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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4년부터 국고출연금의 지원을 받아 ‘학술정보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도서관

이 소장한 중요한 학술자원인 고문헌을 후세에 안전하게 전승할 수 있도록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

록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고문헌자료실 내에 지류 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실을 마련하여 자체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외부 전문 문화재 수리업

자에 의뢰하여 고문헌 수리보존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고문헌 보존관리는 실재 자료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존처리 활동 못지않게 그 결과를 기

록으로 남기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보존처리에 사용한 기법이나 재료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 둬야 훗날 혹

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데 형태적 변형이 불가피하였

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후세 연구자들은 자료의 원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15년에 『고문헌 보존관리 종합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2014년 실시한 

동장본 상태조사와 곤여전도 수리 보존 사업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한 보존처리 결과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로 발간하고자 합니

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고문헌 보존관리 활동을 보존처리, 응급수리, 예방보존으로 나

누어 정리하였고, 문화재 수리업자나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리하였거나 조사하였던 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고문헌 보존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실재 사업을 수행

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표합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기

록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서 이 종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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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를 비롯한 40만 책의 우수한 학술

자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유일본 장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귀중한 학술자원은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후대에 이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보존

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자체 보존처리실을 개설 

하였으며 상태조사를 실시, 소장 자료의 현황 및 열화 상태를 파악하여 보존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 후 상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및 응급수리, 예방보존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문헌 보존 관리는 현재 고문헌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경성제대 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에 대

해 추가적인 손상 방지 및 보존처리를 진행 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의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존처리에서는 보존처리 우선순위로 선별된 고서, 고신문, 고지도의 자료에 대해 과학적 조사 및 

분석, 클리닝, 보강 등을 실시, 안전이 검증된 가역적 재료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자료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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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자료

연번 구분 자료명 청구기호 수량

1

보존처리

고서

삼강행실도 심악 172.1 Se63s 1책 107매

2 추강집 일사古貴 819.51 N15c v.5 1책 44매

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

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일사古 170 J466e 1책 7매

4 상영도국 일사 790.2 Sa58b 1책 21매

5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 일석 951.0091 H41v 1책 18매

6 [사]민필지 심악 910 H876sa 1책 90매

7

고신문 황성신문

YY12 1903(1) 1책 128매

8 YY12 1903(2) 1책 154매

9 YY12 1903(3) 1책 154매

10 YY12 1903(4) 1책 152매

11 YY12 1904(1) 1책 113매

12 YY12 1904(2) 1책 140매

13 YY12 1904(3) 1책 148매

14 YY12 1904(4) 1책 147매

15 YY12 1905(1)複 1책 206매

16 YY12 1905(2) 1책 154매

17 YY12 1905(3) 1책 152매

18 YY12 1905(4) 1책 84매

19 YY12 1906(1) 1책 43매

20 YY12 1906(2) 1책 98매

21 YY12 1906(3) 1책 82매

22 YY12 1906(4) 1책 77매

23

고지도

여지도 912.51 Y4j 1책 15매

24 고금지여전도 卷 4709 178 6매

25 조선지질총도 軸 7410 25 1매

26 만주국지도 경MA 912.528 K139m 1매

27 응급수리 336책

28 예방보존 2,321책 1,718개

29
수리복원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28책 720매

30 이난영 선생 탁본 222매

31 상태조사 슈클라·오세경문고 354종 760책

I. 개요





II. 보존처리

자체 보존처리

사업명: 경성제대컬렉션 및 근대 기록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시행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업기간: 2015년 3월 1일~2018년 02월 28일 

참여인력:   강지은 (사업 관리자)  

유다영, 윤경희, 조원희 (사업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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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서 보존처리

1) 사전 조사

(1)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가. 해제

1434년(세종 16) 직제학直提學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 부자 · 부부

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 · 효자 ·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이다.

1428년 진주晉州에 사는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강상죄綱常罪에 어긋난 죄로 엄벌

하자는 주장이 논의 되었을 때, 세종이 엄벌에 앞서 세상에 효행孝行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포刊布해서 백성들에게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 · 도덕 교과서 중 제일 먼저 발간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며, 충忠 · 효孝 · 정貞의 삼강三綱이 조선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기반으로 되어 있던 만큼, 사회 · 문화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매 편마다 그림을 넣어 사실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

다. 또한,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형성하는 삼강이륜계통의 판화들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사적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일본에도 수출되어 이를 다시 복각한 판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인물화와 풍속화가 드문 조

선 전기의 상황으로 볼 때 판화로나마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인물은 평량자平凉子 등 조선 

전기의 복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강행실도』는 세종조 간본, 그 뒤 성종 · 선조 · 영조시대의 중간본, 이 후 국역과 해제를 붙인 영인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번 보존처리 대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1994년에 확보한 심악心岳 이숭녕李崇寧

(1908~1994) 선생님의 기증 자료로 1608년 간행된 자료이다. 이 책은 충신 가운데 ‘석작순신石碏純臣’의 고

사가 실려 있는 장이 누락되어 모두 107장이다.

청구기호 | 심악 172.1 Se63s

매수 | 1책 107매

크기 | 37.0cm×2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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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나. 처리 전 상태

원래의 표지는 대부분 유실流失되었으며 능화무늬로 추정되는 황색의 표지 배접지만 관찰된다.

표지의 무늬는 심각한 결손, 마모, 오염으로 인해 정확한 형태 추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찰된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濕害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자료의 하단에 물리적・생물적

(설치류) 훼손으로 인한 찢김, 결손이 관찰된다.

표지에 테이프 자국 및 테이프가 잔존하고 있다. 

습해로 인한 표지와 내지 대부분이 마모되고 황변, 갈변, 주름져 있다.

내지의 판심版心은 열화裂火 및 훼손에 의해 모두 분리되어 있다.

원래의 황색 장정 끈은 일부만 남아 있으며 이후 흰색의 면 끈으로 이어 묶은 흔적이 관찰된다.

내지에 벌레와 벌레 분비물이 고착固着된 것이 상당수 관찰된다.

내지의 물 얼룩 부위에서 글자의 번짐과 이염移染이 다수 관찰된다.

책의 가장자리가 마찰에 의해 구겨지고 말려 있는 상태이다.

내지의 찢김이 많이 관찰되며, 열화로 인해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바스라지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지 손상

내지 훼손 

물 얼룩

말림, 마모 

찢김, 마모 

충해

장정 끈

기름 오염

말림

II.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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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강집秋江集

청구기호 | 일사古貴 819.51 N15c v.5

매수 | 1책 44매

크기 | 32.0cm×20.6cm

가. 해제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1454~1492)의 시문집이다. 

‘추강秋江’은 남효온의 호이다. 남효온의 가문은 사화士禍로 인하여 문집 간행에 어려움을 겪다, 1577년

에야 비로소 남효온의 외증손外曾孫인 유홍兪泓(1524~1594)이 남효온의 시우詩友였던 조신曺伸(1454~1529)이 

조판組版한 것을 바탕으로 『추강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중간본은 유홍의 증손인 유방楡枋이 1677년에 간

행하였다. 

보존처리 대상 자료인 『추강집』은 일사一簑 방종현方鍾鉉(1905~1952) 선생이 기증한 것으로, ‘냉화冷話’

가 실려 있는 5권만이 남아 있는 영본零本이다. 조신과 유흥의 발문跋文은 있으나, 중간본의 발문은 보이지 

않는다.

나. 처리 전 상태

원래의 능화문菱花紋 표지 위에 양지의 가표지가 덧대어 묶여 있다.

표지에 사용된 능화 무늬는 마모, 오염으로 인해 형태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것으로 관찰된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내지 모서리에 물리적 훼손으로 인한 찢

김, 결손이 관찰된다.

습해로 인한 표지와 내지 대부분이 마모되고 황변, 갈변, 주름져 있다. 내지의 판심은 열화 및 훼손에 

의해 모두 분리되어 있다. 내지 뒤쪽에 기름 오염과 낙서가 관찰된다.

  

내지 손상  물 얼룩   찢김, 마모

물 얼룩  표지 손상   기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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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청구기호 | 일사古 170 J466e

매수 | 1책 7매

크기 | 32.8cm×23.0cm

가. 해제

1797년(정조 21) 1월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의 회갑을 맞이하여 내린 윤음으로 당시 퇴화하는 풍속

을 바로잡기 위해 『소학小學』, 『오륜행실五倫行實』, 『향음의식鄕飮儀式』, 『향약조례鄕約條例』 등을 간행 · 반포한

다는 것과 각 지역의 수령과 민인民人들에게 양로養老와 농사에 힘쓸 것을 당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 윤음을 정유자丁酉字로 간행하여 반포한 다음, 이를 받은 각 도의 관찰사나 수령에

게 자신들의 글씨로 써서 다시 판각 · 인쇄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또 관할 지역에 반포하도록 했다.(서울대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수리사업 보고서』(2013), 제1장, p. 273) 

나. 처리 전 상태

뒤표지는 유실되었으며 양지의 가표지가 덧대어 묶여 있다. 앞표지는 내지와 동일한 한지로 제작되었으

며 오염, 마모로 섬유가 전체적으로 들떠 있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자료의 테두리에 물리적・인위

적 훼손으로 인한 찢김, 결손이 관찰된다.

습해로 인한 표지와 내지 대부분이 마모되고 황변, 갈변, 주름져 있다.

내지의 판심은 열화 및 훼손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앞표지 오염 뒤표지 유실   표지 찢김

내지 결손  내지 마모   내지 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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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영도국觴詠圖局

청구기호 | 일사 790.2 Sa58b

매수 | 1책 21매

크기 | 30.6cm×18.6cm

가. 해제

『상영도국』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술을 마시고 시문을 짓는 놀이의 방법을 기록한 책으로, 

저자와 저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 내용의 대략을 살펴보면, 먼저 酒 · 美 · 琴 · 棋 · 詞 · 衲 · 漁 · 劍 · 羽 등 9가지 항목을 홍범구주洪範九疇

의 순서에 대입하여 각각 1~9의 숫자를 부여하고 이를 다시 결합시켜 81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 놀이판

을 만든 다음, 중앙을 제외한 80개의 권역에는 중국에 있는 80개의 명승 · 고적의 이름을 붙였다. 이어 주

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권역을 이동해 가면서 해당 권역에 배정된 잔 수 만큼의 술을 마시고 정해

진 시문을 짓도록 하였다. 범례에는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전진 · 후진하는 규정 등도 기록되어 

있다.(강문식, e-kyujanggak.snu.ac.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나. 처리 전 상태

원래의 한지 표지 위에 양지의 가표지가 덧대어 묶여 있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

로 관찰되고 있으며, 자료의 하단에 물리적 · 생물적(설치류) 훼손으로 인한 찢김, 결손이 관찰된다.

습해로 인한 표지와 내지 대부분이 마모되고 황변, 갈변, 주름져 있다.

내지의 판심은 열화 및 훼손에 의해 모두 분리되어 있다.

앞표지 오염  물 얼룩   스티커

내지 찢김  내지 오염   뒤표지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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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5)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청구기호 | 일석 951.0091 H41v

매수 | 1책 18매

크기 | 35.5cm×23.0cm

가. 해제

1839년(헌종 5) 10월에 천주교의 폐해를 막고자 반포된 윤음이다. 이 해 3월부터 제2차 천주교박해인 기

해사옥己亥邪獄이 시작되었는데 10월에 와서 박해를 매듭짓고 이 윤음을 반포하였다.

839년 조만영趙萬永 · 조인영趙寅永 · 조병현趙秉鉉 등 조씨 일파가 주도해 기해사옥을 일으켜 앙베르Imbert, 

L. M. J. 주교, 모방Maubant, P. P · 사스탕Chastan, J. H. 신부, 정하상丁夏祥 등 70여 명의 천주교도를 처형하고 난 

뒤 국민에게 내린 것이다.

글을 지은 사람은 조인영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한문본(7장)이 있고, 이어 언해본(9장)이 수록되었다. 

이는 당시 천주교가 하류 부서층婦庶層에까지 널리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고루 읽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 처리 전 상태

표지는 내지와 동일한 한지로 제작되었으며 가장정 형태의 지끈으로 묶여져 있다.

표지 상단에 인위적으로 인한 찢김, 결손이 관찰된다.

표지와 내지에 적색의 오염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내지의 하단 모서리에 청색의 잉크 오염

이 관찰된다.

내지 대부분 마모로 인한 섬유 들뜸이 관찰되며 황변, 갈변이 나타나고 있다.

앞표지 손상  앞표지 청구기호   적색 오염

 

내지 스티커  청색 잉크 오염   내지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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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민필지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 

청구기호 | 심악 910 H876sa

매수 | 1책 90매

크기 | 26.5cm×18.5cm

가. 해제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재직했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가 지은 책으로 1889년 한글본으로 초판이 나

왔고, 1895년 학부學部에서 백남규白南奎 · 이명상李明翔 등이 왕명으로 한문본 『사민필지』를 간행했다.

한편, 1906년에는 아처Archer의 도움으로 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라는 이름의 수정판이 출간

되었다. 초판 한글본은 17행×28자 161면이며, 10장의 지도가 수록되었다. 한문본은 10행×20자 71장으

로 되어 있으며, 지도는 실려 있지 않다. 한글 전용인 이 책은 1890년대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외국, 

특히 유럽의 국명이 영어식 발음에 따라 ‘유로바 · 노웨국 · 쉬덴국 · 덴막국 · 네데란스국’ 등으로 적히고, 

바른쪽에 가로줄을 친 점도 특이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 처리 전 상태

책은 기계식 양장제본의 형태이며 내지는 호부장糊附裝으로 묶여 있다. 표지는 두꺼운 판지 위에 인쇄된 

양지로 씌워진 형태이며, 책등 부분이 유실流失되어 장식지로 덧댄 흔적이 관찰된다. 표지의 표제와 그림

이 오염과 마모로 형태가 대부분 지워져 있다.

내지는 양지 위에 양면 인쇄되어 있으며 앞부분(10매)에 찢김과 주름이 있다. 습해로 인한 얼룩이 앞

쪽과 뒤쪽(2~3매)에서 관찰되고 있다.

표지 제본 형태  표지 찢김 및 결손   내지와 표지 분리

내지 제본 형태  내지 찢김 및 주름   지도 찢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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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2) 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및 해체 

해체 전 육안관찰을 통해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형태 및 구조, 세부 치수(측정단위: cm) 및 훼손 상태와 훼

손 정도를 파악하였다.

장정 끈을 제거하여 표지와 내지를 분리한 뒤에 지 끈을 제거, 내지를 낱장으로 분리해 주었다. 감응

표는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었으며 분리된 내지는 레이온지 위에 앞 · 뒷면 순서에 맞추어 놓아 자료가 섞

이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보존처리를 시행하기 전 자료의 크기, 결손 부분, 손상 상태 등의 사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Canon EOS-5D Mark III, 24-70㎜ f/1.8L)을 실시하였다. 

실측    장정 끈 제거

표지 해체

 

   내지 분리

처리 전 자료의 특성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 · 물리 · 화학적, 광학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고 촬영하였

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 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HANNA HI4221, made in Romani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

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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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측정    색도 측정

두께 측정    무게 측정

(2) 안정화

촬영 후 낱장의 유물은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넘버링을 해주었다. 넘버링은 레이온지 위에 연필(2H)로 

번호를 적은 번호표를 만든 뒤, M · C 2~3%(Methyl Cellulose)를 이용해 내지 안쪽(장정구멍 부분)에 붙여 

주었다.

보존처리 진행 과정 중 편 유실, 찢김의 우려가 되는 곳에 레이온지를 이용해 임시로 고정시켜 주었

다.

클리닝 과정 중 채색 안료의 번짐과 열화된 묵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토끼아교(1~3%)를 이용해 

박락 방지시켜 주었다.  

임시 고정

 

   번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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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닝

건식 클리닝은 붓을 사용하여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잔존하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은 메스나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습식 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마다 자료를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편 유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  특수 제작된 미세구멍의 철망 위에 아크릴판을 약 15~20°경사지게 올려놓은 뒤, 레이온지 위에 자

료(내지 1장)를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주었다.

•  자료가 충분히 적셔질 정도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하였다.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하였으며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 있

는 오염 및 수분을 흡수시켰다.

•  오염의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을 2~4회 반복하여 클리닝해 주었다.

건식 클리닝 전    건식 클리닝 후

자료 펴기    중성수 분무

수분 흡수 중성수 클리닝 변화



16

2015-20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

(4) 건조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깔고 자료가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친 뒤 건조대에서 자

연 건조시켰다.

건조가 완료된 자료는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었다.

자료 펼침    자연 건조

(5) 보강

보존처리 대상 자료 내지의 두께, 발 간격, 촉수 등을 고려하여 보강용 한지를 선별하고, 각각 자료의 내

지 색상에 맞추어 오리나무열매를 사용해 염색해 주었다.

오리나무열매    보강지 염색 

보강은 앞 · 뒷면이 접히는 중앙선(판심부)의 떨어진 부분을 원형의 형태로 연결해 준 뒤, 결실 부분을 

자료의 두께와 유사한 한지를 이용해 메움 처리해 주었다.

이후 열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지력이 약화된 부분들이나 가장자리가 마모 된 부분들에 대해 얇은 한

지를 이용해 부분 보강해 주었다.

•  라이트박스 위에 자료의 뒷면이 위로 향하도록 놓은 뒤 분무기를 이용하여 자료에 수분을 가하고 

붓으로 주름이 지지 않게 펼쳐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 

•  판심 보강은 염색된 한지를 0.5~0.7cm 정도 넓이로 섬유를 살려 띠지로 제작 한 뒤 이 띠지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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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이 방향에 맞추어 숙성 풀을 사용하여 붙여 눌러주었다.

•  결손부 보강은 메움용 한지를 발끈 폭, 발 촉수를 맞추어 내지의 뒷면에 놓고 결손 형태에 맞추어 

1~2mm 크게 잘라준 뒤 잘라진 메움 용지 외곽부분에 숙성 풀을 바르고 붙여 눌러주었다.

•  열화되어 내지가 약해진 부분은 얇은 닥지(텐구죠 4g)로 부분 배접 방식으로 보강해 주었으며, 보강

의 범위는 열화 면적을 벗어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하였다.   

•  사용한 접착 풀은 6개월~1년 이상 숙성시킨 소맥전분 풀을 옅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띠지 제작    판심 연결

메움용 한지    결손 형태

메움지 부착 후    열화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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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름 펴기 및 외곽선 정리

처리 전 인위적 손상으로 인한 꺾임과 접힘, 보존처리 중 수분으로 발생되는 주름 등에 대해 주름 펴기를 

하여 평활도를 높여주었다.

•  목판→흡습지(3~4매)→레이온지순으로 놓고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고르게 분무한 자료를 펼쳐 

올린 다음 다시 역순으로 레이온지→흡습지(3~4매)를 올려놓는다. 

•  위 과정을 약 8~10회 반복해 일정 높이로 쌓이면 그 위에 목판을 덮고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해 주

었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일정한 압력을 주며 서서히 건조하였다.

•  자료의 내지보다 큰 메움지는 외곽선을 원래의 형태에 맞추어 재단해 주었으며, 이 때 앞 · 뒤 장의 

자료 크기와 전체 자료의 크기를 비교 · 확인하며 정리해 주었다. 

자료 펼침

 

압착

외곽선 자르기

 

외곽선 자르기

(7) 표지 처리

『삼강행실도』의 표지는 원형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고 표지 배접지에 일부의 문양만 확인된다. 배접지 또

한 훼손 및 열화의 상태가 심각하여 표지의 물리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표지를 새롭게 제작해 주었다.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의 뒷표지는 결락缺落되어 앞표지의 재질과 

물성이 유사하도록 새롭게 제작해 주었다.

『추강집』, 『상영도국』,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은 배접지를 제거하고 보존처리 한 뒤 다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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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으로 배접하여 일정한 두께를 만들어 주었다.

『[사]민필지』의 표지는 양장본의 형태이며 두꺼운 판지로 만들어진 앞 · 뒷표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책

등 결손 부분에 대해 처리해 주었다. 

① 자료 조사

『삼강행실도』의 능화문 표지를 제작하기 위해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형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대상 자료와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

았으며 표지의 형식에 있어 유사한 염색 능화지는 발견되나 능화 무늬는 제각기 다르게 관찰되었다.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표지 배접지에 남아 있는 무늬를 살펴보고 이와 비슷한 능화판을 수집하였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古 170.951 Se63sb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貴 170.951 Sa44g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3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2148

   능화 무늬

 

   능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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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지 보강지 준비

자료는 오랜 시간 변색과 퇴색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종이로 배접하면 자료의 색상이 

달라지거나 상이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오리나무 열매로 배접할 종이를 묽게 천연염색하여 명도를 낮춘 

후 배접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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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염색 중 붓질의 세기 등)에 따라 색상차가 나게 되므로 필요한 보강지의 양보다 많은 양을 염색하여 준비

하였다. 

오리나무 열매 염색    염색된 한지

③ 표지 배접 및 건조

표지를 유물색상에 맞추어 천연염색 한 배접지를 사용하여 1차 배접 후 자연 건조시키고, 2~3차 배접 후 

건조판에 붙여 서서히 건조하였다.

표지는 물리적 강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숙성풀(2~6개월)을 내지보다 농도를 높여 배접해 주었다.

염색 한지와 배접    건조판 부착

표지 배접    배접 후 건조



21

II. 보존처리

④ 표지 장식

『삼강행실도』의 능화문 표지 제작을 위해 수집된 능화판 위에 배접 · 건조된 표지를 올린 후 능화판의 무

늬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해 문질러 주었다.

완성된 표지는 내지의 크기에 맞추어 접은 뒤 한지를 붙여 눌러주었다.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표지의 제목은 조사 자료 중 내지 인쇄 글씨와 유사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

료(奎 138)의 표제를 모사해 넣어주었다.

능화판 밀기    표지 내지 부착

표제 모사 대상(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38)    표제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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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리 후 조사 및 장정

처리 전 사진 촬영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촬영(Canon EOS-5D Mark III, 24-70㎜ f/1.8L)을 하였다. 

펼쳐진 내지는 판심부분을 접어 원형의 크기로 맞춘 뒤 종이끈을 만들어 가제본해 묶어 주었다. 

가제본 된 책의 내지 위에 완성된 표지를 맞추고, 소방목으로 염색한 붉은색의 장정 끈을 사용해 원래

의 장정 구멍에 묶어주었다.

판심 접기    가장정(지끈)

소목 염색    염색 끈 선별 

5침 장정    장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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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무리

장정 후 핀셋 및 소도구를 이용해 책의 측면에 나와 있는 섬유질 보푸라기 등을 제거해 주었으며 표지 

앞 · 뒷면에 대해 사진촬영(Canon EOS-5D Mark III, 24-70㎜ f/1.8L)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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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처리 대상 자료는 별도의 상자에 넣어 보존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완성

된 자료의 실측을 바탕으로 중성골판지로 중성 보관상자를 제작하여 주었다. 

보관상자의 측면과 윗면 하단부에 서명 및 청구기호를 부착하여 완성해 주었다. 

골판지상자와 표지 한지의 물리적 마찰 방지와 자료의 예방보존을 위해 한지로 자료를 포장한 뒤 상

자에 넣어주었다.

       중성 보관상자 평면도

한지로 자료 포장    중성 보관상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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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결과

(1)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삼강행실도』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살펴 본 결과‘내지’에서는 종이의 비

정형적인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서체’에서는 접착력이 상당히 약

화된 상태를 확인하였고, 필사 부분은 먹의 번짐 정도를, 인쇄 부분에서는 먹의 농담 및 열화로 인한 색 

흐려짐 정도를 확인하였다.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통해 열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

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 할 수 있었다.  

『삼강행실도』 내지의 전체적인 기초 물성은 가로 크기(펼쳐진 상태)가 평균 42.80~43.60㎝, 세로 크기

는 평균 34.80~37.20㎝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09~0.14㎜로 나타났고, 무게는 평균 0.09~0.13g로 나

타났으며, 평량은 평균 30.80~43.39g/㎡로 나타났고, 밀도는 평균 0.24~0.41 g/㎡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43.44×36.75cm에서 처리 후 43.47×37.12cm
로 0.03×0.37cm 증가하였으며 두께는 처리 전 0.11mm에서 처리 후 0.10mm로 0.01mm 감소하였다. 이

는 미세한 크기 변화로 훼손으로 인한 주름 등이 펼쳐진 정도의 크기변화, 또는 부풀어 있는 섬유들의 안

정된 정도의 두께 변화로 판단 할 수 있다. 무게는 처리 전 5.64g에서 처리 후 5.81g으로 0.17g 증가하였

다. 이는 판심 보강, 결손부 메움, 열화부 부분배접 작업에 의하여 보강된 한지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삼강행실도』의 산성도는 5.18~5.68의 약산성으로 산화정도가 다소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존

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38에서 처리 후 5.73으로 0.35 증가

되어 나타났다. 이는 한지가 가진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성수 클

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삼강행실도』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1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70.61, 처리 후 74.05로 

나타났고, a*는 처리 전 6.18, 처리 후 4.62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3.03, 처리 후 19.69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

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CIELAB 표색계에서 색도 변화는 4.00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표준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it)에 의한 색차 단위 수치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쉽게 눈에 띄는 정도

(appreciable)에 해당되며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2에

서 H는 평균 처리 전 8.62YR, 처리 후 8.95YR로 나타났고, V는 처리 전 6.90, 처리 후 7.25로 나타났으며, 

C는 처리 전 3.83, 처리 후 3.2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도 색상의 변화

가 감지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또한 명도와 채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로 인

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1　   CIE(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에서 1931년 총회 때에 정한 표색법(表色法). 가장 과학적인 표색

법이라고 하며,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에 의한 측정값을 기초로 하여 모든 색을 x ỳ`Y 라는 세 가지 양으로 표시한다. Y 는 측광

량이라 하며 색의 밝기의 양, x · y는 한 조로 해서 색도를 나타낸다.(위키백과)

2　   먼셀 색 체계는 색상, 명도, 채도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색을 나타내는 색 공간이다. 먼셀 색 체계는 20세기 초에 앨버트 헨리 

먼셀이 고안하였고, 1930년대에는 토양의 연구를 위한 공식 색 체계로 채택되었다. 먼셀 색 체계는 3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

다. 색상은 색상환에서의 방향, 채도는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명도는 수직축에서의 높이로 표현된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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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1.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1.6x 01, 3x

04, 1.6x 04, 3x

05, 1.6x 05, 3x 07, 1.6x 07, 3x

내지 35.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1.6x 01, 3x

02, 1.6x 02, 3x

03, 1.6x 03, 3x 04, 1.6x 04, 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7.00×43.60 0.13 7.00 0.33 43.39 5.56 72.97 5.56 21.95 8.74YR 7.14 3.61

처리 후 37.20×43.50 0.12 6.59 0.35 40.72 5.80 76.25 3.78 17.93 9.16YR 7.48 2.87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6.50×42.80 0.14 5.20 0.24 33.29 5.19 63.11 6.19 21.67 8.49YR 6.14 3.67

처리 후 37.00×43.10 0.14 5.70 0.26 36.12 5.73 66.02 5.55 19.59 8.63YR 6.4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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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73.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1.6x 01, 3x

02, 1.6x 02, 3x

03, 1.6x 03, 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7.10×43.60 0.10 5.10 0.32 31.53 5.45 76.51 4.85 21.98 9.27YR 6.99 3.53

처리 후 37.20×43.60 0.09 4.86 0.33 29.96 5.60 81.87 3.62 18.53 9.11YR 8.05 2.95

내지 105.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1.6x 01, 3x

02, 1.6x 02, 3x

03, 1.6x 03, 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7.00×43.00 0.13 4.90 0.24 30.80 5.30 67.97 6.70 23.64 8.52YR 6.63 3.96

처리 후 37.20×43.20 0.10 4.96 0.30 30.86 5.62 71.63 5.09 20.55 8.88YR 7.0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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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P.1

P.1, 세부 P.1, 세부

P.2 P.2

P.2, 세부 P.2,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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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3 P.3 

P.3, 세부 P.3, 세부 

P.6 P.6 

P.6, 세부 P.6,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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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2 P.12

P.12, 세부 P.12, 세부

P.12, 세부 P.12, 세부

P.37, 세부 P.37,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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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62, 세부 P.62, 세부

P.63, 세부 P.63, 세부

P.79, 세부 P.79, 세부

P.105, 세부 P.105,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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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06, 세부 P.106, 세부

P.107

 

P.107

P.107, 세부 P.107, 세부

P.107, 세부 P.107,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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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강집秋江集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추강집』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살펴 본 결과 ‘내지’의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인쇄 부분에는 열화로 인한 색 흐려짐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

법을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추강집』의 기초 물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31.24×39.84cm에서 처리 후 

31.40×39.94cm로 0.16×0.1cm 증가하였으며 두께는 처리 전과 처리 후 0.11mm로 동일하게 확인되었

다. 무게는 처리 전 3.44g에서 처리 후 3.56g으로 0.12g 증가하였다. 이는 판심 보강, 결손부 메움, 열화부 

부분 배접 작업에 의하여 보강된 한지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성도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6.06에서 처리 후 

6.27으로 0.21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성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추강집』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70.98, 처리 후 74.35로 나타났

고, a*는 처리 전 5.24, 처리 후 2.99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3.01, 처리 후 18.13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추강집』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평균 

3.76으로 쉽게 눈에 띄는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

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 H는 평균 처리 전 9.20YR, 처리 후 9.95YR로 나타났고, V는 처리 전 6.94, 처

리 후 7.28로 나타났으며, C는 처리 전 3.71, 처리 후 2.80으로 나타났다.  

『추강집』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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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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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내지 28.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50x 01.100x

04.50x 04.100x

05.50x 05.100x 06.50x 06.100x

내지 1.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1.50×40.20 0.14 4.70 0.27 37.12 5.96 70.40 6.09 24.43 8.91YR 6.88 4.00

처리 후 31.50×40.10 0.13 4.94 0.31 39.11 6.16 75.49 3.41 19.32 9.73YR 7.40 3.02

내지 34.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1.30×40.20 0.10 2.75 0.23 21.86 6.23 74.45 3.62 21.18 9.86YR 7.29 3.30

처리 후 31.40×40.10 0.09 2.85 0.26 22.63 6.50 75.76 1.90 15.27 0.39Y 7.43 2.29

내지 36.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1.30×41.10 0.09 2.70 0.24 21.51 6.08 77.11 3.41 21.45 9.96YR 7.56 3.32

처리 후 31.30×40.10 0.09 2.83 0.25 22.55 6.14 78.69 1.86 16.28 0.43Y 7.73 2.43

내지 40.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1.00×39.40 0.12 3.46 0.24 28.33 5.94 61.26 7.49 24.36 8.43YR 5.96 4.14

처리 후 31.30×39.90 0.12 3.55 0.24 28.43 6.43 67.41 4.15 20.09 9.65YR 6.57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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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P.1

 

P.1, 세부

  

P.1, 세부

  

P.7, 세부

 

P.7, 세부

P.32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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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32, 세부 P.32, 세부

P.37, 세부 P.37, 세부

 

P.40

 

P.40

 

P.40, 세부 P.40,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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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에 대해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

법을 구분하여 처리 하였다.  

기초 물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32.10×45.03cm에서 처리 후 32.47×45.57cm 

로 0.37×0.54cm 증가하였으며, 두께는 처리 전 0.14mm에서 처리 후 0.13mm로 0.01mm 감소하였다. 이

는 미세한 크기 변화로 훼손으로 인한 주름이 펼쳐진 정도의 크기변화이며 부풀어 있는 섬유들의 안정된 

정도의 두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무게는 처리 전 4.79g에서 처리 후 5.15g으로 0.36g 증가하였다. 이

는 판심 보강, 결손부 메움, 열화부 부분 배접 작업에 의하여 보강된 한지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성도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74에서 처리 후 

6.06으로 0.32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성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의 제거된 것을 의미하

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63.60, 처리 후 64.77로 나타났고, a*는 처리 전 6.23, 

처리 후 4.76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2.53, 처리 후 18.8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

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

여준다.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

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4.0으로 쉽게 눈에 띄는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의 색도의 변화는 색상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로, 이물질 제거로 인해 상대적인 밝

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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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내지 1. 분석 결과

분석위치

01, 50x 01, 100x

02, 50x 02, 100x

04, 50x 04, 100x 05, 50x 05, 100x

내지 1.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2.10×45.10 0.13 4.53 0.24 31.29 5.90 64.07 5.47 21.41 9.07YR 6.24 3.51

처리 후 32.40×45.50 0.13 4.76 0.24 32.29 6.10 68.59 3.45 17.32 9.69YR 6.69 2.72

내지 2.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2.10×45.00 0.15 5.20 0.23 36.00 5.76 67.98 5.79 22.80 8.91YR 6.63 3.75

처리 후 32.50×45.60 0.14 5.61 0.26 37.85 6.13 61.11 4.66 18.07 9.14YR 5.94 2.96

내지 6.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2.10×45.00 0.13 4.64 0.25 32.12 5.55 58.76 7.43 23.39 8.40YR 5.71 3.98

처리 후 32.50×45.60 0.12 5.08 0.29 34.28 5.96 64.61 6.08 21.07 8.59YR 6.2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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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P.1

P.1, 세부 P.1, 세부

P.1, 세부 P.1, 세부

P.2, 세부 P.2,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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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2, 세부  P.2, 세부

P.3, 세부  P.3, 세부

P.4, 세부  P.4, 세부

P.6, 세부 P.6,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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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영도국觴詠圖局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상영도국』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관찰하였으며,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

법을 구분하여 처리 하였다.  

기초 물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30.50×37.33cm에서 처리 후 30.50×37.27cm 

로 측정 되었으며 두께는 처리 전 0.09mm에서 처리 후 0.08mm로 0.01mm 감소하였다. 이는 미세한 크

기 변화로 훼손으로 인한 주름 등이 펼쳐진 정도의 크기변화이며 부풀어 있는 섬유들의 안정된 정도의 

두께 변화로 판단 할 수 있다. 무게는 처리 전 5.64g에서 처리 후 5.81g으로 0.17g 증가하였다. 이는 판심 

보강, 결손부 메움, 열화부 부분 배접 작업에 의하여 보강된 한지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영도국』의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69에서 처리 후 6.05으로 0.36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성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

을 판단 할 수 있다.

『상영도국』의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82.46, 처리 후 84.73로 나타났고, a*는 

처리 전 3.74, 처리 후 0.78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2.66, 처리 후 14.57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

(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

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보존처리 전과 후의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평균 2.7로 눈에 띄는 정도(remarkable)로 나타났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의 색도의 변화는 색상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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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내지 1.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50x 01, 100x

02, 50x 02, 100x 

03, 50x 03, 100x 04, 50x 04, 100x

내지 1.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0.40×37.20 0.08 3.11 0.34 27.50 5.69 81.99 3.97 24.24 9.55Y 8.07 3.64

처리 후 30.40×37.10 0.08 3.27 0.38 28.99 5.89 84.07 0.82 15.14 1.04Y 8.28 2.13

내지 2.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0.50×37.50 0.09 2.93 0.30 25.62 5.71 86.25 1.72 19.30 0.59Y 8.50 2.78

처리 후 30.50×37.50 0.08 3.04 0.33 26.58 6.16 86.68 -0.17 11.68 2.12YR 8.55 1.54

내지 19.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0.60×37.30 0.10 3.18 0.29 27.86 5.68 79.15 5.54 25.43 8.99YR 7.77 4.12

처리 후 30.60×37.20 0.09 3.33 0.31 29.25 6.12 83.42 1.70 16.89 0.45YR 8.21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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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P.1  

P.1, 세부 P.1, 세부 

P.1, 세부  P.1, 세부 

P.7, 세부 P.7,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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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3, 세부  P.13, 세부 

P.17, 세부  P.17, 세부 

P.18, 세부 P.18, 세부 

P.19, 세부 P.19,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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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관찰하였으며, 섬유 

배열과 각종 얼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

법을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기초 물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평균 처리 전 35.43×45.80cm에서 처리 후 35.48×

46.25cm로 0.05×0.0.45cm 증가하였으며, 두께는 처리 전 0.16mm에서 처리 후 0.15mm로 0.01mm 감소

하였다. 이는 미세한 크기 변화로 훼손으로 인한 주름 등이 펼쳐진 정도의 크기변화이며 두께는 부풀어 

있는 섬유들의 안정된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무게는 처리 전 10.40g에서 처리 후 11.11g으로 0.71g 증가

하였다. 이는 판심 보강, 결손부 메움, 열화부 부분배접 작업에 의하여 보강된 한지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의 산성도를 보존처리 전과 후 비교하면 처리 전 5.76에서 처리 후 6.33
으로 0.57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중성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70.38, 처리 후 76.72로 나타났고, a*는 처리 전 7.01, 

처리 후 4.54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18.54, 처리 후 18.90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

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

여준다.

『유중외대소민인등척사윤음』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평균 4.2로 쉽게 눈에 띄는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

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의 색도의 변화에서도 색상의 변화가 감지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이는 먼지 이물

질 제거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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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내지 1.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50x 01, 100x

02, 50x 02, 100x

04, 50x 04, 100x 05, 50x 05, 100x

표지.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5.30×45.00 0.15 8.73 0.36 54.96 6.01 64.70 5.95 18.28 8.13YR 6.30 3.14

처리 후 35.60×46.20 0.16 10.73 0.41 65.24 6.25 67.46 4.70 18.56 8.97YR 6.58 3.04

내지 1.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5.40×45.70 0.15 9.95 0.41 61.50 5.68 71.26 3.34 18.15 9.83YR 6.97 2.83

처리 후 30.40×46.20 0.13 10.49 0.48 64.14 6.03 77.12 3.60 18.52 9.37YR 7.57 2.93

내지 4.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5.50×46.20 0.16 10.04 0.39 61.22 5.59 74.01 4.82 20.43 8.94YR 7.25 3.32

처리 후 35.50×46.40 0.15 10.18 0.41 61.80 6.34 79.25 4.84 20.90 8.72YR 7.78 3.42

내지 7.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5.50×46.30 0.17 12.88 0.46 78.36 5.76 71.54 13.93 17.28 1.73YR 6.99 4.31

처리 후 35.40×46.20 0.16 13.05 0.51 79.79 6.72 83.05 5.02 17.63 7.77YR 8.18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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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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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P.40,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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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민필지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사]민필지』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관찰하였으며, 섬유 배열과 각종 얼

룩 및 충해로 오염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표면 상태 관찰을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 하였다.  

기초 물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25.30×16.80cm에서 처리 후 25.50×18.50cm 

로, 두께는 처리 전 0.09mm에서 처리 후 0.09mm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사]민필지』의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93에서 처리 후 5.97으로 미묘하게 증가되어 나

타났다.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74.14, 처리 후 78.06로 나타났고, a*는 처리 전 3.22, 

처리 후 1.75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18.08, 처리 후 14.72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

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

여준다.

『[사]민필지』의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평균 0.91로 근소한 정도(slight)로 나타

났다. 

내지 1.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50x 01, 200x

02, 50x 02, 200x

03, 50x 03, 200x 04, 50x 04, 200x

내지 1. 분석 결과

구분
크기 

(cm)

두께

(mm)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25.30×16.80 0.09 5.93 74.14 3.22 18.08 9.74YR 7.26 2.82

처리 후 25.50×18.50 0.09 5.97 78.06 1.75 14.72 0.30Y 7.66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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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존처리

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세부 P.1, 세부 

P.2  P.2 

P.87 P.87 

P.88, 세부 P.88,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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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신문 보존처리

1) 사전 조사

가. 해제

『황성신문』은 윤치호를 사장으로 1898년 3월 2일에 창간했던 『경성신문』에서 시작되었다. 『경성신문』은 

한글 전용으로 매주 2회 발행되었으며 4월 6일부터는 제호를 『대한황성신문』으로 바꾸었다가 9월 5일에

는 『황성신문』이라는 제호의 새로운 일간지로 시작했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이었다. 『독립신문』 이후의 민간 신문은 모두 한글 전용이었는데, 『황성신

문』에 이어 1899년 1월 22일에 창간된 『시사총보』가 국한문을 혼용하여, 한말의 신문은 한글 전용과 국

한문 혼용으로 양분되었다. 독자층도 자연히 구분되어 중류층 서민들은 『뎨국신문』을 많이 읽었고, 『황성

신문』은 지식층과 상류층이 주로 읽었다.

황성신문사는 고표股票(주식)를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였으므로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사원총회에서 사

장을 선출했다. 남궁억은 창간부터 1902년 8월까지 만 4년간 사장을 맡았으며 재임 중 두 번이나 구속당

했다. 2대 사장 장지연은 1902년 8월 31일에 선출되어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 

(1905.11.20.)을 검열 받지 않고 배포했다가 신문은 정간 당하고 경무청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06년 1월 24일 장지연이 석방되고, 2월 12일에는 신문도 복간되었으나 사장 장지연을 비롯하여 부사

장 김상연, 회계 김시영 등이 2월 17일자로 모두 사임했다. 

황성신문사는 정부의 지원 및 황제의 하사금과 독자의 의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항상 재정이 빈곤하

여 신문 발행이 중단된 경우도 몇 차례 있었다. 한일합방 후 제호를 『한성신문』으로 바꾸었으나 한 달도 

못되어 9월 15일에 폐간되었다.(정진석, 『한국 신문 역사』(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p.28-3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된 『황성신문』은 총 61책(9,909매)으로 1898년 창간부터 

1910년의 폐간까지의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시대상을 반영한 근대 기록물로 그 가

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보존처리에서는 『황성신문』 총 61책 중 16책 2,032매에 대해 보존처리를 진

행하였으며 중 · 장기적 사업 계획을 통해 나머지 45책에 대해 보존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보존처

리가 완료되면 『황성신문』 보존처리에 대한 종합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반사항

『황성신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례에 걸쳐 크기 변화(판형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편집도 3단 

→ 4단 → 5단으로 변화되고 있다.

 

황성신문 크기(판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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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대상 목록

연번 대 상 크 기(cm) 월 일 매 수 비 고

1 YY12 1903(1) 36.0×26.5

1 20 40

2 19 38

3 25 50

2 YY12 1903(2) 36.0×26.5

4 26 52

5 26 52

6 25 50 27일 누락

3 YY12 1903(3) 36.5×26.0

7 27 54

8 26 52

9 24 48

4 YY12 1903(4) 36.5×26.0

10 27 54

11 24 48

12 25 50

5 YY12 1904(1) 36.0×26.0

1 19 37 9일 누락

2 13 26

3 25 50

6 YY12 1904(2) 35.0×26.0

4 26 52

5 18 36

6 26 52

7 YY12 1904(3) 35.0×26.0

7 26 52

8 23 46 29,30,31일 누락

9 25 50 1일 누락

8 YY12 1904(4) 36.0×26.2

10 25 50

11 27 51 6일 별첨

12 23 46 12,13,15일 누락

9 YY12 1905(1)複 37.0×27.5

1903년 3월 25 50 6일 누락

1903년 4월 13 26 16,17,18,20일~30일 누락

1 21 44 2,3,4,18일 누락

2 16 32 3,4,6,7,8,21,25,27일누락

3 27 54 13,21,24,29,30,31일 누락

10 YY12 1905(2) 42.5×30.0

4 24 48 10,25일 누락

5 27 54

6 26 52

11 YY12 1905(3) 43.8×30.0

7 25 50 17일 누락

8 25 50 16,25일 누락

9 26 52

12 YY12 1905(4) 44.2×28.2
10 25 50 16일 누락

11 17 34 20일 이후 정간

13 YY12 1906(1) 43.5×29.5
2 15 16 12일부터 복간

3 26 27 2일 누락

14 YY12 1906(2) 47.9×34.0

4 25 35

5 27 33

6 26 30

15 YY12 1906(3) 49.0×34.5

7 26 31

8 27 27

9 23 24 4,13일 누락

16 YY12 1906(4) 48.3×32.7

10 26 26 3일 누락

11 25 25 3일 누락

12 26 26

총 16책 2,03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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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 전 상태

장정 형태는 낱장의 자료가 묶인 책의 형태로 수차례에 걸쳐 선장과 양장으로 개장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재생지로 제작된 황성신문은 천연펄프의 함량 정도에 따라 산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습해濕害로 인한 얼룩 오염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적 주름이 관찰된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황변이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화 정도가 높은 자료에서는 갈변이 나타나 만지는 것만으로도 깨지고 부

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지 속지에 벌레 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관찰된다.

찢김, 구겨짐, 접힘, 깨짐, 얼룩, 각종 이물질 고착, 테이프 부착 및 낙서 등 인위적・물리적 생물적 손

상이 복합적으로 많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장된 형태 이전 수리 흔적 양장 개장

깨짐, 마모 깨짐, 마모 마모, 산화

잉크 얼룩 찢김 접힘

기름얼룩 이물질(접착제)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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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짐 깨짐, 황변 황변

충해 분비물 충해 분비물 접힘

오염, 주름 찢김, 깨짐 깨짐

오염, 마모 얼룩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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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및 해체 

처리 전 세부 치수 측정(단위: cm) 및 훼손상태와 손상정도를 파악하였다. 보존처리 전 자료의 정밀 상태

는 사진 촬영(Canon EOS-5D Mark III, 24-70㎜ f/1.8L)하여 남기도록 하였다. 이때의 촬영기기 및 촬영 조

건은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여 처리 후 동일한 사진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장 제본된 하드커버, 장정 끈, 철심 등을 제거하고 낱장의 자료로 분리하였다. 제본된 자료는 표지

와 내지(신문지)가 화학본드 등의 접착제 사용으로 고착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었다.

   실측    실측

   양장 표지 분리    낱장 해체

처리 전 자료의 특성 및 손상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 · 물리 · 화학적, 광학적 분석

을 실시하였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Digital Microscope, IMS-M-345, made in korea)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고 촬영하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 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 필름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HANNA HI4221, made in Romani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

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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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측정    색도 측정

 

   무게 측정

 

   현미경 관찰

(2) 안정화

색상이 사용된 인장, 수성 · 유성 펜 등에는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교 0.1~2%를 사용하여 박락방지 시

켜 주었다. 

보존처리 진행 과정 중 편 유실, 찢김의 우려가 되는 곳에 레이온지를 이용해 임시로 고정시켜 주었다.

   박락방지    박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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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닝

습식 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마다 자료를 면밀히 관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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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온지 위에 자료(내지 1장)를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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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 위와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중성수 분무    오염물 흡습

(4) 건조

클리닝이 완료되면 건조판 위에 모포를 놓은 뒤 자료가 겹쳐지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펼쳐 건조대에서 자

연 건조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자료는 표면에 덮인 레이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주었다.

   자료 펼침    자연 건조



57

II. 보존처리

(5) 보강

오리나무열매로 염색한 한지를 0.5~1.5cm 간격으로 잘라 보강용 한지(띠지)를 준비한 뒤 자료의 찢어진 

부분이나 찢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각각의 강도에 맞게 띠지를 붙여 보강해 주었다.

이때 접착 풀은 지질이 약화된 자료에 맞추어 4~6개월 이상 장기간 숙성한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였다. 

   오리나무열매    띠지 제작

   열화부 보강    열화부 보강

(6) 주름 펴기 및 외곽선 정리

처리 전 인위적 손상으로 인한 꺾임과 접힘, 보존처리 중 수분으로 발생되는 주름 등에 대해 주름펴기를 

해주어 자료의 평활도를 높여주었다.

• 목판→흡습지(3~4매)→레이온지 순으로 놓고 스프레이로 약간의 수분을 고르게 분무한 자료를 펼

쳐 올린 다음 다시 역순으로 레이온지→흡습지(3~4매)를 올려놓는다. 

• 위 과정을 약 8~10회 반복해 일정 높이로 쌓이면 그 위에 목판을 덮고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해 주

었다. 

• 특수 제작된 프레스에 넣어 일정한 압력을 주며 서서히 건조하였다.

• 자료의 내지보다 큰 메움지는 외곽선을 원래의 형태에 맞추어 재단해 주었으며, 이때 앞 · 뒤 장의 

자료 크기와 전체 자료의 크기를 비교・확인하며 정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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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분무    자료 쌓기

   외곽선 정리    외곽선 정리

(7) 마무리

• 중성 폴리에스터(PE) 비닐 보관 

   -   신문의 원형 회복 및 산화방지, 대여 · 보관 및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화학적으로 안정한 중성 폴리에

스터(PE) 필름을 사용하여 낱장 보관하도록 하였다.

   -   필름 겉면에 자료명, 청구기호, 신문 년, 월, 일을 Illustration 프로그램을 이용, 규격에 맞춰 제작하고 

부착해 주었다.

• 중성상자 보관 

   -   폴리에스터 비닐로 낱장으로 된 자료는 보존성을 높이고 자료의 취급・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성상자를 맞춤 제작하여 보관해 주었다. 

   중성비닐 보관    중성상자 보관



59

II. 보존처리

3) 처리 결과

(1) 처리 전·후 분석 결과

『황성신문』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살펴 본 결과 ‘신문지’에서는 화학 재생

지의 단섬유 배열과 산화 및 오염으로 인한 지질이 약화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인쇄된 글씨에서는 접착력

이 약화된 상태를 확인하였고, 인장에서는 인주의 잔존 상태, 잉크에서는 번짐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통해 열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열화 부분의 박락 방

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 할 수 있었다.  

『황성신문』의 전체적인 기초 물성은 세로 크기(펼쳐진 상태)가 평균 36.20~ 44.00㎝, 가로 크기는 평균 

26.10~28.50㎝로 나타났다. 두께는 평균 0.08~0.12㎜로 나타났고, 무게는 평균 3.57~6.30g로 나타났다. 

평량은 평균 36.31~50.59g/㎡로 나타났고, 밀도는 평균 0.34~0.64g/㎡로 나타났다. 

『황성신문』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기초 물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

가로)는 처리 전 38.33×26.81cm에서 처리 후 38.21×26.70cm로 0.12×0.11cm 감소하였으며 두께는 처

리 전 0.10mm에서 처리 후 0.10mm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무게는 처리 전 4.54g에서 처리 후 4.44g으

로 0.10g 감소하였다. 무게의 감소는 클리닝에 의한 오염물 제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황성신문』의 보존처리 전 전체적인 산성도는 측정불가(4.00 미만)~5.44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강산

성~약산성으로 산화정도가 매우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존처리 전과 후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02(측정불가 제외)에서 처리 후 5.76으로 0.74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종이가 가진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성

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을 판단 할

수 있다.

『황성신문』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72.93, 처리 후 73.47로 나타

났고, a*는 처리 전 6.20, 처리 후 5.52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0.81, 처리 후 19.68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Munsell 표색계에서 H는 평균 처리 전 8.15YR, 처리 후 8.34YR로 나타났고, V는 처리 전 7.14, 처리 

후 7.19로 나타났으며, C는 처리 전 3.53, 처리 후 3.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색상(eg, 5.6R)은 황색이며, 명

도(1~10)는 5을 기준으로 하여 백색에 가깝고, 채도는 순색보다 무채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황성신문』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 명도

와 채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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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18.(三) 분석 결과

  

분석 위치

1903.3.18.(01),1.6x   1903.3.18.(01),3x

1903.3.18.(02),1.6x   1903.3.18.(02),3x

1903.3.18.(03),1.6x   1903.3.18.(03),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6.50×26.30 0.08 4.90 0.64 51.04 측정불가 84.89 2.82 15.71 9.08YR 8.36 2.43

처리 후 36.30×26.10 0.08 4.80 0.63 50.66 5.69 85.88 2.38 14.21 9.14YR 8.47 2.17

1903.3.30.(三) 분석 결과

분석 위치

1903.3.30,(01), 1.6x   1903.3.30,(01), 3x

1903.3.30,(02), 1.6x    1903.3.30,(02), 3x

1903.3.30,(03), 1.6x    1903.3.30,(03), 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36.40×26.30 0.10 3.70 0.39 38.65 측정불가 64.80 10.38 25.77 6.93YR 6.31 4.68

처리 후 36.30×26.20 0.10 3.57 0.39 37.54 5.66 64.31 9.78 25.03 7.14YR 6.26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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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0.02.(一) 분석 결과

분석 위치

1905.10.2,(01),1.6x   1905.10.2,(01),3x

1905.10.2,(02),1.6x   1905.10.2,(02),3x 

1905.10.2,(03),1.6x   1905.10.2,(03),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44.00×28.30 0.11 6.30 0.46 50.59 5.44 72.54 5.27 20.54 8.72YR 7.10 3.39

처리 후 43.90×28.50 0.12 6.22 0.41 49.71 5.80 72.15 4.71 19.88 9.01YR 7.06 3.23

1903.11.20.(二) 분석 결과

분석 위치

1905.11.20,(01),1.6x 1905.11.20,(01),3x

1905.11.20,(02),1.6x 1905.11.20.(02),3x

1905.11.20.(03),1.6x 1905.11.20.(03),3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44.00×28.40 0.10 5.00 0.40 40.01 5.04 73.57 4.80 20.12 8.92YR 7.20 3.28

처리 후 44.00×28.40 0.11 5.02 0.38 40.17 6.07 74.16 3.91 18.75 9.30YR 7.26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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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11.20.(二) 1905.11.20.(二)

1905.11.20.(二), 세부 1905.11.20.(二), 세부

1905.11.20.(二), 세부 1905.11.20.(二),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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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11.20.(三) 1905.11.20.(三)

1905.11.20.(三), 세부 1905.11.20.(三), 세부

1905.11.20.(三), 세부 1905.11.20.(三),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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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11.20.(四) 1905.11.20.(四)

1905.11.20.(四), 세부 1905.11.20.(四), 세부

1905.11.20.(四), 세부 1905.11.20.(四),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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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1.5.(四) 1905.1.5.(四)

1905.1.5.(四), 세부 1905.1.5.(四), 세부 

1905.1.5.(四), 세부 1905.1.5.(四),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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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3.3.2.(一) 1903.3.2.(一)

1903.3.30.(三) 1903.3.30.(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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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3.4.15.(一) 1903.4.15.(一)

1905.1.5.(三) 1905.1.5.(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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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3.27.(一)  1905.3.27.(一) 

1905.10.2.(一)  1905.10.2.(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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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905.10.3.(四) 1905.10.3.(四) 

1905.11.20.(一) 1905.11.20.(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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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도 보존처리

1) 사전 조사

(1) 여지도輿地圖

청구기호 | 912.51 Y4j

매수 | 1책 17매

크기 | 29.0cm×17.3cm

처리 전 상태

첩帖 형식으로 장정裝幀되어 있으며, 표지는 심각한 결손, 마모, 오염으로 원형의 형태 추정이 불가능 한 

것으로 관찰된다.

연필로 적은 표제標題가 표지 앞쪽에 부착되어 있다.  

표지와 내지에 습해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자료의 하단에는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찢김, 결손이 관찰된다.

내지 대부분이 오염으로 인한 변색 및 황변, 갈변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지는 열화 및 훼손에 의해 모두 분리되어 있다.

내지에 벌레와 벌레 분비물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관찰된다.

내지의 물 얼룩 부분에서 글자의 번짐과 이염이 다수 관찰된다.

앞표지 손상  배접지 분리   지도 찢김

 

 

오염 및 결손

 

 이전 수리 흔적   내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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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금지여전도古今地輿地圖

청구기호 | 卷 4709 178

매수 | 6매

크기 | 112.5cm×28.1cm(1매)

처리 전 상태

지도는 연결된 그림으로 총 6매에 나뉘어 낱장으로 인쇄되어 있다.

지도는 백색계통의 옅은 바탕칠 위에 인쇄되어 있으며, 지도의 해상海上 부분은 청색계통으로 채색되

어 있다.  

낱장의 말려진 형태로 보관되어 전체적으로 가로꺾임이 심하게 나타난다.

지도는 원형의 자료와 지질 및 물성이 다른 종이로 배접되어 있으며, 배접은 2~3겹으로 되어 있고 균

일하지 못하게 부분적으로 덧대어진 부분도 관찰된다.

열화 및 손상으로 원형의 지도와 배접지가 일부 분리되어져 있다.    

습해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자료의 외곽 부분에 훼손으로 인한 찢김, 마모, 결

손이 관찰된다.

찢김이 있던 부분에 테이프로 연결, 임시 고정되어 있다. 

습해로 인해 지도 대부분이 변색, 오염되었으며 주름 또한 많이 관찰된다.

열화로 인해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바스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꺾임 및 말림  결손   구 배접지

 

테이프 부착  오염 및 마모   찢김 및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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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지질총도朝鮮地質總圖

청구기호 | 軸 7410 25

매수 | 1매

크기 | 124.2cm×81.7cm

처리 전 상태

지도는 두꺼운 양지 위에 칼라 인쇄되어 있으며, 낱장의 말려진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세로로 찢김이 지도의 3/4 이상 진행되어 지도의 좌 · 우가 분리되고 있다.

말려진 형태로 전체적으로 가로꺾임이 심하게 나타난다. 

인위적으로 날카로운 것에 찍힌 흔적이나 찢겨진 흔적이 산발적으로 관찰된다.

손자국 및 오염으로 인한 얼룩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자료의 외곽 부분에 접힘, 마모, 결손

이 관찰된다.

찢김이 있던 부분에 종이테이프로 연결, 임시 고정한 것이 관찰되고 있다. 

세로 분리  찢김 및 결손   접힘 및 마모

임시 고정

 

 인위적 찢김   인위적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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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주국지도滿洲國地圖

청구기호 | 경MA 912.528 K139m

매수 | 1매

크기 | 108.5cm×75.2cm

처리 전 상태

지도는 양지 위에 컬러인쇄 되어 있으며, 8면의 접혀진 형태로 되어 있다.  

접혀진 윗면에 앞표지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으며, 표지의 대부분은 찢어지거나 결실되어 있다.

뒷면에는 자료 등록 스티커와 도서목록카드가 화학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다.  

8면의 접힌 면은 열화 및 손상으로 대부분 분리되어 있으며, 이를 스카치테이프로 임시 연결하고 있다.  

스카치테이프 부분은 접착제 고착 및 산화로 갈변이 나타나고 있다. 

열화로 인해 지력이 약해진 부분은 만지는 것만으로도 바스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습해로 인해 지도 대부분이 변색되어 있으며 자료의 테두리 부분에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찢김, 마모, 

결손이 관찰된다. 

도서목록카드 및 등록 스티커  앞표지   테이프 연결

펼침 상태  변색 및 바스라짐   결손



74

2015-20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

2) 처리 과정

(1) 처리 전 조사 및 해체 

처리 전 세부치수 측정(단위: cm) 및 훼손상태와 손상 정도를 파악하였다.

보존처리 전 자료의 정밀 상태는 사진 촬영(Canon EOS-5D Mark III, 24-70㎜ f/1.8L)하여 남기도록 하

였다. 이때의 촬영 기기 및 촬영 조건은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여 처리 후 동일한 사진기록을 남길 수 있

도록 하였다. 

처리 전 자료의 특성 및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지와 내지의 거시적 · 물리적 · 화학적, 광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면 상태는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을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고 촬영하 

였다.

• 종이에 나타난 발끈 폭은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발 촉수는 특성에 따라 고안된 투명필름을 이용

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산성도는 ph측정기(HANNA HI4221, made in Romania)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일지에 기록하였다.

• 색도는 색도측정기(BYK Gardner DE6834, made i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CIELAB 표색계

의 L*, a*, b*와 Munsell 표색계의 H, V, C의 2가지 색상체계로 표시하였다.

   표지 해체    건식 해체

 

   pH 측정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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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화

습식 클리닝 이전에 인쇄물에 사용된 안료 혹은 인주 등의 번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에 면봉

을 적셔 번짐이 의심되는 곳의 표면에 묻혀 번짐 유무를 확인하였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색상이 사용된 인장, 수성 · 유성 펜 등에 아교 0.1~2%를 사용하여 박락방지 해 

주었다. 

보존처리 진행 과정 중 편 유실, 찢김의 우려가 되는 곳에 레이온지를 이용해 임시로 고정시켜 주었다.

  
 

   박락방지

 

   박락방지

(3) 테이프 제거

접착테이프로 임시 고정・연결한 부분은 테이프의 화학 접착제로 인해 접착 면이 산화 및 변색되는 등 2
차 손상이 발생하였다. 

접착테이프의 2차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표면 비닐은 메스를 사용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물리적 제거는 건식에서 습식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천천히 진행해 주었다. 이때 번짐 및 얼룩, 편 이

탈을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었다.

   접착테이프    테이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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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배접지 제거

이전 배접이 사용된 『여지도』, 『고금지여전도』의 자료에 대해서 구배접지를 제거해 주었다.

배접지 제거는 레이온지에 바닥에 밀착시킨 후, 그 위에 지도의 뒷면(배접면)이 보이도록 놓고 수분을 

주어 자료가 안정한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자료가 안정한 상태가 된 뒤 구배접지를 3차 → 2차 → 1차 순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여지도』 배접지 제거    『고금여지도』 배접지 제거

(5) 클리닝 

『여지도』의 습식 클리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각 단계를 시행할 때마다 자료를 면밀히 관

찰하여 글자 번짐이나 파편 유실 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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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온지 위에 자료(지도 1장)를 올린 뒤 다시 레이온지로 덮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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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하게 세정된 붓으로 표면을 쓸어내려 남은 오염물을 제거한다.

• 흡습지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수분을 흡수시킨다.

• 위와 같은 방법을 2~3회 반복하여 클리닝한다.

『고금지여전도』, 『조선지질총도』, 『만주국지도』는 구배접지 제거 및 테이프 제거와 동시에 습식 클리

닝을 진행해 주었다. 클리닝은 자료를 레이온지 사이에 넣어 자료 표면이 직접 마찰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 중성수를 분무하여 오염물과 수분이 흡습지에 스며들도록 하였다. 

   『여지도』 표지 2차 배접지 제거 후    『여지도』 표지 오염물 흡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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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지여전도』의 습식 클리닝

(6) 보강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두께, 발 간격, 촉수 등을 고려하여 보강용 한지를 선별하고, 각각 자료의 표지 및 

내지 색상에 맞추어 쪽(니람), 오리나무열매를 사용해 염색해 주었다.

찢어진 부분은 염색한 한지를 0.5~1.5cm 간격으로 잘라 띠지를 준비 한 뒤, 각각의 자료의 강도와 방

향에 맞게 섬유를 붙여 보강해 주었다.

결손 부분은 자료의 재질과 두께가 유사한 종이를 결손부 형태에 맞추어 0.2~0.3cm 크게 잘라 이어 

붙여주었다. 이때 접착 풀은 지질이 약화된 자료에 맞추어 4~6개월 이상 장기간 숙성한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였다. 

   오리나무열매 염색    쪽(니람)염색

 

   오리나무열매 염색 건조    쪽(니람)염색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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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부 보강    결손부 보강 후

(7) 배접 및 건조

클리닝 및 보강이 끝난 자료는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색상, 두께, 발 간격, 촉수 등을 고려하여 배접용 한

지를 선별하고, 각각 자료에 맞추어 배접을 실시하였다.

• 먼저 고색古色으로 염색한 얇은 닥지로 1차 배접한 뒤 모포에 펼쳐 자연 건조 하였다. 

• 2차, 3차는 미색 한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두껍고 튼튼한 종이를 사용하여 유물의 내구성이 

좋게 보강하였다.

• 배접지간 겹침 부분을 최소화 해 주었으며, 2차~3차는 이전 배접지와 결을 다른 방향으로 배접해 

주었다. 

• 배접 후에는 문지름 솔로 충분히 문질러 밀착력을 강화시킨 뒤, 건조판에 부착하여 완전 건조 시켜 

주었다.

   『고금지여전도』의 1차 배접    『고금지여전도』의 2차 배접

   『고금지여전도』의 배접 후 건조    『여지도』의 배접 후 건조



79

II. 보존처리

     『고금지여전도』의 건조

(8) 색 맞춤

색 맞춤은 결손부 메움한 부분이 본지本紙와 색균형이 잘 어우러져 작품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으

로, 자료의 본래의 색과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색상을 조절하여 채색해 주었다. 

   『여지도』 표지 색 맞춤 전    『여지도』 표지 색 맞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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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황

『여지도』는 이전 원형의 첩帖 형식으로, 『고금지여전도』는 병풍 형태의 액자 형식으로, 『만주국지도』는 화

판 액자 형식으로 비단을 이용하여 장황하였다.

• 『고금지여전도』의 창살 틀은 조선식 병풍의 형식에 따라 다리도 함께 제작되었으며, 목재는 미송목

재를 사용하였다.  

• 『고금지여전도』의 창살 틀에는 재단해 이어 붙인 한지를 초배해 완전 건조 시킨 뒤, 그 위에 겹쳐 

바르기→눌러 바르기→띄워 바르기→눌러 바르기를 진행해 견고함을 더해 주었다.

• 『만주국지도』의 화판 틀 위에는 초배→띄워 바르기→눌러 바르기를 2회 실시해 주었다.

   『고금지여지도』 제작용 창살 틀    한지 초배

• 『고금지여전도』는 6매의 연결된 그림으로 장황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펼쳐서 지도의 크기 및 

연결선들을 점검하고, 재단 선을 결정하였다.   

• 『고금지여전도』, 『만주국지도』의 건조 후 재단된 자료는 자료의 뒷면 가장자리에 소맥전분 풀을 도

포하고 전체적으로 수분을 준 뒤, 위치가 표시된 바탕 틀에 부착해 주었다.

• 꾸밈(상 · 하회장, 가장자리邊兒 등)을 위한 비단을 각각의 재원에 맞게 재단해 주었으며, 1~1.5㎜ 색지

를 상・하회장 비단에 둘러 꾸며준 뒤 자연 건조 하였다.

• 준비된 비단을 뒷면 가장자리에 소맥전분 풀을 도포하고 전체적으로 수분을 준 뒤 중간 연결부→

상회장→하회장→ 뒷면 순으로 붙여 장황해 주었다.

   자료 크기비교 및 재단선 결정    상·하회장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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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회장 부착    상회장 부착

 

   『고금지여전도』 옆면 장황    『고금지여전도』 뒷면

   『만주국지도』 상·하회장 재단    『만주국지도』 자료 부착

   『여지도』의 장황 후    『여지도』의 장황 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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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결과

(1) 여지도輿地圖

가. 처리 전·후 분석 결과

『여지도』의 표면 상태를 현미경(IMS-M-345, made in korea)으로 살펴 본 결과 지도의 섬유 배열과 오염된 

상태, 인쇄 부분의 열화 및 안료(인주)의 잔존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미경 표면 상태 관찰을 통해 열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열화 부분의 안료 박

락 방지 여부 결정과 클리닝의 세기 등 보존처리 방법을 구분하여 처리 하였다.  

『여지도』의 기초 물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기(세로×가로)는 처리 전 29.00×34.30cm에서 처리 후 

29.30×34.70cm로 0.30×0.40cm 증가하였으며, 두께는 처리 전과 처리 후 0.01mm가 줄어든 것이 확인

되었다. 크기 및 두께의 변화는 주름 펴기에 의한 변화로 추정 할 수 있다. 무게는 처리 전 10.13g에서 처

리 후 10.02g으로 0.11g 감소하였다.

『여지도』의 보존처리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산성도의 변화는 처리 전 5.75에서 처리 후 

6.45로 0.70 증가되어 나타났다. 이는 종이가 가진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중성수 클리닝 작업에 의하여 많은 오염물이 제거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존성이 높아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여지도』의 전체적인 색도는 CIELAB 표색계에서 L*은 평균 처리 전 51.17, 처리 후 52.54로 나타났

고, a*는 처리 전 8.33, 처리 후 6.81로 나타났으며, b*는 처리 전 23.12, 처리 후 21.03로 나타났다. 이는 

명도(0~100)는 50을 기준으로 하여 흑색보다 백색에 가깝고, 채도(-60~+60)는 0을 기준으로 하여 적색, 

황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여지도』의 보존처리 전과 후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CIELAB 표색계에서 2.23으로 쉽게 눈에 띄는 

정도(appreciable)로 나타났다. 이는 먼지, 이물질 등의 표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Munsell 표색계에서 H는 평균 처리 전 8.04YR, 처리 후 8.59YR로 나타났고, V는 처리 전 4.96, 처리 

후 5.09로 나타났으며, C는 처리 전 3.98, 처리 후 3.55로 나타났다. 이는 색상(eg, 5.6R)은 황색이며, 명도

(1~10)는 5를 기준으로 하여 백색에 가깝고, 채도는 순색보다 무채색에 가까운 것을 보여준다. 

『여지도』의 전체적인 색도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에서도 명도와 채도가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먼지 이물질 제거로 인해 상대적인 밝기가 다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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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1. 분석 결과

분석 위치

01, 50x 01, 100x

02, 50x 02, 100x

03, 50x 03, 50x 04, 50x 04, 50x

구분
크기 

(cm)

두께

(mm)

무게

(g)
밀도

(g/㎤)

평량

(g/㎡)

산성도

(pH)
L* a* b*

Hue
(eg,5.6R)

Value 
(1-9)

Chroma
(0-28+)

처리 전 29.00×34.30 0.32 10.13 0.31 101.84 5.75 51.17 8.33 23.12 8.04YR 4.96 3.98

처리 후 29.30×34.70 0.31 10.02 0.32 98.55 6.45 52.54 6.81 21.03 8.59YR 5.09 3.55

나. 처리 전·후 비교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앞표지 앞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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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1 P.1 

P.1, 세부 P.1, 세부

P.2, 세부 P.2, 세부

P.5, 세부 P.5, 세부



85

II. 보존처리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P.6, 세부 P.6, 세부

P.10, 세부 P.10, 세부

P.11, 세부 P.11, 세부

P.13, 세부 P.13,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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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금지여전도古今地輿地圖

보

존

처

리

전

보

존

처

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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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1, 세부 1, 세부  

1, 세부 1, 세부  

1, 세부 1, 세부  

  

2, 세부

 

2,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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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2, 세부 2, 세부 

5, 세부 5, 세부 

6, 세부 6, 세부  

6, 세부  

 

6, 세부



89

II. 보존처리

(3) 조선지질총도朝鮮地質總圖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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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주국지도滿洲國地圖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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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III. 응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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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의 자료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자연 열화, 열람으로 

인한 인위적 손상, 재 제본으로 인한 형태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문헌 보존처리실에서는 잘못된 이전 수리의 원형 회복과 인위적 손상으로 인해 응급 수리가 필요

한 자료에 대해 맞춤형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2017년 동안 총 336책에 대해 응급 수리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6년 2017년

67책 163책 106책

1. 재장정

장정 끈의 노화나 멸실, 인위적 손상으로 표지와 내지가 분리되어 자료의 유실이 초래되는 자료에 대해 

장정 끈을 교체하였다. 

동양서 중 3~5침으로 만들어진 선장본線裝本은 기존의 장정 구멍에 재장정하였으며, 기존의 장정 끈과 

유사한 굵기와 색상의 끈을 선별하여 장정해 주었다. 

녹슨 스테이플러stapler로 묶여진 호부장糊附裝은 녹슨 철심을 제거하고 기존의 장정 구멍에 제본용 린

넨실을 사용, 2~3겹으로 묶어주었다.

    녹슨 철심     재장정

    장정 끈 교체 전

 

    분책 후 재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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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 수리

개장改張(변형)된 근 · 현대 자료의 하드커버를 제거해 주었으며, 이 때 사용된 화학 접착제(본드)는 최대한 

제거해 주었다.

표지가 유실된 자료, 열화나 훼손으로 표지의 물리적 기능을 대부분 상실한 자료에 대해 표지를 새롭

게 제작해 주었다.

기타 찢김이나 결손, 마모, 꺾임, 들뜸 등으로 인해 표지의 2차적 손상이 우려되는 자료들에 대해 각

각의 손상 상태에 맞추어 응급 수리하였다.

 

    하드커버 제거

 

    본드 제거

 

    표지 제작

  

    표지 제작

 

    표지 수리 전

 

    표지 수리 후

III. 응급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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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지 수리

묶여진 제본의 일부가 끊어져 내지가 분실될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 끊어진 내지의 앞 · 뒤를 연결, 묶

음(Banding) 처리해 주었다. 

내지의 찢김이나 결손 부분은 두께가 유사한 보수용 한지를 사용해 메움, 보강 처리해 주었다. 

규격이 다른 별첨 지도 및 접혀진 삽도揷圖는 보존처리 후 자료의 크기와 맞추어 접은 뒤 원래의 위치

에 부착해 주었다.   

화학 접착제로 붙여진 도서목록 카드는 최소한의 수분과 메스를 이용해 물리적 방법으로 천천히 제

거해 주었다.  

    내지 제본 끊김     내지 제본 연결

    내지 수리 전     내지 수리 후

 

    글씨가 덮여진 도서목록 카드

 

    도서목록 카드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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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결과

응급수리 전 응급수리 후

『飮氷室自由書』 『飮氷室自由書』

『剪燈新話』 『剪燈新話』

『The life and times of Sir Thomas Gresham』 『The life and times of Sir Thomas Gresham』 

『朝鮮』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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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리 전 응급수리 후

 

『防海紀略』삽도 『防海紀略』삽도 

『防海紀略』 『防海紀略』

『Korean tales』 『Korean tales』

『Pharmacopeia Londinenfis or, The new London difpenfatory』 『Pharmacopeia Londinenfis or, The new London difpenf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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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리 목록 표





IV. 예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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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7년 동안 총 2,321책에 대해 건식 클리닝을 진행하였으며, 1,718개의 보존용 중성상자를 제

작하였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식 클리닝 1,115책 612책 594책

보존용 중성상자 627개 557개 534개

1. 건식 클리닝

고문헌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먼지와 곰팡이,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먼지, 곰팡이, 이물질들은 자료를 점차적으로 열화시키거나 산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각종 벌레의 먹

이가 되어 충해로 인한 2차적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이러한 손상 및 산화를 예방하기 위해 건식 클리닝을 

실시, 자료 안에 있는 미세먼지 및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다.

1) 사전 준비

미세먼지의 유출 방지 및 집진기의 소음 차단을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포쇄실을 설치하였다. 

포쇄실 안에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 포쇄기와 집진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포쇄기는 자료에 손상을 주지 않

는 재질을 고려해 목재와 강화유리로 주문 제작하였다.

•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핸드로션, 화장품 등의 사용을 금한다.

• 포쇄실 안으로 식 · 음료는 일체 반입하지 않으며, 주변 날카로운 물건은 두지 않는다.

• 작업자의 크기에 맞는 마스크, 토시, 가운을 착용한다.

• 장갑은 자료의 넘김이 용이한 라텍스 재질을 이용한다. 

• 포쇄기 바닥에 중성종이를 깔도록 한다.

• 건식 클리닝 작업에 사용되는 소도구 및 소모품을 준비해 준다.

※   뼈 헤라, 대나무 헤라, 평 붓(1, 2, 3, 4, 7, 8호), 수채화 붓 set, 산업용와이프올, 면 패드, 휴대용 에어 

브러쉬, 면봉, 간지, 장갑 등

   포쇄기 및 집진기    작업에 사용되는 소도구 및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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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중

표지를 싸고 있는 상자나 포갑의 전면 부분은 넓은 평 붓(4, 7호)을 이용하여 클리닝한다.

표지의 장정 부분이나 라벨지, 표제 부분은 좁은 평 붓(1, 2호)에서부터 점차 작은 붓(수채화 붓 1, 2호)

으로 교체하며 세밀하게 클리닝한다.

두꺼운 표지의 경우 산업용 와이프올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닦아 줄 수 있다. 단 직물 표지는 붓으로 

털어주는 작업만 진행한다.  

내지의 측면을 클리닝 할 때는 먼지가 내지 사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 · 아래를 지그시 눌러주며 작

업한다.

대나무 헤라를 이용해 내지를 한 장씩 넘기며 클리닝 하고 장정 부분은 작은 붓과 휴대용 에어 브러

쉬를 이용하여 틈 사이에 있는 먼지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곰팡이 분말은 부드럽고 얇은 세필과 휴대용 에어 브러쉬를 이용하여 자료의 바깥 방향으로 세밀하

게 클리닝하도록 한다.

• 습에 의해 내지가 뭉쳐 있는 자료, 산화가 시작되어 내지가 서로 붙어 있거나 부스러지는 경우 작

업하지 않고 해당 자료에 맞는 보존처리를 하도록 한다.

• 내지 작업 시 글자의 유실이나 옅어짐을 세밀히 관찰하며 작업하도록 한다.

• 이물질(화학지, 나뭇잎, 머리카락,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도록 한다.

• 부착지(첨지, 인식표, 도서대출표)는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표지 장정 부분 먼지 제거    미세 와이프올 이용 클리닝

 

   내지 안쪽 장정 부분 먼지 제거    건식 세척

IV. 예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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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곰팡이, 이물질    에어 브러쉬, 미세 붓으로 곰팡이 제거

3) 마무리

주변에 떨어진 이물질은 흡진기로 빨아들이거나 청소용 솔로 털어내 준다. 작업을 마친 후 흡진기 입구 

그물망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준다. 사용한 작업도구는 원상태로 정리해 놓는다. 목재로 제작된 포쇄기는 

젖은 수건으로 닦지 않는다.

4) 처리 결과

건식 클리닝 전 건식 클리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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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존용 중성상자 제작

종이 재질로 된 장서는 물기, 광선, 충해나 먼지 등의 일상적인 것들에도 열화를 일으키며, 찢김, 마모, 오

염 등의 손상에는 자료의 멸실滅失을 초래할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열화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존용 중성상자를 제작,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도록 한다.

보존용 중성상자는 표지가 없거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자료, 표지가 얇아 표지 및 내지가 외부적 충

격에 쉽게 손상이 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작해 준다. 보존 상자는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양질

이여야 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원본에 해를 끼치거나 산화를 시키지 않는 중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1) 사전 준비

(1) 중성 폴더용지Heavy Duty Folder Stock

자료의 크기가 작은 소책자나 두께가 얇은 자료, 접혀진 낱장의 문서 및 지도 등에 대해 맞춤 제작한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중성 화학펄프(pH 8.5 이상)를 사용한다.

상자 제작 시 꺾임 부분에서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성이 있도록 두께는 5±1㎜에 맞추었다. 

종이 재단기의 규격과 맞춤 제작 자료의 크기를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은 700㎜×1,000㎜ 이상 800㎜×

1,200㎜ 이하로 주문 제작하였다.

(2) 중성 골판지Archival E-Flute

일반적 책자 자료, 두께가 두꺼운 자료(7±1㎝), 비교적 무거운 중량의 자료(3±1㎏)에 대해 맞춤 제작한

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중성 화학펄프(pH 8.0 이상)를 사용한다.

상자 제작 시 꺾임 부분에서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높은 하중에 대해 견고성이 있도록 두께는 

15±1㎜, 평량은 500±50g/㎡에 맞추었다. 종이 재단기의 규격과 작업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

은 1,016㎜×1,524㎜ 이상 1,200㎜×1,700㎜ 이하로 주문 제작하였다.

   중성 폴더용지(Heavy Duty Folder Stock)    중성 골판지(Archival E-F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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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지 및 중성지Bond sheets

자료와 상자와의 마찰 및 공기 중 열화 요인에 대한 1차적 보호를 위해 자료의 재질에 맞추어 한지 또는 

중성지로 대상 자료를 감싸준다.

 전통 한지     중성지(Bond sheets)

(4) 접착제 

상자 제작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의 재료로 단백질이 제거된 소맥전분으로 만든 

풀을 사용한다.  

높은 접착 강도의 풀을 사용하기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한다.  보존 관리의 용이함과 열

람의 편리함을 위해 Velcro를 사용한다. Velcro의 재질은 중성의 접착제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Velcro fasteners    Velcro 사용

   풀(접착제) 끓이기    소맥전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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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 제작

자료의 재질 및 손상 상태, 크기, 두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의 중성상자를 제작한다. 형태는 6
면(앞, 뒤, 좌, 우, 위, 아래)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보존용 중성폴더 +자형 형태

   보존용 중성상자 +자형 형태

   보존용 중성상자 ㄷ자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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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실측

처리 전 자료의 상태 기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한다. 

자료의 세로, 가로, 두께를 측정한다.

동일한 크기를 가진 시리즈 자료의 경우 3~4책을 하나의 상자로 만든다.

상자에 들어가는 자료의 중량은 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자료 실측   자료 두께 측정

(2) 폴더용지 및 골판지 재단

규격(1,016㎜ × 1,524㎜)이 큰 골판지는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 재단기를 이용해 2~3등분 하여준다. 

상자 내지는 골판지의 E골이 세로방향으로 놓은 뒤 실측된 가로 크기(+1cm)에 맞게 잘라준다. 

상자 외지는 골판지의 E골이 가로방향으로 놓은 뒤 실측된 세로 크기(+1cm)에 맞게 잘라준다. 

재단된 내지에서 자료의 가로, 세로, 두께보다 0.5cm 크게 뼈 헤라를 이용해 꺾임 선을 눌러준다.

재단된 외지에서 자료의 가로, 세로, 두께보다 1cm 크게 뼈 헤라를 이용해 꺾임 선을 눌러준다.

  골판지 재단   골판지 꺾임 부분 눌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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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착 및 건조

접착력이 강하게 제작된 소맥전분 풀을 이용해 내지와 외지를 +방향으로 붙여준다.

폴더 용지와 골판지의 두께, 강도에 따라 풀의 농도(강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틀어짐이나 휘어짐,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무게를 주어 서서히 건조한다.

  내지와 외지 붙여주기    접착 후 건조

(4) 서명 및 청구기호 부착

완성된 상자 앞면과 측면에는 분류와 보관이 용이하도록 각 자료의 청구기호 표를 부착한다. 두께가 얇은 

자료의 폴더형 상자에는 앞면에만 부착한다.

서지명 및 청구기호를 그래픽 프로그램(Adobe Illustrator)을 이용해 제작, 상자 크기에 맞추어 중성지

에 출력한다.

상자에 서지명 및 청구기호가 부착될 위치를 표시한다.

소백전분 풀을 이용해 부착한 후 건조하여 준다.

   서명, 청구기호 제작(Adobe Illustrator)    서명, 청구기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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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지 및 중성지 포장

자료와 상자와의 마찰 및 공기 중 열화요인에 대한 1차적 보호를 위해 자료의 재질에 맞추어 한지 또는 

중성지로 감싸준다.

중성 포장지는 세로 크기에 맞추어 재단한다. 이때 자료가 충분히 감싸줄 수 있도록 가로의 크기는 

2~3배 여유롭게 한다.

   한지 포장    중성지 포장

(6) 마무리

제작된 상자의 모서리 부분을 Corner Chomper를 이용해 둥글려 준다.

상자의 개폐에 사용될 Velcro를 상자의 크기에 맞춰 2~3개 부착해 준다.

상자의 개폐 부분에 꺾임 선의 위치를 지정하여 뼈 헤라로 눌러준다. 

   모서리 둥글리기 및  Velcro 부착    꺽임선 지정



111

IV. 예방 보존

3) 처리 결과

중성상자 제작 전 중성상자 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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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보존 목록 표







1920년대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수리복원

유물명: 1920년대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28책

시행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시공사: 호고장황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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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1) 개요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한남서림은 19세기 말 백두용에 의해 설립되어 일제강점기까지 40년여 년 동안 근대의 대표적인 발행소 

겸 서점이었으며, 목판에서 활자본으로의 과도기적 서적문화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전통독서 계층의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마지막 목판 소설류 발행소였다.(방효순, 한남서림의 소설류 방각본 발행, 근대서

지 2012, 제5호)  

하지만 당시의 제지기술은 현대처럼 발달하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백지를 사용하기보다 개량지인 저

급의 양지를 사용하여 보다 싼 값에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으로, 종이가 견고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 오는 종이의 화학적 열화와 물리적 손상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28책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종이의 열화로 인하여 책의 가장

자리 면의 바스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표지와 내지의 꺾임 및 접힘, 결실 및 찢김 등의 물리적 

손상이 2차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보존처리를 요하고 있었다.

본 보존처리에서는 열화된 부분과 찢김과 결실 등으로 연약해진 양지를 온 · 습도에 강하고 내구성과 

유연성이 좋은 한지와 가역성이 있는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여 강화처리하여 주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도서의 관리를 위해 부착된 대출기록 카드의 봉투 등은 화학 접착제로 인한 2차적인 손

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제책하여 원형을 되찾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대상 유물

연번 자 료 명 매수 장정형태 연번 자 료 명 매수 장정형태

1 곽분양젼 상 25 4침 15 양산[백]젼 26 4침

2 곽분양젼 중 26 4침 16 양풍뎐 26 4침

3 곽분양젼 하 23 4침 17 옥쥬호연 31 4침

4 구운몽 34 4침 18 님쟝군젼 29 4침

5 금방울젼 18 4침 19 월왕젼 상 22 4침

6 남훈[태]평가 29 4침 20 월왕젼 중 26 4침

7 당[태]종젼 28 4침 21 월왕젼 하 21 4침

8 삼국지 1. 37 4침 22 장한졀효긔 31 4침

9 삼국지 2. 37 4침 23 젹경의젼 25 4침

10 삼국지 3. 32 4침 24 뎡슈졍전 18 4침

11 쇼[대]셩젼 18 4침 25 됴웅젼 32 4침

12 슉영낭자젼 18 4침 26 춘향전 18 4침

13 신미녹 34 4침 27 홍길동젼 25 4침

14 심쳥젼 26 4침 28 흥부젼 27 4침

총 28책 74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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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용

 1

유 물 명 곽분양젼 상

제작연대 1920

크    기 25.4×20.4cm

매    수 25

 2

유 물 명 곽분양젼 중

제작연대 1920

크    기 25.4×20.4cm

매    수 26

3

유 물 명 곽분양젼 하

제작연대 1920

크    기 25.4×20.4cm

매    수 23

4

유 물 명 구운몽

제작연대 1920

크    기 25.2×19.6cm

매    수 34

5

유 물 명 금방울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3.0×18.5cm

매    수 18

6

유 물 명 남훈[태]평가

제작연대 1920

크    기 25.8×20.3cm

매    수 29

7

유 물 명 당[태]종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4.6×20.2cm

매    수 28

V. 수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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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용

 8

유 물 명 삼국지 1

제작연대 1921

크    기 25.7×20.3cm

매    수 37

 9

유 물 명 삼국지 2

제작연대 1921

크    기 25.7×20.3cm

매    수 37

10

유 물 명 삼국지 3

제작연대 1921

크    기 25.7×20.3cm

매    수 32

11

유 물 명 쇼[대]셩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4.5×18.5cm

매    수 18

12

유 물 명 슉영낭자젼

제작연대 1920

크    기 22.3×18.5cm

매    수 18

13

유 물 명 신미녹

제작연대 1921

크    기 25.8×20.3cm

매    수 34

14

유 물 명 심쳥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5.5×20.2cm

매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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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용

 15

유 물 명 양산[백]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6.0×20.4cm

매    수 26

 16

유 물 명 양풍뎐

제작연대 1920

크    기 26.0×20.4cm

매    수 26

17

유 물 명 옥쥬호연

제작연대 1921

크    기 25.8×20.3cm

매    수 31

18

유 물 명 님쟝군젼

제작연대 1920

크    기 25.4×20.4cm

매    수 29

19

유 물 명 월왕젼 상

제작연대 1921

크    기 24.0×19.2cm

매    수 22

20

유 물 명 월왕젼 중

제작연대 1921

크    기 24.0×19.2cm

매    수 26

21

유 물 명 월왕젼 하

제작연대 1921

크    기 24.0×19.2cm

매    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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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물 사 진 내용

22

유 물 명 장한졀효긔

제작연대 1920

크    기 25.4×19.5cm

매    수 31

23

유 물 명 젹경의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6.0×20.5cm

매    수 25

24

유 물 명 뎡슈정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3.0×19.5cm

매    수 18

25

유 물 명 됴웅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5.8×20.3cm

매    수 32

26

유 물 명 춘향전

제작연대 1920

크    기 23.0×18.5cm

매    수 18

27

유 물 명 홍길동젼

제작연대 1921

크    기 26.0×20.6cm

매    수 25

28

유 물 명 흥부젼

제작연대 1920

크    기 25.7×20.4cm

매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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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복원 과정
 

(1) 상태조사 

유물의 보존처리 전에 상태조사를 통해 유물의 훼손상태와 처리 방침을 계획하였다. 유물의 물리 · 화학

적 손상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으며, 처리 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물리적 손상

그림 1. 결실 그림 2. 표지 전체의 결실

그림 3. 찢김 그림 4. 결실 및 찢김

화학적 손상

그림 5. 열화로 인한 가장자리 마모 그림 6. 내용의 손실

그림 7. 열화로 인한 바스러짐 그림 8. 습해로 인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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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짐 테스트

클리닝 전 번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인쇄면과 인주 부분, 잉크의 번짐 등이 예상되는 범위를 모두 테스

트한 후 습식 클리닝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림 9. 인쇄부분 번짐 테스트          그림 10. 인주부분 번짐 테스트

(3) 클리닝

부드러운 양모 붓으로 표면의 먼지를 제거해 주고 인쇄 시 묻어난 얼룩, 붓으로 털어지지 않는 먼지 등은 

건식 클리닝용 고무스펀지를 사용하여 제거해 주었다.

        그림 11. 양모 붓 건식 클리닝          그림 12. 고무 스펀지 건식 클리닝

(4) 재료 준비

천연 염료인 오리나무열매를 사용하여 메움지와 배접지로 사용되는 종이와 장정을 위한 명주실을 염색

하여 주었다.  

         그림 13. 메움지 염색          그림 14. 실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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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및 분리

책의 앞표지에 부착되어있던 견출지를 제거하고, 뒤표지에 부착되어 있던 대출카트 봉투를 분리하였다.

         그림 15. 견출지 제거          그림 16. 대출카드 봉투 분리

         그림 17. 남훈[태]평가 – 가표지 제거          그림 18. 남훈[태]평가 – 가표지 제거

남훈[태]평가의 경우 뒤표지에 부착되어 있던 가표지를 제거하였다. 가표지는 본 표지 위에 화학 풀을 

도포하여 부착되어 있었으며, 책등 부분은 검은색 종이테이프가 감싸져 있는 상태였다. 

먼저 습기를 가하여 부착되어있던 가표지를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화학 풀의 잔여물은 면봉으로 닦

아내어 제거하였다. 제거 후 표지 전체에 습기를 가하여 잔존하는 풀기를 제거하고 흡수지를 사용하여 물

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하여 표지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였다. 

         

(6) 결실부 메움

이전 4침 장정되어 있던 부분은 열화로 인해 해체 후 바스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지를 사용하여 

구멍보다 조금 크게 메움 처리해 보강해주고 결실된 부분과 열화로 인해 바스러짐이 보이는 가장자리 부

분 또한 염색된 한지와 소맥전분 풀로 보강해주었다. 

         그림 19. 4침 장정 부분 메움          그림 20. 4침 장정 부분 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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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가장자리 메움          그림 22. 가장자리 메움 후

(7) 표지 배접 

재질이 약해진 표지는 충분히 재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장섬유의 얇은 한지를 사용하여 소맥전분 풀로 

배접한 후 표면을 두드려 접착력과 유연성을 높여주었다.

         그림 23. 표지 배접          그림 24. 표지 배접

         그림 25. 타솔로 두드리기          그림 26. 타솔로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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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조 

단섬유인 양지는 섬유의 특성상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연 건조하여 건조 시 오는 손상을 방

지하여 주고 건조판에 재건조하여 건조와 평판을 하였다. 

         그림 27. 건조판 건조

 

         그림 28. 자연 건조

(9) 색 맞춤

보강처리 후 본래의 유물 바탕색과 보강처리한 부분의 색의 이질감이 나타나는 곳은 먼저 아교반수를 한 

후 봉채로 색 맞춤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림 29. 아교반수          그림 30. 표지 색 맞춤

         그림 31. 색 맞춤          그림 32. 남훈[태]평가 – 색 맞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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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단

색 맞춤과 건조 과정이 끝난 내지와 표지는 본래의 규격에 맞게 재단해 주었다.  

         그림 33. 재단          그림 34. 재단

(11) 프레스 압축(평판·건조)

 

재단이 끝난 유물은 프레스에 넣고 장시간 균일한 힘으로 눌러 완벽히 건조해 주어 처리 후에도 평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5. 프레스 넣기          그림 36. 프레스 압축 · 건조

(12) 장정 

보존 처리된 표지와 내지를 순서에 맞게 정리한 후, 염색된 명주실을 사용하여 5침으로 장정하였다. 

         그림 37. 책 장정          그림 38. 5침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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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결과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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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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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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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제언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28책은 1920년대에 발행된 책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하

기 위하여 개량지인 저급의 양지로 만들어진 마지막 목판 소설류이다. 하지만 당시의 개량지는 견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에서 오는 종이의 화학적 열화와 물리적 손상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 28책의 보존처리에 앞서 상태조사를 통해 유물의 훼손양상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록하였으며, 그에 맞는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보존처리를 시작하였다. 

방각본은 종이의 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열화로 인한 섬유의 마모, 바스러짐 등의 화학

적 손상과 찢김, 결실 등의 물리적 손상으로 책의 내용이 손실되고 있었다. 따라서 보존처리 시, 온 · 습도 

변화에 강하고 내산성이 우수한 장섬유의 전통 닥지와 가역성이 있는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여 결실부를 

보강하고 배접을 통해 표면 강화와 유연성을 주어 양지의 특성상 꺾임과 찢김 등으로 오는 손상을 방지

하여 주었다.

도서관에 보관되는 책들은 장소의 특성상 책의 분류를 목적으로 붙이는 견출지와 대출카드 봉투 등

이 화학의 접착제로 부착되어 있었다. 이는 종이열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존상 제거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한남서림 발행 방각본』과 같은 희소한 책들은 보존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에 보관하고, 영

인본을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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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영 선생 탁본 재 장황

유물명: 이난영 선생 탁본 220점 외 지류 유물 6점

시행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시공사: 장황문화재연구소

사업기간: 2015년 07월 21일~2015년 10월 21일

참여인력: 정찬정(장황문화재연구소 대표)

               김남혁(장황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덕용(문화재수리기능자 표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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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난영 선생 탁본

1) 개요

(1) 대상 유물

이난영 선생 비명 · 묘지명 탁본 외 그림 6점

(2) 제원

貴軸 4709 88C 1-8 (8점) - 64.5×206.6
大 4709 88A (1점) - 401.2×187.5
枚 4709 88複 1-8 (8점) - 49.6×152.1  

枚 4709 88複2 1-8 (8점) - 50.6×150.1
 

(3) 재료 및 형태 

비명 묘지명 유물은 4절지 스케치북에 유물을 반접하여 화학풀로 가장자리를 고정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

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함께 보존처리하게 된 유물 6점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보관하여 접지 부위의 균열 

및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탁본이 보관되어 있던 스케치북은 산화작용에 의해 표면이 매우 약하고 분말

화되는 현상이 진행 중이다.

(4) 과업 지침

과업 수행 조건

• 수급자는 우리 관 담당자와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진행한다. 

•작업 기간 중 부득이 작업 공정을 변경할 경우, 우리 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자는 작업 기간 동안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과업 내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관의 협의 후 처리한다.

•보존처리 작업 수행의 제3자 양도를 불허한다.  

과업 수행 세부 내역

•보존처리 작업 방향은 우리 관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한다. 

•보존용 매트와 포갑은 중성지를 사용해야 한다.

•배접은 천연 풀을 사용하여 가역성과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하도록 한다.

•과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처리 과정에서 특이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 현상을 상세히 보고하며, 예상치 

못한 사항의 발생 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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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태조사

(1) 보관 형태

유물의 보관 상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술용 스케치북에 목공 본드 및 다양한 화학풀을 사용하여, 각 

페이지마다 부착되어 있었다.

스케치북은 산화작용으로 가장자리에 황변이 일어나 있으며, 이로 인해 약화된 상태이다. 또한 스프

링 제본 부분은 종이가 찢겨져 스프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화학 풀의 경화 및 고착되어 유물과 스케치북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인쇄본 유물은 화학 풀을 이용해 연속으로 부착하여 수회 접어 보관하여 균열 부분 및 결락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탁본유물 보관상태        인쇄자료 보존상태

(2) 손상 양상 조사

탁본 유물은 스케치북에 고정시킨 접착제가 경화 및 고착되어 유물이 손상되어 있다.

화학 접착제가 도포된 유물의 전면이 변색되어 있다.

인쇄 유물의 가장자리 부분 및 접지 부분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진행된 상태이다.

펄프지, 신문지, 각종 오염물질이 인쇄본 유물의 가장자리 및 후면에 부착되어 있다.

화학 접착제 및 펄프지의 산화 작용으로 인해 본 유물의 열화가 가속화 되었으며, 황변부분이 산발적

으로 존재하고,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탁본 유물 접착제로 인한 손상      인쇄 유물 외부 오염물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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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과정

유물의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해체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 손상 부분 및 위치를 파악한다. 또한 오

염물질의 건식 세척이 가능한 경우 동시에 진행 하였으며, 경화 및 고착된 접착제 덩어리, 외부 펄프지 등 

건식 클리닝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제거하여 주었다.

  

(1) 화본 분리

탁본 유물을 스케치북에서 분리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화학 접착제로 접착된 유물을 소도구를 사용하

여 분리하였으며, 유물에 가해지는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스케치북의 1겹을 벗겨내서 경화된 접착제를 함

께 분리하였다. 

탁본 유물에 부착된 접착제 및 스케치북을 건식으로 제거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습식을 가하여야 할 

경우 소량의 습식을 국소적으로 도포하여 제거하였다.

인쇄 유물의 화학 접착제로 부착된 연결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면봉을 사용해 인쇄 유물의 번짐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번질 우려가 없었으며, 국소적 습식을 가하

여 연결부분을 분리하였다.

      소도구를 이용한 화본 분리1       소도구를 이용한 화본 분리2

      경화된 접착제 제거       접착제가 제거된 유물

      인쇄 유물 분리1       인쇄 유물 분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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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배접지 제거

증류수를 담은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해 습식을 가하여 배접지를 불려 주었으며, 소도구를 이용해 배

접지를 제거하였다.

배접지에 글씨가 이서된 부분은 배접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였으며, 재 배접 및 보관 처리하였

다. 배접지 외에 신문지 오염 물질 등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배접지 습식       배접지 제거

      이서된 배접지 제거 및 수습       후면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인쇄유물 배접지 습식       배접지 외 오염물질 제거

(3) 결손부 메움

접착제의 경화로 인해 손상된 유물의 후면에 메움 처리를 하였다.

메움 처리는 얇은 장섬유의 한지를 사용하여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유물의 중앙 결락 부분을 라이트박스위에 올려 메움 처리 범위를 파악한 뒤 결손 부분에 맞도록 한지

를 찢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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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부 메움       균열부 맞춤

      균열부 메움 1       균열부 메움 2

(4) 꺾임방지 띠 부착

인쇄 유물의 경우 수회 접혀진 상태로 장기간 보관되어 접지 부분의 균열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꺾임

방지 띠 보강을 실시하였다.

균열, 접지 부분은 또다시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지로 꺾임방지 띠를 후면에 부착해 예

방한다.

      꺾임방지 띠 제작       접지 부위 꺾임방지 띠 부착

      꺾임방지 띠 부착1       꺾임방지 띠 부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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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차 배접

메움 처리 및 꺾임방지처리가 완료된 유물을 배접하였다.

배접은 1~2차까지 진행하였으며, 1차 배접 후 완전 건조한 뒤 2차 배접을 실시해 건조판에 부착하였다.

배접지는 1차 배접지는 비교적 얇고 인장강도가 적은 닥지를 사용하였으며, 2차 배접지는 좀 더 질기

고 두꺼운 한지를 사용해 배접 처리하였다.

      유물 습식       한지를 이용한 1차 배접

      한지를 이용한 배접       전면 표접 제거

      배접 완료된 유물       건조판 부착

(6) 색 맞춤 작업

균열 부분 또는 박리되어 비어있는 공간에 보채를 실시하여 유물과 배접지간의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작

업을 진행하였다.

 



137

V. 수리복원

      색 맞춤 작업 1       색 맞춤 작업 2

4) 장황

유물의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담당자와 협의 하에 탁본 유물은 창매트 액자, 인쇄본 유물은 원목 이중액

자, 지도 유물은 화판 제작을 진행하였다. 

(1) 탁본 장황용 중성 매트지 재단

중성 매트지를 재단하여 창매트 액자를 제작하였다.

4합 매트지와 2합 매트지가 덮개 형식으로 제작되며 4합 매트지에 유물이 고정되고 2합 매트지의 가

운데는 재단하여 액자 형식으로 제작한다.

   중성매트지 재단1    중성매트지 재단2

(2) 탁본 장황용 매트지 연결 및 유물 고정

밑판 역할을 하는 4합 매트지 위에 유물을 한지로 부착하여 고정한다. 유물의 가장자리 여분에 배접지를 

남겨둔 뒤 배접지 위에 한지를 덧대어 고정하였다.

2합 매트지와 4합 매트지를 장섬유 한지 띠를 이용해 연결하였다. 한지는 내부에 한줄, 외부에 한줄 

두 줄로 고정하여 제작하였다.

창매트 액자는 보관이 용이하도록 외부 제원을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2합 중성지로 제작된 덮개를 덮어 창매트 액자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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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한지 띠 부착      내부 한지 띠 부착

     중앙 연결부위      창매트 액자 완료

  

(3) 지도 유물용 초배 및 겹쳐 바르기 

미송 재질의 조립식으로 제작된 창살 틀에 닥지를 사용하여 초배 작업을 실시하였다.

초배 후 완전히 건조시킨 뒤 튼튼한 한지를 사용하여 겹쳐 바르기를 실시하여 내구성을 높여주었다.

초반 작업 후 띄워 바르기 및 표면 바르기를 실시하여 내구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화판용 조립식 창살 틀 제작      초배

     겹쳐 바르기      겹쳐 바르기 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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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바르기      표면 바르기

(4) 지도 유물용 비단 및 작품 부착

화판의 전면 및 후면에 비단을 부착하여 건조한 뒤 작품을 부착하여 완성하였다.

작품의 가장자리에 배접지를 2mm가량 남겨 밤색 색지를 감아 꾸며주었으며, 화판 위에 부착해 완료

하였다.

     비단 부착      작품 부착

(5) 인쇄본 유물용 중성 매트지 원목 액자 제작

사진 인쇄 유물은 가장 양식에 맞는 중성 매트 액자로 제작하였다.

액자 틀의 수종은 너도밤나무(beech)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2중 중성 매트지안에 작품을 부착한 뒤 조

립하였다.

중성 매트액자



140

2015-20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

5) 처리 결과

탁본 유물 완료 형태

지도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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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 유물 완료 형태       액자 유물 완료 형태

액자 유물 완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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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관

탁본 유물 보관용 포갑 제작

포갑 제작 도면 

5엽 포갑 제작

액자 및 화판 보관용 상자 제작

액자 보관 케이스 제작1 액자 보관 케이스 제작2







양장본 상태조사

유물명: 슈클라·오세경 문고 354종 760책

시행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시공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기간: 2017년 10월 10일~2018년 02월 10일

참여인력: 김규호(책임연구원)   

               김은아(연구원)

               김다슬, 유선영, 최은영, 김지원, 정은선, 신현영, 송준호, 조승근(보조연구원)

VI.   양장본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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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슈클라 · 오세경 문고를 소장하고 있다. 슈클라 · 오세경 문고는 

의학 전반에 걸친 분야의 고서들, 전공 분야였던 치의학 관련 저서들 그리고 자연사와 생물학을 포함하는 

과학 일반 저서들과 과학 일반에 관련된 분야와 유럽을 포함한 지성사 일반 저서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기가 가장 오래된 의학 관련 문헌들은 국내에서 소장 가치가 높은 장서가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그 보존 가치에 비하여 양장본의 보존 상태에 대한 평가 방법과 보존 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장 고문서에 대한 올바른 보존 방향을 수립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양장본에 대한 체

계적인 보존 상태의 조사 방법과 종합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이를 기초로 최선의 양장본의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조사 목적

지금까지 소장 양장본에 대한 재질 및 손상 정도에 대한 조사 평가는 육안 관찰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져 

왔으나, 평가자의 주관성에 따라 평가 기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병행하고, 평가의 객관화를 확립하여 지속

적인 자료로 비교 평가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장본의 보존 상태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육안 관찰에 의한 평가

와 함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기초로 양장본의 중 · 장기 수리 복원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와 상태 변화에 대한 비교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DB화를 축척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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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내용

(1) 조사 기간

2017. 10. 10~2018. 02. 10.

(2) 조사 범위

•슈클라 · 오세경 문고 354종 760책을 대상으로

    - 양장본의 훼손 조사를 통한 보존성 평가

    - 양장본의 재질 조사를 통한 특이성 평가

    - 양장본의 제본 조사를 통한 장정 상태 평가 

•양장본의 보존 상태는 

    - 일차적으로 양장본의 상태 조사표를 설정

    - 표지, 면지, 내지로 구분하여 재질, 형태, 손상 상태 및 범위 조사 

    - 평가 결과의 DB화를 기초한 기초 자료화     

•  양장본의 상태 조사는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 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된 평

가 방법을 수립, 적용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필요함. 

    

(3) 참여 인력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김규호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하여 고고화학실 연구원 및 학부 학생들이 

현장 조사를 그리고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고고화학실 연구원이 정리, 평가를 하였다.

구 분 조사 구분 참여 인력

현장조사

•사진 촬영

•가시적 특성 조사 및 실측

•광학적 특성(현미경, 색도) 조사

연구원: 김은아

보조연구원: 김다슬, 유선영

현장조사원: 최은영, 김지원, 정은선, 신현영, 송준호, 조승근 

연구실조사 •X-ray, XRF, SEM-EDS 분석 연구원: 김은아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

•가시적 특성 및 사진 자료 DB화
•광학적 특성(현미경, 색도) DB화
•시료 조사 자료 DB화

연구원: 김은아

보조연구원: 김다슬

VI. 양장본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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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방향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양장본의 보존 상태 조사 및 분석은 소장 양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와 이

에 대한 분석 자료의 DB화를 통하여 지속적 상태 점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

한 기본적 조사 방안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시적 특성 조사와 사진 촬영에 의한 훼손 및 보존 상

태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조사 효과

현장 

조사

사진 촬영 》
표지(앞면, 뒷면, 측면), 면지, 

내지 등을 촬영
》 손상도의 객관적·정량적 평가 가능

실측 》
세로×가로×두께 등을 

mm단위로 측정
》

양장본 크기 구분 및 

보존상자 일괄 제작 가능

현장 

·

연구실 

조사

가시적 특성조사

(상태조사표 작성)
》

표지: 재질, 형태, 손상 및 범위

면지: 재질, 형태, 손상 및 범위

내지: 재질, 형태, 손상 및 범위

》
육안관찰을 통한 조사로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가 축적됨

*물리적 특성조사 》
자료의 중량, 두께, 워터마크, 

발간격 등
》

양장본 고서에 사용된 종이의 

제작 방법 추론 가능

*광학적 특성조사 》 현미경 조사와 색도 분석 》
가죽이나 종이, 인쇄의 손상 상태 및 

산화 정도 확인 가능

연구실 

조사
분석 조사 》 내부 구조 및 성분 분석 》

자료의 내부 구조 분석을 통해 손상 및 

제작방식을 파악, 예방보존 및 

수리복원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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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제럴드 슈클라 · 오세경 문고 654종 760책에서 열람실로 이동된 조사하지 못한 양장본 138책

을 제외한 622권을 전수 조사하였다.  

슈클라 · 오세경 문고는 서양 의학 · 과학 · 예술 분야의 귀중한 고서가 다수 포함되고 있고 15-18세기 

넝마를 이용한 초기 수록지에서 19세기 목재펄프를 이용하는 기계식 초지기 도입 이후까지 재료와 기법

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장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슈클라 · 오세경 문고는 가

죽과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와 실로 묶여진 내지는 오랜 시간과 물리 · 화학적 손상으로 바스라지고 끊어

지는 등 손상이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한 상태 평가가 시급

한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보존상태 조사 대상 목록

1 1 Bodily changes in pain, hunger, fear and rage : an account of recent researches into the function of emotional excitement / by Walter B. Cannon.SHKLAR 157 C164b 1915 노출

2 2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1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3 3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4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4 4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3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5 5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2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6 6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3 SHKLAR 185.1 Ar46w 노출

7 7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2 SHKLAR 185.1 Ar46w 노출

8 8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1 SHKLAR 185.1 Ar46w 노출

9 9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7 SHKLAR 185.1 Ar46w 노출

10 10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8 SHKLAR 185.1 Ar46w 노출

11 11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6 SHKLAR 185.1 Ar46w 노출

12 12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4 SHKLAR 185.1 Ar46w 노출

13 13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5 SHKLAR 185.1 Ar46w 노출

14 14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1 SHKLAR 189.4 B136o 1928 노출

15 15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2 SHKLAR 189.4 B136o 1928 노출

16 16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10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 17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5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8 18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1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9 19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6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0 20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2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1 21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7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2 22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8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3 23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3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4 24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4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5 25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9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26 26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 by Henry Charles Lea. v.1 SHKLAR 272.2 L462h 1888 노출

27 27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 by Henry Charles Lea. v.2 SHKLAR 272.2 L462h 1888 노출

28 28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 by Henry Charles Lea. v.3 SHKLAR 272.2 L462h 1888 노출

29 29 The book of opening the mouth : the Egyptian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 by E.A. Wallis Budge.v.2 SHKLAR 393.0932 B859b 1909 노출

30 30 The book of opening the mouth : the Egyptian texts with English translations / by E.A. Wallis Budge.v.1 SHKLAR 393.0932 B859b 1909 노출

31 31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8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2 32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7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3 33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4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4 34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6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5 35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2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6 36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12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7 37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11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8 38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10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39 39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9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40 40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1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41 41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5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42 42 The book of the thousand nights and a night / tr. from the Arabic by Captain Sir R.F. Burton ; Reprinted from the original edition and ed. by Leonard C. Smithers ; Illus. by Albert Letchford.v.3 SHKLAR 398.2 Sm61b 1894 노출

43 43 Evolution and ethics : and other essays / by Thomas H. Huxley. v.9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4 44 Method and results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1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5 45 Science and Christian tradition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5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6 46 Science and education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3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7 47 Darwiniana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2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8 48 Science and Hebrew tradition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4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49 49 Hume, with Helps to the study of Berkeley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6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50 50 Discourses biological and geological : essays / by Thomas H. Huxley. v.8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51 51 Man's place in nature : and other anthropological essays / by Thomas H. Huxley.v.7 SHKLAR 500 H982c 1896 노출

52 52 Science and life : Aberdeen addresses / by Frederick Soddy. SHKLAR 501 So15s 1920 노출

53 53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15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4 54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13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5 55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20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6 56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22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7 57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24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8 58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2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59 59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16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60 60 Oeuvres complè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écédé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égé a la faculte de mé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è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étaire perpétuel de l'Académie Royale des Sciences.t.3 SHKLAR 508 B864o 종이상자

보관상태청구기호
조사
번호

일련
번호

서명 권호

- 중략 - 보관상태청구기호
조사
번호

일련
번호

서명 권호

601 729 The Roman history of Ammianus Marcellinus : during the reigns of the emperors Constantius, Julian, Jovianus, Valentinian, and Valens / Ammianus Marcellinus ; Charles Duke Yonge.SHKLAR 937.06 Am63r 1862 노출

602 733 History of Friedrich the second, called Frederick the Great / by Thomas Carlyle. v.1 SHKLAR 943.053092 F872c 1885 노출

603 734 History of Friedrich the second, called Frederick the Great / by Thomas Carlyle. v.7 SHKLAR 943.053092 F872c 1885 노출

604 735 History of Friedrich the second, called Frederick the Great / by Thomas Carlyle. v.5 SHKLAR 943.053092 F872c 1885 노출

605 736 History of Friedrich the second, called Frederick the Great / by Thomas Carlyle. v.3 SHKLAR 943.053092 F872c 1885 노출

606 737 The chronicles of Froissart / Jean Froissart ; translated by John Bourchier, Lord Berners ; ed. and reduced into 1 v. by G. C. Macaulay.SHKLAR 944.025 F925c 1895 노출

607 738 Memoirs of Louis XIV and the regency / by the Duke of Saint-Simon ; tr. by Bayle St. John ; with a special introduction by Léon Vallée ...v.2 SHKLAR 944.033 Sa26m 1901 노출

608 739 Memoirs of Louis XIV and the regency / by the Duke of Saint-Simon ; tr. by Bayle St. John ; with a special introduction by Léon Vallée ...v.3 SHKLAR 944.033 Sa26m 1901 노출

609 740 Memoirs of Louis XIV and the regency / by the Duke of Saint-Simon ; tr. by Bayle St. John ; with a special introduction by Léon Vallée ...v.1 SHKLAR 944.033 Sa26m 1901 노출

610 741 Renaissance in Italy / John Addington Symonds. v.1 SHKLAR 945.05 Sy67r 1935 노출

611 742 Renaissance in Italy / John Addington Symonds. v.2 SHKLAR 945.05 Sy67r 1935 노출

612 746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 first collected and arranged with memoirs of his early life, written by himself.v.2 SHKLAR 973.3092 F854s 1806 노출

613 747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 first collected and arranged with memoirs of his early life, written by himself.v.1 SHKLAR 973.3092 F854s 1806 노출

614 748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 first collected and arranged with memoirs of his early life, written by himself.v.3 SHKLAR 973.3092 F854s 1806 종이상자

615 751 Poetical works of William Cullen Bryant / William Cullen Bryant. SHKLAR A821.33 Pp 1897 노출

616 754 Persian painting from miniatures of the XIII.-XVI. centuries / with an introd. by Basil Gray.SHKLAR大 745.6709568 G791p 1945노출

617 755 Modern American painting / by Peyton Boswell, Jr. SHKLAR大 759.1 B657m 1939 노출

618 756 John Everett Millais, 1829-1896 / by Arthur Fish. SHKLAR大 759.2 M61f 1923 노출

619 757 Holbein / by Hans Reinhardt ;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Prudence Montagu-Pollock.SHKLAR大 759.3 H691r 1938 노출

620 758 French painting in the XIVth, XVth and XVIth centuries / by Louis Ré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Mary Chamot. [Edited by André Gloeckner].SHKLAR大 759.4 R236p 1939 노출

621 759 Vlaminck / by Klaus G. Perls. SHKLAR大 759.4 V844p 1941 노출

622 760 Giovanni Bellini / by Philip Hendy & Ludwig Goldscheider. SHKLAR大 759.5 B417h 1945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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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양장본의 조사 방법은 현장 조사와 연구실 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현장 조사는 사진 촬영, 실측, 자

료의 두께, 워터마크 등을 포함한 물리적 특성 조사 그리고 현미경 관찰과 색도 측정을 통한 광학적 특성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실 조사는 현장 조사를 통한 자료 평가를 기초로 심도 있는 특성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선정한 양장본을 대상으로 X-선 촬영, X-선 형광분석 그리고 주사전자

현미분석을 측정하였다. 

양장본의 조사는 향후 보존환경 및 물리적 · 화학적 · 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료의 상태 및 특성이 변화

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적으로 분석, 조사되어야 한다. 

1) 상태 조사

기본적으로 육안 관찰을 통하여 기초 상태를 조사하고 선정된 양장본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표

지 및 면지로 구분하여 훼손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하여 보존 상태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상태조사를 

기록한 상태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자들의 조사 기준에 대한 평가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 

확인 작업과 전체 재확인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상태조사의 내용

은 상태조사서와 이를 기초로 정리한 전산 데이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보존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 절차는 자료 선별, 육안 상태 조사, 전산 

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료 확인

조사 대상으로 선별한 제럴드 슈클라 · 오세경 문고 654종 760책을 중심으로 고문헌자료실 서고에 소장된 

양장본을 청구기호별로 상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슈클라 · 오세경 문고 654종 760책 중에서 상태가 양호

하여 열람되어 제외하기로 한 양장본 중에서 최종 상태조사표를 기록한 양장본을 포함하여 622책을 이번 

조사에서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처음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70책은 일련

번호로, 최종 상태조사표를 작성한 622책은 조사번호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조사하기 위하여 보존 상태가 양호한 노출된 양장본과 훼손 정도

가 심하여 중성상지에 보관된 양장본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인 양장본은 서고에서 이동용 수

레를 이용해 현장조사실로 옮긴 다음, 기존 목록과 실제 자료의 수량 및 청구기호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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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된 양장본   중성상자에 보관된 양장본

(2) 육안 상태조사

목록에 이상이 없는 양장본은 조사자별로 한 책씩 보존 상태를 육안 관찰을 기초로 사전에 제작한 상태

조사표에 체크 · 기록하였다.

  보존처리실 이동

 

   육안 상태조사

  표지 상태조사    내지 상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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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 상태조사표

                                                

조사일자
기 록 자

서 명 청구기호 등록번호

제본형태
전체제본, 1/2제본, 브라델제본, 

기계제본
돌출 띠 유(4, 5, 기타), 무

보관상태 상자(나무, 직물, 종이), 노출 크기(mm) ×         × 

표지

재질 가죽, 직물(크로스지), 마블링지, 
비닐(합성피혁), 종이, 기타 표제 인쇄, 금박, 기타

색상(계통) 백색, 미색, 황색, 주황, 적색, 녹색, 청녹색, 청색, 보라, 흑색, 

손상상태
물리적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바스라짐
화학적 폭싱(황색반점), 황변, 갈변, 기름, 테이프 얼룩
생물적 곰팡이, 충해분비물 기타

손상범위
上 左 中 右 표지분리
中 左 中 右

앞, 뒤
下 左 中 右

내지

면지 유(마블지, 색지, 펄프지), 무 책머리 마블링, 금분 

재질 수록지(워터마크), 기계펄프, 코팅지 헤드밴드 유, 무

기록 인쇄, 필사, 복사, 기타 삽화
유(흑백, 
칼라), 무

손상상태
물리적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바스라짐
화학적 폭싱(황색반점), 황변, 갈변, 기름, 테이프 얼룩
생물적 곰팡이, 충해분비물 기타

손상범위
上 左 中 右 내지분리
中 左 中 右

부분, 전체
下 左 中 右

손상도
표지 A B C D 기타:

내지 A B C D 기타:

※A:상태심각(외부발주 필요, 열람고려), B:보존처리가 필요함(열람가능), C:간단한 보존처리가 필요함(열람가능),  D: 상태양호(열람가능)

기 타

<양장본 상태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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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 입력 

상태조사표 작성이 완료된 기록 내용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입력

이 완료된 자료는 수정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들은 엑셀에서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양장본의 실제 상태와 사진 자료를 통하여 수정하였다.   

최종 정리된 상태조사 기록들은 표지, 내지, 면지 등으로 구분하여 재질, 형태, 제본 등과 함께 훼손 

상태, 훼손 정도, 보존처리 대책 등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양장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상태조사표 엑셀 입력

    1차 전산 입력   손상유형 판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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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입력된 양장본 상태조사표 활용 방안 예시

① 보관 상태를 종이보관과 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본 형태와 돌출띠, 헤드밴드의 유무에 따라 필터

를 선택할 수 있다. 

- 143 -

※ 전산 입력된 양장본 상태조사표 활용 방안 예시

① 보관 상태를 종이보관과 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본 형태와 돌출띠, 헤드밴드의 유무

에 따라 필터를 선택할 수 있다. 

세로 가로 두께

1 1 Bodily changes in pain, hunger, fear and rage : an account of recent researches into the function of emotional excitement / by Walter B. Cannon.SHKLAR 157 C164b 1915 노출 209 140 30 브라델제본 무 무

2 2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1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211 141 45 브라델제본 무 무

3 3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4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211 142 45 브라델제본 무 무

4 4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3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211 142 44 브라델제본 무 무

5 5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2 SHKLAR 184 P697d 1895 노출 211 142 45 브라델제본 무 무

6 6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3 SHKLAR 185.1 Ar46w 노출 225 153 33 브라델제본 무 무

7 7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2 SHKLAR 185.1 Ar46w 노출 223 150 36 브라델제본 무 무

8 8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1 SHKLAR 185.1 Ar46w 노출 220 152 44 브라델제본 무 무

9 9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7 SHKLAR 185.1 Ar46w 노출 221 148 31 브라델제본 무 무

10 10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8 SHKLAR 185.1 Ar46w 노출 226 151 27 브라델제본 무 무

11 11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6 SHKLAR 185.1 Ar46w 노출 220 147 26 브라델제본 무 무

12 12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4 SHKLAR 185.1 Ar46w 노출 222 148 36 브라델제본 무 무

13 13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5 SHKLAR 185.1 Ar46w 노출 220 149 43 브라델제본 무 무

14 14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1 SHKLAR 189.4 B136o 1928 노출 241 164 41 브라델제본 무 유

15 15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2 SHKLAR 189.4 B136o 1928 노출 241 164 39 브라델제본 무 유

16 16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10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5 105 30 전체제본 5 유

17 17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5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4 103 27 전체제본 5 유(하)

18 18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1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4 104 27 전체제본 5 유

19 19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6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5 103 25 전체제본 5 유(하)

20 20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2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5 103 27 전체제본 5 유(하)

21 21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7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5 105 28 전체제본 5 유(상, 하)

22 22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8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5 105 29 전체제본 5 유(하)

23 23 The works of J. J. Rousseau : translated from the French / [Jean-Jacques Rousseau].v.3 SHKLAR 194 R762w 종이상자 174 106 30 전체제본 5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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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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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입력된 양장본 상태조사표 활용 방안 예시

① 보관 상태를 종이보관과 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본 형태와 돌출띠, 헤드밴드의 유무

에 따라 필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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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양장본 상태조사

③ 표지의 훼손 상태(찢김, 충해, 갈변)에 따라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 찢김: 띠지 보강, 충해: 결손부 메움 

        갈변: 배접, 띠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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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의 훼손 상태(찢김, 충해, 갈변)에 따라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 찢김 : 띠지 보강, 충해 : 결손부 메움 

       갈변 : 배접, 띠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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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크로스지) 금박 적색 마모, 얼룩 상, 하 상, 하 C

직물(크로스지) 금박 적색 찢김, 구김, 얼룩 상 상 상, 하 C

재질 표제 색상(계통)
손상상태 손상범위

표지

표지분리 표지 손상도

④ 내지의 재질 및 책머리, 삽화 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손상 상태와 손상 범위 등을 기초한 

손상도 평가와 이를 기준으로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물리적 화학적

1 1 Bodily changes in pain, hunger, fear and rage : an account of recent researches into the function of emotional excitement / by Walter B. Cannon.SHKLAR 157 C164b 1915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흑백

2 2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1 SHKLAR 184 P697d 1895 색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구김, 얼룩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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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The dialogues of Plato /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alysis and introductions by B. Jowett.v.2 SHKLAR 184 P697d 1895 색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구김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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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2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8 8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1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9 9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7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0 10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8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마모 황변

11 11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6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2 12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4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3 13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5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4 14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1 SHKLAR 189.4 B136o 1928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흑백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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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지의 재질 및 책머리, 삽화 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손상 상태와 손상 범위 등을 기초한 손상도 평

가와 이를 기준으로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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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의 훼손 상태(찢김, 충해, 갈변)에 따라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 찢김 : 띠지 보강, 충해 : 결손부 메움 

       갈변 : 배접, 띠지 보강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좌측 가운데 우측

가죽 금박 황색 마모, 얼룩,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A

가죽 금박 황색 마모,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앞, 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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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지의 재질 및 책머리, 삽화 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손상 상태와 손상 범위 등을 기초한 

손상도 평가와 이를 기준으로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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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1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9 9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7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0 10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8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마모 황변

11 11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6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2 12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4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3 13 The works of Aristotle / translated into English under the editorship of W.D. Ross.v.5 SHKLAR 185.1 Ar46w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14 14 The Opus majus of Roger Bacon / Roger Bacon. v.1 SHKLAR 189.4 B136o 1928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흑백 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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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상태 손상범위

내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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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지의 훼손 상태(찢김, 충해, 갈변)에 따라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 찢김 : 띠지 보강, 충해 : 결손부 메움 

       갈변 : 배접, 띠지 보강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좌측 가운데 우측

가죽 금박 황색 마모, 얼룩,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A

가죽 금박 황색 마모,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앞, 뒤 A

가죽 금박 황색 마모, 얼룩,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뒤 A

가죽 금박 황색 마모,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앞 A

가죽 금박 황색 마모, 얼룩,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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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금박 황색 마모, 얼룩, 바스라짐 갈변 상, 중, 하 상, 하 상, 중, 하 앞 A

직물(크로스지) 금박 적색 마모, 얼룩 상, 하 상, 중, 하 C

직물(크로스지) 금박 적색 마모, 얼룩 상, 하 상, 하 C

직물(크로스지) 금박 적색 찢김, 구김, 얼룩 상 상 상, 하 C

재질 표제 색상(계통)
손상상태 손상범위

표지

표지분리 표지 손상도

④ 내지의 재질 및 책머리, 삽화 등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손상 상태와 손상 범위 등을 기초한 

손상도 평가와 이를 기준으로 보존처리 방법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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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D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마모 황변 D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D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D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무 D

펄프지 무 기계펄프 인쇄 흑백 황변 D

내지 손상도재질 기록 삽화
손상상태 손상범위

내지분리

내지

면지 책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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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촬영

사진 촬영은 수집된 자료를 보관, 정리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관리대장에 등재시켜 상태를 체크하고 이력

을 정리하여 관리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자료의 복원, 보존과정에서 평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사진 기록은 필요하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으로 광원 중에 최적은 태양이다. 태양은 크고 고르며 풍부한 광량을 자

랑한다. 그러나 유물 촬영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

는 밝기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조명을 사용하는데 인공조명에는 텅스텐조명과 스트

로보조명이 있다. 텅스텐조명의 장점은 지속 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에 표현이 가능한 반면

에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므로 회화유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순간광인 스트로보를 

많이 사용한다. 스트로보는 순간 광이라서 반드시 노출계와 폴라로이드가 필요하다.

디지털카메라 촬영은 모니터로 노출과 조명상태를 확인하고 촬영하므로 촬영을 실패할 확률이 낮은 

편이고 무엇보다 조명에서의 발열이 적어 유물에 영향이 적은 편이다.  

양장본의 촬영은 메인Main-Light조명과 보조Sub-Light조명으로 구성하고 풍부한 광원과 고른 조명으로 

유물 전체에 균일하게 조명한다. 반드시 칼라패치를 부착하고 촬영해야 인쇄 시 색 표현의 오류誤謬를 범

하지 않게 색 교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카메라 렌즈의 위치도 정확히 유물의 정중앙에 놓여야만 왜

곡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 촬영 교육    사진 촬영 현장

3) 현미경 촬영

현미경 관찰은 핸디 타입의 Digital 현미경(Scalar Corp. DG-3, Japan)을 이용하여 25배, 100배, 200배 확대

로 양장본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상기 장비는 이동이 가능한 현장용 현미경으로 시료의 채취 없이 

미세한 부분에 대하여 관찰 및 촬영이 가능하다. 25배율 확대 관찰을 통해 전반적인 특성과 100배율과 

200배율의 관찰을 통하여 세부적 확대 상태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현미경 촬영    표지 현미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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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도 측정

색도 측정은 양장본의 표지, 면지, 내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측정기기는 분광색측계(Chroma Meter, 

Minolta Co.ltd, cm-700d, Japan)를 이용하여 표준 광원 D65, 시야각 10°의 조건에서 분석면적 3㎜로 동일 

부분에 대해 3회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에서 가능한 광원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측

정 부위를 유물에 수직으로 최대한 밀접하게 측정하였다.

색도 측정 결과는 색상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색도를 나타내는 L* a* b* 표색계로 

정리하였다. L* a* b* 표색계의 L*은 명도로 0~100으로 표시되며 50을 기준으로 값이 클수록 백색, 낮을

수록 흑색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채도를 나타내는 a*, b*는 -60~+60의 수치로 표시되며 a*가 (+)일수

록 적색, (-)일수록 녹색, b*가 (+)일수록 황색, (-)일수록 청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타난다.

   색도 측정    기록 정리

5) X-선 촬영

X-ray 촬영 조사를 위한 장비는 연엑스선 발생장치(Soft X-ray, SOFTEX, M-150, Korea)를 사용하여 육안

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양장본의 내부 구조, 제본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제본에 대한 단서

를 제시해 준다. X-ray 촬영은 크로스지와 종이는 표지 50KV, 2mA, 3s, 책등 50KV, 2mA, 2s이고 가죽

은 표지 40KV, 2mA, 3s, 책등 35KV, 2mA, 2s로 측정하였다.

6) X-선형광분석

비파괴 분석으로 양장본의 특정 부분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에너지 분산형 X-선형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iko, SEA 200A, Japan)를 사용하였다. 강도, 에너지, 분해능을 교

정하고 Rh target으로 대기 상태에서 전압 50kV, 측정 면적 2mm, 측정시간 150초로 분석하였다. 

7) 주사전자현미분석

시료로 선정한 표지와 내지에 대한 표면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Brno, Czech)을 활용하였다. 관찰 부위에서 성분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

지분산분광기(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로 주성분을 측정하였다. 



158

2015-20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

4. 조사 결과 및 평가

A. 현장 조사

현장 조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서 선정한 양장본을 4차에 걸쳐 7일간 총 7인의 연구

조사원이 도서관 현장에서 조사한 상태 조사, 사진 촬영, 현미경 촬영 그리고 색도 측정을 기초로 양장본

의 훼손도를 종합 평가하였다. 현장에서 조사된 상태 조사 결과 자료, 사진 찰영 자료, 현미경 촬영 자료 

및 색도 측정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정리하고 본고에서는 훼손도 종합 평가와 양장본의 특정 부위에 대한 

색도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훼손도 종합평가

대상 자료의 훼손 상태 및 훼손 범위를 종합하여 A, B, C, D 총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A등급 – 즉각적인 보존처리 대상자료

             [상태가 심각하여 즉각적으로 전체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B등급 – 보존처리 우선 대상자료

              [손상이 높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C등급 – 보존처리 대상자료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

D등급 – 예방보존 대상자료

             [상태가 양호하여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표지와 내지에 대해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표지에서 A등급은 83책(13.3%), B등급은 96책

(15.4%), C등급은 193책(31.0%), D등급은 241책(38.7%)으로 집계되었으며 내지에서 A등급은 6책(1.0%), 

B등급은 56책(9.0%), C등급은 217책(34.9%), D등급은 341책(54.8%)으로 집계되었다. 

위에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지에서 훼손 정도가 심한 A, B등급이 179책(28.8%)으로 내지 62
책(10.0%)보다 117(18.8%)책 높게 집계되었으며, 내지에서는 C, D등급이 558책(89.7%)으로 표지의 434책

(69.8%)보다 높게 집계되었다.  

표지와 내지에서 A, B등급으로 평가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보관형태에 있어서 외부 노출 면적이 높은 

자료들이 많이 조사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성 종이상자에 보관되어 외부 노출 면적이 낮은 자료들이 많

다. 이는 외부 보관 환경에 따라 자료의 훼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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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훼손 정도 종합평가 결과 (단위: 책)

구 분
표지 내지

A B C D 미평가 A B C D 미평가

종이상자 47 35 11 22 0 6 30 68 11 0

노출 36 61 182 219 9 0 26 149 330 2

계 83 96 193 241 9 6 56 217 341 2

점유율(%) 13.3 15.4 31.0 38.7 1.4 1.0 9.0 34.9 54.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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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내지

                 <그림> 훼손 정도 종합평가 결과

(1) A등급 [즉각적인 보존처리 대상자료]

상태가 심각하여 전체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 A등급

으로 평가 하였다.

평가 내용

• 표지와 내지가 분리되고 책등부의 결실 등으로 책의 펼쳐짐이 어려운 경우

• 열화(갈변)가 많이 진행되어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가죽 및 종이가 바스러지는 현상이 발생, 책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함

• 화학적 손상, 특히 갈변으로 인한 훼손 면적이 넓어 기록 정보 유실의 우려가 높은 자료

• 기타 복합적 훼손요인과 넓은 훼손면적으로 시급한 해체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훼손 면적 조사 결과: 대(大), 중(中)

 •훼손 상태 조사 결과: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의 복합적이고 그 정도가 심한 현상

                              물리적 –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바스라짐

                              화학적 – 폭싱(황색반점), 황변, 갈변

                              생물적 – 곰팡이

평가 결과

A 등급으로 평가된 자료들은 표지에서 83책, 내지에서 6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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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의 자료들은 대부분 전체 면적에 대해 훼손이 관찰되었으며 훼손 요인으로는 결실, 마모, 얼룩, 

바스라짐, 폭싱, 황변, 갈변 등의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마모가 85건, 폭싱/황변/갈

변이 79건, 결실이 55건, 얼룩이 50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 등급 평가 내용 - 표지

<그림> A 등급 평가 내용 – 내지

<표> A 등급의 결과 내용                                                   (단위: 책)

구분 표 지 (83) 내 지 (6) 계 (89)

훼손 요인

결실 54 1 55

찢김 39 2 41

구김 12 4 16

접힘 0 2 2

마모 82 3 85

얼룩 47 3 50

바스라짐 36 0 36

폭싱(황색반점) 2 6 8

황변 8 6 14

갈변 54 3 57

곰팡이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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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표지

[615.1 Sa35p

1678 - 뒤표지]

A 등급 표지

[15.1 Sa35p

1678 - 뒤표지]

A 등급 표지

[610.9 H153d 

1757 v.1 - 앞표지]

A 등급 표지

[610.9 H153d

1757 v.1 - 뒤표지]

A 등급 표지

[612 H153e 

1757 v.1 - 앞표지]

A 등급 표지

[612 H153e 

1757 v.1 - 뒤표지]

A 등급 표지

[617 M294m

1849 - 앞표지]

A 등급 표지

[617 M294m

1849 - 뒤표지]

A 등급 표지

[571.8 Sp19d

1787 - 앞표지]

A 등급 표지

[571.8 Sp19d

1787 - 뒤표지]

A 등급 내지

[SHKLAR 617 D929I

1883 - 내지]

A 등급 내지

[SHKLAR 617 D929I

1883 - 면지]

<그림> A 등급 평가 표지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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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등급 [보존처리 우선 대상자료]

현재 자료의 상태가 멸실 및 손상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

에 대해 B등급으로 평가 하였다. 

평가 내용

• 일부 표지와 내지가 분리되고 마모와 바스라짐이 넓은 범위에서 관찰되나 A 등급에 비해 상태가 양 

호함

• 주로 황색반점(폭싱)과 황변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내지 테두리의 황변현상과 내지 중간 글씨 부

분에서 황색반점이 관찰됨

• 표지와 내지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접이 필요함

• 기타 복합적 훼손요인과 넓은 훼손면적으로 전체 해체 또는 일부 해체하는 보존처리가 필요함  

 

 •훼손 면적 조사 결과: 대, 중, 소

 •훼손 상태 조사 결과: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요인의 복합적 현상

                              물리적 –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바스라짐

                              화학적 – 황색반점 (폭싱), 황변, 갈변

                              생물적 – 곰팡이(일부)

평가 결과

B 등급으로 평가된 자료들은 표지에서 96책, 내지에서 56책으로 집계 되었다.

자료들은 대부분 마모, 찢김, 얼룩, 황변 등의 훼손 요인의 항목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도 마모가 106건, 찢김이 74건, 얼룩이 72건으로 훼손 요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B 등급 평가 내용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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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B 등급의 결과 내용 (단위: 책)

구분 표 지 (96) 내 지 (56) 계 (152)

훼손 요인

결실 31 6 37

찢김 61 13 74

구김 13 8 21

접힘 1 4 5

마모 92 14 106

얼룩 48 24 72

바스라짐 16 11 27

폭싱(황색반점) 1 38 39

황변 20 46 66

갈변 30 19 49

곰팡이 2 3 5

B 등급 표지

[508 B864o

t.1 - 앞표지]

B 등급 표지

[508 B864o

t.1 - 뒤표지]

B 등급 표지

[610 F394u

1645 t.2 - 앞표지]

B 등급 표지

[610 F394u

1645 t.2 - 앞표지]

B 등급 내지

[508 B864o

t.24 - 면지]

B 등급 내지

[508 B864o

t.24 - 내지]

B 등급 내지

[570.92 N289s

1787 v.2 - 면지]

B 등급 내지

[570.92 N289s

1787 v.2 - 내지]

<그림> B 등급 평가 표지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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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등급 [보존처리 대상자료]

자료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향후 손상가능성이 있어 추후에 부분적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

료에 대해 C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

• 마모가 나타나거나 종이가 찢어진 현상이 국부적으로 관찰됨

• 전체적으로 표지의 일부가 빛바램 등으로 변색된 흔적이 존재함

• 내지의 상태가 이전 A, B등급에 비해 깨끗해 기록 유실의 위험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

• 내지에 흑백 및 컬러 삽화가 수록된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유산지가 함께 존재하기도 함

  

 •훼손 면적 조사 결과: 중, 소, 양호

 •훼손 상태 조사 결과: 물리적, 화학적 요인의 단일적 현상 또는 일부 복합적 현상

                              물리적 –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바스라짐

                              화학적 – 황색반점 (폭싱), 황변, 갈변

평가 결과

C 등급으로 평가된 자료들은 표지에서 193책, 내지에서 217책으로 집계되었다.

자료들은 대부분 황변, 마모, 찢김, 폭싱, 얼룩의 훼손요인의 항목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에서도 황변/폭싱이 344건, 마모가 202건,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찢김이 1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C 등급 평가 내용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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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C 등급의 결과 내용 (단위: 책)

구분 표 지 (193) 내 지 (217) 계 (410)

훼손 요인

결실 8 5 13

찢김 110 67 177

구김 33 29 62

접힘 3 14 17

마모 171 31 202

얼룩 56 47 103

바스라짐 2 0 2

폭싱(황색반점) 0 116 116

황변 40 188 228

갈변 10 3 13

C 등급 표지

[508 B864o

t.12 - 앞표지]

C 등급 표지

[508 B864o

t.12 - 앞표지]

C 등급 표지

[610.9 L625p

1777 v.2 - 앞표지]

C 등급 표지

[610.9 L625p

1777 v.2 - 뒤표지]

C 등급 내지

[508 B864o

t.5 - 면지]

C 등급 내지

[508 B864o

t.5 - 내지]

C 등급 내지

[610.92 P273n

1718 v.1- 면지]

C 등급 내지

[610.92 P273n

1718 v.1- 내지]

<그림> C 등급 평가 표지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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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등급 [예방 보존 대상 자료]

자료의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현재는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예

방보존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D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

• 표지 모서리부분에 국부적 마모와 찢김이 주로 나타나며 특히 내지 부분에는 대부분 약간의 테두리 부

분에서만 황변이 관찰됨

• 책등부에서 변색, 마모, 찢김, 구김이 많이 보이므로 향후 표지와 내지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

• 내지 재단이 불균형한 시리즈물이 많이 관찰됨. 이는 시대적 · 문화적 특성이라 판단되었다.

 

 •훼손 면적 조사 결과: 소, 양호

 •훼손 상태 조사 결과: 물리적, 화학적 요인의 단일적인 현상 또는 양호함

                              물리적 – 결실, 찢김, 구김, 접힘, 마모, 얼룩

                              화학적 – 황색반점(폭싱), 황변

평가 결과

D 등급으로 평가된 자료들은 표지에서 241책, 내지에서 341책으로 집계되었다.

자료들은 대부분 황변, 마모, 얼룩, 구김 등의 훼손요인의 항목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서도 황색반점(폭싱)/황변이 299건, 마모 2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D 등급 평가 내용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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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D 등급의 결과 내용 (단위: 책)

구분 표 지 (241) 내 지 (341) 계 (582)

훼손 요인

결실 1 0 1

찢김 2 6 8

구김 30 22 52

접힘 0 10 10

마모 183 24 207

얼룩 54 14 68

폭싱(황색반점) 0 12 12

황변 62 225 287

D 등급 표지

[508 B864o

t.11 - 앞표지]

D 등급 표지

[508 B864o

t.11 - 뒤표지]

D 등급 표지

[185.1 Ar46w

v.8 - 앞표지]

D 등급 표지

[185.1 Ar46w

v.8 - 뒤표지]

D 등급 내지

[576.82 D259a

v.14 - 면지]

D 등급 내지

[576.82 D259a

v.14 - 내지]

D 등급 내지

[571.6 C227m

1883 v.1 - 면지]

D 등급 내지

[571.6 C227m

1883 v.1 - 내지]

<그림> D 등급 평가 표지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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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 측정

선정 대상 중에서 측정이 용이한 양장본 258책을 선정하여 표지, 면지 및 내지에 대한 표면 색상을 측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선정 대상에 대한 표지, 면지 및 내지의 색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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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정 대상에 대한 표지, 면지 및 내지의 색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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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정 대상에 대한 표지, 면지 및 내지의 색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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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정 대상에 대한 표지, 면지 및 내지의 색도 측정 결과

- 160 -

작성자/발행자

L a b L a b L a b

221 378 The art of Greece : the age of Hellenism / T.B.L. Webster. 도서 By Webster, T. B. L. (New York : Crown Publishers 1966.)SHKLAR 709 C886a v.1 40.95 -21.98 6.73 91.91 -0.06 9.18 92.91 -0.38 6.39

222 389 The art of the High Gothic era / By Marcel Aubert, with the collaboration of J. A. Schmoll gen. Eisenwerth and contributions by Hans H. Hofsta?tter ; [Translated by Peter Gorge]도서 By Aubert, Marcel, (New Yor : Crown Publishers [1965])SHKLAR 709 C886a v.2 38.48 -19.13 6.39 91.95 -0.22 9.23 94.18 0.26 9.78

223 390 Byzantium : Byzantine art in the Middle Ages / Andre? Grabar.도서 By Grabar, Andre?, (London : Methuen 1966.)SHKLAR 709 C886a v.3 41.97 -21.08 6.96 91.10 0.55 11.88 92.59 -0.57 10.47

224 497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 with a life of the poet, explanatory foot-notes, critical notes, and a glossarial index / by the Rev. Henry N. Hudson ; in twenty volumes.v.3/4 도서 By Shakespeare, William, (Boston : Ginn &amp; Heath 1880-1881.)SHKLAR 822.33 Jh 1880 28.83 -6.85 -8.76 85.32 2.91 16.80

225 502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 with a life of the poet, explanatory foot-notes, critical notes, and a glossarial index / by the Rev. Henry N. Hudson ; in twenty volumes.v.13/14 도서 By Shakespeare, William, (Boston : Ginn &amp; Heath 1880-1881.)SHKLAR 822.33 Jh 1880 28.29 -5.99 -6.75 85.81 2.53 17.24

226 503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 with a life of the poet, explanatory foot-notes, critical notes, and a glossarial index / by the Rev. Henry N. Hudson ; in twenty volumes.v.11/12 도서 By Shakespeare, William, (Boston : Ginn &amp; Heath 1880-1881.)SHKLAR 822.33 Jh 1880 28.51 -6.70 -7.75 87.20 1.58 13.45

227 515 The works of Laurence Sterne / Laurence Sterne. v.7 도서 By Sterne, Laurence, (London : J Johnson 1798)SHKLAR 823.62 Iw 85.43 1.71 15.47

228 521 The works of Laurence Sterne / Laurence Sterne. v.4 도서 By Sterne, Laurence, (London : J Johnson 1798)SHKLAR 823.62 Iw 85.16 2.23 15.88

229 524 The works of Laurence Sterne / Laurence Sterne. v.10 도서 By Sterne, Laurence, (London : J Johnson 1798)SHKLAR 823.62 Iw 83.79 1.95 15.66

230 527 Waverly novels / Walter Scott. v.12 도서 By Scott, Walter, (London : Oxford Univ Press 1912-1925.)SHKLAR 823.73 Rw 23.96 -2.73 -1.10 93.91 -0.16 6.10

231 528 Waverly novels / Walter Scott. v.14 도서 By Scott, Walter, (London : Oxford Univ Press 1912-1925.)SHKLAR 823.73 Rw 24.05 -9.36 2.97 92.56 -0.40 5.85

232 534 Waverly novels / Walter Scott. v.8 도서 By Scott, Walter, (London : Oxford Univ Press 1912-1925.)SHKLAR 823.73 Rw 22.59 -6.67 1.15 93.89 -0.14 5.87

233 574 The works of Rudyard Kipling / Rudyard Kipling. v.1 도서 By Kipling, Rudyard, (London : Edinburgh Society 1899.)SHKLAR 823.912 K628w 1899 42.97 -4.03 -22.43 85.14 2.76 15.87 88.50 1.68 14.61

234 576 The works of Rudyard Kipling / Rudyard Kipling. v.6 도서 By Kipling, Rudyard, (London : Edinburgh Society 1899.)SHKLAR 823.912 K628w 1899 42.69 -4.62 -18.53 84.61 2.79 16.15 88.41 1.92 14.88

235 578 The works of Rudyard Kipling / Rudyard Kipling. v.7 도서 By Kipling, Rudyard, (London : Edinburgh Society 1899.)SHKLAR 823.912 K628w 1899 41.92 -4.30 -21.65 86.28 2.28 14.72 88.82 1.80 14.41

236 588 The works of Francis Bacon / Francis Bacon. v.7 도서 By Bacon, Francis, (London : Printed for C and J Rivington 1826.)SHKLAR 824.31 Jw 1826 68.07 7.74 25.46 88.42 0.95 11.55

237 590 The works of Francis Bacon / Francis Bacon. v.4 도서 By Bacon, Francis, (London : Printed for C and J Rivington 1826.)SHKLAR 824.31 Jw 1826 68.03 7.65 25.23 88.37 1.76 14.22

238 596 The works of Joseph Addison : including the whole contents of Bp. Hurd's edition, with letters and other pieces not found in any previous collection ; and Macaulay's essay on his life and works / edited, with critical and explanatory notes by George Washington Greene.v.3 도서 By Addison, Joseph, (Philadelphia : Lippincott 1883)SHKLAR 824.52 Dg 1883 36.44 16.28 15.30 87.41 1.62 13.56 85.37 1.95 14.65

239 598 The works of Joseph Addison : including the whole contents of Bp. Hurd's edition, with letters and other pieces not found in any previous collection ; and Macaulay's essay on his life and works / edited, with critical and explanatory notes by George Washington Greene.v.5 도서 By Addison, Joseph, (Philadelphia : Lippincott 1883)SHKLAR 824.52 Dg 1883 36.13 15.94 14.66 87.42 1.51 13.59 85.72 2.35 15.26

240 599 The works of Joseph Addison : including the whole contents of Bp. Hurd's edition, with letters and other pieces not found in any previous collection ; and Macaulay's essay on his life and works / edited, with critical and explanatory notes by George Washington Greene.v.2 도서 By Addison, Joseph, (Philadelphia : Lippincott 1883)SHKLAR 824.52 Dg 1883 36.12 16.00 14.76 87.76 1.45 12.98 84.59 2.32 14.94

241 600 The works of Samuel Johnson / Samuel Johnson. v.1 도서 By Johnson, Samuel (Cambridge : Harvard Cooperative Society [n.d.])SHKLAR 824.63 Jw 56.99 8.94 23.67 87.92 1.15 14.73 88.47 0.81 12.56

242 603 The works of Samuel Johnson / Samuel Johnson. v.5 도서 By Johnson, Samuel (Cambridge : Harvard Cooperative Society [n.d.])SHKLAR 824.63 Jw 56.73 8.67 23.38 86.85 0.77 13.55 88.77 1.12 12.37

243 604 The works of Samuel Johnson / Samuel Johnson. v.6 도서 By Johnson, Samuel (Cambridge : Harvard Cooperative Society [n.d.])SHKLAR 824.63 Jw 59.55 8.24 23.73 88.44 1.21 14.47 89.10 0.10 11.30

244 609 The works of Leigh Hunt / Leigh Hunt. v.6 도서 By Hunt, Leigh, (London : Smith Elder &amp; Co 1882-1891.)SHKLAR 824.77 Jw 85.15 2.21 17.20

245 610 The works of Leigh Hunt / Leigh Hunt. v.5 도서 By Hunt, Leigh, (London : Smith Elder &amp; Co 1882-1891.)SHKLAR 824.77 Jw 85.07 2.03 16.09

246 612 The works of Leigh Hunt / Leigh Hunt. v.1 도서 By Hunt, Leigh, (London : Smith Elder &amp; Co 1882-1891.)SHKLAR 824.77 Jw 85.36 2.02 16.80

247 615 The Works of John Ruskin / John Ruskin. v.3 도서 By Ruskin, John, (New York : John B Alden 1885.)SHKLAR 824.86 Dw 1885 29.19 -7.66 -13.08 87.30 1.01 13.72

248 617 The Works of John Ruskin / John Ruskin. v.2 도서 By Ruskin, John, (New York : John B Alden 1885.)SHKLAR 824.86 Dw 1885 28.28 -7.36 -13.21 85.38 2.31 16.84

249 619 The Works of John Ruskin / John Ruskin. v.1 도서 By Ruskin, John, (New York : John B Alden 1885.)SHKLAR 824.86 Dw 1885 28.64 -2.11 -13.06 88.24 0.68 13.19

250 626 The poetical works of Jonathan Swift / Jonathan Swift ; John Mitford.v.2 도서 By Swift, Jonath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33)SHKLAR 827.52 Dm 1833 86.79 1.97 13.51

251 627 The poetical works of Jonathan Swift / Jonathan Swift ; John Mitford.v.1 도서 By Swift, Jonath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33)SHKLAR 827.52 Dm 1833 90.36 1.21 10.12

252 628 The poetical works of Jonathan Swift / Jonathan Swift ; John Mitford.v.3 도서 By Swift, Jonathan,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33)SHKLAR 827.52 Dm 1833 86.96 1.91 13.57

253 629 The works of Sir Thomas Browne / edited by Simon Wilkin.v.1 도서 By Browne, Thomas, (London : Henry G Bohn 1852)SHKLAR 828.4 B818w 1852 28.74 -0.64 -4.36 86.47 2.35 6.61

254 630 The works of Sir Thomas Browne / edited by Simon Wilkin.v.3 도서 By Browne, Thomas, (London : Henry G Bohn 1852)SHKLAR 828.4 B818w 1852 32.84 -2.01 -3.68 89.25 0.80 12.48

255 631 The works of Sir Thomas Browne / edited by Simon Wilkin.v.2 도서 By Browne, Thomas, (London : Henry G Bohn 1852)SHKLAR 828.4 B818w 1852 29.03 -1.03 -3.27 84.46 2.46 17.24

256 648 The works of Henrik Ibsen / Henrik Ibsen ; translated by William and Charles Archer ; with introductions by William Archer.v.5 도서 By Ibsen, Henrik, (Boston : Jefferson Press printed by arrangement with Charles Scribner's Sons 1911-1912.)SHKLAR 839.8226 Ib7w 1911 33.29 28.71 13.67 88.58 0.95 12.28 86.42 2.03 15.63

257 650 The works of Henrik Ibsen / Henrik Ibsen ; translated by William and Charles Archer ; with introductions by William Archer.v.6 도서 By Ibsen, Henrik, (Boston : Jefferson Press printed by arrangement with Charles Scribner's Sons 1911-1912.)SHKLAR 839.8226 Ib7w 1911 31.70 29.33 12.70 89.12 0.88 11.62 86.64 1.27 13.11

258 652 The works of Henrik Ibsen / Henrik Ibsen ; translated by William and Charles Archer ; with introductions by William Archer.v.4 도서 By Ibsen, Henrik, (Boston : Jefferson Press printed by arrangement with Charles Scribner's Sons 1911-1912.)SHKLAR 839.8226 Ib7w 1911 32.67 30.46 13.18 88.89 0.87 12.27 86.59 1.11 12.08

조사번
호

일련
번호

서명 권호 청구기호 내지표지 면지

색도 측정

<표> 선정 대상에 대한 표지, 면지 및 내지의 색도 측정 결과

 (1)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비교-종이상자 

  종이상자로 보관된 양장본 전집류를 임의 선정하여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a b L a b
16 v.10 SHKLAR 194 R762w 81.99 2.04 15.70 80.69 3.22 18.05
17 v.5 SHKLAR 194 R762w 81.92 2.59 16.73 76.91 4.71 19.88
18 v.1 SHKLAR 194 R762w 81.02 2.59 15.78 78.15 3.88 18.38
19 v.6 SHKLAR 194 R762w 80.84 2.58 16.99 79.23 3.12 18.00
20 v.2 SHKLAR 194 R762w 81.38 2.34 14.94 78.63 3.13 15.98
21 v.7 SHKLAR 194 R762w 80.65 1.76 15.77 73.81 5.24 22.13
22 v.8 SHKLAR 194 R762w 79.85 0.28 14.79 80.13 0.72 14.64
23 v.3 SHKLAR 194 R762w 81.67 3.54 18.48 80.78 3.84 19.08
24 v.4 SHKLAR 194 R762w 81.88 2.51 16.65 81.95 2.61 16.75
25 v.9 SHKLAR 194 R762w 84.07 0.36 12.91 82.92 0.99 14.43

평균 81.53 2.06 15.87 79.32 3.15 17.73
표준편차 1.12 1.02 1.50 2.64 1.44 2.38

일련

번호
권호 청구기호

내지 내지오염부

<표> 보관상자에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

(1)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비교-종이상자 

종이상자로 보관된 양장본 전집류를 임의 선정하여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보관상자에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

일련

번호
권호 청구기호

내지 내지오염부

L a b L a b

16 v.10 SHKLAR 194 R762w 81.99 2.04 15.70 80.69 3.22 18.05 

17 v.5 SHKLAR 194 R762w 81.92 2.59 16.73 76.91 4.71 19.88 

18 v.1 SHKLAR 194 R762w 81.02 2.59 15.78 78.15 3.88 18.38 

19 v.6 SHKLAR 194 R762w 80.84 2.58 16.99 79.23 3.12 18.00 

20 v.2 SHKLAR 194 R762w 81.38 2.34 14.94 78.63 3.13 15.98 

21 v.7 SHKLAR 194 R762w 80.65 1.76 15.77 73.81 5.24 22.13 

22 v.8 SHKLAR 194 R762w 79.85 0.28 14.79 80.13 0.72 14.64 

23 v.3 SHKLAR 194 R762w 81.67 3.54 18.48 80.78 3.84 19.08 

24 v.4 SHKLAR 194 R762w 81.88 2.51 16.65 81.95 2.61 16.75 

25 v.9 SHKLAR 194 R762w 84.07 0.36 12.91 82.92 0.99 14.43 

평균

표준편차

81.53 
1.12 

2.06 
1.02 

15.87 
1.50 

79.32 
2.64 

3.15 
1.44 

17.73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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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관상자에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

측정 결과에서 내지의 양호한 부분과 비교하여 오염부는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는 오염 정도에 따른 색상 변화의 상관성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오염에 

따른 변색 정도의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비교-노출 보관 

노출된 상태로 보관된 양장본 전집류를 선정하여 내지와 내지 오염부의 색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출된 상태에서 보관중인 양장본도 내지와 내지 오염부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와 같이 색상 변

화가 확인된다. 색상 변화에서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변화되는 양상

은 보관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부 노출된 양장본이 종이상자로 보관된 양장본에 비하여 내지 오

염부의 색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서재의 보관 환경에 따라 내지 오염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관 형태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내지의 색상 변화도를 측정하여 색상에 대한 변색 

요인의 확인과 제거가 필요하다.

<표> 노출 상태로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 예-1

일련

번호
권호 청구기호

내지 내지오염부

L a b L a b

31 v.8 SHKLAR 398.2 Sm61b 1894 85.18 1.33 14.96 72.06 7.90 25.46 

32 v.7 SHKLAR 398.2 Sm61b 1894 85.03 0.77 13.74 78.44 5.27 21.64 

34 v.6 SHKLAR 398.2 Sm61b 1894 86.16 0.81 13.78 84.52 2.24 16.63 

35 v.2 SHKLAR 398.2 Sm61b 1894 88.23 1.01 13.48 84.68 2.78 16.51 

36 v.12 SHKLAR 398.2 Sm61b 1894 82.55 3.03 19.04 78.51 5.09 22.65 

37 v.11 SHKLAR 398.2 Sm61b 1894 86.37 0.21 12.45 82.59 3.20 18.28 

38 v.10 SHKLAR 398.2 Sm61b 1894 83.10 2.58 18.75 77.25 5.72 23.04 

39 v.9 SHKLAR 398.2 Sm61b 1894 81.75 3.05 20.26 74.31 7.63 26.07 

40 v.1 SHKLAR 398.2 Sm61b 1894 81.32 3.24 20.32 70.53 9.04 26.40 

41 v.5 SHKLAR 398.2 Sm61b 1894 81.86 2.85 19.71 72.43 7.71 25.58 

42 v.3 SHKLAR 398.2 Sm61b 1894 87.87 1.13 13.45 85.33 2.18 15.94 

평균

표준편차

84.49 
2.50 

1.82 
1.13 

16.36 
3.20 

78.24 
5.46 

5.34 
2.49 

21.65 
4.13



173

VI. 양장본 상태조사

<그림> 노출 상태로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1

<표> 노출 상태로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 예-2

일련

번호
권호 청구기호

내지 내지오염부

L a b L a b

43 v.9 SHKLAR 500 H982c 1896 87.78 1.30 13.12 85.83 2.31 15.29 

44 v.1 SHKLAR 500 H982c 1896 87.34 1.59 13.67 82.98 2.66 16.26 

45 v.5 SHKLAR 500 H982c 1896 87.67 1.21 13.43 83.96 2.53 16.32 

46 v.3 SHKLAR 500 H982c 1896 87.88 1.69 13.96 85.89 2.35 15.92 

47 v.2 SHKLAR 500 H982c 1896 87.27 1.19 13.62 83.55 2.81 17.43 

48 v.4 SHKLAR 500 H982c 1896 87.01 1.50 12.88 85.50 2.20 14.68 

49 v.6 SHKLAR 500 H982c 1896 88.54 1.31 13.28 87.37 1.92 14.64 

50 v.8 SHKLAR 500 H982c 1896 87.75 1.21 13.09 86.60 2.02 14.66 

51 v.7 SHKLAR 500 H982c 1896 88.08 1.56 13.80 86.95 2.06 15.19 

평균

표준편차

87.70 
0.46 

1.40 
0.19 

13.43 
0.36 

85.40 
1.56 

2.32 
0.30 

15.60 
0.96

<그림> 노출 상태로 보관된 양장본의 내지와 내지오염부의 색도 측정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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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실 조사

연구실 조사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료 분석이 가능한 양장본 14책을 별도 선정하여 연구실에서 

X-선 촬영, X-선 형광분석 그리고 주사전자현미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장본 14점은 제작 시기별로 구분

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기별로 3, 4권을 선정하여 시기별 구분에 따른 재질 및 제작 특성을 검토

하여 보았다. 연구 대상 목록에서 조사번호 10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황으로 훼손의 위험성이 

높고 유사한 유형의 연구 대상을 이미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14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표> 연구실에서 조사한 연구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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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구실 조사

  연구실 조사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료 분석이 가능한 양장본 14책을 별도 선정하여 연구

실에서 X-선 촬영, X-선 형광분석 그리고 주사전자현미분석을 수행하였다. 양장본 14점은 제작 시기

별로 구분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기별로 3, 4권을 선정하여 시기별 구분에 따른 재질 및 제작 

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 대상 목록에서 조사번호 10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상황으로 훼

손의 위험성이 높고 유사한 유형의 연구 대상을 이미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14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번호

일련
번호

서명 청구기호 제작시기

1 121 Henrici Cornelii Agrippae ab Nettesheym Armatae militiae equitis aurati, et iuris vtriusque ac medicinae doctoris, Opera : In duos tomos concinne digesta, & nunc denuo?, sublatis omnibus mendis, in [philomouso?n] gratiam accuratissime recusa. Quibus post omnium editiones de nouo accessit Ars notoria, ut satis indicat catalogus post praefationem positus / Heinrich Cornelius Agrippa von Nettesheim.SHKLAR 610 Ag85h 1531

2 182 Hippocratis Coi medic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quæ extant omnia / [Hrsg.] Iano Cornario ; [Uebers.] Ioan. Culman.SHKLAR 610.938 H612h 1567

3 232 Iacobi Hollerii Stempani, medici parisiensis celeberrimi, De morbis internis, Lib. II. : Illustrati doctissimis eiusdem authoris scoliis & obseruationibus non antea excusis deinde Ludouici Dureti professoris regij in eundem aduersariis : & Anthonij Valetij doctoris medici exercitationibus luculentis. Eiusdem Hollerii De febribus. Peste. De rhemediis [kata topous] in Galeni libros. Materia chirurgica. Quae omnia Ant. Valet. medici opera auctiora & castigatiora in lucem prodeunt / By Jacques Houllier; Antoine ValetSHKLAR 615.5 H815i 1577

4 124 Oeuvres chirurgicales de Hierosme Fabrice D'Aquapendente, medecin, chirurgien, & professeur anatomique en l'Universite? de Padoue? : Divise?es en deux parties : dont la premiere contient le Pentateuque chirurgical : l'Autre, toutes les operations manuelles, qui se pratiquent sur le corps humain.SHKLAR 610 F114o 1658

5 126 Ioan. Fernelii Vniversa medicina / [Jean Fernel]. SHKLAR 610 F394u 1645

6 134 Theodori de Mayerne Consiliarii & Medici Primarii Regis & Reginae Magnae Britanniae, Praxis Medica : Ad Exemplar Londinense 1690. Impressum, recusa. Cui accessit Ejusdem Authoris Libellus plane singularis. De Cura Gravidarum ... / by Turquet de Mayerne, Théodore.SHKLAR 610 M452t 1691

7 242 Les observations de me?decine de Lazare Riviere, Conseiller et medecin du Roy, & Doyen des medecins en l'Universite? de Montpellier : qui contiennent quatre centuries de guerisons tres-remarquables : ausquelles on a joint des observations, qui lui avoient e?te? communique?es. Ouvrage tres-utile non seulement aux medecins, mais encor aux Chirurgiens & Apothicaires.Seconde e?dition, revue? & corrige?e sur le latin / Lazare Rivie?reSHKLAR 616 R526o 1694

8 165 Medical inquiries and observations / by Benjamin Rush.SHKLAR 610.9 R895m 1794

9 190 Theophili Boneti medicinae doctoris, Sepulchretum sive anatomia practica, ex cadaveribus morbo denatis, proponens historias et observationes omnium humani corporis affectuum, ipsorumque causas reconditas revelans. Quo nomine, tam pathologiae genuinae, quàm nosocomiae orthodoxae fundatrix, imo medicinae veteris ac novae promptuarium, dici meretur. Cum indicibus necessariis. Editio altera, quam novis commentariis et observationibus innumeris illustravit, ac tertia ad minimum parte auctiorem fecit Johannes Jacobus Mangetus, medicinae doctor, & serenissimi electoris Brandenburgici archiater / Théophile Bonet.SHKLAR 611 B64t 1700

11 298 Traite? des tumeurs et des ulce?res : ou? l'on a ta?che? de joindre a? une the?orie solide la pratique la plus su?re & la mieux e?prouve?e / [Par M. Astruc, docteur re?gent de la faculte? de me?decine de Paris, professeur royal, & me?decin consultant du roi].SHKLAR 616.99 As89t 1759

12 324 The chirurgical works of Percivall Pott, F.R.S. surgeon to St. Bartholomew's Hospital / [Percivall Pott].SHKLAR 617.092 P85c 1783

13 62 Oeuvres comple?tes de Buffon : mises en ordre et pre?ce?de?es d'une notice historique / par M. A. Richard, professeur agre?ge? a la faculte de me?decine de Paris ; suivies de deux volumes sur les progre?s des sciences physiques et naturelles depuis la mort de Buffon, par M. le baron Cuvier, secre?taire perpe?tuel de l'Acade?mie Royale des Sciences.SHKLAR 508 B864o

14 133 The works of John Hunter, F.R.S. with notes / edited by James F. Palmer.SHKLAR 610 H917w 1835

15 137 Gesammelte Abhandlungen zur wissenschaftlichen Medicin / von Rudolf Virchow.SHKLAR 610 V816g 1862

18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표> 연구실에서 조사한 연구 대상 목록

 

 

1) X-선 촬영

연구실 조사에서 선정한 14책을 중심으로 표지면과 책등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내부 특징을 조사하여 제

본된 형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도입한 방법으로 비파괴로 고대 제본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X-선 촬영 사진에서 4줄, 5줄의 형태로 제본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01-610 Ag85h 1531

표지 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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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10.938 H612h 1567

표지 책등

   03-615.5 H815i 1577 

표지 책등

   04-610 F111o 1658 

표지 책등

   05-610 F394u 1645

표지 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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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10 M452t 1691

표지 책등

   07-616 R526o 1694

표지 책등

   08-610.9 R895m 1794

표지 책등

   11-616.99 As89t 1759 

표지 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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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7.092 P85c 1783

표지 책등

   13-508 B864o

표지 책등

   14-610 H917w 1835

표지 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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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선형광분석

연구실에서 표지 및 내지에 대한 특성 재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파괴 분석인 X-선형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iko, SEA 200A, Japan)를 이용하여 선정한 양장본 8책에 대하여 

표지 금박, 표지 적색 그리고 내지 적색글씨와 흑색글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선정된 양장본 표지에 있는 금박의 재질은 모두 금(Au)로 확인된다. 그리고 조사번호 

4(청구번호 610 F114o 1658) 적색 표지는 바탕과 비교하여 수은(Hg)이 검출되므로 진사(HgS)를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번호 8(청구번호 610.9 R895m 1794)의 적색 표지는 바탕에서 검출되는 철(Fe) 

만이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적색 물질은 무기 안료가 아닌 염료로 추정된다. 조사번호 6(청구번호 610 

M452t 1691) 내지에서 분석한 적색글씨는 수은(Hg)이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사용 안료는 진사(HgS)이고 

흑색글씨는 납(Pb)이 검출되나 납은 내지 바탕의 흰색 물질로 추정되며 흑색글씨는 탄소(C)를 주성분으

로 하는 잉크로 추정된다.  

<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양장본 표지 및 내지의 X-선형광분석 결과

조사번호 청구번호 위치구분 검출 원소 기타

4 610 F114o 1658

표지 금박 Ca, Fe, Au

표지 적색 Fe, Hg

표지 바탕 Ca, K, Fe

5 610 F394u 1645

표지 금박 Ca, Fe, Au

표지 금분 Ca, Mn, Fe, Au 책머리 부분

표지 바탕 Ca, Fe

6 610 M452t 1691

내지 적색글씨 Fe, Hg

내지 흑색글씨 Fe, Pb

내지 바탕 Fe

7 616 R526o 1694

표지 금박 Ca, Fe, Mn, Au

표지 적색 Ca, Fe, Pb, Hg 책머리 부분

표지 바탕 Ca, K, Fe, Pb

8 610.9 R895m 1794

표지 금박 Fe, Au

표지 적색 Fe 염료(?)

표지 바탕 S, Ca, K, Fe

11 616.99 As89t 1759
표지 금박 Fe, Au

표지 바탕 Fe, Pb

12 617.092 P85c 1783
표지 금박 Fe, Zn, Au

표지 바탕 Fe, Zn

13 508 B864o
표지 금박 Fe, Au

표지 바탕 Fe,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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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사전자현미분석

주사전자현미분석은 선정된 양장본의 내지를 중심으로 종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한 결과로 

종이 표면과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섬유질의 분포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촬영 결과에서 표지에 대한 특성은 잘 확인되지 않으나 내지의 종이의 섬유 분포와 첨가물에 대한 특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질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종이는 대부분 유기물인 탄소(C)와 산소(O)가 주성분

으로 확인되며 일부 첨가된 불순물은 칼슘(Ca)와 황(S)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01-610 Ag85h 1531 표지

× 100 × 200 × 500

   01-610 Ag85h 1531 내지

× 100 × 200 × 500

   01-610 Ag85h 1531 끝단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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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10.938 H612h 1567 표지

× 100 × 200 × 500

   02-610.938 H612h 1567 내지

× 100 × 200 × 500

   03-615.5 H815i 1577 표지

× 100 × 200 × 500

   03-615.5 H815i 1577 내지 

× 100 × 200 × 500



194

2015-201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 보존관리 보고서

   03-615.5 H815i 1577 면지

× 100 × 200 × 500

   03-615.5 H815i 1577 끝단

× 100 × 200 × 500

   04-610 F111o 1658 표지

× 100 × 200 × 500

   04-610 F111o 1658 내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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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0 F111o 1658 면지

× 100 × 200 × 500

   04-610 F111o 1658 끝단

× 100 × 200 × 500

   05-610 F394u 1645 표지

× 100 × 200 × 500

   05-610 F394u 1645 면지마블링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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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610 F394u 1645 내지

× 100 × 200 × 500

   05-610 F394u 1645 끝단

× 100 × 200 × 500

   06-610 M452t 1691 표지

× 100 × 200 × 500

   06-610 M452t 1691 표지마블링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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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10 M452t 1691 내지

× 100 × 200 × 500

   06-610 M452t 1691 끝단

× 100 × 200 × 500

   07-616 R526o 1694 표지

× 100 × 200 × 500

   07-616 R526o 1694 내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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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10.9 R895m 1794 표지

× 100 × 200 × 500

   08-610.9 R895m 1794 내지

× 100 × 200 × 500

   08-610.9 R895m 1794 끝단

× 100 × 200 × 500

   09-611 B64t 1700 표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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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11 B64t 1700 내지

× 100 × 200 × 500

   09-611 B64t 1700 끝단

× 100 × 200 × 500

   11-616.99 As89t 1759 표지

× 100 × 200 × 500

   11-616.99 As89t 1759 내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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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6.99 As89t 1759 끝단

× 100 × 200 × 500

   12-617.092 P85c 1783 내지

× 100 × 200 × 500

   12-617.092 P85c 1783 끝단

× 100 × 200 × 500

   13-508 B864o-03 표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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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8 B864o-03 내지

× 100 × 200 × 500

   13-508 B864o-03 끝단

× 100 × 200 × 500

   14-610 H917w 1835 내지

× 10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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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이미지 중에서 종이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시로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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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양장본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방법의 제안

 - 양장본 보존 자료에 대한 다양한 평가 자료의 축적

 - 양장본의 특성 및 보존 상태 및 진단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

       

활용방안

 - 양장본에 대한 자연과학적 기초 자료의 제시 및 자료 축적(DB화)

 - 양장본의 손상도 및 보존 진단 평가법 확립  

 - 국내 및 동일 문화권의 비교 자료의 비교를 통한 학술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