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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정조에 의해 설립 된 왕실도서관 겸 학술연구기관

인 규장각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규장각 자료의 보존 관리와 한국학 연구,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규장각 자료는 조선시대 국왕과 정부 각 기관

의 행정 기록을 비롯하여 왕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

니라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규장각의 기록문화재는 우리 세대만 누릴 수 없는, 후손 대대로 물

려주어야 할 지적 재산입니다.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은 한지로 되어 있어서 열

람, 이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

니다. 자연 손상되고 있는 종이 기록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후세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규장각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보존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자연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심각한 상태의 자연 

손상 자료를 수리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수리복원, 대체본제작, 모사본제작, 

보존처리연구, 보존환경제어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 간 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 

이  상  찬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은 기록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존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통재료와 전통기술을 사용하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에 보존처리사, 한지장, 수직장인, 전통먹

장, 염색장, 매듭장, 모사공, 서각장, 소목장, 두석장, 칠장 등 분야별 장인들이 

함께 하여 전통재료와 전통기술 복원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존처리연구 

사업에 있어 보존과학, 서지학, 사학, 동양화, 미술사학, 화학, 제지공학, 섬유공

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제간 연구에 본보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 세부 사업의 기술과 구체적 과정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

였습니다.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화를 통해 사업의 성과와 기술을 공유하여 국

내 보존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을 위해 수고해주신 정보자료관리부를 비롯한 

기반연구부,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위원회 위원, 세부 사업별 자문위원 

및 전 규장각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종이 자료의 수명 연장, 원형 복원이 최선의 한

국학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규장각 기록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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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							주관사업자	:	(주)다해미디어

•							사	업	기	간	:	2015년	5월	1일	~	2016년	1월	15일

1) 사업 목적

•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

•							태조~명종까지	1부만	현존하는	밀랍본	실록의	원형	복제본	제작으로	유사시	대비

•							낙장이	포함된	기타산엽본(밀랍본)의	원형	복원	복제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

제  1  장

    021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자료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직물 및 염색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한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장황 이상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낙장복원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2) 자료조사 및 낙장복원팀

성명 소속 비고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현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사업단 조교수

강문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송웅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박숙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실장

권재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팀장

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1)	정족산사고본

서명 청구 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비고
가로 세로

중종실록
규12729
v.82-83, 86-87, 89-96, 98-101

표지 : 비단
내용 : 밀랍한지 35.0 65.0 16 809

정족산본

(밀랍본)

인종실록 규12730 v.1~2
표지 : 비단
내용 : 밀랍한지 35.0 65.5 2 110

정족산본

(밀랍본)

명종실록
규12731
v.1~7, 9~15, 17~22, 24~34

표지 : 비단
내용 : 밀랍한지 36.5 66.0 31 1,659

정족산본

(밀랍본)

합계 49 2,578

(2)	기타산엽본

서명 청구기호 권지 확인내용
매수

(낙장, 표지포함)
비고

세조실록
규12750의 2 v.2 
(규25098) 32

규12750 : 6, 10~27
규25098 : 1~3, 28~30(종)
낙장：4~5, 7~9(5장)

32

예종실록

규12751 v.3 5 1, 3~43(종)
낙장 : 2(1장) 45

 v.4 6 2~12, 14~18, 20~22, 24~29, 34~38(종)
낙장 : 1, 13, 19, 23, 30~33(8장) 40

 v.5 8 1~3, 8~25(종)
낙장 : 4~7(4장) 27

성종실록

규12752의 1 v.1 59 1~8, 10~16, 18~24(종) 
낙장 : 9, 17(2장) 26

  v.2 62 2~8(종)
낙장 : 1(1장) 10

  v.3 81 1~3, 5, 7~9, 11(종)
낙장 : 4, 6, 10(3장) 13

기존의 제6장은 
권지 80임

  v.4 96~99

권지96 : 1~8(종)
권지97 : 1~7(종) 
권지98 : 1~20(종) 
권지99 : 1~13(종) 
낙장 : 없음

50
전체에 걸쳐 불탄 

흔적

  v.5 271 1~17
낙장 : 18(1장) 19

규25102 63 1~16(종)
낙장 : 없음 18

규25102 중 
일부임

중종실록

규12754의 1 v.1 30 1~39, 42(이후 장은 없음)
낙장 : 40, 41, 42장 이후(5~6장) 49

  v.4 77 1~7,13~47(종)
낙장 : 8~12(5장) 49

규12759 91 2~24, 27, 29~44, 48~51(종) 
낙장 : 1, 25, 26, 28, 45~47(7장) 53

명종실록 규12755의 1 v.2 16 1~5, 7~47(종)
낙장 : 6(1장) 49

합계 14책 낙장 합계 : 43~44장 48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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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왕조실록(밀랍본) 상태조사 및 원형복제의 필요성

1.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본 제작의 의의

박	숙	희1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본	제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록	원형	복제본	제작의	대상은	유일본으로	존재하는	정족산사고

본	태조~명종실록까지의	밀랍본蜜蠟本이며,	사용된	재료와	제작방법은	원본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초기

에	제작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원형복원	복제본	제작으로	실시하였다.

원형	복제본을	제작하는	이유는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소실되자	선조연간인	

1603~6년에	전주사고본을	저본底本으로	복인複印하여	지방사고史庫에	보관한	예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으로	실록이	다수	훼손되자	현종연간인	1664~6년에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적상산본을	저본으로	보사補

寫하거나	춘추관본	잔본殘本으로	대체한	예가	있듯이	1부만	현존하는	밀랍본	실록을	원형과	동일하게	복

제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원본	대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

현재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실록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적상산본	등으로	총	3부이지만	태조~명종

까지의	실록은	정족산본이	원본이고	태백산본과	적상산본은	정족산본(구	전주사고본)을	저본으로	선조

연간에	복인한	실록이다.	따라서	정족산사고본	실록(태조~명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

제본	제작사업”은	또	하나의	원본	실록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실시한	정족산사고본	실록	복제본	제작은	밀랍본	실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실록은	제외가	되었다.	또한	밀랍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본에	낙장

落張이	포함되어	보사로	대체된	실록은	현상	그대로를	복제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원형	복제본	제작을	위

하여	낙장을	원래의	판형으로	복원하는	복제	작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태조~명종까지	유일본으로	존재하는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원형복제를	위해서는	원본,	즉	밀랍본의	상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밀랍된	실록은	정족산사고본	외에도	기타본其他本에	낙권落卷	또는	낙장	상태로	보관되

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원형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밀

랍자료가	기타본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우선	확인하고,	정족산사고본	중에서	원형을	유지하

고	있는	밀랍본과	낙장,	낙권되어	대체된	실록의	현황을	함께	파악하여	원형복원	복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실장

3)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구분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최현사 (주)다해미디어 대표이사

물성분석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표지 직물 박윤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촬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부장

신경수

(주)다해미디어 편집 디자이너
편집 검수, 

훼손된 글자 복원
이설화

신혜정

신혜원

포토샵 프리랜서

이미지

김윤경

이가원

김윤미

박경은

류주연

전경재

송혁진

낙장복원
김성미 (주)다해미디어 실장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부장

한지제조 장용훈 장지방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117호 한지장

표장직물(비단) 직조

김화자

두산손명주연구회(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13새

이동순 13새, 15새

김분순 15새

염색(장황용 끈, 표지 비단) 정관채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기능보유자

꼰끈 제작 김시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인쇄

김병노 (주)다해미디어 실장

서사일 (주)다해미디어 부장

손현옥 (주)다해미디어 사원

인쇄물 검수

박정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김남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장황 정찬정 차가방 대표 / 문화재 수리 기능자 제1242호

사업관리 및 보고서 작성 김성미 (주)다해미디어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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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족산본(해당	기타본)을	기본	모델로	삼고,	글자의	간격과	배치는	최대한	원본과	같도록	하는	것이었

다.	또한	낙장된	글자의	집자集字는	동일한	실록에서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동일한	실록에서	글자

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같은	활자로	제작된	실록	또는	고문헌에서	집자하도록	하였다.

2015년의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	복제사업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	낙장,	낙권된	정족산본	실록	전

체를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추후	원형복제에	대비

하여	기타본으로	분류된	낙장,	낙권	실록	중에서	복원복제의	대상인	밀랍본	전체를	조사에	포함하였다.

이번	기타본	조사는	밀랍된	상태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실록은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미	복제

가	완료된	실록은	비고란에	몇	년에	복제를	완료하였는지	표기하였다.

조사결과	기타본에	포함된	밀랍	자료는	총	132권	1,012장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복제본	제작이	완료된	

15책	18권	445장를	제외하고	114권	567장이	앞으로	정족산사고본	중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

된	실록의	원형복제에	사용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67장	중에는	원형복원에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세종실록	권111의	제	1~3장은	

내용이	대부분	탈락되고	훼손이	심하여	사용이	어려워	보이고,	태종실록	권31은	밀랍본으로	2011년	정족

산본을	저본으로	이미	복제를	완료한	자료인데,	기타산엽본에도	밀랍된	상태로	39~41장까지	총	3장이	남

아	있어서	원형복원	대상에	포함할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낙질본으로	분류된	밀랍본은	태종	권12와	세종	권55,	65,	101,	111,	119,	129,	146,	159,	문종	권9,	

세조	권27,	32,	예종	권5,	6,	8,	성종	권59,	62,	81,	96~99,	271,	277,	278,	연산군	권7,	중종	권30,	61,	62,	77,	

78,	91,	명종	권8,	16,	32	등	총	35권에	포함된	낙권,	낙장들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기타산엽본에	포함된	밀

랍	상태의	낙장들이었다.

기타본	실록	중	밀랍본의	상태조사	내용을	총괄표로	작성하였다.

1) 기타본(밀랍본) 상태조사 총괄표

책수 권수 장수 표지(책)

산엽본 기타 계 산엽본 기타 계 산엽본 기타 계 비단 종이 최근

12 24 36 97 35 132 402 610 1,012 2 20 14

※ ‘산엽본’은 국보 제151-4호로 지정된 기타산엽본 실록임
※ ‘기타’는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본 실록임
※   권수 중 산엽본은 실제 108권에 해당하지만 기타본과 함께 실려 있는 11권은 제외한 수량임 (산엽본과 기타본에 중복된 11권은 
기타본에만 포함)

※ 장수는 산엽본과 기타본 구분
※   표지 중 ‘최근’은 1972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낱장을 합철하면서 녹색비단으로 개장한 실록임 
- 기타본 중 원형 복제가 완료된 실록은 15책 18권 445장임 
- 성종실록 44권 제14장은 낱장으로, 奎12752의 1에 별도로 들어 있음

•							조사표	설명

조사는	기타본	실록	중에서	밀랍본만을	대상으로	각	왕별로	표로	작성하였으며,	조사표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2. 조선왕조실록 기타본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왕조실록』	기타본은	낱장을	합철하여	1973년	국보	제151-4호로	지정한	「기타산

엽본其他散葉本」과	낙질落帙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비지정본	실록을	아울러	이른다.

기타산엽본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등으로	훼손된	정족산본과	춘추관본(1606년	복인본複印本)	중에

서	낱장으로	있던	것들을	모아	합철合綴한	것이며,	낙질본은	마찬가지	사정으로	남은	실록들이지만	책	형

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산엽본은	규장각	서고에	558장의	낱장으로	오랫동안	보관되어	오던	것을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에서	1972년	6월에	21책으로	합철하면서	조사표로	정리하였다.	조사표에는	낙질본	해당	실록의	간지干支

와	권,	책	구분,	장수,	해당	장차張次,	판사항,	보존상태	등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기타산엽본에는	국보로	지

정되지	않은	1책(奎25094)이	포함되어	22책으로	관리되고	있다.	奎25094는	세종실록	권133으로,	조사표

에는	원사본原寫本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족산본에	밀랍	원본(활자본)이	있었으며,	해당	실록은	보사본

으로	확인되었다.	책의	규격도	42.3×30.2cm로,	일반적인	세종실록	원본보다는	작은	크기였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	151-1호로	지정된	정족산사고본	1,187책(1,181책이	국보로	지정되었고	6책은	

실물이	존재하지만	지정에서	누락되었다)과	국보	제	151-2호	태백산사고본	848책,	국보	제	151-3호	오대

산사고본	잔본	74책,	국보	제	151-4호	기타산엽본	21책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실록도	74책이	별도의	낙질본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은	74책은	정족산

본	낙질본과	춘추관본	잔본,	낱장	합철본	등으로	다양하다.

이번	조사는	정족산사고본의	원형	복제본	제작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대상은	유일본으로	존재하는	

태조~명종실록까지	구	전주사고본	밀랍본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선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는	원

형으로	동일한	정본	3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정족산본)과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태백산

본),	그리고	북한(적상산본)에	각각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정족산사고본	중	병

자호란	등으로	원형이	훼손되어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태조~명종실록	중에서	기타산엽본	

또는	낙질본으로	분류된	것으로,	초기의	원형인	밀랍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 기타본의 상태조사

기타본	실록	중	밀랍본은	당초	정족산사고본이었다.	병자호란으로	정족산사고본	실록이	훼손되자	현종

연간(1660년~1674년)에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하였는데,	일부	남은	낙장,	낙권들이	기타본으

로	분류되었다.	기타본	중에서	밀랍된	실록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원본이자	유일본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2015년	사업으로	정족산사고본	이외에	기타본	14책의	낙장	복원사업도	함

께	추진한	바	있다.	2015년	낙장	복원	작업은	낙장이	없거나	있어도	1~2장,	많아도	8장	이내로	한	권	내에

서	비교적	낙장이	적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낙장	복원의	주요	내용은	복원	시	판형版形은	해당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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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世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092 1 34 최근 54×29.3 17 14 1, 4-8, 11-18

奎25092 1 52 최근 54×29.3 41 1 4

奎26692 1 55 최근 54.6×30.5 21 1 -22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내용 일부탈락
※   태백산본으로 권55  
제22장에 해당

奎25092 1 56 최근 54×29.3 37 3 11, 12, 14

奎25092 1 61 최근 54×29.3 59 1 31 - 구겨짐

奎26692 1 65 최근 54.6×30.5 29 1 3 판심제 확인불가 앞면은 탈락

奎25092 1 67 최근 54×29.3 28 1 3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69 최근 54×29.3 29 1 4 오염 심함

奎25092 1 75 최근 54×29.3 26 1 7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76 최근 54×29.3 30 2 13, 21 권56 다음에 있음

奎25092 1 77 최근 54×29.3 42 4 25, 30, 32, 40
-   4장 모두 구겨짐 제25, 32, 

40장은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80 최근 54×29.3 32 2 1, 30 2장 모두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92 최근 54×29.3 30 1 29 -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94 최근 54×29.3 47 3 30, 31, 33 - 3장 모두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95 최근 54×29.3 32 1 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97 최근 54×29.3 41 1 2 - 오염

奎25092 1 98 최근 54×29.3 28 3 1-3

奎25092 1 100 최근 54×29.3 37 2 1, 17 - 2장 모두 내용 부분탈락

奎26692 1

101

최근 54.6×30.5

45

1 1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 내용 일부만 남음
-   태백산본으로 101권  
제1장에 해당

미정리 1 최근 54.5×31.4 2 6-7
- 판심제 확인불가
-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102 최근 54×29.3 39 2 2, 16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06 최근 54×29.3 35 1 2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08 최근 54×29.3 19 1 1 - 내용 부분탈락

미정리 1

111

최근 54.5×31.4

28

3 1-3
- 내용 대부분 탈락
- 훼손 심함
※ 원형복제 대상 불가

奎25092 1 최근 54×29.3 10 10-19
- 내용 부분탈락
- 제10장 내용 접힘

奎25092 1 115 최근 54×29.3 27 25 1-25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16 최근 54×29.3 26 1 23 - 내용 부분탈락, 오염

-			도서번호와	책	표시는	현재	기타본으로	분책되어	정리된	상태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권은	원래	실

록의	분권이다.

-			표지는	실록의	원형인	쪽염된	비단으로	장정된	경우	‘비단’으로,	현종연간인	1660년대에	한지에	황색

으로	천연	염색하여	능화문양	표지로	개장한	경우	‘종이’로,	1972년	합철하면서	만든	녹색	비단	표지

는	‘최근’으로	표기하였다.

-			책	규격은	세로cm×가로cm로	모든	실록을	조사하였으며,	선장용	꼰끈은	모두	원형이	아니므로	조사

에서	제외하였다.

-			전체	장수는	정족산본을	기준으로	해당	권의	마지막장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마지막장의	

장차를,	보사	또는	춘추관본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기타본에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실록의	판

형에	맞추어	유추한	결과	값으로,	원형으로	복제하였을	경우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	현존	장수는	기타본으로	남아	있는	장수를	표기하였다.

-	현존내역은	기타본으로	남아	있는	실록의	장차張次를	표기하였다.

-	비고에는	보존	상태와	특이사항	등	원형복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 기타본(밀랍본) 상태조사표 

•							조사기간	:	2015.	5.	6.	~	6.	1.

(1)	定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090 1 1 최근 49.3×27.5 32 7 장차표시 없음(7장)
- 3권에 1권 2장 있음
- 순서 맞지 않음

奎25090 1 3 최근 49.3×27.5 26 5 장차표시 없음(5장)

계 58 12

(2)	太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091 1 11 최근 54×31.2 34 12 1, 3-4, 6-7, 9-15

奎25091 1
12

최근 54×31.2
41

3 9, 11-12 제9장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12747 2 종이 54.3×31.2 32 13-15, 18-46 제13-15, 18-19장 오염

奎25091 1 16 최근 54×31.2 64 1 8

奎25091 1 31 최근 54×31.2 69 3 39-41

- 3장 모두 오염, 구겨짐
※   정족산본의 권31은 밀랍
본으로 2011년 복제 완료 
(밀랍본 권31 중복)

계 20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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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世祖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098 1 13 최근 55.2×29.6 32 8 9, 10, 16-21

奎25098 1 15 최근 55.2×29.6 20 1 1

奎25098 1 17 최근 55.2×29.6 23 1 14 - 하단 내용 일부탈락

奎25098 1 19 최근 55.2×29.6 36 1 4 - 종이 구겨짐

奎25098 1 23 최근 55.2×29.6 26 4 1, 24-26

奎25098 1 25 최근 55.2×29.6 29 1 16

奎12750의 2 1 27 종이 55.5×29.7 32 32 1-32
- 제첨 없음
※ 2013년 복제 완료

奎25098 1
32

최근 55.2×29.6
30

6 1-3, 28-30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0의 2 2 종이 55.3×29.6 19 6, 10-27

계 228 73

(7)	睿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0 1 2 최근 55.2×29.3 40 1 3 - 뒷면 글씨 2자 탈락

奎12751 3 5 비단 55.3×29.3 43 42 1, 3-43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1 4 6 종이 55.3×29.8 38 30
2-12, 14-18, 20, 

21-22, 24-29, 34-
38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0 1 7 최근 55.2×29.3 21 5 1, 3, 7-9

奎12751 5 8 비단 55.5×29.5 25 21 1-3, 8-25
- 제첨 없음
※ 2015년 복제 완료

계 167 99

(8)	成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2 1 1 최근 65.4×34.2 5 1 목록3 - 목록 제3장만 有

奎25102 1 4 최근 65.4×34.2 20 1 13

奎25102 1 15 최근 65.4×34.2 14 3 1, 7, 12

奎25102 1 16 최근 65.4×34.2 10 1 1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12748 4 119 종이 54.3×30.3 18 18 1-18 - 전체적으로 오염

奎25092 1 120 최근 54×29.3 36 5 1-4, 2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23 최근 54×29.3 28 1 28 -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124 최근 54×29.3 22 1 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25 최근 54×29.3 23 1 13 -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129

최근 54×29.3

27

2 6, 7 - 오염, 제7장은 뒷면 탈락

奎26692 1 최근 54.6×30.5 1 (7)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 앞면은 탈락
-   태백산본으로 129권  
제7장에 해당

奎25092 1 130 최근 54×29.3 31 1 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31 최근 54×29.3 30 1 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32 최근 54×29.3 54 2 50, 54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092 1 134 최근 54×29.3 34 2 14, 20 - 제20장 내용 부분탈락

奎26692 1 146 최근 54.6×30.5 30 1 29

奎25092 1 155 최근 54×29.3 18 1 2

奎25092 1 156 최근 54×29.3 46 7 1-7

奎25092 1 158 최근 54×29.3 25 2 1, 2

奎25092 1

159

최근 54×29.3

69

10 1-3, 6-12

奎26692 1 최근 54.6×30.5 1 4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 내용 부분탈락

奎25092 1 163 최근 54×29.3 67 31 1-3, 5-8, 11, 15-25, 
27-29, 31-38, 40

- 전체적으로 朱線있음

계 1,383 177

(4)	文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미정리 1 9 최근 54.5×31.4 39 1 14
- 판심제 확인불가
- 내용 부분탈락

(5)	端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097 1 1 최근 54.2×29 28 1 19 - 뒷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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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2 1 263 최근 65.4×34.2 17 2 4, 5

奎12752의 1 5 271 종이 60.4×34.5 18 17 1-17
- 제첨 없음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2 1 272 최근 65.4×34.2 19 3 17-19 - 제18장 내용 ¼탈락

奎25102 1 273 최근 65.4×34.2 9 3 1-3

奎25102 1

277

최근 65.4×34.2

16

3 3, 7, 11 - 제3장 뒷면 찢어짐

奎26692 1 최근 54.6×30.5 1 (13)

- 앞면 ⅓탈락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   태백산본으로 권277의 
제13장에 해당

奎25102 1
278

최근 65.4×34.2
27

5 3, 5, 7-9

奎12752의 1 6 종이 60.1×34.7 18 10-27

奎25102 1 279 최근 65.4×34.2 14 2 13, 14

계 540 221

(9)	燕山君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4 1 3 최근 71.3×34.5 17 4 3, 4, 7, 8 - 제8장 내용 ½탈락

奎25104 1 5 최근 71.3×34.5 28 1 1

奎25104 1 6 최근 71.3×34.5 13 2 12, 13

奎25104 1

7

최근 71.3×34.5

35

1 2

奎12753의 1 1 종이 60.2×35.1 24 3-7, 9-20, 23,
25-27, 33-35

奎25103 1 12 최근 60.2×34.4 29 1 5
- 내용 부분탈락
- 불에 탄 흔적

奎25104 1 13 최근 71.3×34.5 21 1 18

奎25104 1 17 최근 71.3×34.5 18 17 1, 3-18

奎25103 1 19 최근 60.2×34.4 18 5 1, 2, 14-16 - 제8장 내용 ½탈락

奎25104 1 20 최근 71.3×34.5 15 8 1, 3-9

奎25104 1 31 최근 71.3×34.5 20 5 6, 13, 15, 16, 19 - 제15장 내용 일부탈락, 오염

계 214 69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2 1 17 최근 60×34.2 8 1 8

奎25102 1 22 최근 65.4×34.2 6 1 6

奎25102 1 29 최근 65.4×34.2 8 1 1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102 1 30 최근 65.4×34.2 7 2 2-3 - 훼손

奎25102 1 35 최근 65.4×34.2 8 2 6-7

奎25102 1 44 최근 65.4×34.2 15 3 13, (14), 15
- 내용 부분탈락
-   제14장은 낱장으로 
奎12752의 1 권59에 별도 入

奎25102 1 46 최근 65.4×34.2 12 6 1-5, 10 - 제5, 10장은 내용 부분탈락

奎25102 1 50 최근 65.4×34.2 9 2 8, 9 - 장차순 바뀌어 있음

奎12752의 1 1 59 종이 60.3×34.7 24 22 1-8, 10-16, 18-24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2의 1 2 62 종이 60.3×34.7 8 7 2-8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2 1 63 최근 65.4×34.2 16 16 1-16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2 1 69 최근 65.4×34.2 17 2 14, 15 - 제15장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102 1 80 최근 65.4×34.2 7 3 2, 5, (6)
- 제5장 내용 부분탈락
- 제6장은 권81에 있음

奎12752의 1 3 81 종이 60.3×34.7 11 8 1-3, 5, 7-9, 11
-   권81에 포함되어 있는  
제6장은 권80임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2 1 91 최근 65.4×34.2 33 10 2, 4, 6-13 - 제4장 뒷면 ½탈락

奎25102 1 92 최근 65.4×34.2 15 5 5-7, 10-11

奎25102 1 93 최근 65.4×34.2 15 4 1, 8, 10, 11 - 제8장 뒷면 ¼탈락

奎25102 1 94 최근 65.4×34.2 19 8 1-5, 13-15
- 제4장은 오염
-   제13장 구겨짐, 뒷면 내용 
일부탈락

奎12752의 1 4 96 종이 60.4×34.5 8 8 1-8

- 전체에 걸쳐 불에 탄 흔적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2의 1 4 97 종이 60.4×34.5 7 7 1-7

奎12752의 1 4 98 종이 60.4×34.5 20 20 1-20

奎12752의 1 4 99 종이 60.4×34.5 13 13 1-13

奎25102 1 144 최근 65.4×34.2 18 5 14-18
-   제14-17장은 상단 내용 ¼
탈락

- 제18장은 일부탈락

奎25102 1 146 최근 65.4×34.2 13 1 13 - 권46 다음에 있음

奎25102 1 147 최근 65.4×34.2 6 1 2
- 권50 이전에 있음
- 판심제 일부 탈락

奎25102 1 173 최근 65.4×34.2 17 1 5

奎25102 1 175 최근 65.4×34.2 16 1 8

奎25102 1 240 최근 65.4×34.2 1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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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7 1 23 최근 66×35.8 45 4 1-3, 5

奎25107 1

32

최근 66×35.8

50

15 1-5, 7-12, 14, 15
17, 19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106 1 최근 60.3×35.6 1 13 - 내용 부분탈락

奎26692 1 최근 54.6×30.5 1 (11)

- 내용 조금만 남음
- 판심제, 장차 확인불가
※   태백산본으로 권32의  
제11장에 해당

奎25106 1 33 최근 54.6×30.5 55 1 6 - 내용 일부절삭, 오염

계 347 98

4.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밀랍본, 태조~명종) 상태조사 및 원형복원의 필요성과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본	제작사업”

을	추진하여	2015년에	태조~명종실록까지	유일본으로	존재하는	정족산사고본	실록	밀랍본을	조선	초기

에	제작된	원형의	상태로	복제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2011~15년까지의	원형	복제본	제작은	밀랍본이	아닌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실

록과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세종실록은	모두	복제본	제작	대상에서	제외하였었다.

또한	밀랍본이라고	하더라도	훼손	또는	낙장이	생겨	1660년대에	보사로	대체한	부분이	포함된	책은	

보사	된	상태	그대로	복제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원형복제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따라서	

책	전체가	낙권되거나	보사로	부분	대체된	실록은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왕대별로	국왕	사후에	정상

적으로	제작된	원형의	상태로	복원하는,	새로운	원본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하겠다.

이미	복제본	제작이	완료된	실록에서도	원형으로	복제하지	못한	자료는	이번	복원복제	사업에	포함을	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태조~태종실록은	필사본으로,	역시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	등으로	훼손된	실

록을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하였다.	다만	책	전체가	낙권된	경우는	생지본生紙本	그대로	대체	하

였지만	낙장이	생겨	한	권내에	몇	장을	대체한	경우는	보사한	종이를	밀랍하여	대체하였다.	한	권	전체가	

낙권되어	대체된	경우는	당연히	복원복제의	대상이지만	낙장된	경우는	이미	대체된	상태	그대로	복제본	제

작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번	원형복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태

조~태종실록은	필사본이기	때문에	원형복제에서도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렇게	동일한	글자를	동일한	실록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사를	하거나	

해자解字를	한	후	다시	집자를	해야	하는데	원형과	동일하게	복원이	가능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세종~명종실록은	모두	활자본이기	때문에	기타본	조사에서와	같이	동일한	실록	또는	동일한	활자를	

사용한	실록과	고문헌에서	글자를	찾아서	집자를	하되	정족산사고본을	기본으로	판형을	최대한	동일하

(10)	中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5 1 1 최근 65.4×34.4 58 1 9

- 판심제 확인불가
- 내용 부분탈락
-   奎25105 가장 마지막장에 
있음

奎25105 1 7 최근 65.4×34.4 52 1 46

奎25105 1 14 최근 65.4×34.4 48 5 1-3, 5-6

奎25105 1 16 최근 65.4×34.4 53 1 31

奎25105 1 24 최근 65.4×34.4 39 1 15

奎12754의 1 1 30 종이 65.7×35 46 40 1-39, 42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4의 1 2

61

종이 65.5×35.2

51

24 1-14, 40-41,
43-49, 51

奎25105 1 최근 65.4×34.4 1 장차 확인불가(1장)
※   정족산본(춘추관본)  
제66- 67장에 해당

奎12754의 1 3 62 종이 65.5×35.2 48 23 1-6, 8-24
- 제1-3장 오염, 구겨짐
- 제6-8장 진흙 오염

奎25105 1 75 최근 65.4×34.4 51 1 47

奎12754의 1 4 77 종이 65.7×35 47 42 1-7, 13-47 ※ 2015년 복제 완료

奎12754의 1 5 78 종이 65.5×35.2 44 15 7-8, 10-20, 22, 34

奎25105 1 79 최근 65.4×34.4 49 4 1-4

奎25105 1 86 최근 65.4×34.4 54 3 38-40

奎12759 1 91 종이 65.8×35 51 44 2-24, 27, 29-44, 
48-51

- 제첨 없음
※ 2015년 복제 완료

奎25105 1 103 최근 65.4×34.4 36 4 1-4 - 내용 부분탈락

계 727 210

(11)	明宗

도서번호 책 권 표지 책규격(cm)
장수

현존내역 비고
전체 현존

奎25106 1 4 최근 60.3×35.6 60 1 56

奎12755의 1 1
8

종이 60.1×35.2
37

24
1-4, 6-13, 21, 23,

25-27, 29-31, 
33-36

- 전체 내용 부분탈락
- 전체적으로 훼손

奎25107 1 최근 66×35.8 4 14, 17-19 - 내용 부분탈락, 오염

奎25106 1 13 최근 60.3×35.6 53 1 38

奎12755의 1 2 16 종이 60.3×36.4 47 46 1-5, 7-47 ※ 2015년 복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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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중종실록은	4권	제13장	1장이	완전한	결락이다.	이렇게	정족산사고본에서	낙장된(대체되지도	않은)	실

록은	총	7장인데,	성종실록	목록	제3장을	제외한	6장은	기타본에도	없는	자료이다.	결락된	자료가	1606

년	복인한	태백산본에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상태조사	내용을	총괄표로	정리하였다.

1) 정족산사고본(태조~명종) 상태조사 총괄표

책수 권수

표지(책) 내지(책)

장수

낙권(대체)

낙장 
(대체)

결락 ※)

비단 종이 밀랍 생지
춘추관본 보사본

결본 결장
책수 추정 매수 책수 추정 매수

614 805 127 487 473 141 24,062 29 1,606 111 4,395 1,237 1 7

※ 결본 1책은 문종실록 권11(효종 5년 형지안부터 누락 확인됨)
※   결장 7장 : 세종실록 제113책 122권 제4장, 성종실록 제1책 목록 제1~5장(기타본 奎25102에 제3장이 남아 있음),  
중종실록 제4책 4권 제13장 
- 단종실록 제15책 15권 1책은 부록(원본)으로 복위 후인 숙종연간에 간행(총 수량에 포함됨)

•							조사표	설명

조사는	정족산사고본	실록(태조~명종)을	대상으로	각	왕별로	표로	작성하였으며,	조사표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실록명	아래에	도서번호와	함께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실록의	원형	매수를	추정

하기	위하여	원본과	춘추관본,	보사본에	대한	항자수를	각각	표기하였다.

-	책	표시는	현재	정족산본으로	정리된	상태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권은	원래	실록의	분권이다.

-			표지는	실록의	원형인	쪽염된	비단으로	장정된	경우	‘비단’으로,	춘추관본	잔본과	현종연간인	1660년대

에	한지에	황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능화문양	표지로	개장한	경우(보사본	포함)	‘종이’로	표기하였다.

-	밀랍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밀랍본인	경우	‘�’,	생지본인	경우	‘×’로	표기하였다.

-			책	규격은	세로cm×가로cm로	모든	실록을	조사하였으며,	선장용	꼰끈은	원형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	장수는	각	책마다	실제	장수를	기록하였다.

-			낙권	구분은	책	자체가	대체된	실록으로	춘추관본	잔본일	경우	‘춘’으로,	보사본,	즉	베껴	쓴	등사본	

謄寫本인	경우	‘등’으로	표기하였다.

-			낙권의	추정매수는	초기	원형	밀랍본의	항자수와	대체된	실록의	항자수	및	장수를	확인하여	초기	원형

의	판형으로	복원	복제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였다.	마지막	장張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얼마인지	등	추정	

매수	확인에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였지만	원형으로	복원하였을	경우	약간의	차이는	생길수도	있다.

-	낙장은	밀랍본에서	결장이	생겨	보사로	대체된	자료의	장차와	합계를	기록하였다.

-	비고에는	보존	상태와	특이사항을	기록하였다.

게	제작하면	원형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태조사표의	비고란에	“훼손(별치)”로	표시된	일부

자료는	경화,	고착현상이	심한	상태인데,	이들	자료의	내용은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하면	되지만	원형복제에	

꼭	필요한	글자의	이미지	자체의	활용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일부	훼손이	심하여	별치된	실록	이외에는	대부

분	정확한	내용	확인은	물론	원본의	글자를	이미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번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상태조사는	언급하였듯이	보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실록을	제

작	당시의	원형으로	되돌리는	원형복제사업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사실	태조~명종실록의	상태조사는	

2012년	“조선왕조실록	원형	복제본	제작사업”에서	이미	실시한바	있지만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체	장수와	낙장,	낙권된	실록의	초기	원형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낙권,	낙장되어	보

사	또는	춘추관본	잔본으로	대체된	실록은	초기	원형과	항자수行字數	등	판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된	실록과	초기	원형과는	매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태조~명종실록의	밀랍본에	대한	원형복제는	판형이	변형된	실록을	초기	모습인	원형으로	되돌리는	작업

이기	때문에	대체된	자료의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춘추관본	잔본인	경우에는	

1606년에	복인한	상태가	가장	오래되고	정확하므로	대체본	자체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보사본	

또는	보사로	부분	대체된	실록은	현종연간에	적상산본을	대상으로	옮겨	쓴	것이기	때문에	베껴	쓰는	과정

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원형복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종연간	보사작업의	저본이	

된	북한에	있는	적상산본과	동일한	시기에	복인한	태백산본을	저본으로	복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번	정족산사고본	실록(태조~명종)의	상태조사는	원형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장된	부분의	확인과

낙권된	실록의	매수	추정	등	전체	규모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정족산사고본	실록(태조~명종)은	614책	805권으로,	총	매수는	24,062장이었다.	이	중에서	조

선	초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비단	표지는	127책,	능화문으로	개장된	표지는	487책이었다.	또한	내지

의	경우도	초기	모습인	밀랍본은	473책이었으며,	생지본으로	대체된	실록은	141책이었다.	생지본은	대부

분	춘추관본	잔본	또는	보사로	대체된	실록이지만	단종실록	15권	1책은	숙종연간에	단종	복위	후	간행

한	생지	원본이다.	한편	대체된	실록은	춘추관본이	29책이고	보사본이	111책이었다.	대체된	실록의	매수

는	원형으로	복제할	경우를	가정하여	정족산사고본	밀랍본의	판형에	맞추어	유추한	추정매수인데,	춘추

관본이	1,606매,	보사본이	4,395매로,	총	6,001매였다.	또한	밀랍본	내에서	1장이라도	낙장이	생겨	보사로	

대체한	자료가	포함된	실록은	총	183책에	해당하는	1,237매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의	성과로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결락부분을	새롭게	확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종실록	권11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본缺本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나	세종과	성

종,	중종실록	중에는	낙장이	생겼는데도	보사로	대체되지	않은,	최소한	정족산사고본에서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결장缺張	7장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실록	122권의	제4장이	정족산본에서	결

락인데도	보사로	대체되지	않았으며	기타본에도	없었다.	성종실록의	경우	정족산본에는	목록이	없지만	

기타본에서	목록	제3장이	확인되었다.	성종실록은	모두	297권으로,	남아	있는	목록	제3장의	판형에	맞추

어	유추한	결과	총	5장이었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본에	1장이	남아	있으므로	4장이	완전한	결

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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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3)	太宗

-	도서번호	奎12721(항자수	원본	12행	30자,	춘추관본	및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54×32.3 45

2 2 비단 ○ 54×31 34

3 3 비단 ○ 54×31 48

4 4 종이 × 43×30.8 28 등 28

5 5 종이 ○ 54×31 39 5, (10),
10~38 31

9와 10장 사이에 장차 
없는 1장 있음
(보사, 내용은 연결됨)
- 마지막 장차는 38

6 6 종이 × 43×31 33 등 33

7 7 종이 ○ 54.2×31.4 33

8 8 비단 ○ 54×31 38

9 9 종이 ○ 54×31 34

10 10 비단 ○ 54×31 39

11
11 종이 × 43.2×31 32 춘 32

12 종이 × 43.2×31 39 춘 39 12장 이후는 필사

12 13 종이 ○ 54×31.2 48 1-18 18

13 14 비단 ○ 54×31 60

14 15 비단 ○ 53.7×30.9 43

15 16 종이 × 43×31 52 춘 52

16 17 비단 ○ 54×31 64

17 18 종이 × 43×30.8 53 등 53

18 19 종이 ○ 54×31 80

19 20 종이 ○ 54×31 40

20 21 종이 ○ 54.1×31.2 48

21 22 종이 × 43×30.9 57 등 57

22 23 비단 ○ 54×31 58

23 24 비단 ○ 53.7×31 43

24 25 비단 ○ 53.8×31.2 45 변색

25 26 비단 ○ 54×31 66

26 27 비단 ○ 54×31 62

27 28 종이 ○ 54×31 59 23

28 29 종이 × 43×31 50 춘 50

2)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태조~명종) 상태조사표 

•							조사기간	:	2015.	6.	11.	~	9.	8.

(1)	太祖

-	도서번호	奎12719(항자수	원본	12행	30자,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비단 ○ 53.9×31.5 72

2 2 종이 × 43×31.3 21 등 21

3 3 비단 ○ 53.3×31 15

4 4 종이 ○ 54×31 17

5 5 종이 × 43×31.3 21 등 21

6 6 비단 ○ 54×31 23 13, 17 2

7
7 종이 × 43×31 14 등 14

8 종이 × 43×31 17 등 17

8 9 종이 ○ 54×31.3 11

9
10 종이 × 43×31 11 등 11

11 종이 × 43×31 17 등 17

10 12 종이 ○ 54×31 14 02-12 11

11 13 종이 × 43×31 14 등 14

12 14 종이 ○ 54×31.3 35

13 15 종이 ○ 54×31 17 변색

계 319 115 13

(2)	定宗

-	도서번호	奎12720(항자수	원본	8행	24자,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43×31 17 등 32

2 종이 × 43×31 19 등 36

3 종이 × 43×31 14 등 26

2 4 비단 ○ 49.2×27.3 40 장차표시 없음

3 5 종이 ○ 49.5×27.3 24 1-9까지 장차 표시 없음

4 6 비단 ○ 49.3×27.4 25

6과 7장 사이에 장차 없는 
1장 있음(내용은 연결됨, 
기입 중 밀린 듯)
- 찬수관 명단 1장 포함

계 139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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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4 16 비단 ○ 54.5×30 21

15 17 종이 ○ 54.5×30 30

16 18 비단 ○ 54.8×30 26

17 19 종이 ○ 54.8×30 27

18 20 종이 ○ 54.8×30 28

19 21 종이 ○ 54.8×30 19 훼손(별치)

20 22 비단 ○ 54.8×30 26 뒤표지 훼손

21 23 종이 ○ 54.8×30 37

22 24 종이 ○ 55×30.2 36 제1-6장 백화현상

23 25 종이 ○ 54.9×30 30 제1-2장 백화현상

24
26 종이 × 43×30.7 39 등 35

27 종이 × 43×30.7 39 등 35

25 28 종이 ○ 54.7×30 32 제1장 백화현상

26 29 종이 ○ 54.8×30.3 29

27 30 종이 × 42.8×30.6 29 등 26

28 31 종이 ○ 54.8×30 31 제1-5장 훼손

29 32 비단 ○ 54.5×29.9 33

30 33 종이 ○ 55×30 19

31 34 종이 × 43×31 19 춘 17

32 35 비단 ○ 54.5×30 23

33 36 비단 ○ 54.5×30 27 21 1 훼손(별치)

34 37 비단 ○ 54.5×30 30

35 38 비단 ○ 54.5×30 18

36 39 비단 ○ 54.7×30 31

37 40 종이 ○ 54.9×29.9 26

38 41 종이 ○ 54.9×30.1 20

39 42 비단 ○ 54.7×30 23

40 43 종이 ○ 55×30.3 27 1, 11 2

41 44 종이 ○ 55×30 27 15-25 11

42 45 비단 ○ 54.9×29.9 24

43 46 종이 ○ 55×30 20

44 47 비단 ○ 54.8×30 29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29 30 종이 ○ 54×31 58

30 31 종이 ○ 53×30.5 69
1-2, 13-41, 

44-45,
51-69

52

31 32 종이 × 43×31 34 등 34

32 33 종이 ○ 54×31.3 84

33 34 비단 ○ 54.4×31.3 54

34 35 비단 ○ 54×31 94

35 36 비단 ○ 54×31 34

계 1,797 378 124

(4)	世宗

-	도서번호	奎12722(항자수	원본	14행	32자와	33자	혼재,	춘추관본	15행	24자,	보사본	15행	27자)

-	전체적으로	밀랍	변색	심하고,	보존상태	좋지	않음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目 종이 × 43×30.8 12 등 13

1 종이 × 43×30.8 36 등 32

2 종이 × 43×30.8 40 등 36

2 3 종이 ○ 54.6×30 35

3 4 비단 ○ 54.6×30 28

4
5 종이 × 42.8×30.8 31 등 28

6 종이 × 42.8×30.8 37 등 33

5 7 비단 ○ 54.8×30 31

6 8 종이 ○ 54.8×30 24 24 1

7 9 종이 ○ 54.8×30 35

8 10 비단 ○ 54.6×30 19

9 11 종이 ○ 54.8×30 22

10 12 종이 ○ 54.8×30 26

11 13 종이 ○ 54.8×30 30

12 14 비단 ○ 54.8×30 18

13 15 종이 ○ 54.8×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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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75
78 종이 × 43×30.8 49 등 44

79 종이 × 43×30.8 26 등 23

76 80 종이 ○ 54.6×30 32 1, 30 2 오염

77
81 종이 × 43×30.8 27 등 24

82 종이 × 43×30.8 29 등 26

78
83 종이 × 43×30.8 27 등 24

84 종이 × 43×30.8 41 등 37

79 85 종이 ○ 54.6×30 44 41 1

80
86 종이 × 43×30.8 45 등 40

87 종이 × 43×30.8 37 등 33

81
88 종이 × 43×30.8 38 등 34

89 종이 × 43×30.8 39 등 35

82
90 종이 × 43×30.8 45 등 40

91 종이 × 43×30.8 20 등 18

83 92 종이 ○ 54.6×30 30 22, 25, 
29, 30 4 오염

84 93 종이 ○ 54.8×30 37 훼손(별치)

85 94 종이 ○ 54.8×30 47 30-31, 33 3 오염

86 95 종이 ○ 54.8×30 32 1 1 훼손(별치)

87 96 종이 ○ 52.8×29.4 21 1 1

88 97 종이 ○ 54.8×30.2 41 2, 3, 7, 13 4 훼손(별치)

89 98 종이 × 43×30.7 31 등 28

90 99 종이 ○ 53×29.8 26 3, 6, 10, 
12-26 18

91 100 종이 ○ 54.5×30 37 1-2, 9, 
14, 17 5

92 101 종이 ○ 54.8×30 45 1-7, 36, 41 9

93 102 종이 ○ 54.8×30 39 1, 2, 7, 16, 39 5

94 103 종이 ○ 54.5×30 29 6,10 2

95 104 종이 ○ 54.8×30 34

96 105 종이 ○ 54.8×30 31 훼손(별치)

97 106 종이 ○ 54.8×30 35 42372 3 훼손(별치)

98 107 종이 ○ 54.8×30 20 오염

99 108 종이 ○ 54.8×30 19 1 1 오염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45 48 비단 ○ 54.8×30 31

46 49 비단 ○ 54.8×30 36

47 50 종이 ○ 54.8×30 45 45 1

48 51 종이 ○ 55×30 37 5 1

49 52 종이 ○ 55×30 41 4, 5 2

50 53 비단 ○ 55×30 30

51 54 종이 ○ 55×30 39

52 55 종이 ○ 55×30 27 21 1 훼손(별치)

53 56 종이 × 43×30.5 42 등 37

54 57 비단 ○ 54.8×30 35

55 58 종이 × 43×30.5 35 등 31

56 59 종이 ○ 54.8×30 52

57 60 종이 ○ 55×30 45

58 61 종이 ○ 54.8×30.3 59

5-7, 9, 13, 16, 
19, 23, 30-1, 
34, 36, 39, 
45, 49, 53

16

59 62 종이 ○ 54.8×30 30

60 63 비단 ○ 54.8×30 34

61 64 종이 ○ 54.8×30 45

62 65 종이 ○ 55×30 29 3 1

63 66 비단 ○ 54.8×30.2 27

64 67 종이 ○ 54.8×30 28 42372 3

65 68 비단 ○ 54.8×30 34 백화, 오염

66 69 종이 ○ 54.8×30 29 42404 3

67 70 비단 ○ 54.5×29.9 14

68 71 종이 ○ 54.6×30 13

69 72 종이 ○ 54.5×30 35 백화, 오염

70 73 종이 ○ 54.5×29.8 37

71 74 비단 ○ 54.6×30 21

72 75 종이 ○ 54.8×30.2 26 1, 6-7 3

73 76 종이 × 43×30.7 34 등 30

74 77 종이 ○ 54.8×30 42
1, 3, 9, 12,

15, 17, 25, 30, 
32, 39-4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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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27 136 종이 ○ 54.7×30 39

128 137 비단 ○ 54.5×30 27

129 138 종이 ○ 54.9×30 39 필사원본, 적색글씨

130 139 종이 ○ 54.9×30 27 필사원본, 적색글씨

131 140 종이 ○ 54.9×30 50 필사원본, 적색글씨

132 141 비단 ○ 55×30 42 필사원본, 적색글씨

133 142 종이 ○ 54.5×30.2 30 필사원본, 적색글씨

134 143 비단 ○ 54.5×29.8 30 필사원본, 적색글씨

135 144 종이 ○ 54.9×30.5 30 2, 15, 22, 29 4 필사원본, 적색글씨

136 145 종이 ○ 54.8×30.3 40 필사원본, 적색글씨

137 146 종이 ○ 54.8×30.3 30 29-30 2 필사원본, 적색글씨

138 147 종이 ○ 54.8×30 13

139 148 비단 ○ 54.8×30 23
생지 필사본 
(항자수 원본과 동일)

140 149 종이 × 54.3×29.9 23 등 23

141 150 종이 ○ 55×30 36

142 151 비단 ○ 54.8×30 29

143 152 종이 ○ 54.8×30.2 13

144 153 종이 ○ 54.8×30.2 14

145 154 비단 ○ 54.7×30 22
생지 필사본 
(항자수 원본과 동일)

146 155 종이 × 54.3×30 18 등 18

147 156 종이 × 43×30.8 43 등 46

148 157 종이 ○ 54.8×30 31 1 1

149 158 종이 × 42.8×30.9 31 춘 25

150 159 종이 × 43×30.3 69 춘 74

151 160 비단 ○ 54.7×30 30
제9장은 필사 원본 
(적색 글씨 있음)

152 161 비단 ○ 54.7×30 84

153 162 종이 ○ 55×30.2 83 24, 37, 39 3

154 163 종이 × 42.8×30.7 62 춘 67 朱線 있음

계 5233 1110 242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00 109 종이 ○ 54.8×30 31

101 110 종이 × 43×30.7 19 등 17

102 111 종이 ○ 54.5×30.2 28 42388 19

103 112 종이 ○ 54.8×30.1 39 2 1

104 113 종이 × 43×30.8 40 등 36

105 114 종이 ○ 54.9×30.3 29

106 115 종이 × 43×30.7 30 등 27

107 116 종이 ○ 54.5×30 26 1, 23-26 5

108 117 종이 ○ 54.8×30 22 22 1

109 118 종이 ○ 54.8×30 14 14 1

110 119 종이 × 43×30.8 20 등 18

111 120 종이 ○ 54.6×30 36
1-6, 15, 17, 

19-24, 
27-28, 36

17 훼손

112 121 종이 ○ 54.8×30 44 1-2, 43-44 4 훼손(별치)

113 122 종이 ○ 54.8×30 17 제4장 결락 훼손(별치)

114 123 종이 ○ 54.8×30 28 12, 28 2

115 124 종이 ○ 54.8×30 22 42371 2 훼손(별치)

116 125 종이 ○ 52.8×29.5 23
4, 6, 10,
12-13, 

19-21, 23
9 권말제 없음

117 126 종이 ○ 54.8×30 11 훼손(별치)

118 127 종이 ○ 54.8×30 38

119 128 종이 ○ 54.8×30 34 6-16, 
18-25 19 圖

120 129 종이 ○ 52.9×29.8 27 4, 6-7 3

121 130 종이 ○ 54.8×30 31 42371 2 훼손(별치)

122 131 종이 ○ 54.8×30 30 1, 10 2

123 132 종이 ○ 54.8×30 54
7-9, 14-15, 

18-21, 
53-54

11 圖, 오염

124 133 종이 ○ 54.8×30.3 61 51-53 3 圖

125 134 종이 ○ 52.8×30.2 34 1-8, 14, 
21-22 11 圖

126 135 종이 ○ 52.5×29.5 39 2, 6, 9-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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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5)	文宗

-	도서번호	奎12723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54.8×30 38

2 2 비단 ○ 54.8×30 40

3 3 비단 ○ 54.8×30 43

4 4 종이 ○ 54.8×30 46

5 5 비단 ○ 54.8×30 48

6 6 비단 ○ 54.6×30 27

7 7 종이 ○ 54.9×30 37

8 8 종이 ○ 54.9×30 35

9 9 종이 ○ 54.9×30 39

10 10 비단 ○ 54.7×30 27
권11 누락 (효종 5년 형지
안부터 누락기록 확인됨)

11 12 종이 ○ 54.9×30 33

12 13 종이 ○ 55×30 27

계 440 0 0

(6)	端宗

-	도서번호	奎12724(항자수	원본	14행	32자,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54.5×29.2 28 4, 10, 13, 
16-21, 25, 28 11

2 2 종이 ○ 55.2×29.3 28

3 3 비단 ○ 55×29.3 21 13-15 3

4 4 비단 ○ 55.2×29.3 23

5 5 비단 ○ 55.2×29.3 29

6 6 종이 ○ 55.3×29.2 40

7 7 종이 × 43×30.7 32 등 26

8 8 비단 ○ 55.2×29.3 27

9 9 종이 ○ 55.3×29.3 33

10 10 종이 ○ 55.3×29.3 37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1 11 종이 ○ 55.3×29.3 37

12 12 비단 ○ 55×29.3 21

13 13 종이 ○ 55.5×29.3 46

14 14 비단 ○ 55.3×29.3 23

15 15 종이 × 40×26.2 15 활자
부록(원본)

- 숙종연간 복위 후 간행

계 440 26 14

(7)	世祖

-	도서번호	奎12725(항자수	원본	14행	32자,	춘추관본	및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55.3×29.3 38 목록 4장 포함

2 2 비단 ○ 55.3×29.3 55 8, 11, 28 3

3 3 비단 ○ 55×29.3 32

4 4 종이 ○ 55.3×29.3 28

5 5 종이 ○ 55.6×29 27

6 6 종이 × 55.3×29.2 34

7 7 비단 ○ 42.9×31 33 등 28

8 8 비단 ○ 55.3×29.3 28

9 9 종이 ○ 55.3×29.3 24

10 10 종이 ○ 55.3×29.3 24

11 11 비단 ○ 55.3×29.3 22

12 12 종이 ○ 55.3×29.3 17

13 13 종이 ○ 55.3×29.3 32 4-32 29

14 14 종이 ○ 55.1×29.3 22

15 15 종이 × 42.9×31 25 등 20

16 16 종이 ○ 55.3×29.3 28

17 17 비단 ○ 55.3×29.3 23 6, 9, 11-14 6

18
18 종이 × 43×31 22

19 종이 × 43×31 44

19 20 종이 × 43×31 42

046  047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20

21 종이 × 43.2×30.7 34

22 종이 × 43.2×30.7 36

23 종이 × 43.2×30.7 32

21 24 종이 × 43×30.8 30

22
25 비단 × 43×30.8 36

26 종이 × 43×30.8 29

23

27 종이 × 43.3×30.8 40

28 종이 × 43.3×30.8 40

29 종이 × 43.3×30.8 34

24 30 종이 × 42.9×30.8 40

25 31 비단 ○ 55.3×29.2 29

26
32 종이 × 43×31 37

33 종이 × 43×31 45

27 34 비단 ○ 55×29.3 42

28 35 비단 ○ 55×29.3 28

29 36 종이 ○ 55.3×29.3 27

30 37 종이 ○ 55.3×29.3 27

31 38 종이 ○ 55.3×29.3 31

32 39 종이 ○ 55.3×29.3 33

33 40 종이 ○ 55.3×29.3 21

34 41 비단 ○ 55×29.2 20

35 42 비단 ○ 55.5×29.3 39

36 43 비단 ○ 55×29.2 55

37 44 비단 ○ 55.5×29.2 43

38 45 종이 × 43×30.7 43 등 35

39 46 종이 ○ 55.3×29.3 38

40 47 비단 ○ 55.3×29.3 27

41 48 비단 ○ 55.3×29.3 64 필사 원본, 악보 上

42 49 종이 ○ 55.3×29.3 37 필사 원본, 악보 下

계 1,637 521 38

(8)	文宗

-	도서번호	奎12726(항자수	원본	14행	32자와	33자	혼재,	춘추관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54.7×29 38

1, 3, 7, 
11-13, 18, 

20-21, 
23-24, 30, 
32, 34-35

15
목록 1장 포함
제36-37장 오염

2 2 종이 × 43×30.8 50 춘 40

3 3 종이 ○ 55.3×29.3 31

4
4 종이 × 43×31 41 춘 33

5 종이 × 43×31 54 춘 43

5

6 종이 × 43×31 48 춘 38

7 종이 × 43×31 26 춘 21

8 종이 × 43×31 32 춘 25

계 320 200 15

(9)	文宗

-	도서번호	奎12727(항자수	원본	16행	36자,	춘추관본	및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60.4×34.5 18 (목록 1-5)

목록 5장(추정) 포함
-   목록 제1-5장 결락 
(권1에는 목록 없음)
-   기타본(奎25102)에 
목록 제3장이 남아 있음

2 종이 ○ 60.4×34.5 15

3 종이 ○ 60.4×34.5 18

2 4 종이 ○ 60.2×34.5 20 4, 7, 9,
11-13, 20 7

3 5 종이 ○ 60.2×34.5 16 6-7, 9-10, 
12-13, 16 7

4 6 종이 ○ 60.2×34.5 20 1-5, 10, 
16, 20 8

5 7 종이 ○ 60.2×34.5 18 5-6, 12, 
16, 18 5

6 8 종이 ○ 60.2×34.5 13 1, 4-6 4

7 9 종이 ○ 60.2×34.5 24 7-24 18

048  049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8 10 종이 ○ 60.6×34.5 30
6-7, 

10-12, 14, 
24-29

12

9

11 종이 × 43.1×31 26 등 17

12 종이 × 43.1×31 15 등 10

13 종이 × 43.1×31 28 등 18

10
14 종이 × 43×30.8 16 등 10

15 종이 × 43×30.8 22 등 14

11 16 종이 ○ 60.3×35 10 1-2, 5 3

12 17 종이 ○ 60.2×34.8 8 7-8 2

13 18 종이 ○ 60.2×34.8 9 1 1

14 19 종이 ○ 60.2×34.8 9

15

20 종이 × 43×30.6 17 등 11

21 종이 × 43×30.6 13 등 9

22 종이 × 43×30.6 9 등 6

16 23 종이 ○ 60.4×34.7 6

17 24 종이 ○ 60.5×34.8 5

18 25 종이 ○ 60.5×34.4 4

19

26 종이 ○ 60×34.5 7

27 종이 ○ 60×34.5 7

28 종이 ○ 60×34.5 5

20 29 종이 ○ 60×34.5 8 1 1

21 30 종이 × 43×30.6 11 등 7

22 31 종이 ○ 60.3×34.5 10 6 1

23 32 종이 ○ 60.3×34.5 16

24 33 종이 ○ 60.3×34.5 13

25
34 종이 × 43×30.7 10 등 6

35 종이 × 43×30.7 13 등 8

26

36 종이 ○ 60.5×34.5 8

37 종이 ○ 60.5×34.5 7

38 종이 ○ 60.5×34.5 9

27 39 종이 ○ 60.3×34.5 8 5-8 4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28

40 종이 × 43×30.8 11 등 7 불에 탄 흔적

41 종이 × 43×30.8 16 등 10

42 종이 × 43×30.8 7 등 5

43 종이 × 43×30.8 12 등 8

29 44 종이 ○ 59.4×34 15 2, 6, 12-15 6

30 45 종이 ○ 60.3×34.8 9

31 46 종이 × 43×30.8 18 등 12

32 47 종이 ○ 60.5×34.5 8

33 48 종이 ○ 60.5×34.8 16 8, 10, 12, 
15, 16 5

34
49 종이 × 43×30.8 13 등 8

50 종이 × 43×30.8 14 등 9

35 51 종이 ○ 60.3×34.5 17 6 1

36 52 종이 ○ 60.3×34.5 21 9-10 2

37 53 종이 ○ 60.3×34.5 7

38 54 종이 ○ 60.3×34.5 10

39 55 종이 ○ 60.3×34.5 13 12 1

40 56 종이 ○ 60.3×34.5 11 2 1

41 57 종이 ○ 60.3×34.5 12

42 58 종이 ○ 60×34.5 11

43 59 종이 × 43.1×30.8 38 춘 24

44 60 종이 ○ 60.3×34.5 10

45 61 종이 ○ 60.3×34.5 7

46
62 종이 × 43×30.8 12 춘 8

63 종이 × 43×30.8 25 춘 16

47

64 종이 × 43×30.8 24 등 15

65 종이 × 43×30.8 20 등 13

66 종이 × 43×30.8 14 등 9

67 종이 × 43×30.8 21 등 13

48 68 종이 ○ 60.3×34.5 10

49 69 종이 × 43.2×30.8 26 등 17

050  051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50

70 종이 ○ 60.3×34.5 15

71 종이 ○ 60.3×34.5 4

72 종이 ○ 60.3×34.5 12

73 종이 ○ 60.3×34.5 6

51 74 종이 ○ 60.3×34.5 9 6 1

52 75 종이 ○ 60.3×34.5 19

53 76 종이 ○ 60.3×34.5 8

54

77 비단 ○ 65.7×34.5 15

78 비단 ○ 65.7×34.5 11

79 비단 ○ 65.7×34.5 13

55
80 종이 × 43.2×30.8 10 춘 7

81 종이 × 43.2×30.8 18 춘 11

56 82 종이 ○ 60.3×34.8 19 5, 8, 13, 17 4

57
83 비단 ○ 65.5×34.5 17

84 비단 ○ 65.5×34.5 19

58

85 종이 ○ 60.5×34.5 12

86 종이 ○ 60.5×34.5 13

87 종이 ○ 60.5×34.5 10

59

88 종이 ○ 65.5×34.5 14

89 종이 ○ 65.5×34.5 15

90 종이 ○ 65.5×34.5 10

60 91 종이 × 43×30.8 52 등 33

61
92 종이 × 43×30.8 24 등 15

93 종이 × 43×30.8 23 등 15

62

94 종이 × 43×30.8 29 등 19

95 종이 × 43×30.8 24 등 15

96 종이 × 43×30.8 13 등 8

63

97 종이 × 43×30.8 11 등 7

98 종이 × 43×30.8 32 등 20

99 종이 × 43×30.8 21 등 13

64
100 종이 × 43×30.8 13 등 8

101 종이 × 43×30.8 9 등 6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64
102 종이 × 43×30.8 11 등 7

103 종이 × 43×30.8 19 등 12

65

104 종이 × 43×30.8 16 등 10

105 종이 × 43×30.8 24 등 15

106 종이 × 43×30.8 19 등 12

66

107 종이 × 43×30.8 19 등 12

108 종이 × 43×30.8 16 등 10

109 종이 × 43×30.8 19 등 12

67

110 종이 × 43×30.8 24 등 15

111 종이 × 43×30.8 26 등 17

112 종이 × 43×30.8 25 등 16

68

113 종이 × 43×30.8 13 등 9

114 종이 × 43×30.8 7 등 5

115 종이 × 43×30.8 6 등 4

116 종이 × 43×30.8 9 등 6

117 종이 × 43×30.8 26 등 17

69

118 종이 × 43×30.8 20 등 13

119 종이 × 43×30.8 16 등 10

120 종이 × 43×30.8 13 등 9

121 종이 × 43×30.8 12 등 8

70

122 종이 × 43×30.8 13 등 8

123 종이 × 43×30.8 10 등 7

124 종이 × 43×30.8 10 등 7

125 종이 × 43×30.8 21 등 14

126 종이 × 43×30.8 9 등 6

71

127 종이 × 43×30.8 9 등 6

128 종이 × 43×30.8 18 등 12

129 종이 × 43×30.8 25 등 16

72
130 종이 × 43×30.8 35 등 22

131 종이 × 43×30.8 10 등 7

73
132 종이 ○ 60.4×34.5 11

133 종이 ○ 60.4×34.5 7

052  053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73
134 종이 ○ 60.4×34.5 13

135 종이 ○ 60.4×34.5 9

74

136 비단 ○ 65.8×34.3 10

137 비단 ○ 65.8×34.3 10

138 비단 ○ 65.8×34.3 13

139 비단 ○ 65.8×34.3 11

75

140 비단 ○ 65.8×34.5 21

141 비단 ○ 65.8×34.5 11

142 비단 ○ 65.8×34.5 13

76
143 종이 ○ 60.3×34.5 20

144 종이 ○ 60.3×34.5 18 14-18 5

77 145 종이 ○ 60.3×34.5 13 3 1

78 146 종이 ○ 60.3×34.5 13 10, 13 2

79
147 종이 ○ 60.3×34.5 6 1-2 2

148 종이 ○ 60.3×34.5 12 10 1

80 149 종이 ○ 60.3×34.5 12 1-5, 7 6

81 150 종이 ○ 60.3×34.5 10

82 151 종이 ○ 60.3×34.5 8

83 152 종이 ○ 60.3×34.5 9

84

153 종이 ○ 60.3×34.5 16

154 종이 ○ 60.3×34.5 13

155 종이 ○ 60.3×34.5 10

85
156 종이 × 43×30.8 32 등 20

157 종이 × 43×30.8 33 등 21

86
158 비단 ○ 65.5×34.3 23

159 비단 ○ 65.5×34.3 14

87

160 종이 × 43×30.8 17 등 11

161 종이 × 43×30.8 18 등 12

162 종이 × 43×30.8 15 등 10

88 163 종이 ○ 60.3×34.5 15 3 1

89 164 종이 ○ 60.3×34.5 10

90 165 종이 ○ 60.3×34.5 8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91

166 종이 ○ 60.3×34.7 11

167 종이 ○ 60.3×34.7 8

168 종이 ○ 60.3×34.7 10

169 종이 ○ 60.3×34.7 13

92

170 비단 ○ 65.5×34.5 7

171 비단 ○ 65.5×34.5 14

172 비단 ○ 65.5×34.5 12

93 173 종이 ○ 60.3×34.5 17 2-5, 10, 
13, 16 7

94 174 종이 ○ 60.3×34.5 24 3, 7, 20-22 5

95

175 종이 × 43×30.8 25 등 16

176 종이 × 43×30.8 19 등 12

177 종이 × 43×30.8 10 등 7

96

178 비단 ○ 65.8×34.3 11

179 비단 ○ 65.8×34.3 8

180 비단 ○ 65.8×34.3 13

97 181 종이 ○ 60.3×34.5 18

98 182 종이 ○ 60.3×34.5 7 4 1

99 183 종이 ○ 60.3×34.5 7

100

184 비단 ○ 65.9×34.5 14

185 비단 ○ 65.9×34.5 14

186 비단 ○ 65.9×34.5 8

101

187 비단 ○ 65.5×34.3 8

188 비단 ○ 65.5×34.3 14

189 비단 ○ 65.5×34.3 17

102

190 종이 × 43×30.8 11 등 7

191 종이 × 43×30.8 11 등 7

192 종이 × 43×30.8 7 등 5

193 종이 ○ 43×30.8 11 등 7

194 종이 × 43×30.8 7 등 5

195 종이 × 43×30.8 10 등 7

103 196 종이 × 43×30.8 20 등 13

054  055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03
197 종이 × 43×30.8 19 등 12

198 종이 × 43×30.8 15 등 10

104

199 비단 ○ 65.5×34.3 16

200 비단 ○ 65.5×34.3 11

201 비단 ○ 65.5×34.3 8

105

202 비단 ○ 65.5×34.3 10

203 비단 ○ 65.5×34.3 14

204 비단 ○ 65.5×34.3 11

106 205 종이 ○ 60.2×34.5 11 6-11 6

107

206 종이 × 43×30.8 14 등 9

207 종이 × 43×30.8 17 등 11

208 종이 × 43×30.8 14 등 9

209 종이 × 43×30.8 20 등 13

108
210 종이 × 43×30.8 22 등 14

211 종이 × 43×30.8 26 등 17

109

212 비단 ○ 65.5×34.3 17

213 비단 ○ 65.5×34.3 9

214 비단 ○ 65.5×34.3 12

110

215 비단 ○ 65.8×34.5 12

216 비단 ○ 65.8×34.5 15

217 비단 ○ 65.8×34.5 13

111

218 종이 ○ 60.5×34.5 12

219 종이 ○ 60.5×34.5 10

220 종이 ○ 60.5×34.5 9

112
221 종이 ○ 60.5×34.5 19

222 종이 ○ 60.5×34.5 20

113
223 종이 ○ 60.5×34.5 25

224 종이 ○ 60.5×34.5 14

114 225 종이 ○ 60.3×34.3 15 2-3, 5, 
9, 14 5

115 226 종이 ○ 60.3×34.5 11 3, 6-8 4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16 227 종이 ○ 60.3×34.5 11 2-3 2

117
228 종이 × 43×30.8 21 등 14

229 종이 × 43×30.8 37 등 24

118

230 비단 ○ 65.5×34.3 11

231 비단 ○ 65.5×34.3 9

232 비단 ○ 65.5×34.3 8

233 비단 ○ 65.5×34.3 14

119

234 종이 ○ 60.5×34.5 19

235 종이 ○ 60.5×34.5 12

236 종이 ○ 60.5×34.5 17

120

237 종이 ○ 60.5×34.5 7

238 종이 ○ 60.5×34.5 7

239 종이 ○ 60.5×34.5 11

240 종이 ○ 60.5×34.5 15

121

241 비단 ○ 65.8×34.3 11

242 비단 ○ 65.8×34.3 20

243 비단 ○ 65.8×34.3 13

122

244 비단 ○ 65.7×34.3 11

245 비단 ○ 65.7×34.3 7

246 비단 ○ 65.7×34.3 13

247 비단 ○ 65.7×34.3 10

123

248 비단 ○ 65.8×34.5 12

249 비단 ○ 65.8×34.5 11

250 비단 ○ 65.8×34.5 14

251 비단 ○ 65.8×34.5 8

124
252 비단 ○ 65.8×34.5 23

253 비단 ○ 65.8×34.5 25

125

254 종이 × 43×30.8 31 등 20

255 종이 × 43×30.8 36 등 23

256 종이 × 43×30.8 20 등 13

126 257 종이 ○ 60.2×34.5 12

127
258 종이 ○ 60.5×34.5 14

259 종이 ○ 60.5×34.5 16

056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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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28
260 종이 ○ 60.5×34.5 7

261 종이 ○ 60.5×34.5 18

129 262 종이 ○ 60.5×34.5 12 2, 5, 8, 11 4

130 263 종이 × 43×30.8 26 등 17

131 264 종이 ○ 60.3×34.3 12 1, 5 2

132 265 종이 ○ 60.3×34.3 16 6-8, 10 4

133

266 비단 ○ 65.8×34.3 16

267 비단 ○ 65.8×34.3 11

268 비단 ○ 65.8×34.3 17

134
269 종이 ○ 60.3×34.5 9

270 종이 ○ 60.3×34.5 7

135

271 종이 × 43.2×31 28 춘 18

272 종이 × 43.2×31 31 춘 19

273 종이 × 43.2×31 14 춘 9

274 종이 × 43.2×31 16 춘 10

136 275 종이 ○ 60.3×34.5 14

137 276 종이 ○ 60.3×34.5 20

138
277 종이 × 43.2×30.8 25 춘 16

278 종이 × 43.2×30.8 43 춘 27

139 279 종이 × 43×30.8 22 등 14

140 280 종이 ○ 60.3×34.5 27 20, 23 2

141
281 종이 × 43×30.8 45 등 29

282 종이 × 43×30.8 22 등 14

142
283 종이 × 43×30.8 49 등 31

284 종이 × 43×30.8 33 등 21

143 285 종이 ○ 60.3×34.5 14 7-8 2

144 286 종이 ○ 60.3×34.5 14 3, 7, 10, 
12-13 5

145 287 종이 ○ 60.3×34.5 199 2-3, 6 3

146 288 종이 ○ 60.3×34.5 19 17-19 3

147 289 종이 ○ 60.3×34.5 21

148
290 종이 ○ 60.3×34.5 29

291 종이 ○ 60.3×34.5 15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49

292 종이 × 43.2×30.8 32 등 20

293 종이 × 43.2×30.8 25 등 16

294 종이 × 43.2×30.8 12 등 8

150

295 비단 ○ 65.5×34.4 13

296 비단 ○ 65.5×34.4 11

297 비단 ○ 65.5×34.4 21 편수관 명단 4장

계 4,581 1,409 171

(10)	燕山君

-	奎12728(항자수	원본	16행	36자,	춘추관본	및	보사본	16행	27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60.5×35.5 7 5 1

2 종이 ○ 60.5×35.5 23

2 3 종이 × 43.2×30.8 22 등 17

3 4 종이 ○ 60.5×35.5 15 1, 9-10, 
12-13, 15 6

4

5 종이 × 43.3×30.8 37 춘 28

6 종이 × 43.3×30.8 17 춘 13

7 종이 × 43.3×30.8 46 춘 35

5 8 종이 ○ 60.5×35.5 12 1 1

6 9 종이 ○ 60.5×35.2 15 12 1

7 10 종이 ○ 60.5×35.5 19 6-7, 9, 
11-13, 15 7

8 11 종이 ○ 60.5×35.2 8 1 1 제8장 진흙오염

9 12 종이 ○ 60.5×35.2 29 1, 3, 5, 
16-26 14

10 13 종이 ○ 60.5×35.2 21 18-21 4

11 14 종이 × 43.3×31 29 등 22

12 15 종이 ○ 60.5×35.2 21 1, 4, 8-21 16

13 16 종이 ○ 60.5×35.2 12 1-3 3

14 17 종이 × 43.3×30.8 24 춘 18

15 18 종이 ○ 60.5×35.5 21

058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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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6
19 종이 × 43.2×31 24 춘 18

20 종이 × 43.2×31 19 춘 15

17 21 종이 ○ 60.5×35.2 33
5-6, 11, 15, 
17-19, 21, 
25, 28, 33  

11

18 22 종이 ○ 60.5×35.2 25 3, 5 2

19
23 종이 ○ 60.3×35.2 16

24 종이 ○ 60.3×35.2 24

20
25 종이 ○ 60.3×35.2 34

26 종이 ○ 60.3×35.2 14

21
27 종이 × 43.2×30.8 20 등 15

28 종이 × 43.2×30.8 38 등 29

22
29 종이 × 43.2×30.8 23 등 18

30 종이 × 43.2×30.8 27 등 21

23 31 종이 × 43.2×30.8 26 춘 20

24
32 종이 ○ 60.5×35.2 22

33 종이 ○ 60.5×35.2 15

25
34 종이 ○ 60.5×35.2 16

35 종이 ○ 60.5×35.2 25

26 36 종이 ○ 60.3×35.5 17

27 37 종이 ○ 60.3×35.5 17 2 1

28
38 종이 × 43.2×30.8 22 등 17

39 종이 × 43.2×30.8 23 등 18

29

40 종이 × 43.2×31 23 춘 18

41 종이 × 43.2×31 21 춘 16

42 종이 × 43.2×31 31 춘 24

43 종이 × 43.2×31 29 춘 22
제29장 장차가 20으로 
표기됨 

30
44 종이 ○ 60.5×35.3 20

45 종이 ○ 60.5×35.3 15 14-15 2

31 46 종이 ○ 60.5×35.5 19
3, 5, 7-8, 
10-12, 
14-19 

13 불에 탄 흔적 

32 47 종이 × 43.3×31 23 등 18

33 48 종이 ○ 60.5×35.2 20 1-2 2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34 49 종이 ○ 60.5×35.2 23 16 1

35
50 종이 ○ 60.3×35.2 19

51 종이 ○ 60.3×35.2 18

36 52 종이 × 43.3×30.8 43 등 33

37 53 종이 ○ 60.5×35.2 36

38 54 종이 ○ 60.5×35.2 27

39 55 종이 ○ 60.5×35.2 21 6, 9, 
14-15, 19 5

40 56 종이 ○ 60.5×35.2 25 1, 4-5, 10, 
16-19 8

41
57 종이 ○ 60.5×35.2 22

58 종이 ○ 60.5×35.2 18

42 59 종이 ○ 60.5×35.2 15 11, 13 2 진흙오염 

43 60 종이 ○ 60.5×35.2 17 3 1

44 61 종이 ○ 60.5×35.2 20

45 62 종이 ○ 60.5×35.5 16

46 63 종이 ○ 60.5×35.5 18 12-14 3

계 1,397 435 105

(11)	文宗

-			도서번호	奎12729(항자수	원본	16행	36자,	춘추관본	16행	27자(권90-91,	105는	15행	24자),	보사본	

15행	27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43.3×30.8 77 춘 58

2 2 종이 ○ 65.7×35 56 55-56 2

3 3 종이 × 43×30.8 76 등 54

4 4 종이 ○ 65.7×35 52 3, 5, 8, 33 4
제13장 결락, 제14장 
판심부분 내용 일부 탈락  

5 5 종이 × 43×30.5 68 등 48

6 6 종이 ○ 65.7×35 48 6-8 3

7 7 종이 ○ 65.7×35 52
15,1 9-26, 
40, 45-46, 

48, 50 
14

060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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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8 8 종이 × 43×30.8 81 등 57

9 9 비단 ○ 65.7×35 54 54 1

10 10 종이 ○ 65.7×35 48 44-47 4

11 11 비단 ○ 65.7×35 50

12 12 비단 ○ 65.7×35 50

13 13 비단 ○ 65.7×35 46
7, 14-15, 
32, 37-38, 

42-44 
9 제첨탈락, 진흙오염 

14 14 종이 × 43×30.8 68 등 48

15 15 종이 × 43×30.8 63 등 45

16 16 종이 ○ 65.7×35 53 26-35, 
42, 46 12

17 17 종이 × 42.7×30.5 64 등 45

18 18 종이 ○ 65.7×35 48

19 19 비단 ○ 65.7×35 47

20 20 종이 ○ 65.7×35 47

21 21 종이 × 43×30.8 82 등 58

22 22 종이 × 42.7×30.8 68 등 48

23 23 종이 × 43×30.6 74 등 52

24 24 종이 ○ 65.7×35 39
11, 14-17, 

23-24, 
29-36, 39 

16

25 25 비단 ○ 65.7×35 59 48, 54-55, 
57 4

26 26 종이 × 43×30.8 77 등 55

27 27 종이 ○ 65.7×35 49 22-23, 28 3

28 28 비단 ○ 65.7×35 42

29 29 비단 ○ 65.7×35 48

30 30 종이 × 42.9×30.8 61 춘 46

31 31 종이 × 43×30.8 64 등 45

32 32 종이 ○ 65.7×35 52 제첨 탈락 

33 33 비단 ○ 65.7×35 44

34 34 비단 ○ 65.7×35 56

35 35 종이 ○ 65.7×35 58 42 1

36 36 종이 ○ 65.7×35 57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37 37 종이 ○ 65.9×35.3 55 7-8, 21, 25, 
40, 53, 55 7

38 38 비단 ○ 65.7×35 49

39 39 비단 ○ 65.7×35 50

40 40 종이 ○ 65.7×35 41

41 41 종이 ○ 65.7×35 45

42 42 종이 × 43×30.8 72 등 51

43 43 종이 ○ 65.7×35 48 44-45 2

44 44 종이 ○ 65.7×35 44 42 1

45 45 종이 ○ 65.9×35 52 23 1

46 46 비단 ○ 65.9×35 44

47 47 종이 ○ 65.7×35 44

48 48 종이 ○ 65.7×35 47

49 49 종이 × 43×30.8 63 등 45

50 50 종이 ○ 65.7×35 49 25 1

51 51 종이 ○ 65.7×35 45 1-12, 16, 
21, 23-25 17

52 52 비단 ○ 65.5×35.2 48

53 53 종이 ○ 66×35 47 16-17 2

54 54 종이 ○ 65.7×35 54

13-19, 
22-23, 

25-30, 32, 
34-42 

25

55 55 종이 ○ 65.7×35 50 44-47, 
49-50 6

56 56 종이 × 43×30.8 68 등 48

57 57 종이 ○ 65.9×35 49 2, 4, 8 3

58 58 종이 ○ 65.9×35 46

59 59 종이 ○ 65.7×35 57 5 1

60 60 종이 ○ 65.7×35 58

61
61 종이 × 43×30.8 68 춘 51

62 종이 × 43×30.8 63 춘 48

62 63 비단 ○ 65.3×35 52

63 64 종이 ○ 65.7×35 49

64 65 종이 ○ 65.7×35 66

06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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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65 66 종이 ○ 65.7×35 53

66 67 비단 ○ 65.7×35 46

67 68 비단 ○ 65.7×35 49 46-49 4

68 69 종이 ○ 65.7×35 50

1-8, 
11-13, 
15-16, 

18-33, 38, 
41, 49 

32

69 70 종이 ○ 65.7×35 49 11 1

70 71 종이 ○ 65.3×35 41 18, 20, 
23-24, 26 5

71 72 비단 ○ 65.7×35 50 8 1

72 73 종이 × 43×30.8 67 등 48

73 74 종이 ○ 65.3×35 52
1-5, 7-14, 
22, 38, 41, 

44-52 
25

74 75 종이 × 43×30.8 72 등 51

75 76 비단 ○ 65.7×35 51

76
77 종이 × 43×30.8 62 춘 47

78 종이 × 43×30.8 58 춘 44

77 79 종이 × 43×30.8 69 등 49

78 80 종이 × 43×30.8 69 등 49

79 81 종이 × 43×30.8 74 등 52

80 82 종이 × 43×30.8 65 등 46

81 83 종이 ○ 65.7×35 53
29, 32, 
40, 43, 

49-50, 53 
7

82 84 종이 ○ 65.3×35 57

1-4, 
16-18, 
20-24, 

33-34, 44, 
46, 50 

17

83 85 비단 ○ 65.3×35 64 61, 64 2

84 86 종이 × 43×30.8 76 등 54

85 87 종이 × 43×30.8 64 등 45

86 88 종이 ○ 65.5×35 41

87 89 종이 ○ 65.7×35 44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88
90 종이 × 43×30.8 75 춘 47

제3장 없음(내용 연결) 
- 장차부여 오류 
-   마지막 장차 76 15행 

24자 

91 종이 × 43×30.8 81 춘 51

89 92 종이 ○ 65.3×35 48

90 93 종이 ○ 65.7×35 46

91 94 종이 ○ 65.7×35 47 29, 31-34, 
37, 40, 43 8

92 95 종이 ○ 65.3×35 50 12-13, 16-17, 
33-34, 38 7

93 96 종이 ○ 65.7×35 49
6, 7, 12, 18, 
20-22, 37, 

48-49 
10

94 97 비단 ○ 65.1×35 43 4, 30, 35, 37 4

95 98 비단 ○ 65.7×35 50 8, 12, 16, 
38, 46-49 8 진흙오염 

96 99 비단 ○ 65.7×35 49 4, 31, (35) 2

제35장은 밀랍 원본과 
보사대체가 함께 있음 
-   전체 장수는 보사 대체 
제외 

97 100 종이 × 43×30.8 78 등 55

98 101 종이 ○ 65.7×35 48 12, 21, 25, 
35, 39, 46 6 진흙오염 

99 102 종이 ○ 65.7×35 53 3 1

100 103 종이 ○ 65.7×35 36 1-4 4

101 104 종이 ○ 65.7×35 42 37 1

102 105 종이 × 43.2×30.8 70 춘 44
제1,15,16장은 보사, 
편수관 명단 6장 포함 
15행 24자 

계 5,842 1,584 284

(12)	文宗

-	도서번호	奎12730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65.7×35.2 48

2 2 종이 ○ 65.4×35 58 편수관 명단 2장 포함

계 106 0 0

064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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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世祖

-	도서번호	奎12731(항자수	원본	16행	36자,	춘추관본	및	보사본	15행	24자)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1 1 종이 ○ 67.4×36.5 69 1-17, 21 18

2 2 종이 ○ 60.5×36.5 75 55-66, 72, 
74-75 15

3 3 종이 ○ 60.5×36.5 64

4 4 종이 ○ 60.2×36.3 60 7, 21-44, 
54, 56, 60 28 진흙오염 

5 5 종이 ○ 60.8×36.3 57 1, 23, 33, 
48, 50, 57 6 진흙오염, 구겨짐 

6 6 종이 ○ 60.5×36.5 48

7 7 종이 ○ 60.5×36.5 47
13, 21, 30, 

34-35, 
42-43 

7

8 8 종이 × 42.5×30.5 57 등 37

9 9 비단 ○ 67.3×36.3 75
3-4, 7-10, 

12-14, 
16-18 

12

10 10 종이 ○ 60.5×36.5 65 1 1

11 11 종이 ○ 60.5×36.5 43 20-24, 
26-40 20

12 12 종이 ○ 60.5×36.5 44

13 13 종이 ○ 60.5×36.5 53 27, 38 2

14 14 종이 ○ 60.5×36.5 49 7-49 43

15 15 비단 ○ 67.8×36.5 41

16 16 종이 × 43×30.8 72 춘 47

17 17 종이 ○ 60.5×36.5 50

18 18 종이 ○ 67.7×36.7 45

19 19 종이 ○ 60.5×36.5 40

20 20 종이 ○ 60.5×36.5 41

21 21 비단 ○ 67.5×36.3 40

22 22 종이 ○ 67.5×36.5 53

책 권 표지 밀랍 책규격(cm) 장수
낙권 낙장

비고
구분 추정 매수 부분 합계

23 23 종이 × 42.5×30.5 71 등 45

24 24 종이 ○ 60.3×36.5 54

25 25 비단 ○ 67.5×36.5 57

26 26 종이 ○ 67.5×36.5 48 1, 9-11 4

27 27 종이 ○ 60.5×36.5 46

28 28 종이 ○ 67.5×36.3 31

29 29 종이 ○ 60.3×36.3 65 2-7, 
19-65 53

30 30 종이 ○ 60.3×36.3 37

31 31 종이 ○ 60.5×36.5 72

32 32 종이 ○ 60.5×36.5 50 1-20 20

33 33 종이 ○ 60.5×36.5 55 7-8 2

34 34 종이 ○ 60.5×36.5 37 편수관 명단 3장 포함 

계 1,811 129 231

066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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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조사 및 물성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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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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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대상	실록은	정족산사고본	49책과	기타산엽본	14책	등	총	63책이며,	기타산엽본	14책	중에는	낙

장이	44장	포함되어	있고,	책	전체에	걸쳐	판심부분이	불탄	흔적이	있는	책(성종실록,	규12752의	1	v.4)이	

있었다.	이번	사업에는	기타산엽본	낙장을	원본의	판형대로	복원하고,	불에	타서	훼손된	글자들을	찾아	

복원하는작업이	포함되었다.

사업	대상	실록	총	63책	중,	비단	표지는	예종실록	2책,	중종실록	4책,	명종실록	4책	등	총	10책이었고,	

능화문	표지는	53책이었다.	비단	표지는	짙은	쪽빛으로	대부분	탈색,	오염,	훼손되었고,	한지	능화문	표지

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본에는	비단	표지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

내지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필사면이	다수	있었고,	특히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에서는	다수

의	첨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한지의	두께는	중종실록의	경우	정족산사고본	총	16책	중	12책은	종이두께가	

0.20mm	이상으로	두꺼웠으나,	나머지	4책은	인종·명종실록과	비슷한	0.12~0.13mm	정도로	측정되었다.

장황용	끈은	색상,	굵기,	꼬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2012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시	조사	

분석한	결과	현재의	끈은	개장된	것으로서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1) 실측 및 상태조사 결과

(1)	중종실록(도서번호	규12729)

책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82 84 한지 35.2 65.4 57 필사면 : 1~4, 16~18, 20~24, 33~34, 44, 46, 50 

v.83 85 비단 35.0 65.5 64 필사면 : 61, 64 

v.86 88 한지 35.4 65.7 41

v.87 89 한지 35.2 65.8 44

v.89 92 한지 35.3 65.6 48

v.90 93 한지 35.3 65.7 46

v.91 94 한지 35.3 66.0 47
필사면 :   29, 31~34, 37, 40, 43 

1장 흙오염 

v.92 95 한지 35.2 65.6 50 필사면 : 12~13, 16~17, 33~34, 38 

v.93 96 한지 35.0 65.8 49 필사면 : 6~7, 12, 18, 20~22, 37, 48~49 

책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94 97 비단 35.0 65.2 43 필사면 : 4, 30, 35, 37

v.95 98 비단 35.0 65.8 50
필사면 :   8, 12, 16, 38, 46~49, 

6, 12, 23, 24, 48장 흙오염 
22, 23 종이 구겨짐 

v.96 99 비단 34.6 65.6 49 필사면 : 4, 32, 35 

v.98 101 한지 35.2 65.8 48 필사면 : 12, 21, 25, 35, 39, 46 / 종이 얇음 

v.99 102 한지 35.2 65.8 53 필사면: 3 / 종이 얇음 

v.100 103 한지 35.2 65.9 36 필사면 : 1~4 / 종이 얇음 

v.101 104 한지 35.2 65.9 42 필사면 : 37 / 종이 얇음 

16책 767

(2)	인종실록(도서번호	규12730)

책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1 1 한지 35.2 65.8 48

v.2 2 한지 35.0 65.7 58

16책 106

(3)	명종실록(도서번호	규12731)

책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1 1 한지 36.5 67.5 69 필사면 : 1~17,21 / 41, 59, 64장 글자 수정 흔적 

v.2 2 한지 36.3 61 75 필사면 : 55~56, 72, 74~75 / 25장 종이 구멍 

v.3 3 한지 36.4 60.5 64

v.4 4 한지 36.2 60.3 60
필사면 :   7, 21~44, 54, 56, 60 / 51장 종이 찢어짐 

52장 구겨짐, 흙오염

v.5 5 한지 36.2 60.8 57
필사면 :   1, 23, 33, 48, 50, 57 / 49~53장 흙오염 

4, 43, 45~47, 54장 구겨짐

v.6 6 한지 36.2 62.5 48 1장 판심부분 찢어짐 / 장정끈 끊어짐

v.7 7 한지 36.2 60.5 47 필사면 : 13, 21, 30, 34~35, 42~43 

v.9 9 비단 36.2 67.5 75 필사면 : 3~4, 7~10, 12~14, 16~18 / 표지 비단 훼손 

v.10 10 한지 36.3 60.5 65 필사면 : 1

v.11 11 한지 36.2 60.5 43 필사면 : 20~24,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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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 표지
크기(cm)

장수 내지 상태
가로 세로

v.12 12 한지 36.2 60.4 44

v.13 13 한지 36.2 60.5 53 필사면 : 27, 38 / 1, 20, 41장 구겨짐 / 11장 종이 오려냄

v.14 14 한지 36.2 60.3 49 필사면 : 7~49

v.15 15 비단 36.2 67.7 41

v.17 17 한지 36.2 60.5 50

v.18 18 한지 36.2 67.7 45

v.19 19 한지  36.4 60.4 40 25장과 26장 순서 바뀜

v.20 20 한지 36.3 60.7 41

v.21 21 비단 36.2 67.5 40

v.22 22 한지 36.2 67.5 53 표제 훼손

v.24 24 한지 36.2 60.3 54

v.25 25 비단  36.2 67.6 57

v.26 26 한지 36.2 67.3 48 필사면 : 1, 9-11 / 장정끈 끊어짐

v.27 27 한지 36.2 60.5 46

v.28 28 한지 36.2 67.5 31

v.29 29 한지 36.2 60.3 65 필사면 : 2-7, 9-65

v.30 30 한지 36.2 60.4 37

v.31 31 한지 36.2 60.5 72

v.32 32 한지 36.3 60.4 50 필사면 : 1-20

v.33 33 한지 36.2 60.5 55 필사면 : 7-8 / 장정끈 끊어짐

v.34 34 한지 36.2 60.5 37

31책 1,611

(4)	기타산엽본

책명 도서번호 책 권 표지
크기(cm) 본문

전체장수
낙장수

낙장

번호
비고

가로 세로

세조실록 규12780의 2 v.2 32 한지 29.3 55.3 30 5 4~5, 7~9 규25098과 합본

예종실록 규12751

v.3 5 비단 29.3 55.4 43 1 2

v.4 6 한지 29.4 55.3 38 8 1, 13, 19, 
23, 30~33

21~22장이 
29장 다음에 있음

v.5 8 비단 29.2 55.4 25 4 4~7 표제 없음

성종실록

규12752의 1

v.1 59 한지 34.6 60.4 24 2 9, 17

v.2 62 한지 34.4 60.2 8 1 1 3장과 4장
순서바뀜

v.3 81 한지 34.4 60.2 11 3 4, 6, 10

v.4 96~99 한지 34.2 60.4 48 없음 -
위쪽 판심 부분
전체 불탄 흔적

v.5 271 한지 34.6 60.3 18 1 18 표제 없음

규25102 - 63 비단 33.8 65.3 16 없음 -
비단표지지만

원형이 아님

중종실록

규12754의 1
v.1 30 비단 34.8 65.7 46 6 40~41, 

43~46

v.4 77 비단 35.2 65.8 47 5 8~12

규12759 - 91 한지 35.0 65.8 51 7 1, 25~26, 
28, 45~47

명종실록 규12755의 1 v.2 16 한지 36.2 60.4 47 1 6

14책 45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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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지 및 표지의 상태 

(1)	첨지의	유형

유형 1. 전책에 걸쳐 다수 있음

유형 2. 본문에 넓게 붙은 첨지

유형 3. 오자임을 표기한 첨지(필사면에만 있음)

유형 4. 위 광곽선 밖에 길게 붙은 첨지

(2)	본문	훼손	

명종실록 권2 25장
명종실록 
권4 51장

명종실록 권5 49~53장
명종실록 
권13 11장

성종실록 권96~99(규12752의1 v.4) 명종실록 권2 27~28장
명종실록 
권1 41장

명종실록 
권1 59장

전체에 걸쳐 판심부분 불에 탐 특정인의 이름(宋世珩)을 지움(세 곳) 光準 自誓也今

(3)	판심	오류	

중종실록 권85 64장 명종실록 권16 8장 명종실록 권14 2장 명종실록 권18 17장 명종실록 권18 27장

中實大王 → 中宗大王 王자 탈락 第錄實 → 實錄第 宗明大王 → 明宗大王 明宗王大 → 明宗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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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여백	부분,	글자	부분,	계선	부분,	기타	부분	등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광원은	D65	(태양광)로	설정하고,	반사와	투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투과의	경우	×100과	

×300	배율에서	각각	여백	부분	위주로	측정하였음.

-			이미지	분석장비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Hi-Scope,	HS/300U)

(5)	분석결과	:	부록	1.	조선왕조실록	7책의	지질	분석	의견서	참조

(6)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							섬유배합비	:	국산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

•							증해	조건	:	전통	증해방법의	잿물을	사용할	것을	제안

•							표백	방법	:	표백제	사용은	금하고	일광유수표백을	권장

•							고해	방법	:	타고해에	의한	고해방법을	권장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성	개선을	권장

•							초지	방법	:	흘림뜨기	초지법을	권장

•							건조	방법	: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

•							도침	:	인쇄성	향상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

•							평량	:	기	연구된	결과에	따라	밀납	도포량을	제외한	평량으로서	60g/m2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지 물성분석

(4)	표제	탈락	

예종실록 권8 성종실록 권63(표지 개장) 성종실록 권271

2. 물성분석

원형복제	방침에	따라	최대한	원본과	동일한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제	대상	자

료의	한지와	표지직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1) 한지 

(1)	분석담당	:	김형진(국민대학교	임산생명공학과	교수)

(2)	분석일	:	2015년	5월	1일

(3)			분석	자료	:	세조실록	1책(규12750의	2),	예종실록	1책(규12751	v.3),	성종실록	1책(규12752의	1	v.3),	

중종실록	2책(규12729	v.96,	v.98),	인종실록	1책(규12730	v.2),	명종실록	1책(규12731	v.9)

(4)	분석방법			

•							지질분석	

-		분석	대상	책	표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를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내지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책	전체	쪽수의	전반부	쪽에서	한	장,	중반부	쪽의	한	장,	후반

부	쪽의	한	장을	임의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표지와	내지의	두께는	약	3~5회	정도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		

평균값,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			종이두께	측정기	:	L&W	Micrometer,	Sweden	

•							비파괴	이미지	분석	

-		표지는	바탕면,	표제지,	계선,	표제	글자,	실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내지	중	전반부에서	3장,	중반부에서	3장,	후반부에서	3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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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파랑	방향)값으로	표시하였다.	표장직물의	L*값은	35~57	사이로	중간정도의	명도를	나타냈고	a*값은	

대부분	초록	방향인	0	~	-3.5사이이며	중종대왕실록은	빨강	방향인	+0.3	~	+3	사이이다.	b*값은	대부분	파

랑	방향인	–0.3	~-	17사이이지만	탈색이	심한	부분은	노랑	방향인	+0.1	~	+8사이의	값이	측정되었다.

(6)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복제	대상	표장직물은	왕대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한	종

류의	직물을	제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복제	대상	유물	중	명종대왕실록	4건의	표장직물은	모두	다른	실

록에	비해	가는	실로	직조하여	밀도의	평균값이	다른	표장직물과	비교해	봤을	때	10올	이상	차이가	났다.	

따라서	명종대왕실록은	좀	더	실을	가늘게	하고	밀도를	높여	직물을	제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명종대왕실록을	제외한	복제	대상의	표장직물들은	11~13새(직물폭	35cm	기준)에	해당되는	명주를	가

장	많이	사용하였다.	명종대왕실록은	17~19새(직물폭	35cm	기준)에	해당되는	명주를	사용하였다.

이번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30~36.5cm,	세로	55~66cm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최소	

40cm가	되어야	한다.	40cm	직물의	폭에	맞추어	명주의	새를	다시	계산하고	직물의	소요량을	계산해보

면	명종대왕실록을	제외한	복제대상의	표장직물들은	13~15새(직물폭	40cm	기준)의	명주	2필,	명종대왕

실록은	20~22새(직물폭	40cm	기준)의	명주	2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각각	2배로	준비하였다.

비단 물성분석

2) 표장직물 

(1)	분석담당	: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2)	분석일	:	2015년	5월	1일	

(3)			분석	자료	:	복제대상	실록	중	비단	표지	10책(예종실록	2책(규12751	v.3,	v.5),	중종실록	4책(규12729	

v.83,	v.94,	v.95,	v.96),	명종실록	4책(규12731	v.9,	v.15,	v.21,	v.25))

(4)			분석방법

확대경(룩베)으로	표장과	표제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

여	현미경을	통해	저배율과	고배율로	확대	촬영하였다.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가지고	표장과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파악하고	직물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실은	굵기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

지	기록하고,	직물의	밀도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확대경으로	측정한	밀도와	비교	정리하여	오차를	줄였

다.	표장과	표제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물의	식서	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5)			분석결과	

-			분석대상	10책은	모두	비단	직물로	표장되어	있었으며	이	중	3건은	표제에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

장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책의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해진부분을	다른	직물로	보

수한	경우가	많았다.	

-			표장직물은	평직으로	제직된	주紬가	사용되었다.	주는	평직平織으로	제직된	견직물	가운데	비교적	견

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로	구분하고	있다.		

-			표장과	표제직물의	실	직경은	가장	가는	것과	굵은	것의	직경이	0.10mm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하

지	않은데,	대략	0.20~0.65mm	사이가	가장	많다.	주로	위사에	굵은	실을	사용하였으며	경사에	굵은	

실을	사용한	경우는	약	34%였다.	명종대왕실록의	표장직물은	실의	두께가	대부분	0.10~0.30mm	사

이로	다른	실록에	비해	실이	매우	가늘었다.	표제직물은	3건	모두	경사에	가는	실을	사용하였는데	직

경이	0.12~0.31mm사이로	일정하지	않은	반면에	위사는	경사보다	대체로	굵은	실을	사용하였으며	직

경이	0.25~0.35mm사이로	일정한	편이다.	

-			직물의	경사	밀도는	대부분	1cm에	15~45올	사이며	위사	밀도는	대부분	1cm에	13~46올	사이이다.	

전체	직물의	밀도값으로	볼	때	표장직물로	사용된	직물들은	경사와	위사의	밀도비가	같은	것으로	보

이지만	각각의	직물을	살펴보면	밀도는	실의	굵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실이	굵은	방향이	밀도가	

낮았다.	경사와	위사의	실	두께와	밀도는	표장직물이	배접되어	있어	식서	방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사와	위사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			표장직물은	모두	쪽색으로	책마다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달랐다.	또한	대부분	보수에	사용된	직물들

의	색이	좀	더	짙은	색을	띄고	있었다.	장직물의	색은	L*(명도),	a*(+a*	:	빨강,	-a*	:	초록	방향),	b*(+b*	: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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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팀 1차 회의

■ 붙임 :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Ⅳ. 자문위원회

1.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팀

이번	사업에는	기타산엽본	14책	중	12책의	낙장(총	44장)을	복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낙장	복원	

작업을	정확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복제본	제작	자문위원회와는	별개로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

복원팀을	구성하였다.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팀에서는	낙장	복원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작업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복제본	제작	자문위원

회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얻었다.

1) 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	4.	17.	(금)	15	:	00	~	16	:	1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박숙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실장)

	 권재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보존관리팀장)

	 신병주(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e-mail	자문

	 박현순(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	e-mail	자문

	 송웅섭(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e-mail	자문

•							회의	안건	: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마련

(2)	회의	결과	

	-			규장각과의	복제본	제작계약시	규장각에서	마련한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검토	및	확정(붙임	참조)

	-	팀원에	활자연구자	추가	: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	다음회의	계획	:	8~9월	경(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등	검토	예정)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1.   낙장 복원의 내용 확인을 위한 저본은 춘추관본이 있을 경우는 춘추관본을, 춘추관본이 없는 경우는 국
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태백산본 원문 이미지를 모델로 삼는다.

2.   복원 시 판형(자간 간격, 글자 배열 형태)은 해당 실록의 정족산본(해당 기타산엽본)을 기본 모델로 삼는다. 글
자를 집자할 때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글자의 간격과 배치를 최대한 원문과 같도록 한다. 

3.   낙장된 글자의 집자는 동일한 실록 속에서 글자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세조실록의 낙장은 세조실록 내에서 해당 글자를 찾아 집자하고, 중종실록의 낙장은 중종실록 내
에서 해당 글자를 찾아 집자한다.

4.   동일한 실록에서 글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같은 활자로 제작된 실록에서 집자한다. 
*예1)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은 모두 을해자로 인출되었다. 세조실록이나 예종실록에 없는 글자는 을해

자로 인출된 다른 실록들(세종실록·문종실록·단종실록)가운데서 찾아 집자한다.
    *예2)   성종실록·중종실록·명종실록은 모두 갑인자로 인출되었다. 성종실록·중종실록·명종실록에 

없는 글자는 갑인자로 인출된 다른 실록(연산군일기 등) 가운데서 찾아 집자한다. 

5. 동일 활자본에서 집자하는 경우, 가능한 바로 앞이나 뒤의 실록에서 집자한다.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실록을 조사하였으나 동일한 글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활자로 인
출된 고문헌들을 참고하되,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집자 내역은 어느 실록에서 몇 글자를 집자했는지를 각각 기록하고, 특히 6번 항목과 같이 집자한 경우
에는 집자한 한 자 한 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다. 

8.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등 정본화 복제과정 일체는 결과보고서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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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팀 2차 회의

3) 3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	11.	27.	(금)	13	:	00	~	14	:	3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							회의	안건	: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1차	완성본에	대한	검토	

(2)	회의	결과	

•							낙장	복원	1차	완성본	44장에	대하여	태백산사고본에서의	글자	오류,	띄어쓰기,	이체자	등	확인할	사

항들을	정리하여	확인을	받음.	

•							갑인자본	중	글자수가	모라자는	경우에는	1줄에	35자를	넣어	행을	맞춤

•							해당	글자를	을해자본	또는	갑인자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그	내용

을	보고서에	기록

2. 자문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의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작업	공정	단계별로	3회에	걸쳐	자문회

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유물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본문을	편집하는데	있어

서	결정할	사항들과	재료	제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	방안	작업	지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에	따라	제조한	주요	재료에	대한	견본	등을	제시하고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낙장복원	작업	경과에	대한	보고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제3차	자

문회의에서는	인쇄	검수	후	장정한	견본을	검토하고,	표제	편집	방안	등을	결정하였으며,	기타산엽본	낙장	

작업	결과물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2) 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	9.	3.	(목)	14	:	00	~	15	:	3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자	: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박현순(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송웅섭(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숙희(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실장)

	 권재철(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보자료관리부	보존관리팀장)

•							회의	안건	: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	작업	경과보고	및	문제점	검토

(2)	회의	결과	

•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	작업	경과	보고	

	-			기타산업본	낙장	원형복원팀	1차	회의에서	작성한	작업지침과	1차	자문회의에서	작업지침에	대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한	작업	경과	보고

•							낙장	복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검토	

문제점 검토 의견

세조실록의 주석(작게 두 줄로 된 글자)의 복원 방안 제사의식에 관한 기사이므로 세종실록 오례의 부분 참고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글자 자형이 다름
의미가 다른지, 태백산사고본의 오류인지 등의 여부를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음

태백산사고본에서 동일한 단어의 글자를 서로 다르게 씀 정족산사고본에서 쓰인 빈도수가 많은 글자 선택

행의 첫머리의 띄어쓰기 정족산사고본의 규칙에 따름(띄어 쓰지 않음)

중종~명종실록의 경우 판형에 비해 글자 수가 부족함
띄어쓰기 원칙, 태백산사고본 글자의 탈락 여부 등을 

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 진행

결론 : 문제점에 대해 원형복원팀 중 옥영정 님과 강문식 님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진행

•							팀명칭	변경	

	-			‘정본화’라고	하면	내용의	정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	진행하는	작업과	의미가	달

라	보임.	따라서	팀	명칭을	‘기타산엽본	정본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판형복원팀’에서	‘기타산엽본	

낙장	원형복원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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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심	권제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

원본의 상태 자문의견

원본 그대로 두고, 이러한 
사항을 보고서에 기록함

중종실록 
v.83 64장

명종실록 
v.14 2장

명종실록 
v.18 17장

명종실록 
v.18 27장

명종실록 
산엽본 v.2 8장

-	본문	글자가	탈락,	훼손된	경우

원본의 상태 편집 계획 자문의견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태백산사
고본)에서 원문 글자를 확인한 후 동일
한 책 내에서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원형 복원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함

1) 1차 자문위원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	4.	28.	(화)	10	:	30	~	11	:	5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위원	:	강문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학예연구관,	낙장복원)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							회의	안건

-	복제	대상	자료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편집	계획	설명	및	자문		

-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검토

-	재료	등	제작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문

(2)	회의	결과

①	복제	대상	자료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편집	계획	설명	및	자문		

㉮	표지	

원본의 상태 제작 계획 자문 의견

총 63책 중
비단표지 : 10책
한지표지 : 53책

원형은 전책이 비단표장이었으나 후대에 일부 한지 능화문
으로 개장된 것이므로 원형복제 방침에 따라 전책을 비단
으로 표장함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	본문	편집

-	판심이	닳아서	글자가	훼손된	경우

원본의 상태 제작 계획 자문 의견

판심이 닳아 권지 등의 
글자가 제대로 안보임 

판심부분의 제목과 권차의 글자를 동일한 권 중 가장 완전
하고 깨끗한 장을 선택하여 전 장을 편집

전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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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지의	복원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첨지의 
유형

편집 
계획

제작당시의 첨지가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 목적으로 
붙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복원하지 않음

오류임을 표시한 첨지로 
원본과 동일하게 별도로 
인쇄하여 부착함
(필사면에만 있음)

자문

의견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	기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난 첨지
(중종실록 v.100, 17번째 장)

제거하되 태백산본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

②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검토

-	기타산엽본	자료조사	및	정본화팀에서	결정한	작업지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자문의견

1. 작업지침 검토의견

• 1항 : 춘추관본과 태백산본은 같은 판본이므로 태백산본으로 하면 됨

• 2항
-   각 왕대별로 정족산본의 판형을 조사하여 1장당 몇 행, 몇 열, 몇 글자(공백 포함) 인지를 먼저 정리한 후 
판형을 짜야 함
-   낙장 페이지가 낙장 전·후 페이지의 글자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해야 함
-   태백산본을 참고로 하였을 때 어차피 완벽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본 대비 자연스러운 편집까지
는 기대할 수 없음

• 3항, 4항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합쳐서 1개 항목으로 정리

• 5항 
- 3, 4항에서 커버가 되는 내용이라 굳이 필요 없을 듯함
- 앞 뒤 실록에서 집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세조~예종은 같은 시기에 편찬된 것임)
- 이것보다 상태가 좋은 글자를 찾아 집자하는 것이 중요함

• 6항 : 글자를 해자한 후 만드는 방법도 있음

2. 기타 의견

• 작업 시작 전에 산엽본을 조사하여 낙장 부분이 있는지 확인
   (낙장이라고 한 것 중에 산엽본에서 50여 장을 찾은 바 있음)

• 태백산본을 원문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음
-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자형이 다름
- 태백산본이 정족산본 보다 정확하지 않음. 오탈자가 많음
-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의 띄어쓰기가 다름 (두 사고본의 띄어쓰기 원칙을 비교 확인해야 함)
- 태백산본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만 완벽한 복원은 불가능함

• 정본화 작업 과정 일체에 대해 자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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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문회의 

2) 2차 자문위원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15.	9.	10.	(목)	14	:	00	~	16	:	0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위원	: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보존과학)

•							회의	안건

-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	작업경과	보고	및	검토

-	작업	진행상황	보고

-	주요	재료	검토

(2)	회의	결과

①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	작업경과	보고	및	검토

논의 사항 자문 의견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글자 모양이 다름

자형의 문제인지 의미 또는 용례의 문제인지를 확인한 후, 자형의 문제라면 정족산본의 자형에 
따르고, 의미나 용례의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

태백산사고본에서 동일한 단어의 
글자가 다름

태백산사고본 편찬 당시 활자가 모자라서 3~4가지의 활자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정족산본에 사용된 글자에 따름

띄어쓰기 문제

-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띄어쓰기 규칙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족산본 낙장 부분의 글자 
수가 태백산본과 다른 이유가 띄어쓰기 문제인지 탈락된 자가 있어서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정족
산사고본을 참고로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장 부분의 원형복원에
서는 태백산본의 띄어쓰기 규칙을 따름
-   이때 글자가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 1행의 글자 수를 35행 또는 37행으로 하여 글자는 균등
하게 배분

③	재료	등	제작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자문

㉮	주요	재료	제작

구분 제작 계획 자문 의견

한지

• 물성분석 : 김형진 교수팀(국민대학교 삼림과학대학 임산생명공학과)

• 제작 업체 : 장지방(대표 장용훈) 
•   제작 방법 : 원본 물성분석 데이터값을 바탕으로 100% 국산닥과 황촉규근을 원료로 
일체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  

•   수량 : 3,500장(면지, 배접지, 여분 포함)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비단

• 물성분석 : 김아람(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 제직 : 두산손명주연구회원(김영자, 최복칠)

• 제직 방법
-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전통 베틀에서 수작업으로 제직
- 원본 표지 비단의 꼬임, 두께, 밀도 등을 분석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제직

• 수량 : 7필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염색

• 염색 :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 염색 방법
- 천연재료(쪽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염색
-   염색 색상은 각 실록의 원본 색상을 조사하여 샘플 염색 후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

• 수량 : 7필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장정용 끈

• 실염색 : 정관채(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 염색 방법 : 천연재료(소목 + 홍화염)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염색

• 제작 : 김시재(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

• 제작 방법 : 10합의 원사를 3겹으로 꼬아 제작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	인쇄	

인쇄 계획 자문의견

• 편집이 완성된 데이터를 리핑을 거쳐 인쇄판에 출력(CTP(computer to plate) 작업)

• 데이터가 입력된 인쇄판을 이용하여 교정기에서 인쇄

• 인쇄시 한상묵 선생(먹장인)이 개발한 전통먹(유연먹) 사용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	표제	제작

원본의 상태 제작 계획 자문 의견

표제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됨

비단 표장으로 된 표제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깨끗한 
표제를 따고, 원본 실록의 각각의 권차를 편집

특별한 의견 없이 계획대로 진행

㉱	표지	배접	및	장정

제작 계획 자문의견

• 장정 : 진기식(원당표구사 대표) 방법 
- 비단 배접시 천연풀을 사용하여 전통방식 방법으로 배접
- 표지의 안쪽 배접지가 비단에 밀착되도록 염주알로 고루 문질러 줌
- 오침과 지심의 구멍 위치, 표제지의 부착 위치 등을 원본과 동일하게 맞춤
※ 협력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샘플 등을 제작해서 검증한 후 작업 진행할 예정임 

진기식 표구공에 대한 검증, 평가, 
판단자료 등을 확보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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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자문위원	:	박윤미(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연구교수,	직물)

	 윤혜정(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한지)

	 이상찬(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이상현(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교수,	보존과학)

•							회의	안건		

-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	작업	결과	보고	

-	장황	검수(명종실록	표제지	위치	등	검토)

(2)	회의	결과

①	기타산엽본	낙장의	원형복원	작업	결과	보고	

논의 사항 자문 의견

태백산본의 오류 정정 내역 검토 
태백산본의 오류가 분명한 경우 정족산본 복원 시 정정하는 것은 맞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정족산본에서도 동일하게 오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띄어쓰기 문제 정족산본의 규칙을 따르되, 규칙과 상관없이 띄어쓴 경우는 태백산본을 따름

없는 글자
- 정족산본에서 찾지 못한 글자는 태백산본의 글자 사용(예 : 薅)
- 갑인자본에 없는 글자가 을해자에 있는 경우 을해자본 글자 사용(예 : 芎藭)

②	장황	검토	

논의 사항 자문 의견

세조실록~중종실록 : 오침과 표제위치를 
전년도 복제품과 동일하게 맞춤

특별한 의견 없이 견본대로 진행함

명종실록은 남아있는 비단표지 
4책의 표제 위치가 각각 달라 
복제본의 기준이 필요함 

-   현재의 표제가 모두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표제의 위치는 보통 장황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름
- 명종실록 표제는 위에서 2.5cm, 왼쪽에서 1.5cm로 띄는 것이 적당함

제3차 자문회의 

②	주요	재료	검토

구분 논의 사항 자문 의견

한지
올해 사업 대상 실록 한지는 크기와 두께가 
세 종류이며, 각각 샘플 한지를 제시하여 검토

특별한 의견 없이 샘플대로 진행하기로 함

비단

- 예종~중종실록은 13새 비단 사용.
-   명종실록은 경사의 밀도가 1cm당 약 40~ 

45올 정도(17~19새)인데, 경주나 두산에
서는 전통방식으로 짤 수 없고, 대구에서 
기계직으로 짜는 것은 가능함.

- 원형복제이므로 기계직은 사용해서는 안됨
-   박윤미 : 전수자의 전통명주는 15새 이상은 제직이 어려우므로 15새를  
써도 되리라고 생각함. 전통학교에서 짠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비싸서  
31책을 19새로 짜기에는 사업비 감당이 어려울 것임(명종실록만  
유난히 가늘고, 이외 실록들은 10~13새로 일정하지 않음)
-   이상찬 : 19새를 전통명주로 짤 경우 비용 등을 잘 알아본 후 규장각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비단 염색 
색상

-   2012년도(세조, 예종), 2013년도(성종,  
중종), 2014년도(중종) 각각 염색 색상이 
달랐으며, 해마다 색상이 진해짐.
- 명종실록 3종의 염색 색상 견본 검토
-   각 실록별로 기존 복제본과 동일한 색상 
으로 염색 여부 등 검토 

-   기타산엽본 세조, 예종, 성종실록과 정족산본 중종실록은 각 년도  
실록 복제본 제작사업에서 염색했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고, 
명종실록은 원본 비단 색상과 가장 유사한 색상으로 염색(5회 디핑)
-   인종실록의 비단표지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명종실록과 동일한  
비단 사용

장정용 끈

-   세조~성종실록 등은 종이가 얇고 두께가 
가벼움 
-   중종~명종실록 등은 종이가 두껍고 장수
가 많음

-   세조 ~ 성종실록 등 종이 두께가 얇고 비교적 가벼운 책은 10합 사용 
-   중종 ~ 명종실록 등 종이가 두껍고, 장수가 많아 무거운 책은 14합 사용 

장황 참여자 
변경

진기식 표구공에서 정찬정 표구공(장황문화
재연구소 차가방 대표)으로 변경

2012~2104년도 복제 결과물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황 참여자
를 전년도 사업 참여자로 변경함

인쇄 샘플 
검토

성종실록(규12752의 1 v.2) 인쇄 샘플 검토 원본과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인쇄가 잘 된 것으로 평가받음

제2차 자문회의 

3) 3차 자문위원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16.	1.	8.	(금)	10	:	30	~	11	:	40

•							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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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형디지털백(P65+)과	5D	Mark3	비교

중형디지털백 (P65+) 일반 카메라 (5D Mark3)

이미지센서크기 53.9×40.4mm 36×24mm

형태 CCD 센서 CMOS 센서

유효 화소수 약 6,050만 화소 약 2,230만 화소

기록 화소수 약 60.5메가픽셀(8,948×6,732) 약 22.10메가픽셀(5,760×3,840)

PHASEONE 645DF P65+

②	T스탠드	/	책받침대	사용

조선왕조실록은	일반도서보다	크기가	크고	보유하고	있는	중형	카메라의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	일

반	촬영스탠드에서	촬영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스튜디오용	T스탠드를	사용했으며	실록을	받치기	위해	충

격흡수가	되는	책받침대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주문제작한 책 받침대  T 스탠드

 Ⅴ.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유물 촬영

규장각의	촬영방침에	의해	규장각	디지털매체화팀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촬영장비와	촬

영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촬영 준비

(1)	촬영	수칙	및	관리

•							촬영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안경	외	시계,	반지	등	금속	물질	착용을	금지한다.

•							향수	및	화장품	등을	일절	금한다.

•							자료	취급	시	장갑과	마스크,	두건,	가운	등을	착용한다.

•							장갑	및	마스크	가운	등은	점검하여	수시로	교체한다.

•							작업장에	날카로운	물체를	반입하지	않는다.

•							연필이외의	필기도구는	반입을	금지한다.

•							작업장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자료의	훼손이	심할	경우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에	따른다.

•							자료	입,	반출	시	기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한다.

•							자료	보존에	위반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

•							작업장은	항시	청결을	유지	한다.	항온	20도,	항습	55%	유지한다.

•							플래시	조명은	5,500K(Kelvin)의	색온도로	태양광과	유사한	조명으로	정확한	색	재현을	가능하게	설

정	한다.

•							자료보호를	위해	조명은	직접광을	피하고	반사광을	사용한다.

(2)	촬영장비		

①	고해상도	확보를	위한	중형	디지털백	사용

고해상도	파일확보를	위해	일반	고서촬영에	사용되는	35mm	카메라보다는	해상도가	높은	중형	디지털	

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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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 제거작업에 사용된 도구

건초제거 전 건초제거 후 

2) 촬영

(1)	카메라설정

•							Time&Date	설정	:	조선왕조실록의	정확한	촬영날짜와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추후	데이터	관리와	활

용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							조리개	:	F11~F16의	조리개	수치를	설정함으로써	깊은	심도를	확보하였다.

•							셔터	:	Normal	latency(Zero	latency는	반응시간이	짧은반면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배터리

를	오래	사용	하기	위해	Normal	latency로	선택)

•							ISO	:	50~100(중형디지털백의	경우	일반	35mm	센서를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보다	노이즈	발생률이	높

다.	그렇기	때문에	감도를	높이는	것	보다는	가능한	많은	조명을	사용하여	밝기를	조리개로	조절하였다.)

•							파일포맷	:	IIQ	Raw	L(8,984×6,732)	최대	해상도설정

•							Virtual	Horizon	:	촬영	시	카메라의	수평을	잡을	때	용이했다.	수평이	되면	선이	녹색으로	표시된다.

•							Sensor+	:	Off(Sensor+를	On으로	설정하면	1,500만화소로	촬영된다.	고해상도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

③	기타	장비

조명

적용사항 디지털 촬영

장비사항

• 5,500K 태양광과 유사한 광질

• 균일한 광질 및 광량 재현

• 짧은광량 충전시간으로 신속한 촬영가능 

엄브렐라

적용사항 촬영용 조명장비

장비사항

• 직사광을 반사광으로 전환
• 엄브렐라 표면반사로 인한 고른 빛 분산
• 확산광으로 인한 피사체의 균등한 조도

그래픽 전용 모니터

적용사항 이미지 확인 및 검수

장비사항

• EIZO 모니터

•   고해상도 이미지 결과물 확인을 위한 그래픽  
전문가용 모니터

• Adobe RGB 지원

•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

(3)	촬영	전	건초제거	작업

실록을	봉안하면서	해충	및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료의	훼손방지를	위해	실록궤(櫃)에	함께	넣었던	약

초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제때	제거되지	않아	바짝	마른	풀로	변해	밀랍표면에	부착되어	

있었다.	이	건초들은	촬영	시	글자의	획을	가려	정확한	이미지	해독에	방해가	되어	복제본	제작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이	건초들은	약초로써의	기능마저도	상

실하였고,	오히려	자료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기관과	상의하여	규장각	

자체	수리복원실의	도움을	받아	건초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고,	제거된	약초는	추후	천연약초	개발	연구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규장각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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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랍본	촬영의	특징

•							피사체가	밀랍본인	점을	고려하여	피사체에	떨어지는	반사가	적고	좀	더	부드럽게	빛을	확산시키는	

은색	엄브렐라	대신	흰색	엄브렐라를	사용

•							한	면씩	촬영하여	디지털백의	최대	해상도	이미지	확보	

•							컬러패치를	촬영함으로써	컨버팅작업에서	원본과	같은	색상과	재질감을	표현

•							촬영	시	마다	캡쳐원프로그램의	루페기능으로	이미지와	원본의	1대1	대조를	통해	혹시	모를	노출	및	

포커스	오류를	방지	

•							간지작업으로	이미지의	가독성	증대	

•							모든	책에	첨지가	붙어있어	촬영	전	첨지부착	면의	위치를	사전	조사,	판심부분에	끼워져	잘	안	보이

는	첨지까지	확인	

•							첨지	밑에	가려진	글씨도	촬영하여	첨지전과	후,	두	이미지를	모두	구축

1. 사전 조사를 통해 첨지부분을 확인한다.

2. 원본과 컬러차트를 같이 촬영한다. 3. 간지작업을 해준다.

4. 한 면 촬영시마다 캡쳐원으로 노출을 확인하고 루페툴로 포커스오류를 검사한다.

이나	빠른	워크플로우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지만	고해상도의	복제본	촬영을	위해	꺼	두었다.)

•							화이트밸런스	:	Auto(촬영시작	전	기준이	되는	컬러패치를	먼저	촬영하고	Capture	one에서	화이트밸

런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했다.)

•							Storage	:	Autodetect	(Autodetect가	설정되어	있고	FireWire와	CF카드	모두	연결	되어	있다면,	

FireWire가	기본설정으로	선택	된다.	하지만	간혹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Firewire로	설정했다.)	

•							Power	Source	:	Autodetect(IEEE1394/FireWire	연결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P+백은	이를	감

지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	전력을	차단한다.	복제본	촬영시에는	컴퓨터에	연결해	모니터를	보며																									

촬영했기	때문에	IEEE1394/FireWire	연결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P65+ Main Menu

(2)	노출테스트

조명	광을	피사체에	고르게	주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점이면서	복제본	촬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균등한	노출이란	카메라	센서에	미치는	빛의	양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균등한	노출을	확인하는	

데는	노출계가	필요하다.	피사체에	닿는	빛을	노출계로	측정하여	가장	고르게	조명이	비춰줄	때	촬영을	

시작한다.	피사체의	양	옆에서	2개의	조명헤드를	이용해	45도	정도의	각도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설치한다.

	

실록의 9개 지점의 노출을 측정하고 균등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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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 

1) 편집 및 보정 원칙

•							밀랍,	오염물질,	건초	등은	이미지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글씨만	남긴다.

•							첨지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복원하지	않지만,	오자를	정정하기	위한	첨지와	필사면에서	오자

임을	표시한	첨지는	원본대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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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실록에	있는	글자를	집자한다.

•							이미지	상에서	밀랍	등을	제거할	때는	글자의	획이	탈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본문 편집 

•							기본	편집	방법

도련을 1cm로 잡고 실록사이즈에 맞춰 document를 
만든다.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이미지를 불러온다. 

원본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고 판심에 맞게 붙인 후 촬영시 왜곡된 
부분을 반듯하게 맞춘다.(사용 툴 : Free Transform, Warp)

밀랍 등 바탕색을 1차 제거한다.(사용 툴 : Smart Sharpen, 
Levels, Curves, Selective Color)

글자와 계선을 제외한 바탕색, 오염 등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제거한 후 첨지, 건초 등에 의해 획이 가려진 부분은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복원한다.(사용 툴 : Brush, Dodge, Burn)

5. 첨지 전과 후를 모두 촬영해 기록한다.

간지작업 전 후 사진 비교 직접광 사용과 반사광 촬영비교

간지작업 후 촬영 간지작업 전 촬영

직접광 촬영
(직접광 사용시 밀랍본에 의한 표
면반사가 발생해 이미지 품질을 
떨어트려 정확한 색상과 재질감 표
현이 불가능하고 글자의 정확한 
판독이 힘들다.)

반사확산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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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첨지에 의한 가려진 글자 복원

명종실록 v.4 13장 명종실록 v.4 19장 

3. 종이가 훼손되어 안보이는 글자 글자 복원

명종실록 v.2 25장 원본 명종실록 v.2 25장 편집본

명종실록 v.4 51장 원본 명종실록 v.4 51장 편집본

•							세부	편집	방법

종이	접힘,	훼손	등으로	글자가	탈락되거나	첨지	등에	의해	가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은	부분은	태백산

사고본에서	원문을	확인한	후	동일한	글자를	집자하여	원형복원하였다.		특히	중종실록~명종실록에는	여

러	종류의	첨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제1차	자문회의에서	첨지의	복원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필사본에	있

는	오자를	정정한	첨지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종실록과	명종실록에서	

판심	권제의	글자	순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원본대로	제작하기로	하였다	.	

1. 종이가 접힌 부분 복원

명종실록 v.4 1장 원본 명종실록 v.4 1장 편집본

2-1. 첨지에 의한 가려진 글자 복원

명종실록 v.4 장 원본 첨지가 분리되는 경우는 분리 후 재촬영 편집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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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제 편집 

이번	복제	대상	실록	중	비단표지가	10책,	한지표지가	53책이었으나,	모두	비단표지로	제작하기	때문에	

표제	또한	비단	표지의	표제	형식을	따랐다.	다만	권	번호	글자는	비단표제의	글자를	따서	편집하기에는	

없는	글자가	많아서	해당	책의	한지표제에서	따서	편집하였다.	기타산엽본	세조실록과	성종실록은	모두	

표지와	표제가	한지로	되어	있어	2012년도	복제사업	당시	제작했던	비단표제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인종

실록은	비단표지가	없어	능화	표지의	표제를	사용하였다.	

구분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

원본

표지

비단표지 4책, 한지표지 12책 한지표지 2책 비단표지 4책, 한지표지 27책

표제 
편집

           

3.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

이번	복제	대상	기타산엽본	총	14책	중	낙장이	있는	책은	12책이고	낙장수는	총	44장이다.	나머지	2책	

즉,	성종실록	권63(규25102)은	낙장이	없었고,	성종실록	권96~99(규12752의	1	v.4)는	낙장은	없었으나	전

체에	걸쳐	판심	윗부분에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성종실록	권96~99는	불에	타서	훼손된	글자를	집자하

여	복원하였다.	

4. 오자를 정정한 첨지 (필사면에만 있음)

명종실록 v.2 55장 원본
첨지 제거 후 인쇄하고

 첨지를 별도 제작하여 붙임
명종실록 v.2 71장 원본

첨지 제거 후 인쇄하고 
첨지를 별도 제작하여 붙임

5. 불에 타서 훼손된 글자 복원

성종실록 기타산엽본 권99 9장 원본 성종실록 기타산엽본 권99 9장 편집본

6. 제거한 첨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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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산엽본의 낙장 현황

청구기호 구분 권지 기록연월 낙장수 낙장번호 활자

규12750의 2 v.2 세조실록 권32 갑신년 세조10년 1월~3월 5 4~5, 7~9

을해자

규12751 v.3

예종실록

권5 기축년 예종1년 4월~5월 1 2

규12751 v.4 권6 기축년 예종1년 6월~7월 8 1, 13, 19, 
23, 30~33

규12751 v.5 권8 기축년 예종1년 10월~12월 4 4~7

규12752의 1 v.1 

성종실록

권59 을미년 성종6년 9월 2 9, 17

갑인자

규12752의 1 v.2 권62 을미년 성종6년 12월 1 1

규12752의 1 v.3 권81 정유년 성종8년 6월 3 4, 6, 10

규12752의 1 v.5 권271 임자년 성종23년 11월 1 18

규12754의 1 v.1 

중종실록

권30 정축년 중종12년 10월~11월 6 40~41
43~46

규12754의 1 v.4 권77 갑오년 중종29년 윤2월~8월 5 8~12

규12759 권91 기해년 중종34년 6월~9월 7 1, 25~26
28, 45~47

규12755의 1 v.2 명종실록 권16 갑인년 명종9년 1월~6월 1 6

계 12책 44

2) 낙장복원 작업 지침  

정확한	작업	진행과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규장각과	협의하여	‘기타산엽본	정본화를	위한	자료

조사	및	판형복원팀(2차	팀회의에서	기타산엽본	정본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낙장복원팀으로	명칭	변경)’

을	구성하여	낙장	복원	작업	지침을	마련하고	낙장	복원	작업	과정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1차	회의에서는	규장각에서	계약특수조건으로	제시한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에	대해	검토	확정하고,	2차	회의에서는	낙장복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

다.	또한	낙장복원	1차	완성본에	대하여	2차	회의에서	정한	팀원(강문식,	옥영정)이	오류나	문제점	등을	점

검하였다.	

낙장복원팀	회의	내용과	결과는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점검하고	확인을	받았다.	

기타산엽본	정본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낙장복원팀의	<조선왕조실록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작업지침>	

과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정족산사고본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	작업

을	진행하였다.	

3) 낙장 복원 작업 과정

(1)	낙장	부분의	내용	확인	및	데이터	확보

정족산사고본의	낙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장	앞	뒷장의	기록연월일과	내용

을	파악한	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낙장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	이미지와	한문	텍스

트를	다운로드	하였다.	그리고	원문	이미지와	한문	텍스트에	낙장	부분을	체크하여	낙장의	내용이	바로	

앞	뒷장의	내용과	정확히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구분 권지 낙장번호 낙장의 기록연월일 태백산사고본 해당 면

세조실록 권32

4~5 세조 10년 갑신년 1월 14일(정묘) 2번째기사 4장 a면~7장 a면

7~9
세조 10년 갑신년 1월 14일(정묘) 2번째기사~

1월 15일(무진) 1번째기사 8장 b면~12장 a면

예종실록

권5 2
예종 1년 기축년 4월 3일(병진) 3번째기사~

4월 6일(기미) 2번째기사 2장 a면~3장 b면

권6

1
예종 1년 기축년 6월 1일(계축) 1번째기사~

6월 2일(갑인) 3번째기사 1장 a면~2장 b면

13 예종 1년 기축년 6월 22일(갑술) 1번째기사 ~ 6번째기사 16장 a면~17장 a면

19 예종 1년 기축년 6월 29일(신사) 2번째기사 23장 b면~25장 a면

23 예종 1년 기축년 6월 29일(신사) 2번째기사 28장 b면~30장 a면

30~33
예종 1년 기축년 7월 12일(계사) 3번째기사~

7월 22일(계묘) 4번째기사 37장 b면~42장 b면

권8 4~7
예종 1년 기축년 10월 7일(정사) 1번째기사~

10월 17일(정묘) 1번째기사 4장 a면~9장 b면

성종실록

권59
9 성종 6년 을미년 9월 16일(임술) 2번째기사 13장 b면~15장 a면 

17 성종 6년 을미년 9월 19일(을축) 2번째기사 26장 a면~28장 a면

권62 1
성종 6년 을미년 12월 1일(병자) 1번째기사~

12월 8일(계미) 3번째기사 1장 a면~2장 b면

권81

4
성종 8년 정유년 6월 6일(신축) 2번째기사~

6월 9일(갑진) 2번째기사 5장 b면~7장 a면

6
성종 8년 정유년 6월 14일(기유) 1번째기사~

6월 16일(신해) 4번째기사 8장 a면~10장 b면

10
성종 8년 정유년 6월 23일(무오) 3번째 기사~

6월 28일(계해) 1번째기사 15장 a면~16장 b면

권271 18 성종 23년 임자년 11월 29일(병신) 5번째기사 ~ 7번째기사 27장 a면~28장 b면

중종실록

권30

40~41
중종 12년 정축년 11월 20일(임진) 2번째기사~

11월 22일(갑오) 1번째기사 52장 b면~55장 b면

43~46
중종 12년 정축년 11월 23일(을미) 1번째기사~

11월 29일(신축) 1번째기사 56장 b면~61장 b면 

권77 8~12
중종 29년 갑오년 3월 6일(임신) 5번째기사~

4월 10일(병오) 3번째기사 10장 a면~16장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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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권지 낙장번호 낙장의 기록연월일 태백산사고본 해당 면

중종실록 권91

1
중종 34년 기해년 6월 1일(정유) 1번째기사~ 

6월 3일(기해) 3번째기사 1장 a면~2장 b면 

25~26
중종 34년 기해년 윤7월 5일(경자) 2번째기사~ 

윤7월 7일(임인) 2번째기사 39장 a면~42장 a면

28
중종 34년 기해년 윤7월 11일(병오) 2번째기사~ 

윤7월 29일(갑자) 2번째기사 43장 b면~45장 b면

45~47
중종 34년 기해년 9월 9일(계묘) 1번째기사~ 

9월 20일(갑인) 2번째기사 71장 a면~75장 b면

명종실록 권16 6
명종 9년 갑인년 1월 21일(임술) 2번째기사~ 

1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8장 b면~10장 a면

낙장부분의 태백산본 원문 텍스트(예종실록 권5, 2장)

<예종 1년 기축년 4월 3일(병진) 3번째기사~4월 6일(기미) 2번째기사>
○承政院奉旨馳書于遷陵都監提調曰: “閔憓, 尹壕, 相繼拿來, 慮或人心驚駭, 役事懈弛。 今罪人斯得, 卽放遣尹壕, 敦匠事, 宜悉予意
諭衆, 毋或怠忽。”○丁巳/鄭同, 沈繪, 往見姜玉家, 過圓覺寺, 使頭目二人點香。 又往車孝輈家, 皆行茶禮。 同請繪歷入鄭擧家, 遣左承
旨李克增, 齎宮醞設宴以慰。○命召院相昌寧君曺錫文, 上洛君金礩, 左贊成金國光及承旨等, 令鞫安哲孫及辭連人等。 傳曰: “獄囚不
可久滯, 今可斷之, 不服者杖訊之。” 卽杖廣寒兒一次, 不服, 但云: “州人羅織, 以成此獄, 妾雖死, 安敢誣服?” 房守日守貴山, 通引終
生, 戶長韓樞, 亦杖訊之。 貴山, 終生同辭對曰: “妓來往觀察使寢房, 吾等皆見之。” 日守貴孫云: “廣寒兒非但來往而已, 留喫觀察使飯, 
餘州人所共知也。” 獄辭不一。 傳曰: “令哲孫與貴孫面質。” 貴孫無異辭, 且謂哲孫曰: “前日鞫時雨, 今又雨安知天之不爲矜憐乎? 令
公何苦諱之? 吾與令公, 素無宿嫌, 若非令公所犯, 安敢證之若是乎?” 哲孫云: “此輩 曾受杖於吾者, 有此誣言。” 且曰: “天之陰雨, 安
知不爲我曖昧事乎?” 然頗有赧色。 傳曰: “此事若實, 衆言必同, 今獄辭不一, 又在赦前, 勿論何如?” 礩啓曰: “今此等言辭不一, 折獄
甚難, 且杖鞫廣寒兒至三次, 猶不服, 更加拷掠爲難, 上敎允當。” 傳曰: “其悉放之。” 哲孫嘗嬖廣寒兒, 至於國恤, 尙不勝情猶通焉。 廣
寒兒當初鞫問, 悉皆自服, 至囚義禁府, 哲孫饋遺甚勤, 妓深感語人曰: “吾於此事, 誓死不服。” 至杖訊竟不服, 然事迹已露, 上特以恩
貰之。○戊午/兩使臣出遊慕華館, 遣都承旨權瑊, 齎宮醞宴慰。 領議政韓明澮, 上洛君金礩亦往赴, 使武士具文信等三十餘人射侯, 或
騎射甲乙槍, 或射毬 。 鄭同等嘆賞不已, 沈繪親饋武士等酒, 又自與頭目等射侯。○傳曰: “《世祖實錄》初卷已成, 入內。 予觀其例。”○兵
曹據慶尙道觀察使金謙光啓本啓: “本道饑荒, 請停戊子年秋冬等及今年春等焰硝, 待麥熟後煮取。” 從之。○戶曹參判韓致仁啓曰: “使
臣來家, 若問月山君, 者乙山君在何處, 且欲見之, 則何以答乎? 欲見乳母細心及婢五月等, 出示何如?” 傳曰: “答以月山君, 者乙山君
年少, 今在王府。 若强請見之, 則答云: ‘當啓殿下。’ 細心、五月可令出見。”○己未/先是, 右承旨尹繼謙, 回自陰城啓: “使臣語臣曰: ‘殿下
造給大家, 又立標石於先塋, 殿下之德, 不可盡說。’ 又曰: ‘同生等徵劣, 必不能看守父母墳矣, 看直奴子及田土, 須啓殿下給之,” 上令
承政院議, 政院啓曰: “奴婢六口賜給例也, 而去年從姜、金兩使之請, 已給崔安奴婢二口, 今可加給四口, 田則舊例無定數, 今從自望, 
以空閑田地一二結給之何如?” 從之。○傳曰: “予欲於慶會樓下, 請宴使臣, 日令武士射侯或騎射, 以示之。” 領議政韓明澮, 綾城君具
致寬, 寧城君崔恒、昌寧君曺錫文, 上洛君金礩, 左贊成金國光等議: “使臣欲觀寺社及射侯, 騎射, 網魚, 皆從其請。 今此請宴, 若欲觀
射侯騎射, 從請何如?” 上曰: “臨時定議。”

낙장부분의 태백산본 원문 이미지 (예종실록 권5, 2장)

2장_a면 2장_b면 3장_a면 3장_b면

(2)	책판형	제작

원형	복원복제화	대상	실록	중	세조~예종실록은	을해자본으로	책의	크기와	판형이	서로	동일하며,	중

종~명종실록은	갑인자본으로서	책의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판형은	동일하였다.	

실록명 판본
책크기(cm) / 원형기준 판형

가로 세로 행 글자수

세조실록 을해자 29.5 55.5 14 32~34

예종실록 을해자 29.5 55.5 14 32~34

성종실록 갑인자 34.5 65.8 16 36

중종실록 갑인자 35.3 65.8 16 36

명종실록 갑인자 36.3 67.5 16 36

낙장의	판형은	기본적으로	해당	책의	남아있는	장	중에서	광곽선과	계선이	비교적	깨끗한	장을	선택

하여	광곽선과	계선을	남겨놓고	글자를	모두	지워	기본	판형을	만들었다.	

예종실록 권5, 2장의 판형 성종실록 권9, 17장의 판형

낙장	부분의	글자를	집자하기	전에	태백산사고본	원문	이미지에서	낙장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	글자	수

를	파악하였다.	세조~예종실록은	1행당	글자수가	32~34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낙장	부분의	전체	글자

수를	좌우면	1장	총	28행에	행당	32~33자가	들어가도록	미리	배분하여	글자	배열	중에	글자가	남거나	모

자라지	않도록	하였다.	성종~중종실록은	좌우면	1장에	총	32행,	행당	36자로	일률적이기	때문에	1장당	

총	1,152자(여백	포함)가	들어가야	하는데,	태백산사고본의	원문	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

다.	이런	경우에는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띄어쓰기	원칙	등을	검토하여	추가할	곳이	있으면	추

가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글자수만큼	35자행을	만들어서	판형을	맞추었다(낙장복원

104  105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팀	및	자문회의의	결정).	명종실록은	기본적으로	장당	총	32행,	행당	36자로	구성되지만	날짜가	바뀔때마

다,	그리고	문장이	‘史臣曰’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줄바꾸기를	하였다.

실록명 판형 낙장
낙장의

글자수

글자 배분

a면 b면

세조실록 
권32

14행 
32~34자

4장 904자 452자
(32자 10행, 33자 4행)

452자
(32자 10행, 33자 4행)

5장 904자 451자
(32자 11행, 33자 3행)

453자
(32자 9행, 33자 5행)

7장 901자 450자
(32자 12행, 33자 2행)

451자
(32자 11행, 33자 3행)

8장 904자 452자
(32자 10행, 33자 4행)

452자
(32자 10행, 33자 4행)

9장 901자 451자
(32자 11행, 33자 3행)

450자
(32자 12행, 33자 2행)

예종실록 
권5

14행 
32~34자

2장 913자 457자
(32자 5행, 33자 9행)

456자
(32자 6행, 33자 8행)

예종실록 
권6

1장 877자
(첫행 제외)

422자
(32자 7행,  33자 6행)

455자
(32자 7행,  33자 7행)

13장 910자 454자
(32자 8행,  33자 6행)

456자
(32자 6행, 33자 8행) 

19장 922자 460자
(32자 2행, 33자 12행)

462자
(33자 14행)

23장 915자 458자
(32자 4행, 33자 10행)

457자
(32자 5행, 33자 9행)

30장 919자  458자
(32자 4행, 33자 10행)

 461자
(32자 1행, 33자 13행

31장 921자  461자
(32자 1행, 33자 13행)

460자
(32자 2행, 33자 12행)

32장 924자 462자
(33자 14행)

462자
(33자 14행)

33장 924자 462자
(33자 14행)

462자
(33자 14행)

예종실록 
권8

4장 915자 456자
(32자 6행, 33자 8행) 

459자
(32자 3행, 33자 11행) 

5장 916자  458자
(32자 4행, 33자 10행)

 458자
(32자 4행, 33자 10행)

6장 909자 457자
(32자 5행, 33자 9행)

452자
(32자 10행, 33자 4행)

예종실록 
권8

14행 
32~34자 7장 915자 457자

(32자 5행, 33자 9행)
 458자

(32자 4행, 33자 10행)

실록명 판형 낙장
낙장의

글자수

글자 배분

a면 b면

성종실록 
권59

16행 36자
(1장 1,152자)

9장 1,144자
(-8자)

띄어쓰기 추가 3자
36자 27행, 35자 5행(b면 제12~16행)

17장 1,150자
(-2자)

띄어쓰기 추가 2자 36자 32행

성종실록 
권62 1장 1,112자

(-4자, 첫행 제외)
띄어쓰기 추가 4자, 36자 32행

성종실록 
권81

4장 1,148자
(-4자)

띄어쓰기 추가 1자 36자 29행, 35자 3행
(b면 제14~16행)

6장 1,148자
(-1자)

띄어쓰기 추가 1자, 36자 32행

10장 1,152자 36자 32행

성종실록 
권271 1장 310자 36자 8행, 22자 1행(종)

중종실록 
권30

16행 36자
(1장 1,152자)

40장 1,152자 36자 32행

41장 1,151자
(-1자) 36자 31행, 35자 1행(a면 제15행)

43장 1,151자
(-1자) 36자 31행, 35자 1행(b면 제16행)

44장 1,151자
(-1자) 36자 31행, 35자 1행(a면 제14행)

45장 1,152자 36자 32행

46장 723자 띄어쓰기 1자 추가, 36자 20행, 3자 1행(종)

중종실록 
권77

8장 1,152자 띄어쓰기 1자 추가, 36자 32행

9장 1,152자 36자 32행

10장 1,152자 36자 32행

11장 1,152자 36자 32행

12장 1,150자
(-2자)

띄어쓰기 추가 1자 36자 30행, 
35자 2행(b면 제15~16행)

중종실록  
권91

1장 1,113자
(-3자, 첫행 제외) 36자 28행, 35자 3행(b면 제14~16행)

25장 1,152자 띄어쓰기 추가 2자, 36자 32행

26장 1,152자 띄어쓰기 추가 2자, 36자 32행

28장 1,151자
(-1자) 36자 31행, 35자 1행(b면 제16행)

45장 1,152자 띄어쓰기 추가 1자, 36자 32행

46장 1,151자
(-1자)

띄어쓰기 추가 2자 삭제 36자 31행, 
35자 1행(a면 제6행)

47장 1,1412자
(-10자)

띄어쓰기 추가 1자 삭제 36자 22행, 
35자 10행(a면 제7~16행)

명종실록

권16 6장 -1자 35자행 1행(b면 제1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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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자	찾기	및	집자

낙장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을	때에는	먼저	낙장이	있는	장이	해당하는	권지에서	찾고,	해당	권지에서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록에서,	해당	실록에서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활자(을해자는	을해자본,	

갑인자는	갑인자본)에서	찾았다.		

또한	글자를	찾는	과정에서	한자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한	집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

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아래한글	한문	텍스트에서	한	글자	또는	한	단어를	복사하여	국

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에서	나타난	태백산사고본	실록	

목록	중에서	찾고자	하는	글자가	있는	실록명,	권지,	기록	연월일,	기사	순서	등을	확인한	후	정족산사고본

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서	찾고자	하는	글자를	집자하여	한	글자씩	또는	한	단어씩	순서대로	입력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 화면

성종실록 권59, 9장 낙장복원

태백산사고본 권59 
9월 16일(임술) 2번째기사 중간부분

정족산사고본 성종실록 권59 
7장 a면

성종실록 권59 9장 a면(낙장)

4) 작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글자	또는	한	단어씩	집자해	넣는	과정에서	태백산사고본의	오류로	의심되거나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자형이	달라	동일한	글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띄어쓰기	원칙	등이	

다른	경우	등은	별도로	기록하여	<기타산엽본	낙장복원팀>과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자문위원회>에

서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①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의	글자	모양이	다른	경우	

글자 위치 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 해결방법

예종실록 권6 1장 a면 9행

글자 모양이 다른 글자는 이외에도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낙장 복원 작업시에는 정족산사고본
의 자형에 따라 작업하고 1차 작업 완성본에 글자가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여 <기타산엽본 낙장복원팀>
의 검토를 받았으며,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하였음.

예종실록 권6 13장 b면 2행

예종실록 권6 13장 b면 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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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위치 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 해결방법

예종실록 권6 13장 b면 6행

글자 모양이 다른 글자는 이외에도 상당수 발견되
었으며, 낙장 복원 작업시에는 정족산사고본의 자
형에 따라 작업하고 1차 작업 완성본에 글자가 다른 
부분들을 체크하여 <기타산엽본 낙장복원팀>의 검
토를 받았으며, 오류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하였
음.

예종실록 권6 30장 b면 10행

예종실록 권6 31장 a면 9행

예종실록 권6 32장 b면 9행

②	성종실록~명종실록	등	갑인자본에서	글자가	모자라는	경우

갑인자본	실록은	1장에	32행	36자,	총	1,152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태백산사고본의	낙장	부분	원

문의	글자	수가	정족산본의	판형에	못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정족산본의	띄어쓰기	원칙을	

확인한	후	태백산본의	띄어쓰기가	정족산본과	다른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추가할	곳은	추가하였다.	

정족산본의	경우	보통	왕,	왕비	등을	지칭하는	글자	앞에서는	1칸	띄어쓰기를	하였지만	줄의	첫머리에	

띄어써야	할	글자가	오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생략하였다.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의	판형이	다르기	때문

에	태백산본에서	띄어써야	할	글자가	중간에	있어서	앞에	띄어쓰기를	하더라도	정복산본	판형으로	옮기

면서	행의	첫머리에	오게	되면	띄어쓰기를	생략하였다.	또한	태백산본의	경우	행의	첫머리에	띄어써야	할	

글자가	오는	경우에	정족산본과	달리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태백산사고본의 띄어쓰기

 

띄어써야 할 글자가 행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함

정족산사고본의 띄어쓰기

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

예종실록 권6 을축(6월13일) 세번째 기사 예종실록 권6 을유(7월4일) 두번째 기사

띄어써야 할 글자가 행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 띄어쓰기를 생략함

띄어쓰기	등을	추가한	후에도	글자가	모라자는	경우에는	35자행을	만들어	판형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

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의	동일한	기사	내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조사	

등의	글자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글자	한	두자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정족산사고본과	태백산사고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글자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서,	정족산사고

본	명종실록	권31	62장의	명종	20년	11월	6일(기해)	기사	세	줄이	태백산사고본에서는	통채로	누락되어	

있었다.	

중종실록은	오대산사고본(교정쇄본)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오대산사고본을	태백산사고본과	비교하여	

교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으나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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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태백산사고본의	오류	정정	

태백산사고본에서	오류가	분명하거나	오류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낙장	복원	작업시	오류를	정정하고		

<기타산엽본	낙장복원팀>과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검토와	승인을	받았다.	

	

실록명 낙장 글자위치 태백산사고본 정족산사고본 정정근거

세조실록 
권32

2장
a면 1행
a면 4행
주석

每實牛羊豕

各一匣

每室牛羊豕

各一匣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6일 乙丑 1번째기사 

5장 b면 10행
주석 

盥手洗

手不贊

盥手帨
手不贊

6장 a면 2행 都旨承 都承旨 단순 오류

예종실록 
권6

1장 a면 7행, 8행 扁母 偏母
예종실록 6권, 
예종1년 7월 29일 庚戌 3번째 

33장 a면 11행 都總府 都摠府
a면 14행, 예종실록 6권, 
예종1년 6월 9일 辛酉 1번째 

예종실록 
권8

5장 b면 10행 呈單字 呈單子 b면 10행, 11행 동일 글자

7장 b면 3행 金童繼 金繼童 6장 a면 7행 동일인물

성종실록 
권81

6장 a면 9행 密城君珍 密城君琛
b면 11행, 성종실록 권180, 
6월 1일 경진 2번째

10장 b면 11행 戊戌 壬戌 辛酉-壬戌-癸亥

중종실록 
권30

41장 b면 1행 表裡 表裏
중종실록 권30, 
중종 12년 10월 24일(병인) 1번째기사 

43장 a면 13행
b면 4행

權撥 權橃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 10월 20일
(임술) 2번째기사, 
11월 19일(신묘 6번재 기사) 동일인물

중종실록 
권77

9장 a면 12행 體 失體 失 추가(태백산사고본 한문 텍스트)

10장

a면 10행 癸巳 甲午 년도 수정(단순오류)

a면 11행 安今丁 安金丁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3월 30일
(병신) 1번째기사 동일인물

a면 13행 刑書 刑曹 단순 오류 (태백산사고본 한문 텍스트)

b면 8행 李潤卿 李潤慶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 3월 28일
(갑오) 3번째기사 동일인물

12장 b면 10행 叙付 斜付 b면 4, 5, 6행 동일글자

중종실록 
권91

1장 a면 6행 左參資 左參贊 단순 오류(태백산사고본 한문 텍스트)

46장

a면 2행 院連源 沈連源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 9월 4일
(무술) 5번째기사 동일인물

a면 6행 上創 上箚 단순오류

a면 12행 己亥 己酉 戊申-己酉-庚申

47장
a면 4행 傳于政院 傳于政院曰 曰 추가

a면 8행 閔孝謇 閔孝騫 a면 4행, 9행 동일인물

명종실록 6장 6면 10행 丁丑 丁卯 丙寅-丁卯-戊辰

④	동일한	판본에서	글자를	찾지	못한	경우

글자 위치 글자 해결방법

중종실록 권91 1장 6행 8열 薅
갑인자본 성종~명종
실록에는 글자가 없음

태백산사고본의 글자 집자

성종실록 권81 10장 12행 14열 芎藭
갑인자본 성종~명종
실록에는 글자가 없음

을해자본 세종실록
(세종실록 19권, 세종5년 3월 22일(계묘) 

4번째기사)에서 글자 집자

4. 주요재료 확보

1) 한지 제조(장지방)

이번	복제	대상	실록은	기타산엽본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인종

실록,	명종실록	등	6종이며,	책의	크기와	한지의	두께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중종실록은	대부분	책의	두

께가	0.20mm	이상(두꺼운	경우는	0.35~0.40mm)으로	두꺼웠으나	뒷부분	4권(v.98~101)은	0.11~0.15mm

로	성종~인종실록과	비슷하였다.	기타산엽본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은	각	사업년도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당시	복제용으로	제작했던	한지의	규격,	색상,	두께대로	맞추어	제작하

였고,	중종실록	중	얇은	책	4권과	인종실록은	성종실록과	동일한	두께로	제작하였으며,	명종실록은	

0.10~0.12mm	정도로	비교적	얇은	두께로	제작하였다.	

•							복제용	한지의	크기와	두께	

실록명 한지 크기(가로×세로) 두께(mm, 도침 후) 소요 수량

세조실록

660×650 0.22 170
예종실록

성종실록

760×780

0.15 500중종실록(v.98 이후)

인종실록

중종실록(v.98 이전) 0.22 860

명종실록 0.1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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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용	한지의	제조	요건	

한지는	실록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	및	광학적	특성,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

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전통 증해방법의 잿물을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표백제 사용은 금함)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성 개선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 1차 도침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 1차 도침
- 2차 도침

(1)	복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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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작에	꼭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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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거하였다.	

•							잿물(육잿물)	:	잿물은	선조들이	가정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였고	염색할	때와	도자기	유

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메밀대,	고추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

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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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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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②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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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판에	깨끗하게	손질된	닥나무	껍질을	놓고	두드려	닥	섬유로	만든다.	일광日光으로	자연	표백하고	분쇄	

후	세척	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③			발과	발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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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련	및	가공

순수한	닥나무	껍질로	제작한	종이는	평활도平滑度가	낮아	추지법(도침)을	이용하여	종이의	표면을	매

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원본	상태조사	결과	조선왕조실록은	평활도	뿐만	아니라	광택도도	우

수하여	조선왕조실록	복제용	한지도	두드려	평활도를	높였다.

(2)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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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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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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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고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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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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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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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다.

2) 표장직물(비단) 제직

보통	조선왕조실록의	표지	비단이	13새	정도인	것에	비해	명종실록의	표지	비단은	경사의	밀도가	

1cm당	약	40~45올	정도(17~19새)로	상당히	가늘었다.	17새	이상의	비단은	경주나	두산에서	손명주로는	

제직이	불가능하고,	대구에서	기계직으로는	짤	수	있지만,	원형복제이므로	기계직은	사용할	수가	없어	자

문위원회	및	규장각과	협의하여	15새로	제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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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87호	명주짜기	조옥이	보유자가	2007년도에	사망한	이후	전수교육조교인	이

규종	선생이	명주를	짰으나	최근	연로하여	더이상	명주짜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경주	두산리에서는	여러	

사람이	명주를	제직하고	있는데	11~15새의	명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체로	11~13새의	명주를	짜고	15새

는	많이	짜지	않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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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의	크기는	가로	30~36.5cm,	세로	55~66cm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최소	38cm가	되도

록	하였고,	경주	두산리에서	기른	누에에서	손으로	실을	뽑아서	전통방법에	의해	베날기,	베메기	등의	작

업을	거치고	전통베틀에서	직조하였다.	이번	복제용	비단은	모두	두산리에서	직조하였다.

•							복제용	비단의	제직

구분 제직자 소재지 제직 수량

13새
김화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80자(2필)

이동순 80자(2필)

15새
김분순 60자(1.5필)

이동순 80자(2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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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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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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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실의	두께를	확인하며	왕쳉이(물레의	경상도	사투리)에	올린다.	어

느	정도	감기면	타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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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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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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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끼워	놓고	첫새,	중간새,	개새,	참새,	그리고	막새의	말뚝을	박고	베날기를	하는데	나는	필수에	따

라	날꼬지의	수가	많아진다.	반대편에는	들말위에	무거운	돌맹이로	고정시키고	들말	앞쪽에	꽂힌	두	

개의	막대에	날실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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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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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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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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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다.	우선	베를	물에	담가	불린	후	치대	풀기를	빼고	베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알칼리액에	삶

고	하루,	이틀	우려내	다듬는다.

실잣기 자은실 고르기

누에치기 돌것에서 실 내리기 새좇기

풀바르기

베날기 베매기 비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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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색

(1)	표지	비단

이번	복제	대상	실록	중	기타산엽본	세조~중중실록은	각	사업년도에	사용했던	복제용	실록	표지와	동

일한	색상으로	맞추고,	인종실록은	비단표지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명종실록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명종실록은	이전	실록에	비해	색상이	가장	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세조~

중종실록은	각	사업년도	실록	복제본	제작사업에서	사용했던	비단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었고,	명종

실록은	3종의	색상	견본을	제시하여	5회	디핑한	색상	견본으로	선정하였다.

표지 비단 색상 검토

①	염색전	처리(정련)

수직기에	의해	직조한	견직물에는	염색성을	방해하는	세리신(20~30%)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고

른	염색성을	확보하는	과정인	정련(숙)	과정을	거친다.	

비단 정련 정련후 건조

정련한 비단(13새) 정련한 비단(15새)

②	표지	염색	:	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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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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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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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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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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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띤	좋은	염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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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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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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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용수,	잿물이	어우러져	염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완성된	염액에	알맞게	정련(숙)	해놓은	직물을	담가	물들인다.	

118  119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색소추출 소석회 섞기

니람 완성 발효

염색하기 3회 염색 (성종실록)

5회 염색 (명종실록) 7회 염색 (중종실록)

③	실	염색	:	홍화염

홍화꽃에서	황색색소를	제거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5회	정도	반복해서	담궈	황색색소를	추출하고,	

황색색소가	제거된	홍화를	잿물(ph	10~11,	알칼리)에	치대어	홍색색소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홍화	염색

에	오미자즙(ph	3~4,	산성)을	첨가하여	중화시켜	홍화염액을	완성하여.	전년도	실염색	색상과	동일한	색

이	나올때가	반복	염색하였다.	

홍화꽃 염재 황색색소 추출(5회) 황색색소가 제거된 홍화

오미자초 만들기 잿물과 오미자초 홍색색소와 오미자초 혼합

홍색색소와 오미자초교반 실 정련하기 염색하기

염색 완성 실 정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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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황용 꼰끈 제작

염색한	명주실을	합사하고	3겹으로	꼬아	제작하며,	꼬임의	방향은	S(우)현으로	하였다.	이번	복제대상	

실록	중	세조~성종실록은	종이가	얇은	편이고	책당	매수도	많지	않아	10합의	끈으로	장정하고,	중종~명

종실록은	종이가	두껍고	책당	매수가	많아	책이	무겁고	두껍기	때문에	14합의	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0합(세조~성종실록) 14합(중종~명종실록)

꼰끈 제작

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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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PS판)에	데이터를	출력하여	판에서	찍어내는	방식으로	인쇄하였다.

1) 복제본 실록 인쇄 조건  

•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잉크	대신	먹장인(한상묵)에	의해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유연먹

으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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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통먹(유연먹)의 제조   

•							피마자	재배	및	추출	:	식물성	기름(채종유,	오동나무	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에서	유연을	채집할	수	

있으나,	비교적	구하기	쉬운	피마자	기름을	사용함

•							유연받기	:	접시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은	다음	불을	붙여서	그을음을	채집

•							반죽	:	그을음에	콩기름,	피마자유,	꿀,	황벽자추출액을	넣고	반죽

•							교반	:	반죽된	덩어리에	기름을	추가해서	인쇄기계에	적합하도록	만듦

•							숙성	:	유연먹을	섭씨	5~10도	온도에서	1주일	숙성한	후	사용

유연먹의 제조 과정

그을음 채집

반죽 숙성

인쇄용으로 만든 유연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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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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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P(Computer	to	Plate)작업)

•							데이터가	출력된	PS판을	이용하여	교정기에서	인쇄

•							일반	한지에	교정	인쇄	후	복제용	한지에	본인쇄

•							인쇄된	한지를	말리고	재단사이즈에	맞춰	재단	후	판심	접기

인쇄판(PS판 준비) 14합(중종~명종실록)

인쇄기 롤러에 반죽한 먹을 바름 먹이 롤러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롤러 회전

한지에 인쇄

6. 인쇄물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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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중점으로	검수하고,	각	책에	대한	검수	사항을	검수	기록지에	기록하였다.

•							실록원본과	대조하여	글자의	뭉개짐이나	획의	탈락	등이	없는가

•							판심	접기가	정확한가

•							인쇄	농담이	고른가

•							원본의	이물질이	글자와	겹쳐	획처럼	인쇄된	것이	없는가

•							규격과	순서가	일치하는가

기타산엽본	낙장	복원	부분은	가인쇄본을	태백산사고본	원문과	한글자씩	비교하여	오류	등을	검수하

였고,	검수가	끝난	후	한지에	최종	출력하였다.

-	인쇄물	검수일정	:	2015.	12.	7.	(월)	~	2016.	1.	6.	(수)

검수일 검수대상 책 검수자

2015년 12월 7일
중종실록 v.98, v.99, v.100, v.101
기타산엽본 성종실록 v.1

박정철, 이성임

12월 8일
기타산엽본 성종실록 v.2, v.3, v.4, v.5
기타산엽본 성종실록 권63
인종실록 v.1, v.2

박정철, 김남윤

12월 9일 중종실록 v.82, v.87, v.93, v.95 박정철, 이성임

12월 14일
기타산엽본 예종실록 v.5
중종실룩 v.94, v.96

박정철, 이성임

12월 15일 중종실록 v.83, v.89, v.91, v.92 박정철, 김남윤

12월 16일
기타산엽본 세조실록 v.2
기타산엽본 예종실록 v.3, v.4
기타산엽본 명종실록 v.2

박정철, 이성임

12월 18일 명종실록 v.1, v.3, v.4, v.6, v.7, v.19 박정철, 이성임

12월 21일 명종실록 v.5, v.11, v.12, v.13, v.15 박정철, 이성임

12월 22일 명종실록 v.2, v.10, v.14, v.20 박정철, 김남윤

12월 28일 명종실록 v.18, v.21, v.22, v.24, v.28 박정철, 이성임

12월 29일 명종실록 v.25, v.27, v.29, v.30, v.31, v.33 박정철, 김남윤

12월 30일 명종실록 v.9, v.17, v.26, v.32, v.34 박정철, 이성임

2016년 1월 4일
중종실록 v.86, v.90
낙장복원 (세조, 예종)

박정철, 이성임

2016년 1월 5일
기타산엽본 중종실록 v.1, v.4, 권91
낙장복원 (성종, 중종, 명종)

박정철, 김남윤

1월 6일 기타산엽본 재검수 박정철, 이성임, 김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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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과정에서	불합격된	인쇄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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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가필하였다.	

•							판심	접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원본과	상관없이	정중앙을	접었다.	

•							인쇄	농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재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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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 검수팀 검수

낙장 복원 완성본 검수 인쇄물 검수

7. 장황 

조선왕조실록	복제본의	장황은	정찬정(차가방	대표)	표구공이	담당하였다.	장황에	있어서는	전통풀을	

사용하고,	오침과	지심	구멍의	위치,	표제의	위치	등을	원본과	동일하게	하였다.	특히	표지	안쪽	배접지가	

표지와	들뜨지	않도록	염주알로	문질러	부드럽게	해주었다.

내지 재단 및 지심 장정

내지 재단 1 내지 재단 2 구멍 뚫기

한지심 만들기 한지심 박기 정리하기

장황 구멍 뚫기 및 압축하기

압축하기 구멍위치 확인 구멍뚫기

1차 검수시 보완할 사항 기록 재검수시 보완 여부 확인

검수 기록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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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배접

비단 펼쳐 무늬잡기 배접하기 책의 크기에 맞게 재단

건조하기 염주알로 문지르기

표제 부착

표제 부착

주실묶기

주실묶기 끈 정리하기

8.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자체 검수 

기관에	장황검수를	의뢰하기	전에	표지의	배접상태와	표제	등을	확인하고,	내지	권수와	표제	권수가	

일치하는지,	내지가	누락되거나	뒤바뀌지	않았는지	등을	자체	검수하였다.

자체 검수

2) 장황 검수  

표지의	배접상태,	장정,	표제지,	내지	페이지	등에	대해	규장각	수리복원실	담당자가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한	후	납품하였다	

장황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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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품

완성품

세조실록 권32 4~5장(낙장 복원) 예종실록 권6 12~13장(13장 낙장 복원)

성종실록 권59 16~17장(17장 낙장 복원) 중종실록 권30 40~41장(낙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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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명종실록

Ⅵ. 결론 및 사업자 제언

올해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사업	대상은	정족산사고본	중종~명종실록	총	49책과	기타산엽본	세

조~명종실록	14책	등	총	63책이며,	기타산엽본	14책	중	12책에는	낙장	44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업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산엽본	낙장	44장을	정족산사고본의	판형과	형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	작업은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먼저	실록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타산엽본	

자료조사	및	낙장복원팀’을	구성하였다.	‘기타산엽본	자료조사	및	낙장복원팀’에서는	낙장복원	작업	지침

을	만들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회의에

서	검토하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문회의에서	최종	승인·결정하였다.	

낙장	복원	과정은	①	정족산사고본의	낙장부분에	대한	내용을	태백산사고본에서	찾아서	원문	이미지

와	텍스트를	확보하고	②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사이트에서	집자할	글자나	단어를	서치하여	

찾고자	하는	글자가	포함된	실록의	권지,	년월,	기사	순서	등을	확인한	후	③	정족산사고본에서	해당	페이

지를	찾아서	집자하여	④	정족산사고본의	낙장	복원	판형에	옮겨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낙장	복원	과정에서	태백산사고본과	정족산사고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동일한	뜻의	한자의	자형이	서로	달랐고,	특히	띄어쓰기는	두	사고본의	기본	원칙은	동일한	듯	보였지만	

태백산사고본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태백산사고본에서	몇몇	오류가	발견되

기도	하였는데,	60갑자의	날자가	틀리거나	단어의	순서	바뀜,	이름	한자	표기	등	단순오류나	오류임을	증

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족산산사고본	복원시에는	정정하였다.	정정한	글자에	대해서는	기타산엽본	자료

조사	및	낙장복원팀과	자문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았고	도표로	만들어	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정족산사고본의	원형복제는	지난	3년	동안	조선왕조실록	복제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

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명종실록은	이전	왕대	실록에	비해	밀랍이	약하고	보관상태도	좋은	편이어서	바탕

색	제거	등	편집이	보다	수월하였고,	인쇄물	검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지,	비단,	염색	등	복제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는	원본	물성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법으

로	제작하였고,	인쇄용	먹	또한	여러	차례	시험	과정을	거쳐	인쇄에	가장	적합한	먹을	제조하여	사용하

였다.

이번	복제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기타산엽본의	낙장	복원이었다.	글자	한자	한자를	찾아서	옮

겨심는	작업은	인내심을	요구하였고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작업이	진행될수록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였지

만	처음	1장을	완성하는데는	꼬박	5일이	걸리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고	방대한	실록	데

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1~2	사람이	사업기간	동안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격적

인	정본화	사업을	위해서는	글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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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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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外) 7책의 지질 분석 의견서

김형진  국민대학교 교수

1. 분석방법 : 공통사항

1) 지질 분석

•							분석	대상	책	표지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표지를	상단부,	중앙부,	하단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							해당	책의	내지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책	전체	쪽수의	전반부	쪽에서	한	장,	중반부	쪽의	한	장,	후반

부	쪽의	한	장을	임의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	함.

•							해당	책의	표지와	내지의	두께는	약	3~5회	정도	반복	측정하여	최종	평균값을	얻었으며,	보고서에	평

균값,	표준편차와	표준오차를	제시하였음.

•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L&W	Micrometer,	Sweden)

-	KS	M	ISO	534

2) 비파괴 이미지 분석

•							표지는	바탕면,	표제지,	계선,	표제	글자,	실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내지	중	전반부에서	3장,	중반부에서	3장,	후반부에서	3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함.

•							내지는	여백	부분,	글자	부분,	계선	부분,	기타	부분	등으로	나누어	측정·분석하였음.

•							광원은	D65	(태양광)로	설정하고,	반사와	투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투과의	경우	×100과	

×300	배율에서	각각	여백	부분	위주로	측정하였음.

•							이미지	분석장치

-	문화재	분석용	LED	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Hi-Scope,	HS/300U).

2. 세조실록 권27(奎12750의 2, v.2)

1) 개요

•							1456년	윤6월에서	1468년	9월까지	世祖	在位年間	14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

•							정식	이름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錄》이며,	모두	49권	18책으로	간행.

•							끝의	2권은	세조대에	제작한	악보樂譜를	수록한	것으로,	《세종실록》의	악보와	함께	아악雅樂	연구의	귀

중한	자료임.

•							《세조실록》은	세조가	승하한	다음해,	즉	예종睿宗	원년(1469)	4월	1일(갑인)에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錄廳

을	설치하고	편찬하기	시작,	성종	2년(1471)	12월	15일(임오)에	완성	됨.

•							각기	3부씩	인쇄하여	사본인	정초본正草本은	춘추관	실록각에	두고,	인본은	충주·성주·전주	사고에	1

부씩	분장함.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정법 5침 안정법

크 기 세로 55.5cm×가로 29.8cm

장 수 1책 19장

광 곽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 40.5cm×23.1cm, 14行 32字 注雙行

판 심 上下黑魚尾

판본사항 乙亥字

특이사항 [권27, 32] 2책 외에 모두 缺本 임.

(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여백)

정상부 손상부 박락부

•							분석	결과	:	표지는	부분적으로	닳고	색이	바랬으며,	여러	곳에서	박락이	확인됨.

표지의 표제 글자 부분

먹의 색바램 부분 여백의 색바램 부분 먹의 크랙, 박락 부분

•							분석	결과	:	표제의	먹	부분과	여백	부분에	크랙과	박락,	색바램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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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기타 부분

표제 계선 부분 실 부분

•							분석	결과

-	먹	부분과	여백	부분에서	크랙과	색바램이	관찰됨.

-			책의	장황에	쓰인	실은	붉은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색이	많이	바랬고,	꼬임이	풀려	보풀이	일어난	

부분이	여러	곳에서	관찰됨.

앞부분 내지(여백)

색바램 부분 갈라진 부분 접힌 부분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의	경우	여백에서	색바램이	관찰됨.	

-	갈라진	곳과	접혔던	자리는	그	주변부가	하얗게	탈색되어	있음.

앞부분 내지(글자)

박락 부분 백화 부분 갈라진 부분

•							분석	결과

-	글자에서도	여백처럼	색바램이	있었고,	박락이	관찰됨.	

-	글자	부분과	글자	사이	여백	부분에서	백화현상이	관찰됨.

-	글자와	그	주변부에서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여백)

크랙, 백화현상 부분 오려붙인 부분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의	경우	여백에서	크랙과	탈색,	백화현상이	관찰됨.	

-			수정을	위해	오려	붙인	종이의	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덧붙인	종이는	원지보다	색이	더	바래있음.		

뒷장이	비쳐	보이는	뒤비침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글자와 계선)

수정한 글자의 박락 부분 글자 색바램 부분 계선 부분

•							분석	결과

-	수정	부분	글자에서	박락이	관찰됨

-	글자와	계선	주변부에서	크랙과	색바램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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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내지(여백)

색바램 부분 갈라진 부분 오염 부분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의	경우	여백에서	색바램과	크랙이	관찰됨.

-	이물질로	인한	오염,	백화현상	등이	일부에서	관찰됨.

뒷부분 내지(글자와 계선)

글자 갈라진 부분 글자 뒤 비침 부분 계선 뒤 비침, 갈라진 부분

•							분석	결과

-	글자	부분에서	색바램과	크랙이	관찰됨.

-	글자	이외의	여백	부분에서	뒤	비침	현상이	관찰됨.

-	계선과	주변부에서	탈색과	크랙,	뒤	비침	현상이	관찰됨.

여백 부분(×100) 여백 부분(×300)

정상 부분 오염 부분 오염 부분 오염(이물질) 부분

•							분석	결과

①	현미경	관찰	결과	한지	특유의	장섬유를	확인할	수	있음.

②		현미경	관찰	결과	크고	작은	이물질들이	다수	보임.	이	때문에	종이에	얼룩과	반점	등	오염현상이	

나타남.

	

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측정횟수 440 446 434

평균값 440.00㎛

표준편차 6.00

표준오차 0.29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249 295 273 257 245

227 224 248 267 266

평균값 255.10㎛

표준편차 21.40

표준오차 1.34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314 269 292 275 285

251 252 252 235 252

평균값 267.70㎛

표준편차 23.98

표준오차 1.47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322 271 268 278 266

264 277 246 233 226

평균값 265.10㎛

표준편차 26.90

표준오차 1.65

책 무게 800 

편사간격 1.6cm

발촉수 25~26개

•							앞표지	평균	두께는	440.00㎛,	뒤표지의	평균	두께는	측정	불가능하였음.

•							세조실록의	표지는	가장자리를	포함해	여러	부위에	걸쳐	접촉	및	마찰에	의한	표면	마모,	색바램	등

의	열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가장자리	양끝	부분에서	마모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었음.

•							표제는	먹으로	직접	쓰여	있었고	부분적으로	표면	마모,	탈색	등의	열화	현상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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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의	경우	마모로	인해	꼬임이	풀려	보풀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탈색	되어	원래의	붉

은	색을	잃어버림.

•							내지는	밀랍처리	되어	있으며,	황갈색으로	열화	된	부분과	마모와	백화	현상으로	하얗게	탈색된	부분

이	동시에	관찰됨.

•							내지의	평균	두께는	262.63㎛,	표준편차는	6.65	이었음.

•							글자가	수정된	부분과	오려	붙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박락	또는	크랙	현상이	

두드러짐.

•							내지	뒷부분의	경우	뒷장의	글자와	계선	등이	얼비치는	뒤	비침	현상이	두드러짐.

•							세조실록	내지의	표면	투과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바	지합	구조가	매우	조밀하였지만,	섬유에	잡티나	

이물질이	많음.

•							세조실록은	전반적으로	열화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종이	표면의	크랙,	백화	현상,	황갈색	내지	흰색으

로의	탈색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으므로	조속한	보존처리를	요하는	상황임.

3. 예종실록 권3(奎12751, v.3)

1) 역사적 배경

•							《예종실록》은	조선	제8대	국왕	예종의	재위	기간(1468년	9월~1469년	11월)	약	1년	3개월간의	역사를	

기술한	사서.

•							정식	이름은	《예종양도대왕실록睿宗襄悼大王實錄》이며,	모두	8권	3책으로	간행.

•							《예종실록》은	예종이	승하한	다음해인	성화	6년,	즉	성종	원년(1470)	2월에	춘추관春秋館에서	편찬하

라는	왕명을	받아	성종	2년(1471)	12월	《세조실록》의	편찬을	마친	후에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3년

(1472)	5월에	완성.

•							예종	원년(1469)	4월	1일(갑인)에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	안에	실록청實錄廳을	설치하

였으나,	예종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성종이	즉위한	다음	계속	이를	편찬하여	3년	후에	완료하고,	계속

하여	《예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반년	후에	완성하였다고	《성종실록》에	기록.

•							《예종실록》을	편찬한	후	《세종실록》·《문종실록》·《세조실록》과	함께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관(春秋館)

과	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사고史庫에	봉안奉安.

•							≪奎章閣圖書目錄≫에는	異本으로	기록되어	있음.	즉	서지사항은	1471년에	편찬된	乙亥字本과	동일

하나	[奎12751]	本은	권4와	권7의	2책이	缺本으로	되어	있고,	권1과	권3의	2책은	訓鍊都監活字本으

로	補刻되어	있음.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정법 5침 안정법

표지 재질 비단

크 기 세로 55.5cm×가로 29.4cm

장 수 1책 44장

광 곽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 41.2cm×23cm, 14行 23字 注雙行

판 심 上下黑魚尾

판본사항 補刻(訓鍊都監字)

(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 (비단 손상과 배접지 부분)

표지의 비단 손상 부분 손상부 아래 배접지 부분 비단 오염, 탈색 부분

•							분석	결과	: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쌓여	있으나	훼손상태가	심하다.	부분적으로	비단이	닳고	끊어져	

배접지가	들어난	곳도	있으며	탈색과	오염이	확인됨.

표제 기타 부분

계선 부분 실 부분

•							분석	결과

-	표제는	비단	표지	위에	한지를	제첨題簽하였다.	한지는	황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계선의	경우	인쇄적성이	좋지	않으며	굵은	계선의	경우	부분적으로	선이	끊어진	곳이	보이지만	얇은	

계선은	끊어진	곳이	대부분으로	먹선이	보이는	곳이	상당히	적었음.

-			책의	장황에	쓰인	실은	붉은색으로	상당부분	색이	남아있으나,	일부에서	탈색이	진행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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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글자 부분

먹 크랙, 탈색 부분 먹의 박락 부분

•							분석	결과

-	표제의	글자에서	먹의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글자는	부분적으로	박락이	일어난	곳도	있으며,	그	주변부는	다른	손상	부위에	비해	크랙과	탈색이	

더욱	두드러짐.

앞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크랙, 탈색, 오염 백화 현상

•							분석	결과

-	정상	부분이라고는	해도	전반적으로	탈색이	진행	중임.

-	밀랍처리	부분에서	열화로	인한	탈색과	크랙	및	백화	현상이	관찰됨.	

앞부분 내지(계선)

크랙 크랙, 탈색

•							분석	결과

-	계선에서	먹	부분	탈색이	관찰됨.

-	계선	주변부는	탈색과	크랙	현상이	두드러짐.

앞부분 내지(글자)

삐침 주변부 탈색 박락과 먹색 탈색 주변부 탈색과 크랙

•							분석	결과

-	글자	삐침의	주변부에서	탈색이	관찰됨.

-	글자	먹	부분에서	박락과	탈색이	관찰됨.

-	글자의	먹	부분과	주변	여백	부분에서	탈색,	크랙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 (여백)

오염물 오염물, 잡티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부의	경우	열화로	인한	탈색과	크랙이	진행	중임.

-	여백에	작은	잡티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

-	화살표가	가리키는	백색	반원	안의	오염물은	벌레	사체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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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분 내지(계선)

백화 현상, 뒤 비침 탈색, 뒤 비침

•							분석	결과

-	계선	주변부에	백화	현상	나타남.

-	계선과	주변부에	탈색과	크랙	관찰되었고,	뒤	비침	현상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글자)

탈색, 뒤 비침 백화 현상

•							분석	결과

-	글자의	탈색이	진행	중이며	뒤	비침	현상이	관찰됨.

-	글자와	인접	주변부에	백화가	진행되고	있음.

뒷부분 내지(여백)

백화 현상 이물질 접힌 주변부 백화 현상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	중	여백에서	백화	현상	나타남.

-	화살표가	가리키는	백색	반원	안의	오염물은	벌레	사체로	보임.

뒷부분 내지(글자)

백화 현상, 뒤 비침 백화 현상, 뒤 비침 주변부 크랙, 탈색 

•							분석	결과

①	글자와	주변부에	백화	현상과	뒤	비침	관찰됨.

②	글자	주변부에서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투과 이미지(×100) 투과 이미지(×300)

잡티, 섬유형태

•							분석	결과

-	섬유형태는	닥섬유로	판단됨.

-	여백	부분	전반에서	티가	다수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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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603 539 529 609

평균값 570.00㎛

표준편차 41.84

표준오차 1.75

뒤

측정횟수 580 515 555 538 492

평균값 536.00㎛

표준편차 34.20

표준오차 1,48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263 289 322 348 310

325 282 285 241 236

평균값 290.10㎛

표준편차 36.74

표준오차 2.16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244 226 230 226 211

255 173 170 303 278

평 균 값 231.60㎛

표준편차 41.73

표준오차 2.74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277 262 234 271 297

263 283 277 272 265

평균값 270.10㎛

표준편차 16.45

표준오차 1.00

책 무게 1,535g

편사간격 2cm

발 촉수 17~18개

•							앞	표지의	평균	두께는	570.00㎛,	뒤	표지의	평균	두께는	536.00㎛	임.

•							표지는	청색	비단	재질로	되어	있으나	훼손상태가	심하며	비단이	닳고	끊어져	배접지가	드러난	곳도	

있으며	탈색과	오염이	확인됨.

•							표제면의	한지는	황변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제의	인쇄적성	또한	좋지	않음.

•							예종실록의	내지는	밀랍처리	되어	있으며,	황갈색으로	열화된	부분과	마모와	백화	현상으로	하얗게	

탈색된	부분이	동시에	관찰됨.

•							글자의	먹색이	탈색된	부분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글자	주변부	여백	또한	탈색되고	크랙이	관찰된	부

분이	많았음.

•							내지의	경우	뒷장은	글자와	계선	등이	비치는	뒤비침	현상이	두드러짐.

•							예종실록	내지의	표면	투과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바	지합	구조는	매우	치밀하였지만,	섬유에	잡티나	

이물질이	다수	관찰	됨.

•							예종실록은	전반적으로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이	표면의	크랙,	탈색,	백화	현상	등이	다수

의	면에서	관찰되었으므로	보존처리를	요하는	상황임.

4. 성종실록 권지81(奎12752의 1, v.3)

1) 역사적 배경

•							《성종실록成宗實錄》은	조선	제9대	성종의	재위	기간(1469년	11월~1494년	12월)	25년	2개월간의	역사

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

•							정식	이름은	《성종강정대왕실록成宗康靖大王實錄》이며,	모두	297권	150책으로	활판	인쇄됨.

•							《성종실록》은	제14권	성종	3년	정월부터	기사의	다소多少에	상관없이	1개월을	1권으로	편철하였기	때

문에	권수가	많아지게	됨.

•							《성종실록》은	성종의	사후	4개월	뒤인	1495년(연산군	1)	4월에	춘추관春秋館	안에	실록청實錄廳을	설치

하여	편찬을	시작하여	1499년	3월에	인쇄가	완료되고	4사고史庫에	봉안함.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 정 법 5침 안정법

표지 재질 황색 한지

크 기 세로 65cm×가로 34.6cm

장 수 1책 10장

광 곽 四周單邊, 半葉匡郭 : 52.2cm×27cm, 16行 36字

판 심 上下花紋魚尾

판본사항 甲寅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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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정상부와 손상부)

정상 부분 닳아서 헤진 부분 손상 부분

•							분석	결과

-	표지는	정상	부분,	닳아서	해진	부분,	손상부분이	혼재하였음.

-	손상	부분에서는	표면이	닳아서	해지고	박락이	일어난	곳과	하얗게	탈색된	곳이	관찰됨.

표제(글자 부분)

정상 부분 탈색, 크랙 박락

•							분석	결과

-	정상	부분에서도	조금씩	먹의	탈색이	관찰됨.

-	손상	부분에서는	먹의	탈색과	크랙,	박락이	다수	관찰됨.

기타 부분(표제지, 실)

박락 부분 실 

•							분석	결과

-	표제를	붙였다	뗀	부분은	탈색과	덩어리져	갈변된	오염물이	관찰됨.

-	장황에	사용한	실은	진분홍색으로	여러	곳에서	탈색과	올	풀림이	관찰됨.

앞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잡티 잡티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였으나	크고	작은	잡티가	관찰됨.

앞 부분 내지(글자, 계선)

탈색, 박락 박락 크랙 계선

•							분석	결과

-	글자	부분에서	탈색,	크랙,	박락의	진행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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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부분 내지(여백)

크랙 접힘 탈색

•							분석	결과

-				중간	부분에서	내지	여백	부분은	전반적으로	탈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서	크랙과	접힘이	

관찰됨.

-	넓은	부위에	걸쳐서	크고	작은	잡티와	얼룩이	관찰됨.

중간 부분 내지(글자, 계선)

백화 박락 주변부 크랙, 탈색 주변부 탈색

•							분석	결과:

-	글자에서	탈색과	백화	현상	및	박락이	진행	중임.

-	글자와	계선	주변부에서	탈색과	크랙이	관찰됨.

뒷 부분 내지(여백)

잡티와 얼룩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잡티와	얼룩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뒷 부분 내지(글자, 계선)

글자 먹 상태 먹번짐, 탈색 탈색, 박락

박락, 섬유질 백화 탈색, 백화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글자	획	부분의	인쇄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삐침이나	모서리의	둥글려진	부분에

서	먹	번짐이	다소	관찰됨.

-	글자와	계선	곳곳에서	탈색과	백화	현상이	관찰됨.

-			하단	사진	中	흰색	점선	원에서	보이듯이	글자	안에는	먹이	묻지	않은	섬유질,	반대로	여백부에는	먹

이	묻은	섬유질	부분이	관찰되었음.

-			글자	주변부는	전반적으로	탈색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백부와	마찬가지로	잡티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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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부분

×100 ×300

잡티 오염물

•							분석	결과

-	섬유	내	크고	작은	잡티들이	다수	관찰됨.

-	잡티와	함께	크고	작은	검은	색	오염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376 368 380 455 478 378 372

평균값 401.00㎛

표준편차 45.41

표준오차 2.27

뒤

측정횟수 273 310 296 277 306 278

평균값 290.00㎛

표준편차 16.09

표준오차 0.94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327 376 404 364 347

355 317 294 318 314

평균값 341.60㎛

표준편차 33.65

표준오차 1.82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377 368 384 380 402

366 362 362 405 389

평균값 379.50㎛

표준편차 15.64

표준오차 0.80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239 235 227 248 251

240 255 215 219 222

평균값 235.10㎛

표준편차 13.96

표준오차 0.91

책 무게 631g

•							앞표지	평균	두께는	401.00㎛,	뒤표지의	평균	두께는	290.00㎛	임.

•							내지는	앞부분의	평균	두께는	341.60㎛,	중간부분은	379.50㎛,	뒷부분은	235.10㎛	임.

•							표지는	황색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정상부분과	닳아서	해진	부분,	박락이	일어난	손상	부분이	혼

재함.

•							표제면으로	제첨된	한지는	황변이	진행되고	있으며	표제의	인쇄적성	또한	좋지	않았다.

•							성종실록의	내지에서는	크랙과	탈색이	주고	관찰됨.

•							글자는	먹색이	바래고	탈색된	곳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글자	주변부	또한	탈색되고	갈라진	곳이	많

았음.

•							성종실록	내지	표면의	투과	이미지를	통해	관찰한	바	지합	구조가	매우	조밀하였지만,	섬유에	잡티나	

이물질이	많음.

•							성종실록은	전반적으로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이	표면에	크랙과	탈색이	여러	곳에서	관찰

되었으므로	조속한	보존처리를	요하는	상황임.

5. 중종실록 권지96(奎12729)

1) 역사적 배경

•							1506년	9월부터	1544년	11월까지	中宗	재위년	간의	역사를	수록.

•							1546년(明宗	元)	5월	편찬에	착수하여	1550년	10월에	완성되었다.	

•							편찬자는	이지李芝·윤개尹漑·박수량朴守良·심통원沈通源	등이고,	燕山君이	폐위	되었기	때문에	踰年稱

元法을	사용하지	않고	卽位年稱元法을	채용하고	있다.

•							卷頭書名은	＜중종공희휘문소무흠인성효대왕실록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實錄＞이다.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정법 5침 안정법

표지 재질 황색 한지

크 기 세로 65.8cm×가로 35cm

장 수 1책 48장

광 곽 四周單邊, 半葉匡郭 : 52.5cm×27.2cm, 16行 36字, 注雙行

판 심 上下花紋魚尾

판본사항 甲寅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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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손상부분)

접힌 부분 구멍난 부분 장황 실 보풀

•							분석	결과

-	표지	중	접힌	자국과	그	주변부에서	탈색이	관찰됨.	접힌	자국에서	섬유질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음.

-			표지에	구멍이	나	속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이며	배접지가	부풀어	올라	있고	잡티	등으로	오염되어	있

는	상태임.

-	장황에	쓰인	실은	분홍색으로	부분적으로	탈색이	있으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난	상태임.

표제 글자 

탈색 보풀 탈색, 박락, 보풀 박락

•							분석	결과

-			글자가	적힌	한지	전반에	걸쳐	보풀이	관찰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표제	글자	여러	곳에서도	보풀이	관찰됨.

-	표제	글자	여러	곳에서	먹의	박락과	탈색이	관찰됨.

앞부분 내지(여백)

정상부 잡티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심한	훼손이나	손상	없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	한지	특유의	장섬유가	보였고,	검은	반점같은	잡티가	다수	관찰됨.

앞부분 내지(계선, 글자)

계선 글자 먹 번짐

•							분석	결과

-	계선과	글자에서	보풀과	먹	번짐이	상당	부분	관찰되었음.

표지 부분(손상부분)

탈색, 먹 번짐 보풀 크랙, 탈색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글자는	보풀로	인쇄적성이	좋지	않고	먹	번짐이	관찰됨.

-	먹색이	흐려지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박락과	크랙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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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부분 내지(여백)

탈색 탈색, 잡티 크랙, 잡티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의	경우	여백에서	크랙과	탈색이	다수	관찰됨.

-	크고	작은	반점과	얼룩	등이	관찰됨.

중간 부분 내지(계선)

박락, 주변부 박락 부분 확대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계선의	경우	먹의	박락이	있었으며,	계선	주변부에서	크랙과	탈색,	백화	현상이	

관찰됨.

				

중간 부분 내지(글자)

탈색, 보풀, 먹 번짐 주변부 크랙, 탈색 박락

•							분석	결과

-	글자	획	부분에서	먹의	탈색과	번짐이	관찰되었고,	보풀로	인해	미	인쇄된	부분이	있음.

-	글자	주변	여백부에서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글자의	먹	부분에서	박락이	다수	관찰됨.

뒷부분 내지(여백)

크랙 크랙, 탈색 접힌 부분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여백부의	경우	크랙과	탈색	부분이	다수	관찰됨.

-	접혔던	자국과	그	주변부에서	탈색이	관찰됨.

뒷부분 내지(계선)

박락 박락, 탈색

•							분석	결과

-	계선에서	박락과	탈색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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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 내지(글자)

먹 번짐, 보풀 박락, 탈색 보풀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글자는	전반적으로	보풀이	많이	발생한	상태임.

-	글자에서	공통적으로	먹의	박락과	탈색이	관찰됨.

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608 592 640 650 629

평균값 623.80㎛

표준편차 23.65

표준오차 0.95

뒤

측정횟수 664 566 540 516 406

평균값 538.40㎛

표준편차 92.97

표준오차 4.01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316 309 301 298 312

319 290 232 258 272

평균값 290.70㎛

표준편차 28.39

표준오차 1.67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368 313 294 303 286

279 313 283 294 289

평균값 302.20㎛

표준편차 15.64

표준오차 0.80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239 235 227 248 251

240 255 215 219 222

평균값 235.10㎛

표준편차 25.91

표준오차 1.49

•							앞표지	평균	두께는	623.80㎛,	뒤표지의	평균	두께는	538.40㎛	임.

•							내지는	앞부분의	평균	두께는	290.70㎛,	중간부분은	302.20㎛,	뒷부분은	235.10㎛	임.

•							표지는	황색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접혔던	자리와	구멍난	부분이	관찰됨.

•							중종실록	권지	96의	경우	한지에	보풀이	많이	일어	있는	상태임.

•							인쇄된	글자와	계선에서도	보풀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먹	번짐이	두드러지게	관찰됨.

6. 중종실록 권지98(奎12729)

1) 역사적 배경

5.	중종실록	권지	96과	동일함.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중종실록	권지	96과	동일함.

(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비단)

빛 바램 닳아 헤진 부분 덧댄 부분

•							분석	결과

-	권지98의	장황은	청색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비단부의	손상이	심함.

-	손상은	색이	바랜	것과	닳아	해진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손상	부위에	비단을	덧댄	부분이	있으나	이곳	역시	빛이	바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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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부분(계선, 실)

탈색 먹 번짐 탈색, 먹 번짐

•							분석	결과

-	표제	글자는	탈색이	진행되고	있음.

-	글자	끝부분에	먹	번짐이	약간씩	있음.

표지 부분(계선, 장황 실)

계선 장황 실

•							분석	결과

-	표제는	비단	표지	위에	한지를	제첨하였고	그	위에	인쇄하였음.

-	글자	끝부분에	먹	번짐이	약간씩	있음.

			

속표지, 앞부분 내지 여백 부분

속표지(곰팡이) 앞부분 내지의 여백(잡티)

•							분석	결과

-	속표지의	경우	곰팡이가	핀	부분이	관찰됨.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	부분에는	크고	작은	잡티가	넓게	퍼져	있음.

앞부분 내지(계선, 글자)

박락 탈색, 박락 먹 번짐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계선의	경우	박락된	곳이	관찰됨.

-	앞부분	내지의	글자에서는	탈색,	박락,	먹	번짐이	약간씩	보임.

				

중간부분 내지(여백)

크랙, 탈색 탈색, 오염 접힌 부분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여백	부분은	대체로	탈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먹이	튄	듯이	검은색	오염물과	작은	잡티들이	다수	

보임.

-	접혔던	자국과	그	주변부에서	탈색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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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부분 내지(글자)

크랙, 먹 번짐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글자의	경우	먹의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글자의	끝부분에서	한지의	섬유질을	따라	먹	번짐이	관찰됨.

				

뒷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크랙, 탈색 잡티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여백	부분에서	검은	색의	잡티가	다수	관찰됨.

	

뒷부분 내지(계선, 글자)

계선 글자와 주변부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의	계선과	그	주변부의	경우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뒷부분	내지의	글자에서도	계선처럼	크랙과	탈색이	관찰됨.

-	글자	끝부분에서	박락과	약간의	먹	번짐이	관찰됨.

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538 465 490 492 530

평균값 503.00㎛

표준편차 30.36

표준오차 1.35

뒤 측정횟수 측정 불가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666 694 678 718 644

707 682 676 870 735

평균값 707.00

표준편차 63.00

표준오차 2.37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697 701 635 657

676 735 677 634 636

평균값 672.00㎛

표준편차 35.02

표준오차 1.35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342 348 331 333 351

298 320 332 310 320

평균값 328.50㎛

표준편차 16.75

표준오차 0.92

편사간격 2.6 cm

발촉수 18 개

•							앞표지	평균	두께는	503.00㎛	이고	뒤표지는	측정이	불가하였음.

•							내지의	앞부분	평균	두께는	707.00㎛,	중간부분은	672.00㎛,	뒷부분은	328.50㎛	임.

•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손상되어	속	배접지가	드러난	곳이	있음.

•							속표지가	있으며	이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를	요함.

•							내지의	경우	탈색과	크랙이	다수	관찰되었고	이로	인해	인쇄상태가	좋지	못함.

•							글자와	계선에서	탈색,	박락,	먹	번짐이	다수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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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종실록 권지2 (奎12730)

1) 역사적 배경

•							1544年	11月에서	1545年	7月까지	仁宗	재위년	간의	사실을	기록.

•							卷頭書名은＜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錄＞임.

•							편찬계획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中宗實錄≫을	편찬할	때	함께	편찬하여	완성되었으므로	편찬

자는	≪中宗實錄≫과	동일함.	1546년(明宗	元)에	편찬을	시작하여	1550년에	완성되었음.

•							鼎足山本	임.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정법 5침 안정법

표지 재질 황색 한지

크 기 세로 65.8cm×가로 35cm

장 수 1책 57장

광 곽 四周單邊, 半葉匡郭 : 52.5cm×27.2cm, 16行 36字, 注雙行

판 심 上下花紋魚尾

판본사항 甲寅字

(2)	이미지	분석

표지

정상부 접힌 부분 장황 실

•							분석	결과

-	표지는	황색	한지로	장황되어	있고	닳아서	헤진	곳이	관찰됨.

-	접혔던	부분에서	오염물이	덩어리져	붙어	있는	것이	관찰됨.

-			장황	실은	진분홍색으로	색으로	탈색이	시작된	곳이	조금	있지만	올풀림이나	보풀	없이	대체로	양호함.

표제(계선, 글자)

계선 글자 

•							분석	결과

-	표제지는	황색	한지로	제첨되어	있고,	닳고	해지거나	탈색된	부위가	있음.

-	계선과	표제	역시도	표제지처럼	닳아서	해진	부분이	많음.

앞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크랙, 탈색 크랙, 탈색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크랙과	탈색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이미	진행되어	손상이	심한	곳이	동

시에	관찰됨.

-	여백	부분에는	작은	잡티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164  165



제 1장  조선왕조실록 복제본 제작 사업2권  대체본

앞부분 내지(계선, 글자)

오염, 크랙 오염 오염, 주변부 크랙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글자들	중	일부에	황색	물방울	모양의	오염물이	붙어	있는	상태임.

-	글자를	포함한	주변부에	크랙	및	탈색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여백)

잡티 크랙 크랙, 탈색, 잡티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크랙이	시작된	부분과	이미	진행된	부분이	동시에	관찰됨.

-	다양한	크기의	검은	색	잡티가	여백	부분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

				

중간부분 내지(계선, 글자)

계선 주변부 뒤 비침 글자 삐침 부분 글자 획 끝부분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계선과	글자	모두	먹	번짐	없이	인쇄상태가	양호함.

-	부분적으로	섬유질을	따라	주변부에	먹이	묻어난	곳이	있음.

뒷부분 내지(여백)

잡티 크랙 크랙, 탈색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에서	여백에	여러	크기의	잡티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크랙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으며	주변부가	하얗게	탈색되어	있음.

				

뒷부분 내지(계선, 글자)

계선 주변부 뒤 비침 글자 박락 글자 획 끝부분

•							분석	결과

-	계선과	글자	모두	먹	번짐	없이	인쇄상태가	양호한	편임.

-	일부	글자에서	먹의	박락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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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606 638 621 563 544

평균값 594.40㎛

표준편차 39.59

표준오차 1.62

뒤

측정횟수 511 563 505 392 389

평균값 472.00㎛

표준편차 77.75

표준오차 3.58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247 230 239 234 238

221 257 246 256 231

평균값 239.90㎛

표준편차 11.61

표준오차 0.75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316 270 279 306 231

305 281 275 302 300

평균값 286.50㎛

표준편차 24.91

표준오차 1.47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238 264 235 265 325

289 269 270 276 254

평균값 268.50㎛

표준편차 25.75

표준오차 1.57

•							앞표지	평균	두께는	594.40㎛,	뒤표지의	평균	두께는	472.00㎛	임.

•							내지에서	앞부분의	평균	두께는	239.00㎛,	중간부분은	286.50㎛,	뒷부분은	268.50㎛임.

•							표지는	황색	한지로	장황되어	있으며	접힌	자국이	있음.

•							내지에서	크랙과	탈색이	다수	관찰되었음.

•							인쇄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박락이	약간	관찰되었고,	뒷부분	내지의	경우	한지가	얇아	뒤비침	현

상이	있음.

8. 명종실록 권지9 (奎12731)

1) 역사적 배경

•							1545년	7월에서	1567년	6월까지	明宗	재위년간의	사실을	기록.

•							卷頭書名은	＜明宗大王實錄＞임.

•							1568년(宣祖	元)	9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571년	4월에	완성되었으며,	편찬자는	洪暹·吳謙·李滉·李

鐸	등임.

•							鼎足山本	임.

2) 형태사항과 지질 및 이미지 분석

(1)	형태사항

장정법 5침 안정법

표지 재질 청색 비단

크 기 세로 60.5cm×가로 36.5cm

장 수 1책 76장

광 곽 四周單邊, 半葉匡郭 : 52.5cm×27.2cm, 16行 36字 注雙行

판 심 上下花紋魚尾

(2)	이미지	분석

표지 부분(비단)

정상 부분 손상 부분 손상 부분 배접지

속배접지 오염 탈색, 올 풀림 장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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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	명종실록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음.

-	비단	표지	중	일부는	심하게	훼손되어	속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임.

-	속	배접지에는	섬유질이	많이	보이며	작은	잡티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비단	표지	중	일부에서	탈색되고	올이	풀린	부분이	관찰됨.

-	비단과	속	배접지	표면에서	얼룩과	오염물이	관찰되었음.

-		장황에	사용된	실은	붉은	색으로	탈색과	올	풀림,	보풀이	등이	거의	없는	양호한	상태임.

				

표제 부분(계선, 글자)

표제지 계선 글자

•							분석	결과

-	표제지는	비단	위에	한지를	제첨	하였음.

-	표제지의	계선에서는	마모로	인해	닳아서	해지거나	박락된	부분이	관찰됨.

-	표제	글자	중	끝부분에서	크랙과	박락이	관찰됨.

				

앞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오려붙인 경계면

•							분석	결과

-	앞부분	내지에서	여백	부분은	대체로	양호함.

-			여백부분에서	오려붙인	경계면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그	주위에	검색은	잡티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됨.

중간부분 내지(여백)

정상 부분 접힌 부분 백화 부분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에서	여백의	경우	크고	작은	잡티들이	다수	관찰됨.

-	접힌	자국과	그	주변부에서	탈색이	관찰됨.

-	백화현상이	관찰된	부분이	있음.

	

중간부분 내지(계선, 글자)

계선(크랙) 글자(박락)

•							분석	결과

-	중간부분	내지의	경우	계선에서	크랙이	관찰되었음.

-	중간부분	내지의	경우	글자에서	박락이	다수	관찰됨.

뒷부분 내지 (여백)

잡티

•							분석	결과

-	뒷부분	내지의	경우	여백에서	다수의	잡티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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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및 내지의 지질 분석에 대한 고찰

두 께

표지

앞 측정횟수 측정 못함

뒤

측정횟수

584 591 621 611 709

832 719 669 618 700

평균값 665.40㎛

표준편차 76.80

표준오차 2.98

내지

(앞부분)

측정횟수

238 229 224 356 237

236 252 249 294 244

평균값 255.90㎛

표준편차 40.13

표준오차 2.51

내지

(중간부분)

측정횟수

296 326 324 421 371

391 339 340 329 339

평균값 347.60㎛

표준편차 36.60

표준오차 1.96

내지

(뒷부분)

측정횟수

235 235 225 224 220

222 233 245 241 212

평균값 229.20㎛

표준편차 10.26

표준오차 0.68

•							앞표지의	두께는	측정이	불가하였고	뒷	표지의	평균	두께는	665.40㎛임.

•							내지에서	앞부분의	평균	두께는	255.90㎛,	중간부분은	347.60㎛,	뒷부분은	229.20㎛임.

•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손상	부위는	속	배접지가	드러난	상태임.

•							속배접지에서	얼룩과	오염물이	다수	관찰됨.

•							내지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잡티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크랙과	탈색이	다수	관찰됨.

•							내지는	뒤로	갈수록	얇아	뒷장이	얼비치는	뒤	비침	현상이	관찰됨.

9. 조선왕조실록 복제에 따른 한지의 제안

•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실록으로서	25대	472년간의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세계적인	역사서

•							또한	조선시대의	종합	사서,	종합	민족	문화서로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사상,	생활	등	각	방면

의	역사적	사실	망라하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진수

•							한국	인쇄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역사서로서	사용된	한지의	지질,	인쇄상태	등이	매우	우수한	상

태로	현존하고	있음.

•							조선왕조실록의	두드러진	특징은	한지에	필사	또는	인쇄한	다음	밀납처리하여	반을	접어	제책함.

•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상태에	대한	기	연구에	의하면	밀납처리는	봉밀을	용해시킨	다음	용액에	한지를	

담근	다음	꺼내어	건조시킨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분석	한	바	접힌	종이	사이에	봉밀이	용출된	분말	덩어리들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지질이	서로	붙은	다음	경화되어	꺽이거나	부스러지는	손상원인이	관찰됨.

•							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의	밀랍	도포량은	균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순밀랍량으로

서	50~85	g/m2	정도로	분석됨.

•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고급	품질의	수록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복제용	한지의	품질은	한지의	제조공정	조건뿐만	아니라	보존	특성을	고려하여	초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선왕조실록의	기본적인	물성	및	현미경	이미지	등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제작하고자	하는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인자를	고려하여	초지한	수록한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제용 한지의 제조조건 및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제안 사항

•							섬유배합비	:	국산닥을	사용할	것을	제안

•							증해	조건	:	전통	증해방법의	잿물을	사용할	것을	제안

•							표백	방법	:	표백제	사용은	금하고	일광유수표백을	권장

•							고해	방법	:	타고해에	의한	고해방법을	권장

•							점질물	: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에	의한	초지성	개선을	권장

•							초지	방법	:	흘림뜨기	초지법을	권장

•							건조	방법	:	철판(스테인레스	스틸	강판)	또는	목판건조를	권장

•							도침	:	인쇄성	향상을	위한	도침처리를	권장

•							평량	:		기	연구된	결과에	따라	밀납	도포량을	제외한	평량으로서	60g/m2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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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조선왕조실록 표장직물 분석

김아람 단국대학교 전통복식연구소 연구원

본고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예종대왕실록睿宗大王實錄』,	『중종대왕실록中宗大王實

錄』,	『명종대왕실록明宗大王實錄』	중	표장이	직물로	된	책	중	일부	책의	표장과	표제	직물을	분석한	보

고서이다.	

표장과	표제에	사용된	직물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유물의	상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은	유물의	보

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유물	복제에	사용할	직물의	제직시에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표장직물과	표제직물에	대한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복제용	직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유물

조사	대상	유물	목록은	아래와	같이	총	10건이다.

표 1   조사 대상 유물 목록 

서 명 권
조사부분

비고
앞 뒤 표제 끈

1 예종대왕실록 5-1 ○ ○ - ○

2 예종대왕실록 5-2 ○ ○ - - 표제 없음

3 중종대왕실록 85 ○ ○ - -

4 중종대왕실록 97 ○ ○ - ○

5 중종대왕실록 98 ○ ○ - -

6 중종대왕실록 99 ○ ○ - ○

7 명종대왕실록 9 ○ ○ - -

8 명종대왕실록 15 ○ ○ ○ ○

9 명종대왕실록 21 ○ ○ ○ ○

10 명종대왕실록 25 ○ ○ ○ -

2) 조사방법

조사	대상	10건의	표장직물은	대부분	책의	가장자리가	닳아	해지거나	구멍이	나서	다른	직물로	보수

補修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여러	곳에	보수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	원직물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

들이	많았는데,	가능한	‘원직물’을	찾아서	조사하고	원직물	이외에	보수에	사용된	직물도	함께	조사하였

다.	원직물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실록	전체를	덮고	있는	직물을	‘겉직물’이라	하였고	구멍에	

조각천을	넣어	보수한	경우와	겉직물에	덮여있는	직물은	‘안직물’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	겉직물에	덮여있

지	않은	직물은	직물의	위치를	표기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의	표장	및	표제직물은	먼저	육안으로	대략적인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손상과	오염	정도	

등을	살펴보았다.		확대경[룩베]으로	<그림	2>와	같이	표장과	표제직물의	올이	고른	부분을	세밀하게	관

찰,	촬영하여	직물의	조직과	실의	꼬임	등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밀도를	측정하였다.	현미경	관찰도	

확대경	관찰과	같이	올이	고르고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지정하여	<그림	3>과	같이	저배율과	고배율로	확

대	촬영하였다.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가지고	표장과	표제직물에	사용된	실의	경사와	위사	굵기를	파악하

고	직물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실은	굵기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기록하고,	직물의	밀도는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확대경으로	측정한	밀도와	비교	정리하여	오차를	줄였다.	표장과	표제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직

물의	식서	방향이	확인되는	부분은	직물의	식서	방향을	따랐으나,	식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책의	세로	

방향을	식서	방향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색차계를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직물에	남아있는	색을	측정하는데	측색은	책의	앞면

과	뒷면에서	각각	색이	짙은	부분과	옅은	부분	등	여러	부분을	측정하고	보수로	인하여	표장직물에	다양

한	색이	있는	경우	원직물을	우선	측정하고	다른	색	부분을	측정하였다.

<그림 1> 직물표기 예시

<그림 2> 확대경 관찰 <그림 3> 현미경 관찰 <그림 4> 색차계 측정

②  안직물

①  겉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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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별 표장직물의 특성

복제	대상	실록	10건의	측색	값과	직물의	밀도,	실의	직경,	현미경	이미지	등	직물의	특성을	정리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睿宗大王實錄 卷 5-1

표 2   측색(睿宗大王實錄 卷 5-1)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3.8 -0.8 -2.6

2 47.4 -1.2 -4.3

3 46.6 -1.3 -6.3

표장

<뒤>

1 45.3 -0.9 -5.5

2 47.0 -1.4 -4.9

3 45.8 -1.3 -6.4<앞> <뒤>

표 3   현미경 조사(睿宗大王實錄 卷 5-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주(紬)

경사 26 없음 0.23~0.54

위사 15 없음 0.53~0.70

표장(뒤) 주(紬)

경사 24 없음 0.20~0.43

위사 22 없음 0.28~0.39

2) 睿宗大王實錄 卷 5-2

표 4   측색(睿宗大王實錄 卷 5-2)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9.1 -0.4 -0.7

2 50.6 -0.9 -0.5

3 47.6 -0.3 -0.8

4 49.7 -1.7 -4.6

표장

<뒤>

1 39.7 -1.4 +0.9

2 37.5 +1.8 -0.6
<앞> <뒤>

표 5   현미경 조사(睿宗大王實錄 卷 5-2)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주(紬)

경사 19 없음 0.31~0.60

위사 13 없음 0.48~0.79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20 없음 0.35~0.68

위사 24 없음 0.23~0.35

표장(뒤)

(안직물)
주(紬)

경사 40 없음 0.17~0.25

위사 30 없음 0.2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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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宗大王實錄 卷 85

표 6   측색(中宗大王實錄 卷 85)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8.0 +0.0 -5.7

2 47.4 -0.6 -4.1

3 48.9 -1.0 -4.4

표장

<뒤>

1 44.9 -3.1 -5.5

2 43.2 -1.6 +0.1

3 48.7 -0.5 +2.7
<앞> <뒤>

표 7   현미경 조사(中宗大王實錄 卷 85)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주(紬)

경사 21 없음 0.23~0.55

위사 23 없음 0.25~0.67

표장(뒤)

(원직물)
주(紬)

경사 30 없음 0.25~0.33

위사 46 없음 0.20~0.26

표장(뒤)

(중간직물)
주(紬)

경사 21 없음 0.25~0.58

위사 17 없음 0.41~0.50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17 없음 0.49~0.62

위사 21 없음 0.18~0.27

표장(뒤)

(아랫부분)
주(紬)

경사 15 없음 0.49~0.82

위사 23 없음 0.18~0.32

4) 中宗大王實錄 卷 97

표 8   측색(中宗大王實錄 卷 97)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6.6 -0.8 -4.3

2 45.4 -1.2 -2.8

3 47.9 -0.9 -2.7

표장

<뒤>

1 56.9 +2.3 +7.3

2 55.0 +1.9 +6.1

3 54.7 +2.6 +7.1
<앞> <뒤>

표 9   현미경 조사(中宗大王實錄 卷 97)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겉직물)
주(紬)

경사 16 없음 0.43~0.62

위사 25 없음 0.30~0.58

표장(앞)

(원직물)
주(紬)

경사 15 없음 0.48~0.60

위사 22 없음 0.38~0.55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17 없음 0.30~0.45

위사 22 없음 0.30~0.52

표장(뒤)

(원직물)
주(紬)

경사 19 없음 0.25~0.41

위사 22 없음 0.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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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宗大王實錄 卷 98

표 10   측색(中宗大王實錄 卷 98)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54.2 +1.5 +3.6

2 50.8 +0.5 +2.2

3 51.7 +0.3 +0.6

표장

<뒤>
- - - -<앞>

표 11   현미경 조사(中宗大王實錄 卷 98)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주(紬)

경사 16 없음 0.31~0.48

위사 21 없음 0.36~0.48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28 없음 0.15~0.30

위사 19 없음 0.45~0.58

표장(뒤)

(윗부분1)
주(紬)

경사 21 없음 0.40~0.53

위사 19 없음 0.14~0.29

표장(뒤)

(윗부분2)
견(絹)

경사 70 S꼬임 0.10~0.17

위사 21 없음 0.10~0.14

6) 中宗大王實錄 卷 99

표 12   측색(中宗大王實錄 卷 99)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0.0 -1.6 -2.1

2 41.3 -1.2 -1.8

3 41.3 -1.7 -2.9

표장

<뒤>

1 42.0 -1.1 -5.0

2 39.4 -1.6 -6.2

3 42.6 -2.9 -10.6<앞> <뒤>

표 13   현미경 조사(中宗大王實錄 卷 99)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겉직물)
주(紬)

경사 25 없음 0.30~0.58

위사 22 없음 0.18~0.30

표장(앞)

(안직물)
주(紬)

경사 16 없음 0.50~0.65

위사 23 없음 0.26~0.41

표장(뒤) 주(紬)

경사 21 없음 0.43~0.60

위사 25 없음 0.24~0.43

표장(뒤)

(사이직물)
주(紬)

경사 15 없음 0.50~0.65

위사 22 없음 0.25~0.42

표장(뒤)

(끈부분)
주(紬)

경사 26 없음 0.21~0.38

위사 15 없음 0.4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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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明宗大王實錄 卷 9

표 14   측색(明宗大王實錄 卷 9)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37.5 -1.4 -6.3

2 38.8 -2.3 -6.2

3 35.5 -1.8 -6.9

표장

<뒤>

1 39.2 -2.1 -7.6

2 43.9 -1.4 -2.3

3 40.1 -2.5 -5.0<앞> <뒤>

표 15   현미경 조사(明宗大王實錄 卷 9)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겉직물)
주(紬)

경사 40 없음 0.15~0.25

위사 39 없음
0.23~0.28
실굵기 고름

표장(앞)

(끈윗쪽)
주(紬)

경사 20 없음 0.40~0.77

위사 30 없음 0.27~0.38

표장(앞)

(끈아랫쪽)
주(紬)

경사 35 없음 0.12~0.27

위사 30 없음 0.30~0.41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20 없음 0.44~0.70

위사 25 없음 0.18~0.37

표장(뒤)

(안직물)
주(紬)

경사 16 없음 0.53~0.85

위사 24 없음 0.23~0.45

8) 明宗大王實錄 卷 15

표 16   측색(明宗大王實錄 卷 15)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2.8 -1.4 -3.3

2 39.3 -1.2 -7.5

3 37.7 -1.7 -7.1

표장

<뒤>

1 41.5 -1.9 -1.8

2 43.2 -2.6 -1.9

3 43.1 -1.6 -3.8<앞> <뒤>

표 17   현미경 조사(明宗大王實錄 卷 15)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겉직물)
주(紬)

경사 40 없음 0.18~0.38

위사 28 없음 0.24~0.30

표장(앞)

(안직물)
주(紬)

경사 40 없음 0.18~0.38

위사 28 없음 0.24~0.30

표제 주(紬)

경사 44 없음 0.13~0.31

위사 29 없음 0.25~0.30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39 없음 0.10~0.30

위사 30 없음 0.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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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뒤)

(안직물1)
주(紬)

경사 36 없음 0.15~0.35

위사 29 없음 0.25~0.37

표장(뒤)

(안직물2)
주(紬)

경사 30 없음 0.24~0.30

위사 40 없음 0.20~0.30

표장(뒤)

(안직물3)
주(紬)

경사 22 없음 0.25~0.47

위사 14 없음 0.53~0.67

표장(뒤)

(안직물4)
주(紬)

경사 31 없음 0.25~0.30

위사 35 없음 0.15~0.27

9) 明宗大王實錄 卷 21

표 18   측색(明宗大王實錄 卷 21)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40.2 -1.4 -1.5

2 41.8 -2.1 -3.0

3 37.2 -1.1 +0.3

표장

<뒤>

1 36.5 -1.8 -7.0

2 35.9 -1.6 -9.0

3 38.7 -1.8 -6.4
<앞> <뒤>

표 19   현미경 조사(明宗大王實錄 卷 21)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원직물)
주(紬)

경사 45 없음 0.17~0.24

위사 45 없음 0.14~0.25

표장(앞)

(겉직물)
주(紬)

경사 45 없음 0.17~0.25

위사 31 없음 0.12~0.25

표장(앞)

(끈부분)
견(絹)

경사 60 S꼬임 0.08~0.20

위사 28 없음 0.22~0.25

표제 주(紬)

경사 42 없음 0.12~0.28

위사 22 없음 0.33~0.37

표장(뒤)

(겉직물)
주(紬)

경사 44 없음 0.11~0.23

위사 32 없음 0.28~0.30

표장(뒤)

(안직물)
주(紬)

경사 30 없음 0.13~0.25

위사 30 없음 0.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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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明宗大王實錄 卷 25

표 20   측색(明宗大王實錄 卷 25)

측색위치 측정부분
측색

L* a* b*

표장

<앞>

1 39.0 -3.5 -11.9

2 39.5 -2.9 -12.0

3 37.4 -2.6 -16.3

표장

<뒤>

1 39.3 -2.6 -13.4

2 39.4 -3.0 -15.4

3 38.7 -2.8 -14.9<앞> <뒤>

표 21   현미경 조사(明宗大王實錄 卷 25)

측정부분 직물종류 구분

직물 특성
저배율 고배율

밀도
(올/cm)

실 꼬임 실 직경(mm)

표장(앞) 주(紬)

경사 41 없음 0.10~0.18

위사 43 없음 0.15~0.21

표제 주(紬)

경사 40 없음 0.13~0.30

위사 27 없음 0.25~0.30

표장(뒤) 주(紬)

경사 40 없음 0.11~0.20

위사 30 없음 0.15~0.32

11) 장황용 꼰끈

장황용	꼰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묶여있던	꼰끈이	낡아	현대에	와서	합성소재	실로	

교체한	것과	아직	유물	꼰끈이	남아있는	경우이다.

<표	22>는	10건의	책	중	장황한	꼰끈의	형태가	서로	다른	5건의	꼰끈에	대해	직경과	꼬임	등을	조사하

여	정리한	내용이다.

표 22   꼰끈 특성

서명 끈 직경(mm) 끈 종류 끈 꼬임 저배율 고배율

1 睿宗大王實錄 卷 5-1 1.5 삼선 Z꼬임

2 中宗大王實錄 卷 97 1.2 합사 S꼬임

3 中宗大王實錄 卷 99 1.2 삼선 Z꼬임

4 明宗大王實錄 卷 15 0.9 합사 S꼬임

5 明宗大王實錄 卷 21 1.3 삼선 S꼬임

『예종대왕실록』	2건은	모두	현대에	교체한	빨간색	꼰끈을	사용하였으며, 『중종대왕실록』	4건도	모두	현

대에	교체한	흰색	꼰끈으로	장황하였다.	『중종대왕실록』 권99는	교체하여	묶은	흰색	꼰끈	외에	표지	안

쪽에	기존에	묶여있던	꼰끈이	남아	있었는데	유물로	추정하고	따로	조사하였다.	『명종대왕실록』을	장황한	

꼰끈은	현대에	교체한	빨간색	꼰끈이	2건,	흰색	꼰끈이	1건,	유물로	추정되는	꼰끈이	1건이었다.

조사한	내용	중	유물로	추정되는	꼰끈	2건에	대해	정리하면	꼰끈의	직경은	1.2~1.3mm	사이로	비슷한	

직경을	가지고	있다. 『중종대왕실록』 권99의	꼰끈은	S꼬임을	준	실	세	가닥을	다시	Z꼬임으로	합사하였으

며,	『명종대왕실록』 권21의	꼰끈은	Z꼬임의	실과	꼬임을	주지	않은	실을	합친	세	가닥을	가지고	다시	S꼬

임으로	합사하였다.	실	세	가닥을	합사와	연사하여	만든	끈목을	삼선三線이라고	하는데,	책의	장황에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끈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던	꼰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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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10건은	모두	직물로	표장되어	있었으며	이	중	3건은	표제에도	직물이	사용되었다.	

표장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책의	가장자리가	닳아	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해진	부분을	다른	직물로	보

수한	경우가	많았다.

표장직물은	평직으로	제직된	주紬가	사용되었다.	주는	평직平織으로	제직된	견직물	가운데	비교적	견사

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밀도도	치밀하지	않은	직물로	구분하고	있다.1	평직이란	경사와	위사가	한올

씩	교차되게	짜는	직물로	가장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표장직물의	해진	부분을	보수할	때	사용된	직

물	중	“『중종대왕실록』	권98-표장(뒤)	윗부분2”의	직물은	<그림	5>의	조직도와	같이	경사가	두올이	두	번,	

한올이	두	번	반복되게	되어있으며,	“『명종대왕실록』	권21-표장(앞)	끈부분”의	직물은	<그림	6>의	조직도

와	같이	경사가	두올	한	번,	한올이	네	번	반복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직물은	일종의	변형평직으로	제직

되었다.	현재까지	이	직물에	대한	정확한	직물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견絹’으로	명시하

고자	한다.

<그림 5> 『중종대왕실록』 권98 표장(뒤) 
윗부분2 직물의 조직도

<그림 6> 『명종대왕실록』 권 21 표장(앞) 
끈부분 직물의 조직도

Z꼬임
(좌연사(左撚絲))

<그림 7> 섬유의 꼬임

S꼬임
(우연사(右撚絲))

표장과	표제직물의	현미경	촬영	이미지를	통해	직물의	밀도와	실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직물

은	실이	거의	꼬임이	없는	무연사에	가까운	실을	사용하였으나	변형평직으로	제직된	“『중종대왕실록』권	

98-표장(뒤)	윗부분2”와	“『명종대왕실록』권	21-표장(앞)	끈부분”	직물의	경사는	꼬임이	있다.	실의	꼬임<그

림	7>은	Z방향의	좌연사左撚絲와	S방향으로	꼬임을	준	우연사右撚絲의	두가지가	있는데,	보수에	사용된	변

형평직의	견은	경사에는	S방향으로	꼬임을	준	우연사를	사용하였다.

표장과	표제직물의	실	직경은	가장	가는	것과	굵은	것의	직경이	0.10mm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일정하

지	않은데,	대략	0.20~0.65mm	사이가	가장	많다.	주로	위사에	굵은	실을	사용하였으며	경사에	굵은	실

을	사용한	경우는	약	34%였다.	『명종대왕실록』의	표장직물은	실의	두께가	대부분	0.10~0.30mm	사이로	

다른	표장직물들에	비해	실이	매우	가늘었다.	4건의	유물은	육안으로	볼	때도	다른	표장직물들에	비해	

직물이	얇게	느껴졌다.	표제직물은	3건	모두	경사에	가는	실을	사용하였는데	직경이	0.12~0.31mm사이

로	일정하지	않은	반면에	위사는	경사보다	대체로	굵은	실을	사용하였으며	직경이	0.25~0.35mm사이로	

일정한	편이다.	

직물의	경사	밀도는	대부분	1cm에	15올~45올	사이며	위사	밀도는	대부분	1cm에	13올~46올	사이

이다.	“『중종대왕실록』	권98-표장(뒤)	윗부분2”와	“『명종대왕실록』	권21-표장(앞)	끈부분”의	경사	밀도는	

1cm에	각각	70,	60올이며	위사	밀도는	1cm에	각각	21,	28올이다.	두	직물의	경사와	위사에	사용된	실은	

굵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	밀도비가	2~3.5로	직물을	짤	때	바디를	약하게	쳐서	위사의	간격을	넓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직물의	밀도값으로	볼	때	표장직물로	사용된	직물들은	경사와	위사의	밀도비가	같은	것으로	보이

지만	각각의	직물을	살펴보면	밀도는	실의	굵기에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실이	굵은	방향이	밀도가	낮았

다.	경사와	위사의	실	두께와	밀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장직물이	배접되어	있어	식서	방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사와	위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표장직물은	모두	쪽색으로	책마다	색의	농도가	조금씩	달랐다.	또한	대부분	보수에	사용된	직물들의	

색이	좀	더	짙은	색을	띄고	있었다.

표장직물의	색은	L*(명도),	a*(+a*:빨강,	-a*:초록	방향),	b*(+b*:노랑,	-b*:파랑	방향)값으로	표시하였다.	표

장직물의	L*값은	35~57	사이로	중간	정도의	명도를	나타냈고	a*값은	대부분	초록	방향인	0~-3.5사이이며	

『중종대왕실록』은	빨강	방향인	+0.3~+3	사이이다.	b*값은	대부분	파랑	방향인	–0.3~-17사이이지만	탈색

이	심한	부분은	노랑	방향인	+0.1~+8사이의	값이	측정되었다.

2) 복제용 직물의 제언

본고에서	분석한	표장직물은	왕대와	책별로	실의	두께와	밀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복제용	직물을	

제직할	때	각	책의	직물	특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의	두께와	밀도의	평균값을	계산

하여	한	종류의	직물을	제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복제	대상	유물	중	『명종대왕실록』	4건의	표장직물은	

모두	다른	책들의	표장직물에	비해	가는	실로	직조하여	밀도의	평균값이	다른	표장직물과	비교해	봤을	

때	10올	이상	차이가	났다.	따라서	『명종대왕실록』은	좀	더	실을	가늘게	하고	밀도를	높여	직물을	제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명종대왕실록』을	제외한	복제	대상의	표장직물들은	11~13새(직물폭	35cm	기준)에	해당되는	명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명종대왕실록』은	17~19새(직물폭	35cm	기준)에	해당되는	명주를	사용하였다.

이번	복제	대상	실록의	크기는	가로	30~36.5cm,	세로	55~66cm	정도이므로	복제용	직물의	폭은	최소	

40cm가	되어야	한다.	40cm	직물의	폭에	맞추어	명주의	새를	다시	계산하고	직물의	소요량을	계산해보

면	『명종대왕실록』을	제외한	복제대상의	표장직물들은	13~15새(직물폭	40cm	기준)의	명주	2필,	『명종대

왕실록』은	20~22새(직물폭	40cm	기준)의	명주2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조과정과	염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감안하여	각각	2배로	준비하는	것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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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							주관사업자	:	(주)비첸비앤아이

•							사	업	기	간	:	2015년	4월	9일	~	2016년	1월	15일

1.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1)	원본	대용으로	활용

•							원본과	동일한	재료,	형태로	원형	복제

(2)	이용으로	인한	고문헌의	훼손	방지와	유사시에	대비한	유일본	자료의	복본	제작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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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제	대상	자료	목록

번호 서명 청구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표지

포함)

특이사항 · 내용요약
세로 가로

1 경국대전주해 奎貴 1271
표지  종이
내지  한지 34.4 21.2 1 23

•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   1555년에 경국대전의 어려운 곳을 
뽑아 주해한 책, 갑인자

2 대전속록 奎貴 1940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5.2 23 1 64

•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내사기
•   1492년에 편찬한 경국대전에 이어지
는 조선 왕조의 법전 가운데 하나로, 
경국대전 이후의 수교, 조문 중 중요
한 내용을 첨가하여 1613년 간행

3 역대병요 奎貴 5070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27.6 19.4 1 66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전체적으로 오염된 상태
•   중국의 상고부터 명나라 초기, 조선 
태조의 고사 등 역대의 병략의 고사
를 모아 엮은 책

4 열성책문 奎貴 9822
표지  비단 
내지  한지 49.8 35.8 1 117

•   유일본, 어람용
•   원환 국화동 황동 변철
•   목조에서 현종에 이르기까지 각 왕과 
왕비, 추존왕의 옥책문·죽책문·교
명문·악장 등을 실록 등에서 뽑아 
모은 책

5 어제자성편 古貴 1160-8 v.1
표지  비단
내지  한지 29 20 1 32

•   활용도 높은 귀중본
•   전체적 훼손, 주서로 교정 흔적
•   2책용 비단 봉투, 첨지 있음
•   영조가 일상에서 느낀 바를 모아서 왕
세자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자신의 생
활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삼기 위하
여 엮은 책. 英祖御手朱標墨籤 있음

6 어제자성편 古貴 1160-8 v.2
표지  비단
내지  한지 29 20 1 51

7
음주전문춘추괄례

시말좌전구독직해
古貴 1326-7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2.8 18.9 1 67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능화문양 안보임, 전체적 오염
•   내용 중 적색 圓點 있음
•   춘추좌씨전을 송의 임요수가 주를 달
고 해설을 한 것을 다시 새긴 것으로, 
조선 초기에 인쇄된 판본

8 오경백선 古貴 1321-3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40.5 25.9 1 54

•   활용도 높은 귀중본
•   첨지, 정조어찰(친필), 특히 v.1은 자
주 전시 출품되는 자료

•   정조가 오경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뽑아 엮은 책

9 성리대전서 古貴 1343-5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4.3 20.6 1 97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능화표지 종이커버
•   명나라 때 송나라의 성리학설을 집대
성하여 편집한 책으로, 조선으로 전래
된 이후 1427년에 처음 간행한 귀중본

번호 서명 청구기호 재질
크기(cm)

책수

매수

(표지

포함)

특이사항 · 내용요약
세로 가로

10 백운화상어록 古貴 1840-17
표지  능화
내지  한지 28.5 17.9 1 77

•   고려 말에 간행된 귀중본
•   최근 덧 표지 있음
•   전체적으로 훼손된 상태
•   고려 말인 1378년에 간행된 법어집

11 역대세년가 古貴 4300-6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4.2 25 1 38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표지개장, 전체적 훼손상태
•   내용 부분탈락 다수
•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각각 칠언고
시로 지은 책

12 농사직설 古貴 9100-8
표지  능화
내지  한지 29.9 18.1 1 42

•   활용도가 높은 귀중본
•   내사기, 전체적 오염 상태
•   세종의 명에 의해 편찬한 농서로, 금
양잡록이 포함, 衿陽雜錄은 사찬농
서로서 농사직설과 함께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농서로 평가되고 있는 자료

13 동국장원집
일사古貴

041-D717
표지  청색종이
내지  한지 24.2 14.8 1 77

•   연산군연간에 간행된 귀중본
•   전체적으로 훼손된 상태
•   개장된 겉표지 있음
•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답안지들
을 모아놓은 책

14 근사록
가람古貴 

181.1-J868g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8.4 24.3 1 77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일부오염
•   송나라 주희 등이 편찬한 성리학 해
설서를 조선에서 1436년에 목판으
로 간행한 책

15
상설고문진

보대전후집

가람古貴 
895.108-G586j 

v.1

표지  능화
내지  한지 31.3 20.4 1 27

•   조선 초기에 간행된 귀중본
•   능화문양 안보임, 전체적 훼손
•   21장 이후 탈락, 겉표지 있음
•   조선시대 서당에서 고문을 익히기 
위하여 교재로 쓰던 시문선집으로 
1450년 간행된 후집

합 계 15 909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194 195



2권  대체본

3) 2015년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 대상도서 해설

강	문	식1

(1)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奎貴		1271)

『경국대전經國大典』	중에서	난해한	조항들을	뽑아	주석을	붙인	책.	안위安瑋·민전閔筌	등이	주해하여	

1555년(명종	10)에	갑인자甲寅字로	간행하였다.	권두에	실린	정사룡鄭士龍의	서문序文에	따르면,	『경국대전』

의	법조문들이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고,	이에	따라	법적용을	잘못하는	사례들이	자

주	발생하자,	1550년에	명종이	예조에	『경국대전』의	주석	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통례원通禮院	좌

통례左通禮	안위와	봉상사	정奉常寺	正	민전	등이	『경국대전』	중에서	문구가	지나치게	생략되었거나	해석에	

의심이	가는	조문들을	선별하여	주석하고,	정사룡·이몽필李夢弼에게	질정質訂을	구하여	초고를	만든	다음,	

심연원沈連源·상진尙震·윤개尹漑	등에게	최종	교열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다.	

본서는	『경국대전』의	체재를	따라	6전六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전마다	주석	대상	법조문을	먼저	

쓰고	1행	낮추어	주석을	기재하였다.	「이전吏典」에	16건,	「호전戶典」에	11건,	「예전禮典」에	7건,	「병전兵典」에	

8건,	「형전刑典」에	18건,	「공전工典」에	2건	등	총	62건의	법조문에	대한	주석이	실려	있다.	‘홍문관弘文館’,	‘유

정사惟正司’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2)	대전속록大典續錄	(奎貴	1940)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반포된	이후에	새로	내려진	수교受敎들을	모아	편찬한	법전이다.	

1491년에	성종은	『경국대전』	이후에	시행된	수교	중	영구히	준행할	만한	조문들을	편찬·간행하자는	건의

에	따라,	이극증李克增·어세겸魚世謙·권건權健·이집李諿·안침安琛·이평李枰·윤탄尹坦	등에게	수교의	선별·편

찬을	지시하였다.	이듬해(1492)	7월	편찬이	완료되자	성종과	대신들이	교열하여	최종	완성한	후	1493년	5

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책은	만세성법萬世成法인	『경국대전』을	보조하는	보완	법전의	성격을	갖는	책이다.	6전六典	체재로	구

성된	본서에서	수교	조문이	추가된	항목은	모두	71개로서,	「이전吏典」에	관직官職·제수除授·서경署經	등	10

항목,	「호전戶典」에	제전諸田·전택田宅·창고倉庫	등	15항목,	「예전禮典」에	의장儀章·조의朝儀·제례祭禮	등	10항

목,	「병전兵典」에	시취試取·가계加階·체아遞兒	등	19항목,	「형전刑典」에	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	등	

12항목,	「공전工典」에	원우院宇·주거舟車·재직裁直	등	5항목이다.	추가된	조문들은	본서가	편찬될	당시의	변

화된	사회상과	그에	따른	법적용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제	대상	도서는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되어	태백산사고에서	보관하던	책으로	앞표지	안쪽에	“만력

萬曆	41년(1613)	9월에	대전속록	1건을	태백산실록사고에	내사한다[萬曆四十一年	九月	日	內賜大典續

1　규장각한국한연구원	학예연구관.

錄一件太白山實錄史庫上]”라는	내사기內賜記)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	첫	면에	왕이	책을	하사할	때	찍

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다.

(3)	역대병요歷代兵要	(奎貴	5070	v.1)

15세기의	학자	이석형李石亨(1415~1477)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병략兵略	관련	고사故事들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이석형이	전라도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로	있을	때에	도사都事	조매趙枚,	광주목사光州牧使	송휴명宋休

明	등과	함께	편찬·간행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큰	전쟁에서	시행되었던	병략兵略의	요점들을	간명하게	

간추려	실었으며,	사신史臣들이	논평한	사론史論도	실려	있다.	병서兵書라기	보다는	병략에	관한	역사적	사

실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쟁	통사戰爭通史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복제	대상	판본은	1456년(세조	2)에	전주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마지막	책의	끝	부분에	“경태칠년병

자	이월	일	전라도광주	개간景泰七年丙子二月日	全羅道光州開刊”이란	간기刊記가	있다.	원래는	13권	13책이었으

나	현재는	제1·6·12책이	결락되어	나머지	10책만	전해지고	있다.	복제	대상은	제2책에	해당하는	1책으로,	

‘홍문관弘文館’인이	찍혀	있어	원래	홍문관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열성책문列聖冊文	(奎貴	9822)

조선	태조太祖의	고조부인	목조穆祖로부터	현종顯宗에	이르기까지	국왕과	왕비	및	추존왕追尊王과	추존

왕비에게	올린	각종	책문冊文과	교명敎命,	악장樂章	등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정확한	편찬	연대는	미상이지

만	현종대까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숙종대肅宗代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푸른색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고	변철과	5개의	국화동菊花童,	원환圓環	등으로	장정했으며,	내지에	붉은색	인찰선을	사용하는	등	외

형적으로	어람용	의궤의	형태를	띠고	있다.	‘편집국보관編輯局保管’	인장이	찍혀	있다.

서두에	편집	원칙을	정리한	「책문범례冊文凡例」가	있는데,	실록	및	『열성지장列聖誌狀』의	수록	여부	표시	

방식,	찬자撰者	표시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	목차에	해당하는	「열성옥책죽책교명문악장목

록列聖玉冊竹冊敎命文樂章目錄」이	있다.	본문에서는	왕대별로	책문·교명	등의	내용을	등사하였는데,	새	글이	

시작될	때마다	그	행行의	상단	여백에	별도의	난을	만들어	어떤	목적으로	지어	올린	글인지를	기록하였

고,	또	이	글이	실록이나	『열성지장』에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도	함께	기재하여	참고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글의	끝	부분에	해당	책문·교명의	찬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추존왕으로는	덕종德宗과	원종元宗

이	포함되어	있고,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에	관한	기록은	제외하였다.	또	명종明宗에	관한	기록도	빠

져	있는데,	이는	관련	문장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6)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	(古貴	1160-8	v.1-2)

영조英祖가	세자의	교육을	위해	유학儒學	경전經典과	역대	사서史書에서	수신修身과	정치	운영에	유익한	

내용들을	직접	선별하여	편집한	책이다.	『어제자성편』은	1746년(영조	22)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되었는데,	

이번	복제	대상	도서는	간행	전에	만들어진	필사본	원고이다.	제2책의	표제가	‘어제자성편	중고御製自省編	

中藁’인	것을	볼	때,	초고	완성	후	한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정리된	원고로	추정된다.	본서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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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신하들과의	논의를	통해	내용을	교정한	내역들이	나타나	있어서,	『어제자성편』	편찬	과정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책의	말미에는	『어제자성편』이	활자로	간행된	이후인	1748~1749년에	김상성金尙星,	이철보李喆

輔,	오수엽吳遂燁,	오수채吳遂采,	정지순鄭持淳	등이	지은	서문과	발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활자본

이	간행된	이후	초본에도	별도의	서문과	발문을	붙여서	책으로	묶었음을	알	수	있다.	녹색	비단으로	표지

를	만들고	흰색	비단의	제첨題籤을	붙여	어람용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보관용	비단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

서	상·하	2책을	함께	넣어	보관하도록	했다.	

(7)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古貴	1326-7	v.1)

송대宋代	학자	임요수林堯叟가	지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해설서로	표제는	‘좌전左傳’으로	되어	있다.	

『춘추』	전문全文에서	발음에	주의해야	할	한자에	반절半切로	음주音註를	붙이고	여러	기사들의	시말始末을	

정리했으며,	좌구명左丘明의	전문傳文에	구두句讀를	떼고	의미를	해설하였다.	

복제	대상인	<古貴	1326-7>은	1454년(단종	2)경에	전라도	금산군錦山郡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1454년

에	이개李塏(1417~1456)가	쓴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1453년	여름에	집현전集賢殿에	명하여	기존의	책

에	있는	오류들을	수정하게	한	다음	전라도	관찰사	김연지金連枝에게	간행하도록	하였다.	발문에는	간행에	

참여한	각수刻手	및	교정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현재	6책만	전해지는	영본인데,	다른	판본들과	

체재	및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완질은	70권	16책	정도의	분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제	대상인	제1책

에는	완질본의	권22~24에	해당하는	노魯	선공宣公	4~15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첫	면에	‘풍성후인豊城

後人’,	‘조래진인趙來鎭印’,	‘의백儀伯’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제1책	외의	다른	책에는	‘상락후학사애병노박

씨가장商落後學四昹病老朴氏家藏’이라는	인장도	찍혀	있다.

(8)	오경백선五經百選	(古貴	1321-3	v.1)

정조正祖(1752~1800)가	오경五經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글	100편을	뽑아	그	원문原文을	교감하여	편찬한	

책이다.	1794년에	편찬이	시작되어	1795년에	교정校訂이	이루어진	후	1798년에	목판으로	간행했는데,	간

행본은	이름이	『오경백편五經百篇』으로	바뀌었다.

복제	대상	도서는	목판본	간행	전에	정조에게	올려진	어람용	필사본이다.	정조는	교정	작업이	끝난	

1796년에	『오경백선』	몇	건을	필사하여	올리도록	했는데,	이	책은	그	중	하나로	규장각	직제학直提學	이만

수李晩秀(1752~1820)에게	하사한	것이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권수卷首에	정조가	간행을	맡은	학사

들에게	내린	「시오경선인소제학사示五經選印所諸學士」가	있다.	본서의	간행	의의와	편찬	원칙을	밝히고	『시

경詩經』	노송魯頌의	「경장駉章」이	누락된	것을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정조의	「어찰御札」에

는	이	책을	이만수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	이만수가	책을	받고	감격해	하는	소회를	피력

한	글이	붉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다.	「목록目錄」에는	간본과의	내용	비교	및	경문經文의	교감을	부연	설명

한	첨지가	붙어	있다.	본문에는	적색의	두주頭註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간행본에	반영되었고,	경문

에는	청색의	구결口訣이	추기追記되어	있는데,	소장자가	붙인	것으로	보인다.	각	권의	첫	면에는	정조의	장

서인인	‘규장지보奎章之寶’·‘홍재弘齋’·‘일일이일만기一日二日萬幾’	등이	찍혀	있고,	마지막	면에는	이만수의	인장

인	‘은사恩賜’·‘신이만수臣李晩秀’와	그의	아들	이광우李光愚의	인장이	찍혀	있다.

(9)	성리대전서	性理大全書	(古貴	1343-5	v.1)

명明의	학자	호광胡廣(1370~1418)	등이	영락제永樂帝의	명을	받아	1415년(영락	15)에	편찬한	성리학	서적

으로,	여러	성리학자들의	학설들을	종합·정리하였다.	송宋·원대元代	학자	120여	명의	학설이	실려	있는데,	

편집	방식은	명유名儒들의	중요	저술을	그대로	수록한	경우와	주제에	따라	항목을	나누고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그에	맞게	분류	정리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주돈이周敦頥(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	장재張載(1020~1077)의	「서명西銘」,	소옹邵雍(1011~1077)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주희朱

熹(1130~1200)의	『역학계몽易學啓蒙』	등이	있다.	또,	후자의	항목으로는	‘이기理氣’·‘귀신鬼神’·‘성리性理’·‘도통

道統’·‘성현聖賢’·‘학學’·‘제자諸子’·‘군도君道’·‘치도治道’	등이	있다.	『성리대전』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정확한	시

기는	불분명하지만,	대략	태종	말에서	세종	초엽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에서는	1427년(세종	9)에	

처음으로	간행되고,	그	후	중앙과	지방에서	꾸준히	간행·보급되었다.	세종대부터	경연經筵의	교재로	채택

되어	진강進講되기도	하였다.	

복제	대상인	<古貴	1343-5>는	1427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되는데,	권말에	“宣德丁未冬十有二月

甲寅…世子貳師臣卞季良拜手稽首敬跋”이라고	적힌	변계량卞季良의	발문跋文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표

제는	‘성리대전性理大全’이다.	첫	장에	‘파산청은坡山淸隱’,	‘청송거사聽松居士’	등	2개,	마지막	장에	‘창녕성씨昌寧

成氏’,	‘수침중옥守琛仲玉’	등	2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어서,	본서가	조선전기의	학자	성수침成守琛(1493~1564)

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	백운화상어록	白雲和尙語錄	(古貴	1840-17)

고려말의	승려	백운경한	白雲景閑(1298~1374)의	語錄이다.	백운경한은	태고	보우太古普愚(1301-1382),	나

옹	혜근懶翁惠勤(1320~1376)과	함께	고려말	선종계를	대표하는	승려의	한	사람이다.	『백운화상어록』은	경

한의	선禪	사상과	함께	출가	이후	그의	행적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경한이	입적한	뒤	

그의	제자였던	석찬釋璨과	달담達湛	등이	기록한	것으로	상·하	2권이	1책으로	묶여	있다.	

복제	대상인	<古貴	1840-17>은	1378년(고려	우왕	4)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판심제版心題은	‘운어雲語’이

다.	상권에	이색李穡이	쓴	서문(1378년)과	이구李玖가	쓴	서문(1377년),	그리고	하권	마지막에	“1378년	7월	

천녕川寧의	취암사鷲岩寺에서	이	책을	간행했다.”는	내용의	간기刊記와	간행자	명단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완본이다.	앞표지가	많이	손상되어	그	위에	새	표지를	덧씌웠으며,	전체적으로	충해의	흔적이	있다.	‘원응

근봉圓應謹封’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으며,	본문의	상단과	하단	여백에는	이	책을	학습하면서	정리한	내용들

이	가득	적혀	있다.

(11)	역대세년가歷代世年歌	(古貴4300-6)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칠언고시七言古詩로	읊은	영사시詠史詩이다.	권수卷首에	실린	이계전李季甸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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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36년)에	따르면,	세종이	당시	학자들의	역사	학습을	위해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한	후	다

시	신하들에게	『역대세년가』를	짓도록	하여	이를	주자소鑄字所에서	간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상편은	중국의	역사를	읊은	「역대세년가」로,	원元의	증선지曾先之가	지은	『역대세년가』를	저본으로	하되	

원나라의	역사는	명明의	장미화張美和가	지은	시로	보충했으며,	윤회尹淮(1380~1436)가	주석을	붙였다.	하

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읊은	「동국세년가東國世年歌」로,	권제權踶(1387~1445)가	짓고	주석을	붙였다.	권제

는	초명初名이	도蹈,	자字는	중의仲義·중안仲安,	호號는	지재止齋이며,	권근權近의	아들이다.

복제	대상	도서는	세종대	활자본을	1488년(성종	19)에	경주에서	복각復刻한	판목版木으로	찍어낸	목판

본으로,	권말卷末에	수록된	홍귀달洪貴達의	발문跋文에	복각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	1403년(태종	3)에	태

종의	명으로	계미자癸未字를	만들었다는	권근의	발문과	세종대의	주자鑄字와	관련된	변계량卞季良의	발문

(1422년),	김빈金鑌의	발문(1434년)	등이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많고	배접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첫	면에	4개의	장서인이	있는데,	‘거창세가居昌世家’	외의	3개는	해당	부분의	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판독

이	어렵다.

(12)	농사직설農事直說	(古貴	9100-8)

조선초기에	편찬된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과	『금양잡록衿陽雜錄』을	합하여	간행한	책으로,	앞부분

에	『농사직설』,	뒷부분에	『금양잡록』이	실려	있다.	표제는	‘농사직설	합부農事直說	合部’이다.	『농사직설』은	

세종대의	학자	정초鄭招(?~1434)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관찬농서官撰農書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제	농사에	적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금양잡록』은	15세기의	학자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지은	사찬농서私撰農書로,	저자가	만년에	관직에서	은퇴한	후	경기도	금양현衿陽縣(지금의	

경기도	시흥·과천	지역)에	은거하여	손수	농사를	지은	경험을	토대로	편찬하였다.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	합철되어	간행된	것은	1581년(선조	14)이다.	복제	대상	도서는	1581년에	춘

천부사春川府使	박승임朴承任에게	내려진	내사본內賜本으로,	앞표지	안쪽에	“만력	9년	신사	12월에	춘천부사	

박승임에게	농사직설	1건을	하사한다.	사은謝恩은	생략하도록	한다[萬曆九年	辛巳	十二月日	賜春川府

使朴承任農事直說一件	除謝]”라는	내용의	내사기內賜記가	기록되어	있으며,	첫	면에는	왕이	책을	하사

할	때	찍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다.	책	전체적으로	오염이	많은	상태이다.

(13)	동국장원집東國壯元集	(일사古貴	041-D717)

과거科擧에서	장원급제壯元及第한	대책문對策文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편찬	연대도	정확

히	알	수는	없으나	갑인자甲寅字로	인쇄된	점과	대책문	중	연대가	가장	늦은	것이	1514년(중종	9)인	점	등

을	볼	때	1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는	총	17편의	대책문이	수록되어	있다.	앞표

지	안쪽에	수록된	대책문의	주제	및	대책을	지은	장원급제자의	이름이	필사되어	있는데,	소장자가	본문

을	보고	따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먼저	시험	문제인	책문策問을	기록한	다음,	과거	시행	연도와	시험의	종류,	장원급제자의	성

명	등을	차례로	기재하고	이어	대책문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책문이	시작되는	곳의	상단	여백에	책문의	

연번과	주제를	기록하여	참고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	17편의	대책문	중	김기손金驥孫·남곤南袞·진식陳植·

최부崔溥·홍귀달洪貴達	등	5인의	글에는	과거	시행	연도가	빠져	있다.	본문	내용	중에	비점을	찍은	부분이	

여러	곳	있는데,	아마도	소장자가	이	책을	과거	공부	교재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원표지의	손상이	심하여	그	위에	새	표지를	덧씌워	개장했으며,	내지	부분도	오염과	손상이	많은	편이다.	

(14)	근사록	近思錄	(가람古貴	181.1-J868g	v.1)

『근사록』은	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1130~1200)가	북송대의	성리학자인	주돈이周敦頥(1017~1073),	장재

張載(1020~1077,	정호程顥(1032~1085),	정이程頥(1033~1107)	등	4인의	저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주제별로	정리·편찬한	책이다.	

복제	대상인	본서는	1436년(세종	18)에	조선에서	간행한	『근사록近思錄』을	목판으로	번각飜刻하여	다시	

간행한	판본이다.	남송의	학자	엽채葉采가	『근사록』의	내용을	해설한	집해본集解本으로,	제1책의	권두에	엽

채가	1252년(송	순우	12)에	이	책을	이종理宗에게	올리면서	쓴	「진근사록표進近思錄表」와	1248년에	쓴	「근

사록집해서近思錄集解序」가	실려	있다.	「근사록집해서」의	첫	면에는	‘숙령菽令’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한편,	제4책의	말미에는	권근權近,	변계량卞季良,	김빈金鑌	등이	태종~세종대	활자	제작	과정을	기록한	발

문跋文	3편과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김문金汶이	본서의	간행	과정을	소개한	발문이	실려	있다.	김문의	

발문에	따르면,	당시	학자들이	기송記誦에만	치우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근사록』을	간행하였으며,	여러	

판본을	참고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고	한다.	

(15)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	(가람古貴895.108-G586j	v.1)

전국시대戰國時代부터	송대宋代까지의	시문詩文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편찬한	시문선집

詩文選集이다.	편찬자나	편찬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송나라	말기의	학자인	황견黃堅이	편찬

하고,	원나라의	임정林楨이	교정·주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말에	전록생田祿生이	원

나라에서	이	책을	가져온	이래로	여러	차례	중간된	바	있다.	

『상설고문진보대전』은	원래	전집	12권,	후집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제	대상인	본서는	이	중에서	

후집後集의	목록과	권1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	영본이다.	1452년(문종	2)에	경오자庚午字로	간행된	금속활

자본이며,	목록의	첫	면에	‘인헌명당忍軒名堂’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원래	『상설고문진보대전』	후집은	

권1에는	전국시대	초楚나라의	시인	굴원屈原의	「이소경離騷經」을	비롯한	1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지만,	본서

는	세	번째	글인	이사李斯의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의	중간	이후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	

원표지가	손상되어	새	표지를	덧대어	개장했으며,	내지도	전체가	배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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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현황

1)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자료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서지학 이종권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지 김형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과 교수 

장황 천주현 국립박물관 보존처리과 학예사

2) 복제본 제작 참여 인력 

분야 성명 소속 비고

사업 총괄 김은식 ㈜비첸비앤아이 

물성분석

한지 최태호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변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 열성책문

비단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소장 

박기찬

전통섬유복원연구소 이희진 

정연호

이미지 편집 및 보정

정훈 

㈜비첸비앤아이

송영선 

장진우 

조선미 

구윤희 

장효은
포토샵 프리렌서

안성민

한지제조 장용훈 장지방 대표 /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표장직물(비단) 제조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염색 이종남 이종남 자연염색연구소

인쇄 

이재영

영일토탈 프린팅조대연

김성수 

전통먹 한상묵 전통먹 장인

변철제작 김두봉 두석전문가 

능화판 제작 이운천 강원도무형문화재제 16호 각자장

장 황 정찬정 차가방 대표 / 문화재수리기증자 제1242호

Ⅱ. 사전조사 및 물성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복제	대상	유물의	크기,	장수,	재질,	사이즈	등	복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실제	유물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복제	작업의	방향	및	자문회의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한다.	

사업대상	14건	15책에는	개장으로	인한	표지변형	등의	훼손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제자성편’의	경우	개장하면서	위아래가	1cm	씩	잘려나간	것을	내지의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표지의	형태	또한	유물별로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었는데	「열성책문/어제자성편」은	비단표

지와	감지,	능화지	표지가	섞여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번호 서명 표지
규격(cm)

책수

매수

(표지

포함)

조사내용 / 특이사항
세로 가로

1 경국대전주해 종이/능화문 34.5 21 1 24
•   능화문양이 확인되지 않은 표지 
•   판심부분을 잘라내고 수정한 흔적
•   충해 및 인쇄불량 부분 확인 

2 대전속록 종이/능화문 35.2 23 1 64
•   표지 안쪽이 떨어져 있어 능화문확인
•   내지 한지의 두께가 다양
•   표지 능화/회문연화문 

3 역대병요 종이/능화문 27.6 19.4 1 66 •   티가 많이 섞여있는 한지 
•   표지 능화 / 만자문 

4 열성책문 비단/변철 49.8 35.8 1 117

•   비단표지 : 앞쪽에 두겹으로 비단배접 뒤쪽 표지
는 종이

•   뒷표지 : 감지 + 능화문
•   잘라내어 수정된 부분이 있음. 
•   변철과 원환,국화동으로 장책

5 어제자성편 비단/능화 29 20 1 32 •   비단으로 배접된 포갑형태
•   표지가 비단에 문양 
•   내지 안쪽문양 (박쥐문양)
•   중간에 접혀있는 부분 = 내지 제단흔적
•   청색 인찰선이 섞여 있음. 

6 어제자성편 비단/능화 29 20 1 51

7
음주전문춘추괄례

시말좌전구독직해
종이/능화문 32.8 18.9 1 66

•   꼰끈이 적은 부분만 남아 있음,
•   내용 사이에 홍색 표식 있음.
•   표지 능화 / 확인이 어려움. 

8 오경백선 종이/능화문 40.5 25.9 1 54

•   첨지가 많이 붙어 있음.
•   표지 안쪽에 붉은색 글씨가 있음.
•   청색글씨로 제첨되어 있음. 
•   표지 능화문 / 만자문 

9 성리대전서 종이/능화문 34.3 20.6 1 98
•   표지가 한지로 포장되어 있음. 
•   원 표지의 능화문이 일반적이지 않은 문양임.
•   표지 한지의 접힌 부분에 제첨된 내용확인됨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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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표지
규격(cm)

책수

매수

(표지

포함)

조사내용 / 특이사항
세로 가로

10 백운화상어록 종이/능화문 28.5 17.9 1 76 •   원표지가 훼손되어 능화문 확인 어려움.
•   제첨된 글씨가 많음.

11 역대세년가 종이/능화문 34.2 25 1 38
•   내지 보존처리 된 상태이며, 원 내지의 경우 훼손
이 심함. 

•   표지 능화문 / 만자문 

12 농사직설 종이/능화문 29.9 18.1 1 42

•   표지의 벌어진 부분을 통해 능화문양이 확인되나 
훼손정도가 심해 정확한 문양이 보이진 않음. 

•   두께가 다른 내지가 섞여 있음.
•   능화문 / 회문연화문

13 동국장원집 종이/능화문 24.2 14.8 1 79
•   필사본으로 원표지가 감지로 되어 있으며,훼손이 
심한 상태임. 

•   장책의 형태가 오침이 아님. 

14 근사록 종이/능화문 38.4 24.3 1 77 •   표지 훼손이 심해 능화문 확인이 어려움. 

15
상설고문진

보대전후집
종이/능화문 31.3 20.4 1 27 •   원표지에 훼손이 심해 문양 확인이 어려움. 

•   내지 위아래에 문양이 찍혀 있음. 

•							실측결과	규장각측의	자료와	매수	및	사이즈의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							근사록	및	백운화상어록은	원	표지의	훼손이	심해	능화문양의	확인이	어렵다.	

•							어제자성편의	경우	내지를	잘라낸	흔적을	남아있는	부분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표지의	비단에	능

화문과	표지	안쪽의	박쥐문양	등	특이점들이	확인되었다.	

•							내지에	파란색의	인찰선과	적색제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측 및 상태 조사 

•							성리대전서의	경우	원표지를	감싸고	있는	한지포장에	2장의	첨지가	붙어있다.

•							열성책문은	앞표지에	비단	두장이	겹쳐	붙어	있고,	뒤표지는	한지로	되어있다.	

•							동국장원집은	원표지가	감지로	제작되어	있다.	

•							경국대전주해	및	열성책문	등	몇	책에서	잘라낸	후	종이를	다시	붙여	수정된	부분이	확인되었다.	

•							오경백선에서	내용에	파란색으로	제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인다.	

•							역대세년가는	얇은	내지가	보수과정을	통해	두꺼운	한지에	배접이	되어	있다.

•							근사록에는	도장이	찍힌	부분을	잘라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 물성분석

•			유물의	복제본	제작을	위해	한지	및	표장직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1) 한지분석 (최태호, 충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1)	지질	분석	과정	

•			분석과정에서	대상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비파괴	분석법으로	조사를	진행함.	

-			종이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인	평량(basis	weight),	두께(thickness),	밀도(apparent	density)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종이의	무게를	측정하여	평량을	계산함.

•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는	국제표준기구(ISO)	및	한국산업규격(KS)에	의거하여	종이	분석	전용장비를	사용함.	

-			한지의	두께	측정	:	종이두께	측정기	(Mitutoyo	thickness	gage)

-			한지의	광학적	특성	:	백색도,	측정기	(MINOLTA	CM-2002)

-			한지의	이미지	분석	:	문화재	분석용	LED광원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Potable	Digital	Microscope,	HS300U)

(2)	분석결과

①	경국대전주해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33.84 0.095 0.36 16 2.2

L* a* b* Munsell 백색도(%)

82.31 2.51 15.6 1.1Y 8.2/2.3 56.97

•			경국대전주해의	평량은	33.84g/m2	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6개,	편사폭은	2.2cm이다.

•			경국대전주해의	지질은	고르며	종이가	얇은	편이다.

•			도침처리가	되어	있으며,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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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섬유를	이용하여	외발초지	한	전통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82.31,	a*	값은	2.51,	b*	값은	15.60으로	나타남,	백색도는	56.97%이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②	대전속록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52.16 0.11 0.47 14 3

L* a* b* Munsell 백색도(%)

86.48 1.96 14.97 1.2Y 8.6/2.0 65.19

•			대전속록의	평량은	52.16	g/m2이다.

•			발촉수는	3cm	당	14개이고	편사촉은	3.0cm이다.	

•			대전속록	내지는	후지厚紙와	박지薄紙등	다양한	두께의	지질로	구성된다.

•			도침처리가	되어	있으며,	초지법은	판단	불가하다.

•			닥섬유로	제조된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86.48,	a*	값은	1.96,	b*	값은	14.97으로	나타남,	백색도는	65.19%이다.

내지 상태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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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끈 (40X)

③	역대병요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34.51 0.11 0.31 15 2.5

L* a* b* Munsell 백색도(%)

77.57 4.31 19.9 1.1Y 7.7/3.5 47.67

•			역대병요	내지의	평량은	34.51g/m2이다

•			발촉수는	3cm	당	15개	이며,	편사폭은	2.5cm이다.

•			역대병요의	내지는	굵은	발을	사용하여	초지하였으며,	닥나무	섬유	이외의	다른	섬유가	혼입	되어있다.	

•			두꺼운	종이와	얇은	종이가	혼재되어	있다.	

•			닥섬유를	이용하여	외발초지	한	전통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7.57,	a*	값은	4.31,	b*	값은	19.90으로	나타남,	백색도는	47.67%이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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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성책문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78.17 0.145 0.54 17 2.2

L* a* b* Munsell 백색도(%)

87.3 1.82 13.59 1.3Y 8.7/1.7 67.07

•			열성책문의	평량은	78.17g/m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7개,	편사폭은	2.2cm이다.

•			닥섬유	한지로	판단되며,	도침	처리를	하였다.

•			초지법은	판단이	불가능하다.	

•			L*	값은	87.30,	a*	값은	1.82,	b*	값은	13.59로	나타남,	백색도는	67.07%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⑤	어제자성편(V1.V2)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47.89 0.12 0.4 16 2

L* a* b* Munsell 백색도(%)

1 84.95 1.97 14.87 2.0Y 8.6/1.9 62.25

2 86.68 1.62 13.93 1.3Y 8.5/2.1 65.89

•			어제자성편의	평량은	47.89g/m2	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6개,	편사폭은	2.0cm이다.	

•			어제자성편은	닥섬유로	만들어진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Vol.	1의	L*	값은	84.95,	a*	값은	1.97,	b*	값은	14.87로	나타남,	백색도는	62.25%이다.	

•			Vol.	2의	L*	값은	86.68,	a*	값은	1.62,	b*	값은	13.93으로	나타남,	백색도는	65.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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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표지내지 및 포갑 (40X)

⑥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25.05 0.05 0.5 16 2

L* a* b* Munsell 백색도(%)

71.58 3.87 23.23 2.8Y 7.5/33 39.02

•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의	평량은	25.05g/m2으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6개,	편사폭은	2.0cm이다.	

•			닥섬유의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1.56,	a*	값은	3.87,	b*	값은	23.23로	나타남,	백색도는	39.02%로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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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⑦	오경백선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80.28 0.087 0.92 12 1.5

L* a* b* Munsell 백색도(%)

87.73 1.67 13.38 1.6Y 8.7/1.9 68.08

•			오경백선의	평량은	80.28g/m2으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2개로	굵은	편이고,	편사폭은	1.5cm이다.	

•			닥섬유로	제조된	한지로	판단된다.

•			도침처리가	되어	있고,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87.73,	a*	값은	1.67,	b*	값은	13.38로	나타남,	백색도는	68.08%로	높게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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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끈 (40X)

⑧	성리대전서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26.85 0.06 0.45 16 2.5

L* a* b* Munsell 백색도(%)

78.72 2.3 21.76 2.0Y 7.8/3.2 50.46

•			성리대전서의	평량은	26.85g/m2	,	밀도는	0.45g/cm3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6개,	편사폭은	2.5cm이다.

•			닥섬유로	제조되었고,	초지방법은	외발	초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8.72,	a*	값은	2.30,	b*	값은	21.76로	나타남,	백색도는	50.46%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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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백운화상어록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44.78 0.062 0.72 15 3

L* a* b* Munsell 백색도(%)

70.07 5.82 22.87 0.3Y 7.0/3.6 65.98

•			백운화상어록의	평량은	44.78g/m2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5개,	편사폭은	3.0cm이다.

•			대부분	고정지나	죽지일	가능성이	높다.

•			닥섬유	한지도	존재하며	다양한	지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L*	값은	70.07,	a*	값은	5.82,	b*	값은	22.87로	나타남,	백색도는	35.98%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⑩	역대세년가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74.07 0.105 0.71 14 3

L* a* b* Munsell 백색도(%)

73.19 3.35 16.33 1.5Y 7.3/2.1 41.83

•			역대세년가의	평량은	74.07g/m2이다.(배접지	포함	평량)

•			발촉수는	3cm	당	14개,	편사폭은	2.0cm이다.	

•			닥섬유	한지,	도침,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3.19,	a*	값은	3.35,	b*	값은	16.33로	나타남,	백색도는	41.83%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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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⑪	농사직설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42.21 0.12 0.35 17 2

L* a* b* Munsell 백색도(%)

78.02 2.59 15.54 0.4Y 7.7/3.0 49.8

•			농사직설의	평량은	42.21g/m2이다.

•			발촉수는	3cm	당	17개,	편사폭은	2.0cm이다.	

•			농사직설의	한지는	지질이	매우	좋은	상급지이다.	

•			닥섬유	한지이며	도침처리가	되어있음,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8.02,	a*	값은	2.59,	b*	값은	15.54로	나타남,	백색도는	49.80%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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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및 끈 (40X)

⑫	동국장원집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30.28 0.062 0.49 16 2.5

L* a* b* Munsell 백색도(%)

67.82 3.74 17.59 0.8Y 6.8/2.6 34.27

•동국장원집의	평량은	30.28g/m2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6개,	편사폭은	2.5cm이다.

•			닥섬유	한지로	판단되고	외발	초지	한지이다.

•			L*	값은	67.82,	a*	값은	3.74,	b*	값은	17.59로	나타남,	백색도는	34.27%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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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근사록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49.76 0.095 0.52 15 2.2

L* a* b* Munsell 백색도(%)

77.49 4.49 21.83 0.8Y 7.6/3.4 47.03

•근사록의	평량은	49.76g/m2로	나타난다.

•			발촉수는	3cm	당	15개,	편사폭은	2.2cm이다.	

•			닥섬유	한지이며,	도침처리	되어있다.

•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되며	지질이	매우	우수한	상급지이다.	

•			L*	값은	77.49,	a*	값은	4.49,	b*	값은	21.83로	나타남,	백색도는	47.03%로	나타난다.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⑭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발촉수(3cm당) 편사폭(cm)

64.09 0.14 0.46 17 2

L* a* b* Munsell 백색도(%)

72.24 5.72 23.77 0.5Y 7.1/3.9 39.09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의	평량은	64.09g/m2로	나타난다.	(배접지	포함)

•			발촉수는	3cm	당	17개,	편사폭은	2.0cm이다.

•			닥섬유	한지로	판단된다.

•			도침	처리가	되어있고,	외발초지	한지로	판단된다.	

•			L*	값은	72.24,	a*	값은	5.72,	b*	값은	23.77로	나타남,	백색도는	39.09%로	나타난다.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224 225



2권  대체본

내지 상태 (40X)

표지 및 끈 (40X)

[기본물성] 

서 명 평량(g/m2) 두께(mm) 밀도(g/cm3)

1 경국대전주해 33.84 0.095 0.36

2 대전속록 52.16 0.11 0.47

3 역대병요 34.51 0.11 0.31

4 열성책문 78.17 0.145 0.54

5-6 어제자성편 47.89 0.12 0.4

7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25.05 0.05 0.5

8 오경백서 80.28 0.087 0.92

9 성리대전서 26.85 0.06 0.45

10 백운화상어록 44.78 0.062 0.72

11 역대세년가 74.07 0.105 0.71

12 농사직설 42.21 0.12 0.35

13 동국장원집 30.28 0.062 0.49

14 근사록 49.76 0.095 0.52

15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64.09 0.14 0.46

•			역대세년가와	상설고문진보의	경우	수리배접이	되어	있어	평량	및	밀도가	무의미함.	

•			배접지가	원지와	비슷한	평량인	것을	사용하여	보존처리했을	경우	원지의	평량은	1/2	값	정도라고	예

상할	수	있다.	

[발촉수 및 편사폭] 

서 명 발촉수(3cm당) 편사폭(cm)

1 경국대전주해 16 2.2

2 대전속록 14 3

3 역대병요 15 2.5

4 열성책문 17 2.2

5-6 어제자성편 16 2

7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16 2

8 오경백서 12 1.5

9 성리대전서 16 2.5

10 백운화상어록 15 3

11 역대세년가 14 2

12 농사직설 17 2

13 동국장원집 16 2.5

14 근사록 15 2.2

15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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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백색도]

도 서 명 L* a* b* Munsell 백색도

1 경국대전주해 82.31 2.51 15.6 1.1Y 8.2/2.3 56.97

2 대전속록 86.48 1.96 14.97 1.2Y 8.6/2.0 65.19

3 역대병요 77.57 4.31 19.9 1.1Y 7.7/3.5 47.67

4 열성책문 87.3 1.82 13.59 1.3Y 8.7/1.7 67.07

5 어제자성편V.1 84.95 1.97 14.87 2.0Y 8.6/1.9 62.25

6 어제자성편V.2 86.68 1.62 13.93 1.3Y 8.5/2.1 65.89

7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71.56 3.87 23.23 2.8Y 7.5/33 39.02

8 오경백서 87.73 1.67 13.38 1.6Y 8.7/1.9 68.08

9 성리대전서 78.72 2.3 21.76 2.0Y 7.8/3.2 50.46

10 백운화상어록 70.07 5.82 22.87 0.3Y 7.0/3.6 35.98

11 역대세년가 73.19 3.35 16.33 1.5Y 7.3/2.1 41.83

12 농사직설 78.02 2.59 15.54 0.4Y 7.7/3.0 49.8

13 동국장원집 67.82 3.74 17.59 0.8Y 6.8/2.6 34.27

14 근사록 77.49 4.49 21.83 0.8Y 7.6/3.4 47.03

15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72.24 5.72 23.77 0.5Y 7.1/3.9 39.09

한지 분석

2) 표장직물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섬유복원연구소 (소장 심연옥)]

(1)	지질	분석	방법

본	복제대상	유물	중	표장직물이	포함된	대상은,	열성책문과	어제자성편(v1.v2)이다.	각	유물의	표장직물과	

어제자성편의	포갑에	사용된	직물의	제직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식은	육안을	통한	태	분석과	현미경촬

영을	통한	조직분석,	사진촬영을	통한	문양과	직물의	크기	등의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내용과	범위는	섬

유의	특성과	직물의	물리적,	조직적	분석,	문양의	조형성	등으로	서술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①	태	분석

열성책문은	청색의	운보문이	시문된	직물과	소색의	연화문이	시문된	두	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청

색직물은	훼손상태가	심하지	않았으나	하단	배접부분에	동일한	두	직물을	이어	붙인	흔적이	있다.	하단

에	배접한	직물은	식서방향이	위향으로	있어	배접	시	사용된	두	직물의	식서방향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색직물은	열성책문의	상단에	배접되어	있었다.	훼손상태가	심하고	배접	시	상당한	힘으로	눌려	

견사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②	섬유	분석

직물의	섬유를	분석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안과	촉감으로	구별하는	것이며,	간단하게	연

소법과	용융법,	현미경	관찰법	등이	쓰인다.	본	조사에서는	샘플	채취가	어려운	관계로	육안관찰법과	현미

경	관찰법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섬유는	육안으로	섬유의	판별이	가능하였으며	직접적인	관찰로	구분

이	어려운	섬유는	현미경	100배	촬영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열성책문에는	소색과	청색의	견직물

이	사용되었으며,	어제자성편의	포갑에는	청색의	견직물이	사용되었다.	

실의	굵기는	직조	공장에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사로	실의	굵기	비교와	프로그램을	통해	측

정하였다.	굵기	측정	방법은	21D에서	180D까지	종류별로	샘플을	DIGITAL	MICROSCOPE	DG-3	현미

경으로	100배	확대	촬영하여	유물에	사용된	실의	측면의	굵기가	같은	것을	찾아	1차	추정하였다.	그	

후	현미경	100배	촬영을	실시한	사진을	Scalar	Imaging	프로그램을	통해	실	굵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열성책문의	청색직물	경사는	21중	2합과	가장	유사하였으며	위사는	110중	2합이	가장	유사하였고	

소색직물은	경사	42중	4합,	위사	21중	6합과	가장	유사하였다.	어제자성편은	프로그램	측정	결과	경사	

0.149~0.227mm로	21중	4합	정도로	추정되었고	위사는	0.269~0.330mm으로	110중과	28중을	한	올씩	

사용한	정도로	추정되었다.	

밀도는	사방	1cm안의	경·위사	올	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열성책문의	청색직물은	경사	107올/cm,	

위사	37올/cm였고	소색직물은	훼손상태가	심하여	경사의	밀도는	알	수	없었으나	위사의	밀도는	30올/

cm이었다.	어제자성편은	경사	38올/cm,	28올/cm로	측정되었다.

③	조직	분석

현미경	촬영사진을	통해	조직을	분석한	결과	열성책문의	두	직물	모두	5매	2뜀	경주자조직이며	무늬가	

있는	문단紋緞으로	확인되었다.	어제자성편의	포갑은	경사	2올에	꼬임을	준	사조직으로	바닥조직은	평조

직으로	제직하고	문양은	2경꼬임	사조직임이	확인되었다.

④	문양분석	

열성책문과	어제자성편	모두	운문과	보문이	함께	시문된	운보문이었으며	열성책문의	소색직물은	연화

문으로	확인되었다.

반복되는	문양의	일완전	크기	즉,	일완전	문양의	너비와	치수를	정하기	위해	자를	놓고	문양이	확실히	

보이도록	촬영한	후	일완전	문양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일완전	문양의	크기는	제직	시	바디침의	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	부분을	측정	후	평균치를	내야	하지만	본	직물은	표장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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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측정이	가능하였다.	

측정결과	열성책문의	청색운보문단의	일완전	크기는	경향	26~27cm,	위향	10cm로	측정되었고	소색

연화문단은	경향	16cm,	위향	9cm였다.	어제자성편의	포갑인	청색운보문사는	경향	12.8~13cm,	위향	

9~9.2cm로	측정되었다.

(2)	분석결과	

①	운보문단

운보문단은	청색	단조직	직물로	훼손상태는	심하지	않았으나	하단	배접부분에	동일한	두	직물을	이어	

붙인	흔적이	보여진다.	가장	하단에	배접한	직물의	식서방향은	위향으로	배접시	사용된	두	직물의	식서방

향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직물	분석	

청색운보문단의	경·위사는	모두	무연의	견사가	사용되었다.	밀도는	경사	107올/cm,	위사	37올/cm로	

확인되었다.	조직은	5매	단조직으로	지조직은	5매	2뜀	경주자조직,	문조직	5매	2뜀	위주자	조직이다.	문양

은	운문과	보문이	나타나며	일완전의	크기는	경향	26~27cm,	위향	10cm로	측정되었다.	

유물명 청색운보문단 유물조사일 2015.07.17

섬유분석

소재
경사 견사

위사 견사

꼬임

(올/cm)

경사 무연

위사 무연

밀도
경사 107

위사 37

조직분석
지조직 5매 2뜀 경주자

문조직 5매 2뜀 위주자

문양분석

종  류 운보문

일완전

크기(cm)

경향 26~27

위향 10

세부사진

(100배)

앞면

㉯	견사와	비교

청색운보문단의	경·위사를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견사의	굵기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대상으로	쓰인	견사

는	21중	2합,	60중3합,	110중2합이	사용되었으며	경사는	21중	2합과	가장	유사하였고	위사는	110중	2합

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사 위사

21중 2합 60중3합 110중2합(유사)

②	연화문단

연화문단은	표지	오른쪽	상단에	배접되어있던	소색의	직물이다.	훼손상태가	심하고	배접	시	상당한	힘

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견사의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	일완전	문양과	조직분석이	가능하여	분석

할	수	있었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물	분석	

연화문단은	경·위사	모두	무연의	견사가	사용되었으며	밀도는	견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할	수	없

었고	위사	30올/cm로	확인되었다.	조직은	5매	단조직으로	지조직은	5매	3뜀	경주자조직,	문조직	5매	3뜀	

위주자	조직이다.	문양은	연화문이	확인되며	일완전의	크기는	경향	16cm,	위향	9cm로	측정되었다.

유물명 청색운보문단 유물조사일 2015.07.17

섬유분석

소재
경사 견사

위사 견사

꼬임

(올/cm)

경사 무연

위사 무연

밀도
경사 측정불가

위사 30

조직분석
지조직 5매 3뜀 경주자

문조직 5매 3뜀 위주자

문양분석

종  류 연화문

일완전

크기(cm)

경향 16

위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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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진

(100배)

앞면

㉯	견사와	비교

연화문단과	유사한	견사의	굵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견사와	경·위사	굵기를	비교

해	보았다.	굵기	비교에	사용된	견사는	42중2합,	42중	4합,	21중6합이	사용되었다.	연화문단의	경·위사는	

강한	압력에	의해	견사가	심하게	눌려있으므로	이러한	견사의	상태를	감안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사

는	42중4합과	유사하였고	위사는	21중6합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사

42중2합 42중4합(유사)

위사

42중2합 21중6합(유사)

③	운문사	(어제자성편	v1.v2)

㉮	경·위사	섬유	분석	

경사 위사

소재 견사

색 청색

꼬임 무연의 단사

굵기(mm) 0.149~0.227 0.269~0.330

밀도(inch) 96 72

사진

㉯	조직	

조직 지조직 문조직

지조직 평조직 2경꼬임 사조직

제직특성
바닥조직은 평조직으로 제직하고

문양은 2경꼬임 사조직으로 제직되었다.

사진

    

(3)	문양분석

•	문양	:	운보문	

일완전 문양크기 / 경향 : 12.8~13cm 위향: 9 ~ 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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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직물 조사 작업 

표장직물 조사 작업 

3) 열성책문 변철분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

(1)	분석	내용	

변철	구성원소	비파괴	정성	및	반정량	분석

(2)	분석	방법	

•			분석기기	:	X-선현광분석기(F-EDXRF:	SII,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Field-X	SEA200,	

Japan)

•			분석조건	:	X-ray	tube	전압	50kV,	X-ray	조사	직경	2mm,	대기환경,	측정시간	60sec

•			분석위치	:	변철,	박을못,	국화동,	고리	박을못,	원환	등에서	표면의	흑갈색	산화피막층이	비교적	적고	

합금	본연의	황동색이	많이	드러나	있는	부위를	선정하여	측정

(3)	분석	결과

①	박을	못	

분석위치 분석위치세부
원소 분석 결과 (Background 보정)

검출 원소 함량(wt. %) 오차(±wt%) cps cps 오차

뒷면 2번
박을못

Fe 0.40 ±0.04 13.687 ± 1.219

Cu 77.70 ±0.59 1633.045 ± 13.336

Zn 21.91 ±0.35 709.528 ± 8.831

- - - - -

- - - - -

- - - - -

EDXRF
분석

스펙트럼

(Back
ground
보정)

황동색이 드러난 부분으로 구리(Cu)와 아연(Zn)이 대략 8 : 2 정도의 비율로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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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화동	

분석위치 분석위치세부
원소 분석 결과 (Background 보정)

검출 원소 함량(wt. %) 오차(±wt%) cps cps 오차

뒷면 2번
국화동

Fe 0.28 ±0.03 12.885 ± 1.258

Cu 74.02 ±0.55 1946.710 ± 15.492

Zn 25.62 ±0.35 982.072 ± 11.045

Pb 0.07 ±0.06 0.123 ± 0.123

- - - - -

- - - - -

EDXRF
분석

스펙트럼

(Back
ground
보정)

황동색이 드러난 부분으로 구리(Cu)와 아연(Zn)이 대략 7.5 : 2.5 정도의 비율로 검출됨

③	변철	

분석위치 분석위치세부
원소 분석 결과 (Background 보정)

검출 원소 함량(wt. %) 오차(±wt%) cps cps 오차

뒷면 변철

Cu 74.11 ±0.55 1883.316 ± 15.120

Zn 25.89 ±0.36 956.321 ± 10.818

- - - - -

- - - - -

- - - - -

- - - - -

EDXRF
분석

스펙트럼

(Back
ground
보정)

흑갈색의 산화피막이 덮여있으며, 구리(Cu)와 아연(Zn)이 대략 7.5 : 2.5 정도의 비율로 검출됨

④	고리	박을	못	

분석위치 분석위치세부
원소 분석 결과 (Background 보정)

검출 원소 함량(wt. %) 오차(±wt%) cps cps 오차

앞면 고리
박을못

Cu 71.57 ±0.54 1846.127 ± 14.995

Zn 28.43 ±0.37 1032.743 ± 11.265

- - - - -

- - - - -

- - - - -

- - - - -

EDXRF
분석

스펙트럼

(Back
ground
보정)

황동색이 드러난 부분으로 구리(Cu)와 아연(Zn)이 대략 7 : 3 정도의 비율로 검출됨

⑤	원환	

분석위치 분석위치세부
원소 분석 결과 (Background 보정)

검출 원소 함량(wt. %) 오차(±wt%) cps cps 오차

앞면 원환

Fe 0.04 ±0.02 4.108 ± 0.689

Cu 73.83 ±0.56 1745.913 ± 14.243

Zn 26.12 ±0.36 895.064 ± 10.240

- - - - -

- - - - -

- - - - -

EDXRF
분석

스펙트럼

(Back
ground
보정)

흑갈색의 산화피막이 덮여있으며, 구리(Cu)와 아연(Zn)이 대략 7.5 : 2.5 정도의 비율로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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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원소	성분분석	결과

분석 위치 표면 색상
주요 검출 원소 함량 (wt. %)

비 고
Fe Cu Zn Pb

뒷면 2번 
박을못

황동색 trace† ≈ 78 ≈ 22 ND‡

뒷면 2번 
국화동

황동색 trace ≈ 74 ≈ 26 trace

뒷면 변철 흑갈색 ND ≈ 74 ≈ 26 ND

앞면 고리 
박을못 

황동색 ND ≈ 72 ≈ 28 ND

앞면 원환 흑갈색 trace ≈ 74 ≈ 26 ND

† trace : 흔적량 검출(0.5 wt.% 이하)
‡ ND : 불검출 
≈ : 근사치

변철 구성원소 비파괴 정성 및 반정량 분석조사 

4) 표지분석/염색능화지 

(1)	분석	목적	

•			표지	색상	분석

•			이	조사	작업에서는	초기	치자	등으로	염색된	한지표지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색된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원형의	표지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	원색	복원에	근거로	삼는다.	

(2)	분석	방법			

•			분석기기	:	NCS	color	Scan	2.0

•			분석조건	:	D65	+	NCS	Index	-	NCS	인덱스	오리지날(1950컬러)	

•			분석위치	:	거의	대부분의	표지가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안정적이라	판단되는	위치를	측정.

•			NCS(natural	color	system)	:	1972년	스웨덴에서	발표,	노르웨이와	함께	국가	규격으로	채택된	자연

색	바탕의	색체계로	주로	사용.	포인트의	색상을	평균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확보함.

(3)	분석내용

•			표지의	현재	상태가	산화	및	기타	환경적/물리적인	영향으로	훼손이	된	상태이다.			

•			대상	유물	중	다수가	갈변과	상태변화가	심하여	상태조사가	어려운	유물도	있다.	

•			염색표지의	색상이	치자로만	염색된	색상으로	보기엔	다양한	색상의	특성을	나타낸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지의	샘플	염색을	진행하여	비교하였다.

표지 염색 색상 분석

(4)	분석결과

도 서 명 측정부분 측정칼라 L* a* b* ncs no.

경국대전주해 61.18 5.03 13.16 S4010-Y30R

대전속록 67.27 13.66 59.04 S2060-Y10R

역대병요 74.30 6.93 26.11 S2020-Y2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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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측정부분 측정칼라 L* a* b* ncs no.

음주전문춘추괄례

시말좌전구독직해
45.95 11.86 30.28 S3020-Y20R

오경백선 49.79 29.43 44.94 S3060-Y40R

성리대전서 51.56 17.86 28.23 S4030-Y40R

백운화상어록 37.83 14.08 15.76 S6020-Y60R

역대세년가 58.72 13.29 48.97 S3050-Y10R

농사직설 47.5 10.47 22.02 S5020-Y30R

도 서 명 측정부분 측정칼라 L* a* b* ncs no.

동국장원집 42.92 -5.25 -5.46 S6010-B10G

근사록 52.12 14.08 36 S4040-Y20R

상설고문진보

대전후집
39.27 10.26 19.99 S6020-Y3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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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위원회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작업공정별로	진행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조사된	유물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논의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물성분석	결과에	따른	한지,	비단,	능화판,	

꼰끈	등	재료	제작을	논의하였고,	3차	자문회의에서는	인쇄상태	검수	및	표지의	염색	색상	및	능화문양,	

표제의	결정		등을	논의하였다.	

1. 제1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요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이종권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서지학)	

	 김형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교수,	한지)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장황)						

•									회의	안건	:	조사	및	물성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방안	결정.					

2) 회의 결과 

(1)	표지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훼손상태가 심한 것과 개장되었다고 판단되는 표지가 많이 포함
되어 있음. 
원표지를 감싸는 대체된 표지가 있음.
열성책문은 앞표지의 비단표지를 앞뒤로 제작함

원표지를 동일시대 본 조사를 통해 제작한다.

(2)	인쇄먹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송연먹과 유연먹을 구분하여 인쇄함. 
금속활자본 : 유연먹 
목판본/필사본 : 송연먹  

계획대로 진행

(3)	본문편집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활자가 탈락된 부분은 집자하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재현한다.
도장은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후대에 도장은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탈락된 부분은 왜곡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집자하지 않는다.
도장은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후대 도장 삭제
후대에 붙였다고 판단되는 첨지는 별도 납품

1차 자문회의

2. 제2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	2015년	9월	25일(금요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김형진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교수,	한지)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천주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장황)	#	이메일	자료	검토							

•							회의	안건	:	조사	및	물성검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료	선정	및	제작	방법논의

(1)	능화문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표지의 훼손이 심하여 문양확인이 어려운 대상은 
민무늬로 진행한다.

계획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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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유물조사를 통해 확보한 두께를 기준으로 4가지의 두께 적용
어제자성편과 농사직설은 하위 두께 그룹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포함시켜 작업한다. 
총 3그룹으로 작업.

내지 두께 (mm) 서명 

0.05 ~ 0.06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백운화상어록

동국장원집

0.09 ~ 0.11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역대병요 

성리대전서

역대세년가 

오경백선

근사록

어제자성편

농사직설

0.14
열성책문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3)	전통먹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인쇄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먹을 구분하여 사용
활자본 : 유연먹 (대전속록)
목판본 : 송연먹 (경국대전주해 외 13권)

계획대로 진행

(4)	선장끈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현재의 유물에 사용된 꼰끈 대부분이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됨.
황색끈 : 어제자성편 1,2 / 성리대전서
              백운화상어록 / 농사직설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동국장원집 / 경국대전주해 
적색끈 :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역대세년가 / 대전속록
             역대병요 / 근사록 / 오경백선 

계획대로 진행

(5)	비단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유물조사자료를 기초로 제작 및 구입한다.
열성책문 : 운보문단 / 연화문단 – 직조
어제자성편 : 견 – 조사내용과 동일한 직물구입
어제자성편 포갑 : 사 – 직조

계획대로 진행

(6)	변철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적합한 재료를 구입하여 
현재 유물과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다. 

계획대로 진행

(7)	인쇄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먹의 농담을 결정하기 위해 샘플인쇄를 진행 후 
원본과 비교대조 작업을 진행함. 

계획대로 진행

제2차 자문회의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244 245



2권  대체본

3. 제3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일시	:	2015년	9월	25일(금요일)			

•							장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참석	자문의원	:	 이종권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서지학)	

	 이상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자료)

•							회의	안건	:	표지,	표제,	꼰끈	등	재료	확인

(1)	능화문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진행 
(문양확인이 어려운 대상은 민무늬진행) 

규장각 소장 동시대본 서지사항 조사 후 적용

서지조사 결과

번호 서 명 조사내용 결정문양
동시대 참고자료
（청구기호)

간행연도

1 경국대전주해 문양확인 어려움 만자회문 奉先雜儀 (奎 5048) 1550

2 대전속록 회문복합연화문 회문연화문 

3 역대병요 만자문 만자문 

4 열성책문 운보문단 / 연화문단 비단 

5 어제자성편
회문연화문 회문연화문

6 어제자성편

7
음주전문춘추

괄례시말좌전

구독직해

문양확인이 어려움 회문연화문 확대촬영결과 연화문확인

8 오경백선 만자문 만자문 

9 성리대전서 문양확인이 어려움 회문연화문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가람古貴 181.1-Un3s) 1439

10 백운화상어록 문양확인이 어려움 만자회문
高峰和尙禪要

(古貴840-23C) 1399

11 역대세년가 만자문 만자문 易學啓蒙要解(奎553) 1465

12 농사직설 문양확인이 어렴움 만자회문 易圖 (奎 9884) 1576

13 동국장원집 문양확인이 어려움(감지) 만자회문 大學三綱八目箴 (奎1215) 1511

14 근사록 문양확인이 어렴움 회문연화문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가람古貴 181.1-Un3s)
세종연간

15
상설고문진보

대전후집
문양확인이 어렴움 회문연화문

新編音點性理羣書句解

(가람古貴 181.1-Un3s)
세종연간

(2)	장황끈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진행 
(황색과 적색으로 구분지어 장책) 

열성책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색으로 장황

(3)	변철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2차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그대로 진행
(조사자료 근거에 적합한 재료 구입하여 제작)

구리와 아연이 7:3으로 구성된 재료를 사용하고 
검게 변한 산화피막은 별도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 제작한다. 

자료조사를 통해 제작된 변철 

(4)	표제	

복제 대상 유물의 상태 자문의견 

현재 표제 동일하게 사용 

•   백운화상어록, 동국장원집,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은 내제를 
사용함. 

•   성리대전서는 원표지와 감싸고 있는 외표지 둘 다 제작함.
•   어제자성편은 v1의 자료를 가지고 v1의 훼손된 부분은 
보완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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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내용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역대병요 열성책문

어제자성편 v1.v2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오경백선 성리대전서

백운화상어록 역대세년가

농사직설 동국장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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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제3차 자문회의

Ⅳ. 사업수행 과정 및 방법

1. 사진촬영

이번	귀중본	복제사업에서는	규장각	측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전달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촬영일	:	2015년	4월	16일	

•							촬영대상	:	2015년도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사업	대상유물	(경국대전주해	외14권)

•							촬영장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	촬영실	

•							촬영장비	:	Phase	One	P65+	(	Exposure:	f/16		sec:	1/100	ISO:	100)

2. 이미지작업

1) 편집 및 보정원칙 

•							촬영된	데이터	상에서	글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제거한다.	

•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후대에	찍힌	도장은	지운다.		

•							글자의	훼손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집자를	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만	남긴다.		

•							의도하지	않게	찍힌	부분들은	지워낸다.

2) 본문편집 방법 

기본편집방법

조사된 실측사이즈에 맞춰 각 페이지를 정리한다. 두 페이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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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글자 이미지만 남기고 정리한다.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운다. ( 자체개발 프로그램) 

상세 편집 내용

편집 방침 중 하나인 의도하지 않은 먹선 및 표식에 대해서는 삭제하였다. 대상 유물 중 글자의 훼손이 심한 대상들은 집자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최대한 변화 없이 그대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첨지가 덮여져 있어 하단의 글자를 가릴 경우 원본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보
완이미지를 확보하여 별도로 이미지를 제작한다. 

의도하지 않은 먹자국은 지움

후대에 찍힌 문양 및 얼룩은 지움

•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미지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원본 도장을 구분

• 홍문관(弘文館) 유정사(惟正司)의 장서인만을 남기고, 후대에 찍힌 장서인은 모두 지운다. 

첨지에 의한 가려진 글자 작업

• 첨지는 별도로 인쇄할 수 있도록 내지와 분리하여 작업한다. 

글자와 겹쳐져 있는 적색글자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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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지 작업 

• 어제자성편 내지에 들어가는 박쥐문양지는 변색이 되어 확인이 어려운 문양은 패턴을 유추하여 연장했다. 

3. 주요재료 확보 

1) 한지제조 (장지방, 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이번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에	사용되는	한지들은	사전에	물성분석을	통해	유물별	조사된	데이터

를	기초로	제작하였다.	유물별로	그	재질의	상황들이	다르나,	자문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두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지제작은	전통방식을	따라	제작하였다.	

고려항목 제작조건 

한지두께 (3종) 0.05~0.06mm / 0.09~0.11mm / 0.14mm

한지 재료 조건 1년생 국내산 닥 100%

표백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방법 열판건조

도침여부 도침함

크기

0.05~0.06mm : 76cm x 103cm 
0.09~0.11mm : 60cm x 93cm

0.14mm : 82cm x 81cm 

(1)	한지	제작	과정	

①	원료

•								1년생	참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닥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채취하

여	사용한다.	참닥나무는	표면이	녹색을	옅게	띈	갈색을	나타내며,	얼룩무늬가	보인다.	외피	안쪽은	

옅은	녹색을	띠고	표면은	대체적으로	매끈하나	일부	거친	느낌이	나기도	한다.

②	잿물내리기

백피만들기

닥 삶기

찐 흑피를 칼을 이용하여 외피를 제거

일광표백

준비된 재를 구멍이 뚫린 고무 용기에 넣고 40~60℃ 온수를 천천히 넣음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254 255



2권  대체본

•			타고해로	작업하여	섬유가	끊어지지	않아	강도가	강하고,	도침을	통해	평활도를	높였다.	

③	도침	

1차도침	:			말린	종이를	하루	전	물을	주어	눅눅하게	하여	다듬이질을	한다.	2장씩	아래에서	위로	올리

며	반복	작업을	하였다.	완료된	종이는	그늘에서	건조했다.	

2차도침	:			1차	도침된	종이를	다시	다듬질	한다.	이때는	다듬이질하고	5장을	뽑아서	다듬이질을	반복

한다.	10회	이상을	진행했다.

한지뜨기 (외발뜨기) 한지건조 (열판건조)

1차,2차 도침 작업

(2)	직물	제작	과정	

①	위사	제작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ㆍ위사용	견사를	준비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기계직을	위한	경·위사	준비로	

이루어졌다.	경·위사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하지 작업 및 건조 - ② 보빙해사 - ③ 합사 - ④ 실타래 만들기 - ⑤ 정련 - ⑥ 해사 - ⑦ 정경

■ 하지작업 및 건조

하지작업은 불순물이 많고 유연성이 없는 원사를 유연제에 담가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연사

합사 시의 편의를 위해 본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 작업은 온도 50℃의 물에 보통 애마놀 Y600의 유연제를 섞어 원사를 담가 약 5시간 경과 후 탈수

한다. 하지를 마친 원사는 탈수과정을 거쳐 실내온도 30℃ 정도의 건조실에서 12시간정도 건조시킨다.1

■ 보빙해사

원사는 하지작업을 거치고 나면 실타래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실을 해사하여 보빙에 감아야 하는

데 이 작업을 보빙해사라 한다.

■ 합사

1차 연사 후 세팅을 거친 실은 꼬임을 주지 않고 2올을 보빙에 감아 합사한다.

■ 실타래 만들기

합사까지 완료한 실은 정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작업의 편의와 고른 정련을 위해 다시 타래로 만

드는데 보빙해사와 반대되는 과정으로 제작한다.

■ 정련

생사는 세리신과 피브로인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리신은 생사를 뻣뻣하게 한다. 따라서 

세리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련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방적 등의 공정을 거치면서 먼지나 기계유 등 여러 

불순물이 부착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정련과정이 필요하다. 정련은 생사를 알칼리 용액에 

담가 1시간 정도 끓이며, 이때 세리신이 제거되면서 원사 중량의 20~25% 정도가 감소된다.2

1　『조선시대 수륙제의 전통을 계승한 진관사 국행수록대재』,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ㆍ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2011, p. 344.

2　앞의 책,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ㆍ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2011, p. 347.

원사준비 하지작업 보빙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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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직

ⓐ	의장하기

의장도는	유물의	조직도를	토대로	일완전	문양의	경ㆍ위사	교차점을	기입하는	것이다.	제직하고자	하

■ 해사

정련한 타래를 정경하기 위해 다시 보빙에 옮겨 감는데 이때 제직에 필요한 경사의 올수와 필요한 위사

의 양에 맞춰 준비한다.

■ 정경

정경은 유물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물 폭과 경사의 밀도, 필요량에 맞춰 실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해사 과

정에서 준비된 보빙에 감긴 실을 경사의 올 수만큼 준비하여 정경기에 감아 작업한다. 작업은 한모숨씩 이

루어지며 해당 모숨이 끝나면 매듭짓고 사침을 나눠 표시한다.

합사 실타래 만들기 정련

해사 정경과정 중 매듭짓기 도투마리에 감기

의장 작업 과정

는	직물의	문양	및	조직적	특성을	파악한	뒤	일완전을	찾아	조직을	분석한	후	의장지에	기입하여	작업이	

이루어진다.

ⓑ	자카드	직기의	경사설치

의장을	마치고	나면	직기에	경사설치가	이루어진다.	우선	문양설계에	맞춰	준비한	통사묶음을	용두고리

에	건	다음,	종광과	통사를	연결한다.	그	후	경사빔을	설치하고	사침을	정리하여	종광에	경사를	설치한다.	

ⓒ	제직하기

본	유물은	자카드	레피어직기를	사용하여	제직하였다.	자카드	레피어직기는	수공문직기와	달리	제직

자가	따로	없으며	북이	자동으로	오가며	제직하는	기계직이다.	수공문직기로	제직하는	것	보다	빠르며	넓

은	폭도	제직할	수	있지만	수공으로	제직했을	때에	비해	직물이	입체적이지	않고	평평한	느낌이	있다.

본	조사	직물은	폭	110cm,	길이	5m로	제직하였다.

자카드 레피어직기 제직모습

3) 비단 및 한지염색(이종남, 자연염색연구소)

이번	사업대상	유물들은	표지의	색상이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다.	사전	물성조사	자료를	기초로	염료

를	결정하고	유물별로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①	유물별	염료	

염색을	위해	대상유물을	직접	조사하여	현재	바랜	정도를	확인한	후,	변색이전의	색상을	유추하여	염

색을	진행하였다.	전통방식의	염색법으로	비단	및	한지를	염색하였다.		

색상 염료 적용 대상 유물 

쪽색/붉은색 쪽 / 홍화 열성책문 , 어제자성편 

노랑색 , 황색 오리/도토리/치자 오경백선외 11권 

붉은색(핑크색) 연지
어제자성편 첫내지
(박쥐문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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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 치자 오리 도토리 

유물별	표지의	색상이	달라서	현	상태에서	유추할	수	있는	색상	범위안에서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추가,	

반복	작업을	통해	한지염색을	진행하였다.	

도 서 명 표지 염색샘플 차트 염료 

경국대전주해 오리를 옅게 2번

대전속록 치자 3번 

역대병요 오리와도토리 2번 

음주전문춘추

괄례시말좌전

치자 3번
오리와도토리 2번

도 서 명 표지 염색샘플 차트 염료 

오경백선 치자3번 

성리대전서
치자3번
도토리2번 

백운화상어록
치자1번 
도토리 5번

역대세년가 치자3번 

농사직설
치자1번 
도토리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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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표지 염색샘플 차트 염료 

동국장원집 쪽 5번 

근사록 치자4번 

상설고문진

보대전후집

치자1번
오리와도토리5번

•			현재	염색된	색상을	기준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염색	샘플을	제작하였다.	본래의	색을	유추하여	

한지를	염색하였다.	전통염색의	기록으로	[임원경제지]의	(섬용지)설색지구	채색편에	선지를	염색하는	

법으로	실려	있다.	기록에서	살펴보면	색상을	내기	위해	다양한	염료를	섞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임원경제지 발췌문 

선홍색鮮紅色으로	물들일	때에는	홍람紅藍을	사용하고,	진한	적색은	소방목蘇方木즙을	사용하며,	청색은	

전아와	전수를	사용하여,	5~6번	물들인	뒤에	소목蘇木의	즙을	입힌다.	초록색은	먼저	전수에	물들인	다

음	황백黃栢의	물을	덮는다.	자색은	자초紫草의	즙을	사용하는데,	먼저	옅은	전수에	물들인	다음	소목의	

물	을	덮는다.	황색은	황백黃栢,	괴예槐蕊,울금鬱金등의	물을	사용한다.	

홍람紅藍과	전靛으로	물들일	때에는	반드시	종이의	원료를	물들여	색을	낸뒤에,	비로소	조에	넣고	발로	

평평하게	떠서	종이를	만든다.	다른	색은	모두	완성된	종이로	물들이니	비단을	염색하는	것과	같다.	

염색진행 과정

배접하며 염료 바르기 붓으로 염료 바르기 치자염색 후 오리

배접하며 염료 바르기 붓으로 염료 바르기 치자염색 후 오리

•			치자염색의	산성도	:	8~10ph	

　오리와	도토리염색의	산성도	:	11~12ph	

•			염색을	완료한	한지는	배접을	한	후	건조	판에	건조시킨다.

완료된 염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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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염색	(열성책문,	어제자성편,포갑)

•			꽃대가	올라오기	전	(7월초~8월초)	새벽에	쪽을	벤다.	

•			물에	1~2회	씻어	항아리에	가득	담고,	돌로	눌러	놓은	후에	지하수(단물)를	가득	붓는다.

•			항아리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최소한	만	하루에서	2일	정도	놓는다.	중간에	한	번	뒤집어	준다.	

•			항아리	속의	쪽풀을	바구니에	건진다.	

•			항아리	속에	남아	있는	쪽풀	찌꺼기는	체로	깨끗이	걸러	낸다.	

•			석회를	쪽물	150ℓ에	석회	1.5~2kg의	비율로	넣고,	고무래로	젓는다.	

•			물빛이	청록색에서	황토색으로	변하면	석회가	알맞게	들어간	것이다.	

•			고무래로	약	15~20분간	저으면	흰색	거품이	청색	거품으로	변한다.	

•			하루	동안	침전시키면	색소	앙금은	가라앉고	누런	물이	위로	뜬다.	누런	물은	가만히	따라	버린다.	

•			바구니에	깨끗한	광목을	깔고,	항아리	밑에	남아	있는	앙금을	그	위에	붓는다.	

•			그늘에서	1~2일정도	물기를	빼주고	나면	묵과	같은	상태가	된다.	

8월초 생쪽 쪽 삭히기

석회넣기 니람 완성

윗물을 버린 후 앙금 그늘에 건조한 후

•			열성책문의	표지	비단(운보문단)과	어제자성편의	표지(견)와	포갑(운문사)를	쪽을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			운보문단의	경우	쪽을	염색하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색상을	만들었다.	

직 물 종 류 L a b

운보문단 39.45 -6.12 -21.13

운문사 43.64 -7.37 -2.16

견 43.56 -8.26 1.76

•			대상	직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오염되고	바랜	부분이	많아,	색상변화가	덜한	부분을	기준으로	염색함.

쪽물만들기 염색하기

운보문단 (열성책문) 운문사 / 견 (어제자성편 책표지와 포갑) 

4) 능화판제작 (이운천, 강원도 무형문화재 16호 각자장 전수교육조교)

•			사전조사를	통해	능화의	문양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양의	표지는	3종에	불과

했다.	

•			오경백선:만자문卍字紋,	대전속록:회문연화문回紋蓮花紋,	어제자성편:회문연화문回紋蓮花紋

•			이외에	표지의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표지들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동시대본을	참고로	능화작업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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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양본	만들기	

•			능화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촬영을	진행하여	표지의	문양을	확보하였다.

•			컴퓨터	작업을	통해	문양만을	남기고,	이를	출력한	후	라이트박스에	올려놓고	문양본을	만들었다.	

•			훼손되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능화문양	DB와	대조하여	패턴을	파악하여	적용하였다.	

문양판 제작

②	판재치목

•			폭	한자尺,	길이	다섯	자반(30x165cm)

		이상의	산벗나무	2판	선정	

•			폭	한자尺,	길이	다섯	자반(30x165cm)

		이상의	자작나무	1판	선정

•			규격에	맞게	자른	후	대패질로	마감	

③	새김	

•			판하본을	붙이고	건조시킴	

•			판목을	각수刻手가	각도刻刀로	문양을	새긴다.	

•			나무결의	문양을	확인해가면서	새긴다.

•			각자刻字작업	후	문양본을	제거하고	건조

•			마구리면에	밀랍을	발라	마무리한다.	

	(수분침투를	막아	갈라짐을	예방한다.)

④	완성

만자문양 회문연화문 회문연화문 

•			만자문卍字紋

	:			만자문의	결속은	능화판에서	정방형正方形으로	나타나는	것과	사선방斜線方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후자에	속한다.	만자문은	선의	굵기에	따라	굵은	선의	태선만자문太線卍字紋과	가는	선으로	

이루어진	세선만자문細線卍字紋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번	사업에	사용한	만자문은	후자에	속한다.	

•			연화문蓮花紋	

	:			연화문은	고려시대	이후	조선	중기의	초엽까지는	표지	문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수적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절대	다수를	그리고	조선	중기에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며,	1800년대	중엽	이후

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문과	어우러져	표현되거나,	만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새긴	경우가	많다.																																							※	발췌_조선시대_능화판_문양의 분류와 조형성에 대한연구_문기윤	

5) 변철제작 (김두봉 두석전문가)

•			물성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원본에	가까운	재료를	확보하여	제작하였다.	

•			구리(Cu)와	아연(Zn)이	7:3으로	조합된	원판을	구입하여	재료	제작에	사용하였다.	

•			이번	작업은	원형복원이기	때문에	산화된	현재의	상태와	달리	재료	본연의	상태로	제작하였다.

 두드림 작업 줄을 이용한 연마작업 모양 다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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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과물 

•			제작된	부속품들은	자문회의를	통해	승인	후	장황작업에	사용하였다.	

•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연마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적인	망치의	두드림

을	통해	마감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재료	본연의	색상을	유지하였다.	

6) 전통먹제작 (한상묵, 전통먹장인 )

•			글자의	인쇄방식에	따라	송연먹과	유연먹으로	나눠서	인쇄를	진행하기로	하여,	별도로	인쇄용	먹을									

제작하였다.		

•			소나무뿌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송연먹과,	유채꽃이나	콩,	동백	등을	태워	제작하는	유연먹을	제작

함.	송연먹은	소나무뿌리를	전통가마에서	10일간	600℃정의	온도로	불완전	연소시켜	나오는	그을음

을	포집하여	만든다.	약	400kg의	소나무뿌리를	태워	10kg	정도의	그을음을	얻을	수	있다.	

전통 가마를 이용하여 송연먹의 재료인 그을음을 확보함

•			채취한	송연먹	그을음을	이용하여	인쇄용	먹을	제작하기	위해서	피마자유와	물엿	등을	섞어	적절한	

점도가	될	때	까지	반죽을	반복하여	제작하였다.	

완성된 송연먹과 유연먹 

•			인쇄방식에	따라	사용되는	먹을	구분하여	인쇄에	적용한다.	

		활자본:유연먹	(대전속록)

		목판본:송연먹	(경국대전주해	외	13권)

4. 인쇄

1) 인쇄 작업 

•			이미지편집이	완료된	파일을	레이져	CTP출력기를	이용하여	인쇄용	플레이트를	제작한다.	

•			낱장으로	인쇄를	진행하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정기를	이용하여	인쇄	작업을	진행했다.	

알루미늄 판 준비 레이저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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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트 현상   플레이트판 준비

인쇄판에 먹 입히기 한지 인쇄

먹의 농도 맞추기 표제 인쇄

•			최종	인쇄	작업	전에	동일	조건으로	전권에	대한	샘플작업과	원본대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먹의	

농도와	인찰선	및	장서인의	색상과	농도	등	세밀한	부분까지	원본	대조를	통해	동일하게	인쇄하려고	

노력하였다.

- 장서인 및 먹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샘플 인쇄 후 원본과 대조작업 진행

5. 인쇄물검수 

1) 검수일정 

최종인쇄물은	장황작업	전	인쇄	상태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7일/	9일/	11일	(총	3회)	

검수일 검수 대상 서명 검수자 

12월 7일 

백운화상어록,오경백선 
경국대전주해,대전속록

동국장원집,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국독직해

박정철, 이성임 

12월 9일 농사직설,역대세년가,역대병요 박정철, 이성임

12월 11일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근사록,어제자성편v.1/2
열성책문,성리대전,근사록

박정철, 이성임

12월 14일/재검 
백운화상어록,농사직설,

열성책문,근사록.성리대전
박정철, 이성임

제 2장  귀중도서 복제본 제작 사업270 271



2권  대체본

재검내용

도 서 명 검수내용 조치사항 

농사직설 22면/좌1하3 
- 饑 휙 하나가 흐리다

진하게 다시 인쇄 

백운화상어록
111면/우측 상단 
휙 끝이 흐리다. 

진하게 다시 인쇄 

근사록

24면 상단 – 티 제거 
55면 우6상7 – 붉은 선 제첨
94면 한 글자 인쇄 안 됨

재 인쇄 

열성책문 26면과 26면의 도장 위치 변경 재 인쇄 

성리대전 7행 상단 (ㅇ) 표시 붉은색 재 인쇄 

•			글자의	인쇄	상태와	본문과	상이한	점을	위주로	검수하였으며,	원본과의	차이는	자문회의를	통해	결

정된	사항의	반영을	검수자에게	자료를	통해	설명하면서	진행하였다.	

•			한지	제작과정에서	발행한	티의	경우	즉석에서	제거하였다.	

•			지적된	사항은	바로	수정,	조치하여	검수	후	완료하였다.	

6. 장황  (정찬정: 장황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수리기능자 1242호) 

(1)	표지	

•			비단표지와	한지표지	두	종류로	나뉜다.	

		비단표지	:	열성책문,	어제자성편(v.1,	v.2)

		한지표지	:	경국대전주해	외	11권		

표지비단 준비 비단 배접 표제 붙이기 표지완성

한지표지:	염색한	한지에	능화판을	이용하여	문양을	만든다.	

•			여러	장의	한지를	염색	후	배접하여	표지를	제작하였다.

•			밀랍을	표지에	고르게	바른	후	밀돌을	이용해	표지에	문양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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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2)	내지	

•			인쇄된	내지는	칼선에	맞게	제단	후	반으로	접어	지끈으로	고정시킨	후	표지를	붙여	완성했다.	

 내지 제단 

 구멍 뚫기 

지끈 박기

박을 못 마감작업

내지 접기

변철 달기

지끈 장황

완성

(3)	열성책문	장책작업	

•			의궤	형태의	열성책문은	변철을	이용하여	장황하였다.	

•			변철을	책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직접	변철을	제작한	김규봉님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여,	완성도	있게	

장황작업을	진행하였다.	

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작업완료	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작업을	진행하였다.	내지의	순서	및	장황	상태	등을	원본과	한	장씩	

비교하며	검수한	후	납품을	완료하였다.	

 검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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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8. 완성품

경국대전주해

대전속록

역대병요

열성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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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어제자성편_內

어제자성편_外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독직해

오경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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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성리대전서

백운화상어록

역대세년가

농사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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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동국장원집

근사록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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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대체본

 Ⅴ. 결론 및 사업자 제언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복제본	제작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진촬영	작업의	경우	자사에서	촬영을	진행했던	2013년도	작업과는	달

리	규장각	측의	촬영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본	사업에	사용될	대상	유물의	이미지를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조금	우려되었던	점은	있었으나,	넘겨받은	이미지의	수준은	만족스러웠다.	

물성분석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대상	유물중	상당수가	표지의	훼손이	심한	상태의	것들이	많아

능화문양의	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문회의	과정을	거치며	확인이	어려운	표지의	문양은	동시대

본	조사를	통해	그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문양을	적용하기로	결론지어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내지의	한지를	분석하면서	질이	종은	한지를	사용한	대상유물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질이	좋은	한지는	

아니었고,	두께도	일괄적이지	않아	전체	대상유물의	한지는	3종으로	정해	전통한지	제조	방식으로	제작

하였다.	

특히	「열성책문」의	경우	어람용	의궤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한지제작에도	각별히	신중을	기하

여	제작하였다.	물성분석을	통해	조사된	「열성책문」의	내지의	두께와	밀도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지를	제

작하였을	때	도침	후	마무리된	한지와	차이가	있어	수차례	작업을	통해	좀	더	두껍게	한지를	떠서	도침을	

많이	하여	밀도와	두께를	맞췄다.	

변철의	경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기술소재은행의	도움으로	성분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에	맞는	변철을	수배하여	제작할	수	있었다.	주물	작업을	통해	원	재료를	직접제작	할	수는	없었지만	성분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	맞는	재질의	재료를	구할	수	있었고,	전통적인	제작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귀중도서	작업과는	달리	비단표지와	포갑	등	한지	이외의	작업	대상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열성책문」의	표지비단과	표제비단,	「어제자성편」2권	그리고	이	두	권을	담을	포갑을	포

함해	총	4종의	비단	제작이	필요했다.	비용적인	부담도	컸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훼손된	비단의	문양확인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웠다.	열성책문	표제의	연화문단의	경우	몇	차례의	조사	작업을	통해	겨우	문양의	

패턴을	확인하면서	제작이	가능하였다.

한지표지의	경우	대상유물별	색상조사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천연염색	과정을	이용한	색

상차트를	제작한	후	자문회의를	거쳐	복제본	작업에	적용하였다.	표지의	색상과	함께	신경	썼던	부분이	표

지	한지의	배접인데,	여러	장을	합지하여	제작되는	표지의	경우	풀의	사용	및	배접방법에	따라	경도가	강화

될	수	있어	장황작업	완료	후	단단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	삭힌	풀로	배

접	후	건조과정을	거치고,	능화문양새김	작업	시	밀돌을	충분히	문질러	주는	연화과정을	거쳐	자연스런	표

지를	제작하였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대상유물들의	다양성이었던	것	같다.	충분한	사전조사의	미흡

한	점도	있었지만,	인쇄	작업시	1도	인쇄가	거의	전부였던	지난	사업들과는	달리	1권에서도	2도~3도	인쇄

가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	비단	또한	초기	계획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제작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다음	사업진행	계획	단계부터는	좀	더	상세한	조사	작업이	이뤄져	변수	발생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상황들은	대상유물의	복제본들을	모두	완성	후	납품과	함께	

또	하나의	보람이	되었고,	사업의	기회를	준	규장각	측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번	사업에	도움을	주신	협력업체	및	장인분들께	함께	고민하고	같은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	

주신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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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판문화재 인출사업 제  3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발			주			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사			업			명	: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							주관사업자	:	운봉서각원	(대표	박영덕	–	중요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이수자)

•							사	업	기	간	:	2015년	4월	17일	~	2015년	8월	31일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인출본	제작	및	책판	클리닝을	통한	원본	보존

•							인출된	도서	열람	등	활용성	제고

•							완질본이	아닌	책판의	누락부분을	제작하여	보완	및	향후	추가	인출에	대비

•							책판	제작	및	클리닝,	인출,	장황	등과	관련된	전통	기술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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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상 및 내용

(1)	사업대상

연번 서명 책판번호
책판

개수

책판

면수

제작

개수

제작

면수

책 규격
(cm)

표지

재질

제본

형태

인출

부수

현존도서

(善本)
비고

1
光廟御製訓辭

奎木6
(688~696) 9 11 1 1 32.3x20.6 종이 오침 4부 奎5701,

奎11568
보각부분

복원제작

  자료설명 : 1458년(세조 4)에 세조가 세자 황(예종)에게 내린 훈사로, 이후에 목판본으로 재간행한 것

2
御製近八裕昆錄

奎木66
(13012~13026) 15 15 1 1 31.0x20.1 종이 오침 4부 奎6617,

奎5698

  자료설명 : 영조가 80세 가까이 되는 1769년(영조 45)에 세손에게 수교한 글.

3
御製心鑑

奎木71
(13089~13094) 6 12 1 2 32.7x19.8 종이 오침 4부 奎5694,

奎6614

  자료설명 : 1746년(영조 22)에 영조가 심학(心學)에 관한 글을 모아 엮어서 세자에게 내린 책

4

御製訓書

奎木79
(13049~13054,
 13163~13178)

22 41 0 0 34.0x21.4 종이 오침 4부 奎3528,
奎2427

자료설명: 1756년(영조 32), 영조가 요순과 같은 효제심(孝悌心)이 오늘날에는 없어졌음을 한탄하고, 세자를 독려하려고 지은 책

합계 52 79 3 4

 * 御製心鑑의 신규 제작 책판은 양면 1판이며, 총 제작 대상 책판개수 3개, 책판면수 4면임.
 * 신규 제작 책판과 별도로 光廟御製訓辭의 이탈된 보각(補刻) 부분 1군데를 복원제작 후 책판에 부착하여야 함.
   (크기: 가로15mm, 세로85mm, 두께5mm / 내용: “光廟御製訓辭” 6글자)
 * 신규 제작 책판 포함하여 총 인출 대상 책판개수 55개, 책판면수 83면임.
 * 장황 대상 책은 4종 각 4부씩 총 16책임.

•							규장각에	완질이	소장된	책판	중	규장각내에	인출된	책이	2부	이내로	남아있는	자료를	인출대상으로	

선정

•							완질이	아닌	경우라도	누락면수가	적고	동일책판으로	찍어낸	책이	현존하는	경우

(2)				사업내용

규장각내에	완질본完帙本	책판이	존재하나,	책으로는	2부	이내로만	남아있는	자료를	인출하여	장서로	

등록하는	사업.	누락면이	있는	경우,	해당	책판을	판각하여	제작후	인출.

•							인출을	위한	책판	클리닝	작업,	장황裝潢,	서명	필사	등	포함.

①	누락분의	책판	제작(목재	수급~먹물취색)

•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1장	1면

•							어제근팔유곤록御製近八裕昆錄	1장	1면

•							어제심감御製心鑑	1장	2면

③	책판클리닝	:			원활한	인출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글자의	획사이에	채워져	있는	먹성분의	잔여

물을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업

④	전통한지,	먹(송연묵)을	사용한	원활한	인출

⑤			능화문양을	입힌	표지	제작	후	오침안정법으로	장황	(4종	4책을	각	4부씩	총	16책	제작)

⑥			장황	후	전문서예가의	표지	서명	필사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어제심감 어제심감

광묘어제훈사 보각 복원판 광묘어제훈사 이탈된 글씨 부분

②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보각부분	복원	제작	후	책판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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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료	간행연도	및	해제

①			光廟御製訓辭(간행연도:	1746,	영조	22)

1458년(世祖	4)에	世祖가	世子	晄(睿宗)에게	내린	訓辭로서	1746년(영조	22)에	芸閣에서	木板本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체제는	世祖의	自序와	10條目의	訓辭,	英祖의	跋文,	崔恒의	後序,	李克堪의	後跋文으로	

되어	있다.	

世祖의	自序에서는	世祖	자신의	事跡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訓辭를	내린다고	하여	그	撰

述	동기를	밝히고	있다.	10條目의	訓辭는	恒德·敬神·納諫·杜讒·用人·勿侈·使宦·愼刑·文武·善述이다.	

이밖에	崔恒은	周	召公의	故事를	빌어	君道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李克堪은	唐太宗이	『帝範』을	지어	

太子에게	내린	故事를	빌어	"其子孫之嗣業者	若不墜先訓	則天必保護之”한다고	하여	訓辭遵守의	중요성

을	訓諭하고	있다.	

끝에	�芸館開刊	沁都藏板�이란	刊記가	있다.	

『訓辭』[奎5734]와	내용은	동일하며	판본이	다를	뿐이다.(善本:	奎5701)

②			御製近八裕昆錄(간행연도:	1769,	영조	45)

英祖가	80세	가까이	되는	1769년(英祖	45)에	世孫에게	垂敎한	것이다.	

1769년	校書館에서	간행하여	奎章閣에	藏板하였다.	내용을	보면	英祖	자신이	53세	때	�自省篇�을	지

은	것은	諭示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이것을	다시	짓는	것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다음	治者로서의	修身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다.	篇末에는	箴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治國하는	君王의	마

음가짐을	말한	것이다.(善本:	奎6617)

③	御製心鑑(간행연도:	1746,	영조	22)

英祖가	心學에	관한	글을	모아	엮어서	世子에게	내린	책이다.	이	글을	봄으로써	스스로	心을	검찰하

여	放心을	구한다는	뜻에서	“心鑑”이라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단권의	목판본으로	1746년(영조	22)에	짓고	

간행했다.	내용을	보면	“心은	一身의	主요	萬化의	本으로	操存하면	요·순같은	성인도	되고	放舍하면	盜

跖같은	악인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심을	스스로	점검하여	잠시라도	방심하여	慢忽함이	없어야	한다	

하고,	독서할때에	만일	潛心하지	못하면	이에	그	마음이	이미	달아나고	浮念이	따라	일어나게	되나니	이

러한	때에	비록	백번을	讀誦한들	무슨	이익됨이	있겠는가?	마음이	밖으로	物慾을	좇아	달아나는	것을	마

땅히	다스려야	할	것이오,	아무때나	일어나는	浮念도	또한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인데	浮念	중에서도	淺深

이	있으니	크게는	食과	色에	흐르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浮念이란	靜居坐臥한	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拜跪하고	周旋할	때에도	문득	일어난다.	그러나	

浮念이란	고요한	때	더욱	심하게	일어나니	存養이	아니면	어찌	막겠는가?	一事도	마치기	전에	문득	또	하

나의	일을	생각하게	되니	이것도	또한	浮念의	소치이다.	

사소한	浮念도	정돈하기에	오히려	이같이	어려우니	하물며	物慾이겠는가?	달아나는	馬匹을	따라가	

잡는	것이	비록	힘은	든다	하여도	쉬우나	그	放心을	구하는	것은	맹렬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능할	수	

없다.	外物의	誘는	스스로	心을	굳세게	하면	거의	제거할	수	있으나	浮念의	動은	항상	涵養하지	않으면								

제어하기	더욱	어렵다고	하니	이것은	經常의	道로써	비유하여	말한	것,	外誘의	難制가	어찌	浮念보다	심

하지	않으랴?”	라고	하여	心을	점검하여	살피는데	항상	밖에서	유혹하는	物慾과	무시로	일어나는	浮念을	

경계하여	操存	涵養하여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善本:	奎5694)

④	御製訓書(간행연도:	1756,	영조	32)

朝鮮朝	英祖가	堯舜과	같은	孝悌心이	오늘날에는	없어졌음을	한탄하고,	세자에게	교훈을	주려고	지

은	책이다.	권두에	성性·도道·교敎라	대서하고	이를	풀이한	성도교도性道敎圖가	있으며,	이어서	16자로	된	

어제어필의	판각서와	어제성도교도설이	있다.	

권말에는	태백산사고	내사기內賜記와	발문으로	서명응徐命膺의	봉교서가	있다.	이	책에는	경천敬天·애민

愛民·예신禮臣의	3편과	어제가색편御製	稼穡篇이	부기되어	있다.	「경천」은	천리를	존중하라는	뜻으로	‘경천’

의	의지를	강조하여	세상만사에	패륜의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애민」은	백성의	질곡을	살

펴	무휼撫恤에	힘쓸	것을	경계한	내용이다.	「예신」에서는	신하를	예우하여	정사가	안정되도록	할	것을	밝

히며	그	전거를	『대학』·『중용』	등	경서에서	인용하였다.	

「어제가색편」은	후직后稷의	농사에	대한	가르침	이후	중시되던	농업이	점차	해이해짐을	안타깝게	여겨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	권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善本:	奎3528)

3) 사업의 범위

•							책판	문화재	인출사업에	관한	일체사항

	책판	제작,	책판클리닝,	인출,	장황,	표지	서명	필사,	자문위원회,	보고서	작성	등

•							정해진	하자보수	기간내의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사항

2. 인력현황

1) 자문위원

성명 소속 비고

박 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전문위원

정제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전문위원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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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판문화재 인출사업 참여인력

참여인력현황

성명 소속부서 직책 담당업무 비고

박영덕
운봉서각원

(충북 보은군 속리산로 127)
대표

책판제작, 
인출 및 총괄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이수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6673호)

박해원 ˝ 전승자 각자, 인출 - 문화재수리기능자 칠공(7028호)

박지원 ˝ 전승자 인출 보조,클리닝

신철우
동방서예한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복대로 34)
대표 표지서명필사 -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서예)

정찬정
차가방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0)
대표 장황 - 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1242호)

편완구

대우임업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길 85-1)

대표 책판용 목재공급

복종선 우정목공예 대표 책판용 판목 제작 - 문화재수리기능자  소목수(5969호)

장용훈

장지방

(경기 가평군 청평면
작은매골길 70)

대표 한지
-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한상묵

취묵향공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로174번길 24-1)

대표 송연먹 - 먹 제조 장인

3. 책판 인출의 역사적 고찰

정	호	훈1

문치文治의	나라	조선을	지탱했던	기본적인	힘은	출판에서	나왔다.	국가와	왕실에서는	나라를	경영하고	

문화를	진흥하는데	유용한	책이면,	그것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든,	아니면	국내에서	저술	편찬한	것이든	

적극	간행하여	보급했다.	책의	간행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아	활자를	이용하거나	책판을	활용했는데,	절대

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책판을	이용한	출판이었다.	책판은	오래	축적된	조선의	문화를	이끄는	최고의	

기록	매체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년	책판문화재	인출	사업’의	대상	자료는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

辭』,	『어제근팔유곤록』,	『어제심감』,	『어제훈서』	등	4종이다.	모두	영조	대에	간행된	책이다.	『광묘어제훈사

光廟御製訓辭』는	조선	전기	세조대에	간행되었던	『훈사訓辭』를	영조	22년에	이름을	바꾸어	다시	인쇄한	것이

다.	영조는	‘조종을	본받는다[法祖宗]’의	이념	하에	역대	조선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선대	국왕들의	치적

을	재구성하며	널리	현창하는	작업을	펼쳤는데,	세조의	『훈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출판했던	것

이다.	4종의	인출	대상	자료는	요컨대	영조대의	출판문화,	나아가	영조의	정치사상적	지향을	풍부하게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출	자료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는	규장각에	소장된	규목奎木6으로	제작했다.	규장각에	소장된	규

奎5701,	규奎11568과	같은	계통이다.	규5701은	영조	22년,	기존에	간행되었던	『훈사』를	새롭게	간행한	것

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영조는	1746년	12월	27일,	옥당에	보관	중이던	『제범帝範』을	읽다가	

거기에	부록으로	달린	『훈사』를	발견하고는	교서관校書館:芸館에서	이	『훈사』를	간행하도록	했다.	이때	영조

가	보았던	『제범』은	홍문관弘文館	장서인이	찍힌	규중奎中1969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17세기	초	훈련도

감자訓鍊都監字로	인쇄된	것으로,	부록으로	『훈사』가	덧붙여져	있다.

영조는	새로	간행하는	『훈사』의	이름을	『광묘어제훈사』로	정하고,	서문을	붙인	뒤,	진상進上용	10건,	진

헌進獻용	5건으로	인출하도록	허락했다.	책은	이듬해인	1747년	1월	중순에	완성되었으며,	영조는	이	책의	

판목을	강화도의	정족산鼎足山	사고史庫에	보관하도록	하고,	판목의	끝에	“운관개간芸觀開刊	심도장판沁都藏

板”	8자를	새겨	넣도록	했다.	‘운관개간芸觀開刊	심도장판沁都藏板’이라	새겨진	규장각	소장	규목奎木6은	이때

의	판목이다.

『훈사』는	본래	1458년(세조	4),	세조가	세자	황晄	:	睿宗에게	내린	책으로,	성공적인	국왕이	되기	위해

서	반드시	갖추어야	덕목을	항덕恒德·경신敬神	등	10조목으로		제시했다.	이	책은	흔들리는	국가를	안정시

키고	국가	체제의	틀을	세운	세조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조선에서는	이	책을	여러	차

례	간행했으며	영조대의	『광묘어제훈사』는	그	마지막	간본이다.	영조	이전에	나온	것으로는	중종대의	을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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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본	『훈사』(奎貴5640),	17세기의	『제범』에	부록으로	간행된	『훈사』(奎中1969)를	확인할	수	있다.

『어제심감御製心鑑』은	영조가	54세	되던	1746년(영조	22)	11월	중순에	간행되었다.	진상進上용	10건,	진헌

進獻	용	5건을	인출했다.	애초	활자로	간행할	계획이었으나	적절한	글자가	없어	목판으로	인출했다.	책판은	

예문관에	보관했다.

『어제심감』은	원량元良	곧	세자에게	내리는	영조의	교훈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일종의	제왕학帝王學	교재

인	셈이다.	마음은	일신一身의	주재主宰이며	만화萬化의	근본이므로	이를	잘	조절하면	요순堯舜과	같은	성인

이	될	수	있으나,	방심하면	걸주桀紂와	같은	폭군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상	마음을	성찰하여	물욕을	

막고	들뜬	생각을	가라앉혀	조존操存·함양涵養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영조가	세자를	위하여	제왕학의	교재를	만든	것은	1745년(영조	21)의	『어제상훈御製常訓』에서	비롯되었

다.	이	책은	경천敬天·법조法祖·돈친惇親·애민愛民·거당祛黨·숭검崇儉·여정勵精·근학勤學	등	8개	기본	항목

과	임현사능任賢使能(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할	것)과	변참辨讒(속이는	말을	분별할	것),	용직납간

容直納諫(곧은	말로	간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	경대신체군신敬大臣體群臣(대신을	공경하고	여러	신하를	가

까이	함),	숭유증도崇儒重道(儒를	숭상하고	도를	무겁게	여김)	등	5개	부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

조는	훌륭한	국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가	이	내용을	반드시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래	조선에서의	

제왕학	교재는	『성학십도聖學十圖』나	『성학집요聖學輯要』,	『대학연의大學衍義』,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등	

성리학	서적이었으나,	영조의	제왕학	교재는	조선	현실에	맞추어	보다	간명하게	만들어진	특징을	갖는다.

『어제훈서御製訓書』는	영조	나이	63세	되던	1756년(英祖	32)	6월에	간행되었다.	이때	인출된	책은	내입內

入	5건,	세자궁世子宮	1건,	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춘방春坊·한원제상사翰苑諸

上司·육조六曹	각각	1건,	사고史庫	다섯	곳에	각각	1건을	보관하도록	했다.	책판은	영조의	명으로	예문관에	

보관되었다.

『어제훈서』는	1745년에	간행했던	『어제상훈御製常訓』의	축소판이다.	그	점에서	『어제심감御製心鑑』과도	

상통한다.	책머리에	성性·도道·교敎	세	글자를	크게	쓰고,	성에	대해서는	“하늘이	나에게	부여하고	내가	

하늘에서	받은	것,”	도·교에	대해서는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라고	부

연하여	설명했다.	본문은	경천敬天·애민愛民·예신禮臣의	3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천에서는	하늘과	땅,	

일월이	사사로움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군주도	사사로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애민에서는	국가

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인심이	떠나면	천명이	떠나므로	백성을	안정시켜야	함을,	예신에서는	군주

가	신하를	예로서	대접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예우해야	함을	강조했다.	책의	

말미에는	「어제가색편御製稼穡篇」을	부기했다.	여기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힘써	농사일을	지어

야	함을	권면했다.

『어제근팔유곤록御製近八裕昆錄』	은	영조	76세	때인	1769년(英祖	45)에	지었다.	영조는	자신이	53세	때	

지었던	『자성편自省篇』의	내용을	이	책에서	다시	되풀이했다고	했다.	군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국

가에	의지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세손世孫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다.	1769년	교서관

校書館에서	간행한	뒤,	5권은	대내로	들이고,	1건은	세손궁世孫宮,	다섯	사고·정원政院·홍문관弘文館·예문관

藝文館·춘방春坊에	각각	1건씩	비치하도록	했다.	이때	판목은	운각芸閣에	소장했다.

이상	살핀	대로	‘2015년	책판문화재	인출	사업’에서	인출한	책은	모두	영조	대에	간행한	국왕의	정치서

이다.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는	비록	세조가	지은	것이지만,	세자	및	후대	왕들에게	내리는	지침서라는	

점에서	영조의	어제서와는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책에서는	국왕의	후계자에게	한결같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신하들을	예우

하는	군주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세조나	영조	모두	그	살았던	시기는	창업기와	수성기라는	차이가	있

었지만,	국가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가	운영의	틀을	세우는	과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었다.	이들은	세자

에게	내리는	교훈서의	형식을	빌려,	국가	최고	수장으로서의	군주가	그	닥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당쟁을	억제하고	탕평정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념과	방법을	찾고자	고심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정치서를	만들었다.	정조가	규장각을	

짓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영조의	이러한	의지,	사유를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여러	책의	책판을	이용하여	새로운	간본을	인출하는	사업은	영조	대	주요	문헌을	후대에	보

다	풍부하게	남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또한	영조	대	정치서가	담고	있는	의미

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조와	규장각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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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조사 및 물성분석

1. 유물 실측 및 조사 (2015. 4. 21)

1) 책판 실측

각 서종별로 1판씩 실측

서명

규격(mm) 인출 광곽(mm)
비고

가로×세로×두께 가로×세로

光廟御製訓辭 584×242×22 360×240

御製近八裕昆錄 508×230×13 342×228

御製心鑑 510×220×32.7 274×220

御製訓書 355×198×17 217×197

2) 한지 조사

3) 장서 규격 실측

실측(가로, 세로, 두께 측정)

한지 조사(두께, 색상 등)

책의 크기 실측 침선 구멍 실측

내부 여백 실측 2내부 여백 실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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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분석

1) 책판의 수종 및 안료 분석

(1)	책판	본판	수종분석

책판	본판은	시료(파편)	채취가	불가하여	육안	분석과	현미경	촬영을	실시한	결과	산벚나무로	판명

되었다.

육안 분석 및 현미경 촬영 분석

현미경 촬영

광묘어제훈사 기존 책판 신규 제작 책판

광묘어제훈사 기존 마구리 신규 제작 마구리

어제근팔유곤록 기존 책판 신규 제작 책판

어제근팔유곤록 기존 마구리 신규 제작 마구리

어제심감 기존 책판 신규 제작 책판

어제심감 기존 마구리 신규 제작 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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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종별	해부학적	특성

책판손잡이1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2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3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2)	책판	손잡이	수종분석

책판손잡이는	수종이	대부분	소나무이지만	다른	목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수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처	:	(주)씨엔티	경담연구소

•							분석일	:	2011년	10월	16일

수종 및 유기물 분석

시료명
분석내용

XRF FT-IR 수종

책판 손잡이 2 6

①	수종조사

시료를	채취하여	실체현미경(Nikon,	C-PS)으로	조사대상	위치를	결정하고,	목재의	3단면을	포함하는	

시편을	만들어	연화하고	paraplast로	embedding	cassette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편블럭을	Rotary	Microtome을	이용하여	두께	10〜15㎛의	3단면	절편을	만들어	Safranine으

로	염색한	후	알콜계열로	탈수하고	투화과정을	거쳐	영구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E200)을	이용하여	40〜400배의	배율로	목재	내	구성세포의	종류와	배열형태를	관찰하고,	이미	

보고된	목재	조직학적인	특성의	연구	결과와	대조하여	해당수종을	검색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수종조사 결과

연번 유물명 수종

1 책판손잡이 1 소나무과 - 소나무속 Pinaceae Pinus - 硬松類

2 책판손잡이 2 〃

3 책판손잡이 3 〃

4 책판손잡이 4 〃

5 책판손잡이 5 〃

6 책판손잡이 6 〃

책판손잡이에서	확인된	수종은	소나무과	-	소나무속,		Pinaceae	Pinus	중에서	硬松類로	식별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송류에는	소나무(陸松,赤松),	海松(곰솔,	黑松)	등이	있다.	조직이	거칠지만	광택이	있고	

내후	및	보존성이	크고	가공성이	용이하여	가구,	건축,	토목,	선박,	악기	조각	및	기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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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판손잡이4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5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책판손잡이6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3)	책판	손잡이	안료분석

책판손잡이의	표면에서	흑색안료가	확인되었다.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각각	진하고	옅음의	농도가	다

르고	판면과	교차부에는	일부	뭉쳐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으로	만지면	묻어난다.	인경印經작업	도중	

판면에	바른	먹물이	손잡이에도	묻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기분석을	통해	옻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①	현미경	관찰

옻은	표면에	치밀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끈하게	보이고	균일한	광택이	있으나,	먹과	같은	탄소덩어

리는	표면에	요철이	심하며	광택이	불균일하게	난반사하는	차이를	보이는데	실체현미경(Nikon,	C-PS)으

로	관찰한	결과,	먹으로	확인되었다.

②	FT-IR분석

적외선	분광법(FT-IR	: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은	옻칠과	같은	문화재의	유기물	분

석에	이용된다.	분광기는	Shimadzu社의	IR	PRESTIGE-21(model)을	사용하였다.

Fig. 1 옻칠의 표면 Fig. 2 손잡이의 표면

Fig. 3 팔만대장경 옻칠의 FT-IR Fig. 4 손잡이 먹의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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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문위원회

1. 자문회의 안건

일시 2015.05.08.(금) 14:00~ 장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자문위원

박  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전문위원)
정제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문화재 전문위원)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회의절차

•	주요사업내용 및 자재수급설명 (목재, 한지, 먹)
•	판목 및 책판제작, 보각부분에 대한 논의
•	책판 클리닝 및 인출 방법에 대한 설명

안건

• 책판 제작 및 인출에 관한 제반사항

• 책판 수종분석에 관한 사항 
  육안 및 현미경 분석 결과
  광묘어제훈사   본판 : 산벚나무   마구리: (소나무,피나무)
  어제근팔유곤록 본판 : 산벚나무   마구리: 소나무
  어제심감       본판 : 산벚나무   마구리: 소나무
   → 광묘어제훈사 마구리 부분 (수종 및 마구리 형태)

• 책판 제작기의 위치에 관한 사항
   → 어제심감 (양면책판)
  * 전년도 사업 제작 책판 제시

• 한지 부분에 관한 사항
   →어제훈서,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 0.1mm정도 통일한지
     어제심감 : 0.14mm
  * 한지 샘플 제시
  * 어제심감 원본 도서는 한지 고해가 덜 되어 있어 두꺼움. 
    원본처럼 고해를 덜 시킬 것인지, 두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

• 광묘어제훈사 보각 부분에 관한 사항
  * 부착 후 각자 / 각자 후 부착

• 책판 클리닝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전년도의 클리닝 방법 설명
  * 전년도 대상자료 보다는 먹 찌꺼기가 적은 편임. 
    클리닝 방법과 범위
어제심감은 일부 손상되어 약한 책판이 있음. 인출시의 보강책

•  판목의 함수율에 관한 사항

Fig.3은	팔만대장경	中	수다라장에서	채취한	옻칠과	남원産	옻칠을	분석한	결과다.	남원산	옻칠을	상

온에서	경화한	것(a)과	100℃에서	경화한	것(b),	팔만대장경	옻칠	시료(c)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옻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을	나타내는	특정	피크가	검출되었다.2

Fig.4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책판	손잡이의	흑색	미지시료(①,	②)를	분석한	결과이다.	

3433cm-1에서	N-H신축	진동이,	1624cm-1에서	지방족	C=C	탄소	이중결합이,	1244cm-1에서	C-N결

합이	확인되었다.	

먹은	탄소(C)를	주성분으로	동물성	아교와	섞어서	만드는데,	주성분인	탄소의	결합과	아교의	단백질	성

분인	질소가	확인되었다.	

옻칠의	분석	결과와는	대조적인	패턴을	보이며	분석	시료와	먹(③,	大新堂筆房作,	古淸墨)은	일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결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책판손잡이	분석결과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과로	식별되었으며,	표면에	도

포된	흑색안료는	먹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목판을	인경하는	과정에서	판면에	바르는	먹물이	손잡이에	전이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표지문양 및 재료 분석

서명 표지재질 제본형태 표지문양 비고

광묘어제훈사 종이 오침 장황 연화, 능화문

어제근팔유곤록 종이 오침 장황 연화, 능화문

어제심감 종이 오침 장황 연화, 능화문

어제훈서 종이 오침 장황 연화, 능화문

3) 한지 두께 및 매수 파악

서명 두께 매수 비고

광묘어제훈사 0.10∼0.11mm(도침) 1권 12매+내지 2매×4부 = 56매×3배수

어제근팔유곤록 0.11mm(도침) 1권 16매+내지 2매×4부 = 72매×3배수

어제심감 0.10∼0.11mm(도침) 1권 14매+내지 2매×4부 = 64매×3배수 

어제훈서 0.10∼0.11mm(도침) 1권 41매+내지 2매×4부 = 172매×3배수

2　도춘호·이태녕,	1990,	고려팔만대장경	경판의	옻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8: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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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회의 내용

자문회의

내용

•	자재 수급
 - 목재 : 대우임업(편완구)
 - 한지 : 장지방(장용훈 / 원본 인출용), 안동한지(이영걸 / 연습 인출용)
 - 먹   : 취묵향공방(한상묵)

•	책판 제작 및 인출에 관한 제반사항
 - 광묘어제훈사   : 1장 1면, 보각.
 - 어제근팔유곤록 : 1장 1면.
 - 어제심감 : 1장 2면. 
  *   총 3장 4면을 신규 제작하고 보각 부분의 복원을 한 다음, 클리닝을 한 후 목판인출을 할 것.
  *   신규 제작 책판의 규격은 현존 책판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음. 
     책을 기준으로 삼을시 기존 책판의 수축으로 인해 신/구 책판간 규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인출에 사용되는 한지와 먹은 전통방식으로 제작하고 원본과 최대한 가까운 재료를 사용할 것.  

•	책판 수종분석에 관한 사항(분석 : 운봉서각원, 우정목공예)
  *   본판 : 유물의 시료 채취가 불가하므로 물성분석 대신 육안분석과 현미경 촬영 분석 결과 책판 3종 모두 산벚나
무로 분석

  *   마구리 :  어제근팔유곤록 - 소나무
 어제심감  - 소나무
 광묘어제훈사  - 피나무, 소나무

  *   광묘어제훈사 마구리 부분 (수종 및 마구리 형태)
     대부분의 마구리는 홈이 파인 피나무로 되어있는 반면, 수리복원한 마구리는 소나무로 되어있음.
  *   홈이 파여 있는 피나무는 다른 판목들의 형태나 용도상으로 볼 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목재를 재활용한 것으
로 추정되며,피나무보다는 소나무가 마구리의 재료로 더 적합하므로 신규로 제작하는 책판의 마구리는 소나무
를 사용할 것.

    
•	책판 제작기 표기 위치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제작하는 책판이기 때문에 제작자와 제작일시를 각자하여 표기함
  *   책판이 단면일 경우 :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뒷면 좌측 하단에 표기. (전년도 사업 제작 책판과 동일)
  *   책판이 양면일 경우 : 어제심감
       한국 국학진흥원 장판각의 책판 제작기 기록은 마구리 측면에 붓으로 쓴 것을 많이 보이는 반면 오랜 시간이 지
나 마구리가 탈락될 경우 기록이 없어지므로 판목의 전면 좌측 마구리와 광곽 사이 하단부분에 음각으로 새겨 넣
기로 함.

•	한지부분에 관한 사항
 - 어제훈서,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 0.1mm두께의 동일한지
 - 어제심감 : 0.1mm~0.17mm
  *   어제심감의 경우 다른 3종의 한지에 비해 고해와 해리가 부족하여  한지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음.
     사업의 성격상 복제본 제작과는 다르므로, 고해와 해리가 덜되어 두꺼운 것을 재현할 필요는 없음. 
     단, 새로이 제작한 인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4책 모두 0.1mm 동일한 한지로 인출할 것. 
 

•	광묘어제훈사 보각부분에 관한 사항
 - ①선 각, 후 부착  ②선 부착, 후 각
  *   책판에 나무를 먼저 부착하고 글자를 새길 경우 만에 하나 원본 책판의 손상이 우려되며, 원본의 관외 반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내에서 부착하고 인출하는 것이 좋음. 

  *   보각 부분이 얇으나, 나무결을 맞추어 주면 부착 후 휘어질 우려는 없음.
  *   원본 도서에 보각부분 글자 일부가 광곽 계선과 겹치는 부분까지 재현할 필요는 없음.
     각자 → 부착 → 인출의 순서로 작업함. 부착은 아교보다 튼튼한 어교를 사용함.

•	책판 클리닝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전년도에 인출한 책판에 비하여 책판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므로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
로 클리닝할 것.

 - 볏짚 우린 물로 한번 클리닝 → 식염수로 클리닝 → 인출 후 다시 식염수로 클리닝할 것. 
    클리닝 도구는 돈모(豚毛)솔을 사용함.

자문회의

내용

•	어제심감의 일부 손상된 책판의 인출 시 보강책.
 -   인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에 하나 책판 및 마구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감 있는 받침
대를 책판 밑에 받치고 작업할 것.

•	판목의 함수율에 관한 사항.
 - 목재의 함수율을 8% 이하로 건조한 다음 판목 제작, 각자 작업에 들어갈 것. 
    건조 작업을 통해 8% 이하로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목재의 함수율은 공중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후 함수율이 올라갈 수는 있음.

자문위원

확인

상기 내용과 같이 자문하였음을 확인함.

자 문 위 원   박      순   

                              자 문 위 원   정 제 규 

                              자 문 위 원   양 진 석  

                              자 문 위 원   조 계 영  

자문회의(2015년 5월 8일(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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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 과정

1. 재료 수급 및 확보방법

1) 책판 제작용 목재

(1)	목재	선정

책판을	만들기	위한	목재는	조직이	균일하고	조밀하며,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다.	

그것은	너무	단단한	목재는	새기기가	어렵고	너무	무른	목재는	자획이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1764-1845)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에는	대추나무(棗木)와	배나무(梨木)	및	가래

나무(楸木)	등을	들고	있으나,	고려대장경판高麗大藏經板에는	산벚나무류·돌배나무류·자작나무류·층층나

무류·단풍나무류·후박나무·버드나무류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어제심감,	어제훈서의	판목은	수종	분석결과	산벚나무로	판명되었으

며,	마구리는	소나무로	제작하였음이	판명됨.

(2)	제재와	건조

책판에	사용될	수종이	결정되면	판형에	부합되는	원목의	뿌리와	줄기를	자르고	옹이의	위치와	파손된	

부분	등을	파악하여	5-6척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또한	나무는	본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켜면	온도의	변화에	민감해져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건조시켜야	한다.	

건조는	나무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므로	바다의	짠물에	일정한	기간동안	담궜던	목재는	판각하기	쉽

게	노천에서	1년여	결을	삭히는	것이	좋다.

바닷물에	담글	수	없는	경우에는	소금물에	쪄서	염팽목鹽烹木을	만들거나	그냥	말리기도	한다.	

소금물 침수(바닷물 농도의 1년여) 침수 후 자연건조(1년여) 

제재

판목삶기. 염팽목(鹽烹木) 만들기 
  (소금물 48~72시간)

제재목 재임

목재 선정 (음지에서 자란 산벚나무)
건조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습하지	않고	통풍이	좋은	음지에	1~2년	정도	위치를	바꾸어가며	건조시키

는	것이	좋다.	나무를	켤	때는	2.5~3.5cm	정도로	켜는것이	적당하나,	너비로	켤	때는	만들고	자하는	책판

의	크기에	맞게	켜야	한다.

※	실험		①	선先	노천	숙성	1년	→	후後	소금물	침수	1년

											②	선先	소금물	침수	1년	→	후後	노천	숙성	1년

①의	경우	1년	정도	노천	숙성과정에서	목재의	변재	부분이	빨리	부식이	되고	버섯이	발생하였으며,	

②의	경우	소금물	침수	후	노천	숙성	결과	부식이	적고	목재의	손실률이	현저히	낮아짐.		

건조(최소 1∼2년 이상 음지에서 자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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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지 제조(음양지)

(1)	제조업체	

장지방(대표	장용훈,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2)	책판	인출용	한지	제조	요건

원본의	기본적인	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한지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고려인자 제조 조건

한지의 두께 범위

광묘어제훈사	 0.10∼0.11mm±0.01mm
어제근팔유곤록	 0.11mm±0.01mm
어제심감	 	 0.10∼0.11mm±0.01mm
어제훈서	 	 0.10∼0.11mm±0.01mm

섬유배합비 1년생 국내산 닥 100% 사용

증해 조건 육재 사용

표백 방법 일광유수표백

고해 방법 타고해

점질물 닥풀(황촉규근 점액) 사용

초지 방법 흘림뜨기(외발지)

건조 방법 열판 건조

도침 여부

도침함

도침방법 : 1. 건조된 한지에 약간의 수분 함유시킴
                 2. 1차 도침
                 3. 1차 도침한 전통한지 건조실에서 자연건조
                 4. 2차 도침

(3)	인출용	한지	제조과정

①	원료

1년생	닥나무를	주원료로	사용하였으며,	부원료로는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잿물과	종이	제작에	필요한	

황촉규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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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거하였다.

•							잿물(육잿물)	:			잿물은	선조들이	가정에서	빨래와	설거지를	할	때	사용하였고,	염색할	때와	도자기	유

약을	만들	때도	사용하였다.	특히	종이를	만들	때	닥나무	섬유를	부드럽고	곱게	만드

는데	사용된다.	잿물을	만드는	재는	목화대,	고추대,	메밀대,	짚,	참나무대,	수수대를	주

로	사용	하지만	이번	종이	제작에는	고추대와	짚을	태운	재로	잿물을	내렸다.

자연에서	건조한	목재의	함수율은	공중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보통	자연건조목은	15%	내외

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목을	제작하기	전	손쉽고	편리한	인위적인	건조방법으로	전기발열체를	이용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목재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직접	공기중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휘어지거나	갈

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요	또는	보온덮개	등으로	싸주어	수분이	서서히	빠져	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며,	변형이	가장	적은	함수율은	실험결과	8%	이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온도	:	50~60℃	

				건조기간	:	6~7일	정도.

인공 건조 재임 목재

목재 건조 판목의 수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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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해	및	가공

닥나무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으로	두드려	닥	섬유를	

만든다.	일광日光으로	자연	표백하고	분해	후	세척작업으로	백색도를	높였다.	순수한	닥나무	껍질로	제작한	

종이는	평활도平滑度가	낮아	추지법(도침)을	이용하여	종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평활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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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어서	사용하는	작물이다.	황촉규	뿌리	속에	있는	즙액을	빼내어	사용하는데	종이

의	표면과	지합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지 재료 및 제조 과정

국내산 닥나무 부집(찌기)

닥 삶기 티 고르기

세척 지통에 닥 풀기

음양지 흘림뜨기 건조

도침 도침지 자연건조

껍질 벗기기 백닥 만들기

잿물 만들기 황촉규즙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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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연	 	 	 	 	

400kg	정도의	소나무를	태워서	10kg의	그을

음을	채취하는데	우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기인	10월부터	익

년	3월까지	이루어진다.	10일간	태우고	하루	

정도	두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할	수	있

고,	바람이	불면	입구를	막아서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

③			얼개미	작업	 	 	 	

모아진	그을음은	얼개미로	쳐서	불순물을	거

르고	다시	고운	채로	쳐서	고운	입자의	송연

을	얻는다.

④			아교	녹이기	 	 	 	 	

아교를	하루	정도	찬물에	불린	후	70℃	중탕

으로	2시간	정도	저어	주면서	녹인다.

⑤			아교와	그을음의	교반	 	 	

송연	2kg에	아교액	800g을	교반함.

⑥			치대기	 	 	 	 	

교반된	반죽에	200g정도의	물을	조금씩	부

어가면서	치대고	반죽과	평판의	마찰열로	온

도를	유지한다.	손바닥의	감촉과	반죽의	표면	

빛깔로	탄소응집과	아교의	뭉침을	없도록	한

다.	평판에	바탕치기로	반죽	덩어리	속의	기

포를	뺀다.

(4)	장지방	한지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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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책판	인출용	한지를	제작하는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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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럽고	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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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한지	공급이	가능하다.

•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작한다.

	-	닥나무를	직접	재배하여	1년생	닥나무를	채취하여	사용

	-	물	:	깨끗한	지하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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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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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침	:	디딤방아를	이용해	도침하여	평활도가	높음

3) 송연먹 제조

(1)	재현방법

송연먹의	제조비법은	규격화된	절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료의	선별과	혼합비율을	비롯한	모

든	과정이	장인의	경험과	체득한	기술로	이루어진

다.	장인의	노하우는	아무에게나	전수하지	않는	것

이	한·중·일	삼국의	먹장이	지켜온	금기사항이고	

아직도	지켜진다.	문헌상의	제조량과	혼합비를	기

초로	취묵향공방에서	조묵.

(2)	송연의	채취

①			송연	가마	 	 	 	 	

2002년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굴된가마

터를	기초로	재현.	채연실을	덮은	지붕은	주

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갈대,	볏짚,	떡갈나

무잎)	등을	사용,	이동이	편하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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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형틀	넣기		 	 	 	

먹틀에	들어갈	양만큼	떼어서	무게를	달고	

반죽을	쥐고	힘을	주면	손가락	사이로	반죽

이	빠져	나가야	한다.	반죽을	양쪽으로	당겨

서	길게	늘어나다가	끊어지는지	확인하고	향

료를	참가하여	반죽이	형틀	안에서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형틀에	넣을	때	반죽의	온도

는	사람의	체온정도가	적당하다.

⑧			압축	 	 	 	 	

적당한	압력으로	40분	정도	눌러	준다.	

⑨			꺼내기	 	 	 	 	

성형틀에서	빼낸	먹은	바깥의	공기와	햇볕,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를	위해	나무상자에	넣

어서	보관하고	빼낸	형틀은	수건으로	닦는다.	

나무상자에	먹을	하루	정도	묵혔다가	모서리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준다.

⑩			건조	작업	 	 	 	 	

건조실	온도는	15℃,	습도는	80%가	적당하

며,	전통방법으로	재	속에서	5일	종이로	덮어

서	10일	뒤짚어	주면서	휘어진	것을	바로	잡

아	준다.	자연건조는	굴비	엮듯이	묶어	천장

에	매달아	건조한다.

⑪			마무리	작업	 	 	 	

솔로	먼지를	털고	글자에	금분	또는	원하는	

색으로	채색한다.	

2. 책판 제작과정

1) 책판의 제작

책판(목판)을	제작하는	것은	서적을	인출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책판은	외형적으로	볼	때	크게	손잡

이(마구리,	板耳)와	판면版面	및	판심版心으로	나누어진다.	책판을	제작하는	과정은	건조된	산벚나무	판목

을	마름질,	판면가공,	판하본	붙이기,	새기기,	교정하기,	마구리조립	및	먹물	취색	등이다.

제작자가	재현한	전통방법의	책판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			판목	:		 	 	 	 	

길이	518mm,	넓이	230mm,	두께	18mm

	-			마구리	:	받닫이	방식	 	 	

	 길이	255mm,	가로	33mm,	세로	41mm

•							어제근팔유곤록御製近八裕昆錄

	-			판목	:		 	 	 	 	

길이	520mm,	넓이	230mm,	두께	18mm

	-			마구리	:	받닫이	방식	 	 	

	 길이	260mm,	가로	33mm,	세로	39mm

•							어제심감御製心鑑

	-			판목	:		 	 	 	 	

길이	505mm,	넓이	230mm,	두께	20.8mm

	-			마구리	:	받닫이	방식	 	 	

	 길이	257mm,	가로	26.5mm,	세로	35mm

2) 판하본의 제작

책판의	판하본版下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선정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자본	선정

•							자본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서手書·모사模寫·판본版本	등이	있다.

•							본	책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광묘어제훈사의	當宁御製跋文	제一면,	

어제근팔유곤록	제	十三면,	어제심감	내지	첫면,	제	七면의	영인본을	자본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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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하본	제작

•							자본을	선정하고	나면	인출하고자	하는	서적의	저작	내용에	따라	판각하고자	하는	크기의	광곽·판

식·계선	등을	갖춘	투식판套式版을	만들고	이를	인출하거나	규격화된	용지에	선정된	자본에	맞게	판

하본板下本	제작한다.	

•			기존	책판의	자연	건조에	따른	축소	비율을	적용하여	어미,	판심제,	장차	등을	집자하여	삽입하고	광

곽	크기에	맞추어	판하본을	제작.

(3)	마름질

책판의	목재가	충분히	마르면	마름질을	하기	위하여	50~60×23~25×2~3cm	정도로	베고	켠다.	대부

분의	책판은	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나,	용도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감될	수도	있다.	손잡이로	쓰일	

목재는	책판보다	단단한	나무	또는	구하기	쉬운	소나무로	규격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책판은	아무리	잘	

건조시키고	옻칠을	하더라도	열과	습기에	약하므로,	손잡이는	책판의	뒤틀림을	방지하게	된다.	손잡이를	

만들	때는	목재의	양끝을	끌로	파서	판재의	양끝을	끼워	맞추고	나무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손잡이의	두께는	판재의	두께보다	앞뒷면으로	0.5~1cm	정도	더	돌출되도록	하고	판재의	너비보다도	넓

게	만든다.	그것은	책판을	보호할	수	있고	인출할	때에	손잡이의	역할을	하며,	보관할	때에	책판의	마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광묘어제훈사

	길이	518mm×넓이	230mm×두께	18mm

•							제근팔유곤록

	길이	520mm×넓이	230mm×두께	18mm

•							어제심감

	길이	505mm×넓이	230mm×두께	20.8mm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어제심감(御製心鑑) 판목 재단선 긋기

판목 재단 판목 가공(대패질)

판목 가공(대패질 후)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 어제심감(御製心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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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리	제작(소나무)

	-	광묘어제훈사

				길이	255mm×가로	33mm×세로	41mm	

				마구리	홈	14mm×130mm(반닫이	형태)	

	-	어제근팔유곤록	

				길이	260mm×가로	33mm×세로	39mm	

				마구리	홈	14mm×125mm(반닫이	형태)	

	-	어제심감

				길이	257mm×가로	26.5mm×세로	35mm	

		마구리	홈	14mm×127.5mm(내닫이	형태)

•							어제근팔유곤록	윗	부분에	돌출돼있는	미비眉批	

부분은	판하본을	붙인	다음	광곽선에	맞춰	2차	

재단을	해	준다.

4)	판면	가공

판면의	가공은	판재의	면을	고르고	부드럽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과정으로,	대팻날을	짧게	해

서	여러	차례	대패질을	하는	것이	좋다.	대패질이	

된	후에는	다시	사포로	마감	손질을	해서	판면을	

부드럽게	처리해야	한다.

(5)	판하본	붙이기

판면을	사포砂布로	곱게	다듬은	후에	찹쌀풀을	사용하여	판하본板下本을	뒤집어	붙이고	그	위에다	다시

금	풀칠을	하여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하얗게	되어	판하본의	글씨가	보이지	않으므로	새기기	직전에	식

물성	기름을	얇게	바르면	글씨가	잘	드러난다.

(6)	글자	새기기

책판	제작에서	글자	새기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망치·창칼·평칼·둥근

칼·조임쇠	등이	필요하다.	창칼과	망치를	이용해	글씨	테두리에	칼을	넣고	판면의	처리는	끌칼과	둥근칼

을	이용한다.	새김	작업에서	판과	칼의	각도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판재의	나뭇결

을	참작하여	30~60도까지	칼의	기울임을	조절하면서	깊이와	균형을	잘	맞추어	전문	각수가	새겨야	한다.	

마구리 작업 1 마구리 작업 2 (손잡이)

광묘어제훈사 판목 어제근팔유곤록 판목

판하본 붙이기 1 판하본 붙이기 2

기름 먹이기 1 기름 먹이기 2

마구리 손잡이 완성

판면 가공 (#150→#220→#360→#600 단계별로 사포질)

어제심감 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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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작기	표기	및	먹물취색

수차례	교정과	마무리	새기기를	거친	다음	마구리	조립이	끝나면	광곽	외부	또는	마구리,	뒷면의	공간

에	제작기를	표기한다.	제작기에는	책판의	제작연도,	각수	등을	표기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옻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후	인출을	하기	위하여	먹물	취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기	내용	:	西紀二仟十五年

六月	刻手雲峰朴泳德製作)	

먹물	취색은	완성된	책판	전체에	붓으로	송연먹을	고루	칠해주고	천으로	문질러	준다.	이	작업을	2~3

회	반복해	준다.	먹물	취색은	직·간접적으로	방부	및	방충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전한	책판을	완성하고	인출에	대비한다.	

(10)	책판의	완성

책판의	새김	기법에는	주로	양각陽刻·음각陰刻이	쓰인다.	초벌	새기기는	글자와	계선界線·변란邊欄등을	전문	

각수가	새기고,	전문	각수가	초벌로	새기고	난	후에	바탕과	여백을	파내는	것은	제각수除刻手가	담당하였다.

(7)	수정	새기기

새기기가	끝나면	교정을	위한	초벌	인출을	하여	초교初校·재교再校·삼교三校	등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

쳐	매장마다	내용,	글자의	굵기,	길이,	균형	등을	바로	잡아	수정새기기를	한다.

(8)	마구리	조립

교정이	끝나면	판목의	4귀를	원활한	통풍과	판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경사지게	잘라준다.	그	다음은	

마구리와	판재를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대나무	못에	아교를	바르고	

한	번에	박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헐겁게	되어	마구리가	판재의	뒤틀림을	막아주지	못한다.	마

구리를	붙이는	것은	운반의	용이함과	각자	부분이	맞닿는	것을	방지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책판이	뒤틀리는	것을	막아	오랫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글자 새기기(칼 넣기) 글자 새기기(판면의 처리)

어제심감(책판번호 13088-1) 前面 어제심감 後面

어제근팔유곤록(책판번호 13023-1) 前面 어제근팔유곤록 後面

광묘어제훈사(책판번호 689-1) 前面 광묘어제훈사 後面

초벌 인출 수정 새기기

4귀 잘라주기 마구리 고정

제작기 표기 먹물 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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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목에	필요한	도구

(3)	마름질에	필요한	도구

3) 책판 제작에 필요한 전통도구

(1)	전통	도구	제작	과정

각자의	도구들은	숙련된	야장이	열처리와	두드림을	반복하여	성형한	다음	담금질로	강도를	높여	마무

리한다.	

① 탄소강 ② 석두 재단

③ 달금질 ④ 메질 성형 1

⑤ 메질 성형 2 ⑥ 완성된 각도(창칼)와 평도(끌칼)

박피도구. 도비

각종 조임쇠 각종 톱

각종 대패 각종 끌과 망치

각종 자 먹줄과 줄그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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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자에	필요한	도구

①	각도(창칼)	

②	망치	-	글자를	새길	때	기본으로	쓰이는	칼

③	평도(끌칼)	-	바닥을	떼어낼	때	쓰이는	칼(양각)

④	환도	

⑤	인도

⑥	고무망치	-	기타	바닥처리나	음양각에	필요한	칼

3. 책판클리닝 과정 및 방법

1) 책판클리닝의 필요성

책판의	노후와	인출	후	관리가	소홀하여	먹의	잔여물이	찌들어	원활한	인출이	어려워	책판과	책판에	

새겨진	글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먹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

2) 클리닝의 사전 준비 작업

볏짚에서	우려낸	추출물의	경우	선조

들이	행했다고	전해지는	물에	적신	가마

니로	하루정도	덮어	두었다는	설을	뒷받

침하는	결과물을	얻었다.

2014년도	사업	수행시	실행결과	딱딱

했던	먹이	일주일	후	강도가	약해지며,	

쉽게	제거되었다.

①, ② ③

볏짚에서 우려낸 추출물

④, ⑤, ⑥ 

•							③번에서	⑤번까지의	단계를	2~3회	반복하여	먹을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식염수	농도의	소금물을	뿌려

주고	한번	더	반복하여	닦아준다.

•							클리닝	작업	실시	1주일	후	확인	결과	클리닝전	딱딱하게	굳어있는	찌든	먹성분이	클리닝	후	건조하

였다가	수분	보충을	하였을	때	푸석거리며	부드럽게	부서지는	것을	발견하고	먹덩이가	남아있는	부분

을	대나무	송곳으로	밀었을	때	책판에	손상이	가지	않고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었음.

•							볏짚에	함유된	효소의	활동으로	먹	성분의	분해	작용으로	추측됨.

⑤ 닦여나온 먹물을 수건으로 제거 해 준다.

③ 볏짚 추출물을 책판에 뿌려준다. ④ 돈모로 제작한 솔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부벼준다.

① 볏짚에서 추출한 물을 책판에 흠뻑 뿌려준다. ② 젖은 수건으로1~2시간 덮어서 딱딱하게 찌든 먹을 불려준다.

(1)	책판	클리닝	과정	

⑥ 2014년 희지필진도첩 찌든 때 제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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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닝	전·후	비교

광묘어제훈사 클리닝 전(前) → 후(後)

어제근팔유곤록 클리닝 전(前) → 후(後)

어제심감 클리닝 전(前) → 후(後)

어제훈서 클리닝 전(前) → 후(後)

2) 글자 이탈부분 보각, 복원과정 및 방법 

•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의	이탈된	글자를	보각,	복원	제작	후	책판에	부착함.

-	크기	:	가로	15mm	세로	85mm	두께	5mm의	목재를	다듬어	먼저	책판에	부착하였음.

-	책판에	부착하는데	쓰이는	접착제는	동물의	가죽이나	뼈를	고아서	만든	아교	또는	부레풀이라고	하

는	어교魚膠를	쓰는데	목재나	각궁의	제작에	많이	쓰였던	것은	접착력이	강한	어교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어교는	부레풀이라고	하며,	말린	민어의	부레(공기주머니)를	끓여서	만든	풀이다.	하루저녁	미지

근한	물에	말린	부레를	불려서	5~6시간	약한	불로	끓여	중탕을	한다.

그	후	삼베나	천을	이용하여	걸러서	상온에	두면	도토리묵과	같은	상태가	되고	더	말리면	딱딱하게	굳

어진	덩어리가	된다.	붙는	힘이	매우	강해	목기나	각궁을	붙이는데	사용했다.	각궁의	접착제는	세종시대

를	전후해	민어의	부레로	만든	어교가	사용됐다.

•							문헌(인조실록	권제30.	10장	앞쪽.	인조	12년	8월	20일(계유)	

민성휘가	아뢰기를	“변읍에는	어교가	없어	활과	화살을	만드는데	모두	아교를	쓰고	있으며,	전죽箭竹도	

북쪽	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해조가	저축해둔	어교와	군기시가	소장하고	있는	전죽을	내려주소

서”하였다.(聖徽曰	邊邑無魚膠	弓矢之造	皆用阿膠……)

-	이탈된	부분에	어교를	바르고	보각된	글씨나	나무판을	끼워	넣고	조임쇠로	조여서	부착한다.

① 광묘어제훈사 보각 복원 부분 ② 가로 15mm, 세로 85mm 두께
   6.5±0.5mm 목재에 각자

③ 인출 및 교정 ④ 어교(민어 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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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판의 인출과정 및 방법
	

1) 인체印髢 제작 및 과정

(1)	인체란

인체는	책판에	한지를	놓고	한지면을	밀어서	인쇄하는	과정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로써	중국,	일본,	한국

의	재료	및	제작과정은	물론	이름도	서로	다르게	불려진다.

일본의	경우	바렌(ばわん)이라고	하여	종이를	포개서	옻으로	굳힌	접시모양의	당피当皮에	대나무	껍질

을	잘게	잘라서	꼬아	만든	끈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	대나무	껍질로	싸서	쓰고	중국

의	경우는	나무틀에	종려나무	껍질의	섬유부분	또는	말총을	여러	겹	덧대어	사용하는	마렴馬簾,	마련馬楝,	

馬連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머리카락(人毛)	또는	말총을	뭉쳐서	만들고	그	위에	밀랍을	발라	사

용하며	인체印髢라고	한다.

종려나무 껍질 섬유 중국의 마련馬楝, 馬連

⑤ 미지근한 물에 2∼3시간 불려줌 ⑥ 5∼6시간 정도 약한 불에 달임

⑮ 보각 복원 완성 ⒃ 완성된 책판

⑬ 보각 끼워 맞추기 ⑭ 보정목을 대어 조임쇠로 고정

⑨ 어묵처럼 응결된 어교 ⑩ 보각 부분에 맞춰 높이 조정

⑦ 120목 정도의 망사에 걸러줌 ⑧ 정제된 어교(민어부레풀)

⑪ 인출 ⑫ 어교 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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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제작과정

2) 책판의 인출과정

책판제작이	완료되어	인출하기	위해서는	종이와	먹물	및	인쇄도구印刷道具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이는	

우리나라의	한지韓紙를	사용하고	묵은	색이	진하고	선명한	송연묵松烟墨을	주로	사용한다.	인쇄용	먹물은	

벼루에	진하게	수마하여	먹물	그릇에	담아두고	인쇄할	때에	알코올성	물질과	명반明礬	등을	섞어서	사용

한다.	술	또는	알코올성	물질	및	명반	등을	섞는	것은	먹물이	고루	스며들게하고	증발을	빠르게	하여	번짐

을	방지하고	아교阿膠의	응결을	촉진시켜	윤기가	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외에	목판인쇄	용구로는	먹솔·

먹비·말총·인체印髢	등을	비롯하여	기름이나	밀랍蜜蠟·묵판墨板·먹물그릇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체는	인

모人毛뭉치를	만들고	위에	밀랍을	발라	만든	것으로	책판의	종이	위를	문지르면	손쉽게	된다.	

(1)	책판	준비

책판	제작이	완료된	책판	중에서	찍고자	하는	내용의	책판의	글자가	위로	향하도록	평평하게	놓는다.	

① 길이가 15cm이상되는 인모를 3~4묶음 정도를 준비
(인체1개제작분량)

② 一자가 되도록 정리
(직모가 좋다)

③ 미지근한 물속에 담그고 서로가 잘 엉키도록 물속에서 성형 ④ 물을 빼주고 2~3일 정도 건조

먹 인출도구(인체, 먹, 솔, 붓, 분무기 등)

⑤ 상하, 전후, 좌우로 실을 이용하여 얽어매준다 ⑥ 밀랍에 열을 가하여 녹인 다음 붓으로 
밀랍을 인체면에 발라준다

인출용 한지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먹

사람머리카락(人毛) 우리나라 인체(印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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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출	사전작업

먹물을	바르기	전	원활한	인출을	위하여	책판에	물을	뿌리고	젖은	수건으로	덮어주어	충분한	보습을	

하여준다.	

(3)	책판	인출

붓을	이용하여	먹을	골고루	바르고	먹솔을	이용하여	골고루	펴	준	다음	마구리	끝을	기준점으로	잡아	

양쪽에서	한지를	잡고	가지런히	놓아준	다음	인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수대로	인출한다.	책판의	상태에	따라	인출률은	60~70%	정도를	감안

하여	재료를	넉넉히	준비한다.

•									계획이나	수요에	따라	인출한	본은	먹물의	농도,	인출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장황에	대비한다.

책판에 물 뿌리기 젖은 수건으로 보습

먹물 바르기 먹솔 이용 먹물 펴주기

한지 놓기 인체로 문지르기

인출하기

어제심감 어제훈서

광묘어제훈사 어제근팔유곤록

어제심감 어제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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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수

•									2015.	7.	10	14:00	~	16:0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검수자	:	양진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진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	신규	제작	책판	및	책판클리닝,	인출본	검수

(2)	검수	결과

•									원본과	인출본의	비교	검수	

•									한지	두께	적당함

•									인출	순서에	관계없이	먹의	농도에	맞추어	제책할	것.

•									한지의	탈색	정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장서	구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제작	책판,	클리닝,	인출	한지,	먹물	농도등	적합하게	제작,	클리닝,	인출	된	것으로	검수	결과	확

인됨.

6. 장황 및 표지서명필사

1) 유물 조사 및 협의

(1)	육안조사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유물을	조사하여	제원	및	재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담당자와	검토한다.	

장황기법도	함께	조사하여	모사본	제작시,	정확하게	구체적	장황기법을	규명하고	재구현	한다.

원본과 인출본의 비교 검수 1 원본과 인출본의 비교 검수 2

제원조사 1 제원조사 2광묘어제훈사 보각 복원 부분 검수

신규 제작 책판 검수 신규 제작 책판 및 인출본 검수

서각원본 조사 원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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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황	재료	제작

①	염색

ⓐ	표지염색

•							이번	사업의	유물은	총	4점이며	모두	황색계열의	천연염색과	능화판을	이용한	표지로	제작하였다.	

•							다양한	전통	천연염색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유물의	색을	구현하였으며	밤,	황벽,	치자,	오리나

무	등의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구현하였다.

ⓑ	염색	완료된	표지

•							염색이	완료된	표지를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히	건조하였다.	

•							염색이	완료된	표지는	닥지를	이용하여	3배접한	뒤	건조하였다.

②	능화판	밀기

•배접이	완료된	표지에,	습기를	골고루	가하여	재운	뒤	능화판에	고정하여	문양표지를	제작한다.

•능화판	작업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표지색상	및	문양을	선별하였다.

(3)	제책끈,	지끈	제작

•							끈	제작

끈의	색상	및	재질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화학염색된	견사(명주실)을	사용하였다.	

견사를	이용해	4가닥을	우측으로	꼬아	3가닥w을	만들고	이	3가닥을	좌측으로	꼬아	제작하였다.	선장

본에	사용된다.	지끈은	장섬유의	100%	닥지로	된	미색	한지를	이용하여	굴려	꼬아	사용한다.

(4)	장황	순서

①	인출본	반접	및	재단

ⓐ	인출본	반접	및	재단

인출본	판심을	정확히	반으로	접은	뒤,	인출본의	하변부위를	동일하게	재단한다.	

재단된	인출본은	하변을	기준으로	정돈하여	장섬유	재질의	지끈을	박아	고정하였다.

제원조사 3 제원조사 4

1차 밤 + 황벽 염색 염색 완료된 표지

염색 건조

능화판 밀기화문 능화판

선장본 끈 1 선장본 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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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압축

지끈	장황이	완료된	작품을	압축기에	넣어	수	일간	압축을	실시한다.

ⓒ	작품	재단

부착	및	압축이	완료된	작품을	기존	제원에	맞게	재단한다.	내지의	폭은	표지의	폭보다	약	2mm	가량	

적게	재단되며	작품이	밀리거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	뒤	재단한다.

ⓓ	표지서명필사

원본의	표지	서명과	동일한	글씨체로	‘御製訓辭,	御製近八裕昆錄,	御製心鑑,	御製訓書’를	능화문	

표지에	직접	필사하였음.

ⓔ	구멍	뚫기

기존	유물의	장황방식인	‘오침철장법’으로	제책을	하기	위해	내지에	구멍을	뚫어준다.	각	기존	유물의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위치를	지정하고,	‘장황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제책기를	이용하여	구멍

을	뚫어준다.	직접	수작업으로	뚫을	경우	내지의	두께가	두껍게	되면	정확히	수직으로	뚫리지	않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반자동	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히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구멍 뚫기 지심 박기

압축 작품 압축

인출본 반접 인출본 재단 작품 재단 작품 재단 후

능화문 표지에 직접 필사 필사한 능화문 표지

위치 측정 구멍 뚫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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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반접

서적류	인출본의	경우	표제가	따로	제작되어	붙는	형식이	아닌	표지에	직접	붓글씨로	표제를	기록한	

형태로	되어있어,	바로	책의	규격에	맞게	표지를	접는	작					업을	실시한다.

ⓖ	표지	부착	및	압축	

원본과	똑같이	필사된	표지를	부착한다.	표지는	내지보다	약	2mm	가량	크게	접지하며,	상ㆍ하,	좌ㆍ우

에	풀을	도포하여	부착한다.	표지	부착이	완료되면	수일간	압축하여	소맥전분풀의	수분에	의한	변형과	

뒤틀림을	방지한다.

ⓗ	책	꿰매기	완성

압축이	완료된	인출본을	각	유물별	장황기법과	동일하게	장정을	한다.	

(5)	완성사진

구멍 뚫기 2 5침선

표지 접지선 긋기 표지 접기

책 꿰매기 1 책 꿰매기 2

표지 부착 압축

광묘어제훈사(원본) 신규 제작본

광묘어제훈사(원본) 신규 제작본

어제근팔유곤록(원본) 신규 제작본

어제근팔유곤록(원본) 신규 제작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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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완성품 검수 및 납품

1) 장황 검수

•							2015.	8.	31	10:0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문헌열람실

•							책표지의	두께가	원본보다	얇은	것으로	확인되

어	원본	두께에	기준하여	시정	제작하고	표지서

명	필사하여	선장하였음.

2) 최종 결과물

새로 제작한 표지

표지 색상 검수

광묘어제훈사

어제심감

어제근팔유곤록

어제훈서

광묘어제훈사 검수

어제심감 검수

명주실 색상 및 두께 검수

어제근팔유곤록 검수

어제훈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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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사업자 제언

본	사업은	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책판문화재	인

출사업으로	전통	재료와	기법에	준하여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판된	책판을	복원하고자	소금물에	삶아낸	산벚나무	염팽목에서부터	전통방법으로	제작한	한지와	

송연먹	등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들의	손길을	집중하여	만들어	내야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책판에	찌든	먹을	제거하기	위하여	볏짚	추출물의	이용방법을	찾아	배웠다고	한다면	금

번	사업에서는	매목을	하여	보각ㆍ복원을	하기	위해	어교의	제조	방법을	배우고	사용하였습니다.

광묘어제훈사	보각	부분	복원제작에	있어	유물의	반출이	가능하였으면	더	정교하게	매목하여	복원하

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출	부분에서는	어제심감의	책판	중	몇	판이	충해와	부식으로	훼손되어	인출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

었지만	단계별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황	부분에	있어	표지	두께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해	재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차후에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잊혀지지	않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스승님께	미처	전수받지	못한	지혜와	기법들을	선조들이	남겨준	유물을	스승삼아	시나브로	배

우고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각	분야	협력업체의	장인들과	자문위원	그리고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재 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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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체 디지털매체화팀 운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디지털매체화팀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원본	열람에	따른	훼손을	예

방하고	고해상도의	디지털	대체본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연구	및	디지털문화재의	다양한	활용에	앞장

서고	있다.	2015년에는	가람문고본의	전책촬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백문고본의	촬영도	80%진행되고	

있다.	그밖에	규장각·장서각연계기록유산DB구축사업-등록류,	서목류를	통한	전근대	국가	아카이브	구

축사업,	국가전적	자료센터	DB구축사업	등	연구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이미지를	제공하였고	연구자	및	내

외기관학술정보서비스	요청에	신속한	대응으로	규장각	소장	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지원

하였다.

1. 인력구성 및 담당업무

이름 담당업무

박찬석

1. 디지털매체화팀 총괄관리 및 운영
2. 규장각문화재 촬영원칙 수립
3. 촬영 및 보정 교육진행 및 중장기 계획 수립
4. 촬영 이미지 최종 품질 관리 및 검수
5. 촬영데이터 관리 및 전산업로드 자료 인계

서준혁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 촬영일지 작성, 관리
3. 디지털 매체화 진행 및 완료 통계목록 작성 
4. 촬영실(233-1) 관리

자체 디지털매체화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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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체 디지털매체화

1.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2. 촬영대상목록

종 류 종  /  책  /  면

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 등록류 133종 469책 104,799면

가람문고 366종 584책 73,444면

상백문고 597종 1,251책 162,285면

국가전적자료센터 DB구축사업 68종 111책 5,675면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규장각불서조사사업 89종 215책 36,836면

서목류 국가아카이브 1,081종 1,459책 8,082면

2015특별전도록_세계의지식을품다 127종 242책 1,277면

해군사관학교 기탁자료 특별전도록 115종 182책 1,267면

귀중본 복제대상촬영 14종 15책 2,350면

관외대여 대상자료촬영 40종 52책 6,594면

규장각 자료총서 6종 23책 2,996면

기증자료 촬영 3종 18책 3,578면

규장각 교양총서 11종 11책 90면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서비스 299종 597책 31,053면

고려사 2종 138책 21,792면

총 2,951종 5,367책 462,118면

이름 담당업무

변재성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팀 장비목록 관리
3. 촬영실(233-2) 관리
3. 촬영, 조명장비 관련 비품 관리

장윤정

1. 원문 이미지 디지털 매체화(촬영, 스캔, 보정)
2. 디지털 매체화팀 소모품목록 관리
3. 촬영실(233-3) 관리
4. 디지털 매체화 촬영 대상자료 목록 관리

이민정

디지털매체 전산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규장각 홈페이지 관리
데이터백업HDD 관리

2. 기록문화재 촬영 원칙

1) 촬영 수칙

•촬영 및 편집용 모니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한다.
•카메라의 화이트밸런스는 그레이카드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초점거리 50mm이상의 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컨버팅작업 시 반드시 컬러차트를 사용한다.
•촬영 장비 및 테이블의 수평, 수직을 반드시 확인 후 촬영한다.
•장비(카메라, 렌즈, 무반사 유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촬영에 들어간다.
•촬영 시 셔터스피드, 노출광량 등의 표준 매뉴얼을 준수하여 촬영한다.
•촬영 후 원본이미지를 철저히 검수한다.
•촬영데이터 저장 시 규장각 문서분류코드(파일네이밍규칙)를 준수한다.
•저장된 촬영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관리한다. 

2) 자료 관리 수칙

•자료 대출 및 반납까지 정해진 절차(대출 및 반납기록 등)를 철저히 준수한다.
•당일 대출된 자료는 반납까지 정해진 촬영실에서만 보관한다.
•자료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절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자료관리 책임자 또는 수리복원팀에 문의 후 조치한다. 
•연필 외에 다른 필기구 사용은 엄금한다.
•촬영실에서는 정해진 복장을 착용한다.
•자료를 다룰 때는 장갑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손으로 만져야 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한다.
•책장을 넘길 때 구겨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료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촬영실에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 취식은 절대 금지한다.
•촬영실 정리정돈에 유의한다.(촬영장비, 비품 이외 다른 물건들은 놓지 말것)
•촬영실은 비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비울 때는 시건확인을 철저히 한다.
•촬영실 출입 인원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기록문화재 보존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온도, 습도, 공기청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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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촬영실 환경조성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조명을 사용해 촬영하게 되면  광 동조 및 노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촬영실을 분리한다. 
이때 각 촬영실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촬영 환경의 통일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형광등의 반사 방지를 위한 검은색 암막커튼, 
무 반사 유리와 검은색 융, 흰색 천장으로 인한 조명의 난반사 방지를 위해 검은색의 무반사재질로 촬영실 천장을 덮어준다. 

⇩

(6) 카메라 및 촬영테이블 설치

설치 전 카메라렌즈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만약에 묻어있다면 렌즈전용 융이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
해 준다. 수평계를 이용하여 카메라와 촬영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피사체가 올려 질 받침대위에 촬영 시 광원의 반사를 최
대한 줄일 수 있는 검은색 밸벳천을 씌운다. 그리고 안정적인 전원을 위해 AC어댑터 키트 ACK-E6를 사용하고 <A/VOUT/DIGITAL>
단자에 인터페이스 케이블(P65+에서는IEEE1394포트)을 이용해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

(7) 조명세팅

무선동조기를 파워팩과 카메라에 연결한 후 파워팩에 연결된 두 개의 조명(순간광)을 피사체의 양쪽에 같은 각도, 높이, 거리가 되도
록 설치한다. 직접광을 피하면서 광원의 확산을 위해 엄브랠러와 소프트박스를 사용하고 노출계를 이용해 촬영테이블의 모든 면이 같
은 노출 값(F)이 되도록 조명을 조절한다.

2) 촬영 

일반고서의	경우	35mm	풀프레임의	센서크기(약	36×24mm)를	가진	Canon	EOS	5D	Mark3를	사용하

고	대형자료나	회화,	복제용	촬영에는	중형포맷의	디지털	백	PhaseOne	P65+	(53.9×40.4mm)로	촬영을	

진행한다.

3. 디지털매체화 과정

1) 촬영준비

(1) 촬영대상 선정

•국보 및 보물, 유네스코지정문화재 중 디지털이미지화 되지 않거나 다른 대체본(영인본, 마이크로필름 등)이 없는 자료 
•홈페이지에서 저해상도, 또는 흑백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 서비스 요청 횟수가 많은 자료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반이용자들의 원본열람이 제한되어 있는 자료
•연구사업 및 각종 도록용 이미지 자료

⇩

(2) 목록서지조사 및 중복자료 리스트조사

촬영대상 목록과 文庫本古圖書日錄을 비교하여 실존여부와 기촬영여부, 청구기호, 권·책 수 등을 확인하여 정리한 후 엑셀목록에 
다음과 같이 촬영예정과 촬영완료, 수리대상 여부 등을 표시해둔다.

⇩

(3) 촬영 전 자료상태 점검

열람신청 된 자료가 나오면 촬영 전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촬영 방법을 구상한다. 자료의 접힌 부분 등 촬영 시 원본의 내
용을 가리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펼침 작업을 하고 상태가 심각한 자료는 수리복원팀에 응급수리를 요청한다.  

⇩

(4) 출납신청

① 열람신청 및 확인
촬영 대상을 파악한 뒤 홈페이지에서 청구기호를 검색하고 전날 촬영할 자료들을  미리 신청한다. 
이전 촬영이 미완료 된 책은 재 열람으로 신청하고, 함께 촬영할 책 수를 파악하여 신규 신청한다. 
이 때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거나, 권·책 수 등이 文庫本古圖書日錄와 다를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② 열람

1층 서고에서 열람 가능 통보가 오면 담당자를 통해 책을 인계받는다. 실제 책이 열람하기에 부적합할 때
(훼손이 심하거나, 펼쳐짐의 정도가 촬영에 부적합할 경우 등)는 수리복원을 의뢰하거나 촬영 여부를 논의한 후 결정한다.

③ 반납
촬영이 완료된 책과 미완료 된 책을 구분하여 열람실 서고 담당자에게 특이사항
(촬영 시 문제가 되었던 책의 상태나 다음 열람 신청될 책의 목록상 오류 등) 전달 후 반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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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장각·장서각	연계	기록유산	DB구축	사업	–	등록류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133종 469책 104,799면

• 표지, 내지 접힌 부분 많음
• 첨지형태 다양 (내지사이)
• 연필낙서
• 충해

내지의 접힌 부분이 많아 촬영 시 펼침 
작업과 동시에 무반사 유리로 내지를 고
정하여 가려진부분의 글자 판독을 가능
하게 하였고, 첨지가 있는 면은 전, 후로 
두 번 촬영 하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R32668_00_IH_0003_000

고4255-5-v.3_황해수아영등록

GK12871_00_IH_0002_000 

GK12871_00_IH_0002_000_01

규12871-v.2_별차왜등록

촬영 순서도

<고서촬영> <대형자료 및 회화촬영>

Canon 5D Mark3

EOS Utility 실행

폴더 및 파일네임 지정

자료 촬영

라이브 뷰 실행 후 자료위치 조정

컨버팅 작업

초점거리 50mm로 조절

검수작업

컬러차트 촬영

파일 네이밍

2차 NAS백업1차 DAS백업 3차 외부HDD백업

Capture One Pro 실행

Phase One 645DF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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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람문고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366종 584책 73,444면

• 첨지 크기, 형태 다양
• 이면지사용
• 이염
• 충해

첨지의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여 첨지가 
있던 원본상태와 첨지를 재친 상태 모두
를 촬영하였고 비치는 부분은 간지작업
을 해주었으며 글자의 흐린 부분은 컨버
팅 시 커브 툴에서 블랙부분을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G43106_00_IH_0001_018

GG43106_00_IH_0001_018_01

GG43106_00_IH_0001_018_02

가람고281.952-W1847ya_양명선생학록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K19354_00_IH_0005_002

규19354-v.5_금영등록

GK12871_00_IH_0001_072

규12871-v.1_별차왜등록

GK12928_00_IH_0083_198

규12928-v.83_결속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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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백문고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597종 1,251책 162,285면

• 표지 및 내지색상 다양
• 내지 구김 및 찢김
• 판심부분 글자 안보임
• 이염
• 이면지부분 글자

표지 및 내지의 색상이 다양하여 컬러차
트를 이용해 정확한 색상으로 컨버팅했
고 판심부분의 안 보이는 글자는 무반사 
유리를 사용해 글자판독이 가능하게 촬
영하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S42032_00_IH_0001_003

상백고039.51-08j-v.1_증보사류부통편

GS42034_00_IH_0001_031

상백고039.51-Sils-v.1-2_성헌고고유편

GS42512_00_IH_0002_060

상백고895.18-Se64-v.2_선본대자제유전해고문진보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G43079_00_IH_0003_076

GG43079_00_IH_0003_076_01

GG43079_00_IH_0003_076_02

가람고181.1-M268mki-v.3_논어율곡선생언해

GG43383_00_IH_0007_001

가람고811.05-Se46s-v.7_월인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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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전적자료센터	DB구축사업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68종 111책 5,675면
• 내지(지도)색상 다양
• 첨지(지도)형태 및 색상 다양
• 내지 접힌 부분 많음

내지에 포함된 지도의 색상이 다양해 
원본과 동일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프로파일을 만들어 적용하였고 내지에 
붙거나 끼워져 있는 지도는 무반사 유
리를 사용해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을 
펴서 촬영하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K10710_00_IH_0001_001

GK10710_00_IH_0001_001_01

규10710_여주읍지

GK12172_00_IH_0003_001

규12172-v.3_관동읍지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S42146_00_IH_0005_000

GS42146_00_IH_0005_999

상백고294.3951-J954y-v.5_실록불교초

GS42126_00_IH_0001_071

GS42126_00_IH_0001_071_01

상백고귀294.3307-J733sd_선원제전집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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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규장각불서조사사업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89종 215책 36,836면

• 충해
• 열화
• 변색
• 찢김
• 표지 및 내지색상 다양
• 내지 접힘 많음

서지상태가 좋지 않아 접히거나 구겨진 
부분의 펼침 작업과 무반사 유리를 사용
하였다.  또 표지의 능화무늬를 살리기 
위해 조명을 조절하였으며 Contrast와 
Clarity조절로 글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R35238_00_IH_0001_000

GR35238_00_IH_0001_006

GR35238_00_IH_0001_012

고294.33088-H996_증도가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K10717_00_IH_0001_001

GK10717_00_IH_0001_001_01

GK10717_00_IH_0001_001_02

규10717_안산군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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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목류	국가아카이브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1,081종 1,459책 8,082면

• 열화
• 이염
• 충해
• 내지의 오염 및 구김

내지의 도장부분의 형태가 다양하고 
글자나 무늬가 흐리거나 작아 
포커스를 수동으로 놓고 세밀하게 
조정하여 촬영하였다. 
또 Curve 툴을 조절해 도장의 형태 및 
무늬의 가독성을 높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C02665_00_IH_0001_001

GC02665_00_IH_0001_001_01

GC02665_00_IH_0001_001_02

규중2665-v.1_춘추집전대전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R30521_00_IH_0007_078

고1723-2-v.7_경덕전등록

GR30537_00_IH_0002_000

GR30537_00_IH_0002_004

GR30537_00_IH_0002_999

고1730-9A-v.2_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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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군사관학교	기탁자료	특별전도록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115종 182책 1,267면

• 찜김
• 충해
• 이염
• 열화
• 구김

표지 및 내지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재질
이 얇아 간지작업과 펼침 작업을 진행했
다. 분리된 내지는 원래의 형태로 맞추
고 무반사 유리를 사용해 구겨진 부분을 
펴서 촬영하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N00032_00_IH_0019_001

한32-v.19_고려사

GN00040_00_IH_0001_000

GN00040_00_IH_0001_001

중40-v.1_동의보감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C03204_00_IH_0001_002

GC03204_00_IH_0001_002_01

GC03204_00_IH_0001_002_02

규중3204-v.1_역정당전진미공가장광비급

GC03276_02_IH_0001_001

규중3276의2-v.1_맹자집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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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중본	복제대상촬영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14종 15책 2,350면

• 충해
• 이염
• 열화
• 구김

복제본 제작을 위해 고해상도 중형디지
털백을 사용하였다. 
간지작업으로 뒷면 비침을 막고 캡쳐원
에서 포커스 루페툴을 사용해 매 컷마다 
포커스를 확인하며 촬영하였다.  

작업순서

고서전용 받침대와 T스탠드에 중형디지털카메라 설치 후 화각을 조절한다. 

노출계와 조명을 이용하여 화각의 모든 부분의 노출이 똑같도록 조절한다. 

촬영 전 표준컬러차트를 먼저 촬영하고 내지는 간지작업을 해 비침 현상을 막는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N00174_00_IH_0001_000

중174-v.1_정정동의보감

GN00025_00_IH_0005_000

중25-v.5_국조궁사

GN00446_IH_0010_019

GN00446_IH_0010_020

귀한446-v.10_주자어류

제 4장  자체 디지털매체화374 3752권  대체본



(9)	고려사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2종 138책 21,792면

• 내지상태 양호
• 뜯김
• 접힘
• 장정 불량

전체적으로 내지상태가 양호하나 뜯어
진 부분이나 장정불량인 면들이 있어 글
자를 가리지 않고 원래 위치에 맞게 놓
은 후 무반사 유리를 이용해 촬영하였다.

촬영 전 상태 촬영 후

GK03579_00_IH_0032_029

규귀3579-v.32_고려사

GK03579_00_IH_0033_017

규귀3579-v.33_고려사

작업순서

2인 1조로 한 면 촬영 시 마다 간지작업과 포커스 확인을 하며 진행한다. 

한쪽 면이 붙어 간지가 일부분밖에 안 들어갈 경우 간지 작업 전, 후 모두 촬영한다.

마지막으로 표지의 능화 촬영 시 무늬를 살리기 위해 받침대의 각도와 조명의 위치를 조절하여 촬영한다.

일반복사촬영 능화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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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대4709-91_요계관방지도	복제본	촬영

크기 촬영방법

• 전체 : 241.5×64.5cm
• 1면 : 63.7×144cm
• 2~9면 : 66.6×144cm
• 10면 : 63.9×144cm

중형디지털백(P65+)+120mmf4.0Macro렌즈를 사용하여 한 폭 당 3분할로 촬영을 
진행하였다.  IEEE1394케이블을 PC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검수 
(노출, 색상, 포커스)했으며 표준컬러차트를 사용해 컨버팅하였다.  

촬영과정

자료의 크기가 커 지하 강당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조명 4개를 사용하여 한 폭에 대한 모든 면의 광량이 동일하도록 조절하였다.  

합성과정

한 폭 전체촬영 후 3분할로 촬영해 전체 촬영 분을 밑그림으로 3개의 이미지를 합성한다. 

(10)	규장각	자료총서	영인본제작

책 수 자료상태 촬영방법

1종 3책 424면
• 내지상태양호
• 표지 볼펜낙서
• 이염

내지상태가 좋아 무반사 유리를 사용하
지 않았고 글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간지작업을 해주었다. 
앞표지부터(짝수면)촬영 후 뒤표지(홀수
면)부터 역순으로 촬영해 파일을 합쳤다. 

촬영과정

현상복제가 아니라 원형복제이기 때문에 글자의 가독성과 뒷면 비침을 막기 위해 
간지작업을 해 주었고 높은 해상도를 위해 단면촬영으로 진행하였다.

간지 작업 전 간지 작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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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하게 노출을 맞춘 영역을 종이테이프로 표시해놓고 수리복원실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광개토대왕비탁본을 일정한 간격으로 펼치고 있다.  

분할촬영 후 포토샵에서 합성작업을 완료한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 (규축11719-v.1_광개토대왕비)

(12)	규축11719-v.1-4_광개토대왕비

크기 촬영방법

• v.1 : 148.5×574.2cm
• v.2 : 132.5×586.6cm
• v.3 : 182.1×574.5cm
• v.4 : 121.7×593.5cm 

자료의 세로길이(5M이상)가 지하 강당의 천장높이보다 길어 걸고 촬영할 수가 없었
다. 또 카메라 화각문제와 무게에 의한 자료의 훼손우려도 있어 4명이 자료를 붙잡고 
일정한 길이로 펼치고 마는 방법으로 분할촬영을 진행하였다. 

촬영과정

광개토대왕비탁본이 위치할 벽면을 미리 체크하고 균등한 광량이 닿도록 조명을 조절해 
9군데의 노출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복제되어 전시중인 요계관방지도

입사식/반사식 스팟 선택 다이얼

입사식 측광과 반사식 측광을
선택하기 위해 돌려서 설정

LUMISPHERE(수광부)

입체적 확장가능
넣었을 때 컨트라스트 측정

측광 버튼

지속광/플래시 측광을 위해
한번 누릅니다

전원 버튼

5/10/20분으로
자동 전원 OFF 기능

조그 다이얼

명확한 작동을 위해
딸깍 소리가 나며 작동합니다

메모리 버튼

각 비교별 9개까지 메모리 가능

평균/명도차

컨트라스트 측정을 위해 
메모리하기 위해,
두개 이상의 평균을 찾기 위해 누름

USB 포트

세코닉 Data Transfer Software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카메라 프로파일을
연결된 컴퓨터에서
전송하기 위한 포트

모드 버튼

모드를 선택하거나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바꾸거나
커스텀 기능을 선택합니다

미드 톤 버튼

연속된 값과 밝기를
비교하기 위한 미드 톤을

읽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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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ne	Light	[수평순광(직접광)]

SIDE

TOP

(4)	One	Light	[수평순광(직접광)	+	반사판]

SIDE

TOP

(5)	One	Light	[수평순광(반사광)	+	반사판]

SIDE

TOP

3) 책판 원문이미지 DB보정 및 업로드 사업을 위한 테스트 촬영

기존	규장각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책판이미지를	보면	오래전에	촬영돼	해상도가	낮고	노출과	

색상이	안	맞아	글자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	책판의	어두운	특성상	빛(조명)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	

복사촬영으로는	글자부분의	판독과	책판나무의	형태	및	무늬	등을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반사조명과	직

접조명,	조명의	위치와	반사판	사용유무	등의	테스트를	거치며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책판 반사판

(1)	One	Light	[45도순광(직접광)]

SIDE

TOP

(2)	One	Light	[45도순광(직접광)	+	반사판]

SID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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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ne	Light	[왼쪽사광(반사광)]

SIDE

TOP

(10)	One	Light	[왼쪽수평사광(직접광)]			

SIDE

TOP

(11)	One	Light	[왼쪽수평사광(직접광)	+	반사판]

SIDE

TOP

(6)	One	Light	[오른쪽사광(반사광)]

SIDE

TOP

(7)	One	Light	[오른쪽수평사광(반사광)]

SIDE

TOP

(8)	One	Light	[오른쪽수평측광(반사광)]

SID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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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wo	Light	[양쪽45도측광(반사광)]

SIDE

TOP

(16)	Two	Light	[오른쪽수평사광(반사광)	+	왼쪽보조사광(반사광)]

SIDE

TOP

•	촬영테스트	결과

일반적인	복사촬영에	사용하는	조명((15)번)은	책판에	균등한	광량이	닿아	전체적인	형태는	잘	살지만	

글자부분의	식별이	어렵고	마구리부분에	의한	그림자도	약하게나마	발생한다.	또한	직접광은	콘트라스트	

차이로	글자부분의	윤곽은	잘	살지만	반대로	그림자부분은	반사광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진하게	발생한

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5)	One	Light	[수평순광(반사광)	+	반사판]	이	마구리부분에	의한	그림자도	없으

면서	글자부분의	가독성도	적당하게	잘	표현되었다.	책판	이미지의	사용방향에	따라	글자가	우선인지	책

판의	전체적인	형태가	우선인지를	정하고	위의	조명세팅을	참고하여	촬영에	들어가면	되겠다.				

(12)	One	Light	[왼쪽수평사광(반사광)]

SIDE

TOP

(13)	One	Light	[왼쪽수평사광(반사광)	+	반사판]

SIDE

TOP

(14)	One	Light	[왼쪽수평측광(반사광)]

SID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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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사이즈	

보정이 끝나면 폴더명을 IH(image high)로 바꾸고  Canon DPP를 사용해 PDF제작용으로 이미지크기를 줄여준다. 
(내지 1500pixel, 표지 800pixel)

(4)	리네이밍

리네이밍 프로그램을 사용해 리사이즈된 파일명을 IH로 바꿔준다.
예) GS42735_00_IH_0001_005 ⇨ GS42735_00_IL_0001_005

4) 이미지 보정

(1)	왜곡	및	기울기	보정

Guide line을 사용하여 기울어진 판심을 맞춰주고 전체적으로 왜곡된 부분을 Free Transform으로 조정한 다음 
부분적인 조정은 warp modes를 활성화시켜 조정한다. 

(2)	Crop	및	먼지제거

가로, 세로 1cm 여백을 남기고 Crop한 후 검은색부분을 Magic wand tool로 선택한다. 
선택한 상태에서 Feather Selction을 불러와 Feather Radius 1pixels을 적용하고 검은색으로 채워준다. 

마지막으로 Brush tool을 사용해 남아있는 먼지를 지워주고 Jpeg품질 12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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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백업	–	외부	HDD

사업이	완료된	이미지파일을	외부	HDD(4TB)에	백업해	안전한	하드케이스에	보관한다.	이때	각	하드에	

저장된	이미지파일의	목록도	같이	저장한다.	

5) 데이터관리 및 백업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중으로	관리,	백업하고	있다.	RAW촬영을	원칙으로	하나의	자료당	RAW파일과	

컨버팅한	JPG또는	TIFF파일을	같이	보관하며	폴더	및	파일네임은	규장각문서분류코드(파일네이밍규칙)

에	따른다.	

(1)	1차	백업	–	DAS

관리용PC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촬영실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을 취합해 저장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3차 백업(외부HDD)에 저장이 완료된 파일들은 삭제해 다음 촬영분의 공간을 확보한다. 

DAS (4TB x 8) 저장목록

HDD-1

2015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2015_서목류_중국본

기타이미지&동영상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보고서용 이미지

외부촬영

해군사관학교기탁자료_특별전도록

HDD-2 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 등록류

HDD-3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서비스

HDD-4 일사문고

HDD-5 촬영팀백업12

HDD-6 상백문고

HDD-7 가람문고/상백문고

HDD-8 보정완료 및 업로드완료 파일

(2)	2차	백업	-	NAS

전산실에 보관중이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2중 백업용이다. 

NAS (3TB x 6) 저장목록

2015_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동국대불교학술원_규장각불서조사사업

상백문고

서목류_중국본

연구자 및 내외기관 학술정보서비스

해군사관학교기탁자료_특별전도록

서고에 보관중인 하드케이스

디지털매체화팀 HDD(서고) 백업내역

HDD번호 저장내용

촬영팀1차백업 일사문고 : 2013.05.03 ~ 2013.12.31  (RAW/JPEG)

촬영팀2차백업
일사문고 : 2014.01.02 ~ 2014.06.27  (RAW/JPEG)

중앙도서관(일사고,가람고,상백고) : 2013.06.03 ~ 2013.07.12. (RAW/JPEG)

촬영팀3차백업 문화재청사업(승정원일기,동궁일기) : 2014.03.27 ~ 2014.07.07  (RAW/TIFF)

촬영팀4차백업

고려사 : 2013.07.24 ~ 2014.03.20  (RAW/JPEG)

기타요청 : 2013.11.28 ~ 2014.09.03  (RAW/JPEG)

대구부호적대장 : 2014.07.22 ~ 2014.07.25  (RAW/JPEG)

문화재청사업(동궁일기) : 2014.07.08 ~ 2014.09.04  (RAW/TIFF)

서목류 : 2014.05.13 ~ 2014.08.21  (RAW/JPEG)

열람실요청 : 2013.04.22 ~ 2014.09.25  (RAW/JPEG)

원문서비스요청 : 2013.08.05 ~ 2014.06.11  (RAW/JPEG)

자료총서간행사업 : 2014.05.27  (RAW/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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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매체화팀 HDD(서고) 백업내역

HDD번호 저장내용

촬영팀10차백업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6.02-15.06.30 (RAW/JPEG)

2015_고려사 : 15.07.02-15.08.20 (RAW/JPEG)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5.04.28 (JPEG)

촬영팀11차백업

2015_문화재청사업(등록류) : 15.07.01-15.10.08 (RAW/JPEG)

2015_특별전도록 : 15.08.24-15.10.01 (RAW/TIFF)

상백문고 : 15.08.21-15.10.30 (RAW/JPG)

서목류_중국본 : 15.08.11-15.10.29 (RAW/JPG)

열람실요청 : 15.07.16-15.09.25 (RAW/JPEG)

6) 디지털매체화 서비스 현황

2013년	4월부터	자체디지털매체화팀이	운영되면서	고도서	부문	이미지DB구축율이	2012년	11월	기준	

8.88%에서	11.03%로	향상되었다.	약	4,000여	책이	업로드	되었고	예산문제로	아직	3,000여	책이	촬영	

완료되어	보정과	업로드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디지털매체화팀에서는	1년에	약	2,500여	책에	대한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보정과	업로드	속도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보정	및	업로드속도의	개선이	뒤따라준다면	매년	1.4%의	디지털매체화	제작율을	올릴	

수	있다.				

			

연도
소장자료 현황
(고도서)

이미지DB구축 현황
디지털 매체화 제작율

완료 미완료

2012 176,611 15,679 160,932 8.88%

2014 177,337 16,777 160,560 9.46%

2015 177,337 19,556 157,781 11.03%

디지털매체화팀 HDD(서고) 백업내역

HDD번호 저장내용

촬영팀5차백업

일사문고 : 2014.07.01 ~ 2014.11.14.  (RAW/JPEG)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 : 14.09.18-14.11.07 (RAW/JPEG)

2014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RAW/TIFF)

교양총서 : 14.11.05-14.11.13 (RAW/TIFF)

동순태 : 14.11.10-14.11.13 (RAW/JPEG)

동순태_중앙도서관 : 14.12.01-14.12.09 (RAW/JPEG)

문화재청사업(방목류) : 2014.08.11 ~ 2014.09.18 (RAW/TIFF)

사람과숲_열람실보정의뢰건 (JPEG)

열람실요청 : 14.10.06-14.11.26 (RAW/JPEG)

제주발전연구원의뢰건 (JPEG)

촬영팀6차백업

가람문고(기촬영분포함) : 14.10.29-14.12.19 (RAW/JPG)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RAW/TIFF)

병서류 : 14.12.11-14.12.30 (RAW/JPG)

조선왕조실록 : 14.10.02-14.11.07 (RAW/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RAW/TIFF)

촬영팀7차백업

교양총서 : 14.11.05-14.11.13 (TIFF)

국가전적자료센터DB구축사업추가촬영 : 15.03.19-15.03.30

규장각대표도록 : 14.11.24-15.02.24 (TIFF)

2014특별전도록 : 14.09.05-14.10.08 (TIFF)

회화도록 : 14.08.12-14.12.31 (TIFF)

가람문고 : 14.12.22-15.04.02 (RAW/JPG)

규장각칼럼 : 14.12.15-15.02.11 (RAW/JPG/TIFF)

열람실요청 : 14.12.01-15.04.02 (RAW/JPEG)

촬영팀8차백업

2015귀중본복제본촬영 : 15.04.09-15.04.23 (RAW/TIFF)

가람문고 : 15.04.03-15.04.28 (RAW/TIFF)

일사문고(중도포함) : 13.05.03-14.11.14 (JPEG)

촬영팀9차백업

2014_규장각·장서각연계DB구축사업 보정본 : (JPEG)

병서류 보정본 : (JPEG)

서목류_중국본 : 15.06.10 (RAW/JPG)

상백문고(기촬영분포함) : 15.05.04-15.06.01 (RAW/JPG)

열람실요청 : 15.04.03-15.07.13 (RAW/JPEG/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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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자체디지털매화팀에서는	규장각	기록문화재에	맞는	촬영장비	및	보조도구,	컨버팅	수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15년	3월부터	규장각·장서각연계기록유산DB구축사업(등록류)	및	가람문고	디지털이미지화	

완료	등	총	2,951종	5,367책	462,118면을	디지털	DB화	하였다.	현재	상백문고본의	촬영도	80%이상	진행

되고	있으며	2016년	경제문고까지	촬영을	완료하여	규장각	문고본에	대한	디지털이미지화를	완료할	계획

이다.

또한	현재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일성록에	대한	디지털이미지는	흑백마이크로필름을	스캔한	저해

상도만	갖추고	있어	이런	국보급문화재에	대한	고해상도	컬러	디지털이미지화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

어야	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종류	및	다양한	형태의	규장각문화재에	대한	촬영	및	테스트를	거치며	

자체디지털매체화팀의	역할과	작업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16년	문고본의	촬영이	

완료되면	미	구축	자료와	기	구축	되었지만	저해상도	흑백이미지만	보유한	자료에	대해	디지털매체화작

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규장각소장문화재에	대한	이미지구축	상태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디지

털정밀조사인력을	두어	홈페이지와	서버에	대한	전체적인	검수작업이	필요하다.	각	소장	자료에	대한	업

로드현황	및	디지털이미지	유무	확인조사뿐만	아니라	컬러와	흑백이미지에	대한	구분,	또	컬러이미지라도	

고해상도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님	저해상도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대체해야	하

는지	등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구체적인	우선순위촬영대상을	정할	수	있고	같은	문화재를	재촬영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규장각	소장문화재에	대한	디지털매체화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작업이다.	그

러기	위해선	규장각자료에	대한	이해와	특성에	따른	촬영방법	및	컴퓨터이미지작업(컨버팅,	보정	등)에	대

해	충분한	숙지와	우리문화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책임의식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단기

간에	몸에	익히기	어려우며	최소	1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	규장각에는	현재	4군데의	디지털매체화실

이	있으며	그에	따라	4명의	숙련된	촬영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	및	인원편성문제로	모든	촬영실이	1

년	내내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신규촬영자가	들어와	능숙하게	작업할	수	있으려면	교육기간을	거쳐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규장각소장문화재에	대한	디지털이미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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