22 0.60Y 8.85 2.10 

0.01  0.16 

6 예장

14.2-
139

처리

전

54.50 40.50 2.1 15 0.14 12.07 54.68 0.39 6.04 88.44 1.22 15.65 0.46Y 8.73 2.19 

0.02  0.01 

처리

후

54.50 40.50 2.1 15 0.13 11.96 54.19 0.43 6.68 89.48 1.08 13.85 0.34Y 8.84 1.93 

0.01  0.10 

sheet ave 처리

전

54.40 40.50 2.1 15.0 0.12 10.77 47.74 0.40 6.02 88.00 1.27 16.10 0.52Y 8.68 2.27 

sheet std 0.09  0.00  0.02  1.05  4.72  0.03  0.03 

sheet ave 처리

후

54.40 40.47 2.1 15.0 0.12 10.47 47.57 0.41 6.63 88.90 1.26 14.99 0.31Y 8.78 2.10 

sheet std 0.06  0.05  0.02  1.05  4.74  0.03  0.06  0.94  0.2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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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각일력內閣日曆』

1) 해제

1779년(정조 3) 1월부터 1883년(고종 20) 2월까지 105년에 걸쳐 작성된 규장각奎章閣의 일지日誌이다. 모

두 1,249책으로 유일본 자료이며 현재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조는 즉위 직후인 1776년 9월에 창덕

궁 후원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역대 국왕들의 어제御製·어필御筆을 봉안奉安하도록 하였으며, 또 신진 학자

들을 각신閣臣으로 임명하여 학술 연구과 편찬 사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국정 운영을 학문적으

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내각일력』에는 규장각의 소관 업무인 어제御製의 편사編寫·봉안奉安·봉장奉藏, 서적의 편찬·간행·보급, 

포쇄曝曬, 진서進書, 검서檢書, 서목편찬書目編纂, 활자活字, 안보安寶, 지도제작地圖製作 등의 시행 내역과 규장각 

소속 관원들의 근무상태와 고과考課·임면任免, 검서관檢書官의 취재取才, 문신강재文臣講製, 유생 친시儒生親試, 

각수刻手·화원畵員 관리, 『일성록日省錄』 작성 등 규장각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내각일력』의 작성 담당자는 규장각의 검서관檢書官 또는 겸검서관兼檢書官이며, 조보朝報·전교傳敎·비답批答·

비망기備忘記·구전하교口傳下敎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지를 작성한 후 5일마다 정서淨寫해서 보고하면 왕

이 직접 열람·수정한 후 다시 등사하여 1개월분 일기를 한 책으로 장정하였다. 이외에도 국정의 중대사를 

기록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정조대 이후 연대기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또 奎章閣

의 『선생안先生案』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번에 수리복원된 『내각일력』은 모두 9책으로, 각 책의 청구기호와 수록 기간은 다음과 같다. <奎

13030 v.386> : 1812년(순종 12) 1월, <奎13030 v.387> : 1812년 2월, <奎13030 v.391> : 1812년 6월, <奎

13030 v.392> : 1812년 7월, <奎13030 v.393> : 1812년 8월, <奎13030 v.395> : 1812년 10월, <奎13030 v.396> : 

1812년 11월, <奎13030 v.397> : 1812년 12월, <奎13030 v.619> : 1831년(순종 31) 12월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중 『내각일력』은 총 9책이다. 장정형태는 5침의 변철로 추정되나 현재는 선장으로 장정

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내각일력 총 1,249책 중 철장이 남아있는 것은 한권도 없으며, 향후 원형의 장

정형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종합적 연구를 통해 처리방법의 기준을 세우고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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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vol. 연대 세로 (cm) 가로(cm) 높이(cm) 매수 장정

1
내각일력

奎13030 386  1812년
(純宗 12) 26.3 41.0 1.5 40 5침

(변철추정)

2
내각일력

奎13030 387  1812년
(純宗 12) 26.3 41.2 1.3 30 5침

(변철추정)

3
내각일력

奎13030 391  1812년
(純宗 12) 26.6 41.4 1.4 36 5침

(변철추정)

4
내각일력

奎13030 392  1812년
(純宗 12) 26.8 41.6 1.7 36 5침

(변철추정)

5
내각일력

奎13030 393  1812년
(純宗 12) 26.8 41.5 1.0 30 5침

(변철추정)

6
내각일력

奎13030 385  1812년
(純宗 12) 26.5 41.0 1.3 38 5침

(변철추정)

7
내각일력

奎13030 396  1812년
(純宗 12) 26.6 41.0 1.0 31 5침

(변철추정)

8
내각일력

奎13030 397  1812년
(純宗 12) 26.6 41.0 1.1 31 5침

(변철추정)

9
내각일력

奎13030 619  1831년
(純宗 31) 26.5 39.7 1.5 34 5침

(변철추정)

3) 보존처리 전 상태

(1) 『내각일력』奎130130 v.386

•       내지에 다각형 형태의 물얼룩 오염이 있으며 충해로 인한 터널형의 결손이 관찰된다.

•       이전 수리시 결손부 메움을 결손부보다 넓게 배접하여 부착해놓은 상태이다.

•       표지 속지에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있다.

•       물얼룩 부위에서 글자의 번짐과 이염이 다수 관찰된다.

•       변철로 추정되는 장정부분이 열화되어 지력이 약화되고 바스러지는 상태이다.

•       표지 앞뒤에서 변색 및 퇴색, 오염이 확인된다.

•       앞표지 우측 상단 및 뒤표지 좌측 상단에 표지의 변색 및 결손이 있고 결손부가 황색 능화지로 덧대

어 있는 등 이전 수리의 흔적이 있다.

•       책의 가장자리가 마찰에 의해 지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판심부분에 오염이 두드러진다.

•       8~16장에 걸쳐 판심 하측 부위에 얼룩이 있다.

•       황색 면끈으로 장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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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30 v.386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86 처리 전 뒤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내지 전체 배접 및 글자 번짐

내지 분리

표지 장정부 열화

이물질 부착 및 오염

가장자리 바스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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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각일력』奎13030 v.387

•       다각형 형태의 침수 얼룩이 표지 및 내지 중앙부에서 관찰되고 색바램과 오염으로 인해 색상차가 심하다.

•       표지 결손부는 작은 크기까지도 모두 메움 되어있는데 황색 능화지를 사용해 이질감이 크다.

•       철장의 흔적이 관찰되며 변철로 인한 열화, 접착제의 흔적, 수분으로 인한 작은 얼룩이 관찰된다.

•       표지 상단부 섬유가 배접지와 분리되어 떠있거나 탈락하여 배접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관찰된다.

•       다른 내각일력 유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다각형 얼룩이 거의 없으나 침수부위가 매우 넓어 글

씨 대부분이 흐릿하게 전사된 상태이며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얼룩처럼 내지 

전체부분에서 관찰된다.

•       장정부분의 상단부에서 침수로 인해 종이가 많이 울어있다.

•       두터운 종이인데도 발끈폭, 발촉수가 선명하여 육안으로 관찰된다.

•       뒤표지는 자주 빛을 띠는 홍색의 견으로 되어있으며 이전 수리 시 교체되어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황색의 면끈으로 장정되어 있다. 

•       도서기록 카드 밑으로 다른 부착물의 일부가 관찰되고 있다.

오염부 다각형 오염부

奎13030 v.387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87 처리 전 뒤표지 



08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결손부 메움 굴곡

침수로 인한 얼룩 곰팡이 얼룩

표지 마모 장정부 열화

(3) 『내각일력』奎13030 v.391

•       앞표지의 1/4 가량이 유실된 상태이다. 

•       앞표지는 결손부를 황색의 능화지로 메움하여 이질감이 크고 결손부 주변 섬유가 대부분 올이 풀려있다.   

•       변철로 인해 오른쪽 가장자리와 결손부 주변으로 검게 열화된 것이 관찰된다.

•       앞표지는 좌측 하단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모두 색이 변·퇴색된 상태이며 긁힌 자국, 부분적인 색 흐

려짐 및 다각형 형태의 얼룩이 관찰된다. 

•       전반부에 보라색 얼룩이 여러 장에 걸쳐 관찰된다.

•       내지는 침수로 인해 다른 면의 글자가 전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곰팡이 얼룩이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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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의 두께는 비교적 균일한 상태이다.

•       내지에 전반에 걸쳐 침수로 인한 다각형 형태의 얼룩이 보이며 얼룩의 형태를 따라 균열이 가거나 파

편으로 떨어져 분리된 부분이 있다.

•       뒤표지는 이전 수리 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손상이 없고 글씨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       표지 배접지는 다른 곳에 쓰였던 종이를 재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       5침 선장으로 황색 면끈을 사용하여 장정되어 있다.

奎13030 v.391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1 처리 전 뒤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측면 하단부 기록

침수로 인한 다각형 얼룩 내지 장정부 열화



08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4) 『내각일력』奎13030 v.392

•       표지의 변색과 퇴색, 오염이 두드러지며 표지 결손부를 황색 능화지로 메움하였다.

•       메움부 주변부의 표지의 올이 어긋나 있다. 

•       뒤표지 메움지의 오염이 심하고 판심 부분 상부가 접힌 자국이 있다.

•       장정부 및 뒤표지 우측 하단에 변철로 인한 열화가 관찰된다.

•       내지를 펼쳤을 때 얼룩이 판심부를 중심으로 넒은 면적으로 퍼져있다.

•       내지에 다각형 형태의 얼룩이 있고 얼룩의 경계선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거나 결손된 부분도 있다.

•       내지가 접혔을 때 맞닿는 부분의 섬유가 저며지거나 글자가 이염된 부분이 다수 있다.

•       충해로 인한 터널형 결손 및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 검은 곰팡이 자국이 있다.

奎13030 v.392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2 처리 전 뒤표지

글자 박리 열화부 파편 유실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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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결손부 배접

서근부 기록

침수로 인한 다각형 형태의 얼룩

다갈색 얼룩

표지 속지 종이 덧댐

표지 결손 및 열화

판심부 열화

결손 및 곰팡이



08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5) 『내각일력』奎13030 v.393

•       앞표지 오른쪽 상단부에 칼로 도려낸 것처럼 깨끗하게 잘려진 커다란 결손부가 있다.

•       앞표지 결손부는 홍색의 견으로 메움되어 있다.

•       표지 및 내지의 전반에 걸쳐 다각형 형태의 침수얼룩이 관찰된다.

•       표지의 장정된 부분에 변철로 인해 열화된 흔적이 있으나 다른 유물에 비해 정도가 적은 편이다.

•       내지는 전체적으로 섬유질이 부착되어 있고 작은 얼룩들이 산재해 있다.

•       변색으로 인해 각 부분마다 색상차이가 심하게 난다.

•       내지는 두께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종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       내지에서 전체적으로 다각형 형태의 얼룩 경계선을 따라 균열이 가거나 파편이 탈락된 부분이 관찰된다.

•       결손부와 지력이 약화된 부분, 장정 열화부를 배접하여 보강한 흔적이 있다.

•       뒤표지 왼쪽 상단에 커다란 결손부가 있으며 황색의 염색지로 메움한 상태이다. 작은 결손부는 메움

을 하지 않아 황색 능화지가 드러나고 있다.

•       황색의 오염들이 책의 가장자리에 산재해 있고 장정부 중앙에 큰 열화부와 갈색의 얼룩이 있다.

•       5침 선장으로 황색 면끈을 사용하여 장정되어 있다.

奎13030 v.393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3 처리 전 뒤표지 

앞표지 결손부 메움 뒤표지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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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한 얼룩 및 결손부 메움 장정부 열화

판심부 변색 및 오염 열화부 부분배접

(6) 『내각일력』奎13030 v.395

•       표지 및 내지의 전반에 걸쳐 다각형 형태의 침수얼룩이 관찰되고 장정된 부분에 변철로 인해 열화된 

흔적이 있다. 지력이 약화되어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       곰팡이 얼룩 및 갈색 반점이 관찰된다.

•       내지는 두께가 상이하고 손가락으로 인해 생긴 얼룩이 있다.

•       다각형 형태의 얼룩 경계선을 따라 균열이 가거나 파편이 탈락된 부분이 관찰된다.

•       내지는 부분적으로 섬유가 일어나 있고 접힌 부분이 있다.

•       앞표지의 장정부분 표제 부분이 결손과 마찰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판독이 어렵다.

•       표지의 결손부를 황색 능화지로 메워 원본과 이질감이 있다.

•       장정끈은 황색의 면끈이 사용되었다.



08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결손부 메움

표제 흐려짐

침수로 인한 다각형 얼룩

표지 침수로 인한 다각형 얼룩

글자 번짐

다각형 얼룩 형태로 크랙이 생김

奎13030 v.395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5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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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부 열화 종이 접힘

(7) 『내각일력』 奎13030 v.396 

•       표지 및 내지의 전반에 걸쳐 다각형 형태의 침수얼룩이 관찰되고 장정된 부분에 변철로 인해 탄화된 

흔적이 있다. 지력이 약회되어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       침수로 인해 내지의 글씨 일부가 다른 페이지에 전사된 부분이 있고 내지 후반부로 갈수록 곰팡이가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얼룩진 형태를 띠고 있다. 

•       표지 속지는 결손부를 메움하지 않고 임의의 형태로 부분배접 해놓은 상태이다.

•       표지는 변색, 색바램 등으로 인해 본래의 색상은 남아있지 않고 다갈색을 띄고 있다.

•       표제의 먹글씨는 색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       앞표지 결손부는 황색의 능화지로 덧대어 있다.

•       뒤표지가 내지보다 작아 내지가 2~3mm 정도 노출된 상태이며 노출부분의 오염이 심하다.

•       내지는 두께가 상이하고 손가락으로 인해 생긴 얼룩이 있다.

奎13030 v.396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6 처리 전 뒤표지



09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장정부 열화

침수로 인한 다각형 얼룩 및 결손부 메움

표지 속지에 부착된 도서 라벨지와 열화부 

내지 열화

곰팡이 흔적

충해로 인한 결손

표지 결손부 메움 표지에 부착된 도서 라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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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각일력』奎13030 v.397

•       표지 및 내지의 전반에 걸쳐 다각형 형태의 침수얼룩이 관찰되고 장정된 부분에 변철로 인해 열화된 

흔적이 있다. 지력이 약화되어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       침수로 인해 내지의 글씨 일부가 다른 페이지에 전사된 부분이 있으며 크고 작은 얼룩, 주름 등이 다

수 관찰된다.

•       31페이지는 부분배접 된 상태이다.

•       내지는 두께가 다른 두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       표지는 침수로 인해 염색의 색상이 많이 흐려진 상태이다.

•       앞표지 좌측 상단부의 손상이 심해 표제가 거의 보이지 않고 결손부를 황색 능화지로 메움하여 이질

감이 있다.

奎13030 v.397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397 처리 전 뒤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표지 오염물 부착



09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9) 『내각일력』奎13030 v.619

•       내지는 침수로 인한 얼룩이 전 페이지에 걸쳐 있다. 

•       내지의 글씨가 번지고 이염된 부분이 많이 있다. 

•       내지의 재질 및 두께 등이 상이하다.

•       판심 부분을 중심으로 오염이 두드러지고 지문 자국이 다수 관찰된다.

•       25페이지 사이에 식생한 뒤 죽은 벌레가 있었고 그로 인한 오염이 확인되었다.

•       뒤표지 속지에서 내지에 걸쳐 터널형의 벌레 식흔이 있다.

판심부 오염 곰팡이 얼룩

침수로 인한 다각형 얼룩 및 앞면 종이 덧댐

침수로 인한 글자 번짐

 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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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30 v.619 처리 전 앞표지 奎13030 v.619 처리 전 뒤표지 

잉크 얼룩

표지 장정부 열화

내지 장정부 열화

표지 주름

•       표지는 표면에 구김이 있고 그로 인해 형태가 뒤틀려있다.

•       표지 섬유의 변색 및 퇴색 오염이 확인되며 앞표지는 적갈색의 오염이 관찰된다.

•       장정부분에 철장으로 인한 다수의 열화 흔적이 있다.

•       뒤표지는 이전 수리시 결손부를 메움 하였으며 표지와 올 방향이 달라 뒤틀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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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육안관찰

•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 : cm) 및 훼손상태와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       원형은 철장으로 추정되나, 황색 마끈을 사용해 5침선장으로 장정되어 있다.

•       표지는 모시, 내지는 닥지로 되어 있다.

•       표지의 재질은 모시로 결손이 심하며 철장으로 인해 장정부분이 열화되어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   라벨지,    오염부,    결손부,    장정끈,    철장흔적,   다각형 얼룩)

세부치수 측정 세부치수 측정

내지 인장 및 황색 얼룩

보풀

충해로 인한 결손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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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30 v.386 육안관찰 奎13030 v.387 육안관찰

奎13030 v.391 육안관찰 奎13030 v.392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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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30 v.396 육안관찰 奎13030 v.397 육안관찰

奎13030 v.393 육안관찰 奎13030 v.395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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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3030 v.619 육안관찰

(2) 해체

•       장정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를 분리하였으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라벨지는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무리하게 떼어내지 않았다.

奎13030 v.619 장정끈 제거奎13030 v.619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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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 사진촬영 넘버링

(3) 사진촬영 및 넘버링

•       보존처리 전 유물의 크기, 결손부분,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 기록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C(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

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       사진촬영 및 넘버링 작업은 내각일력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奎13030 v.619 가장정끈 제거 奎13030 v.619 해체후

(4) 지질분석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섬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높이)는 자를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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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 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

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기 

두께측정기 Peacock model H, 0.01×10mm jeweled, made in japan

휴대용현미경 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

색도측정기 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

pH측정기 HANNA HI4221, made in Romania

두께 측정

색도 측정 

무게 측정

발촉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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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식 클리닝 및 박락방지

•       붓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奎13030 v.386 표지 현미경 촬영

박락방지

奎13030 v.386 내지 인장 현미경 촬영 

건식 클리닝

(6) 습식클리닝 및 건조

습식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 마다 유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내각일력』은 지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

식 후 레이온지를 바로 제거하게 되면 글씨를 이루는 섬유가 붙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 후에 

제거하였다.

•       특수 제작된 미세구멍의 철망 위에 아크릴판을 약 15~20° 경사지게 올려놓는다.

•       레이온지 위에 유물(내지 1장)을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한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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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       위과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은 뒤 유물이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쳐 자연 건조

시킨다.

•       건조가 완료된 유물은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붓을 이용한 오염물 세정

레이온지 덮기

습식 후 건조

증류수 분무

(7) 열화부 제거

•       장정 구멍 주변의 열화부가 지력이 약화되고 바스러져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       제거의 정도는 검게 열화가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바스러지는 부분을 대상으로 메스를 사용하여 제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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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부 제거 열화부 제거 후

(8) 배접지 제거 및 판심 보강

이전 수리때 사용된 배접지와 판심보강용 종이는 모두 제거하였다.

•       분무기를 이용하여 유물에 수분을 가하고 붓으로 주름이 지지 않게 펼쳐 안정된 상태로 만든 후, 여

러 번 나누어 배접지를 조금씩 제거하였다.

•       판심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 두께가 얇은 한지를 0.5~0.7cm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자른 띠지로 보강하였다. 

유물명 페이지수
배접지 판심

전체 부분 전체 부분

奎13030 v.386 40 - 11 - 4

奎13030 v.387 30 - - - -

奎13030 v.391 36 - 10 - -

奎13030 v.392 36 - 15 - -

奎13030 v.393 30 - 1 - -

奎13030 v.395 38 - 3 - -

奎13030 v.396 31 - 2 - -

奎13030 v.397 31 - - - 1

奎13030 v.619 34 - - - -

판심보강용 한지 정보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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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배접지 제거 구 배접지 제거

(9) 결손부 메움

•       내지의 지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지와 가장 근접하게 제작된 메움용 한지를 사용해 발끈 폭, 발 

촉수 및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       접착용 풀은 신풀을 정도 숙성시킨 풀을 옅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메움지 정보

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13030 
v.386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10
외발/목판/ 
도침(9-10)/ 
소다회

0.20 6.85 87.36 1.59 13.19 9.73YR 8.62 1.92  

奎13030 
v.387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3030 
v.39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3030 
v.392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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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13030 
v.393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3030 
v.395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3030 
v.396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奎13030 
v.397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8
외발/목판/ 
도침(9-10)/ 
잿물

0.16 7.27 89.98 1.30 10.32 9.52YR 8.89 1.49  

奎13030 
v.619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 
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 
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결손부 형태에 맞게 섬유살려 자르기 결손부 메움지 풀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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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름펴기 및 외곽선 정리

•       원상태의 밀도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낱장마다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한다. 

•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순으로 놓고 그 위에 유물을 올린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려놓는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어 건조하였다.

•       건조된 유물은 메움지로 인해 변형이 일어난 외곽선을 원래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증류수 분무

나무판 덮기

결손부에 맞게 부착 

흡습지 덮기

프레스 압착 

결손부 메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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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지처리

①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배접지 제거

•       표지와 표지 속지를 분리한 후 각각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       라벨지와 표제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교액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레이온지를 앞·뒷면에 대고 유물은 편 후 증류수를 분무하여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흘러나가도록 하였다. 

•       습식클리닝 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표지 배접지와 결손부 메움지를 제거하였다.

•       메움지 제거 후 흡습지를 사용하여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자연 건조 하였다.

② 표지 배접지 염색

•       유물은 오랜 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어 가공되지 않은 종이로 배접하면 유물의 색상이 달라지거나 상이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리나무 열매로 배접할 종이를 묽게 천연염색 하여 명도를 낮춘 후 배접에 사용하였다.

•       염색은 흑자색에서 적갈색 색상을 띄는 천연유기 안료인 오리나무 열매4와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

표지 박락방지

표지 배접지 및 메움지 제거

표지 습식클리닝 

표지 흡습 및 건조

4    예부터 철매염으로 검은색의 염액에 사용되어 흑자색에서 적갈색까지 폭을 갖는 염료로 탄닌산을 포함한다. 탄닌산을 포함하는 염료

는 탄닌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검은색의 염색에 많이 사용되었다. 쪽으로 염색한 수에 철매염으로 겹쳐 염색해서 진한 감색을 만들기

도 했다. 석회수(PH11)에 반응시켜 침전시킨 것은 비교적 양이 많고, 아교와 잘 섞이는 염료로 부드럽게 붓에서도 잘 내려가며 착색력도 

좋다. 칠하는 느낌도 좋으며 안료로서 볼륨감이 있다. (이상현,2008『전통회화의 색』, 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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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 배접 및 건조

•       표지를 유물색상에 맞추어 천연염색 한 배접지를 사용하여 1차 배접 후 건조시키고, 2차 배접하였다.

•       표지에 사용된 마의 두께가 매우 두꺼워 충분한 접착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도가 진한 신풀을 

사용하여 배접하였다.

오리나무목 염액

표지 1차 배접 

배접지 염색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염제

표지 1차 배접 후 건조

염색된 배접지 건조

염제를 사용하였다(염액 1500g : 매염제 1g).

•       유기안료 염색은 동일한 염액과 매염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 중 환경(온도, 습도, 광원 등)과 물리적 환경(염

색 시 붓질의 세기 등)에 색상차가 나게 되므로 필요한 배접지 양보다 많은 양을 염색하여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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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지 메움

•       메움용 마 염색 - 유물은 오랜 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직물을 사용하면 상이해 보

일 수 있으므로 오리나무 열매로 묽게 천연염색 하여 명도와 광택감을 낮추었다.   

•       메움용 마 배접 - 직물 전면에 수분을 주어 씨실과 날실의 수평을 맞춘 후 충분한 접착력이 있는 신

풀을 사용해 배접하였다.

•       표지 메움 - 같은 직물 안에서도 직조상태에 따라 밀도나 실의 굵기, 씨실과 날실의 수평과 수직의 정

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손부 주변의 직조 상태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부분을 선정해 사용하였다. 

결손부 형태와 동일한 크기로 메움용 마를 자른 후 신풀을 사용하여 메움하였다.

•       표지 색맞춤 - 작은 결손부는 메움한 마를 유물색의 약 80% 정도로 색맞춤 하였다. 하지만 넓은 면

적을 차지하는 결손부에 대해서는 색맞춤 하지 않았다. 이는 내각일력(총 1,249책)의 유물의 수량이 

많으므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수리복원에서 통일성을 갖기 위해 소장자측과 상의하여 결정한 뒤 

처리하였다. 

메움용 마 염색

메움용 마 배접 후 건조

메움마 염색 후 

결손부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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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 후 사진 및 가제본

•       처리 전 사진 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처리 후 사진 촬영을 위해 넘버링을 제거해 주었으며, 사진촬영이 끝나는 각권마다 순

서가 바뀌지 않도록 종이끈을 만들어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       처리 후 사진촬영은 내각일력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처리 후 사진촬영

검수

가제본

검수

(13) 검수

•       보존처리 된 실제 유물과 보존 처리 전 사진촬영 된 유물사진을 대조해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기록하였다.

일  시 :    1차검수 - 2014년 1월 9~10일 

2차검수 - 2013년 1월 21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검수자 : 김은주(서울대 국사학과), 이현욱(서울대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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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수내용 분류

검수결과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A - 보풀 B - 이물질 C - 메움, 판심 D - 글자, 배접지

 
 

   

E - 첨지 F - 주름 G - 제본, 장정 H - 기타

    

② 검수 세부내용 및 수정 사항

『내각일력』 9책(총 306매)에 대해 총 26건이 기록되었다. 이중 24건은 수정이 완료되었으나 奎13030 

v.397 15A 페이지에서 발견된 획 번짐은 수정이 불가하였다. 

奎13030 v.397 15A 페이지 획 번짐은 습식클리닝 시에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부분에 비해 먹이 

두껍게 쌓여 있었던 것과 그로인해 박락방지에 사용한 아교액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원인이

었다. 소장처에 수정이 불가함을 알리고 회의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奎13030 v.619는 기록사항이 없어 1차 검수에서 마무리 하였다.

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奎13030 v.386

17A A 6열하단 檢 檢書官 李盡摸 위에 올풀림 발생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17B A 페이지 가운데 부분 올풀림 발생. 처리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20B D 3열 상단 昌德宮 의 德자 일부 흐려졌음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33B C 우상단 배접지 약간 떨어진 부분 있음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36B A 페이지 상단 가운데 보풀 일어남. 처리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奎13030 v.387

18B C 좌측 최상단 배접지 일부 들뜸현상. 보강필요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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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奎13030 v.391

28B E 4-5열 상단 첨지 제거 요망 첨지를 제거하였다.

 奎13030 v.392

4A D 우 6열 상단 直提學 획 일부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4A 기타 우측 하단 물에 젖은 흔적 형성 흡습지를 사용하여 얼룩을 재거하였다.

7B D 좌 5열 상단 上在 昌德宮의 昌德 획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8A D 우 5열 상단 知道의 道 일부 획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5B D 우4열 중상단 閣內無事 의 閣內 획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1B D 우4열 無事 획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3B D 4열 閣內無事 획 흐려짐 견해의 차이로 흐려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

 奎13030 v.393

12A D 2열상단 提學의 學자 획이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3A D 2열상단 提學의 學자 획이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4A D 2열상단 提學의 學자 획이 흐려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9A A 4-5열 하단 李耆秀 옆 지면 보풀제거 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30A A 우측 중단 광곽선 외부 지면 보풀제거 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奎13030 v.395

30A C 우상단 배접지 분리. 재접착 필요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34AB C 편철 안쪽 배접지 분리. 재접착 필요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奎13030 v.396

16B A 좌 1열 중단 지면 올풀림 처리필요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奎13030 v.397

15A D 좌 1열 상단 檢校直閣 획 번짐 수정 불가

16A D 우 2열 하단 檢書官 柳本藝 획 번짐 견해의 차이로 흐려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A D 우 2열 하단 檢書官의 西자 획 일부 희미해짐 견해의 차이로 흐려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

26A D 4열 상단 金祖淳의 金자 획 일부 희미해짐 견해의 차이로 흐려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4) 장정

반입당시 5침 선장본의 형태였으나 본래 철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철장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 복원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과 소장처 측과 상의 한 결과 철장은 형

태 및 재질, 재현 방법에 대한 연구 조사 후 복원하기로 하고 이번 수리복원에서는 반입 당시의 형태인 선

장으로 다시 장정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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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본 된 책의 내지 위에 표지를 맞추고,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한 장정끈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       장정은 초기제작 때 묶은 원래의 형태와 이전 수리 때 뚫은 장정 구멍을 기본으로 하였다. 

장정

장정장정

장정 완료 후

(15) 마무리

•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다.  

•       장정 후 표지 앞·뒷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때 촬영 조건은 처리 전 사진 촬영시 조건과 동

일하게 하였다.

•       처리 후 실측 및 보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처리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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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처리 전·후 분석 결과

(1) 표면 상태 관찰

『내각일력』 9책의 전체적인 표면 상태는 다음과 같다. ‘표지’에서는 ‘S꼬임’의 평직물을 사용하였으며, 표

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섬유의 절단과 손상을 동반한 피브릴화와 각종 얼

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내지’에서는 종이의 비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

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사일 경우에는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일 경우에는 먹의 농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

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내각일력』 奎13030 v.38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처리 기록카드 작성

보풀 제거 

처리 후 표지 사진촬영

색맞춤

(a) 내지 (b) 표지 



11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 8, 1.6x 표지 8,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내각일력』 奎13030 v.38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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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87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4,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각일력』 奎13030 v.387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11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1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표지 6, 1.6x

표지 8, 1.6x 

표지 6, 18.5x 

표지 8, 18.5x 

표지 7, 1.6x

표지 9, 1.6x

표지 7, 18.5x 

표지 9, 18.5x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3, 1.6x

내지 1, 18.5x  

내지 3, 18.5x 

내지 2, 1.6x

내지 4, 1.6x

내지 2, 18.5x

내지 4, 18.5x

『내각일력』 奎13030 v.39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내각일력』 奎13030 v.392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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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6, 1.6x 표지 6,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9, 1.6x 내지 9,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내지 8, 1.6x 내지 8,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11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3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각일력』 奎13030 v.392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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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3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12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5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8, 1.6x 표지 8,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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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5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9, 1.6x 표지 9,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각일력』 奎13030 v.39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12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표지11, 1.6x 표지11,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9, 1.6x 표지 9, 18.5x 표지10, 1.6x 표지10,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8, 1.6x 표지 8,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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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내각일력』 奎13030 v.397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12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7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8, 1.6x 표지 8,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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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619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12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619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8, 1.6x 표지 8, 18.5x

(a) 내지 (b) 표지

(2) 섬유적 특성

내지 3, 1.6x 

내지 1, 1.6x 

내지 5, 1.6x

내지 3, 18.5x 

내지 1, 18.5x

내지 5, 18.5x 

내지 4, 1.6x

내지 6, 1.6x

내지 2, 1.6x 

내지 4, 18.5x

내지 6, 8.5x

내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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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9책의 섬유조성 및 형태는 내지, 표지, 장정끈 에서 조사하였다.

표지에 사용된 직물은 마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대부분 연한황색에서 회색을 띄었으며, 

섬유장은 5~40mm, 섬유폭은 8~30㎛으로 나타났다. 표면의 많은 이물질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섬유 형태는 섬유 축방향으로 줄이 연속되며 마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섬유 끝은 뾰족

하거나 둥근 형태가 일부 관찰되나 대부분 섬유 다발이 흩어지거나 잘라져 있어 식별이 어려웠다. 이는 용

제를 이용해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못해 표면의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 점이 식별에 어려움을 주었

으며 섬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단면도 함께 관찰되지 못한 점은 종합적 감별결과를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내지는 닥섬유로 확인되었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적갈색, 연회색을 띄었으며, 섬유 형태는 투명막, 마

디, 단층이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섬유의 피블릴화, 팽윤, 길이방향의 크랙 등 손상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장정끈에 사용된 직물은 면섬유로 확인되었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황색, 적갈색을 띄었다. 섬유 형

태는 꼬인 리본상이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섬유의 팽윤 길이방향으로 오염 및 손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12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奎13030 v.386, 내지 

奎13030 v.387, 내지

奎13030 v.391, 내지 

奎13030 v.393, 내지

奎13030 v.392, 내지 

奎13030 v.395, 내지 

奎13030 v.386, 표지 

奎13030 v.387, 표지 

奎13030 v.391, 표지

奎13030 v.393, 표지 

奎13030 v.392, 표지 

奎13030 v.395, 표지 

奎13030 v.386, 장정끈

奎13030 v.387, 장정끈

奎13030 v.391, 장정끈 

奎13030 v.393, 장정끈

奎13030 v.392, 장정끈 

奎13030 v.395, 장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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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물성 및 산성도

『내각일력』9책의 전체적인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2.65~53.65cm, 표준편차 0.00~0.20cm, 세

로 크기는 평균 39.50~41.57cm, 표준편차 0.06~1.19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10~2.40cm로 나

타났고, 발초수는 평균 15.00~21.00개/寸로 나타났다. 크기, 발끈폭, 발초수는 각 권 당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비교적 일정하고, 규칙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발초수가 17개 내외인 것은 조선시대의 책지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이다. 두께는 평균 0.13~0.20mm, 표준편차 0.01~0.05mm로 나타났고, 무게는 평균 

15.32~21.91g, 표준편차 1.27~2.57g로 나타났으며, 평량은 평균 72.26~98.91g/m2, 표준편차 5.77~11.71g/

m2로 나타났고, 밀도는 평균 0.43~0.66g/cm3, 표준편차 0.03~0.11g/cm3로 나타났다. 두께는 비교적 일정

하지 않으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초지는 특성 상 섬유의 

분산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합이 불균일하고, 두께 및 무게의 차이를 가진다. 

『내각일력』9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두께가 

-0.06~0.00mm, 무게가 -0.39~2.16g, 평량이 -1.19~7.81g/m2, 밀도가 -0.08~0.02g/cm3로 나타났다. 이는 

클리닝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각일력』9책의 전체적인 산성도는 평균 6.08~6.49, 표준편차 0.02~0.1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산성으로 산화정도가 다소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奎13030 v.396, 내지

奎13030 v.397, 내지

奎13030 v.619, 내지

奎13030 v.396, 표지 

奎13030 v.397, 표지 

奎13030 v.619, 표지 

奎13030 v.396, 장정끈 

奎13030 v.397, 장정끈 

奎13030 v.619, 장정끈 



13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9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0.06~0.79

로 나타났다. 이는 한지가 가진 재료적 특성 상 큰 차이는 없으나 클리닝작업에 의하여 표면 산성도가 다

소 향상하였음을 의미한다.

(4) 색도

『내각일력』9책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7.28~86.8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40~5.76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7.31~20.86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

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 ~ +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내각일력』9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22~5.70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 (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모두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 H는 평균 8.13YR~9.69YR로 나타났고, V는 평균 7.22~8.57로 나타났으며, C는 평

균 2.56~3.52로 나타났다. 이는 색상(eg, 5.6R)은 황색이며, 명도(1~10)는 5을 기준으로 하여 백색에 가깝

고, 채도는 순색보다 무채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색상 표시에서 각 권의 밝기와 황색계열의 차

이가 미미하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각일력』9책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 색상

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또한 명도와 채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

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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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86의 분석 위치

(a) 386-1 (b) 386-2

(c) 386-10 (d) 386-20

(e) 386-30 (f) 386-40



13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8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86)

1 386-
1

처리

전

52.40 41.00 2.1 17 0.17 18.83 87.65 0.53 6.22 83.69 3.46 17.40 8.94YR 8.24 2.75 

0.04  0.03 

처리

후

52.50 41.00 2.1 17 0.16 15.68 72.85 0.46 6.92 86.15 2.39 13.43 8.92YR 8.49 2.07 

0.03  0.36 

2 386-
2

처리

전

52.60 44.00 2.1 17 0.15 20.34 87.88 0.59 6.20 84.01 3.72 17.77 8.77YR 8.27 2.83 

0.01  0.02 

처리

후

52.60 41.00 2.1 17 0.15 17.32 80.31 0.54 7.13 87.16 2.43 13.70 8.89YR 8.60 2.10 

0.01  0.11 

3 386-
10

처리

전

52.80 41.20 2.1 17 0.17 17.93 82.42 0.49 6.09 85.93 3.16 17.08 9.03YR 8.47 2.64 

0.02  0.05 

처리

후

52.80 41.10 2.1 17 0.15 17.43 80.32 0.52 6.75 87.91 2.23 13.58 9.03YR 8.68 2.05 

0.02  0.07 

4 386-
20

처리

전

52.80 41.10 2.1 17 0.14 15.96 73.55 0.51 6.03 85.17 3.73 18.74 8.90YR 8.39 2.94 

0.03 0.02

처리

후

52.70 41.20 2.1 17 0.13 15.49 71.34 0.55 6.87 87.97 2.37 14.06 8.99YR 8.68 2.13 

0.02  0.13 

5 386-
30

처리

전

52.70 41.10 2.1 17 0.13 15.31 70.68 0.53 5.95 84.89 3.43 18.33 9.08YR 8.36 2.85 

0.03  0.05 

처리

후

52.80 41.10 2.1 17 0.13 14.93 68.80 0.54 6.99 87.28 2.36 14.28 9.10YR 8.61 2.16 

0.02  0.23 

6 386-
40

처리

전

52.60 41.00 2.1 17 0.17 19.66 91.16 0.53 5.96 83.23 3.94 18.30 8.75YR 8.19 2.94 

0.05  0.04 

처리

후

52.70 41.00 2.1 17 0.14 17.82 82.47 0.60 6.54 86.45 2.65 13.83 8.74YR 8.53 2.15 

0.02  0.06 

sheet ave 처리

전

52.65 41.57 2.1 17.0 0.16 18.14 81.14 0.53 6.08 84.49 3.58 17.93 8.90YR 8.32 2.82 

sheet std 0.15  1.19  0.02  2.02  8.36  0.03  0.12  1.02  0.28  0.63 

sheet ave 처리

후

52.68 41.07 2.1 17.0 0.14 16.45 76.02 0.53 6.87 87.15 2.40 13.81 8.94YR 8.6 2.11

sheet std 0.12  0.08  0.01  1.22  5.70  0.05  0.20  0.74  0.1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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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87의 분석 위치

(a) 387-1 (b) 387-2

(c) 387-10 (d) 387-20 

(e) 387-29 (f) 387-30 



13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87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87)

1 387-1 처리
전

52.80 41.30 2.1 17 0.17 22.21 101.85 0.60 6.30 78.14 5.87 20.48 8.01YR 7.67 3.48 

0.01  0.01 

처리

후

52.70 41.20 2.1 17 0.17 21.30 98.10 0.59 6.42 80.52 4.91 17.51 7.96YR 7.92 2.97 

0.01  0.06 

2 387-2 처리
전

52.80 41.30 2.1 17 0.17 22.49 103.13 0.61 6.22 79.33 5.72 20.00 7.95YR 7.79 3.40 

0.01  0.05 

처리

후

52.70 41.20 2.1 17 0.16 19.81 91.24 0.58 6.53 81.13 4.98 17.45 7.86YR 7.98 2.98 

0.02  0.10 

3 387-
10

처리

전

52.80 41.30 2.1 17 0.13 20.46 93.83 0.74 6.18 79.59 5.93 21.02 8.00YR 7.82 3.56 

0.02  0.05 

처리

후

52.80 41.20 2.1 17 0.13 19.81 91.07 0.72 6.58 82.31 4.66 17.89 8.13YR 8.10 2.98 

0.02  0.08 

4 387-
20

처리

전

52.80 41.30 1.0 17 0.16 20.52 94.10 0.58 6.15 81.21 5.31 20.77 8.27YR 7.99 3.47 

0.02  0.03 

처리

후

52.70 41.20 1.0 17 0.15 19.76 91.01 0.59 6.62 83.13 4.49 18.34 8.33YR 8.18 3.01 

0.01  0.02 

5 387-
29

처리

전

52.80 41.20 2.1 17 0.17 19.18 88.17 0.51 6.30 79.32 5.56 21.47 8.33YR 7.79 3.58 

0.06  0.01 

처리

후

52.80 41.20 2.1 17 0.13 18.37 84.45 0.65 6.64 80.68 4.88 18.83 8.23YR 7.93 3.15 

0.02  0.05 

6 387-
30

처리

전

52.80 41.20 2.1 17 0.24 21.76 100.03 0.42 6.24 78.28 5.79 21.41 8.22YR 7.68 3.60 

0.13  0.06 

처리

후

52.80 41.20 2.1 17 0.16 20.83 95.75 0.61 6.63 78.29 5.15 19.52 8.32YR 7.69 3.26 

0.02  0.10 

sheet ave 처리

전

52.80 41.27 1.9 17.0 0.17 21.03 95.85 0.57 6.23 79.31 5.70 20.86 8.13YR 7.79 3.52 

sheet std 0.00  0.05  0.04  1.27  5.77  0.11  0.06  1.11  0.23  0.57 

sheet ave 처리

후

52.75 41.20 1.9 17.0 0.15 19.98 91.94 0.62 6.57 81.01 4.85 18.26 8.13YR 7.97 3.07

sheet std 0.05  0.00  0.02  1.02  4.71  0.05  0.08  1.67  0.23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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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1의 분석 위치

(a) 391-1 (b) 391-2

(c) 391-10 (d) 391-20 

(e) 391-35 (f) 391-36



13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1)

1 391-
1

처리

전

53.00 41.40 2.5 21 0.27 18.43 83.99 0.31 6.31 78.68 4.57 19.39 8.70YR 7.73 3.18 

0.16  0.17 

처리

후

52.90 41.30 2.5 21 0.12 14.48 66.28 0.57 6.45 82.71 3.44 16.94 8.91YR 8.14 2.70 

0.01  0.06 

2 391-
2

처리

전

53.10 41.40 2.5 0.17 15.29 69.55 0.42 6.39 80.80 4.60 19.70 8.60YR 7.94 3.24 

0.03  0.17 

처리

후

53.00 41.30 2.5 0.14 14.73 67.29 0.48 6.49 84.00 3.32 16.56 8.88YR 8.27 2.61 

0.02  0.14 

3 391-
10

처리

전

53.10 41.40 2.5 21 0.16 14.82 67.41 0.42 6.39 84.01 3.57 18.34 9.00YR 8.27 2.88 

0.02  0.08 

처리

후

53.10 41.40 2.5 21 0.15 14.30 65.05 0.44 6.53 86.09 2.70 15.32 9.07YR 8.49 2.35 

0.01  0.04 

4 391-
20

처리

전

53.20 41.40 2.5 0.17 18.22 82.72 0.50 6.40 83.76 3.54 17.86 8.97YR 8.25 2.82 

0.02  0.08 

처리

후

53.10 41.40 2.5 0.16 17.50 79.61 0.50 6.52 85.41 2.75 15.26 9.03YR 8.42 2.36 

0.02  0.05 

5 391-
35

처리

전

53.00 41.30 2.5 0.18 18.32 83.70 0.46 6.34 79.81 4.97 20.49 8.54YR 7.84 3.38 

0.09  0.20 

처리

후

53.10 41.30 2.5 0.12 15.91 72.55 0.62 6.50 81.49 4.14 18.12 8.61YR 8.01 2.97 

0.01  0.04 

6 391-
36

처리

전

53.00 41.30 2.5 0.24 19.11 87.30 0.36 6.29 78.69 4.45 18.97 8.69YR 7.73 3.11 

0.09  0.12 

처리

후

53.00 41.30 2.1 17 0.16 15.59 71.22 0.45 6.45 80.02 3.79 16.75 8,71YR 7.86 2.73 

0.02  0.10 

sheet ave 처리
전

53.07 41.37 2.5 21.0 0.20 17.48 78.14 0.43 6.35 80.96 4.28 19.13 8.74YR 7.96 3.12 

sheet std 0.08  0.05  0.05  1.82  8.40  0.07  0.05  2.40  0.59  0.95 

sheet ave 처리
후

53.03 41.33 2.4 19.7 0.14 15.42 70.33 0.51 6.49 83.29 3.36 16.49 8.86YR 8.2 2.62

sheet std 0.08  0.05  0.02  1.20  5.39  0.07  0.03  2.33  0.5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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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2의 분석 위치

(a) 392-1 (b) 392-2 

(c) 392-10 (d) 392-20

(e) 392-35 (f) 392-36



13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2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2)

1 392-
1

처리

전

53.80 41.40 2.5 0.12 16.06 72.10 0.62 6.46 84.88 2.75 18.02 9.60YR 8.36 2.73 

0.02  0.13 

처리

후

53.70 41.30 2.5 0.11 14.27 64.34 0.57 6.67 87.26 1.92 14.41 9.60YR 8.61 2.12 

0.01  0.04 

2 392-
2

처리

전

53.80 41.50 2.5 0.14 19.49 87.29 0.62 6.51 86.97 2.32 17.52 9.79YR 8.58 2.58 

0.02  0.10 

처리

후

53.80 41.40 2.5 0.14 17.76 79.74 0.56 6.83 89.02 1.65 13.98 9.71YR 8.79 2.01 

0.01  0.15 

3 392-
10

처리

전

53.70 41.30 2.5 0.14 16.39 73.90 0.53 6.40 88.46 1.67 16.29 0.14Y 8.73 2.32 

0.03  0.02 

처리

후

53.70 41.50 2.5 0.14 15.83 71.03 0.50 6.81 90.64 1.02 11.84 0.14Y 8.95 1.65 

0.03 0.09 

4 392-
20

처리

전

53.60 41.30 2.5 20 0.14 16.57 74.85 0.55 6.30 87.30 2.41 17.49 9.68YR 8.61 2.58 

0.01 0.05 

처리

후

53.60 41.30 2.5 20 0.15 16.00 72.28 0.49 6.87 90.25 1.32 12.43 9.82YR 8.91 1.76 

0.01 0.19 

5 392-
35

처리

전

53.50 41.40 2.5 0.11 16.93 76.44 0.67 6.35 87.68 2.17 17.68 9.91YR 8.65 2.58 

0.02 0.08 

처리

후

53.40 41.40 2.5 0.12 15.45 69.89 0.58 6.93 89.84 1.19 12.40 0.04Y 8.87 1.74 

0.01 0.28 

6 392-
36

처리

전

53.50 41.40 2.1 0.13 19.67 88.81 0.68 6.30 85.88 3.06 16.88 9.07YR 8.47 2.60 

0.02 0.13 

처리

후

53.40 41.40 2.1 0.14 16.45 74.41 0.54 6.97 88.08 2.05 13.14 9.12YR 8.69 1.97 

0.01 0.22 

sheet ave 처리

전

53.65 41.38 2.4 20.0 0.13 18.12 80.26 0.61 6.39 86.86 2.40 17.31 9.69YR 8.57 2.56 

sheet std 0.14  0.08  0.01  1.62  7.24  0.06  0.09  1.29  0.48  0.62 

sheet ave 처리

후

53.60 41.38 2.4 20.0 0.13 15.96 71.95 0.54 6.85 89.18 1.53 13.03 9.56YR 8.81 1.87

sheet std 0.17  0.08  0.01  1.15  5.09  0.04  0.11  1.32  0.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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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3의 분석 위치

(a) 393-1 (b) 393-2

(c) 393-10 (d) 393-20 

(e) 393-29 (f) 393-30 



14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3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3)

1 393-
1

처리

전

53.50 41.40 2.1 17 0.21 17.66 79.73 0.39 6.44 75.43 6.00 19.98 7.99YR 7.39 3.41 

0.07  0.03 

처리

후

53.50 41.40 2.1 17 0.15 15.86 71.61 0.47 6.91 75.76 5.49 17.64 7.81YR 7.43 3.04 

0.02  0.21 

2 393-
2

처리

전

53.50 41.30 2.1 17 0.15 15.52 70.24 0.48 6.38 76.40 5.71 20.49 8.21YR 7.49 3.45 

0.04  0.04 

처리

후

53.50 41.30 2.1 17 0.13 15.06 68.16 0.51 6.77 79.04 5.26 18.10 7.91YR 7.76 3.09 

0.02  0.07 

3 393-
10

처리

전

53.50 41.30 2.0 17 0.13 15.96 72.23 0.54 6.26 78.05 5.54 20.75 8.30YR 7.66 3.47 

0.02  0.02 

처리

후

53.60 41.30 2.0 17 0.12 15.44 69.75 0.58 6.69 81.10 4.53 17.39 8.18YR 7.97 2.92 

0.02  0.04 

4 393-
20

처리

전

53.50 41.30 2.1 17 0.13 15.98 72.32 0.57 6.18 76.98 5.87 21.02 8.17YR 7.55 3.54 

0.01  0.02 

처리

후

53.50 41.40 2.1 17 0.13 15.50 69.98 0.55 6.73 80.04 4.89 18.88 8.27YR 7.87 3.16 

0.01  0.03 

5 393-
29

처리

전

53.50 41.20 2.1 17 0.15 22.38 101.53 0.68 6.21 77.46 5.80 20.41 8.08YR 7.60 3.46 

0.00  0.03 

처리

후

53.50 41.20 2.1 17 0.14 21.72 98.54 0.69 6.76 81.62 4.70 18.17 8.20YR 8.03 3.04 

0.01  0.12 

6 393-
30

처리

전

53.50 41.30 2.1 17 0.13 18.28 82.73 0.65 6.22 79.38 5.64 21.15 8.22YR 7.80 3.55 

0.01  0.04 

처리

후

53.50 41.20 2.1 17 0.13 17.75 80.53 0.64 6.57 81.93 4.50 18.18 8.33YR 8.06 3.01 

0.01  0.04 

sheet ave 처리

전

53.50 41.30 2.1 17.0 0.15 17.73 79.81 0.58 6.28 77.28 5.76 20.63 8.16YR 7.58 3.48 

sheet std 0.00  0.06  0.03  2.57  11.71  0.11  0.10  1.37  0.16  0.43 

sheet ave 처리

후

53.52 41.30 2.1 17.0 0.13 16.89 76.43 0.57 6.74 79.91 4.89 18.06 8.12YR 7.85 3.04

sheet std 0.04  0.09  0.01  2.55  11.69  0.08  0.11  2.30  0.40  0.52 



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141

『내각일력』 奎13030 v.395의 분석 위치

(a) 395-1 (b) 395-2

(c) 395-10 (d) 395-20

(e) 395-37 (f) 395-38 



14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5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5)

1 395-
1

처리

전

53.10 41.10 2.1 17 0.17 19.48 89.26 0.51 6.51 73.42 6.45 19.13 7.61YR 7.19 3.34 

0.04  0.01 

처리

후

53.10 41.10 2.1 17 0.15 18.78 86.05 0.56 6.57 76.80 5.14 16.48 7.73YR 7.53 2.84 

0.03  0.03 

2 395-
2

처리

전

53.20 41.10 2.1 17 0.13 18.81 86.03 0.65 6.50 73.81 6.36 18.57 7.51YR 7.23 3.26 

0.01  0.01 

처리

후

53.00 41.00 2.1 17 0.13 18.12 83.39 0.66 4.43 77.71 5.52 16.76 7.42YR 7.63 2.94 

0.01  3.75 

3 395-
10

처리

전

53.30 41.10 2.1 17 0.16 21.79 99.47 0.61 6.49 80.90 4.49 18.04 8.37YR 7.95 3.00 

0.05  0.01 

처리

후

53.10 41.00 2.1 17 0.14 21.13 97.06 0.69 6.58 82.51 4.10 15.59 8.04 8.12 2.61 

0.01  0.02 

4 395-
20

처리

전

53.20 41.10 2.1 17 0.13 19.99 91.42 0.72 6.50 84.54 3.91 19.04 8.83YR 8.33 3.01 

0.01  0.01 

처리

후

53.10 41.00 2.1 17 0.13 19.46 89.38 0.71 6.56 87.58 2.59 14.92 9.01YR 8.64 2.27 

0.01  0.03 

5 395-
37

처리

전

53.00 41.10 2.1 17 0.26 23.90 109.72 0.42 6.48 79.00 4.51 18.33 8.51YR 7.76 3.03 

0.20  0.01 

처리

후

52.90 41.00 2.1 17 0.14 21.02 96.92 0.69 6.58 82.01 3.94 15.99 8.32YR 8.07 2.64 

0.02  0.06 

6 395-
38

처리

전

53.10 41.00 2.1 17 0.22 23.49 107.90 0.49 6.48 80.05 4.27 17.98 8.56YR 7.87 2.96 

0.06  0.01 

처리

후

53.00 41.00 2.1 17 0.17 21.00 96.64 0.58 6.58 82.98 3.63 15.54 8.42YR 8.17 2.53 

0.04  0.04 

sheet ave 처리

전

53.15 41.08 2.1 17.0 0.18 21.91 98.91 0.58 6.49 78.62 5.00 18.52 8.20YR 7.72 3.11 

sheet std 0.10  0.04  0.05  2.15  9.97  0.11  0.01  4.30  1.11  0.49 

sheet ave 처리

후

53.03 41.02 2.1 17.0 0.14 19.92 91.57 0.65 6.22 81.60 4.15 15.88 8.11YR 8.03 2.66

sheet std 0.08  0.04  0.02  1.31  6.11  0.06  0.87  3.92  1.0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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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6의 분석 위치

(a) 396-1 (b) 396-2

(c) 396-10 (d) 396-20 

(e) 396-30 (f) 396-31



14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6)

1 396-
1

처리

전

53.10 40.90 2.1 17 0.14 18.55 85.41 0.60 6.27 78.43 5.46 19.39 8.06YR 7.70 3.28 

0.01  0.03 

처리

후

53.10 40.80 2.1 17 0.14 17.70 81.70 0.57 6.49 82.29 3.90 16.20 8.37YR 8.10 2.66 

0.01  0.17 

2 396-
2

처리

전

53.10 40.80 2.1 17 0.15 19.37 89.41 0.58 6.26 81.76 4.93 19.43 8.27YR 8.04 3.23 

0.01  0.06 

처리

후

53.10 40.80 2.1 17 0.14 18.63 85.99 0.60 6.86 85.06 3.40 15.39 8.47YR 8.38 2.46 

0.01  0.16 

3 396-
10

처리

전

52.90 40.80 2.1 17 0.13 16.11 74.64 0.56 6.22 87.07 2.44 18.56 9.85YR 8.59 2.73 

0.03  0.01 

처리

후

52.80 40.70 2.1 17 0.13 15.68 72.97 0.58 6.87 89.02 1.61 14.34 9.82YR 8.79 2.05 

0.02  0.08 

4 396-
20

처리

전

52.80 40.60 2.1 17 0.13 16.69 77.86 0.60 6.20 87.25 2.46 18.26 9.78YR 8.61 2.69 

0.01  0.03 

처리

후

52.70 40.50 2.1 17 0.13 16.31 76.42 0.59 6.72 89.37 1.51 13.67 9.78YR 8.82 1.95 

0.01  0.09 

5 396-
30

처리

전

52.80 40.50 2.1 17 0.11 14.95 69.91 0.64 6.24 84.31 2.74 16.96 9.44YR 8.30 2.59 

0.01  0.01 

처리

후

52.80 40.40 2.1 17 0.11 14.59 68.40 0.62 6.83 86.76 2.03 13.91 9.39YR 8.56 2.07 

0.01  0.05 

6 396-
31

처리

전

52.80 40.50 2.1 17 0.13 17.64 82.49 0.63 6.22 82.59 3.44 17.67 9.06YR 8.13 2.80 

0.00  0.03 

처리

후

52.80 40.40 2.1 17 0.13 17.18 80.54 0.62 6.80 85.25 2.68 15.51 9.18YR 8.40 2.38 

0.00  0.03 

sheet ave 처리

전

52.92 40.68 2.1 17.0 0.13 17.07 78.86 0.60 6.24 83.57 3.58 18.38 9.02YR 8.23 2.90 

sheet std 0.15  0.17  0.01  1.63  7.20  0.03  0.03  3.38  1.32  0.97 

sheet ave 처리

후

52.88 40.60 2.1 17.0 0.13 16.68 77.67 0.60 6.76 86.29 2.52 14.84 9.13YR 8.51 2.26

sheet std 0.17  0.19  0.01  1.46  6.38  0.02  0.14  2.68  0.9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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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397의 분석 위치

(a) 397-1 (b) 397-2 

(c) 397-10 (d) 397-20 

(e) 397-30 (f) 397-31 



14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397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397)

1 397-
1

처리

전

53.00 40.90 2.2 15 0.16 22.56 104.07 0.65 6.45 79.36 5.30 20.35 8.31YR 7.80 3.40 

0.00  0.01 

처리

후

53.00 40.80 2.2 15 0.15 21.34 98.69 0.64 6.85 82.42 4.04 16.97 8.42YR 8.11 2.78 

0.01  0.22 

2 397-
2

처리

전

53.00 40.70 2.2 15 0.11 16.45 76.26 0.69 6.43 81.44 4.83 20.42 8.53YR 8.01 3.36 

0.01  0.01 

처리

후

53.10 40.80 2.2 15 0.11 15.85 73.16 0.67 6.88 85.30 3.26 16.27 8.79YR 8.41 2.56 

0.01  0.17 

3 397-
10

처리

전

53.00 40.80 2.3 15 0.12 18.19 84.12 0.70 6.42 85.97 3.11 18.58 9.34YR 8.48 2.83 

0.01  0.01 

처리

후

53.00 40.70 2.3 15 0.12 17.68 81.96 0.70 6.54 89.11 1.69 14.04 9.66YR 8.80 2.03 

0.01  0.03 

4 397-
20

처리

전

53.00 40.70 2.1 15 0.13 19.07 88.41 0.68 6.41 87.03 2.87 18.25 9.44YR 8.58 2.74 

0.02  0.02 

처리

후

53.00 40.60 2.1 15 0.13 18.55 86.21 0.66 6.25 89.64 1.81 13.24 9.36YR 8.85 1.93 

0.02  0.58 

5 397-
30

처리

전

53.00 40.70 2.1 15 0.13 17.04 78.99 0.61 6.40 81.13 4.39 19.05 8.63YR 7.98 3.12 

0.02  0.01 

처리

후

53.00 40.70 2.1 15 0.12 16.44 76.21 0.62 6.55 84.42 3.20 15.51 8.72YR 8.32 2.46 

0.02  0.02 

6 397-
31

처리

전

52.80 40.60 2.0 15 0.15 19.15 89.33 0.61 6.39 75.21 5.83 21.06 8.30YR 7.37 3.54 

0.02  0.01 

처리

후

52.80 40.60 2.0 15 0.14 16.28 75.94 0.53 6.55 79.19 4.37 17.69 8.47YR 7.78 2.93 

0.02  0.01 

sheet ave 처리

전

52.97 40.73 2.2 15.0 0.13 18.18 83.42 0.66 6.42 81.69 4.39 19.62 8.71YR 8.04 3.20 

sheet std 0.08  0.10  0.02  2.16  9.86  0.04  0.02  4.35  1.19  1.14 

sheet ave 처리

후

52.98 40.70 2.2 15.0 0.13 17.69 82.03 0.64 6.60 85.01 3.06 15.62 8.85YR 8.38 2.45

sheet std 0.10  0.09  0.02  2.05  9.43  0.06  0.23  3.98  1.1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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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일력』 奎13030 v.619의 분석 위치

(a) 619-1 (b) 619-2 

(c) 619-10  (d) 619-20  

(e) 619-33  (f) 619-34 



14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내각일력』 奎13030 v.619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각일력 (13030 vol.619)

1 619-
1

처리

전

53.00 39.00 2.1 15 0.11 13.50 65.31 0.58 6.17 81.10 4.39 22.33 9.17YR 7.97 3.57 

0.02  0.03 

처리

후

53.00 39.60 2.1 15 0.10 13.04 62.13 0.60 6.59 83.87 2.99 17.72 9.39YR 8.26 2.73 

0.02  0.03 

2 619-
2

처리

전

53.10 39.60 2.1 15 0.10 13.85 65.87 0.64 6.24 83.24 4.30 22.66 9.19YR 8.20 3.57 

0.02  0.02 

처리

후

53.00 39.60 2.1 15 0.10 13.43 63.99 0.62 6.49 86.55 2.41 16.21 9.50YR 8.54 2.42 

0.02  0.04 

3 619-
10

처리

전

53.20 39.60 2.1 15 0.11 16.86 80.03 0.71 6.26 85.48 3.02 18.43 9.40YR 8.43 2.81 

0.01  0.07 

처리

후

53.10 39.60 2.1 15 0.11 16.44 78.18 0.71 6.50 87.24 2.18 14.92 9.43YR 8.61 2.22 

0.01  0.16 

4 619-
20

처리

전

53.40 39.60 2.1 12 0.12 15.65 74.01 0.62 6.12 86.32 2.66 18.14 9.63YR 8.51 2.71 

0.02  0.07 

처리

후

53.40 39.50 2.1 12 0.11 15.30 72.54 0.66 6.56 88.34 1.83 13.92 9.52YR 8.72 2.03 

0.01  0.23 

5 619-
33

처리

전

53.40 39.60 2.1 17 0.16 14.33 67.77 0.42 6.14 85.21 3.23 19.20 9.39YR 8.40 2.94 

0.03  0.03 

처리

후

53.40 39.50 2.1 17 0.15 13.96 66.18 0.43 6.45 87.89 1.93 14.75 9.63YR 8.67 2.16 

0.03  0.02 

6 619-
34

처리

전

53.50 39.60 2.3 17 0.16 15.60 73.63 0.46 6.31 79.60 4.72 20.03 8.64YR 7.82 3.29 

0.03  0.06 

처리

후

53.40 39.60 2.3 17 0.14 14.92 70.56 0.49 6.39 85.24 2.78 15.47 9.63YR 8.67 2.16 

0.01  0.08 

sheet ave 처리

전

53.27 39.50 2.1 15.2 0.13 15.32 72.26 0.57 6.20 83.49 3.72 20.13 9.22YR 8.22 3.15 

sheet std 0.20  0.24  0.03  1.29  5.77  0.11  0.08  2.68  0.86  1.95 

sheet ave 처리

후

53.22 39.57 2.1 15.2 0.12 14.52 68.93 0.59 6.50 86.52 2.35 15.50 9.42YR 8.53 2.32

sheet std 0.20  0.05  0.02  1.28  5.99  0.10  0.07  1.69  0.4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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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안성책류量案成冊類

1) 해제

17세기 말~18세기에 전국 각지의 내수사內需司 및 궁방宮房 소유 전답田畓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정리한 

책들이다. 양안성책류의 일반적인 기록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호字號 아래에 전답의 각 필지筆地마다 지번

地番, 양전방향量田方向, 토지등급土地等級, 지형地形, 지목地目, 장광척長廣尺, 결부수結負數, 사표四標, 토지의 진

기陳起 여부, 작인성명作人姓名 또는 진주성명陳主姓名 등을 기재하였다. 금번 수리복원 대상이 된 양안성책

류 도서는 모두 9건인데,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公洪道恩津縣所在內需司屯田畓卜數改打量御覽成冊』

1739년(영조 15) 12월에 충청도 은진현 소재 내수사 둔전답屯田畓을 해당 현에서 내수사와 함께 조사하

여 작성한 양안이다. 전답의 총 결수는 89부負 2속束이다.

 

(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全羅道鎭安縣所在內需司畓打量成冊』

1783년(정조 7) 2월에 전라도 진안현 마령면 소재 내수사 전답田畓을 해당 현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양

안量案이다. 총 결수는 5결結 11부負 3속束이다.

(3)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全羅道順天縣所在內需司屯田畓打量冊』

1740년(영조 16)에 전라도 순천현 소재 내수사 전답을 해당 현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양안. 총 면적은 

전田 45부負 2속束, 답畓 4결結 77부負 5속束이다.

(4)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黃海道文化縣內需司田畓打量成冊』

1770년(영조 46) 3월에 황해도 문화현 소재 내수사 전답(총 93필지)을 해당 현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전답의 총 결수結數는 14결結 3부負 5속束이다.

(5)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成川府案付無後內奴莫孫奴應哲奴應信等屬公田打量成冊』

1696년(숙종 22)에 평안도 성천부에서 조사·작성한 양안. 내수사 소속 노비 막손莫孫·응철應哲·응신應

信 등 세 사람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이들 소유의 성천부 소재 토지와 가옥을 내수사로 이속移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6)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咸鏡道文川郡都赤郞社伏在祭位田畓改打量成冊』

1704년(숙종 30) 2월에 함경도 문천군에서 지역 내에 소재한 제위전답祭位田畓 109필지筆地를 조사하여 

작성한 양안이다. 전체 전답은 56결結 53부負 6속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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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黃海道松禾縣毓祥宮田畓改量案』

1764년(영조 40)에 황해도 송화현에서 작성한, 동현同縣 소재 육상궁毓祥宮 전답 내역을 조사하여 작성

한 양안이다. 총 면적은 30결結 65부負 2속束 1파(把)이다. 

(8)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載寧郡右里坊所在義烈宮田畓字號卜數陳起區別成冊』

1783년(정조 7)에 황해도 재령군 소재 의열궁義烈宮 소속 전답을 해당 군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양안이

다. 총 결수는 83결結 8부負이다.

(9)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振威縣西面檜花亭伏在內需司屬儲慶宮田畓打量成冊』

1756년(영조 32) 경기도 진위현 서면西面 회화정檜花亭 소재의 내수사로 이속된 저경궁儲慶宮 전답을 해당 

현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책이다. 전답田畓의 총면적은 14결結 99부負이다.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중 양안성책류는 총 9책이다. 철장과 선장, 가장정 등 다양한 형태로 장정되어 반입되었다. 

 과거 재산관리국에서 소장하여 앞표지에 재산관리국 인장이 찍혀있고 도서 분류를 위해 먹으로 기록

한 흔적이 남아있어 입고 시기와 도서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번 유물명 연대
세로

(cm)
가로

(cm)
높이

(cm)
매수 장정

1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
1739

(英祖15年) 49.8 30.6 0.2 2 5침안정

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량성책』 

奎18458 1783(正祖7年) 49.5 36.8 0.5 4 5침
(변철추정)

3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1740

(英祖16年) 46.4 31.2 0.5 6 철장

4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1770

(英祖46年) 47.2 38.1 0.6 7
가장정

(변철추정)

5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1696

(肅宗22年) 43.1 27.5 0.6 4 철장

6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1704

(肅宗30年) 42.0 27.8 0.6 8 철장

7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1764

(英祖40年) 48.1 32.4 1.6 31 철장

8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1783
(正祖7年) 35.3 38.4 0.9 21 가장정

9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1756

(英祖32年) 45.6 30.0 0.9 12 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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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처리 전 상태

(1)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

•       지끈으로 가장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다수의 장정구멍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5침 선장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       표지의 시접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 표지의 변색과 퇴색, 가장자리의 오염이 두드러진다.

• 앞표지에 도서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고 도서 분류를 위한 먹글씨와 보라색 인장이 있다.

• 앞표지에 원형의 결손이 다수 있고 펜자국이 있다.

• 앞표지 속지 상부에 첨지가 부착되어 있고 중앙부 우측에 첨지 부착 흔적이 있다.

• 내지는 물얼룩 및 손자국 흔적과 판심 부분의 오염이 두드러진다. 

• 1페이지의 도서인장이 이염되어 있다.

• 내지 판심 부분에서 보풀이 많이 관찰되고 먹번짐 자국이 있다.

• 내지 장정부분에 물얼룩과 함께 재질 약화로 인한 균열 및 결손이 있다.

• 내지가 접힌 부분이 다수 확인된다.

• 내지가 2장이며 표지의 지력이 약화되어서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奎18432 처리 전 앞표지 奎18432 처리 전 뒤표지

표지 시접 노출 도서 분류를 위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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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

•       5침 선장본으로 장정이 풀린 채 장정끈만 남아있으며 장정끈은 색이 퇴색되어 원형의 색을 식별하기 

어렵다.

•       앞표지는 가장자리의 마모와 변색이 심하고 배접지와 표장비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앞표지 속지에 붙어 있는 첨지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변색과 마모 주름 등의 손상이 심하다.

•       내지에 찍혀있는 인장이 침수로 인해 많이 번져있다.

•       뒤표지는 표장비단이 전체적으로 유실되어 있고 가장자리 장정 부분에 비단의 흔적이 미미하게 남아있다.

표지 배접지 분리

침수로 인한 얼룩 및 내지 갈라짐

판심부 오염 및 황색 얼룩

첨지 부착

奎18458 처리 전 앞표지 奎18458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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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라벨지 및 표지 주름

첨지 부착

뒤표지 황색 얼룩 및 빛바랜 장정끈

찰개한 흔적

도서 분류를 위한 기록 및 인장

뒤표지에 남아있는 직물 흔적 

표지 속지 연필 기록

인장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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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 장정형태는 철장으로 변철의 대부분이 유실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       표지는 가장자리가 마모되어 있고 표장비단과 배접지가 약간 들떠있으며 흐린 얼룩이 산재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       앞표지 하단 좌측에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고 상단 중앙부에 라벨지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붉은 색연필로 숫자를 기록한 흔적이 있다.

•   내지는 보풀이나 오염, 변색, 결손부 등의 없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하단의 인장부분이 대부분 번져있다.

奎18486 처리 전 앞표지 奎18486 처리 전 뒤표지 

색연필로 기록한 흔적

변철 잔존 흔적

표지 가장자리 마모

표지 배접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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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라벨지 부착 흔적

 인장 번짐

표지 속지 첨지 부착

변색 및 얼룩

(4)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       책의 장정은 가운데 구멍(2군데)에 종이끈을 사용하여 임시로 묶어놓은 상태이다.

•         장정부분의 심한 꺽임이나 색의 변색이 진행되지 않은 점, 장정 구멍이 4개인 점으로 보아 본래는 4침

의 철장본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지와 내지 모두 침수로 인한 얼룩이 있다.

•         표지는 침수된 부위의 배접이 분리되어 표장 비단이 일부 들떠있고 비단의 색바램이 심하며 비단이 

해지거나 유실된 부분이 있다.

•         앞표지는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어 있고 붉은 색연필로 기록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도서 라

벨지로 인해 표제의 일부분이 가려져있다.

•       앞표지에 도서 분류를 위한 보라색 인장 및 먹으로 된 기록이 있다.

•       내지는 침수로 인한 열화부가 전 페이지에 걸쳐 확인되며 지력이 약해져있다. 

•       내지에 주름이 많이 생겨있고 황색의 얼룩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       표지 속지는 별도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지를 속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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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515 처리 전 앞표지 奎18515 처리 전 뒤표지

가장정

표장비단 마모

침수로 인한 얼룩

표장 비단 유실

1페이지 인장

황색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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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       표장 비단은 청색의 문사직물이 사용되었다.

•       철장으로 장정되어 있고 변철 가운데 부분이 유실되어 있다.

•       표지는 가장자리와 모서리 부분의 마모가 심하고 배접 시 생긴 주름이 많이 있다.

•         앞표지와 표지 속지 사이에 첨지가 부착되어 있는데(폭 약 4cm, 길이 약 14cm) 외부로 노출되어 있

어 심하게 마모되어 있고 구김이 있다.

•       앞표지에 도서 분류를 위한 보라색 인장 및 먹으로 된 기록이 있다.

•       앞표지 좌측 중심부 주변에 붉은색 선형의 오염이 있다.

•       장정부 중앙에 앞표지와 내지 전체에 걸쳐 6cm 길이의 인위적 칼자국이 있다.

•       내지에는 침수로 인한 얼룩과 황색의 커다란 얼룩이 전반부 여러 장에 걸쳐 있다.

•       내지 곳곳에 지문 자국과 벌레 분비물로 인한 오염이 다수 확인된다.

내지 접힘 남아있는 장정 구멍

奎18633 처리 전 앞표지 奎18633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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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라벨지 및 도서 분류를 위한 기록

표지 인장

표지 얼룩

내지 황색 얼룩

변철 유실

첨지

표지와 내지에 걸쳐 있는 칼자국

지문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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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       표장비단은 청색의 문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에 마모와 박락, 변색이 심하다. 

•       앞표지는 배접 시 생긴 주름과 배접 분리로 인해 비단이 들떠 있는 부분이 많다.

•         장정은 철장으로 변철이 온전하게 남아있으나 금구가 일부 결실되어 뒷부분 변철이 들뜨고 부식되어 

층상 박락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       앞표지에 도서정보를 기록한 수기 및 보라색 인장이 있다.

•       앞표지 속지에 벌레가 부착되어 있다.

•       뒤표지에 섬유 부착물과 곰팡이로 인한 오염이 많다.

•       1페이지 우측 하단에 도서 라벨지를 부착한 흔적이 있고 우측 상단에 한지로 된 부착물이 있다.

•       내지 전 페이지에 걸쳐 판심부분의 주름이 관찰된다.

•       8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신발자국으로 보이는 오염이 있다.

•       내지에는 황색의 작은 얼룩이 산재해 있고 좌측 하단부의 오염이 심하다.

•         표지 속지는 별도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지를 속지로 사용하였다. 가제본 후 속지를 표지에 붙인 

후 장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奎18636 처리 전 앞표지 奎18636 처리 전 뒤표지 

변철로 인한 꺽임 표장 비단 들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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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       철장으로 장정되어 있고 변철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표면의 녹이 전체에 걸쳐 관찰되고 있다.

•       앞표지는 배접지가 유실되어 표장 비단만 남아있거나 배접지가 들떠서 분리된 부분도 있다.  

•       표지는 가장자리의 마모와 균열이 심하고 변색된 부분과 얼룩진 부분이 많다.

•       앞표지에 도서 분류를 위한 보라색 인장 및 먹으로 된 기록이 있다.

•       뒤표지는 변철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표장비단이 모두 유실되었다.

•       뒤표지가 내지보다 5mm정도 짧아 내지가 일부 드러나 있다.

•       앞표지부터 내지에 걸쳐 충해로 인한 터널형의 결손이 보인다.

•         내지는 침수로 인한 얼룩 및 황색의 얼룩이 전체 페이지에 걸쳐 관찰되며 뭉쳐진 풀 덩어리가 곳곳에 

남아있고 벌레 분비물과 곰팡이가 산재해 있는 상태이다.

•         내지 상단에 폭 2.5cm의 종이 띠가 덧대어져 있고 그 밑으로 붉은 안료(수성잉크로 추정)의 흔적이 

보인다.

•         판심부에 마모와 꺾임, 찢김과 결손 등의 손상이 있고 괘선을 그리기 위해 송곳으로 표시한 자국이 있다. 

•         표지 속지는 별도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내지를 속지로 사용하였다. 가제본 후 속지를 표지에 붙인 

후 장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철

얼룩

첨지 부착

신발 자국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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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735 처리 전 앞표지 奎18735 처리 전 뒷표지

표지 오염

판심부 손상

띠지 부착

표장 비단 분리

보풀

침수로 인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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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       지끈으로 가장정한 후 표지를 위에 붙인 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         앞, 뒤표지를 연결하기 위해 종이를 덧붙였으나 가장자리 부분이 거의 다 마모된 상태라 내지가 드러

나 있다.

•       앞표지에 도서정보를 기록한 수기 및 보라색 인장이 있는데 인장이 일부 번져있다.

•         표지와 내지 모두 침수로 인한 얼룩이 심하고 침수된 부분의 지력이 약화되어 균열과 마모가 진행되

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보풀과 곰팡이가 산재해 있다.

•       책의 개폐부의 가장자리가 말려있어 또 다른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앞표지에 연필과 하늘색 색연필로 기록해 놓은 흔적과 쪽색의 작은 종이 섬유가 부착된 것이 보이며 

상단에 붙어있는 첨지의 접착부가 반 정도 찢어져있다.

•         뒤표지에는 다른 책의 일부로 추정되는 종이가 얼룩진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침수

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뒤표지와 내지 마지막장 좌측 하단부는 일부 유실되었다.

奎18775 처리 전 앞표지 奎18775 처리 전 뒤표지 

첨지 부착 색연필로 기록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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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         표장비단은 성글게 직조된 견사직물을 사용하였는데 표지가 많이 열화되어 비단이 남아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       장정은 철장으로 변철의 일부분이 남아 있다.

•       표지의 변철 유실부분에 녹 얼룩이 다수 보인다.

•       앞표지 속지 왼쪽 하단에 도서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다. 

•       뒤표지는 균열과 꺾임이 심하고 하단 중앙을 중심으로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다수 관찰된다.

•       내지 판심 부위에 황색 얼룩과 먹 얼룩 등이 산재해 있다.

•       내지의 장정부분에 식물성 부착물이 다수 존재하고 각 장의 중심마다 주름이 있다.

개폐부 손상

쪽색 섬유 부착

침수로 인한 얼룩

결손부

표지 곰팡이 흔적

내지 곰팡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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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861 처리 전 앞표지 奎18861 처리 전 뒤표지

도서 분류를 위한 기록 및 인장

장정부 열화

표장 비단 유실

표지 마모

첨지 부착

황색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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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풀 장정부 식물성 부착물

4) 보존처리 과정

(1) 육안관찰

•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 : cm) 및 훼손상태와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       장정은 철장, 선장, 가장정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

•       표지는 평견직물, 문사직물, 사직물, 종이 등이 사용되었다.

•       앞표지에 도서정보를 먹으로 기록한 흔적과 보라색 인장이 있다.

(  라벨지,   오염부,   결손부,   꺽임,   변철,   장정끈)

奎18775 세부치수 측정

奎18775 세부치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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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432 육안관찰

奎18486 육안관찰

奎18458 육안관찰

奎18515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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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633 육안관찰

奎18735 육안관찰

奎18636 육안관찰

奎18775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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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       장정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를 분리하였으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라벨지는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무리하게 떼어내지 않았다.

•       철장본은 쇠톱을 사용하여 변철을 잘라낸 후 분리하였다.

•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는 내지에 붙어 있는 띠지를 분리하였다.

奎18636 해체 奎18636 해체

奎18861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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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 사진촬영

奎18432 해체 

넘버링

奎18636 해체奎18636 해체

奎18432 해체

(3) 사진촬영 및 넘버링

•       보존처리 전 유물의 크기, 결손부분,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 기록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C(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

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       사진촬영 및 넘버링 작업은 양안성책류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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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분석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섬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높이)는 자를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하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하

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

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기 

두께측정기 Peacock model H, 0.01×10mm jeweled, made in japan

휴대용현미경 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

색도측정기 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

pH측정기 HANNA HI4221, made in Romania

형광X선 성분분석기(XRF) Bench top model : SEA2220A 

 

산성도(pH) 측정

두께 측정

색도 측정

XRF 성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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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식 클리닝 및 박락방지 

•       붓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奎18432 표지 현미경 촬영

건식클리닝

奎18432 내지 현미경 촬영

박락방지 

(6) 습식클리닝 및 건조

습식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 마다 유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양안성책류는 지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

식 후 레이온지를 바로 제거하게 되면 글자가 있는 섬유가 붙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 후에 제

거하였다.

•       특수 제작된 미세구멍의 철망 위에 아크릴판을 약 15~20° 경사지게 올려놓는다.

•       레이온지 위에 유물(내지 1장)을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한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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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은 뒤 유물이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쳐 자연 건조

시킨다.

•       건조가 완료된 유물은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7) 판심 보강

•         판심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 얇은 한지를 0.5~0.7cm 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자른 띠

지로 보강하였다. 

판심보강용 한지 정보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8) 결손부 메움

•         내지의 지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지와 가장 근접하게 제작된 메움용 한지를 사용해 발끈폭, 발촉

수 및 두께를 맞추어 처리하였다. 

•       접착용 풀은 2개월 정도 숙성시킨 풀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증류수 분무

남은 오염물 흡수

붓을 이용해 오염물 세정

유물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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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부 메움 결손부 메움 후

사용된 메움지 정보

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18432 18 외발/목판/도침(4-5) 0.12-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奎18735

12 외발/목판/소다회 0.09-0.10 6.47 90.01 1.02 11.18 0.10Y 8.89 1.56

13 외발/철판/도침(4-5) 0.10 6.54 88.17 1.25 13.57 0.17Y 8.70 1.91

14 외발/목판/도침(4-5) 0.10-0.13 6.61 90.07 1.12 11.74 0.01Y 8.9 1.65

15 외발/철판/소다회 0.10-0.12 6.50 88.06 1.25 14.05 0.22Y 8.69 1.98

16 외발/철판/소다회 0.10-0.12 6.52 88.45 1.35 13.77 0.03Y 8.73 1.95

17 외발/목판/도침(4-5) 0.10-0.13 6.56 89.93 1.07 11.55 0.07Y 8.88 1.62

18 외발/목판/도침(4-5) 0.12-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19 외발/목판/도침(4-5) 0.11-0.13 7.06 90.81 0.91 10.39 0.15Y 8.97 1.44

20
외발/목판/ 
도침(4-5)/육재 0.15-0.16 6.83 89.24 1.21 11.98 9.95YR 8.81 1.70

奎18775

7 외발/목판/소다회 0.14-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30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0 7.09 87.58 1.58 12.77 9.70YR 8.64 1.86

奎18861 20
외발/목판/ 
도침(4-5)/육재 0.15-0.16 6.83 89.24 1.21 11.98 9.95YR 8.8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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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름펴기 및 외곽선 정리

•       원상태의 밀도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낱장마다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한다. 

•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순으로 놓고 그 위에 유물을 올린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려놓는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어 건조하였다.

•       건조된 유물은 밖으로 노출된 메움지를 제거하여 외곽선을 정리하였다.

수분 분무

외곽선 정리

유물 펴기

외곽선 정리

(10) 표지처리

①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배접지 제거

•       표지와 표지 속지를 분리한 후 각각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       라벨지와 표제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교액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레이온지를 앞·뒷면에 대고 유물을 편 후 증류수를 붓으로 도포하여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흡습지에 

스며나가도록 하였다. 

•       습식클리닝 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표지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메움지 제거 후 흡습지를 사용하여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자연 건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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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지 배접지 염색

•         유물은 오랜 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어 가공되지 않은 종이로 배접하면 유물의 색상이 달라지거

나 생경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리나무 열매로 묽게 천연염색 하여 명도와 채도를 낮춘 후 배접에 

사용하였다.

•         염색은 청색에서 청녹색 색상을 띄는 천연유기 안료인 오리나무 열매와 쪽을 사용하였으며 매염제로

는 오리나무 열매에는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염제를 쪽에는 잿물을 사용하였다.

•         유기안료 염색은 동일한 염액과 매염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 중 환경(온도, 습도, 광원 등)과 물리적 환경

(염색 시 붓질의 세기 등)에 색상차가 나게 되므로 필요한 배접지 양보다 많은 양을 염색하여 준비하였다. 

도서 라벨지 박락방지

표지 배접지 제거

표지 습식클리닝 

표지 배접지 제거

(a) 奎18432 표지 (b) 奎18633문사직물 (c) 奎18861 사직물 (d) 奎18458 견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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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 배접 및 건조

•       염색한 배접지를 사용하여 표지를 1차 배접 후 건조시키고, 표지의 두께에 따라 2~3차 배접을 하였다.

•       표지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신풀을 사용하여 배접지와 접착이 잘 되도록 하였다.

배접지 염색

표지 메움 직물 쪽 염색

배접지 풀칠

유물과 표지 메움 직물 색비교

오리나무목 염액

표지 1차 배접 



    17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④ 표지 메움

•       메움용 직물 염색 - 유물 색상에 따라 쪽으로 천연염색 한 후 사용한다. 

•         메움용 직물 배접 - 직물 전면에 수분을 주어 씨실과 날실의 수평을 맞춘 후 충분한 접착력이 있는 

신풀을 사용해 배접하였다.

•         표지 메움 - 같은 직물 안에서도 직조상태에 따라 밀도나 실의 굵기, 씨실과 날실의 수평과 수직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손부 주변의 직조 상태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부분을 선정해 사용하

였다. 결손부 형태와 동일한 크기로 메움용 직물을 자른 후 신풀을 사용하여 메움하였다. 긁힘, 마모 

등의 손상이 심한 유물을 메움할 때는 사포로 직물을 밀어 손상을 준 후 사용해 유물과 분위기를 

맞추었다.

•       표지 색맞춤 - 결손부 메움한 부분을 유물색의 약 80% 정도로 색맞춤 하였다. 

표지 메움 직물 배접 색맞춤

⑤ 가표지 제작

•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은 표지의 훼손이 심하고 표장 비단이 

대부분 유실되어 가표지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표장 비단으로 사용된 사직물을 직조 전문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섬유전공 심연

옥 교수)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       직조된 사직물과 배접지로 사용할 종이를 유물 색상에 맞추어 쪽으로 염색한 후 신풀로 배접하였다.

•         표제는 유물위에 투명필름을 얹어 표제를 전사한 후, 투명필름 위에 배접된 사직물을 얹고 라이트를 

비추어 가며 전사한다.

•         전사가 완료된 사직물을 접어 가표지를 만들고 유물에 부착되어 있던 도서 라벨지를 분리하여 완성

된 가표지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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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물 배접

사직물 직조

투명필름에 표제 전사

배접된 사직물과 유물 비교

직조된 사직물

사직물에 표제 전사

(11) 처리 후 사진 및 가제본

•       처리 전 사진 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처리 후 사진 촬영을 위해 넘버링을 제거해 주었으며, 사진촬영이 끝나는 각권마다 순

서가 바뀌지 않도록 지끈을 만들어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       처리 후 사진촬영은 양안성책류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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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수

•         보존처리 된 실제 유물과 보존 처리 전 사진촬영 된 유물사진을 대조해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기록하였다.

일  시 :   1차검수 - 2014년 1월 9~10일 

2차검수 - 2013년 1월 21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검수자 : 김은주(서울대 국사학과), 이현욱(서울대 국사학과)

내지 맞추기

검수 과정 

가장정

검수 과정  

① 검수내용 분류

검수결과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A - 보풀 B - 이물질 C - 메움, 판심 D - 글자, 배접지

    



18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E - 첨지 F - 주름 G - 제본, 장정 H - 기타

    

② 검수 세부내용 및 수정 사항

양안성책류 9책(총 95매)에 대해 총 7건이 기록되었다. 

이 중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45의 검수내용 6개 항목은 모두 수성안료의 번짐으로 수

정이 불가하였다. 반입 당시 장기간 침수로 인해 안료가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유물의 산화가 매우 심해 습

식클리닝을 진행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여러 번 박락방지를 실시하였는데 박락 방지를 하는 것

만으로도 수성안료가 아교액에 번지게 되었다. 소장처에 유물의 수정이 불가함을 알리고 회의를 통해 기

록으로 남겨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

공전타량성책』 奎18633,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奎18636,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

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은 기록사항이 없어 1차 검수에서 마무리 하였다.

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432

3A.B C 판심 찢어진 부분,결손부 보완 要
판심이 찢어진 곳을 띠지로 보강하고 

결손부를 메움하였다. 

7A C 하단(판심 근처) 종이 배접 접착 떨어짐.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5B 기타 왼쪽 면, 상단 가장자리 번짐 수정 불가

6A.B 기타 광곽 위 붉은 선 번짐 수정 불가

13A 기타 광곽 위 붉은 선 번짐 수정 불가

24A.B 기타 광곽 위 붉은 선 번짐 수정 불가

28A.B 기타 광곽 위 붉은 선 번짐 수정 불가

29A.B 기타 광곽 위 붉은 선 번짐 수정 불가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6B 기타 왼쪽 상단 종이 접착 떨어짐(본지)  들뜬 내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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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정

•       양안성책류는 각 자료별로 가장정, 선장, 철장 등 장정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유물이 입고되던 당시의 장정 형태를 유지하여 재장정 하기로 하였다.

•       장정은 초기제작 때 묶은 원래의 형태와 이전 수리 때 뚫은 장정 구멍을 기본으로 하였다. 

•       선장본은 가제본된 책의 내지 위에 표지를 맞추고 소목으로 염색한 장정끈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         철장본은 변철 제작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여창기)가 직접 장정하였다. 가제본된 책

의 내지 위에 표지를 붙이고 제작된 변철 구멍과 장정 구멍을 맞춘 후 금구를 박아 고정하였다.

철장 과정

마무리

철장 후

처리 후 실측

(14) 마무리

•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다.  

•         장정 후 표지 앞·뒷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때 촬영 조건은 처리 전 사진 촬영시 조건과 동

일하게 하였다.

•       처리 후 실측 및 보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처리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         변철이 있는 철장본 5책(『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성책』 奎18486,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

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

18861)은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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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처리 전·후 분석 결과

(1) 표면 상태 관찰

『양안성책류』9책의 전체적인 표면 상태는 ‘표지’에서는 S꼬임의 평직물 및 Z꼬임의 익직물(『성천부안부

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함경도문천군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

18636)을 사용하였으며,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섬유의 절단과 손상을 

동반한 피브릴화와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내지’에서는 종이의 비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화된 잔존 상태

를 확인하였고, 필사일 경우에는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일 경우에는 먹의 농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

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오동나무 상자 보관 오동나무 상자 보관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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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 내지 5,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4, 18.5x표지 4, 1.6x 표지 5, 1.6x 표지 5,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2, 18.5x 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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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타량성책』 奎18458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타량성책』 奎18458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8.5x 내지 7, 1.6x 내지 8, 1.6x 내지 8,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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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지 (b) 표지

내지 9, 18.5x

표지 4, 18.5x

표지 2, 18.5x

표지 6, 18.5x 

표지 8, 18.5x 

내지 9, 1.6x

표지 4, 1.6x 

표지 2, 1.6x 

표지 6, 1.6x 

표지 8, 1.6x 

표지 1, 1.6x

표지 5, 1.6x 

표지 3, 1.6x

표지 7, 1.6x

표지 1, 18.5x

표지 5, 18.5x

표지 3, 18.5x

표지 7, 18.5x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성책』 奎1848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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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성책』 奎1848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표지 3, 18.5x 표지 3, 1.6x 표지 4, 1.6x 표지 4,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1, 18.5x 표지 1, 1.6x 표지 2, 1.6x 표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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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a) 내지 (b) 표지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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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부안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표지 8, 1.6x 표지 8, 18.5x

표지 2, 18.5x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6, 18.5x표지 6, 1.6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4, 18.5x표지 4, 1.6x 표지 5, 1.6x 표지 5, 18.5x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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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부안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3, 18.5x  표지 3, 1.6x 표지 4, 1.6x 표지 4,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내지 8, 1.6x 내지 8,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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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내지 1, 18.5x 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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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5, 18.5x

내지 3, 18.5x

내지 9, 18.5x 

표지 4, 18.5x

내지 7, 18.5x

표지 2,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내지 5, 1.6x

내지 3, 1.6x

내지 9, 1.6x 

표지 4, 1.6x

내지 7, 1.6x

표지 2, 1.6x

표지 7, 1.6x 표지 7, 18.5x

내지 6, 1.6x 

내지 4, 1.6x

표지 1, 1.6x

표지 5, 1.6x

내지 8, 1.6x 

표지 3, 1.6x

내지 6, 18.5x

내지 4, 18.5x

표지 1, 18.5x

표지 5, 18.5x 

내지 8, 18.5x

표지 3,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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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8.5x 내지 7, 1.6x 내지 8, 1.6x 내지 8,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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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표지 6, 18.5x표지 6, 1.6x

내지 9, 18.5x내지 9,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4, 18.5x표지 4, 1.6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2, 18.5x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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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9, 18.5x내지 9,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8.5x내지 7, 1.6x 내지 8, 1.6x 내지 8,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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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의 표면 상태 위치

표지 6, 18.5x 

표지 4, 18.5x

내지 1, 1.6x 

표지 8, 1.6x

내지 1, 18.5x 

표지 8, 18.5x

표지 6, 1.6x 

표지 4, 1.6x

내지 2, 1.6x 

표지 9, 1.6x

내지 2, 18.5x

표지 9, 18.5x

표지 7, 1.6x

표지 5, 1.6x 

표지 7, 18.5x 

표지 5, 18.5x

(a) 내지 (b) 표지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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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5, 18.5x

내지 3, 18.5x 

표지 2, 18.5x 

표지 6, 18.5x

내지 7, 18.5x 

표지 4, 18.5x 

표지 8, 1.6x  표지 8, 18.5x 

내지 5, 1.6x

내지 3, 1.6x 

표지 2, 1.6x  

표지 6, 1.6x 

내지 7, 1.6x

표지 4, 1.6x 

표지 9, 1.6x 표지 9, 18.5x 

내지 6, 1.6x

내지 4, 1.6x 

표지 3, 1.6x 

표지 7, 1.6x 

표지 1, 1.6x

표지 5, 1.6x

내지 6, 18.5x

내지 4, 18.5x

표지 3, 18.5x 

표지 7, 18.5x  

표지 1, 18.5x 

표지 5,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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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적 특성

양안성책류 9책의 섬유조성 및 형태는 내지, 표지, 장정끈(『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

18458)에서 조사하였다.

내지와 표지 1책(『재령군우리방소내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은 닥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적갈색, 연회색을 띄었으며, 섬유 형태는 투명막, 마디, 단층이 존재하였다. 전체적

으로 섬유의 피블릴화, 팽윤, 길이방향의 크랙 등 손상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표지와 장정끈에 사용된 직물은 견섬유로 표면이 매끄럽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C-stain 시험에서 대부분 연한황색에서 회색을 띄었다. 그러나 용제를 이용해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못

해 표면의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 점이 식별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섬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단면도 

함께 관찰되지 못한 점은 종합적 감별결과를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지 10, 18.5x 

표지 12, 18.5x 표지 12, 1.6x

표지 10, 1.6x 표지 11, 1.6x 표지 11, 18.5x  

奎18432, 내지

奎18458 , 내지

奎18432, 표지

奎18458, 표지 奎18458, 장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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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486, 내지

奎18515, 내지 

奎18633, 내지 

奎18735, 내지

奎18636, 내지

奎18486, 표지

奎18515, 표지 

奎18633, 표지

奎18735, 표지

奎18636,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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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물성 및 산성도, 색도

①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성책』 奎18482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성책』 奎18482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9.95cm, 세로 크기는 평균 49.45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6cm로 나타났고, 발초수는 평균 

14.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6mm로 나타났고, 무게는 평균 18.29g, 평량은 평균 61.69g/

m2, 밀도는 평균 0.40g/cm3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

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0.86g, 

평량이 -2.97g/m2, 밀도가 0.01g/cm3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9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9.9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5.19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20.84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

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05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

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奎18775, 내지 奎18775, 표지 

奎18861, 내지 奎18861,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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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성책』 奎18482의 분석 위치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공흥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18432)

1 공흥1 처리
전

59.90 49.40 2.0 14 0.14 17.15 57.96 0.41 6.13 79.23 4.87 19.90 8.53YR 7.78 3.29 

0.02 0.14 

처리

후

59.90 49.50 2.0 14 0.12 16.25 54.81 0.46 6.57 78.94 4.33 17.71 8.53YR 7.75 2.92 

0.01 0.04 

2 공흥2 처리
전

60.00 49.50 1.1 14 0.17 19.43 65.42 0.38 6.24 78.70 5.51 21.79 8.45YR 7.73 3.62 

0.06 0.15 

처리

후

60.00 49.50 1.1 14 0.17 18.60 62.63 0.36 6.60 80.55 4.47 18.29 8.45YR 7.92 3.03 

0.03 0.02 

sheet ave 처리

전

59.95 49.45 1.6 14.0 0.16 18.29 61.69 0.40 6.19 78.96 5.19 20.84 8.48YR 7.79 3.45 

sheet std 0.07 0.07 0.02 1.61 5.28 0.03 0.08 0.37 0.45 1.34 

sheet ave 처리

후

59.95 49.50 1.6 14.0 0.15 17.43 58.72 0.41 6.58 79.74 4.40 18.00 8.49YR 7.83 2.97

sheet std 0.07 0.00 0.04 1.66 5.53 0.07 0.02 1.14 0.10 0.41 

(a) 공홍-1 (b) 공홍-2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성책』 奎18482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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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奎18458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奎18458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3.55cm, 세로 크기

는 평균 49.48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4cm, 발초수는 평균 12.3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20mm, 무게는 평균 44.30g, 평량은 평균 121.73g/m2, 밀도는 평균 0.62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두께 변화가 없

었으며, 무게가 -0.28g, 평량이 3.26g/m2, 밀도가 -0.02g/cm3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20정도 향

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6.3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91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64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0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의 분석 위치

(c) 진안현-3

(a) 진안현-1 (b) 진안현-2

(d) 진안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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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타량성책(18458)

1 진안

현-1
처리

전

73.50 49.50 2.5 12 0.21 44.10 121.21 0.59 6.15 86.08 2.89 16.06 9.04YR 8.49 2.47 

0.03 0.02 

처리

후

73.50 49.50 2.5 12 0.21 42.64 117.20 0.57 6.44 89.44 1.79 12.31 9.23YR 8.83 1.81 

0.03 0.08 

2 진안

현-2
처리

전

73.50 49.50 2.5 12 0.20 43.62 119.89 0.61 6.21 86.48 2.98 16.95 9.12YR 8.53 2.59 

0.02 0.02 

처리

후

73.40 49.40 2.5 12 0.20 42.37 116.85 0.59 6.35 88.92 2.17 14.01 9.14YR 8.78 2.09 

0.02 0.02 

3 진안

현-3
처리

전

73.60 49.50 2.3 12 0.19 44.00 120.77 0.65 6.23 85.73 3.12 17.42 9.13YR 8.45 2.68 

0.02 0.02 

처리

후

73.50 49.40 2.3 12 0.19 42.83 117.96 0.63 6.44 88.35 2.15 14.54 9.32YR 8.72 2.16 

0.02 0.09 

4 진안

현-4
처리

전

73.60 49.40 2.3 13 0.19 45.46 125.03 0.65 6.24 87.14 2.65 16.15 9.23YR 8.60 2.44 

0.01 0.01 

처리

후

73.50 49.40 2.3 13 0.20 44.25 121.87 0.62 6.43 89.00 1.89 13.64 9.34YR 8.79 2.01 

0.02 0.13 

sheet ave 처리
전

73.55 49.48 2.4 12.3 0.20 44.30 121.73 0.62 6.21 86.36 2.91 16.64 9.14YR 8.52 2.54 

sheet std 0.06 0.05 0.01 0.80 2.27 0.03 0.04 0.60 0.20 0.65 

sheet ave 처리
후

73.48 49.43 2.4 12.3 0.20 43.02 118.47 0.60 6.41 88.93 2.00 13.63 9.25YR 8.78 2.02 

sheet std 0.05 0.05 0.01 0.84 2.31 0.03 0.04 0.45 0.19 0.95 

③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62.25cm, 세로 크기

는 평균 46.35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6cm,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4mm, 무게는 평균 17.68g, 평량은 평균 61.28g/m2, 밀도는 평균 0.45g/cm3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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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0.65g, 평

량이 2.32g/m2, 밀도가 0.03g/cm3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5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8.17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05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50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53으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타량성책』 奎18486의 분석 위치

(c) 순천현-5

(a) 순천현-1 (b) 순천현-2

(d) 순천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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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타량성책』 奎1848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성책(18486)

1 순천

현-1
처리

전

62.20 46.40 1.6 15 0.10 16.70 57.86 0.58 6.21 88.27 1.74 16.01 0.30Y 8.71 2.29 

0.02 0.04 

처리

후

62.30 46.40 1.6 15 0.10 16.11 55.73 0.54 6.42 89.85 1.13 12.37 0.09Y 8.87 1.73 

0.02 0.19 

2 순천

현-2
처리

전

62.20 46.40 1.6 15 0.18 16.73 57.97 0.33 6.19 89.31 1.28 15.98 0.41Y 8.82 2.23 

0.06 0.02 

처리

후

62.10 46.40 1.6 15 0.11 16.15 56.05 0.51 6.39 90.78 0.73 12.03 0.58Y 8.97 1.64 

0.00 0.14 

3 순천

현-5
처리

전

62.30 46.30 1.6 15 0.16 18.40 63.79 0.41 6.25 87.36 2.69 17.16 9.37YR 8.62 2.57 

0.01 0.01 

처리

후

62.40 46.30 1.6 15 0.15 17.68 61.20 0.40 6.84 89.56 1.45 12.88 9.76YR 8.84 1.84 

0.01 0.15 

4 순천

현-6
처리

전

62.30 46.30 1.6 15 0.13 18.89 65.49 0.49 6.21 87.74 2.52 16.85 9.45YR 8.66 2.51 

0.01 0.02 

처리

후

62.30 46.40 1.6 15 0.13 18.17 62.86 0.47 6.61 89.68 1.40 12.45 9.67YR 8.86 1.72 

0.01 0.30 

sheet ave 처리

전

62.25 46.35 1.6 15.0 0.14 17.68 61.28 0.45 6.22 88.17 2.05 16.50 9.80YR 8.70 2.40 

sheet std 0.06 0.06 0.03 1.13 3.94 0.11 0.02 

sheet ave 처리

후

62.28 46.38 1.6 15.0 0.13 17.03 58.96 0.48 6.57 89.97 1.18 12.43 0.03Y 8.89 1.75 

sheet std 0.13 0.05 0.02 1.06 3.61 0.06 0.21 0.55 0.33 0.35 

④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6.00cm, 세로 크기는 

평균 47.00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5cm, 발초수는 평균 18.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4mm, 무게는 평균 24.06g, 평량은 평균 67.33g/m2, 밀도는 평균 0.50g/cm3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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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무게가 0.49g, 평량이 1.55g/m2, 밀도가 0.00g/cm3으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0정도 향상되어 나타

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6.4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60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8.21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33으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의 분석 위치

(c) 문화현-6

(a) 문화현-1 (b) 문화현-2

(d) 문화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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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18515)

1 문화

현-1
처리

전

76.30 47.00 1.3 18 0.12 26.03 72.59 0.62 6.22 86.27 2.62 18.19 9.68YR 8.51 2.71 

0.01 0.01 

처리후 76.20 46.90 1.3 18 0.12 25.03 70.04 0.58 6.46 88.79 1.70 14.49 9.76YR 8.77 2.09 

0.01 0.14 

2 문화

현-2
처리

전

76.00 47.00 1.3 18 0.17 25.85 72.37 0.42 6.23 86.10 2.89 19.03 9.59YR 8.49 2.86 

0.05 0.01 

처리

후

76.00 46.90 1.3 18 0.15 24.91 69.89 0.48 6.57 89.17 1.59 14.26 9.79YR 8.80 2.04 

0.03 0.07 

3 문화

현-6
처리

전

75.90 47.00 1.5 18 0.14 22.28 62.46 0.46 6.21 87.35 2.30 17.71 9.81YR 8.62 2.60 

0.03 0.03 

처리

후

75.90 46.90 1.5 18 0.15 24.13 67.79 0.46 6.48 89.40 1.56 13.92 9.76YR 8.83 1.99 

0.02 0.04 

4 문화

현-7
처리

전

75.80 47.00 1.7 18 0.12 22.06 61.92 0.52 6.16 85.97 2.59 17.90 9.64YR 8.48 2.65 

0.02 0.01 

처리

후

75.70 47.00 1.7 18 0.15 24.13 67.82 0.46 6.48 86.90 2.17 15.47 9.67YR 8.57 2.29 

0.02 0.04 

sheet ave 처리

전

76.00 47.00 1.5 18.0 0.14 24.06 67.33 0.50 6.20 86.42 2.60 18.21 9.69YR 8.52 2.71 

sheet std 0.22 0.00 0.03 2.18 5.94 0.09 0.03 0.63 0.24 0.59 

sheet ave 처리

후

75.95 46.93 1.5 18.0 0.14 24.55 68.88 0.50 6.50 88.56 1.76 14.54 9.57YR 8.57 2.29 

sheet std 0.21 0.05 0.01 0.49 1.25 0.06 0.05 1.14 0.28 0.67 

⑤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3.58cm, 세로 크기는 평균 32.28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6cm,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

타났다. 두께는 평균 0.12mm, 무게는 평균 11.03g, 평량은 평균 50.19g/m2, 밀도는 평균 0.42g/m2로 나타

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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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3mm, 무게가 2.47g, 평량

이 6.78g/m2, 밀도가 0.21g/cm3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58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

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4.2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8.84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5.24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등철노응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의 분석 위치

(a) 성천부안-1

(c) 성천부안-3

(b) 성천부안-2

(d) 성천부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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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등철노응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18633)

1 성천부

안-1
처리

전

54.40 40.30 1.6 15 0.13 14.05 64.09 0.48 6.07 83.51 3.17 19.02 9.49YR 8.22 2.93 

0.02 0.01 

처리

후

55.10 43.00 1.6 15 0.10 14.74 62.21 0.64 6.39 86.38 2.24 14.49 9.33YR 8.52 2.18 

0.01 0.13 

2 성천부

안-2
처리

전

54.50 40.30 1.6 15 0.11 10.42 47.44 0.44 6.05 84.68 3.06 19.00 9.50YR 8.34 2.90 

0.06 0.00 

처리

후

55.10 42.90 1.6 15 0.10 14.33 60.62 0.63 6.59 87.20 1.96 15.04 9.67YR 8.60 2.21 

0.01 0.17 

3 성천부

안-3
처리

전

54.50 40.40 1.6 15 0.12 10.77 48.91 0.41 6.01 84.19 2.73 18.79 9.78YR 8.29 2.84 

0.01 0.01 

처리

후

55.20 43.10 1.6 15 0.08 11.00 46.24 0.60 6.59 87.26 1.71 14.17 9.76YR 8.61 2.06 

0.01 0.08 

4 성천부

안-4
처리

전

54.50 40.40 1.6 15 0.12 8.88 40.33 0.33 6.02 84.73 3.10 18.73 9.43YR 8.35 2.87 

0.02 0.01 

처리

후

55.00 43.00 1.6 15 0.10 13.91 58.82 0.61 6.93 87.19 2.00 14.47 9.51YR 8.60 2.14 

0.01 0.13 

sheet ave 처리

전

43.58 32.28 1.6 15.0 0.12 11.03 50.19 0.42 6.04 84.28 3.02 18.88 9.54Y 8.30 2.89 

sheet std 0.05 0.06 0.01 2.17 9.99 0.07 0.01 0.57 0.20 0.15 

sheet ave 처리

후

55.10 43.00 1.6 15.0 0.09 13.50 56.97 0.62 6.62 87.01 1.98 14.54 9.57YR 8.58 2.14 

sheet std 0.08 0.08 0.01 1.70 7.29 0.02 0.23 0.42 0.22 0.36 

⑥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5.65cm, 

세로 크기는 평균 42.00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3cm, 발초수는 평균 13.00개/寸로 나타났다. 두

께는 평균 0.15mm, 무게는 평균 17.07g, 평량은 평균 72.88g/m2, 밀도는 평균 0.52g/m2로 나타났다. 두께

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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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

며, 무게가 -0.75g, 평량이 -2.91g/m2, 밀도가 -0.03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52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7.8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1.07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5.78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62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의 분석 위치

(a) 문천군-1

(c) 문천군-7 (d) 문천군-8

(b) 문천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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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제위전답개타량성책(18636)

1 문천

군-1
처리

전

55.90 41.90 2.3 13 0.18 17.19 73.39 0.41 6.07 85.21 1.05 13.92 0.58Y 8.40 1.97 

0.05 0.01 

처리

후

55.80 41.80 2.3 13 0.17 16.42 70.40 0.41 6.58 81.00 3.65 16.55 8.72YR 7.96 2.69 

0.05 0.01 

2 문천

군-2
처리

전

55.60 42.00 2.3 13 0.14 16.35 70.02 0.49 6.05 88.44 1.28 16.68 0.55Y 8.73 2.34 

0.03 0.00 

처리

후

55.80 41.80 2.3 13 0.13 15.68 67.23 0.50 6.55 86.78 2.31 14.55 9.24YR 8.56 2.19 

0.02 0.01 

3 문천

군-7
처리

전

55.50 42.00 2.3 13 0.13 17.03 73.06 0.56 6.01 88.34 1.20 16.36 0.60Y 8.72 2.29 

0.01 0.01 

처리

후

55.50 42.00 2.3 13 0.13 16.33 70.06 0.54 6.56 87.66 2.38 14.67 9.14YR 8.65 2.21 

0.01 0.01 

4 문천

군-8
처리

전

55.60 42.10 2.3 13 0.15 17.69 75.57 0.52 6.02 89.56 0.77 16.16 0.97Y 8.84 2.21 

0.01 0.01 

처리

후

55.50 42.00 2.3 13 0.14 16.83 72.20 0.50 6.55 83.74 3.48 16.99 8.83YR 8.25 2.70 

0.01 0.01 

sheet ave 처리

전

55.65 42.00 2.3 13.0 0.15 17.07 72.88 0.52 6.04 87.88 1.07 15.78 0.70Y 8.67 2.20 

sheet std 0.17 0.08 0.02 0.55 2.29 0.06 0.03 

sheet ave 처리

후

55.65 41.90 2.3 13.0 0.15 16.32 69.97 0.49 6.56 84.80 2.95 15.69 8.98YR 8.36 2.44 

sheet std 0.17 0.12 0.02 0.48 2.06 0.06 0.01 3.04 0.71 1.26 

⑦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64.20cm, 세로 크기는 

평균 48.12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3cm,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3mm, 무게는 평균 20.72g, 평량은 평균 67.08g/m2, 밀도는 평균 0.52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

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산성도의 변화가 0.17로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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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3.91로 나타났고, a*는 평균 4.65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9.5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5.24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분석 위치

(a) 송화현-1 (b) 송화현-2

(c) 송화현-10 (d) 송화현-20 

(e) 송화현-30 (f) 송화현-31



21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15735)

1 송화

현-1
처리

전

- - - - 0.18 - - - 6.26 70.00 4.64 19.10 9.02YR 6.84 3.11 

0.01 0.03 

처리

후

64.40 48.00 2.3 15 0.14 19.21 62.14 0.45 6.41 74.42 4.11 17.99 8.99YR 7.29 2.91 

0.02 0.02 

2 송화

현-2
처리

전

- - - - 0.12 - - - 6.22 76.03 4.26 19.18 9.03YR 7.45 3.10 

0.01 0.01 

처리

후

64.20 48.10 2.2 15 0.11 17.94 58.10 0.51 6.44 80.86 3.36 18.29 9.32YR 7.95 2.89 

0.01 0.03 

3 송화

현-10
처리

전

- - - - 0.12 - - - 6.30 76.87 4.32 19.21 8.94YR 7.54 3.12 

0.02 0.00 

처리

후

64.20 48.10 2.3 15 0.13 20.65 66.87 0.53 6.45 83.46 3.26 17.36 9.10YR 8.22 2.72 

0.02 0.01 

4 송화

현-20
처리

전

- - - - 0.12 - - - 6.31 75.91 4.43 19.76 8.80YR 7.85 3.22 

0.01 0.02 

처리

후

64.20 48.10 2.3 15 0.12 20.66 66.90 0.56 6.42 82.21 3.84 19.10 9.02YR 8.09 3.05 

0.00 0.02 

5 송화

현-30
처리

전

- - - - 0.16 - - - 6.27 76.33 5.03 20.11 8.61YR 7.48 3.32 

0.02 0.01 

처리

후

64.20 48.20 2.3 15 0.15 23.32 75.36 0.51 6.43 80.62 4.22 18.48 8.69YR 7.93 3.02 

0.01 0.01 

6 송화

현-31
처리

전

- - - - 0.15 - - - 6.23 68.31 5.25 19.79 8.76YR 6.67 3.27 

0.01 0.01 

처리

후

64.00 48.20 2.2 15 0.14 22.55 73.10 0.53 6.48 72.44 5.20 19.61 8.61YR 7.09 3.25 

0.01 0.00 

sheet ave 처리

전

- - - - 0.14 - - - 6.27 73.91 4.65 19.52 8.90YR 7.24 3.18 

sheet std 0.03 0.04 

sheet ave 처리

후

64.20 48.12 2.3 15.0 0.13 20.72 67.08 0.52 6.44 79.00 4.00 18.47 8.93YR 7.76 2.99 

sheet std 0.01 2.01 6.48 0.03 0.02 4.48 0.70 0.80 

⑧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6.10cm, 세로 크기는 평균 35.14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7cm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7mm, 

무게는 평균 20.47g, 평량은 평균 76.59g/m2, 밀도는 평균 0.44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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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

며, 무게가 -1.05g, 평량이 -4.57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8로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9.9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5.19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20.84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6.46으로 나타났

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매우 눈에 띄는 정도(sharp 

differenc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의 분석 위치

(a) 재령군-1 (b) 재령군-2

(c) 재령군-10 (d) 재령군-20

(e) 재령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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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18775)

1 재령

군-1
처리

전

75.30 35.20 1.7 0.20 20.85 78.66 0.39 6.20 84.94 3.74 18.46 8.85YR 8.37 2.91 

0.02 0.03 

처리

후

76.50 35.20 1.7 0.19 19.51 72.45 0.37 6.56 88.09 2.46 13.77 8.81YR 8.69 2.10 

0.02 0.04 

2 재령

군-2
처리

전

75.10 35.20 1.7 0.19 22.20 83.98 0.44 6.21 84.30 4.02 19.59 8.86YR 8.30 3.10 

0.03 0.01 

처리

후

76.50 35.30 1.7 0.18 20.97 77.65 0.43 6.56 87.96 2.77 14.49 8.69YR 8.68 2.24 

0.01 0.01 

3 재령

군-10
처리

전

76.60 35.20 1.7 0.16 21.09 78.22 0.50 6.21 86.53 2.84 18.78 9.57YR 8.53 2.82 

0.03 0.02 

처리

후

76.60 35.20 1.7 0.15 20.03 74.29 0.51 6.56 88.88 2.08 14.65 9.37YR 8.77 2.16 

0.02 0.03 

4 재령

군-20
처리

전

77.00 35.00 1.6 0.17 18.83 69.87 0.40 6.14 85.27 3.01 18.95 9.52YR 8.40 2.88 

0.01 0.01 

처리

후

77.20 35.00 1.6 0.16 18.11 67.02 0.42 6.58 89.31 1.53 13.69 9.76YR 8.82 1.96 

0.02 0.03 

5 재령

군-21
처리

전

76.50 35.10 1.6 0.15 19.39 72.21 0.49 6.12 83.90 3.27 19.78 9.49YR 8.26 3.04 

0.05 0.03 

처리

후

76.60 35.10 1.6 0.15 18.46 68.66 0.47 6.57 89.75 1.24 13.77 0.10Y 8.86 1.93 

0.05 0.02 

sheet ave 처리

전

76.10 35.14 1.7 0.17 20.47 76.59 0.44 6.18 84.99 3.38 19.11 9.26YR 8.38 2.95 

sheet std 0.85 0.09 0.02 1.36 5.61 0.05 0.04 1.01 0.49 0.56 

sheet ave 처리

후

76.68 35.16 1.7 0.17 19.42 72.02 0.44 6.56 88.80 2.02 14.08 9.32YR 8.77 2.08 

sheet std 0.29 0.11 0.02 1.16 4.28 0.05 0.01 0.77 0.63 0.46 

⑨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60.13cm, 세로 크기는 평균 45.50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0cm,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

타났다. 두께는 평균 0.18mm, 무게는 평균 19.76g, 평량은 평균 72.95g/m2, 밀도는 평균 0.42g/m2로 나타

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0.78g, 평

량이 -3.54g/m2, 밀도가 0.01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12로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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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9.9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5.19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20.84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5.78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의 분석 위치

(a) 진위현-1 (b) 진위현-2

(c) 진위현-5 (d) 진위현-10

(e) 진위현-11 (f) 진위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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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18861)

1 진위

현-1
처리

전

60.20 45.60 2.0 15 0.17 18.34 66.81 0.39 6.22 82.20 3.24 18.00 9.30YR 8.09 2.83 

0.04 0.03 

처리

후

60.10 45.60 2.0 15 0.15 18.06 65.90 0.45 6.36 86.46 2.03 14.87 9.61YR 8.53 2.20 

0.04 1.81 

2 진위

현-2
처리

전

60.10 45.60 2.0 15 0.16 20.53 74.91 0.48 6.18 81.67 3.95 20.51 9.19YR 8.03 3.26 

0.05 0.01 

처리

후

60.10 45.50 2.0 15 0.14 18.18 66.48 0.49 6.27 87.30 2.04 15.09 9.61YR 8.61 2.22 

0.03 0.11 

3 진위

현-5
처리

전

60.30 45.50 2.0 15 0.17 21.24 77.42 0.45 6.19 84.24 3.22 17.77 9.06YR 8.30 2.67 

0.01 0.02 

처리

후

60.30 45.50 2.0 15 0.17 19.52 71.15 0.41 6.24 87.37 2.27 15.41 9.43YR 8.62 2.29 

0.01 0.02 

4 진위

현-10
처리

전

60.10 45.50 2.0 15 0.21 20.26 74.09 0.35 6.16 82.32 3.97 19.21 8.87YR 8.20 3.06 

0.01 0.06 

처리

후

60.10 45.40 2.0 15 0.21 20.61 75.53 0.37 6.28 86.64 2.67 14.93 8.97YR 8.54 2.29 

0.02 0.07 

5 진위

현-11
처리

전

60.10 45.40 2.0 15 0.15 18.89 69.23 0.46 6.15 83.48 3.33 18.87 9.31YR 8.22 2.94 

0.01 0.04 

처리

후

60.20 45.40 2.0 15 0.15 19.80 72.45 0.48 6.30 87.65 2.12 15.26 9.54TR 8.65 2.25 

0.00 0.06 

6 진위

현-12
처리

전

60.00 45.40 2.0 15 0.19 18.83 69.13 0.36 6.14 82.05 3.31 17.68 9.19YR 8.07 2.79 

0.04 0.05 

처리

후

60.00 45.40 2.0 15 0.18 17.69 64.94 0.37 6.26 86.46 2.17 14.77 9.45YR 8.53 2.20 

0.02 0.05 

sheet ave 처리

전

60.13 45.50 2.0 15.0 0.18 19.76 72.95 0.42 6.17 82.66 3.50 18.67 9.18YR 8.14 2.94 

sheet std 0.10 0.09 0.02 1.15 4.12 0.05 0.03 

sheet ave 처리

후

60.13 45.47 2.0 15.0 0.17 18.98 69.41 0.43 6.29 86.98 2.22 15.06 9.44YR 8.58 2.24 

sheet std 0.10 0.08 0.03 1.16 4.26 0.05 0.04 0.52 0.2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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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왕실족보류王室族譜類

1) 해제

왕실족보류는 조선시대 왕실 구성원들의 계보를 정리한 서적으로, 내용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이 중에서 종친록宗親錄은 종친 중에서 왕의 남계男系 자손들이 수록되는 족보로, 적서嫡庶가 모두 기

록되었다. 종친록은 각 왕대별로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서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동궁東宮에

서 보관하였다. 유부록類附錄은 왕의 공주·옹주와 그 후손들 및 서얼庶孼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이다. 가현

록加現錄은 기존에 작성된 종친록 등의 왕실 족보에 누락된 인물들을 추가로 기재한 보첩이다. 『선원계보

기략』은 1679년(숙종 5)에 처음 간행되기 시작한 왕실 족보로, 이후 1900년까지 220여 년 동안 지속적으

로 수정·보완되어 104회에 걸쳐 개간되었으며, 간행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수정 회수는 모두 120회

에 달한다. 

이번에 수리복원된 왕실족보류 도서는 모두 7건으로 각 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1783년(정조 7)에 새로 수정되어 교정·간행된 『선원계보기략』으로, 태조대부터 선조대까지의 왕실 구

성원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병오식년선원가현록丙午式年璿源加現錄』 

1726년(영조 2)에 작성된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으로 기왕의 왕실족보류에 수록되지 않은 왕실 내외內外 

자손 중 당식년當式年에 새로 파악된 후손들을 태조~효종대까지 대군·공주·왕자·옹주별로 수록하였다.

(3) 『병오식년선원가현록丙午式年璿源加現錄』

1846년(헌종 12)에 작성된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으로 당식년當式年에 새로 파악된 태조~성종대의 왕실 

내외 자손들을 수록하였다.  

(4) 『병오식년종친가현록丙午式年宗親加現錄』  

1666년(현종 7)에 작성된 종친가현록宗親加現銖으로 당식년當式年에 새로 파악된 태조~선조대의 종친들

을 왕대별로 수록하였다. 

(5) 『신묘식년종친가현록辛卯式年宗親加現錄』  

1651년(효종 2)에 작성된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으로, 표제表題는 ‘신묘식년종친록辛卯式年宗親錄’이다. 당식

년當式年에 새로 파악된 정종~인조대의 종친들을 왕대별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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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조대왕종친록宣祖大王宗親錄』

선조宣祖와 그의 비빈妃嬪들 사이에서 출생한 대군大君·군君과 그들의 후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종친

록이다. 내용상 원종元宗 추존追尊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니 확실한 연대는 미상이다. 선조의 공주公主·

옹주翁主 및 그 후손들을 기록한 유부록類附錄이 뒤에 부록附錄되어 있다.

(7) 『중종대왕종친록中宗大王宗親錄』

중종의 내외 자손들을 수록한 족보. 표제表題는 ‘종친록宗親錄’이지만 실제 내용은 종친록과 유부록類附

錄이 한 책으로 합해져 있다.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중 『왕실족보류』는 총 7책이다. 

모두 5침 선장본으로 장정되어 있고 홍색과 청색의 견을 사용하여 장황하였다. 

연번 유물명 vol. 연대
세로

(cm)
가로

(cm)
높이

(cm)
매수 장정

1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vol.7
18世紀後半
(正祖年間:

1776-1800)
35.3 24.3 1.9 36 5침선장

2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ol.3 刊年未詳 58.6 40 2.7 49 5침선장

3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ol.4 刊年未詳 49.6 34.2 0.6 8 5침선장

4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
刊年未詳 64.4 37.0 1.1 29 5침선장

5
선조대왕종친록 
奎9096

刊年未詳 64.6 36.6 0.8 3 5침선장

6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刊年未詳 68.0 36.5 0.8 22 5침선장

7
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
刊年未詳 64.6 36.4 1.1 19 5침선장

3) 보존처리 전 상태

(1)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         5침선장으로 장정 되어 있다.

•         표지 앞뒤의 물얼룩이 넓게 관찰되며 뒤표지에 곰팡이가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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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에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         이전 수리시 배접된 흔적이 전체적으로 보이며 뒷면으로 갈수록 결손부 배접이 커진다. 

•         결손부 배접으로 인해 내지가 앞, 뒤로 부착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고, 심한 경우 판심부분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내지 후반부는(약 15~16장 정도) 앞면에 배접되어 글자가 흐리게 보인다. 배접에 사용한 종이는 양지로 

추정된다. 

•         내지 전반부는 오염이나 결손 등이 적어 양호한 상태이나 중반부부터 전체적으로 물에 의한 손상이 

넓게 퍼져있으며 책의 1/2이상에 걸쳐 곰팡이가 산재해 있다.

•         맞닿는 페이지에 글자가 이염되거나 반대쪽 내지 파편이 부착되어 두께가 두꺼워지고 글자가 가려진 

부분이 많이 관찰된다.  

•         글자와 그 주변으로 섬유가 많이 일어나 있고 물얼룩 부분의 글자는 색이 바래져 있다.

•         내지 뒤쪽 장정끈 부분의 책넘김 마찰로 인해 열화부분이 깨져 찢어진 형태로 관찰된다.

•         내지의 파편이 본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분에 접합되어 있는 것이 다수 관찰된다.

奎8681 v.7 처리 전 앞표지 奎8681 v.7 처리 전 뒤표지

제첨 오염 먹 얼룩 및 곰팡이로 인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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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         쪽색 견직물을 표장 비단으로 사용하였고 홍사를 사용해 5침선장으로 장정되어 있다.

•         앞표지 제첨 부분 하단이 떨어져 있다.

•         제첨은 넝쿨문양의 백색 비단을 사용하였고 비단 가장자리 올이 풀려있으며 일부분 결손과 안료 번

짐이 관찰된다.

•         내지 좌측 하단부는 침수로 인해 지력을 상실하여 바스러짐과 들뜸, 파편 박리, 먹의 분말화 현상 등

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         내지로 사용된 종이가 매우 두껍고 튼튼하나 상대적으로 하단부 열화부분은 많이 약해 책넘김이 어

려울 정도이다.

•         장정끈이 열화로 인해 색이 바래있고 부분적으로 얼룩져 있다.

•         표지에 다른 섬유질이 부착되어 있다.

•         책 측면 하단부에 섬유 올풀림과 마모가 관찰된다.

•         뒤표지 상단(2군데)과 하단(1군데)에 찢어진 곳이 있다.

•         뒤표지 위에 다른 물질이 얹어져 생긴 오염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         침수부위 글자 일부가 맞닿는 반대쪽 페이지로 전사되어 있고 곰팡이가 산재해 있는데 일부는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 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48, 49페이지 결손부가 부분배접되어 있다.

침수로 인한 얼룩

섬유 깊숙이 스며든 곰팡이

양지로 결손부 메움

앞면 배접(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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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8851 v.3 처리 전 앞표지 奎8851 v.3 처리 전 뒤표지

파편 유실

표지 하단부 변색

침수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부분 배접

제첨 올풀림 및 안료 박락

글자를 덮고 있는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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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

•         표지는 견직물을 홍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         장정끈은 홍사로 색이 바래있으며 5침선장으로 장정하였다.

•         침수로 인해 변색이 많이 진행되어 표지의 반 이상이 황색, 다갈색 등을 띄고 있다.

•         큰 얼룩 뿐 아니라 작은 크기의 얼룩도 표지 전반에 산재해 있다.

•         책의 상단 우측은 침수로 인해 표지 배접지, 표지 속지와 내지까지 모두 유실되었다.

•         내지 일부분이 표지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         내지는 산화가 심하여 가장자리 부분이 쉽게 바스러지는 상태이다.

•         내지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奎8946 v.4 처리 전 앞표지 奎8946 v.4 처리 전 뒤표지

표지 변색 제첨 들뜸



    22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결손부

침수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내지 열화부 뭉침

내지 갈라짐

표지 밖으로 노출된 내지 표지 곰팡이 얼룩

(4)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         홍색의 견직물을 표장 비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홍사로 5침장정되어 있다.

•         장정끈은 색이 바래서 황갈색에 가깝다.

•         제첨은 만자문과 화문이 어우러진 백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         표지 하단부에 변색과 퇴색, 물얼룩 및 곰팡이 자국이 두드러진다.

•         표지 가장자리의 표장 비단이 열화 되어 결실되거나 뜯기고 하단의 시접부분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         도서라벨이 앞표지 좌측 하단에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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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9025 처리 전 앞표지 奎9025 처리 전 뒤표지

•         가장정에 의해 돌출된 부분의 앞표지가 마찰에 의해 결실되었다.

•         침수로 인해 얼룩진 부분의 표지 배접지 지력이 약화되고 일부 결손되어 있다.

•         뒤표지에 연필자국이 있고 표지 속지가 부분적으로 분리되었다.

•         1페이지에 서울대학교 인장이 찍혀있고 인장부근에 붉은 오염이 있다.

•         하단에 물얼룩이 있고, 상단 판심부와 장정부 주위에 접힌 자국이 있다.

•         내지의 두께차가 심하다.

•         괘선에 사용한 붉은 안료는 무기안료로 추정된다.

•         26페이지 우측 상단에 검게 오염된 부분이 있고 42~44페이지는 갈변현상이 두드러진다.

표지 시접 노출 곰팡이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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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인한 얼룩 모서리 오염

꺾임 가장자리 표장비단 마모

(5) 『선조대왕종친록』 奎9096

•         홍색의 견직물을 표장 비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홍사로 5침장정되어 있다.

•         제첨은 만자문과 화문이 어우러진 백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         표장천의 변색과 퇴색, 오염이 관찰된다.

•         표지 전반에 걸쳐 긁힘 자국이 있고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마찰에 의한 결실이 있다. 

•         표지 상단 우측 부분 표장 비단 시접이 노출되어 있다.

•         좌측 표제 제첨은 비단이 유실되어 배접지만 남아있고 상단부는 배접이 분리되어 있다. 

•         상단 제첨은 글자 일부를 도려낸 흔적이 있다.

•         도서 라벨지 주변으로 접착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잔존하고 있다.

•         앞표지 하단에 신발자국 형태의 오염이 있다.

•         표지와 속지가 접착력 약화로 인해 부분적으로 분리되었다.

•         뒤표지에 작은 물얼룩이 산재해 있고 표지 배접지가 결실되었다.

•         내지에 좌우대칭의 물얼룩과 곰팡이가 관찰되고 얼룩부분의 종이 재질이 약화되어 있다.

•         3페이지의 종이 두께가 현저히 얇다.

•         1페이지 인장의 이염이 있고 옅은 갈색 반점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22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奎9096 처리 전 앞표지 奎9096 처리 전 뒤표지

침수로 인한 얼룩 곰팡이 얼룩

결손부 표지 속지 분리

제첨 비단 유실 표지 시접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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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

•         홍색의 견직물을 표장 비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홍사로 5침장정되어 있다.

•         제첨은 만자문과 화문이 어우러진 백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         제첨의 변색과 올풀림, 황색의 크고 작은 얼룩들이 관찰된다. 

•         배접 시 생긴 주름과 수분에 의한 얼룩, 긁힘 자국과 곰팡이가 산재해 있다.

•         표지 상단은 비단과 배접지가 분리되어 들뜬 상태이며 일부분 찢어지거나 비단 가장자리가 말려 또 

다른 손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책의 가장자리 부분은 대부분 닳아 견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         도서기록카드 밑에 연필로 기록한 흔적이 일부 보인다.

•         표지 속지는 결손부를 부분배접한 후 사용하였다.

•         견섬유로 된 자주빛 홍사로 장정하였는데 일부분이 끊어져 있다. 

•         내지의 두께차가 심하고 상단 모서리 부분에 침수로 인한 물얼룩과 곰팡이가 관찰된다.

•         후반부로 갈수로 오염이 심해지고 황색의 가루 입자들이 글자를 덮고 있는 부분이 있다.

•         4페이지 좌측 상단에 잉크로 추정되는 검은 인장이 찍혀있고 29페이지에 상단에 결손부가 있다.

•         이전 수리 시 결손부를 메움한 흔적이 있다.

奎9097 처리 전 앞표지 奎9097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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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 표장비단 마모

장정끈 끊어짐

곰팡이

제첨 들뜸

뒤표지 표장비단 분리

오염부 및 결손부 메움 흔적

(7) 『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

•         홍색의 얇고 성근 견을 표장비단으로 사용하여 배접지가 드러나 보인다.

•         홍사로 5침장정되어 있고, 제첨은 만자문과 화문이 어우러진 백색 비단을 사용하였다.

•         가장자리는 대부분 마모되어 견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         표지 하단부는 침수로 인해 색이 바래있고 배접이 분리된 상태이며 곰팡이와 침수 얼룩 등이 관찰되

며 뒤표지는 정도가 더해 배접지가 갈라지거나 파편이 일부 분리되어 뭉쳐있는 부분도 있다.

•         도서라벨지 주변으로 접착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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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미만의 작은 결손부가 부분적으로 있고 4mm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의 결손부가 있다. 

•         하단부에 침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가 내지 전체에 걸쳐 관찰되며 지력이 약화되어 내지가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다.

•         보라색 얼룩과 잔존해 있는 밀기울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         글자를 수정하기 위해 종이 표면을 긁어내고 다시 쓴 흔적이 있다.

•         결손부나 보풀 등이 적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奎9106 처리 전 앞표지

도서 라벨지 및 접착제 흔적

奎9106 처리 전 뒤표지

가장자리 표장비단 마모

표지 변색 및 얼룩 내지 갈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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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육안관찰

•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cm) 및 훼손상태와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         장정은 5침선장 형태로 되어있다.

•         표지는 견직물이, 제첨은 비단과 종이가 사용되었다.

•         내지는 한지로 『선원계보기략』 奎8681 vol.7 을 제외한 6책은 매우 두꺼운 종이가 사용되었다.

(  라벨지,   오염부,   결손부,   꺽임,   표제,   장정끈)

침수로 인한 얼룩

奎8681 v.7 세부치수 측정 奎8681 v.7 세부치수 측정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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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8946 v.4 육안관찰

奎8681 v.7 육안관찰

奎9025 육안관찰

奎8851 v.3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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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8681 육안관찰 奎9025 육안관찰

奎9106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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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         장정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 제첨을 분리하였으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라벨지는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무리하게 떼어내지 않았다.

•         제첨 분리는 제첨 주변에 붓으로 증류수를 미량 도포하고 시간이 지난 뒤 접착제가 유연해지면 떼어

내었다.

•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는 뭉쳐있던 내지 파편도 분리하였다.

奎8946 v.4 해체

奎8946 v.4 가장정 분리

奎8946 v.4 장정끈 분리

奎8946 v.4 내지 분리

奎8946 v.4 파편 뭉침 奎8946 v.4 파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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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촬영 및 넘버링

•         보존처리 전 유물의 크기, 결손부분,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 기록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C(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

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         사진촬영 및 넘버링 작업은 왕실족보류 총 7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4) 지질분석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섬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높이)는 자를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하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하

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

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기 

두께측정기 Peacock model H, 0.01×10mm jeweled, made in japan

휴대용현미경 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

색도측정기 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

pH측정기 HANNA HI4221, made in Romania

처리전 사진촬영 넘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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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식 클리닝 및 박락방지 

•         붓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         글씨와 인장 부분은 열화정도와 번짐의 정도에 따라 아교수용액(1~3%)과 반수액(1~2)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습기로 인한 곰팡이의 가루 입자 등은 휴대용 에어브러시(airbrush)와 작은 붓, 클리닝용 고무를 사용

하여 제거하였다.

전체 크기 측정

무게 측정

奎9096 표지 현미경 촬영

전체 크기 측정

발촉수 측정

奎9096 제첨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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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클리닝

곰팡이 제거 전

박락방지

곰팡이 제거 후

(6) 습식클리닝 및 건조

습식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 마다 유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왕실족보류 중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병

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 奎8946 v.4는 지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후 레이온지를 바로 제

거하게 되면 섬유가 붙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 후에 제거하였다.

•         특수 제작된 미세구멍의 철망 위에 아크릴판을 약 15~20° 경사지게 올려놓는다.

•         레이온지 위에 유물(내지 1장)을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한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         위과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은 뒤 유물이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쳐 자연 건조

시킨다.

•         건조가 완료된 유물은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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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접지 제거 및 판심 보강

•         이전 수리 때 사용된 배접지와 판심보강용 종이는 모두 제거하였다.

•         배접된 유물을 수분을 가하여 레이온지에 부착해 고정한 다음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조금씩 여러 차

례에 걸쳐 제거하여 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         판심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나 내지의 지력이 약화된 경우, 얇은 보수지를 0.5~0.7 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자른 띠지로 보강하였다. 

유물명 페이지수
배접지 판심

전체 부분 전체 부분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96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49 - 2 - -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 6 - - - -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22 - - - -

『선조대왕종친록』 奎9096 3 - - - -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 29 - 1 - 28

『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 19 - - - -

유물 펴기

붓을 이용해 오염물 세정

증류수 분무

남은 오염물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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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보강용 한지 정보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판심 보강 판심 보강 후

배접지 제거 지력 약화부 보강

(8) 결손부 메움

•         내지의 지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지와 가장 근접하게 제작된 메움용 한지를 사용해 발끈폭, 발촉

수 및 두께를 맞추어 결손부 메움을 하였다. 

•         접착용 풀은 2개월 정도 숙성시킨 풀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은 내지의 열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펼쳐지지 않는 페이지가 3장이 있었다. 

무리하게 펼치면 유물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펼치지 않고 앞면에서 메움하였다.

•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3은 해체 과정에서 분리한 파편을 본래 위치에 재부착한 후 나머지 

결손부를 메움하였다. 파편의 위치는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3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87 v.4을 참

고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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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메움지 정보

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8681 
v.7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8
외발/목판/ 

도침(9-10)/잿물 0.16 7.27 89.98 1.30 10.32 9.52YR 8.89 1.49

9
외발/목판/도침(9-10)/ 

소다회
0.16 7.13 88.95 1.20 12.91 0.11Y 8.78 1.82

奎8851 
v.3

10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20 6.85 87.36 1.59 13.19 9.73YR 8.62 1.92

11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24 7.00 89.98 1.13 10.50 9.84YR 8.89 1.49

33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7.29 89.06 1.23 10.57 9.74YR 8.79 1.52

3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6.98 89.24 1.14 11.01 9.94YR 8.81 1.56

奎8946 
v.4

33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7.29 89.06 1.23 10.57 9.74YR 8.79 1.52

3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6.98 89.24 1.14 11.01 9.94YR 8.81 1.56

奎9096 3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6.98 89.24 1.14 11.01 9.94YR 8.81 1.56

결손 형태에 맞게 섬유살려 자르기

奎8946 v.3 파편 위치 확인

결손부에 맞게 붙이기

奎8946 v.3 파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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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9097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8
외발/목판/ 

도침(9-10)/잿물 0.16 7.27 89.98 1.30 10.32 9.52YR 8.89 1.49

9
외발/목판/ 

도침(9-10)/소다회 0.16 7.13 88.95 1.20 12.91 0.11Y 8.78 1.82

34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6.98 89.24 1.14 11.01 9.94YR 8.81 1.56

(9) 부분배접

•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奎8946 v.4는 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 부분배접을 진행하였다.

•         유물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얇은 보수지를 2개월 이상 숙성시킨 풀을 사용하여 부분적으

로 배접하였다.

증류수 분무 보수지 풀칠

지력 약화부에 보수지 부착 보수지 부분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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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름펴기 및 외곽선 정리

•         원상태의 밀도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낱장마다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한다. 

•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순으로 놓고 그 위에 유물을 올린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려놓는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어 건조하였다.

•         건조된 유물은 유물 밖으로 벗어난 메움지를 제거하여 외곽선을 정리하였다.

증류수 분무

역순으로 다시 올리기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 유물 순으로 올리기

프레스 압착

(11) 표지처리

해체 과정에서 분리한 제첨도 표지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①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배접지 제거

•         표지와 표지 속지를 분리한 후 각각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         라벨지와 제첨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교액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레이온지를 앞·뒷면에 대고 유물을 편 후 증류수를 붓으로 도포하여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흡습지에 

스며나가도록 하였다. 

•         습식클리닝 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표지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메움지 제거 후 흡습지를 사용하여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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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지 배접지 염색

•         유물은 오랜 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어 가공되지 않은 종이로 배접하면 유물의 색상이 달라지거

나 생경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리나무 열매로 묽게 천연염색하여 명도와 채도를 낮춘 후 배접에 

사용하였다.

•         염색은 흑자색에서 적갈색 색상을 띄는 천연유기 안료인 오리나무 열매와 쪽, 치자등 표지의 색상에 

따라 단일 혹은 혼색하여 염색하였다.

•         유기안료 염색은 동일한 염액과 매염제를 사용하더라도 공기 중 환경(온도, 습도, 광원 등)과 물리적 

환경(염색 시 붓질의 세기 등)에 색상차가 나게 되므로 필요한 배접지 양보다 많은 양을 염색하여 준

비하였다.

도서 라벨지 박락방지 배접지 제거

오리나무목 염액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염제

배접지 염색 염색된 배접지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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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 배접 및 건조

•         염색한 배접지를 사용하여 표지를 1차 배접 후 건조시키고, 표지의 두께에 따라 2~3차 배접을 하였다.

•         제첨은 2차 배접 전, 유물에 수분을 줄 때 함께 붙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④ 표지 메움

•         메움용 직물 염색 - 유물 색상에 따라 천연염색 하여 사용하였다. 청색 직물은 쪽으로 염색하였고 홍

색 직물은 결손부가 대부분 변색되어 황색을 띄고 있으므로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하였다.

•         메움용 직물 배접 - 직물 전면에 수분을 주어 씨실과 날실의 수평을 맞춘 후 접착력이 강한 신풀을 

사용해 배접하였다.

표지 1차 배접 표지 1차 배접 후 건조

제첨 부착 표지 2차 배접 후 건조

표지 메움 직물 쪽 염색 표지 메움 직물 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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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메움 - 같은 직물 안에서도 직조상태에 따라 밀도나 실의 굵기, 씨실과 날실의 수평과 수직의 정

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손부 주변의 직조 상태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부분을 선정해 사용하였다. 

결손부 형태와 동일한 크기로 메움용 직물을 자른 후 신풀을 사용하여 메움하였다. 

•         표지 색맞춤 - 결손부 메움한 직물은 유물색의 약 80% 정도로 색맞춤 하였다. 

(12) 처리 후 사진 및 가제본

•         처리 전 사진 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사진촬영이 끝나는 각권마다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지끈을 만들어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         처리 후 사진촬영은 왕실족보류 총 7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표지 속지 지력 약화부 보강

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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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후 사진촬영 가제본

(13) 검수

•         보존처리 된 실제 유물과 보존 처리 전 사진촬영 된 유물사진을 대조해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기록하였다.

일 시 : 1차검수 - 2014년 1월 9~10일

 2차검수 - 2014년 1월 21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검수자 : 김은주(서울대 국사학과), 이현욱(서울대 국사학과)

① 검수내용 분류 

A - 보풀 B - 이물질 C - 메움, 판심 D - 글자, 배접지

E - 첨지 F - 주름 G - 제본, 장정 H - 기타

② 검수 세부내용 및 수정 사항

•         왕실족보류 7책(총 224매)에 대해 총 3건이 기록되었고 모두 수정되었다.

•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 『선조대왕종친록』 奎9096,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 『신묘식

년종친가현록』 奎9106은 기록사항이 없어 1차 검수에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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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76B D 왼쪽페이지 첫 번째 글자 ‘庶子淸林守澤’의 ‘庶 ’글자 일부분 탈락됨 이탈된 파편을 찾아 부착하였다.

89A D 종이 찢어진 부분 접착떨어짐 (3-4군데)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90A D 종이 찢어진 부분 접착떨어짐 (2번째단 ‘女金佐明’ 왼쪽)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91A D 종이 찢어진 부분 접착떨어짐 (첫번째단)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92A D 종이 찢어진 부분 접착떨어짐 (오른쪽에서4번째줄.‘生貟牧使父’…)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95B 기타 3번째단 왼쪽부분 비뚤어지게 배접됨 메움지 제거 후 다시 메움하였다.

96A D 종이 찢어진 부분 접착 떨어짐 (첫번째단 오른쪽 부분)보완 要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96B D 5-6번째단 왼쪽 광곽선부분 접착 떨어짐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16A D 마지막 단 뒤에서 2번째줄 ‘父’ 일부 탈락 이탈된 파편을 찾아 부착하였다.

43A A 밑에서 2번째단 3번째줄 ‘元’ 종이 올풀림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3A F
오른쪽페이지 2번째줄 밑에서 3번째 글자 ‘書’접힌부분이 펴면서 

획이 2개로 갈라짐 
펼쳐진 주름을 다시 접어 수정하였다.

* 쪽수에서 A는 앞면, B는 뒷면을 말함

(14) 장정

•         왕실족보류는 7책 모두 5침선장본으로 장정되어 있다.

•         유물이 입고되던 당시의 장정 형태를 유지하여 재장정하기로 하였다.

•         본래 장정되어 있던 장정구멍의 위치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가제본된 책의 내지에 맞추어 표지를 접고 위, 아래에 얹은 후 소목으로 염색한 견소재의 장정끈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표지 접기 장정



    24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5) 보존처리 전·후 분석 결과

(1) 표면 상태 관찰

『왕실족보류』7책의 전체적인 표면 상태는 다음과 같다. ‘표지’에서는 S꼬임의 평직물을 사용하였으며 ‘표

제’에서는 능직, 수자직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섬유의 절단과 손상을 동반한 피브릴화와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내

지’에서는 종이의 비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화된 잔존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사일 경우에는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일 경우에는 

먹의 농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처리 후 표지 사진촬영 처리 후 보존처리카드 작성

(a) 내지 (b) 표지

(15) 마무리

•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다.  

•         장정 후 표지 앞·뒷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때 촬영 조건은 처리 전 사진 촬영시 조건과 동

일하게 하였다.

•         처리 후 실측 및 보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처리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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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6x 내지 2, 1.6x내지 1, 18.5x 내지 2,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표지 4, 1.6x 표지 4, 18.5x

(a) 내지 (b) 표지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24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6x 내지 2, 1.6x내지 1, 18.5x 내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내지 3, 18.5x 내지 4, 18.5x

내지 5, 1.6x 표지 1, 1.6x내지 5, 18.5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3, 1.6x표지 2, 18.5x 표지 3, 18.5x

표지 8, 1.6x 표지 9, 1.6x표지 8, 18.5x 표지 9, 18.5x 

표지 4, 1.6x 표지 5, 1.6x표지 4, 18.5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7, 1.6x표지 6, 18.5x 표지 7,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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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6x 내지 2, 1.6x내지 1, 18.5x 내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3, 18.5x 내지 4, 18.5x

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5, 18.5x 내지 6, 18.5x

표지 1, 1.6x 표지 2, 1.6x 표지 1, 18.5x 표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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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대왕종친록』 奎9025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표지 4, 18.5x표지 3, 18.5x표지 3, 1.6x 표지 4, 1.6x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표지 6, 18.5x표지 5, 18.5x 

표지 7, 18.5x 표지 8, 18.5x

표지 5, 1.6x 

표지 7, 1.6x

표지 6, 1.6x

표지 8, 1.6x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1, 18.5x 내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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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왕종친록』 奎909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3, 18.5x 내지 4, 18.5x 

내지 5, 1.6x

표지 6, 18.5x

표지 4, 18.5x

표지 2, 18.5x

표지 1, 1.6x

표지 7, 18.5x

표지 5, 18.5x

표지 3, 18.5x

내지 5, 18.5x

표지 6, 18.5x

표지 4, 18.5x

표지 2, 18.5x

표지 1, 18.5x

표지 7, 18.5x

표지 5, 18.5x

표지 3, 18.5x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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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왕종친록』 奎909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6x 내지 2, 1.6x내지 1, 18.5x 내지 2, 18.5x

표지 1, 1.6x 표지 2, 1.6x표지 1, 18.5x 표지 2, 18.5x 

표지 5, 1.6x 표지 6, 1.6x표지 5, 18.5x 표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내지 3, 18.5x 내지 4, 18.5x

표지 3, 1.6x 표지 4, 1.6x표지 3, 18.5x 표지 4,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25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병오식년종친가현록』 奎9097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2, 1.6x내지 1, 18.5x 내지 2, 18.5x

표지 1, 1.6x 표지 2, 1.6x표지 1, 18.5x 표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3, 18.5x 내지 4, 18.5x

표지 3, 1.6x 표지 4, 1.6x표지 3, 18.5x 표지 4,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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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신묘식년종친가현록』 奎9106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5, 1.6x 표지 6, 1.6x 표지 5, 18.5x 표지 6, 18.5x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1, 18.5x 내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3, 18.5x 내지 4,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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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적 특성

『왕실족보류』7책의 섬유조성 및 형태는 내지, 표지, 장정끈에서 조사하였다.

내지는 닥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적갈색, 연회색을 띄었으며, 섬유 형태는 투명막, 마

디, 단층이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섬유의 피블릴화, 팽윤, 길이방향의 크랙 등 손상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표지와 장정끈에 사용된 직물은 견섬유로 표면이 매끄럽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

다. C-stain 시험에서 대부분 연한황색에서 회색을 띄었다. 그러나 용제를 이용해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못

해 표면이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 점이 식별에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섬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단면

이 함께 관찰되지 못한 점은 종합적 감별결과를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지 1, 1.6x

표지 3, 1.6x

표지 6, 18.5x

표지 2, 1.6x

표지 5, 18.5x 

표지 4, 1.6x

표지 7, 18.5x

표지 1, 18.5x

표지 5, 1.6x

표지 3, 18.5x

표지 7, 1.6x

표지 2, 18.5x

표지 6, 1.6x

표지 4, 18.5x 

奎8681 v.7, 내지 奎8681 v.7, 표지 奎8681 v.7, 장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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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8851 v.3, 내지

奎9025, 장정끈

奎8946 v.4, 표지

奎9097, 내지

奎8851 v.3, 장정끈

奎9096, 표지

奎9025, 내지

奎9097, 장정끈

奎8851 v.3, 표지

奎9096, 내지

奎8946 v.4, 장정끈

奎9097, 표지

奎8946 v.4, 내지

奎9096, 장정끈

奎9025, 표지

奎9106, 내지 奎9106, 표지 奎9106, 장정끈



25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3) 기초 물성 및 산성도

①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8.23cm, 세로 크기는 평균 35.17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1cm, 발초수는 평균 10.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7mm, 무게는 평균 

11.19g, 평량은 평균 65.97g/m2, 밀도는 평균 0.40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1.20g, 평

량이 -6.44g/m2, 밀도가 0.03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07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5.0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28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8.4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63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의 분석 위치

(c) 선원-10 (d) 선원-20

(a) 선원-1 (b) 선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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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계보기략』 奎8681 v.7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병오식년원가현록(8851 vol.3)

1 선원1 처리
전

48.50 35.30 2.1 10 0.18 11.76 68.69 0.38 6.40 86.36 2.87 17.57 9.34YR 8.52 2.66

0.01 0.00

처리

후

48.50 35.30 2.1 10 0.18 11.30 66.00 0.37 6.56 88.34 1.75 14.14 9.66YR 8.72 2.05

0.01 0.04 

2 선원5 처리

전

48.40 35.30 2.1 10 0.17 11.28 66.02 0.40 6.39 86.31 2.64 17.80 9.59Y 8.51 2.67 

0.03 0.01 

처리

후

48.30 35.30 2.1 10 0.16 10.82 63.46 0.39 6.52 88.25 1.69 14.14 9.74Y 8.71 2.04 

0.02 0.03 

(e) 선원-80

(g) 선원-96

(f) 선원-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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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3 선원

10
처리

전

48.40 35.20 2.1 10 0.18 12.06 70.79 0.39 6.38 87.31 2.59 18.17 9.64YR 8.61 2.70

0.02 0.05

처리

후

48.30 35.20 2.1 10 0.18 11.62 68.35 0.39 6.44 89.08 1.70 14.82 9.79YR 8.79 2.13

0.02 0.04

4 선원

20
처리

전

48.30 35.30 2.0 10 0.16 10.10 59.24 0.38 6.38 87.43 2.40 16.93 9.59YR 8.63 2.51

0.01 0.04

처리

후

48.20 35.20 2.0 10 0.16 9.73 57.35 0.37 6.41 89.08 1.46 13.70 9.87YR 8.79 1.95

0.01 0.06

5 선원

80
처리

전

48.00 35.10 2.1 10 0.15 10.28 61.02 0.42 6.35 84.42 4.04 20.10 8.94YR 8.32 3.17

0.01 0.04

처리

후

44.40 35.10 2.1 10 0.14 9.18 58.91 0.41 6.39 87.83 2.07 15.57 9.63YR 8.67 2.28

0.01 0.02

6 선원

95
처리

전

48.00 35.00 2.3 10 0.16 11.67 69.46 0.43 6.25 80.71 4.68 20.04 8.61YR 7.93 3.29

0.03 0.08

처리

후

48.00 35.00 2.3 10 0.15 8.47 50.42 0.33 6.29 84.99 2.80 15.91 9.16YR 8.38 2.45

0.03 0.13

7 선원

96
처리

전

48.00 35.00 2.2 10 0.18 11.18 66.55 0.38 6.22 82.62 3.73 18.30 8.93YR 8.13 2.92

0.04 0.06

처리

후

48.00 35.00 2.2 10 0.16 8.78 52.26 0.32 6.26 85.79 2.64 15.29 9.13YR 8.46 2.34

0.01 0.07

sheet ave 처리

전

48.23 35.17 2.1 10.0 0.17 11.19 65.97 0.40 6.34 85.02 3.28 18.42 9.21YR 8.38 2.84

sheet std 0.22 0.14 0.01 0.75 4.34 0.02 0.07 2.56 0.87 1.21

sheet ave 처리

후

47.67 35.16 2.1 10.0 0.16 9.99 59.53 0.37 6.41 87.62 2.02 14.80 9.56YR 8.65 2.18

sheet std 1.45 0.13 0.01 1.26 6.78 0.03 0.11 1.61 0.52 0.83

②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81.20cm, 세로 크기는 평균 

58.48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0cm, 발초수는 평균 18.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23mm, 

무게는 평균 77.40g, 평량은 평균 160.57g/m2, 밀도는 평균 0.69g/m2로 나타났다. 두께와 중량이 높은 것

은 합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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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3.30g, 평

량이 -4.56g/m2, 밀도가 0.01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52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2.0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60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8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60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의 분석 위치

(a) 병오식년3-2 (b) 병오식년3-6

(c) 병오식년3-11 (d) 병오식년3-40

(e) 병오식년3-45 (f) 병오식년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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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병오식년원가현록(8851 vol.3)

1 병오

3-2
처리

전

81.20 58.60 2.0 1.8 0.22 77.52 162.91 0.73 6.06 81.42 3.60 17.46 8.93YR 8.01 2.81

0.04 0.01

처리

후

81.20 58.50 2.0 18 0.22 75.28 158.48 0.72 6.60 83.34 3.22 15.90 8.87YR 8.21 2.52

0.03 0.02

2 병오

3-6
처리

전

81.20 58.50 2.0 18 0.21 73.52 154.77 0.75 6.10 82.57 3.48 16.48 8.80YR 8.13 2.64

0.03 0.02

처리

후

81.20 58.50 2.0 18 0.20 71.79 151.13 0.74 6.62 83.01 3.31 14.98 8.57YR 8.17 2.42

0.02 0.05

3 병오

3-11
처리

전

81.20 58.50 2.0 18 0.23 73.44 154.60 0.68 6.13 83.18 3.27 16.32 8.91YR 8.19 2.59

0.01 0.02

처리

후

81.10 58.60 2.0 18 0.23 71.52 150.49 0.65 6.64 87.56 2.26 12.61 8.81YR 8.63 1.93

0.02 0.02

4 병오

3-40
처리

전

81.20 58.40 2.0 18 0.23 74.00 156.05 0.67 6.07 84.56 3.39 17.35 8.95YR 8.33 2.72

0.03 0.02

처리

후

81.10 58.50 2.0 18 0.24 72.58 152.98 0.65 6.60 86.81 2.49 13.71 8.86YR 8.56 2.11

0.03 0.06

5 병오

3-45
처리

전

81.20 58.50 2.0 18 0.22 76.83 161.74 0.74 6.08 82.80 3.77 16.14 8.45YR 8.15 2.63

0.01 0.02

처리

후

81.20 58.50 2.0 18 0.22 75.47 158.88 0.73 6.58 85.58 2.74 12.86 8.43YR 8.44 2.05

0.02 0.06

6 병오

3-49
처리

전

81.20 58.40 2.0 18 0.28 83.31175.68 0.63 6.09 77.83 4.10 17.16 8.65YR 7.64 2.82

0.10 0.02

처리

후

81.20 58.50 2.0 18 0.23 77.94 164.08 0.70 6.58 85.92 2.33 12.32 8.75YR 8.47 1.92

0.03 0.02

sheet ave 처리

전

81.20 2.0 18.0 0.23 77.40 160.57 0.69 6.09 82.06 3.60 16.82 8.78YR 8.07 2.71

sheet std 0.00 0.03 3.79 8.05 0.05 0.03

sheet ave 처리

후

81.17 2.0 18.0 0.22 74.10 156.01 0.70 6.61 85.35 2.73 13.73 8.71YR 8.41 2.15

sheet std 0.05 0.01 2.54 5.34 0.04 0.02 1.81 0.4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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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68.35cm, 세로 크기는 평균 

49.70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3cm, 발초수는 평균 19.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29mm, 

무게는 평균 46.10g, 평량은 평균 135.70g/m2, 밀도는 평균 0.48g/m2로 나타났다. 두께와 중량이 높은 것

은 합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3mm, 무게가 2.08g, 평량

이 6.32g/m2, 밀도가 0.06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6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7.8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79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16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

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2.8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의 분석 위치

(c) 병오식년4-5 (d) 병오식년4-6

(a) 병오식년4-1 (b) 병오식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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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946 v.4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0-
28+)

병오식년원가현록(8851 vol.4)

1 병오

식년

4-1

처리

전

68.40 49.70 2.3 19 0.31 47.83 140.70 0.45 6.12 77.61 3.87 15.46 8.47YR 7.62 2.56 

0.02 0.03 

처리

후

68.40 49.60 2.3 19 0.30 48.70 143.55 0.48 6.57 78.45 2.69 12.09 8.68YR 7.70 1.96 

0.02 0.02 

2 병오

식년

4-2

처리

전

68.20 49.70 2.3 19 0.28 45.34 133.76 0.48 6.16 76.02 3.09 13.58 8.82YR 7.45 2.20 

0.05 0.03 

처리

후

68.20 49.70 2.3 19 0.24 47.10 138.96 0.58 6.55 76.16 2.80 11.69 8.61YR 7.47 1.91 

0.01 0.07 

3 병오

식년

4-5

처리

전

68.40 49.70 2.3 19 0.26 41.46 121.96 0.48 6.18 78.58 4.21 17.87 8.68YR 7.82 2.93 

0.03 0.03 

처리

후

68.40 49.70 2.3 19 0.23 45.90 135.02 0.58 6.52 79.40 3.97 15.85 8.39YR 7.80 2.63 

0.03 0.08 

4 병오

식년

4-6

처리

전

68.40 49.70 2.3 19 0.29 49.76 146.38 0.50 6.17 79.07 4.01 17.72 8.62YR 7.77 2.91 

0.11 0.02 

처리

후

68.30 49.60 2.3 19 0.29 51.01 150.58 0.51 6.46 80.84 3.09 14.42 8.74YR 7.95 2.33 

0.12 0.05 

sheet ave 처리

전

68.35 49.70 2.3 19.0 0.29 46.10 135.70 0.48 6.16 77.82 3.79 16.16 8.71YR 7.64 2.64 

sheet std 0.10 0.00 0.02 3.58 10.51 0.02 0.03 1.34 0.49 2.04 

sheet ave 처리

후

68.33 49.65 2.3 19.0 0.27 48.18 142.02 0.54 6.52 78.71 3.14 13.52 8.60YR 7.73 2.21 

sheet std 0.10 0.06 0.03 2.21 6.68 0.05 0.05 1.96 0.58 1.97 

④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7.12cm, 세로 크기는 평균 68.02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6cm, 발초수는 평균 14.4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1mm, 무게는 평균 

25.46g, 평량은 평균 51.90g/m2, 밀도는 평균 0.45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

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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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1.07g, 평량이 -2.11g/m2, 밀도가 -0.01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43정도 향상되어 나타났

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8.3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1.91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0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99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종대왕종친록』 奎9025의 분석 위치

(c) 중종종-10 (d) 중종종-20

(e) 중종종-22

(a) 중종종-1 (b) 중종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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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대왕종친록』 奎9025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중종대왕종친록 (9025)

1 중종종

1
처리

전

72.00 68.00 1.1 14 0.11 24.36 49.75 0.47 6.19 88.57 1.69 15.74 0.02Y 8.74 2.25 

0.01 0.09 

처리

후

72.00 68.00 1.1 14 0.10 23.07 47.12 0.46 6.53 90.34 1.05 11.55 0.10Y 8.92 1.61 

0.01 0.12 

2 중종종

2
처리

전

72.20 68.10 1.3 14 0.12 28.35 57.66 0.48 6.12 88.35 1.84 15.90 9.90YR 8.72 2.29 

0.03 0.07 

처리

후

72.10 68.00 1.3 14 0.12 27.24 55.56 0.48 6.54 90.06 1.18 12.14 9.98YR 8.90 1.71 

0.02 0.05 

3 중종종

10
처리

전

72.10 68.00 1.3 14 0.10 25.46 51.93 0.50 6.04 88.72 1.69 16.03 0.05Y 8.76 2.29 

0.01 0.02 

처리

후

72.10 68.00 1.3 14 0.10 24.42 49.81 0.48 6.60 90.46 1.02 12.12 0.20Y 8.94 1.68 

0.01 0.10 

4 중종종

20
처리

전

72.20 68.00 2.3 16 0.10 17.11 34.85 0.34 6.05 89.65 1.41 14.48 0.02Y 8.85 2.04 

0.02 0.05 

처리

후

72.10 67.90 2.3 16 0.10 16.28 33.25 0.32 6.63 91.12 0.94 11.30 0.19Y 9.00 1.56 

0.02 0.12 

5 중종종

22
처리

전

72.10 68.00 2.1 14 0.14 32.03 65.33 0.48 6.31 86.33 2.93 17.94 9.37YR 8.51 2.72 

0.01 0.14 

처리

후

72.00 68.00 2.1 14 0.14 30.95 63.21 0.45 6.53 87.88 2.07 15.14 9.56YR 8.67 2.23 

0.00 

sheet ave 처리

전

72.12 68.02 1.6 14.4 0.11 25.46 51.90 0.45 6.14 88.32 1.91 16.02 9.85YR 8.72 2.32 

sheet std 0.08 0.04 0.01 5.53 11.28 0.07 0.11 1.22 0.59 1.24 

sheet ave 처리

후

72.06 67.98 1.6 14.4 0.11 24.39 49.79 0.44 6.57 89.97 1.25 12.45 9.94 8.89 1.76

sheet std 0.05 0.04 0.02 5.45 11.11 0.07 0.05 1.23 0.4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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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왕종친록』 奎9096의 분석 위치

⑤ 『선조대왕종친록』 奎9025

『선조대왕종친록』 奎9025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3.00cm, 세로 크기는 평균 64.65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4.0cm, 발초수는 평균 11.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30mm, 무게는 평균 

111.07g, 평량은 평균 235.33g/m2, 밀도는 평균 0.79g/m2로 나타났다. 두께와 중량이 높은 것은 합지로 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1.70g, 평량

이 -3.60g/m2, 밀도가 -0.03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23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4.3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28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5.51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99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a) 선조종-1 (b) 선조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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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대왕종친록』 奎909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선조대왕종친록 (9096)

1 선조종

1
처리

전

73.00 64.60 4.0 11 0.27 106.51 225.86 0.84 6.41 83.85 3.52 15.82 8.55YR 8.26 2.54 

0.03 0.03 

처리

후

73.00 64.60 4.0 11 0.28 104.88 222.40 0.80 6.58 86.32 2.65 12.63 8.45YR 8.51 2.00 

0.03 0.10 

2 선조종

2
처리

전

73.00 64.70 4.0 11 0.33 115.62 244.80 0.75 6.34 84.79 3.05 15.20 8.79YR 8.35 2.39 

0.04 0.03 

처리

후

73.00 64.70 4.0 11 0.33 113.85 241.05 0.72 6.64 86.94 2.24 12.10 8.73YR 8.58 1.87 

0.04 0.06 

sheet ave 처리

전

73.00 64.65 4.0 11.0 0.30 111.07 235.33 0.79 6.38 84.32 3.28 15.51 8.65YR 8.31 2.47 

sheet std 0.00 0.07 0.04 6.44 13.39 0.06 0.04 0.66 0.33 0.44 

sheet ave 처리

후

73.00 64.65 4.0 11.0 0.31 109.37 231.73 0.76 6.61 86.63 2.45 12.36 9.23YR 8.54 2.29

sheet std 0.00 0.07 0.04 6.34 13.19 0.06 0.04 0.44 0.29 0.37 

⑥ 『병오식년종친록』 奎9097

『병오식년종친록』 奎9097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4.13cm, 세로 크기는 평균 64.30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6cm, 발초수는 평균 12.2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7mm, 무게는 평균 

47.73g, 평량은 평균 98.75g/m2, 밀도는 평균 0.72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

며, 무게가 -1.32g, 평량이 -2.71g/m2, 밀도가 -0.02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55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6.20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87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9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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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식년종친록』 奎9097의 분석 위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73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a) 병오종-1 (b) 병오종-2

(c) 병오종-10 (d) 병오종-20

(e) 병오종-28 (f) 병오종-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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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식년종친록』 奎9097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폭

(cm) 
발초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0-
28+)

병오식년종친가현록 (9097)

1 병오종

1
처리

전

74.00 64.30 10 0.31 120.92 254.13 0.81 6.22 87.24 2.69 14.70 8.87YR 8.61 2.26 

0.04 0.04 

처리

후

74.00 64.30 10 0.32 118.00 247.99 0.77 6.42 89.06 2.09 12.02 8.80YR 8.79 1.82 

0.04 0.08 

2 병오종

2
처리

전

74.20 64.30 1.7 11 0.16 47.69 99.96 0.62 6.20 88.43 2.17 15.71 9.63YR 8.73 2.31 

0.02 0.05 

처리

후

74.10 64.30 1.7 11 0.15 45.71 95.94 0.63 6.57 90.87 1.25 11.52 9.78YR 8.98 1.63 

0.02 0.04 

3 병오종

10
처리

전

74.20 64.30 3.0 11 0.13 43.00 90.13 0.69 6.12 87.74 2.17 17.84 9.95YR 8.66 2.60 

0.02 0.09 

처리

후

74.20 64.30 3.0 11 0.12 41.23 86.42 0.70 6.71 89.42 1.45 12.99 9.79YR 8.83 1.86 

0.01 0.23 

4 병오종

20
처리

전

74.10 64.30 2.5 15 0.12 43.30 90.88 0.76 6.09 86.23 2.60 17.88 9.65YR 8.50 2.67 

0.01 0.04 

처리

후

74.10 64.30 2.5 15 0.13 45.55 95.60 0.72 6.89 90.61 1.33 12.43 9.80YR 8.95 1.76 

0.01 0.11 

5 병오종

28
처리

전

74.20 64.30 3.0 11 0.14 50.55 105.95 0.74 6.06 84.16 3.72 17.39 8.68YR 8.29 2.78 

0.01 0.03 

처리

후

74.10 64.30 3.0 11 0.14 48.73 102.27 0.71 6.86 86.56 2.69 14.43 8.84YR 8.54 2.23 

0.01 0.10 

6 병오종

29
처리

전

74.10 64.30 2.7 15 0.13 50.91 106.85 0.80 6.02 83.38 3.88 17.99 8.72YR 8.21 2.89 

0.02 0.05 

처리

후

74.10 64.30 2.7 15 0.13 49.26 103.39 0.78 6.58 85.78 2.85 14.75 8.82YR 8.46 2.30 

0.02 0.08 

sheet ave 처리

전

74.13 64.30 2.6 12.2 0.17 59.40 124.65 0.74 6.12 86.20 2.87 16.92 9.23YR 8.50 2.58 

sheet std 0.08 0.00 0.07 30.33 63.83 0.07 0.08 2.03 0.75 1.38 

sheet ave 처리

후

74.10 64.30 2.6 12.2 0.17 58.08 121.93 0.72 6.67 88.72 1.94 13.02 9.21YR 8.76 1.93

sheet std 0.06 0.00 0.08 29.49 62.05 0.05 0.19 2.10 0.71 1.31 

⑦ 『신묘식년종친록』 奎9106

『신묘식년종친록』 奎9106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72.36cm, 세로 크기는 평균 64.76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2cm, 발초수는 평균 15.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5mm, 무게는 평균 

43.57g, 평량은 평균 92.98g/m2, 밀도는 평균 0.63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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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무게가 -2.00g, 평량이 -4.13g/m2, 밀도가 -0.04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38정도 향상되어 나타

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7.4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47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7.43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

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68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묘식년종친록』 奎9106의 분석 위치

(a) 신묘종-1 (b) 신묘종-2

(c) 신묘종-10 (d) 신묘종-18

(e) 신묘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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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식년종친록』 奎9106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 발끈폭

(cm) 
발초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신묘식년종친가현록 (9106)

1 신묘종

1
처리

전

72.3 64.8 2.0 15 0.16 47.4 101.17 0.63 6.22 87.93 2.48 16.31 9.37YR 8.68 2.43

0.01 0.05

처리

후

72.3 64.6 2.0 15 0.17 43.07 92.22 0.55 6.48 90.21 1.43 12.53 9.70YR 8.91 1.79

0.01 0.12

2 신묘종

2
처리

전

72.3 64.7 2.0 15 0.15 40.02 85.55 0.58 6.21 88.5 2.2 17.16 9.77YR 8.74 2.5

0.01 0.03

처리

후

72.3 64.6 2.0 15 0.16 38.46 82.35 0.53 6.66 90.67 1.18 12.39 0.01Y 8.96 1.73

0.01 0.13

3 신묘종

10
처리

전

72.3 64.7 15 0.16 50.4 107.74 0.69 6.21 86.46 2.75 18.04 9.52YR 8.53 2.71

0.01 0.02

처리

후

72.3 64.7 15 0.16 48.89 104.51 0.67 6.58 88.76 1.84 14.56 9.63YR 8.76 2.11

0.01 0.08

4 신묘종

18
처리

전

72.5 64.8 3.9 15 0.13 39.71 84.53 0.67 6.24 87.11 2.48 17.85 9.70YR 8.59 2.64

0.02 0.03

처리

후

72.4 64.7 3.9 15 0.13 38.54 82.28 0.65 6.63 89.12 1.7 13.76 9.61YR 8.8 1.99

0.02 0.17

5 신묘종

19
처리

전

72.4 64.8 0.9 15 0.15 40.3 85.9 0.59 6.2 87.31 2.42 17.77 9.73YR 8.61 2.62

0.01 0.05

처리

후

72.4 64.8 0.9 15 0.15 38.89 82.89 0.54 6.62 89.28 1.54 13.62 9.76YR 8.82 1.95

0.02 0.07

sheet ave 처리

전

72.36 64.76 2.2 15 0.15 43.57 92.98 0.63 6.22 87.46 2.47 17.43 9.62YR 8.63 2.58

sheet std 0.09 0.05 0.01 4.99 10.75 0.05 0.01 0.78 0.2 0.7

sheet ave 처리

후

72.34 64.68 2.2 15 0.15 41.57 88.85 0.59 6.59 89.61 1.54 13.37 9.69YR 8.85 1.92

sheet std 0.05 0.08 0.02 4.52 9.72 0.07 0.07 0.8 0.25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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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전적류

1) 해제

(1) 『명성황후탄강구리明成皇后誕降舊里』 

고종의 비妃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1851~1895)의 출생지인 경기도 여주驪州의 구리舊里에 소개한 비碑

의 탁본첩拓本帖이다. 비가 세워진 것은 1904년(광무 8)이다. ‘명성황후탄강구리明成皇后誕降舊里’의 8글자가 해

서楷書의 대자大字로 한 면에 2글자씩 실려 있고, 마지막에 ‘광무팔년갑진 오월 일 배수흠체경서光武八年甲辰 

五月 日 拜手欽涕敬書’라는 글이 있다. 비문碑文의 글씨를 누가 썼는지는 미상이다.

 

(2)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1797년(정조 21) 1월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의 회갑을 맞이하여 내린 윤음. 당시 퇴화하는 풍속

을 바로잡기 위해 소학小學, 오륜행실五倫行實, 향음의식鄕飮儀式, 향약조례鄕約條例 등을 간행·반포한다는 것

과 각 지역의 수령과 민인民人들에게 양로養老와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윤음을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하여 반포한 다음, 이를 받은 각 도의 관찰사나 수령에

게 자신들의 글씨로 써서 다시 판각·인쇄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또 관할 지역에 반포하도록 했다. 이에 따

라 현재 규장각에는 각 지역의 수령들이 인쇄한, 동일한 내용의 윤음이 약 70여 종 정도 소장되어 있다. 

이중에서 이번 수리복원 대상이 된 본 윤음은 당시 함창현감咸昌縣監 신광악申光岳이 판각·인쇄하여 보고

한 것이다.

(3)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忠武公李舜臣神道碑銘』

정조 어제御製의 『충무공이순신장군신도비忠武公李舜臣將軍神道碑』의 탁본이다. 이순신의 신도비는 1693년

(숙종 19)에 김육金堉이 지은 비문으로 건립된 것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794년(정조 18) 10월

에 정조의 어제로 다시 건립되었다. 정조는 이순신을 현양顯揚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여, 1793년 7월 이

순신을 영의정領議政으로 추증追贈했으며, 또 1795년 9월에는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李舜臣全書를 간행해서 

반급頒給하도록 하였다. 정조가 직접 이순신의 신도비명을 짓고 신도비를 새로 건립하도록 한 것 역시 이

순신을 현양하는 일련의 사업 중 하나였다. 본 신도비명은 서문과 명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신

도비에서 해당 인물의 가승家乘을 나열한 것과는 달리 이순신의 충의심忠義心과 훈적勳績만을 간결하게 서

술하였다.

(4)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 

중국의 도교 경전인 태상감응편도설太上感應篇圖說을 언해한 책이다. 5권 5책의 목판본으로, 1852년(철종 3)에 

최성환崔성煥이 처음 간행한 후 1880년(고종 17)에 고종의 명으로 다시 간행했는데, 두 번째 간행에서도 1852년 

판목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표기에 차이점이 전혀 없다. 수리복원 대상인 <규11026>본은 ‘광서육

년경진계춘간인光緖六年庚辰季春刊印’이라는 간기刊記가 붙어 있어서 1880년에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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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도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19세기에 통용되었던 국어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5) 『주본존안奏本存案』

주본奏本 <奎.17703>의 존안存案이다. 총 8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9책은 1896년(건양 1) 10월부터 1904

년(광무 8) 12월까지의 주본奏本만을 모아 놓은 것으로 표제表題도 ‘주본존안奏本存案’으로 되어 있다. 반면 제10책 

이하는 주본뿐만 아니라 의정부議政府와 내각內閣의 회의록, 청의서請議書 등의 각종 부속 문건까지 모두 모은 것

으로 표제가 ‘주의존안奏議存案’으로 되어 있다. 부속 문건들은 대체로 주본 <奎.17703>보다 간략하지만, 의정부와 

내각의 회의록은 본서가 원본이다. 또 주임관奏任官 인사人事와 관련된 청의서請議書가 다수 본서에 수록되어 있

고, 죄수명단罪囚名單 등은 주본에 빠져 있는 것이 본서에는 수록된 경우도 있어 서로 보완이 되고 있다. 금범 수

리복원 대상인 제18책은 1905년에 올린 주본 및 각종 회의록의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6) 『의금부노정기義禁府路程記』

의금부義禁府에서 유배 죄인의 배소配所로 지정된 곳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필사본이며 19세기 전반 헌종

憲宗 연간에 편찬된 원본原本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내용을 보면, 각 도별로 유배지로 

지정된 지명을 쓴 다음 그 아래에 서울에서부터의 일정日程, 그 지역에 소속된 역驛과 접속역接屬驛, 절도絶島·

산山·포浦의 이름 등을 기입하였다. 기록된 유배지의 수를 도별로 정리해 보면, 경기도 37개 관官, 황해도 23

개 관, 강원도 26개 관, 충청도 54개 관, 전라도 56개 관, 경상도 71개 관, 평안도 42개 관, 함경도 24개 관 등

이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글씨로 각 도의 절도絶島, 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영장防禦營將·중군우후中軍虞候 등

의 이름, 면간교대처面看交代處·각도산성各道山城·분로식分路式(각 도의 경유로), 수교정식受敎定式(역대 정배定配 

사건의 수교)과 속대전續大典의 규정 등을 기록해 놓았다. 앞표지의 이면의 나압식拿押式에는 ‘판서자헌이상 

도사나압判書資憲以上 都事拿押’, ‘참판가의이하 서리나압參判嘉義以下 書吏拿押’, ‘당하통훈이하 라장나압堂下通訓以下 

羅將拿押’ 등의 규정이 있다. 또, 뒤표지 이면의 ‘공식功式’에는 대왕大王·왕비王妃의 친척에 대한 공친功親 규정이 

부기附記되어 있다. 정배定配에 관한 기본 사료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배소配所와 관할管轄 관계 이외의 특별

한 내용은 없다.

(7) 『열성지장통기列聖誌狀通紀』 

조선의 역대 국왕의 지문誌文과 행장行狀, 시책문諡冊文, 애책문哀冊文 등을 수집·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본서는 권3·4 부분 1책만 남아 있는 영본零本이며, 이중 제4권 부분은 앞의 4장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결락되었다. 본서의 표지에는 ‘열성지장列聖誌狀 목木 공오共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를 통해 본서의 완질은 5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책은 완질의 제2책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권3에는 태종의 행장과 비음기碑陰記, 각종 책문冊文, 지문誌文 등이 실려 있으며, 권4의 현재 남아있는 

부분에는 세종世宗의 행장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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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언해大學諺解』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의 원문原文에 토吐를 달고 우리말로 언해諺解한 책이다. 규장각에는 여러 종

의 대학언해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수리복원 대상인 <奎 3060>본은 <奎 735>·<奎 1445>·<奎 2015>· 

<奎 2036>·<奎 3060>·<奎 3997>본 등과 동일한 목판본으로 표제는 ‘학해學解’로 되어 있다. 본서와 동일

한 판본들에 ‘숭정사년윤십일월 일 내사대학언해일건崇禎四年閏十一月 日 內賜大學諺解一件’이라는 내사기內賜記

가 기록되어 있어서, 본서 역시 1631년(인조 9)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9) 『내수사각방차하책內需司各房上下冊』

1795년(정조 19)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내수사內需司의 각 방房에서 차하上下(관아에서 돈이나 물품을 

지불함)한 내역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모두 3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戶·예禮·형刑·공工 등 4방房의 지

불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회계는 월 단위이며 회계 양식은 호·예·형·공의 4방별로 지불 내역을 기재한 다

음 각 방의 끝에는 해당 방의 차하수목上下數目을 기록했으며, 매 책의 마지막에는 방 구분 없이 전체의 차

하수목을 기재하였다. 매 회계마다 전수典需 부전수副典需 별좌別坐 별제別提 서제書題의 수결手決이 있으며, 제 

18책 이후는 서제書題의 수결로 단일화된다. 차하는 보통 계하啓下·달하達下·전교傳敎·분부分付·판부判付 등

에 의거해서 시행되었으며, 차하 대상은 선원전璿源殿·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왕대비전王大妃殿·대비전大妃殿·

중궁전中宮殿 등의 각 전殿과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禮宮·어의궁於義宮 등의 각 궁宮, 그리고 공주방公主房·옹주

방翁主房·군방君房 등의 각 방房 등이다. 왕실 재정財政 및 내수사의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비교적 많은 책이 남아 있어 해당기간의 회계 상황을 통계적으로 고찰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수리복원 대상인 제13책에는 1824년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강문식(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사)

2) 일반사항

보존처리 대상 중 기타전적류는 총 9책이다. 

첩과 선장본의 형태로 입고되었으나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3은 본래의 형태는 철장으로 추정된다. 

연번 유물명 vol. 연대 
세로

(cm)
가로

(cm)
높이

(cm)
매수 장정

1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1904 以後 (光武8年) 41.8 24.3 0.7 4 첩

2
『어제양로무농반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 1797 (正祖21年) 38.4 25.7 0.7 6 첩

3 『충무공이순신도비명』 奎10208 1794 以後 (正祖18年) 38.1 25.0 1.5 20
첩

 (5침)

4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1880 (高宗17年) 30.0 20.4 1.8 80 5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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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vol. 연대 
세로

(cm)
가로

(cm)
높이

(cm)
매수 장정

5 『주본존안』 奎17704 v.18
19世紀 末-20世紀   
初 (建陽1年-隆熙
3年:1896-1909)

25.1 18.2 3.0 144 5침

6 『의금부로정기』 奎19531
19世紀 前半 
(憲宗 年間: 

1834-1849)
39.6 25.0 1.3 15 5침

7 『열성지장통기』 奎3805 v.3 1688 (肅宗 14年) 33.9 22.2 1.0 24 5침

8 『대학언해』 奎3060 1631 (仁祖9年) 22.2 22.2 1.0 29 5침

9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3 1821年 40.2 27.2 8.0 302 5침

 

3) 보전처리 전 상태

(1)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       첩형태로 장정되어 있다.

•       앞표지의 제첨이 2/3 이상 떨어져 있으며 표제가 보이지 않는다.

•       책의 우측 하단부 전체가 유실된 상태이다.

•       표지는 연한 쪽색의 분상지가 사용되었고 내지를 고정한 청색비단이 떨어져있다.

•       앞표지는 색이 많이 퇴색하였고 상단에 도서기록 카드를 부착했던 흔적이 있다.

•       표지 우측 상부에 라벨지를 붙였다 뗀 흔적이 보인다.

•       내지 인쇄물의 먹 번짐 현상이 관찰되며 습기로 인한 먹의 흘러내림이 관찰된다.

•       습기로 인해 내지 먹이 분말화 되어있다.

•       내지 결손부를 회색 안료로 색맞춤한 흔적이 보인다.

•       5페이지에 황색 양지의 경성제국대학 첨지가 붙어있다.

奎10123 처리 전 앞표지 奎10123 처리 전 뒤표지



    27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하단부 유실

가장자리 장식 비단 분리

번호 인장

먹 번짐

제첨 배접 들뜸

경성제국대학 양지 첨지

결손부 색맞춤

하단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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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 奎10207

•       첩 형태로 장정되었다.

•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표지 전체에서 관찰되는데 일부분은 표지 위에 다른 물질이 놓여진 상태로 

오염물의 영향을 덜 받아 탄화된 흔적이 없고 깨끗한 편이다.

•       앞표지에 쓰인 표제가 이물질에 덮여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       앞표지 부분은 심하게 오염되어 변색이 매우 심하며 앞, 뒤표지의 두께가 다르다.

•       앞표지에 연필로 10207 숫자가 쓰여 있다.

•         앞표지와 달리 뒤표지는 능화문이 확실히 관찰되나 종이가 산화되어 바스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찢

김이나 결손이 산재해 있다.

•       뒤표지는 가장자리의 마모가 심해 배접이 들떠 4 / 5 이상이 분리되어 있다.

•       내지는 충해로 인한 크고 작은 결손과 황색 얼룩이 많다.

•       이전 수리시 결손부를 덧대어 보강한 흔적이 있다.

•       표지 속지는 한글이 인쇄된 종이를 사용하였다.

•       내지의 전체적인 두께가 메우 얇은 편이고 사용한 배접지와 테두리를 장식한 종이 또한 매우 얇다.

표지 탄화부 및 가려진 표제 표지 배접지

奎10207 처리 전 앞표지 奎10207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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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해로 인한 결손

파편 이탈

장황용 종이 배접 분리

글자 부분 변색

(3)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

•       내지는 첩의 형태로 장식지를 사용 하고 5침 선장본으로 장책하였다.

•       장정끈은 홍사로 추정되나 변색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       표지는 만자문 능화지를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심한 그을음이 확인된다.

•       책의 가장자리와 내지의 앞부분에서도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확인된다.

•       내지의 앞부분에 인장이 찍혀있으며 반대쪽으로 전사되어 있다.

•       내지에 벌레에 의한 터널형의 결손이 있다.

•       내지의 탁본이 박리되어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       내지 장정부분에 황색 얼룩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존재한다.

•       내지에 흰색 섬유질이 다수 부착되어 있다.

•         18페이지 뒷면에 탁본 이음새 부분이 마찰에 의해 박락되었는데 먹으로 색맞춤한 흔적이 있다.

•         판심에 곰팡이에 의한 얼룩,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다수 확인된다.

•         표지 위에 다른 물질이 올려진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일부분은 그을음이나 오염 없이 매우 깨끗

한 편이다.

•       가제본을 하고 마지막장을 표지에 붙여 선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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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탄화부 및 가려진 표제

표지 배접 분리

파편 유실

표지 뒷면 선명한 능화문

황색 얼룩

인장 이염

奎10208 처리 전 앞표지 奎10208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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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       5침 선장본 형태로 면 재질의 홍사를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       표지는 만자문 능화지가 사용되었고 곰팡이와 검은 얼룩이 산재해 있다. 

•       앞표지 하단 라벨지 주변으로 접착제가 흘러나와 얼룩을 형성하고 있다.

•       앞표지 표제 부분에 습기에 의한 얼룩이 산재해 있다.

•       뒤표지는 대부분 유실이 되어 있으며 잔존하는 표지 부분은 산화도가 매우 심해 바스러지는 상태이다.

•       뒤표지 유실로 인해 내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         내지는 중반부까지 충해나 얼룩이 비교적 적으나 뒷부분은 침수로 인한 얼룩과 곰팡이가 보이고 장정

끈의 색이 이염된 부분도 있다.

•       책의 위, 아래에 움푹하게 눌린 부분이 있다.

•       표지 속지까지 가제본하고 장정하기 전 속지를 표지에 부착한 후 장책한 것으로 보인다.

•       내지 마지막장 하단에 인장이 찍혀있으며 주변에 연필로 숫자가 적혀있다.

奎11026 v.2 처리 전 앞표지 奎11026 v.2 처리 전 뒤표지 

제첨 오염 도서 라벨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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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뒤표지 연필 기록

인장 침수로 인한 얼룩

곰팡이 변색

(5) 『주본존안』 奎17704 v.18

•       5침 선장본 형태로 홍사를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       표지는 황색으로 염색한 만자문 능화지를 사용하였다.

•       앞표지는 가장자리의 변색이 약간 있으나 별다른 손상 없이 양호한 편이다.

•         뒤표지는 침수로 인한 손상과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 상당부분 손상되어 있다. 지력이 약화된 부분이 

탈락되고 뭉개지거나 배접지가 들뜨는 등 손상이 매우 심하고 장정끈의 염료가 일부 이염되어 있다. 

•       앞표지 하단부에 보라색 인장이 찍혀있으며, 인장 일부는 도서기록카드에 가려져 있다.

•         뒤표지의 손상으로 인해 내지 후반부의 손상이 심하나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내지의 상태는 비교적 양

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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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일제강점기 인쇄국에서 제작한 종이로 괘선과 글씨부분이 인쇄되어 있다.

•       붉고 작은 다양한 인장과 붉은 안료로 쓴 글자, 글자를 덮은 종이 등이 많이 관찰된다.

•       인쇄부분은 불안정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번짐이 관찰된다.

•       뒷면부분 장정끈 일부에서 곰팡이가 확인된다.

奎17704 vol.18 처리 전 앞표지 奎17704 vol.18 처리 전 뒤표지

측면 기록 뒤표지 결손

결손부 인장 및 안료로 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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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이동

글자 위에 덧붙인 종이

이물질로 인한 오염

침수로 인한 얼룩 및 괘선 번짐

(6) 『의금부노정기』 奎19531

•       5침 선장본 형태로 흰색 면사를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       책의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닳아 둥글게 되어있고 가장자리가 말려있다.

•         표지 및 내지 전반에 걸쳐 곰팡이와 터널형의 결손부가 다수 관찰된다. 또한 물얼룩과 벌레 분비물에 

의한 얼룩이 산재해 있으며 장정 부분의 꺾이는 곳이 찢어져 있다.

•       표지의 문양을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       표지는 변색이 심하고 결손부가 많으며 배접지가 들뜬 부분이 있다.

•         표지의 장정된 부분에 종이를 덧대어 부분 보강한 상태임 내지와 표지 사이에 종이 띠를 부착하여 

표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놓았다. 

•       표지가 본지보다 약 0.5cm 작아 내지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         내지는 밀랍 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종이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과 잔존하고 있는 접착제가 글씨를 

가리고 있는 부분도 관찰된다.

•       글자를 쓴 1cm 내외의 첨지와 붉은 안료 자국이 산재해 있다.

•       내지 한 장의 두께가 매우 두꺼우며 딱딱하다.

•       내지 일부는 앞·뒷면을 접착하여 판심 부분이 펼쳐지지 않는다.

•       내지에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일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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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9531 처리 전 앞표지 奎19531 처리 전 뒤표지

표지 장정부에 덧붙인 종이 뒤표지 결손

둥글게 마모된 모서리

인장 및 제거된 첨지의 흔적

내지와 표지를 연결하기 위해 덧붙인 종이

첨지 및 접착제 흔적



28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7)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

•       앞표지는 마름모꼴 무늬 위에 연화문이 그려진 능화지를 사용하였다.

•       결손부는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 하였는데 무늬와 색상이 달라 이질감이 있다.

•       가장자리가 어둡게 산화되어 있고 코팅이 된 듯 반질반질한 느낌이다.

•       상단부에 연필로 기록한 흔적이 있다.

•       하단 장정부분에 붉은 안료로 그어진 선이 있다.

•       표지 종이가 아래 배접지와 분리되어 박락된 부분이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       뒤표지는 황색의 만자문 능화지로 되어있는데 과거 수리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사방 모서리가 조금씩 닳아있고 회색으로 변색된 부분이 있다.

•         내지는 책의 상단 장정부분, 판심부분, 한단부 모서리를 중심으로 침수로 인한 얼룩이 있고, 상단 장

정 부분은 얼룩이 특히 심하여 큰 얼룩 안에 작은 얼룩들이 뭉쳐 있다.

•       글씨에 보풀이 일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

•       마주보는 페이지의 글자가 반대쪽 페이지로 전사된 부분이 많다.

•         마지막 장은 주름자국과 보풀이 많이 있고 변색이 진행되어 다른 페이지에 비해 상태가 안좋은 편이

다. 전 페이지에 걸쳐 유일하게 충해로 인한 결손이 있는데 1~3mm 정도의 작은 것은 메움하지 않았

고 큰 종이로 덧대어 메움한 상태이다.

•       장정끈 색이 부분적으로 바래있다.

•       도서기록 카드 끝부분이 떨어져있고 그 안으로 몇 겹의 작은 도서기록카드가 관찰된다.

奎3805 v.1 처리 전 앞표지 奎3805 v.1 처리 전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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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부 붉은 안료 흔적과 먹 글씨 표지 결손부 메움

연필 기록 글자 부분 섬유 뭉침

침수로 인한 다각형 형태 얼룩 가장자리 변색

(8) 『대학언해』 奎3060

•       표지의 가장자리가 마찰에 의해 마모되어 있다.

•       이전 수리시 결손부를 황색의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하였다.

•       표지 문양이 매우 복잡하고 뚜렷하지 않아서 문양을 유추하기 어렵다.

•       뒤표지는 황색의 만자문 능화지로 되어있는데 과거 수리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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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표지에 연필로 ‘10271’, ‘7952’라고 기록되어 있고 물얼룩과 벌레 분비물, 곰팡이에 의한 오염과 붉은 

지문자국, 저며진 상태의 한지가 관찰된다.

•       도서기록카드가 두 종류로 부착되어 있다.

•       표지 속지에 연필로 기록한 흔적과 인장이 이염된 흔적이 있다.

•       내지는 물얼룩과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 곰팡이에 의한 얼룩이 다수 있다.

•         내지 하단에 불에 탄 자국 및 결손이 있으며 내지 하단부 14cm정도를 배접해놓은 상태이다.

•       내지마다 두께 차이가 심하게 난다.

•       인쇄본이기 때문에 안료가 불안정하고 번져있는 부분이 관찰된다.

•       연필과 청색, 홍색 안료로 기록한 흔적이 있다.

•       표지 및 내지의 좌측 상, 하단에 접힘이 있다.

奎3060 처리 전 앞표지 奎3060 처리 전 뒤표지

표지 결손부 메움 연필로 기록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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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부 및 부분 배접

곰팡이 및 보라색 인장

황갈색 얼룩

청색과 적색 안료, 연필로 기록한 흔적

(9)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

•         표지는 황색의 염색지를 사용하였고 표지의 접어 넘긴 시접 부분을 풀로 부착하지 않아서 사방이 펼

쳐지는데 표지 안쪽으로 표지를 제작할 때 그려놓은 연필선이 남아있고 표지 뒷부분에 연필로 ‘36-

18’,(상) 이라 기록해 놓았다. 이것으로 볼 때 표지는 이전 수리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         내지 전반부 약 16장, 후반부 약 37장이 전체배접 되어있고 그로 인해 책의 측면에서 보면 상단과 하

단은 흰색, 가운데는 황색으로 보인다.

•         후반부의 전체 배접된 장으로부터 약 30장은 맞닿는 부분 사이에 종이를 넣고 양쪽 면을 모두 붙이는 

형태로 결손부를 메움하여서 판심이 펼쳐지지 않는 상태이다. (중반부에 약 10장 정도도 같은 상태이다.)

•         내지 전, 후반부에 다각형 형태의 침수로 인한 얼룩이 산재해 있고 내지 전반에 걸쳐 침수 얼룩과 그

로 인한 인장 및 글씨의 전사, 곰팡이 자국 등이 관찰된다.

•         첫장과 마지막장은 가장자리에 접착제 자국이 있는데 본래 표지 속지로 사용되었던 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본지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전반부 하단은 지력이 약화되어 크랙, 편분리 등이 진행되고 있다.

•       노란 얼룩과 보풀, 주름과 백색 가루 등이 관찰된다.

•       내지 1페이지는 매우 두꺼운 종이로 부분배접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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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9008 v.13 처리 전 앞표지 奎19008 v.13 처리 전 뒤표지 

측면 하단부 글자 기록

글자 흐려짐

전체배접 및 다각형 형태의 얼룩

배접된 부분의 색상 변화

결손부 메움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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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과정

(1) 육안관찰

•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 : cm) 및 훼손상태와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       장정은 선장, 첩, 철장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

•       표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능화지와 장식지 등이 사용되었다.

•         내지는 대부분 한지로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는 분상지, 『주본존안』 奎17704 v.18은 국지, 『의금

부노정기』 奎19531는 염색된 죽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  라벨지,   오염부,   결손부,   꺽임,   접착제 흔적,   장정끈,   메움흔적)

奎10123 육안관찰

奎10207 세부치수 측정

奎10207 육안관찰

奎19531 상태기록 카드 작성



29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奎10208 육안관찰

奎17704 v.1 육안관찰

奎11026 v.2 육안관찰

奎19531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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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3805 v.1 육안관찰

奎19008 v.13 육안관찰 

奎3060 육안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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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       장정끈을 제거하고 표지와 내지, 제첨을 분리하였으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하였다.

•       라벨지는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무리하게 떼어내지 않았다.

•         첩 형태의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류음』 奎

10207,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은 내지 장황에 사용된 종이도 함께 분리하고 도면을 작성하

여 연결방법과 형태를 기록하였다.

奎.19008 v.13 해체 奎.19008 v.13 내지 분리

奎10207 해체 奎10207 장황 종이 분리

奎10208 내지 도면 奎10123 전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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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전 사진촬영 넘버링

(3) 사진촬영 및 넘버링

•       보존처리 전 유물의 크기, 결손부분, 손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사전 기록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         첩 형태의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류음』 奎

10207,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은 내지 장황에 사용된 종이는 넘버링할 때 상, 하, 좌, 우 표

시도 함께 하여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C(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

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       사진촬영 및 넘버링 작업은 기타전적류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4) 지질분석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물리적 특성, 광학적 특성, 섬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대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전체 크기(세로×가로×높이)는 자를 측정하고, 두께는 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기록하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 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

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         섬유 조성과 형태는 그라프 “C” 염색시험(Graff “C” staininh test, C-stain 시험)을 이용하여 섬유 정색

반응을 실시하고, 휴대용 생물 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 특징과 섬유 크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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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기 

두께측정기 Peacock model H, 0.01×10mm jeweled, made in japan

휴대용현미경 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

색도측정기 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

pH측정기 HANNA HI4221, made in Romania

현미경 촬영 무게 측정

크기 측정 두께 측정

奎3060 내지 현미경 촬영 奎3060 표지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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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클리닝 건식 클리닝

섬유 안착 박락방지

(5) 건식 클리닝 및 박락방지

•         붓을 사용하여 건식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         건식 클리닝 후 섬유가 많이 일어나 있는 유물은 숙성풀을 사용하여 섬유를 안착시켰다.

•         글씨와 인장 부분은 열화정도와 번짐의 정도에 따라 아교수용액(1~3%)과 반수액(1~2차례)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습기로 인한 곰팡이의 가루 입자 등은 휴대용 에어 브러쉬와 작은 붓, 클리닝용 고무를 사용하여 제거하

였다.

(6) 습식클리닝 및 건조

습식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 마다 유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내각일력』은 지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

식 후 레이온지를 바로 제거하게 되면 글씨를 이루는 섬유가 붙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 후에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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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제작된 미세구멍의 철망 위에 아크릴판을 약 15~20° 경사지게 올려놓는다.

•       레이온지 위에 유물(내지 1장)을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       유물이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한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       위과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은 뒤 유물이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쳐 자연 건조시킨다.

•       건조가 완료된 유물은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붓을 이용한 오염물 세정

레이온지 덮기

남은 오염물 흡수

증류수 분무

(7) 배접지 제거 및 판심 보강

•         이전 수리때 사용된 배접지와 판심보강용 종이는 모두 제거하였다.

•         배접된 유물을 레이온지 위에 올리고 뒷면에 증류수를 분무한 후 붓으로 가볍게 펴서 레이온지에 부

착한 다음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제거하여 유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         판심이 훼손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경우나 내지의 지력이 약화된 경우, 얇은 보수지를 0.5~0.7cm 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자른 띠지로 보강하였다.

•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은 철장으로 인해 장정부분이 열화되어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 상태

로 방치하게 될 경우 탄화가 더욱 진행되어 다른 부분까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화부를 제거

하기로 하였다. 열화부는 메스를 사용하여 지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에 한해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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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접지 제거 열화부 제거

유물명
페이

지수

배접지 판심

전체 부분 전체 부분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5 - - - -

『어제양로무농반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 6 4 - - -

『충무공이순신도비명』 奎10208 18 18 - - -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80 - - - -

『주본존안』 奎17704 v.18 144 - - - -

『의금부로정기』 奎19531 16 - - - -

『열성지장통기』 奎3805 v.3 24 - - - -

『대학언해』 奎3060 29 - 15 - -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 302 54 47(반접힘)/88 23 -

판심보강용 한지 정보

번호 분석대상 두께(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1 외발/목판/소다회 0.04-0.05 6.68 91.61 0.76 7.85 9.96YR 9.05 1.09

(8) 결손부 메움

•         내지의 지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지와 가장 근접하게 제작된 메움용 한지를 사용해 발끈폭, 발촉

수 및 두께를 맞추어 결손부 메움을 하였다. 

•       접착용 풀은 2개월 정도 숙성시킨 풀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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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부 형태에 맞추어 섬유 살려 자르기 형태에 맞추어 잘라진 결손부 메움지

결손부에 맞게 붙이기 결손부 메움 완료 후

사용된 메움지 정보

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10207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0208

15 외발/철판/소다회 0.10-
0.12 6.50 88.06 1.25 14.05 0.22Y 8.69 1.98

16 외발/철판/소다회 0.10-
0.12 6.52 88.45 1.35 13.77 0.03Y 8.73 1.95

17
외발/목판/
도침(4-5) 

0.10-
0.13 6.56 89.93 1.07 11.55 0.07Y 8.88 1.62

18
외발/목판/
도침(4-5)

0.12-
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奎11026
v.2

4 외발/목판/소다회 0.07-
0.08 6.60 91.06 0.73 9.57 0.34Y 9.00 1.32

5
쌍발/ 철판/ 
도침/ 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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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번호 분석대상
두께

(mm) pH L* a* b* hue value chroma color

奎17704
v.18

4 외발/목판/소다회 0.07-
0.08 6.60 91.06 0.73 9.57 0.34Y 9.00 1.32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9531

32
외발/목판/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0 7.01 89.05 1.30 12.15 9.89YR 8.79 1.73

33
외발/목판/
도침(9-10) 

도침추가/소다회
0.24 7.29 89.06 1.23 10.57 9.74YR 8.79 1.52

 奎3805
v.3

17
외발/목판/
도침(4-5) 

0.10-
0.13 6.56 89.93 1.07 11.55 0.07Y 8.88 1.62

18
외발/목판/
도침(4-5)

0.12-
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19
외발/목판/
도침(4-5)

0.11-
0.13 7.06 90.81 0.91 10.39 0.15Y 8.97 1.44

20
외발/목판/ 
도침(4-5)/육재

0.15-
0.16 6.83 89.24 1.21 11.98 9.95YR 8.81 1.70

奎3060

4 외발/목판/소다회 0.07-
0.08 6.60 91.06 0.73 9.57 0.34Y 9.00 1.32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奎19008
v.13 

5
쌍발/철판/ 
도침/소다회

0.09-
0.12 6.94 90.86 0.73 10.23 0.42Y 8.98 1.41

6 외발/목판/소다회 0.11-
0.13 6.34 89.20 1.16 11.58 10.00YR 8.81 1.64

7 외발/목판/소다회 0.14-
0.17 7.39 89.30 0.95 11.97 0.32Y 8.82 1.67

16 외발/철판/소다회 0.10-
0.12 6.52 88.45 1.35 13.77 0.03Y 8.73 1.95

17
외발/목판/
도침(4-5) 

0.10-
0.13 6.56 89.93 1.07 11.55 0.07Y 8.88 1.62

18
외발/목판/
도침(4-5)

0.12-
0.14 7.32 90.12 1.14 11.39 9.96YR 8.9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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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편맞춤

•         『어제양로무농반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과 『충무공이순신도비명』 奎10208은 파

편으로 된 탁본을 모아 부착한 형태였다.

•       탁본 파편이 들뜨거나 이탈된 부분이 많아 본래의 위치를 찾아 재부착 하였다.

•       신풀을 사용하여 파편을 부착하고 문진으로 누른 후 건조시켰다.

•       편맞춤이 완료된 유물은 장황용 종이를 재부착 하였다.   

배접지 풀칠 배접

이탈 된 파편 파편 재부착

(10) 배접

•         『어제양로무농반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과 『충무공이순신도비명』 奎10208은 

첩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전체배접을 하였다.

•         해체 시 분리한 배접지 두께와 같은 종이를 숙성풀을 사용하여 전체배접 한 다음 건조판에 부착한 

후 건조시킨다.

•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은 지력이 약화된 부분에 한해 부분배접 하였다.

•         두께에 변화를 주지 않을 만큼 얇은 보수지를 숙성풀을 사용하여 부분 배접한 후 목판으로 눌러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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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접 후 타격솔로 두드려 압착 건조판 부착 후 건조

(11) 주름펴기 및 외곽선 정리

•       원상태의 밀도와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낱장마다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분무한다. 

•       목판, 흡습지, 레이온지순으로 놓고 그 위에 유물을 올린다음 역순으로 다시 올려놓는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균일한 힘으로 눌러주어 건조하였다.

•       건조된 유물은 밖으로 벗어난 메움지를 제거하여 외곽선을 정리하였다.

증류수 분무

흡습지 덮기

주름 펴기

외곽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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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표 표지 배접지 제거 후

오리나무목 염액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염제

② 표지 배접지 염색

•         유물은 오랜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어 가공되지 않은 종이로 배접하면 유물의 색상이 달라지거나 생경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리나무 열매로 묽게 천연염색 하여 명도와 채도를 낮춘 후 배접에 사용하였다.

•         염색은 흑자색에서 적갈색 색상을 띄는 천연유기 안료인 오리나무 열매와 석회석 산화칼슘(CaO) 매염

제를 사용하였다. (염액 1500g : 매염제 1g)

(12) 표지처리

① 표지 습식 클리닝 및 메움지 제거

•       표지와 표지 속지를 분리한 후 각각 습식클리닝을 진행하였다.

•       라벨지와 표제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교액을 사용하여 박락방지를 하였다.

•         레이온지를 앞·뒷면에 대고 유물을 편 후 증류수를 붓으로 도포하여 자연적으로 오염물이 흡습지에 

스며나가도록 하였다.

•       습식클리닝 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표지 배접지를 제거하였다.

•       메움지 제거 후 흡습지를 사용하여 잔존하는 수분을 제거하고 자연 건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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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접지 염색 염색된 배접지 건조

③ 표지 배접 및 건조

•         염색한 배접지를 사용하여 표지를 1차 배접 후 건조시키고, 두께에 따라 2차~3차 배접하였다.

•         제첨은 2차 배접 전, 유물에 수분을 줄 때 함께 붙여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표지 배접 표지 배접 후

④ 표지 메움

•         메움용 종이 염색 - 유물 색상에 따라 오리나무 열매로 천연염색 한 후 사용한다.

•         메움용 능화지 제작 - 유물 문양을 전사한 후 판각 전문가(김도형, 김형진, 이연희)에게 의뢰하여 능

화판을 제작하였다. 염색한 종이를 배접하여 두께를 주고 능화판에 얹어 밀돌로 밀어 문양을 내어 

사용하였다.

•         표지 메움 - 제작한 메움용 종이를 결손부 형태로 섬유 살려 잘라낸 다음 부착하였다.

•         표지 색맞춤 - 결손부 메움한 부분과 1mm 미만의 작은 결손부를 유물색의 약 80% 정도로 색맞

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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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표지 배접 및 건조

•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3은 이전 수리 시 표지가 교체되어 형태가 달랐다. 유물의 원형과 가장 

근접한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5를 기준으로 하여 표지를 새로 제작해 교체하였다.

•         유물에 맞게 능화판을 제작하여 능화지를 만든다. 

•         표제는 원본의 글씨를 투명 필름에 전사한 다음 능화지를 얹고 라이트를 비추어 가며 글자 형태를 

따라 먹으로 써서 완성한다.

능화판에 밀랍 칠하기 다양한 색으로 제작된 염색지

색맞춤 밀돌로 밀어 문양 찍기

(13) 처리 후 사진 및 가제본

•       처리 전 사진 촬영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         낱장의 유물은 처리 후 사진 촬영을 위해 넘버링을 제거해 주었으며, 사진촬영이 끝나는 각권마다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지끈을 만들어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       처리 후 사진촬영은 기타전적류 총 9책에 대해 전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촬영기종 및 렌즈 - Nikon D800E, MACRO 50mm f/2.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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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검수

검수

검수

처리 후 사진촬영 가장정

(14) 검수

•         보존처리 된 실제 유물과 보존 처리 전 사진촬영 된 유물사진을 대조해 차이가 있거나 다르게 보이는 

곳을 기록하였다.

일   시 :   1차검수 - 2014년 1월 9 ~ 10일 

2차검수 - 2014년 1월 21일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고문헌열람실

검수자 : 김은주(서울대 국사학과), 이현욱(서울대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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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수내용 분류

•         검수결과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A - 보풀 B - 이물질 C - 메움, 판심 D - 글자, 배접지

       

E - 첨지 F - 주름 G - 제본, 장정 H - 기타

        

② 검수 세부내용 및 수정 사항

•       기타전적류 9책(총 623매)에 대해 총 21건이 기록되었고 모두 수정되었다.

•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  

  『의금부로정기』 奎19531, 『대학언해』 奎3060는 검수내용이 없어 1차에서 마무리 되었다.

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1A.B C 종이 위쪽 결손 부분 결손부를 메움을 하였다.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80B C 맨 뒷페이지 (편철부분) 왼쪽 광곽선 부분 배접지 떨어짐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주본존안』 奎17704 v.18

5A.B C 편철 부근 구멍(종이 찢어진 부분) 有 찢어진 부분을 띠지로 보강하였다.

36A A 첫번째줄 (奏本第一百十一號) 종이 올풀림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열성지장통기』 奎3805 v.3

24B B
왼쪽 페이지 4번째줄 ‘可法可’ 사이의 나무 조각제거 要 

(원본에서 위치가 바뀜)
나무조각을 제거하였다.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3

18A D
오른쪽페이지 작은 글씨가 전반적으로 옅어져 획이 안보이게  

된 글자들이 다수임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3B F 왼쪽 페이지 7번째줄 작은 글씨 글자 갈라짐 (造燭) 주름을 다시 접어 수정하였다.

40A D 오른쪽 페이지 7번째줄 ‘貳’ 글자 뭉개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30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15) 장정

•       기타전적류 9책은 선장본과 첩 형태로 입고되었다.

•         이중 『내수사각방상하책』 奎19008 v.13은 본래 철장이었으며, 원본의 유물을 기준으로 철장을 복원하

기로 하였다.

•       변철은 전문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조교 여창기)가 제작, 장정하였다.

•       나머지 유물은 입고된  장정 형태를 유지하여 재장정 하기로 하였다.

•       본래 장정되어 있던 장정구멍의 위치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가제본된 책의 내지에 맞추어 표지를 접고 위, 아래에 얹은 후 유물에 맞는 장정끈을 사용하여 장정하였다.

변철 원본 자료 조사 변철 원본 자료 조사

쪽수 분류 검수내용 조치사항

67B A.D
왼쪽페이지 끝에서 두번째줄 ‘軍價’의 ‘軍 글자 번짐 

두글자 사이 종이 보풀 접작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고  

섬유를 제거하였다.

88A D
두번째줄 밑에서 4번째글자 ‘黃草’ 글자 뭉개짐. 

‘黃’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음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90B
(추정)

D
끝에서 4번째줄 작은글씨 첫 번째줄 가운데 ‘中朴桂筸’의 

‘中’이 ‘史’처럼 되어버림
이탈된 먹섬유를 원 위치로 되돌려 수정하였다.

104B D
왼쪽 페이지 끝에서 4번째줄 밑에서 6번째 글자 

‘入及’ 거의 보이지 않음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10B D
왼쪽페이지 4번째줄 작은글씨 끝에서 6번째 글자‘各’ 뭉게짐.  

다른글자처럼 보임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20A A.D
오른쪽 페이지 2번째줄 작은글씨 중간아래 燭? 올풀림  

(획 탈락 가능성)
들뜬 섬유를 다시 부착하였다.

128B D 왼쪽 페이지 끝에서 2번째줄 2글자 ‘錢’. ‘肆’ 글자 번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171A D 오른쪽페이지 첫번째줄 맨 밑의 글자 ‘花’ 뭉개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39A D 2번째줄 작은글씨 중간부분 ‘大沙用五’의 글자 번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246B D 마지막줄 작은글씨 ‘乾柨’가 ‘乾标’처럼 됨 이탈된 먹섬유를 원 위치로 되돌려 수정하였다.

260B D
마지막줄 작은글씨 중간부분 ‘真粉四両二靑三’의 ‘粉四両’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배접됨. 글씨 비뚤어짐, ‘両’글씨 끊어짐

잘못된 메움을 수정하여 원 위치를 찾아주었다.  
주름을 다시 접어 수정하였다.

278A C (판심기준) 오른쪽페이지 가운데 배접부분 접착 떨어짐 떨어진 메움지를 다시 부착하였다.

281A D 오른쪽 페이지 4번째줄 밑에서 8번째 글자 匠 뭉개짐 주변에 흩어진 먹섬유를 모아 부착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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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제거 처리 후 표지 사진촬영

처리 후 세부치수 측정 처리기록 카드 작성 

(16) 마무리

•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다.  

•         장정 후 표지 앞·뒷면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 때 촬영 조건은 처리 전 사진 촬영시 조건과 동

일하게 하였다.

•       처리 후 실측 및 보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처리기록카드에 기록하였다.

선장 후 철장 철장 후



    31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5) 보존처리 전·후 분석 결과

(1) 표면 상태 관찰

기타전적류9책의 전체적인 표면 상태는 ‘표지’에서는 능화지을 사용한 것으로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지’에서는 종이의 비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화된 잔존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사일 경우에는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일 경우에는 먹의 농담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a) 내지 (b) 표지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1, 1.6x

내지 3, 1.6x 

내지 1, 18.5x

내지 3, 18.5x

내지 2, 1.6x

내지 4, 1.6x

내지 2, 18.5x

내지 4, 18.5x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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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지 (b) 표지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5, 1.6x

표지 5, 1.6x 

표지 3, 1.6x 

표지 1, 1.6x 

표지 7, 1.6x 

내지 5, 18.5x

표지 5, 18.5x

표지 3, 18.5x

표지 1, 18.5x 

표지 7, 18.5x

내지 6, 1.6x 

표지 6, 1.6x 

표지 4, 1.6x 

표지 2, 1.6x 

내지 6, 18.5x

표지 6, 18.5x

표지 4, 18.5x

표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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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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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8.5x 내지 7, 1.6x 내지 8, 1.6x 내지 8, 18.5x

내지 5, 18.5x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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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0, 18.5x표지 10, 1.6x

표지 6, 18.5x  표지 6, 1.6x 표지 7, 1.6x 표지 7, 18.5x 

표지 8, 18.5x표지 8, 1.6x 표지 9, 1.6x 표지 9, 18.5x

표지 4, 18.5x 표지 5, 1.6x표지 4, 1.6x 표지 5, 18.5x

표지 2, 18.5x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내지 9, 18.5x내지 9,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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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5, 18.5x 내지 5,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내지 3, 18.5x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표지 2, 18.5x  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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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4, 18.5x표지 4, 1.6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8.5x 표지 6, 1.6x 표지 7, 1.6x 표지 7, 18.5x

『주본존안』 奎17704 v.18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주본존안』 奎17704 v.18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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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로정기』 奎19531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표지 3, 18.5x 표지 3, 1.6x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8.5x표지 5, 1.6x 표지 6, 1.6x 표지 6, 18.5x

내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표지 1, 18.5x표지 1, 1.6x 표지 2, 1.6x 표지 2,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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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1, 18.5x내지 1, 1.6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3, 18.5x 내지 3, 1.6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5, 18.5x내지 5, 1.6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7, 18.5x 내지 7, 1.6x 내지 8, 1.6x 내지 8, 18.5x

내지 9, 18.5x내지 9, 1.6x 내지 10, 1.6x 내지 10, 18.5x

내지 11, 18.5x내지 11, 1.6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8.5x표지 2, 1.6x 표지 3, 1.6x 표지 3, 18.5x

『의금부로정기』 奎1953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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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지장통기』 奎3805 v.1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a) 내지 (b) 표지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표지 4, 18.5x 표지 4, 1.6x 표지 5, 1.6x 표지 5, 18.5x          

표지 6, 18.5x표지 6, 1.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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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4, 1.6x 표지 5,  1.6x표지 4, 18.5x 표지 5, 18.5x

내지 5, 1.6x 내지 5,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표지 10, 1.6x 표지 10, 18.5x

표지 8, 1.6x 표지 8, 18.5x 표지 9, 1.6x 표지 9, 18.5x

표지 6, 1.6x 표지 6, 18.5x 표지 7, 1.6x 표지 7,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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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5, 1.6x 내지 5, 18.5x 내지 6, 1.6x 내지 6, 18.5x 

내지 3, 1.6x 내지 3, 18.5x 내지 4,  1.6x 내지 4, 18.5x

내지 7, 1.6x 내지 7, 18.5x 표지 1, 1.6x 표지 1, 18.5x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내지 1, 1.6x 내지 1, 18.5x 내지 2, 1.6x 내지 2, 18.5x

『대학언해』 奎3060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대학언해』 奎3060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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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의 표면 상태 관찰 위치

(a) 내지 (b) 표지 

표지 4, 1.6x  표지 4, 18.5x 표지 5, 1.6x 표지 5, 18.5x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내지 3,1.6x 내지3,18.5x 내지 4,1.6x 내지 4,18.5x

내지 1,1.6x 내지 1,18.5x 내지 2,1.6x 내지 2,18.5x

내지 5,1.6x 내지 5,18.5x 표지 1,1.6x 표지 1,18.5x



32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奎10207, 내지 奎10207, 표지

奎10123, 내지 奎10123, 표지

奎10208, 내지 奎10208, 표지 奎10208, 장정끈

(2) 섬유적 특성

기타전적류 9책의 섬유조성 및 형태는 내지, 표지, 장정끈에서 조사하였다.

표지와 내지는 닥섬유로 확인하였다. C-stain 시험에서 연한 적갈색, 연회색을 띄었으며, 섬유 형태는 투명막, 

마디, 단층이 존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섬유의 피블릴화, 팽윤, 길이방향의 크랙 등 손상과 오염이 확인되었다.

장정끈에 사용된 직물은 견섬유(『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 『대학언해』 奎3060, 『내수사각방

차하책』 奎19008 v.13)와 면섬유(『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주본존안』 奎17704 v.18, 『의금부노정기』 

奎19531,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로 확인된다. 견섬유는 표면이 매끄럽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으며 면섬유는 편편한 미본모양의 꼬임이 길이를 따라 나고 있다. C-stain 시험에서 대부분 

연한황색에서 적갈색을 띄었다. 그러나 용제를 이용해 시료의 전처리를 하지 못해 표면의 많은 이물질로 

도포되어 있는 점이 식별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섬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단면도 함께 관찰되지 못한 점은 

종합적 감별결과를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지 2, 1.6x 표지 2, 18.5x 표지 3, 1.6x 표지 3, 18.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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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1026 v.2, 내지 奎11026 v.2, 표지 奎11026 v.2, 장정끈

奎17704 v.18, 내지 奎17704 v.18, 표지 奎17704 v.18, 장정끈

奎19531, 내지 奎19531, 표지 奎19531, 장정끈

奎3060, 내지 奎3060, 표지 奎3060, 장정끈

奎19008 v.13, 내지 奎19008 v.13, 표지 奎19008 v.13, 장정끈

奎3805 v.1, 내지 奎3805 v.1, 표지 奎3805 v.1, 장정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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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명성-4

(a) 명성-2 (b) 명성-3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의 분석 위치

(3) 기초 물성 및 산성도

①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8.20cm, 세로 크기는 평균 41.80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1cm, 발초수는 평균 15.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33mm, 무게는 평균 

22.56g, 평량은 평균 111.96g/m2, 밀도는 평균 0.34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

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1.34g, 평

량이 -6.65g/m2, 밀도가 -0.01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66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8.1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58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9.58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

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2.61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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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명성황후탄강구리(10123)

1 명

성-2
처리

전

48.20 41.80 2.0 15 0.32 22.18 110.09 0.34 6.18 77.92 3.75 19.51 9.37YR 7.65 3.09 

0.01 0.02 

처리

후

48.20 41.80 2.0 15 0.33 20.78 103.14 0.31 6.77 80.17 3.10 17.92 9.51YR 7.88 2.81 

0.03 0.27 

2 명

성-3
처리

전

48.20 41.80 2.2 15 0.36 22.97 114.01 0.32 6.18 77.36 3.87 20.33 9.43YR 7.59 3.22 

0.01 0.02 

처리

후

48.20 41.80 2.2 15 0.30 21.73 107.85 0.36 6.87 79.58 3.44 18.09 9.29YR 7.82 2.87 

0.00 0.22 

3 명

성-4
처리

전

48.20 41.80 2.2 15 0.32 22.52 111.78 0.35 6.19 79.25 3.13 18.91 9.70YR 7.78 2.94 

0.05 0.01 

처리

후

48.20 41.80 2.2 15 0.32 21.14 104.93 0.33 6.89 80.71 2.91 17.79 9.64YR 7.93 2.76 

0.01 0.25 

sheet ave 처리

전

48.20 41.80 2.1 15.0 0.33 22.56 111.96 0.34 6.18 78.18 3.58 19.58 9.51YR 7.67 3.08 

sheet std 0.00 0.00 0.02 0.40 1.97 0.01 0.01 0.97 0.40 0.71 

sheet ave 처리

후

48.20 41.80 2.1 15.0 0.32 21.22 105.31 0.33 6.84 80.15 3.15 17.93 9.49YR 7.88 2.81 

sheet std 0.00 0.00 0.02 0.48 2.38 0.02 0.06 0.57 0.27 0.15 

②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4.47cm, 세로 크기는 평균 40.33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2cm, 발초수는 평균 15.30개/寸로 나타났

다. 두께는 평균 0.28mm, 무게는 평균 11.75g, 평량은 평균 53.48g/m2, 밀도는 평균 0.20g/m2로 나타났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4mm, 무게가 62.98g, 평

량이 330.83g/m2, 밀도가 1.47g/m2로 나타났다. 무게와 평량, 밀도가 증가한 것은 첩의 형태를 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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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제양로-6

(a) 어제양로-1 (b) 어제양로-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의 분석 위치

위한 배접으로 인한 증가로 판단할 수 있다. 산성도의 변화는 0.35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

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2.7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76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9.30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82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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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10207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10207)

1 어제

양로

-1

처리

전

54.40 40.30 2.2 16 0.35 14.05 64.09 0.18 6.27 83.26 3.16 19.80 9.61YR 8.20 3.04 

0.12 0.01 

처리

후

50.70 38.40 2.2 16 0.31 75.88 389.75 1.27 6.59 80.65 2.50 15.01 9.49YR 7.93 2.33 

0.06 0.01 

2 어제

양로

-3

처리

전

54.50 40.30 2.2 16 0.27 10.42 47.44 0.18 6.25 83.48 2.48 18.77 0.03Y 8.22 2.82 

0.03 0.01 

처리

후

50.60 38.40 2.2 16 0.22 73.60 378.79 1.72 6.61 80.42 2.19 14.96 9.80YR 7.90 2.28 

0.03 0.01 

3 어제

양로

-6

처리

전

54.50 40.40 2.2 14 0.21 10.77 48.91 0.23 6.23 81.43 2.63 19.34 0.07Y 8.01 2.95 

0.02 0.01 

처리

후

50.60 38.40 2.2 14 0.19 74.69 384.40 2.02 6.60 79.92 2.57 15.44 9.55YR 7.85 2.40 

0.01 0.01 

sheet ave 처리

전

54.47 40.33 2.2 15.3 0.28 11.75 53.48 0.20 6.25 82.72 2.76 19.30 9.92YR 8.14 2.93 

sheet std 0.06 0.06 0.07 2.00 9.21 0.03 0.02 1.12 0.35 0.51 

sheet ave 처리

후

50.63 38.40 2.2 15.3 0.24 74.72 384.31 1.67 6.60 80.33 2.42 15.14 9.62YR 7.90 2.34

sheet std 0.06 0.00 0.06 1.14 5.48 0.38 0.01 0.37 0.20 0.27 

③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9.97cm, 세로 크기는 평

균 38.42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0cm, 발초수는 평균 32.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28mm, 무게는 평균 21.97g, 평량은 평균 118.98g/m2, 밀도는 평균 0.43g/m2로 나타났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8mm, 무게가 -1.34g, 평량

이 -11.92g/m2, 밀도가 -0.02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03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

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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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순신-5 (d) 이순신-15

(e) 이순신-18 (f) 이순신-20

(a) 이순신-1 (b) 이순신-2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분석 위치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8.92로 나타났고, a*는 평균 3.60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8.35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1.8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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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10208)

1 이순신

-1
처리

전

49.90 38.50 2.0 32 0.27 19.16 99.73 0.37 6.16 75.11 4.57 20.18 9.01YR 7.36 3.27 

0.10 0.16 

처리

후

50.00 38.50 2.0 32 0.25 17.13 88.99 0.35 6.59 78.28 4.37 19.50 8.88YR 7.68 3.17 

0.08 0.01 

2 이순신

-2
처리

전

49.90 38.40 2.0 32 0.30 23.55 122.90 0.41 6.31 75.53 3.92 18.79 9.26YR 7.40 3.00 

0.08 0.05 

처리

후

50.00 38.50 2.0 32 0.28 21.76 113.04 0.40 6.57 78.99 3.32 17.14 9.23YR 7.76 2.72 

0.02 0.02 

3 이순신

-5
처리

전

49.90 38.40 2.0 32 0.27 24.82 129.53 0.48 6.23 80.71 3.29 17.80 9.30YR 7.93 2.81 

0.02 0.03 

처리

후

50.00 38.50 2.0 32 0.26 22.85 118.70 0.46 6.58 81.14 2.98 16.55 9.31YR 7.98 2.61 

0.01 0.03 

4 이순신

-15
처리

전

50.10 38.40 2.0 32 0.29 24.72 128.49 0.45 6.18 79.64 3.48 18.12 9.27YR 7.82 2.88 

0.04 0.02 

처리

후

50.10 38.50 2.0 32 0.26 22.94 118.93 0.45 4.43 80.11 3.20 17.45 9.36YR 7.87 2.75 

0.01 3.74 

5 이순신

-18
처리

전

50.00 38.40 2.0 32 0.28 23.45 122.14 0.44 6.17 81.07 2.74 16.60 9.54YR 7.97 2.58 

0.04 0.01 

처리

후

50.10 38.50 2.0 32 0.26 21.99 114.01 0.44 6.58 80.91 2.69 16.30 9.54YR 7.96 2.53 

0.01 0.06 

6 이순신

-20
처리

전

50.00 38.40 2.0 32 0.24 17.63 91.82 0.38 6.12 81.45 3.57 18.62 9.18YR 8.01 2.96 

0.05 0.04 

처리

후

50.10 38.50 2.0 32 0.24 17.11 88.71 0.37 6.57 83.12 2.96 16.87 9.29YR 8.18 2.62 

0.05 0.03 

sheet ave 처리

전

49.97 38.42 2.0 32.0 0.28 21.97 118.98 0.43 6.19 78.92 3.60 18.35 9.23YR 7.75 2.92 

sheet std 0.08 0.04 0.02 3.06 15.96 0.04 0.07 

sheet ave 처리

후

50.05 38.50 2.0 32.0 0.26 20.63 107.06 0.41 6.22 80.42 3.25 17.30 9.27YR 7.90 2.74 

sheet std 0.05 0.00 0.01 2.76 14.31 0.04 0.87 1.72 0.59 1.15 

④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0.57cm, 세로 크기는 평균 30.18cm

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3cm, 발초수는 평균 19.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0mm,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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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80g, 평량은 평균 23.22g/m2, 밀도는 평균 0.24g/m2로 나타났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두께 변화가 없

었으며, 무게가 0.07g, 평량이 0.31g/m2, 밀도가 0.00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59정도 향상되

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9.06로 나타났고, a*는 평균 0.77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4.84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0.46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근소한 정도(slight)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c) 태상-10 (d) 태상-70

(e) 태상-79 (f) 태상-80          

(a) 태상-1 (b) 태상-2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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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태상감응편도설(11026)

1 태상

-1
처리

전

40.60 30.20 1.3 19 0.11 3.20 26.10 0.24 6.16 89.42 0.76 13.91 0.74Y 8.83 1.90 

0.03 0.02 

처리

후

40.50 30.10 1.3 19 0.10 3.14 25.76 0.26 6.72 89.58 0.82 12.92 0.59Y 8.85 1.78 

0.01 0.12 

2 태상

-2
처리

전

40.50 30.10 1.3 19 0.09 3.13 25.68 0.28 6.17 91.18 0.23 11.76 1.31Y 9.01 1.56 

0.01 0.03 

처리

후

40.40 30.10 1.3 19 0.09 3.07 25.25 0.27 6.76 91.26 0.58 11.19 0.73Y 9.02 1.52 

0.01 0.16 

3 태상

-10
처리

전

40.60 30.20 1.2 19 0.11 2.83 23.08 0.21 6.18 90.52 0.10 11.86 1.56Y 8.94 1.56 

0.02 0.02 

처리

후

40.50 30.20 1.2 19 0.11 2.77 22.65 0.21 6.70 91.29 0.36 12.27 1.13Y 9.02 1.63 

0.02 0.09 

4 태상

-70
처리

전

40.60 30.20 1.4 19 0.10 3.00 24.47 0.24 6.15 89.74 0.73 15.61 0.92Y 8.86 2.13 

0.01 0.04 

처리

후

40.50 30.10 1.4 19 0.10 2.93 24.04 0.25 6.71 88.83 1.32 15.86 0.39Y 8.77 2.23 

0.01 0.09 

5 태상

-79
처리

전

40.60 30.20 1.3 19 0.09 2.69 21.94 0.25 6.16 87.83 1.32 17.79 0.69Y 8.67 2.51 

0.01 0.12 

처리

후

40.50 30.10 1.3 19 0.09 2.64 21.66 0.25 6.72 88.07 1.00 16.15 0.79Y 8.69 2.25 

0.01 0.11 

6 태상

-80
처리

전

40.50 30.20 1.4 19 0.10 2.56 20.93 0.21 5.99 85.66 1.47 18.10 0.69Y 8.44 2.60 

0.02 0.03 

처리

후

40.50 30.10 1.4 19 0.09 2.66 21.82 0.23 6.74 86.15 1.66 18.25 0.53Y 8.49 2.63 

0.01 0.16 

sheet ave 처리

전

40.57 30.18 1.3 19.0 0.10 2.80 23.22 0.24 6.14 89.06 0.77 14.84 0.82Y 8.79 2.03 

sheet std 0.05 0.04 0.01 0.25 2.07 0.03 0.07 

sheet ave 처리

후

40.48 30.12 1.3 19.0 0.10 2.87 23.53 0.24 6.73 89.20 0.96 14.44 0.56Y 8.81 1.99 

sheet std 0.04 0.04 0.01 0.21 1.75 0.02 0.02 1.97 0.48 2.72 

⑤ 『주본존안』 奎17704 v.18

『주본존안』 奎17704 v.18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35.93cm, 세로 크기는 평균 25.88cm로 나

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2cm, 발초수는 평균 19.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0mm, 무게는 평균 

2.16g, 평량은 평균 23.73g/m2, 밀도는 평균 0.23g/m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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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0mm으로 두께 변화가 없

었으며, 무게가 0.05g, 평량이 -0.03g/m2, 밀도가 0.00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66정도 향상

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8.43로 나타났고, a*는 평균 1.62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56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1.99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

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f) 주본존-144(e) 주본존-140

(c) 주본존-10 (d) 주본존-130

(a) 주본존-1 (b) 주본존-5

『주본존안』 奎17704 v.18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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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존안』 奎17704 v.18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주본존안(17704 vol.18)

1 주본존

-1
처리

전

35.90 26.00 1.2 19 0.11 2.36 25.28 0.24 5.98 89.65 0.68 12.84 0.77Y 8.85 1.75 

0.03 0.05 

처리

후

35.90 26.00 1.2 19 0.10 2.34 25.07 0.24 6.75 90.52 0.84 11.43 0.38Y 8.94 1.58 

0.03 0.21 

2 주본존

-5
처리

전

36.40 26.00 1.3 19 0.11 2.54 26.84 0.24 5.98 89.55 0.47 15.18 1.20Y 8.84 2.04 

0.02 0.04 

처리

후

36.40 26.00 1.3 19 0.11 2.51 26.52 0.25 6.64 89.80 0.60 14.30 0.94Y 8.87 1.94 

0.01 0.03 

3 주본존

-10
처리

전

36.30 26.00 1.2 19 0.10 2.36 25.01 0.26 6.03 90.56 0.29 13.25 1.31Y 8.95 1.76 

0.01 0.07 

처리

후

36.30 26.00 1.2 19 0.10 2.29 24.26 0.25 6.69 90.81 0.36 12.42 1.16Y 8.97 1.66 

0.01 0.03 

4 주본존

-130
처리

전

35.70 25.80 1.2 19 0.12 2.25 24.43 0.21 6.00 87.92 1.59 17.94 0.47Y 8.68 2.55 

0.05 0.01

처리

후

35.70 25.80 1.2 19 0.11 2.20 23.89 0.22 6.67 89.57 0.93 14.61 0.58Y 8.85 2.01 

0.03 0.02 

5 주본존

-140
처리

전

36.20 25.80 1.2 19 0.10 1.95 20.88 0.22 6.02 87.02 2.52 19.34 9.90YR 8.56 2.85 

0.02 0.02 

처리

후

36.20 25.80 1.2 19 0.09 1.90 20.34 0.22 6.65 88.28 2.04 17.40 9.96Y 8.71 2.52 

0.02 0.04 

6 주본존

-144
처리

전

35.10 25.70 1.2 19 0.10 1.94 21.51 0.22 6.05 85.85 4.17 20.79 8.89YR 8.46 3.25 

0.03 0.02 

처리

후

35.20 25.70 1.2 19 0.10 2.00 22.11 0.22 6.61 86.73 3.79 18.47 8.73YR 8.55 2.89 

0.03 0.02 

sheet ave 처리

전

35.93 25.88 1.2 19.0 0.10 2.16 23.73 0.23 6.01 88.43 1.62 16.56 0.21Y 8.73 2.26 

sheet std 0.48 0.13 0.01 0.24 2.32 0.02 0.03 

sheet ave 처리

후

35.95 25.88 1.2 19.0 0.10 2.21 23.70 0.23 6.67 89.29 1.42 14.77 0.07Y 8.82 2.08 

sheet std 0.45 0.13 0.01 0.23 2.19 0.02 0.05 1.53 1.29 2.74 

⑥ 『의금부노정기』 奎19531

『의금부노정기』 奎19531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25.93cm, 세로 크기는 평균 39.38cm로 나타났

다. 두께는 평균 0.27mm, 무게는 평균 37.44g, 평량은 평균 379.16g/m2, 밀도는 평균 1.37g/m2로 나타났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4mm, 무게가 -0.84g,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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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8.67g/m2, 밀도가 0.24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20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52.4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8.59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21.29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

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2.54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감지할 정도(appreciabl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c) 의금부-5 (d) 의금부-10

(e) 의금부-14 (f) 의금부-15

(a) 의금부-1 (b) 의금부-2

『의금부노정기』 奎19531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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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노정기』 奎1953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의금부노정기(19531)

1 의금

부-1
처리

전

24.80 39.20 0.24 6.16 49.35 7.81 19.52 7.68YR 4.78 3.43 

0.03 0.03 

처리

후

24.90 39.40 0.24 37.48 382.04 1.59 6.49 50.01 8.21 22.00 7.94YR 4.85 6.80 

0.04 0.04 

2 의금

부-2
처리

전

24.80 39.80 0.27 38.04 385.39 1.45 6.26 51.40 8.31 20.11 7.40YR 4.98 3.59 

0.02 0.09 

처리

후

25.00 39.50 0.24 37.35 378.23 1.55 6.50 51.42 8.73 23.69 7.90YR 4.98 4.10 

0.01 0.02 

3 의금

부-5
처리

전

25.10 39.00 0.29 37.31 381.14 1.30 6.30 52.86 8.44 21.57 7.61YR 5.13 3.81 

0.06 0.01 

처리

후

25.10 39.40 0.24 36.90 373.13 1.53 6.46 54.07 9.07 24.82 7.89YR 5.24 4.31 

0.06 0.02 

4 의금

부-10
처리

전

25.10 39.50 0.25 36.67 369.86 1.48 6.28 51.75 8.76 21.15 7.30YR 5.02 3.73 

0.02 0.01 

처리

후

25.10 39.60 0.23 36.36 365.81 1.59 6.45 54.00 9.23 24.36 7.69YR 5.24 4.27 

5 의금

부-14
처리

전

25.00 39.50 0.29 36.37 368.30 1.28 6.28 53.40 9.31 22.60 7.20YR 5.18 4.06 

0.06 0.01 

처리

후

25.20 39.40 0.22 36.36 366.21 1.69 6.42 56.97 8.98 25.34 7.94YR 5.53 4.40 

6 의금

부-15
처리

전

24.80 39.30 0.29 38.12 391.12 1.36 6.26 56.15 8.92 22.78 7.47YR 5.45 4.05 

0.07 0.01 

처리

후

25.00 39.30 0.23 35.13 357.56 1.53 6.46 53.72 7.60 21.81 8.17YR 5.21 3.75 

sheet ave 처리

전

24.93 39.38 0.27 37.44 379.16 1.37 6.26 52.48 8.59 21.29 7.47YR 5.09 3.79 

sheet std 0.15 0.28 0.02 0.79 9.88 0.09 0.05 

sheet ave 처리

후

25.05 39.43 0.23 36.60 370.49 1.58 6.46 53.37 8.64 23.67 7.91YR 5.18 4.11 

sheet std 0.10 0.10 0.01 0.86 9.03 0.06 0.03 2.41 0.6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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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4.56cm, 세로 크기는 평균 33.94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8cm, 발초수는 평균 17.3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5mm, 무게는 평

균 9.78g, 평량은 평균 64.70g/m2, 밀도는 평균 0.43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1mm, 무게가 5.30g, 평

량이 35.10g/m2, 밀도가 0.22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13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77.83로 나타났고, a*는 평균 5.60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21.68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7.23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매우 눈에 띄는 정도(sharp 

difference)에 해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c) 열성-10 (d) 열성-20

(a) 열성-1 (b) 열성-2

『열성지장통기』 奎3805 v.1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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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지장통기』 奎3805 v.1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열성지장통기 (3805 vol.1)

1 열성1 처리
전

44.60 33.90 2.1 19 0.16 9.20 60.85 0.39 6.51 75.05 6.45 22.04 7.89YR 7.76 3.76 

0.03 0.01 

처리

후

44.60 33.90 2.1 19 0.13 8.77 58.00 0.46 6.61 80.58 4.37 18.91 8.64YR 7.92 3.10 

0.01 0.11 

2 열성2 처리
전

44.60 34.00 1.5 16 0.11 6.85 45.17 0.41 6.52 78.93 5.52 22.63 8.57YR 7.75 3.73 

0.02 0.01 

처리

후

44.60 34.00 1.5 16 0.11 6.56 43.26 0.39 6.67 85.23 2.77 16.73 9.33YR 8.40 2.55 

0.02 0.06 

3 열성

10
처리

전

44.60 33.90 1.5 16 0.16 12.44 82.28 0.50 6.52 78.10 5.30 20.40 8.38YR 7.67 3.40 

0.01 0.01 

처리

후

44.60 33.90 1.5 16 0.16 11.92 78.84 0.49 6.67 82.39 3.94 17.79 8.67YR 8.11 2.88 

0.00 0.09 

4 열성

20
처리

전

44.60 34.00 2.3 18 0.14 9.65 63.64 0.44 6.48 79.90 5.65 22.30 8.37YR 7.85 3.71 

0.02 0.02 

처리

후

44.60 33.90 2.3 18 0.13 9.24 61.11 0.46 6.51 86.62 2.66 16.79 9.36YR 8.54 2.53 

0.02 3.83 

5 열성

24
처리

전

44.40 33.90 1.5 0.18 10.77 71.55 0.39 6.46 77.20 5.10 21.04 8.67YR 7.57 3.46 

0.03 0.02 

처리

후

44.50 33.90 1.5 0.18 38.89 257.80 1.43 6.69 81.63 3.40 17.01 9.01YR 8.03 2.72 

0.03 0.18 

sheet ave 처리

전

44.56 33.94 1.8 17.3 0.15 9.78 64.70 0.43 6.50 77.83 5.60 21.68 8.41YR 7.64 3.61 

sheet std 0.09 0.05 0.03 2.06 13.72 0.05 0.02 1.85 0.52 0.93 

sheet ave 처리

후

44.58 33.92 1.8 17.3 0.14 15.08 99.80 0.65 6.63 83.29 3.43 17.45 8.99YR 8.2 2.76

sheet std 0.04 0.04 0.03 13.45 89.22 0.44 0.07 2.54 0.73 0.92 

⑧ 『대학언해』 奎3060

『대학언해』 奎3060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44.57cm, 세로 크기는 평균 35.07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1.9cm, 발초수는 평균 15.00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6mm, 무게는 평균 9.79g, 

평량은 평균 62.66g/m2, 밀도는 평균 0.39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

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2mm, 무게가 -1.46g, 평

량이 -9.12g/m2, 밀도가 0.00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18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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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4.7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72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5.55

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07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c) 대학-10 (d) 대학-20

(e) 대학-28 (f) 대학-29

(a) 대학-1 (b) 대학-2

『대학언해』 奎3060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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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해』 奎3060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대학언해 (3060)

1 대학

1
처리

전

44.50 35.00 1.8 14 0.15 8.73 56.05 0.37 6.46 85.87 2.23 14.15 9.28YR 8.47 2.14 

0.05 0.01 

처리

후

44.40 35.00 1.8 14 0.13 7.12 45.82 0.34 6.77 87.92 1.65 10.96 9.26YR 8.68 1.63 

0.02 0.21 

2 대학

2
처리

전

44.50 35.00 2.0 17 0.18 10.45 67.09 0.38 6.45 84.72 2.64 15.77 9.30YR 8.35 2.41 

0.06 0.02 

처리

후

44.50 35.00 2.0 17 0.13 8.74 56.12 0.42 6.82 87.56 1.78 12.41 9.34YR 8.64 1.84 

0.04 0.17 

3 대학

10
처리

전

44.50 35.00 2.1 13 0.08 4.24 27.22 0.33 6.43 91.01 0.70 11.39 0.58Y 8.99 1.55 

0.01 0.02 

처리

후

44.40 34.90 2.1 13 0.08 4.04 26.07 0.34 6.47 91.91 0.59 9.00 0.43Y 9.08 1.23 

0.02 0.01 

4 대학

20
처리

전

44.70 35.10 2.0 13 0.18 10.98 69.98 0.39 6.41 84.09 3.32 16.51 8.85YR 9.29 2.61 

0.04 0.01 

처리

후

44.40 35.00 2.0 13 0.15 10.17 65.44 0.45 6.59 86.82 2.51 14.19 8.95YR 8.56 2.17 

0.02 0.15 

5 대학

28
처리

전

44.60 35.10 1.8 19 0.17 13.65 87.19 0.52 6.39 80.14 4.11 19.25 8.93YR 7.88 3.11 

0.05 0.02 

처리

후

44.40 35.00 1.8 19 0.17 11.72 75.42 0.45 6.55 83.30 3.24 16.36 8.93yR 8.20 2.59 

0.03 0.12 

6 대학

29
처리

전

44.60 35.20 1.6 14 0.18 9.70 61.79 0.35 6.38 82.86 3.32 16.23 8.85YR 8.16 2.59 

0.06 0.01 

처리

후

44.50 35.00 1.6 14 0.16 8.16 52.39 0.33 6.42 87.17 2.11 12.46 8.97YR 8.60 1.90 

0.03 0.02 

sheet ave 처리

전

44.57 35.07 1.9 15.0 0.16 9.79 62.66 0.39 6.42 84.78 2.72 15.55 9.16YR 8.35 2.40 

sheet std 0.08 0.08 0.04 3.12 19.84 0.07 0.03 3.62 1.18 2.62 

sheet ave 처리

후

44.43 34.98 1.9 15.0 0.14 8.33 53.54 0.39 6.60 87.45 1.98 12.56 9.14YR 8.63 1.89

sheet std 0.05 0.04 0.03 2.64 16.99 0.06 0.16 2.75 0.89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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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의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가 평균 54.60cm, 세로 크기는 평균 

39.98cm로 나타났다. 발끈폭은 평균 2.3cm, 발초수는 평균 12.7개/寸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14mm, 

무게는 평균 13.40g, 평량은 평균 6.06g/m2, 밀도는 평균 0.44g/m2로 나타났다. 두께에 비해 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도침지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는 두께가 -0.02mm, 무게가 -2.28g, 평

량이 -10.06g/m2, 밀도가 0.03g/m2로 나타났다. 산성도의 변화는 0.19정도 향상되어 나타났다. 이는 수리

복원 작업에 의하여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85.48로 나타났고, a*는 평균 2.10로 나타났으며, b*는 평균 

16.98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3.96로 나타났다. 이

는 미국표준기술원(NIS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에 해

당한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c) 내수사-50 (d) 내수사-100

(a) 내수사-1 (b) 내수사-10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의 분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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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내수사-200

(g) 내수사-290

(f) 내수사-250

(h) 내수사-298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내수사각방차하책 (19008 vol.13)

1 내수사

1
처리

전

54.00 39.00 3.0 14 0.12 7.25 34.43 0.30 6.34 89.37 0.85 12.31 0.49Y 8.82 1.70 

0.01 0.10 

처리

후

54.00 39.80 3.0 14 0.11 7.09 32.99 0.31 6.63 91.42 0.62 9.19 0.44Y 9.03 1.26 

0.01 0.04 

2 내수사

10
처리

전

54.50 40.20 2.2 1.6 0.20 19.18 87.54 0.43 6.10 83.48 3.85 19.77 9.05YR 8.22 3.12 

0.04 0.04 

처리

후

54.40 40.02 2.2 1.6 0.13 13.77 63.25 0.49 6.45 87.26 2.26 14.94 9.36YR 8.61 2.23 

0.03 0.06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의 거시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 결과



34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분석

번호

시료

명

구분 거시적 특성 물리적 특성 광학적특성

크기(cm) 발끈
폭 
(cm)

발초

수 
(개/
寸)

두께 
(mm)

무게 
(g)

평량 
(g/
m2)

밀도 
(g/

cm3)

산성

도 
(pH)

CIELAB 체계 Munsell 표색계 색상

가로 세로 L* a* b* Hue      
(eg, 

5.6R)

Value 
(1-9)

Chro
ma (0-

28+)

3 내수사

50
처리

전

54.80 40.30 2.3 16 0.11 8.89 40.25 0.38 6.61 87.86 2.11 17.38 9.90YR 8.67 2.53 

0.01 0.26 

처리

후

54.70 40.20 2.3 16 0.12 8.65 39.34 0.34 6.62 89.42 1.39 14.07 10.00YR 8.83 1.99 

0.04 0.26 

4 내수사

100
처리

전

54.70 40.20 2.3 0.13 12.78 58.12 0.46 6.18 88.74 1.76 16.67 0.07Y 8.76 2.38 

0.01 0.10 

처리

후

54.60 40.20 2.3 0.13 12.44 56.68 0.45 6.35 90.15 1.18 12.86 0.08Y 8.90 1.80 

0.02 0.03 

5 내수사

200
처리

전

54.80 40.10 2.1 16 0.14 12.89 58.66 0.42 6.26 85.61 2.89 17.06 9.26YR 8.44 2.61 

0.01 0.11 

처리

후

54.70 40.10 2.1 16 0.13 12.47 56.85 0.45 6.38 88.17 1.78 15.74 9.94YR 8.70 2.27 

0.06 0.03 

6 내수사

250
처리

전

54.80 40.10 1.8 16 0.12 13.34 60.71 0.51 6.23 83.48 3.10 16.57 9.08YR 8.22 2.60 

0.02 0.17 

처리

후

54.70 40.10 1.8 16 0.12 12.83 58.49 0.49 6.47 87.84 1.64 13.45 9.68YR 8.67 1.95 

0.00 0.03 

7 내수사

290
처리

전

54.30 40.00 2.0 17 0.16 15.10 69.52 0.43 6.27 84.17 3.36 18.29 9.15YR 8.29 2.85 

0.01 0.15 

처리

후

54.20 40.00 2.0 17 0.10 10.23 47.19 0.46 6.45 85.77 2.97 15.75 8.92YR 8.46 2.44 

0.01 0.10 

8 내수사

298
처리

전

54.20 40.00 2.1 1.7 0.20 14.39 66.37 0.33 6.37 81.15 3.65 17.75 8.96YR 7.98 2.86 

0.01 0.09 

처리

후

54.10 40.00 2.1 1.7 0.16 11.51 53.19 0.33 6.49 82.13 3.31 14.80 8.57YR 8.08 2.41 

0.05 0.02 

sheet ave 처리

전

54.60 39.98 2.3 12.7 0.14 13.40 61.06 0.44 6.29 85.48 2.70 16.98 9.43YR 8.43 2.57 

sheet std 0.32 0.49 0.04 4.15 18.65 0.07 0.18 2.92 1.04 2.15 

sheet ave 처리

후

54.43 40.05 2.2 11.8 0.12 11.12 51.00 0.41 6.48 87.77 1.89 13.85 9.48YR 8.66 2.04 

sheet std 0.29 0.13 0.02 2.29 10.37 0.08 0.10 2.88 0.9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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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존처리 전·후 비교 

1. 『예장청등록 (禮葬廳謄錄)』 

1) 『예장청등록』奎13013 v.1

전 (奎13013 v.1, 앞표지) 후 (奎13013 v.1, 앞표지)

전 (奎13013 v.1, 1페이지) 후 (奎13013 v.1,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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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1, 2페이지)

전 (奎13013 v.1, 2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1,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2페이지)

후 (奎13013 v.1,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2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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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1, 17페이지) 후 (奎13013 v.1, 17페이지)

전 (奎13013 v.1, 17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1, 17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7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7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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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1, 100페이지) 후 (奎13013 v.1, 100페이지)

전 (奎13013 v.1, 100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00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1, 100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00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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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1, 101페이지)

전 (奎13013 v.1, 101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1, 101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01페이지)

후 (奎13013 v.1, 101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1, 101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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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2, 앞표지)

전 (奎13013 v.2, 1페이지)

전 (奎13013 v.2, 1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앞표지)

후 (奎13013 v.2, 1페이지)

후 (奎13013 v.2, 1페이지 세부)

2) 『예장청등록』奎13013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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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2, 2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2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2, 2페이지) 후 (奎13013 v.2, 2페이지)



35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3 v.2, 51페이지)

전 (奎13013 v.2, 51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2, 51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51페이지)

후 (奎13013 v.2, 51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51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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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3 v.2, 137페이지) 후 (奎13013 v.2, 137페이지) 

전 (奎13013 v.2, 137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137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2, 137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137페이지 세부)



35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3 v.2,, 138페이지)

전 (奎13013 v.2, 138페이지 세부)

전 (奎13013 v.2, 138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138페이지)

후 (奎13013 v.2, 138페이지 세부)

후 (奎13013 v.2, 138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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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장청등록』奎13014 v.1

전 (奎13014 v.1, 앞표지)

전 (奎13014 v.1, 1페이지)

후 (奎13014 v.1, 앞표지)

후 (奎13014 v.1, 1페이지)

전 (奎13014 v.1, 1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1페이지 세부)



35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4 v.1, 2페이지)

전 (奎13014 v.1, 2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1,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2페이지)

후 (奎13014 v.1,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2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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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4 v.1, 3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3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1, 3페이지)

전 (奎13014 v.1, 3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3페이지)

후 (奎13014 v.1, 3페이지 세부)



35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4 v.1, 100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100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1, 100페이지) 후 (奎13014 v.1, 100페이지)

전 (奎13014 v.1, 100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100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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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3014 v.1, 101페이지)

전 (奎13014 v.1, 101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1, 101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101페이지)

후 (奎13014 v.1, 101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1, 101페이지 세부)



36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4 v.2, 앞표지) 후 (奎13014 v.2, 앞표지)

4) 『예장청등록』奎13014 v.2

전 (奎13014 v.2, 1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1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2, 1페이지) 후 (奎13014 v.2, 1페이지)



    36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14 v.2, 2페이지)

전 (奎13014 v.2, 2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2페이지)

후 (奎13014 v.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2페이지 세부)



36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4 v.2,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29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2, 29페이지)

전 (奎13014 v.2,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29페이지)

후 (奎13014 v.2, 29페이지 세부)



    36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14 v.2, 137페이지)

전 (奎13014 v.2, 137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137페이지)

후 (奎13014 v.2, 137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2, 137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137페이지 세부)



36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14 v.2, 138페이지)

전 (奎13014 v.2, 138페이지 세부)

전 (奎13014 v.2, 138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138페이지)

후 (奎13014 v.2, 138페이지 세부)

후 (奎13014 v.2, 138페이지 세부)



    36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86, 앞표지) 후 (奎13030 v.386. 앞표지)

2. 『내각일력 (內各日曆)』

1) 『내각일력』奎13030 v.386

전 (奎13030 v.386,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6, 1페이지) 후 (奎13030 v.386, 1페이지)



36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86,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6, 2페이지) 후 (奎13030 v.386, 2페이지)

전 (奎13030 v.386,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2페이지 세부)



    36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86, 3페이지) 후 (奎13030 v.386, 3페이지)

전 (奎13030 v.386, 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6,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3페이지 세부)



36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86, 4페이지)

전 (奎13030 v.386, 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4페이지)

후 (奎13030 v.386, 4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6, 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4페이지 세부)



    36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86, 5페이지)

전 (奎13030 v.386, 5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6, 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5페이지)

후 (奎13030 v.386, 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6, 5페이지 세부)



37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2) 『내각일력』奎13030 v.387

전 (奎13030 v.387, 앞표지) 후 (奎13030 v.387, 앞표지)

전 (奎13030 v.387, 1페이지)

전 (奎13030 v.387,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1페이지)

후 (奎13030 v.387, 1페이지 세부)



    37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87, 2페이지)

전 (奎13030 v.387,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7,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페이지)

후 (奎13030 v.387,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페이지 세부)



37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87, 25페이지)

전 (奎13030 v.387, 25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7, 2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5페이지)

후 (奎13030 v.387, 2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5페이지 세부)



    37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87, 29페이지)

전 (奎13030 v.387,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9페이지)

후 (奎13030 v.387, 29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7,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29페이지 세부)



37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87, 30페이지)

전 (奎13030 v.387, 30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87,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30페이지)

후 (奎13030 v.387,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87, 30페이지 세부)



    37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1, 앞표지) 후 (奎13030 v.391, 앞표지)

3) 『내각일력』奎13030 v.391

전 (奎13030 v.391,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1페이지) 후 (奎13030 v.391, 1페이지)



37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1, 3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31페이지) 후 (奎13030 v.391, 31페이지)



    37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1, 33페이지) 후 (奎13030 v.391, 33페이지)

전 (奎13030 v.391, 3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3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3페이지 세부)



37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1, 35페이지) 후 (奎13030 v.391, 35페이지)

전 (奎13030 v.391, 3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5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3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5페이지 세부)



    37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1, 36페이지)

전 (奎13030 v.391, 36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1,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6페이지)

후 (奎13030 v.391,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1, 36페이지 세부)



38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2, 앞표지) 후 (奎13030 v.392, 앞표지)

4) 『내각일력』奎13030 v.392

전 (奎13030 v.392, 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2, 1페이지)

후 (奎13030 v.392,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1페이지)



    38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2, 2페이지)

전 (奎13030 v.392,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2페이지)

후 (奎13030 v.392,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2페이지 세부)



38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2, 34페이지)

전 (奎13030 v.392, 34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2, 3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4페이지)

후 (奎13030 v.392, 3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4페이지 세부)



    38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2, 35페이지)

전 (奎13030 v.392, 3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5페이지)

후 (奎13030 v.392, 35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2, 35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5페이지 세부)



38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2, 36페이지)

전 (奎13030 v.392, 36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2,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6페이지)

후 (奎13030 v.392,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2, 36페이지 세부)



    38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3, 앞표지)

전 (奎13030 v.393, 1페이지)

전 (奎13030 v.393,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앞표지)

후 (奎13030 v.393, 1페이지)

후 (奎13030 v.393, 1페이지 세부)

5) 『내각일력』奎13030 v.393



38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3,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3,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3, 2페이지) 후 (奎13030 v.393, 2페이지)



    38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3, 3페이지) 후 (奎13030 v.393, 3페이지)

전 (奎13030 v.393, 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3,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3페이지 세부)



38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3, 29페이지)

전 (奎13030 v.393,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29페이지)

후 (奎13030 v.393, 29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3,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29페이지 세부)



    38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3, 30페이지)

전 (奎13030 v.393, 30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3,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30페이지)

후 (奎13030 v.393,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3, 30페이지 세부)



39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5, 앞표지)

전 (奎13030 v.395, 1페이지)

전 (奎13030 v.395,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앞표지)

후 (奎13030 v.395, 1페이지)

후 (奎13030 v.395, 1페이지 세부)

6) 『내각일력』奎13030 v.395



    39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5, 2페이지)

전 (奎13030 v.395,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5,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2페이지)

후 (奎13030 v.395,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2페이지 세부)



39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5, 36페이지)

전 (奎13030 v.395, 36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5,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6페이지)

후 (奎13030 v.395, 36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6페이지 세부)



    39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5, 37페이지) 후 (奎13030 v.395, 37페이지)

전 (奎13030 v.395, 37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7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5, 37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7페이지 세부)



39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5, 38페이지)

전 (奎13030 v.395, 38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5, 38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8페이지)

후 (奎13030 v.395, 38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5, 38페이지 세부)



    39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7) 『내각일력』奎13030 v.396

전 (奎13030 v.396, 앞표지)

전 (奎13030 v.396, 1페이지)

전 (奎13030 v.396,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앞표지)

후 (奎13030 v.396, 1페이지)

후 (奎13030 v.396, 1페이지 세부)



39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6,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2페이지) 후 (奎13030 v.396, 2페이지)



    39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6, 3페이지) 후 (奎13030 v.396, 3페이지)

전 (奎13030 v.396, 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페이지 세부)



39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6, 30페이지)

전 (奎13030 v.396,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0페이지)

후 (奎13030 v.396, 30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0페이지 세부)



    39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6, 3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6, 3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6, 31페이지) 후 (奎13030 v.396, 31페이지)



40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8) 『내각일력』奎13030 v.397

전 (奎13030 v.397, 앞표지)

전 (奎13030 v.397, 1페이지)

전 (奎13030 v.397,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앞표지)

후 (奎13030 v.397, 1페이지)

후 (奎13030 v.397, 1페이지 세부)



    40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7, 2페이지)

전 (奎13030 v.397,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2페이지)

후 (奎13030 v.397,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7,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2페이지 세부)



40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7, 29페이지) 후 (奎13030 v.397, 29페이지)

전 (奎13030 v.397, 29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7,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29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29페이지 세부)



    40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397, 30페이지)

전 (奎13030 v.397,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30페이지)

후 (奎13030 v.397, 30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7, 30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30페이지 세부)



40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397, 31페이지)

전 (奎13030 v.397, 31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397,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31페이지)

후 (奎13030 v.397, 3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397, 31페이지 세부)



    40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619, 앞표지)

전 (奎13030 v.619, 1페이지)

전 (奎13030 v.619, 1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앞표지)

후 (奎13030 v.619, 1페이지)

후 (奎13030 v.619, 1페이지 세부)

9) 『내각일력』奎13030 v.619



40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619,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619,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2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2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619, 2페이지) 후 (奎13030 v.619, 2페이지)



    40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619, 3페이지) 후 (奎13030 v.619, 3페이지)

전 (奎13030 v.619, 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619,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페이지 세부)



40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3030 v.619, 33페이지)

전 (奎13030 v.619, 3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3페이지)

후 (奎13030 v.619, 33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619, 33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3페이지 세부)



    40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3030 v.619, 34페이지)

전 (奎13030 v.619, 34페이지 세부)

전 (奎13030 v.619, 3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4페이지)

후 (奎13030 v.619, 34페이지 세부)

후 (奎13030 v.619, 34페이지 세부)



41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3. 양안성책류 量案成冊類

1)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奎18432

전 (奎18432, 앞표지)

전 (奎18432, 1페이지)

전 (奎18432, 1페이지 세부)

후 (奎18432, 앞표지)

후 (奎18432, 1페이지)

후 (奎18432, 1페이지 세부)



    41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432, 2페이지)

전 (奎18432, 2페이지 세부)

전 (奎18432, 2페이지 세부)

후 (奎18432, 2페이지)

후 (奎18432, 2페이지 세부)

후 (奎18432, 2페이지 세부)



41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458, 앞표지)

전 (奎18458, 1페이지)

전 (奎18458, 1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앞표지)

후 (奎18458, 1페이지)

후 (奎18458, 1페이지 세부)

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奎18458



    41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458, 2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2페이지 세부)

전 (奎18458, 2페이지)

전 (奎18458, 2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2페이지)

후 (奎18458, 2페이지 세부)



41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458, 3페이지)

전 (奎18458, 3페이지 세부)

전 (奎18458, 3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3페이지)

후 (奎18458, 3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3페이지 세부)



    41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458, 4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4페이지 세부)

전 (奎18458, 4페이지)

전 (奎18458, 4페이지 세부)

후 (奎18458, 4페이지)

후 (奎18458, 4페이지 세부)



41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486, 앞표지)

전 (奎18486, 1페이지)

전 (奎18486, 1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앞표지)

후 (奎18458, 1페이지)

후 (奎18486, 1페이지 세부)

3)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奎18486



    41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486, 2페이지)

전 (奎18486, 2페이지 세부)

전 (奎18486, 2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2페이지)

후 (奎18486, 2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2페이지 세부)



41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486, 3페이지)

전 (奎18486, 3페이지 세부)

전 (奎18486, 3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3페이지)

후 (奎18486, 3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3페이지 세부)



    41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486, 4페이지)

전 (奎18486, 4페이지 세부)

전 (奎18486, 4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4페이지)

후 (奎18486, 4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4페이지 세부)



42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486, 5페이지 세부)

전 (奎18486, 5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5페이지 세부)

후 (奎18486, 5페이지 세부)

전 (奎18486, 5페이지) 후 (奎18486, 5페이지)



    42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515, 앞표지)

전 (奎18515, 1페이지)

전 (奎18515, 1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앞표지)

후 (奎18486, 1페이지)

후 (奎18515, 1페이지 세부)

4)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奎18515



42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515, 2페이지)

전 (奎18515, 2페이지 세부)

전 (奎18515, 2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2페이지)

후 (奎18515, 2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2페이지 세부)



    42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No.18515, 3페이지) 후 (No.18515, 3페이지)

전 (奎18515, 3페이지 세부)

전 (奎18515, 3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3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3페이지 세부)



42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515, 4페이지)

전 (奎18515, 4페이지 세부)

전 (奎18515, 4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4페이지)

후 (奎18515, 4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4페이지 세부)



    42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515, 5페이지)

전 (奎18515, 5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5페이지)

후 (奎18515, 5페이지 세부)

전 (奎18515, 5페이지 세부) 후 (奎18515, 5페이지 세부)



42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33, 앞표지)

전 (奎18633, 1페이지)

전 (奎18633, 1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앞표지)

후 (奎18633, 1페이지)

후 (奎18633, 1페이지 세부)

5)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奎18633



    42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33, 2페이지)

전 (奎18633, 2페이지 세부)

전 (奎18633, 2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2페이지)

후 (奎18633, 2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2페이지 세부)



42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33, 3페이지)

전 (奎18633, 3페이지 세부)

전 (奎18633, 3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3페이지)

후 (奎18633, 3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3페이지 세부)



    42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33, 4페이지)

전 (奎18633, 4페이지 세부)

전 (奎18633, 4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4페이지)

후 (奎18633, 4페이지 세부)

후 (奎18633, 4페이지 세부)



43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36, 앞표지)

전 (奎18636, 1페이지)

전 (奎18636, 1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앞표지)

후 (奎18636, 1페이지)

후 (奎18636, 1페이지 세부)

6)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奎18636



    43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36, 2페이지)

전 (奎18636, 2페이지 세부)

전 (奎18636, 2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2페이지)

후 (奎18636, 2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2페이지 세부)



43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36, 3페이지)

전 (奎18636, 3페이지 세부)

전 (奎18636, 3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3페이지)

후 (奎18636, 3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3페이지 세부)



    43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36, 4페이지) 후 (奎18636, 4페이지)

전 (奎18636, 4페이지 세부)

전 (奎18636, 4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4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4페이지 세부)



43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36, 5페이지)

전 (奎18636, 5페이지 세부)

전 (奎18636, 5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5페이지)

후 (奎18636, 5페이지 세부)

후 (奎18636, 5페이지 세부)



    43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35, 앞표지)

전 (奎18735, 2페이지)

전 (奎18735, 2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앞표지)

후 (奎18735, 2페이지)

후 (奎18735, 2페이지 세부)

7)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奎18735



43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735, 3페이지)

전 (奎18735, 3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3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페이지)

후 (奎18735, 3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페이지 세부)



    43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35, 27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27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27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27페이지)

후 (奎18735, 27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27페이지 세부)



43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735, 30페이지)

전 (奎18735, 30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30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0페이지)

후 (奎18735, 30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0페이지 세부)



    43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35, 31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31페이지 세부)

전 (奎18735, 31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1페이지)

후 (奎18735, 31페이지 세부)

후 (奎18735, 31페이지 세부)



44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8)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奎18775

전 (奎18775, 앞표지)

전 (奎18775, 1페이지)

전 (奎18775, 1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앞표지)

후 (奎18775, 1페이지)

후 (奎18775, 1페이지 세부)



    44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75, 2페이지)

전 (奎18775, 2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2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페이지)

후 (奎18775, 2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페이지 세부)



44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775, 2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3페이지)

후 (奎18775, 2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3페이지)

전 (奎18775, 3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3페이지 세부)



    44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75, 20페이지)

전 (奎18775, 3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3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0페이지)

후 (奎18775, 3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3페이지 세부)



44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0페이지 세부)



    44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775, 21페이지)

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1페이지)

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후 (奎18775, 21페이지 세부)



44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61, 앞표지)

전 (奎18661, 1페이지)

전 (奎18661, 1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앞표지)

후 (奎18661, 1페이지)

후 (奎18661, 1페이지 세부)

9)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奎18861



    44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61, 2페이지)

전 (奎18661, 2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2페이지)

후 (奎18661, 2페이지 세부)

전 (奎18661, 2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2페이지 세부)



44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61, 3페이지)

전 (奎18661, 3페이지 세부)

전 (奎18661, 3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3페이지)

후 (奎18661, 3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3페이지 세부)



    44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8661, 4페이지)

전 (奎18661, 4페이지 세부)

전 (奎18661, 4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4페이지)

후 (奎18661, 4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4페이지 세부)



45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8661, 5페이지)

전 (奎18661, 5페이지 세부)

전 (奎18661, 5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5페이지)

후 (奎18661, 5페이지 세부)

후 (奎18661, 5페이지 세부)



    45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861 v.7, 앞표지)

전 (奎8861 v.7, 1페이지)

전 (奎8861 v.7, 1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앞표지)

후 (奎8861 v.7, 1페이지)

후 (奎8861 v.7, 1페이지)

4. 왕실족보류 (王實族譜類)

1) 『선원계보기략』奎8861 v.7 



45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861 v.7, 75페이지) 후 (奎8861 v.7, 75페이지)

전 (奎8861 v.7, 75페이지 세부)

전 (奎8861 v.7, 75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75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75페이지 세부)



    45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861 v.7, 78페이지) 

전 (奎8861 v.7, 78페이지 세부)

전 (奎8861 v.7, 78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78페이지)

후 (奎8861 v.7, 78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78페이지 세부)



45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861 v.7, 81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81페이지 세부)

전 (奎8861 v.7, 81페이지)

전 (奎8861 v.7, 81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81페이지)

후 (奎8861 v.7, 81페이지 세부)



    45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861 v.7, 86페이지)

전 (奎8861 v.7, 86페이지 세부)

전 (奎8861 v.7, 86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86페이지)

후 (奎8861 v.7, 86페이지 세부)

후 (奎8861 v.7, 86페이지 세부)



45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851 v.3, 앞표지)

전 (奎8851 v.3, 1페이지)

전 (奎8851 v.3, 1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앞표지)

후 (奎8851 v.3, 1페이지)

후 (奎8851 v.3, 1페이지 세부)

2)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45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851 v.3, 2페이지) 후 (奎8851 v.3, 2페이지)

전 (奎8851 v.3, 2페이지 세부)

전 (奎8851 v.3, 2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2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2페이지 세부)



45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851 v.3, 45페이지)

전 (奎8851 v.3, 45페이지 세부)

전 (奎8851 v.3, 45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5페이지)

후 (奎8851 v.3, 45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5페이지 세부)



    45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851 v.3, 48페이지)

전 (奎8851 v.3, 48페이지 세부)

전 (奎8851 v.3, 48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8페이지)

후 (奎8851 v.3, 48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8페이지 세부)



46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851 v.3, 49페이지)

전 (奎8851 v.3, 49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9페이지)

후 (奎8851 v.3, 49페이지 세부)

전 (奎8851 v.3, 49페이지 세부) 후 (奎8851 v.3, 49페이지 세부)



    46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946 v.4, 앞표지)

전 (奎8946 v.4, 1페이지)

전 (奎8946 v.4, 1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앞표지)

후 (奎8946 v.4, 1페이지)

후 (奎8946 v.4, 1페이지 세부)

3) 『병오식년선원가현록』奎8946 v.4 



46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946 v.4, 2페이지)

전 (奎8946 v.4, 2페이지 세부)

전 (奎8946 v.4, 2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2페이지)

후 (奎8946 v.4, 2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2페이지 세부)



    46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946 v.4, 3페이지)

전 (奎8946 v.4, 3페이지 세부)

전 (奎8946 v.4, 3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3페이지)

후 (奎8946 v.4, 3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3페이지 세부)



46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8946 v.4, 4페이지)

전 (奎8946 v.4, 4페이지 세부)

전 (奎8946 v.4, 4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4페이지)

후 (奎8946 v.4, 4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4페이지 세부)



    46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8946 v.4, 5페이지)

전 (奎8946 v.4, 5페이지 세부)

전 (奎8946 v.4, 5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5페이지)

후 (奎8946 v.4, 5페이지 세부)

후 (奎8946 v.4, 5페이지 세부)



46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4) 『중종대왕종친록』奎9025 

전 (奎9025, 앞표지)

전 (奎9025, 1페이지 세부)

전 (奎9025, 1페이지)

후 (奎9025, 앞표지)

후 (奎9025, 1페이지 세부)

후 (奎9025, 1페이지)



    46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25, 11페이지)

전 (奎9025, 11페이지 세부)

전 (奎9025, 11페이지 세부)

후 (奎9025, 11페이지)

후 (奎9025, 11페이지 세부)

후 (奎9025, 11페이지 세부)



46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25, 13페이지)

전 (奎9025, 13페이지 세부)

전 (奎9025, 13페이지 세부)

후 (奎9025, 13페이지)

후 (奎9025, 13페이지 세부)

후 (奎9025, 13페이지 세부)



    46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25, 21페이지)

전 (奎9025, 21페이지 세부)

전 (奎9025, 21페이지 세부)

후 (奎9025, 21페이지)

후 (奎9025, 21페이지 세부)

후 (奎9025, 21페이지 세부)



47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25, 22페이지)

전 (奎9025, 22페이지 세부)

전 (奎9025, 22페이지 세부)

후 (奎9025, 22페이지)

후 (奎9025, 22페이지 세부)

후 (奎9025, 22페이지 세부)



    47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96, 1페이지)

전 (奎9096, 1페이지 세부)

전 (奎9096, 앞표지)

후 (奎9096, 1페이지)

후 (奎9096, 1페이지 세부)

후 (奎9096, 앞표지)

5) 『선조대왕종친록』奎9096



47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96, 2페이지 세부)

전 (奎9096, 2페이지 세부)

전 (奎9096, 2페이지)

후 (奎9096, 2페이지 세부)

후 (奎9096, 2페이지 세부)

후 (奎9096, 2페이지)



    47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96, 3페이지 세부)

전 (奎9096, 3페이지 세부)

전 (奎9096, 3페이지)

후 (奎9096, 3페이지 세부)

후 (奎9096, 3페이지 세부)

후 (奎9096, 3페이지)



47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97, 1페이지 세부)

전 (奎9097, 1페이지 세부)

전 (奎9097, 앞표지)

후 (奎9097, 1페이지 세부)

후 (奎9097, 1페이지 세부)

후 (奎9097, 앞표지)

6) 『병오식년종친가현록』奎9097



    47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97, 24페이지)

전 (奎9097, 24페이지 세부)

전 (奎9097, 24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4페이지)

후 (奎9097, 24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4페이지 세부)



47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97, 25페이지)

전 (奎9097, 25페이지 세부)

전 (奎9097, 25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5페이지)

후 (奎9097, 25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5페이지 세부)



    47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097, 27페이지)

전 (奎9097, 27페이지 세부)

전 (奎9097, 27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7페이지)

후 (奎9097, 27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7페이지 세부)



47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097, 28페이지 세부)

전 (奎9097, 28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8페이지 세부)

후 (奎9097, 28페이지 세부)

전 (奎9097, 28페이지) 후 (奎9097, 28페이지)



    47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106, 앞표지) 후 (奎9106, 앞표지)

전 (奎9106, 1페이지  세부)

전 (奎9106, 1페이지)

후 (奎9106, 1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페이지)

7) 『신묘식년종친가현록』奎9106. 



48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106, 15페이지) 후 (奎9106, 15페이지)

전 (奎9106, 15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5페이지 세부)

전 (奎9106, 15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5페이지 세부)



    48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106, 16페이지)

전 (奎9106, 16페이지 세부)

전 (奎9106, 16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6페이지)

후 (奎9106, 16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6페이지 세부)



48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9106, 18페이지)

전 (奎9106, 18페이지 세부)

전 (奎9106, 18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8페이지)

후 (奎9106, 18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8페이지 세부)



    48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9106, 19페이지)

전 (奎9106, 19페이지 세부)

전 (奎9106, 19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9페이지)

후 (奎9106, 19페이지 세부)

후 (奎9106, 19페이지 세부)



48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5.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전 (奎10123, 앞표지)

전 (奎10123, 1페이지)

전 (奎10123, 1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앞표지)

후 (奎10123, 1페이지)

후 (奎10123, 1페이지 세부)



    48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123, 2페이지)

전 (奎10123, 2페이지 세부)

전 (奎10123, 2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2페이지)

후 (奎10123, 2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2페이지 세부)



48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123, 3페이지) 

전 (奎10123, 3페이지 세부)

전 (奎10123, 3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3페이지) 

후 (奎10123, 3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3페이지 세부)



    48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123, 4페이지)

전 (奎10123, 4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4페이지)

후 (奎10123, 4페이지 세부)

전 (奎10123, 4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4페이지 세부)



48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123, 5페이지)

전 (奎10123, 5페이지 세부) 

전 (奎10123, 5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5페이지)

후 (奎10123, 5페이지 세부) 

후 (奎10123, 5페이지 세부)



    48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207, 앞표지) 

전 (奎10207, 1페이지)

후 (奎10207, 앞표지)

후 (奎10207, 1페이지)

6.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 奎10207

전 (奎10207, 1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1페이지 세부)



49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207, 2페이지)

전 (奎10207, 2페이지 세부)

전 (奎10207, 2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2페이지)

후 (奎10207, 2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2페이지 세부)



    49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207, 3페이지)

전 (奎10207, 3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3페이지)

후 (奎10207, 3페이지 세부) 

전 (奎10207, 3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3페이지 세부)



49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207, 4페이지)

전 (奎10207, 4페이지 세부)

전 (奎10207, 4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4페이지)

후 (奎10207, 4페이지 세부)

후 (奎10207, 4페이지 세부)



    49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208, 앞표지)

전 (奎10208, 1페이지) 

전 (奎10208, 1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앞표지)

후 (奎10208, 1페이지)

후 (奎10208, 1페이지 세부)

7. 『충무공이순신도비명』 奎10208



49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208, 2페이지) 

전 (奎10208, 2페이지 세부)

전 (奎10208, 2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2페이지)

후 (奎10208, 2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2페이지 세부)



    49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208, 15페이지) 

전 (奎10208, 15페이지 세부)

전 (奎10208, 15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5페이지)

후 (奎10208, 15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5페이지 세부)



49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0208, 16페이지) 

전 (奎10208, 16페이지 세부) 

전 (奎10208, 16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6페이지)

후 (奎10208, 16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6페이지 세부)



    49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0208, 19페이지)

전 (奎10208, 19페이지 세부) 

전 (奎10208, 19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9페이지)

후 (奎10208, 19페이지 세부)

후 (奎10208, 19페이지 세부)



49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1026 v.2, 앞표지)

전 (奎11026 v.2, 1페이지)

전 (奎11026 v.2, 1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앞표지)

후 (奎11026 v.2, 1페이지)

후 (奎11026 v.2, 1페이지 세부)

8.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49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1026 v.2, 77페이지)

전 (奎11026 v.2, 77페이지 세부)

전 (奎11026 v.2, 77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77페이지)

후 (奎11026 v.2, 77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77페이지 세부)



50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1026 v.2, 78페이지)

전 (奎11026 v.2, 78페이지 세부)

전 (奎11026 v.2, 78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78페이지)

후 (奎11026 v.2, 78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78페이지 세부



    50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1026 v.2, 79페이지) 

전 (奎11026 v.2, 79페이지 세부)

전 (奎11026 v.2, 79페이지)

후 (奎11026 v.2, 79페이지) 

후 (奎11026 v.2, 79페이지)

후 (奎11026 v.2, 79페이지)



50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1026 v.2, 80페이지)

전 (奎11026 v.2, 80페이지 세부)

전 (奎11026 v.2, 80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80페이지)

후 (奎11026 v.2, 80페이지 세부)

후 (奎11026 v.2, 80페이지 세부)



    50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7704 v.18, 앞표지)

전 (奎17704 v.18, 1페이지)

전 (奎17704 v.18, 1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앞표지)

후 (奎17704 v.18, 1페이지)

후 (奎17704 v.18, 1페이지 세부)

9. 『주본존안』 奎17704 v.18



50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7704 v.18, 137페이지)

전 (奎17704 v.18, 137페이지 세부)

전 (奎17704 v.18, 137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37페이지)

후 (奎17704 v.18, 137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37페이지 세부)



    50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7704 v.18, 138페이지)

전 (奎17704 v.18, 138페이지 세부)

전 (奎17704 v.18, 138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38페이지)

후 (奎17704 v.18, 138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38페이지 세부) 



50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7704 v.18, 143페이지)

전 (奎17704 v.18, 143페이지 세부)

전 (奎17704 v.18, 143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43페이지)

후 (奎17704 v.18, 143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43페이지 세부)



    50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7704 v.18, 144페이지)

전 (奎17704 v.18, 144페이지 세부)

전 (奎17704 v.18, 144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44페이지)

후 (奎17704 v.18, 144페이지 세부)

후 (奎17704 v.18, 144페이지 세부)



50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0. 『의금부노정기』 奎19531

전 (奎19531, 앞표지)

전 (奎19531, 1페이지 뒤)

전 (奎19531, 1페이지 뒤 세부)

후 (奎19531, 앞표지)

후 (奎19531, 1페이지 뒤)

후 (奎19531, 1페이지 뒤 세부)



    50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9531, 2페이지 앞)

전 (奎19531, 2페이지 앞 세부)

전 (奎19531, 2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2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2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2페이지 앞)



51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9531, 12페이지 앞)

전 (奎19531, 12페이지 앞 세부)

전 (奎19531, 12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12페이지 앞)

후 (奎19531, 12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12페이지 앞 세부)



    51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9531, 14페이지 앞)

전 (奎19531, 14페이지 앞 세부)

전 (奎19531, 14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14페이지 앞)

후 (奎19531, 14페이지 앞 세부)

후 (奎19531, 14페이지 앞 세부)



51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9531, 15페이지 뒤 세부)

전 (奎19531, 15페이지 뒤 세부)

후 (奎19531, 15페이지 뒤 세부)

후 (奎19531, 15페이지 뒤 세부)

전 (奎19531, 15페이지 뒤) 후 (奎19531, 15페이지 뒤



    51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11. 『열성지장통기』奎3805 v.1

전 (奎3805 v.1, 앞표지)

전 (奎3805 v.1, 1페이지)

전 (奎3805 v.1, 1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앞표지)

후 (奎3805 v.1, 1페이지)

후 (奎3805 v.1, 1페이지 세부)



51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3805 v.1, 2페이지)

전 (奎3805 v.1, 2페이지 세부)

전 (奎3805 v.1, 2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페이지)

후 (奎3805 v.1, 2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페이지 세부)



    51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3805 v.1, 3페이지)

전 (奎3805 v.1, 3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3페이지)

후 (奎3805 v.1, 3페이지 세부)

전 (奎3805 v.1, 3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3페이지 세부)



51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3805 v.1, 23페이지) 

전 (奎3805 v.1, 23페이지 세부)

전 (奎3805 v.1, 23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3페이지)

후 (奎3805 v.1, 23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3페이지 세부)



    517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3805 v.1, 24페이지)

전 (奎3805 v.1, 24페이지 세부)

전 (奎3805 v.1, 24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4페이지)

후 (奎3805 v.1, 24페이지 세부)

후 (奎3805 v.1, 24페이지 세부)



51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2. 『대학언해』 奎3060

전 (奎3060, 앞표지)

전 (奎3060, 1페이지)

전 (奎3060, 1페이지 세부)

후 (奎3060, 앞표지)

후 (奎3060, 1페이지)

후 (奎3060, 1페이지 세부)



    519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3060, 10페이지)

전 (奎3060, 10페이지 세부)

전 (奎3060, 10페이지 세부)

후 (奎3060, 10페이지)

후 (奎3060, 10페이지 세부)

후 (奎3060, 10페이지 세부)



520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3060, 27페이지) 

전 (奎3060, 27페이지 세부)

전 (奎3060, 27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7페이지)

후 (奎3060, 27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7페이지 세부)



    521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3060, 28페이지)

전 (奎3060, 28페이지 세부)

전 (奎3060, 28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8페이지)

후 (奎3060, 28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8페이지 세부)



522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3060, 29페이지)

전 (奎3060, 29페이지 세부)

전 (奎3060, 29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9페이지)

후 (奎3060, 29페이지 세부)

후 (奎3060, 29페이지 세부)



    523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9008 v.13, 앞표지)

전 (奎19008 v.13, 3페이지)

전 (奎19008 v.13, 3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앞표지)

후 (奎19008 v.13, 3페이지)

후 (奎19008 v.13, 3페이지 세부)

13.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



52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9008 v.13, 275페이지) 

전 (奎19008 v.13, 275페이지 세부)

전 (奎19008 v.13, 275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75페이지)

후 (奎19008 v.13, 275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75페이지 세부)



    525제 1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전 (奎19008 v.13, 294페이지)

전 (奎19008 v.13, 294페이지 세부)

전 (奎19008 v.13, 294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94페이지)

후 (奎19008 v.13, 294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94페이지 세부)



526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전 (奎19008 v.13, 296페이지) 

전 (奎19008 v.13, 296페이지 세부)

전 (奎19008 v.13, 296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96페이지)

후 (奎19008 v.13, 296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296페이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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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奎19008 v.13, 301페이지)

전 (奎19008 v.13, 301페이지 세부)

전 (奎19008 v.13, 301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301페이지)

후 (奎19008 v.13, 301페이지 세부)

후 (奎19008 v.13, 301페이지 세부)



528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Ⅴ.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1) 일반사항

• 일 시 : 2013년 7월 9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수리복원실

• 참 석 자 : 박문열(청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 연구실 선임연구원)

• 자문위원 : 박문열(청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 연구실 선임연구원)

(a) 1차 자문회의 (b) 1차 자문회의

(c) 1차 자문회의 (d) 1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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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 및 결과

(1) 고문헌

① 습식 클리닝 진행

안건>   얼룩이 많고 오염물이 산재해 있는 경우 습식 클리닝을 하면 제거가 가능하나, 파편유실, 안료

의 흐려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 오염 및 얼룩이 심한 유물에 한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한다.

처리>   습식 클리닝 전 박락방지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습식 클리닝을 진행하였다. 레이온지를 

위, 아래로 덮고 수분을 가하여 유물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오염이 적었던 『예장청등록』 4책을 제외한 34책에 대해 습식 클리닝 하였다.

박락방지 습식 클리닝

② 뒤표지 교체 및 제작 여부

안건> 뒤표지가 닳아 유실되거나 이전 수리시 다른 재질의 표지로 교체된 유물이 있다.

결과> 뒤표지는 앞표지를 참고하여 제작해 교체 한다.

처리>   『예장청등록』 奎13013 v.2,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능화판 제작 교체된 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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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18458,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의 뒤표지는 유실되거나 교체되어 있었다. 

    『예장청등록』 奎13013 v.2은 앞표지와 동일한 소재의 마를 수집하여 염색 전문가에게 의뢰해 앞

표지와 유사하게 염색한 후 배접하여 표지로 사용하였다.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은 동

일한 소재의 견을 수집하여 쪽으로 염색한 후 배접하여 표지로 사용하였다.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은 앞표지 문양과 동일하게 능화판을 판각하여 능화지를 제작한 

후 표지로 사용하였다.

③ 메움부 색맞춤

안건> 내지의 색이 어두운 경우 결손부 메움 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다.

결과> 색맞춤은 하지 않는다.

내지 열화부 메움부

④ 결손부 메움의 정도

안건> 1~2mm의 작은 결손부는 메움을 하지 않아도 손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결과> 1~2mm 정도의 작은 결손부는 메움 하지 않는다.

⑤ 장정형태(철장) 복원

안건>    일부 유물은 철장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전 수리시 장정 형태가 변형되어 선장된 상태로 입고

되었다.

결과> 원형 추정이 가능한 책들에 한해 복원한다.

처리>   『예장청등록』 4책,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량성

책』 奎18458은 철장의 흔적은 있으나 변철이 남아있지 않고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

량책』 奎18486,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공전타량성책』 奎18633, 『함경도문

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奎18735,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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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은 변철이 전체 혹은 일부 남아있다.

    변철이 남아있는 유물은 상태조사 및 성분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재질, 형태의 변철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변철이 남아있지 않은 유물은 동일한 종류, 동일 유물의 책을 조사한다. 조

사한 유물의 장정이 철장이 아니거나 같은 종류의 유물이 없어 참고할 수 없는 경우 동시대 다

른 유물이나 같은 용도의 유물을 조사하여 2차 자문회의에서 그 형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변철 원본 자료조사 변철 원본 자료조사

철장 복원 전 철장 복원 후

⑥ 노출된 첨지 처리

안건> 유물 밖으로 노출된 첨지는 훼손의 위험이 있다.

결과> 첨지는 원래의 위치를 유지한다.

⑦ 표지 속지 재사용 여부

안건> 표지 속지를 유물이 아닌 표장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새것으로 교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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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남아있는 속지를 메움하여 사용한다.

처리>   『예장청등록』 奎13013 v.2, 『태상감응편도설』 奎11026 v.2,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답타량성책』 

奎18458, 『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등 표지가 없는 총 4책을 제외한 모든 유물

은 표지 속지를 습식클리닝 한 후 메움하여 재사용하였다.

⑧ 연필 자국 제거 

안건>   표지와 내지에 걸쳐 연필로 기록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연필자국은 클리닝용 고무로 제

거가 가능하나, 무리해서 제거하게 되면 섬유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

결과> 섬유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제거한다.

처리>   클리닝용 고무를 사용하여 일부 제거해 보았으나 흑연 분말이 섬유질 사이로 깊숙이 파고든 상

태로 있었기 때문에 제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리해서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유물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필 자국은 제거하지 않았다.

⑨ 지력 약화부 메움 후 배접 여부 

안건> 지력을 상실한 경우, 배접을 하지 않으면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결과> 지력을 상실한 경우는 메움 후 얇은 보수지로 배접한다.

처리>   『병오식년선원가현록』 奎8851 v.3, 奎8946 v.4의 지력이 약화된 부분을 얇은 보수지로 부분배접 

하였다. 배접 시 숙성풀을 사용하여 가역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분 배접 부분 배접

⑩ 장황용 종이 재사용 여부(첩)

안건> 첩 형태의 유물에 두른 장황용 종이가 오염과 충해로 인한 결손이 많다.

결과> 장황용 종이는 클리닝 후 재사용한다.

처리>   첩 형태의 『명성황후탄강구리』 奎1012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류음』 

奎10207,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장황용 종이를 재사용 하였다. 장황용 종이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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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작성하여 연결방법과 형태를 기록해 재사용 할 때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 다음 해체

하였다. 해체된 장황용 종이를 페이지, 상하좌우 및 앞뒤를 표시하여 넘버링 한 후 습식클리닝 

하였다. 결손부는 상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사한 종이를 사용하여 메움하였다. 

장황용 종이 결손 장황용 종이 재사용 처리 후

메움용 마 염색 메움용 마와 유물 색상 비교

⑪장황용 비단 재사용 여부『명성황후탄강구리』

안건> 장식비단 올이 많이 풀린 상태라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결과> 장황용 비단은 새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처리> 메움용으로 수집한 비단 중 조직이 유사한 비단이 있어 염색 후 사용하였다.

⑫ 양지 첨지 제거『명성황후탄강구리』

안건> 경성제국대학 인장이 찍힌 양지 첨지가 붙어있다.

결과> 양지 첨지는 제거한 후 따로 보관한다.

처리> 양지 첨지를 제거한 후 시료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⑬ 메움지 선정『예장청등록』

안건> 홍색 마 표지에 황색의 납전지, 만자문 능화지로 메움되어 있다.

결과> 표지와 같은 소재, 색상의 메움지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534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1권  수리복원  및  보존처리    

처리>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사한 마를 수집한 후 전문가에게 염색을 의뢰하여 메움용 

마를 제작해 결손부 메움에 사용하였다.

⑭ 도서기록카드 위치 변경 여부『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안건> 도서기록카드가 표제의 일부를 가리고 있다.

결과> 도서기록카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 후 위치를 변경해서 부착한다.

처리>   건식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수분을 도포한 후 제거해 보려 하였으나 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표지에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표지 섬유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제거하지 않고 현 위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⑮ 산화된 첨지 제거『함경도문천군적낭사복재제이전답개타량성책』

안건> 산화된 첨지는 방치할 경우 유물에 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결과> 산화된 첨지는 제거한다.

처리> 산화된 첨지는 제거 후 시료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⑯ 해체 및 띠지 제거 여부『황해도송화현육상궁전답개량안』

안건>   내지 상단에 장정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띠지가 연결되어 있어 띠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체

가 불가능 하다.

결과> 띠지를 제거 후 해체한다.

처리>   띠지는 가위 등을 이용하여 잘라내고 내지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미량의 수분을 분무한 후 

분리하였다. 제거한 띠지는 시료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띠지 제거 전 띠지 제거 후

⑰ 표지 비단 제작 방법『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안건>   장황용 비단이 매우 성글게 짜여진 사직물로 제작하는 곳이 드물고 또한 제작한다 하여도 표지

에 남아있는 비단이 거의 없어 메움도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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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표지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소장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처리>   규장각 측과 상의 결과 유물에 사용된 직물을 재현해서 가표지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표장 비단으

로 사용된 사직물을 직물 전문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섬유전공 심연옥 교수)에

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원본표지의 가장자리를 접어 뒷면으로 넘긴 부분이 원색의 형태를 유지하

고 있어 퇴색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제작하였다. 직조된 사직물과 배접지로 사용

할 종이를 유물 색상에 맞추어 쪽으로 염색한 후 배접하였다. 유물위에 투명필름을 얹어 표제를 전

사한 후, 투명필름 위에 배접된 사직물을 얹고 라이트를 비추어 가며 표제를 전사하였다. 사직물을 

접어 가표지를 만들고 유물에 부착되어 있던 도서 라벨지를 분리하여 완성된 가표지에 부착하였다.

배접된 사직물과 유물 비교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좌측]과 비교 결손부 메움

사직물에 표제 전사

⑱ 모서리 메움『의금부노정기』

안건> 내지 가장자리가 마모되어 둥글게 되어있다.

결과>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진 것이므로 메움하지 않는다.

처리>   확인 결과 내지 전체가 다 닳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몇 장은 안으로 접혀 있어 둥글게 보였던 것

으로 접힌 부분을 편 상태가 본래 상태로 남아있었다. 규장각 측과 상의하여 모서리 부분은 메

움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금부노정기』 奎19531은 광택이 있는 진한 황갈색의 종이를 사용하

였는데 장판지와 밀랍지, 조선왕조실록 밀랍본과 비교해 보았으나 유사한 종이를 찾을 수 없었

다. 따라서 내지의 두께와 색상, 발촉수 등을 맞추어 종이를 제작해 메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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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표지 보강지 재사용 여부『의금부노정기』

안건> 표지의 훼손이 심하고 표지를 보강하기 위에 덧붙여 놓은 보강지가 있다.

결과> 가표지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소장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처리>   규장각 측과 상의 결과 가표지는 제작하지 않기로 하였다. 보강지는 재사용 하지 않고 원본 표

지만 재사용하기로 하였다.

표지 처리 전 표지 처리 후

접착제 제거 전 접착제 제거 후

⑳ 접착제 제거 여부『의금부노정기』

안건> 내지에 섬유 부착물과 그것을 부착할 때 사용했던 접착제가 잔존하고 있다.

결과> 무리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처리> 내지에 붓으로 수분을 주고 흡습지를 사용해 오염물 일부를 제거하는 정도로만 처리하였다.

(２) 조선후기 지방지도

1차 자문회의 결과, 조선후기 지방지도는 규장각에 소장중인 다른 지도 유물을 모두 조사하여 손상상

태,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규장각 측과 상의 후에 조선후

기 지방지도 100점을 수리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내각일력 9책을 포함한 고서적 18책으로 수리대상유

물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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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자문회의 최종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문헌 사업 1차 자문회의

자문회의 대상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보존처리

자문회의 일자 2013년도 07월 9일

자문회의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내 수리복원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자문내용

• 고문헌
1)  습식클리닝 진행 - 오염 및 얼룩이 심한 유물에 한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한다.
2)  뒤표지 교체 및 제작 여부 - 표지는 앞표지를 참고하여 제작해 교체 한다.
3)  메움부 색맞춤 여부 - 색맞춤은 하지 않는다.
4)  결손부 메움 정도 - 1~2mm의 작은 결손은 메움하지 않는다.
5)  장정형태 복원 - 원형 추정이 가능한 책들에 한해 복원한다.
6)  노출된 첨지 처리 - 첨지는 수리 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린다.
7)  표지 속지 재사용 여부 - 남아있는 속지를 메움하여 사용한다.
8)  연필 자국 제거 - 섬유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제거한다.
9)  지력 약화부 메움후 배접 여부 - 지력을 상실한 경우는 메움 후 얇은 보수지로 배접한다.
10)  장황용 종이 재사용 여부 - 장황용 종이는 클리닝 후 재사용한다.
11)  장황용 비단 재사용 여부 - 장황용 비단은 새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12)  양지 첨지 제거 - 양지첨지는 제거한 후 따로 보관한다.
13)  메움지 선정 - 표지와 같은 소재, 색상의 메움지를 제작하여 사용한다.
14)  도서기록카드 위치 변경 - 도서기록카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 후 위치를 변경해서 부착한다.
15)  산화된 첨지 제거 - 산화된 첨지는 제거한다.
16)  해체 및 띠지 제거 여부 - 띠지를 제거 후 해체한다.
17)  표지 비단 제작 방법 - 가표지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소장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18)  모서리 메움 -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진 것이므로 메움하지 않는다.
19)  표지 보강지 재사용 여부 - 가표지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소장처와 상의 후 결정한다.
20)  접착제 제거 여부 - 무리하여 제거하지 않는다.

• 조선후기지방지도
조선후기지방지도는 규장각 소장 지도 전체를 상태조사 하여 손상상태, 수리여부 등을 파악한 후, 추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자문위원

자 문 위 원         김 윤 제
자 문 위 원         박 문 열
자 문 위 원         양 보 경
자 문 위 원         윤 진 영
자 문 위 원         차 병 갑
자 문 위 원         김 형 진

2. 2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1) 일반사항

• 일 시 : 2013년 10월 10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수리복원실

• 참 석 자 :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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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 박문열(청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 연구실 선임연구원)

(a) 2차 자문회의 (b) 2차 자문회의

(c) 2차 자문회의 (d) 2차 자문회의

2) 안건 및 결과

① 철장의 복원여부 및 형태 결정

안건>   1차 반입 유물 중 철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동일 유물이나 동시대 유물을 조사한 뒤 복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차 반입된 유물 중에도 철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물이 있

어 2차 자문회의 전 미리 자료를 조사하였다.

     자료조사 결과 『예장청등록』 4책은 같은 종류의 유물을 조사한 결과 철장의 형태는 있으나 원

형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 『전라도진안현소재

내수사탑량성책』 奎18458은 같은 종류의 유물이 없어 동시대의 다른 유물을 조사해 보았으나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각일력』 9책은 동

일 유물 중 철장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은 동일 유

물 중 변철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

     『전라도순천현소재내수사둔전답타량책』 奎18486, 『성천부안부무후내노막손노응철노응신등속

공전타량성책』 奎18633, 『함경도문천군도적랑사복재제위전답개타량성책』 奎18636, 『황해도송화

현육상궁전답개량안』 奎18735, 『진위현서면회화정복재내수사속저경궁전답타량성책』 奎18861은 

변철이 전체 혹은 일부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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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장청등록』 및 『내각일력』, 『공흥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수개타량어람성책』, 『황해도문화

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전라도진안현소재내수사탑타량성책』의 철장은 별도의 변철에 관한 충

분한 연구가 선행된 뒤 제작하도록 하며, 이번 사업에서는 유물반입(선장)의 형태로 재장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처리>   변철의 사전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조

교 여창기)에게 의뢰하여 변철을 제작하였다. 상태가 양호한 금구 일부는 재사용하였다. 선장까

지 완료된 유물에 변철 제작자가 직접 철장하여 마무리 하였다.

    철장에서 제외된 유물은 모두 선장하였다. 반입 당시 장정끈의 원사 종류와 굵기, 꼬임 등을 고

려하여 장정끈을 선정한 후 유물 색에 맞추어 천연염색 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장정되어 있던 

장정구멍의 위치를 유지하여 장정하였다.

② 가장정 된 유물의 처리

안건>   『재령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 『공홍도은진현소재내수사둔전답복

수개타량어람성책』 奎18432, 『황해도문화현내수사전답타량성책』 奎18515은 가장정된 상태로 반

입되었다.

변철 제작 철장 후

반입 당시의 가장정 상태 선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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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임시로 장정된 책들의 선장(끈)은 비슷한 시기의 선장을 조사한 뒤 추 후 결정한다.

처리>   비슷한 시기 유물의 선장을 조사한 결과 그 형태가 다양해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재령

군우리방소재의렬궁전답자호복수진기구별성책』 奎18775은 반입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2

책은 유물에 남아있는 장정구멍 위치를 토대로 재장정 하기로 하였다. 장정끈은 양안성책류가 대

부분 얇은 홍사로 장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목으로 염색한 얇은 홍사[견사]를 사용하였다.

③ 내각일력 탄화된 장정부의 처리

안건> 장정 부분의 열화로 인해 종이가 바스러지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내각일력의 열화된 부분의 처리는 장정부분의 심한 열화부분에 대해서 부분보강의 방법으로 처

리하도록 한다.

처리> 장정부의 열화는 검게 열화되어 바스러지는 부분을 제거한 후 메움하여 보강하였다.

습식클리닝

습식클리닝

탄화부 제거

중성수크리닝 후

④ 내각일력 내지 중앙 다각형 형태의 오염 처리 방법

안건>   표지 및 내지 전반에 걸쳐 다각형 형태의 오염이 있고 오염된 형태를 따라 균열이 가거나 일부

분은 결손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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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내각일력 중앙 다각형의 열화된 부분의 처리는 중성수 크리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처리> 내지를 습식클리닝 하여 오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⑤ 변형된 뒤표지 교체 여부

안건>   일부 유물(『열성지장통기』, 『대학언해』)은 이전 수리 시, 뒤표지가 만자문 능화지로 교체되어 앞

표지 문양과 달라져 있다.

결과> 변형된 뒤표지는 유사한 문양으로 새로 제작하여 처리한다.

처리>   앞표지 문양을 전사한 후 판각 전문가(김도형, 김형진, 이연희)에게 의뢰하여 능화판을 판각한 

다음 염색지에 문양을 찍어내어 뒤표지로 사용하였다. 

능화판에 밀랍 칠하기 밀돌로 밀어 문양 찍기

표지 원본 자료 조사 표지 교체 후

⑥ 『내수사각방차하책』의 표지 처리

안건>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은 이전 수리 시 표지가 교체되어 동일한 종류의 유물과 그 형

태가 달라져있다.   

결과> 『내수사각방차하책』의 표지는 원본유물의 표지와 같은 문양으로 제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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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3은 이전 수리 시 표지가 교체되어 동일 유물과 형태가 달랐다. 

원본의 형태가 가장 유사한 『내수사각방차하책』 奎19008 v.15을 기준으로 하여 표지를 새로 제

작해 교체하기로 하였다.

    표지 문양을 전사한 후 판각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능화판을 판각한 다음 염색지에 문양을 찍어

내어 능화지를 제작하였다. 변철은 형태와 크기를 측정하여 동일재질로 재현하여 사용하였다. 원

본 유물의 표제를 투명 필름에 전사한 다음 능화지를 얹고 라이트를 비추어 가며 글자 형태를 먹

으로 따라 써서 완성하였다.

⑦ 『선원계보기략』 앞면 배접지 제거 정도

안건>   내지 후반부는 앞면에서 배접하여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이다. 배접지가 두껍고 진한풀을 

사용하여 배접지를 제거하면 글씨가 따라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배접지로 사용된 종이가 양

지로 추정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유물의 산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결과> 『선원계보기략』 내지의 앞면 배접지는 제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처리>   배접된 내지에 수분을 분무하여 접착제를 유연하게 만든 후 여러 번에 나누어 배접지를 제거하

였다. 배접지 제거 후 띠지로 보강하여 파편이 유실되거나 유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글

자가 배접지와 함께 따라 올라오는 경우는 배접지를 아주 얇게 남겨두어 글자를 보호하였다.

배접지 제거 지력 약화부 보강

⑧ 유물의 열화상태 규명을 위한 연구 추진 여부

안건>   『내각일력』 총 9책의 표지와 내지,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奎

10207,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奎10208의 표지는 열화로 인한 오염과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열화 상태를 규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유물의 원형을 복원

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려면 파괴분석이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물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개선방법을 찾았다 하더라고 유물에 바로 적

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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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내각일력』 표지와 내지, 『충무공이순신신도비명』,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식향음의식향약 

  조례륜음』 등의 열화상태 규명을 위한 연구는 별도로 추후 진행하도록 한다.

3) 2차 자문회의 최종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2차 자문회의

자문회의 대상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고지도 수리복원사업 보존처리

자문회의 일자 2013년도 10월 10일

자문회의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수리복원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자문내용

1)  예장청등록 및 내각일력, 공흥도은진현..., 전라도진안현..., 내수사각상방하책의 철장은 별도의 변철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된    
    뒤 제작도록 하며, 이번 사업에서는 유물반입(선장)의 형태로 재장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임시로 장정되는 책들의 선장(끈)은 비슷한 시기의 선장으르 조사한 뒤 추후 결정하도록 한다.
3)  내각일력의 열화된 부분의 처리는 장정부분의 심한 열화부분에 대해서 부분보강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4)  내각일력의 내지 중앙 다각형의 열화된 부분의 처리는 중성수 크리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5)  변형된 뒤표지는 유사한 문양으로 새로 제작하여 처리한다.
6)  내수사각상방하책의 표지는 원본유물의 표지와 같은 문양으로 제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7)  선원계보의 앞면 배접지는 제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8)  내각일력표지의 내지, 충무공이순신..., 여제양로..., 등의 열화상태 규명을 위한 연구는 별도로 추후 진행하도록 한다.

자문위원

자 문 위 원         차 병 갑
자 문 위 원         양 보 경
자 문 위 원         김 형 진
자 문 위 원         김 윤 제  

3. 3차 자문회의 안건 및 결과

1) 일반사항

• 일 시 : 2014년 1월 24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수리복원실

• 참 석 자 :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a) 3차 자문회의 (b) 3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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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 자문위원 : 박문열(청주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차병갑(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팀장), 

  김형진(국민대학교 교수), 양보경(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윤제(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장),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국학자료 연구실 선임연구원)

2) 결과

① 『내각일력』                   결손부 메움지로 사용한 종이의 색상이 유물과 맞지 않아 생경해 보인다. 다음 작업에

         서는 메움지 색상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②   유물을 장정할 때는 본래의 장정위치에 한다. 그러나 유물이 울거나 비뚤어지는 경우 위치를 조금 

변경하여 장정하도록 한다.

③ 표지 한 장을 위해 능화판을 제작하고 직물을 직조한 점이 좋다.

④   유물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여 수리진행 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업 진행시에

는 소장처와 상의하여 동일한 형태의 유물을 일관되게 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3) 3차 자문회의 최종 결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문헌 수리복원사업 자문회의

자문회의 대상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고지도 수리복원사업 보존처리

자문회의 일자 2014년도 01월 24일

자문회의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내 수리복원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자문내용

1.  내각일력 - 결손부 메움지로 사용한 종이의 색상이 유물과 맞지 않아 생경해 보인다. 다음 작업에서는 소장처 측과 상의하여 메움지    
    색상을 고려해 사용하도록 한다.

2.  유물을 장정할 때는 본래의 장정위치에 한다. 그러나 유물이 울거나 비뚤어지는 경우 위치를 조금 변경하여 장정하도록 한다.

3.  표지 한 장을 위해 능화판을 제작하고 직물을 직조한 점이 좋다.

4.  유물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여 수리진행 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업 진행시에는 소장처와 상의하여 동일한 형태    
    의 유물을 묶어서 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자문위원

자 문 위 원         김 윤 제
자 문 위 원         김 형 진
자 문 위 원         차 병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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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업자 제언

1. 수리복원의 필요성

문화재 수리복원은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전통기법과 현대과학을 응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전

공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인접학문이 융합되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복합학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인문, 역사, 미술, 기초과학, 응용화학 등 다양한 학문이 각자의 영역을 충족시키며, 이것을 

조형적, 예술적으로 하나의 결과물로 재현해 낸다. 현대사회의 시장경제 논리나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며 진부한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수백 년을 지내온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우리

를 대변하는 새로운 얼굴이기도 하다. 

수리복원 작업은 무형과 유형의 가치를 보전하는 의미를 둘 수 있다. 무형적가치는 복원 과정을 통해 

전통재료 제작의 장인을 육성하고 기술 전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전통기술 전승과 활

용은 문화재를 통한 전수라고 할 수 있으며 최상의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유물 중에는 원

본보다 후세대에 모사된 것이 더 평가되고 인정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것이 갖는 시대적 의미나 예술

성, 조형성을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대에 복원된 것은 향후 재현 문화재로 재평가될 것이며 

이것이 유형적 가치에 해당된다.

2. 제언

이번 사업은 예정했던 『승정원일기』와 지방지도(1872년)의 대상유물이 변경되어 1개월간의 사업지연

이 있었다. 승정원일기가 제외되고 지방지도와 18책의 고서적이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상태조사 결과 과

거의 잘못된 수리로 인해 지방지도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어 원형복구가 불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유물의 실태조사와 사전 연구가 진행된 후 수리복원에 착수해야 한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되었고, 지방지도 대신 고서적 20책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결국 대상유물의 변경과 과거 잘못

된 수리로 인한 복원 불가능 등으로 2차 변경 유물은 사업 중반에 인수되었다.

총38책 28종의 고서는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졌으므로 형태별 수리방법과 재료확보에 어려움을 느꼈

다. 사업 중간에 인수된 유물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할 수리방향 결정이 지연되어 심리적 부담감

으로 작용되었다.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업자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보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수리자의 성급한 판단으로 원형에의 복구는 물론 형태적 변화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소지가 있었다. 수리전의 현상기록이나 사진이 좀 더 충실히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의 고민은 많이 해

소되고 큰 어려움 없이 복원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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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새롭게 수리복원실 공간을 제공받아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작업장 면적이나 설비, 보안 등 

여러 의미에서 좋은 환경이었다. 사업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작업 진행과정 중 유사 유물의 조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고, 담당자와 원활한 소

통이 가능하였다. 검수는 처리방침과 작업과정까지 재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사업자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시종 작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되었지만 12년도의 사업 경험과 수리복원을 상기시키는 역

할로 많은 자극이 되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새로운 작업 공간 확보와 큰 무리 없이 안정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

려해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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