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문서 보수
Book & Document Repair

주식회사 에스지코리아

책과 문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망가집니다.
약한 모서리(Weak corner)

면지 헐거워짐(Endpaper loose)
도그-이어 리프(Dog-eared leaf)
먼지 침투(Dust pentration)
찢어지고 손상된 리브스(Torn and damaged leaves)
보드 모서리 누락(Corner of board missing)

시그니처 분리(Signature separated)

떨어진 커버(Unstuck cover)

물때(Water stain)

찢어진 천(Torn cloth)
손상된 모서리(Damaged corner)
분할 힌지(Split hinge)

흠집이 난 천(Scuffed cloth)

헤드밴드 헐거움(Headband loose)
인레이 분리(Inlay unst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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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책과 문서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1. 복원한다.
-

고비용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비현실적)
표준화된 복원과정과 재료가 없습니다.
복원작업을 할 수 있는 복원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복원하는 책과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2. 보수한다.
-

저비용이고 단시간에 진행됩니다.(가장 현실적)
표준화된 보수과정과 재료를 사용합니다.
책과 문서를 보수하면 취급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고, 보존 및 보관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등)은 보수가 기본입니다.

매우 중요한 책과 문서는 보수하지 않습니다.(문화재 급 또는 매우 비싼 책과 문서)

3. 보존한다.

- 책과 문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관됩니다.(활용성이 없음)
- 취급으로 인한 2차 파손이 있습니다.

4. 그대로 둔다.

- 시간이 지날수록 파손이 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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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책과 문서는 빠르게 보수해야 합니다.

• 철심 또는 못이 박혀 있는 책과 문서
철심 또는 못이 박혀 있으면, 금속이 녹이 슬면서 종이를 산성화 시키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 완전히 분리된 책과 문서
재제본 된 책과 문서의 접착제가 산성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제가 마르고 부서져, 책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기존 산성 접착제로 인해 산성화가 진행되고, 부주의한 취급으로 2차 파손이 심해집니다.
•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한 책과 문서 보수
스카치 테이프는 책과 문서를 산성화 시켜 황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테이프가 말라 분리되면 끈적 거리는 접착제가 다른 책과 문서에 오염되어 2차 파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흔들리는 책과 문서
커버와 텍스트블록이 헐거워져 느슨해지면 취급하는 동안 파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 그 외에 외관상으로 심한 파손이 예상되는 책과 문서
파손된 책과 문서는 취급으로 인한 2차 파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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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책과 문서는 빠르게 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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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책과 문서 보수 과정이 있습니다.

㈜에스지코리아 정식 출판물

Library Binding, 2018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미국 국립 표준 협회)
ANSI/NISO/LBC Z39.78-2000

Book Repair, 2011
A How-To-Do-It Manual
Kenneth Lavender

Guide To The Library Binding Standard, 200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미국 도서관 협회)
ANSI/NISO/LBC Z39.78-2000

Book Restoration Unveiled, 2019
AN ESSENTIAL GUIDE FOR BIBLIOPHILES
Sophia S.W.Bogle

Conservation Book Repair : A Training Manual, 1995
Alaska State Library(알라스카 주립 도서관)

The Repair of Cloth Bindings A Manual, 2002
Arthur W. Johnson

Basic Book Repair Manual, 2001
State Library of Ohio(오하이오 주립 도서관)

The Thames and Hudson Manual of book binding, 1978
Arthur W. Johnson

A Simple Book Repair Manual, 2019
Dartmounth College Library Preservation Services
(다트머스 대학교 도서관)

BASIC BOOKBINDING, 1957
A. W. LEWIS

Indiana University Libraries Book Repair Manual, 2016
Indiana University Libraries(인디아나 대학교 도서관)

Bookbinding, 2018
A Comprehensive Guide to Folding, Sewing & Binding
Franziska Morlok, Miriam Waszelewski

DEMCO Collection Care Guide, 2011
DEMCO, INC.(템코)

HAND BOOKBINDING A Manual of Instruction, 1986
Aldren A. Watson

A Simplified Step-By-Step Guide to Book Repair and
Protection!, 2002
BRODART(브로닷트)

Making Books, 2017
A Guide to Creating Handcrafted Books
London Centre for Book Arts

Simple Technique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Book,
1996
For School and Public Libraries
Gaylord(게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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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문서 보수 강의를 합니다.
2019년

2021년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아카이브

서울도서관
미추홀도서관
충남도서관
내곡도서관
당진시립도서관
부평구립 부개도서관
순천시립도서관
고양시립아람누리도서관

충북교육도서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다원이음터

파주 초중고등학교 사서 연합회
독립기념관
전국도서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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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책과 문서 보수 재료가 있습니다.(해외 유명 회사 재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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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문서 보수 진행
-

경주박물관
광주과학기술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동아일보
아주대학교
해군사관학교
윤동주 기념관
장신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수원시립미술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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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문서 건식 클리닝

손상이 심한 책과 문서는 브러시로 곰팡이 및 먼지 제거

양호한 책과 문서는 스펀지로 곰팡이 및 먼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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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문서 탈산

산화 마그네슘이 종이 섬유에 부착된 모습

-

화학적 열화로 산성화된 종이를 중성화하고 추가적인 산성화를 방지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종이 내부로 침투해서 잔류 합니다.
미국 의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합니다.
미국 Preservation Technologies 제품인 Bookkeep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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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중성 보존 상자 및 케이스!

크람 셀 박스(Clam shell box)

4-플립 랩퍼(Four-flap wrapper)

슬립케이스(Slip case)

* 중성 골판지 및 중성 폴더 스톡을 사용하여 중요 책과 문서의 맞춤 보존 상자 및 케이스를 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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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 책과 문서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답 : 보수합니다.
㈜에스지코리아는 망가진 귀중한 책과 문서를 보수하여,
오래 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수 전문 회사 ㈜에스지코리아

㈜에스지코리아 쇼핑몰 & 유튜브
쇼핑몰(https://www.smalllib.co.kr/)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7OreSElS3x2rmXvwdYeklQ)

검색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 3길 15 1층 103호 ㈜에스지코리아
전화 : 031-497-7090
팩스 : 031-497-7091
이메일 : c-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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