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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울산의 원삼국시대 장현동과 중산동 및 교동리 유적에서 출토된 흑색토기
에 대하여 태토의 재료학적 특성과 제작기술을 검토하였다. 흑색토기의 표면은 흑색이지만 속
심은 흑색 또는 적황색을 보인다. 현미경 관찰 결과, 태토는 붉은색 철산화물이 풍부한 토양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석영과 알칼리 장석 및 운모류가 동정되었고, 부분적으로 미르메카이트 조
직의 입자가 관찰된다. 또한 SiO2와 Fe2O3 및 CaO 함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유적지 주변에 분포하는 모암과 태토의 조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리에서 채토하
여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라만분광분석 결과, 이 토기의 흑색층에는 비정질 탄소인 연매
가 사용되었다. 표면층과 접하는 기질에서는 투명한 갈색의 칠이 관찰되었고 탄소가 농집된
것으로 보아, 흑색층은 연매와 옻을 칠하여 흑색발색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태토의 광물조
성과 미세조직으로 볼 때 이 토기의 소성온도는 750∼850℃의 범위로 추정되며, 칠은 468℃에서
열분해되었다. 따라서 흑색을 이루는 연매와 칠의 혼합층은 소지의 소성 이후에 칠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원삼국 시대, 흑색토기, 옻칠, 연매, 소성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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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aterials and color formation techniques were assessed for black potteries
excavated from the Janghyeon-dong, Jungsan-dong and Gyodong-ri sites during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Ulsan, Korea. Although the black potteries were black superficially, the inner cores
were either black or reddish yellow. Microscopy analysis identified that body clay was used for reddish
iron oxide rich soils with quartz, alkali feldspar and mica, along with grains of myrmechite texture.
Additionally, as marginal differences exist in the contents of SiO2, Fe2O3 and CaO, the composition
of the host rock and clay distributed around the sites was affected. Thus, we can deduce that pottery
was made by soiling at a short distance. Raman spectroscopy results revealed that the black layer of
the black pottery was used as amorphous combustion carbon. In addition, as a transparent layer of
brown lacquer was observed on the substrate that was in contact with the surface layer, the black layer
of the pottery induced black color development by a combination of combustion carbon and lacquer.
Based on the mineral composition and microtexture of the body clay, the firing temperature of the
potteries seemed to range from 750 to 850°C, whereas the lacquer layer was pyrolyzed at 468°C by
thermal analysis. Therefore, a combined layer of combustion carbon and lacquer, which formed the
black color, was painted after the body clay was fired.
Key Words

temperature

Proto-Three Kingdoms period, Black potteries, Lacquer, Combustion carbon,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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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목곽묘와 목관묘에서 출토된 흑색토기와 장현동의 타날문
흑색토기 등이다. 연구에서는 토기의 물리적 및 광물학적

원삼국시대는 고고학계에서 조금씩 다른 시기로 정의
되나 보통 기원 전후의 시대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고
조선이 쇠퇴하고 부여가 건국되는 시기부터 삼국이 형성
된 이후 2세기에서 3세기까지에 해당한다. 또한 한반도에
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300

특성과 화학조성을 분석하여 재료학적 조성을 검토하였으
며, 표면에 형성된 흑색층의 특성과 성분을 분석하고 소성
온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제작기법을 해석하였다. 이 결
과는 원삼국시대 흑색토기의 제작기술과 발전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년까지의 600년을 원삼국이라 부르기도 한다(Yee, 2003).

2. 대상 및 방법

따라서 원삼국시대는 초기철기시대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
용되기도 하였다.
흑색토기는 표면이 흑색으로 발현한 토기를 총칭하는
것이나, 제작기술에 따라 표면이 마연되어 흑색 광택을 띠
며 윤이 나는 토기를 흑색마연토기라고 부른다. 원삼국시
대 흑색토기는 표면에 얇고 균일한 흑색층을 형성하며 속
심은 태토 원래의 색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흑색을 띠는
한성백제기의 흑색마연토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토기
들은 한성백제기 흑색마연토기에 비해 석립이 포함된 다
소 거친 태토를 가지고 있다(Kim, 2020).
최근 흑색마연토기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과 보존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마연 및 흑색발현 과정과
실험고고학적 특성이 보고되어 왔다(Shin and Oh, 2010;
Nam, 2013; Nam and Kim, 2014; Kim et al., 2017; Yoon,
2017). 그러나 원삼국시대 흑색토기의 과학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토기 성형과 정면 이후 광택을 내는 마연과정
을 거치지 않은 흑색토기의 발현과 제작특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의 원삼국시대 흑색토기는 기원전 3세기 초부터
중서부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해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형식
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형동검이나 점토대토
기로 대표되는 초기철기문화와 함께 확산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원삼국시대 흑색토기의 형식학적 분류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는 제2기에서 제3기에 해당하
는 시기로 발전 및 성행기이다. 지역적으로는 낙동문화권
역에 해당한다(Yoon, 2017).
울산의 장현동과 중산동 및 교동리 유적은 BC 2세기에
서 AD 4세기에 걸친 원삼국시대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장
현동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2동, 목관묘 19기, 목
곽묘 36기 및 옹관묘 16기 등이 발굴되었다. 중산동 유적에
서는 삼한에서 삼국시대의 목관묘 44기, 석관묘 15기, 제사
유적 1기와 제철 및 대규모 생활유적이 출토되었다. 교동
리 유적에서도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273기, 목관묘 8기, 옹
관묘 22기 및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The Uls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11; 2013a; 2013b; 2013c).
이 연구의 대상은 장현동과 중산동 및 교동리 유적의

2.1. 연구대상
울산 일대는 산계와 수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장현동
과 중산동 및 교동리 유적지 모두 수계를 따라 충적층에
분포한다. 장현동과 중산동 유적은 동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두 유적의 거리는 약 8 km이다. 교동리 유적은 태
화강변의 충적층에 분포하여 다른 유적과는 약 18∼20 km
정도 떨어져 있다. 각각의 유적에서는 흑색토기의 출현뿐
만 아니라 분석을 위한 시료확보도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대상 시료는 장현동 유적에서 출
토된 시료 3점과 중산동 유적에서 출토된 시료 2점 및 교동
리 유적의 흑색토기 1점 등 총 6점이다. 유적별 토기의 출
토 위치와 편년 등 고고학적 정보는 발굴보고서(The Uls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11; 2013a; 2013b; 2013c)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시료의 산출상태는 Figure 1과
같으며, 토기의 성격과 기재적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장현동 토기의 편년은 AD 3세기로 추정되며 첨저옹으
로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것도 있다. 다른 2점은 BC 1세기
중반의 토기이나 작은 파편으로 출토되었다(Figure 1). 중
산동 토기는 AD 3세기에서 4세기로 편년된 고배로 문양은
없다. 교동리 토기는 BC 1세기에서 2세기의 고배이나 문양
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시료의 두께는 1 cm 미만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Table 1).
2.2. 연구방법
연구대상 흑색토기의 분석은 태토의 물리적, 광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토기편의 부
피비중과 흡수율을 측정하였으며, 표면색상을 기재하기
위해 먼셀토색첩을 활용하였다. 또한 표면의 명도(L*)와 채
도(a*, b*)는 색차계(CM-600d, Konica Minolta, JPN)를 이용
하여 3회씩 측정하고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토기의 부피비중과 흡수율은 한국산업규격(KS L4008)
을 기초로 3회씩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단
면의 발색과 산출상태 및 조직적 특징과 광물분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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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specimens for the black potteries excavated from the studied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Table 1.
하고자 실체현미경(Axiotech, Stemi 2000-C, Carl Zeiss,

Oxford, GBR)를 활용하였다. 표면과 속심이 다른 흑색토기

DEU)과 편광현미경(Nikon Eclipse Lv 100N Pol, Nikon,

는 표면의 흑색과 속심의 적황색 부분을 나누어 시편을 제

JPN)을 사용하였다.

작하였다.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 토기의 단면을 노출시켜 3 µm

또한 표면은 흑색층만을 대상으로 최대한 얇게 분리하

두께까지 연마하여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단면의 미소영

여 시료를 확보하고, 속심은 흑색표면을 그라인더로 완전

역에 대한 조직 및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 JSM-IT

히 제거하고 속심만을 취하여, 각각 X-선 회절 및 열분석

300, JEOL, JPN)과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EDS; X-MAXN,

시료로 제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XRD,

Table 1. Description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No.

Excavation
sites

Excavation
feature

Relative
age

Part

JH-1

Janghyeondong

Ⅲ427/56
wooden coffin
burial

AD 3C

JH-2

Janghyeondong

Ⅲ296
wooden coffin
burial

JH-3

Janghyeondong

JS-1

Size (mm)

Pattern

Width

Long

Thickness

Sharp
bottom
long jar

59.70

39.44

7.88∼7.09

Lattice-peddled
pattern

BC 1C

-

11.70

12.68

2.56∼3.77

Patternless

Ⅲ298
wooden coffin
burial

BC 1C

-

10.63

-

4.05∼4.29

Patternless

Jungsandong

26②584
outer coffin
tomb

AD
3∼4C

Pedestal
dish

13.02

19.01

4.87∼3.99

Patternless

JS-2

Jungsandong

26, ⑦
outer coffin
tomb

AD
3∼4C

Pedestal
dish

90.90

60.25

8.85∼3.90

Patternless

US

Gyodong-ri

Ⅱ1, ③
wooden coffin
burial

BC
2∼1C

Pedestal
dish

66.16

54.45

9.03∼4.15

Patter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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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yrean, PANalytical, NLD)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조건은
45 kV와 40 mA에 4°∼80° 2θ로 하였다.
태토에 대한 화학조성은 파장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
(WD-XRF, MagiX, PANalytical, NLD)를 이용하였다. 분석
을 위해 분말시료를 융제와 11:1의 비율로 섞은 후 1,050℃
에서 가열하고 비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흑색물질
에 대한 발색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만분광분석기
(Confocal Raman Spectrometer, Horiba Jobin Yvon, LabRam
Aramis, FRA)로 514 nm Ar 이온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열
분석은 SDT Q-600(Waters, USA)를 활용하여 대기상태에
서 분석하였다.

실체현미경으로 연구대상 흑색토기 단면의 발색 양상
을 관찰한 결과, 장현동 토기(JH-1)는 표면에서 속심까지
흑색을 보이는 반면 JH-2와 3 시료는 표면에서 흑색을 띠
나 속심으로 갈수록 흑색과 적색이 혼재하며 점이적 양상
을 보였다(Figure 2A∼2C). 그러나 중산동 출토 JS-1 및 2
시료와 교동리 토기는 표면의 흑색부와 속심에서 황색 및
적색층이 뚜렷한 경계를 보여 유적에 따라 흑색발색에 차
이가 있다(Figure 2D∼2F).
장현동 토기 일부(JH-1)는 단면에서 흑색을 띠나 표면에
서는 1,000 µm의 엷은 흑색을 보이는 부분과 진한 흑색을
갖는 속심으로 나뉘어 있고, 타날 흔적이 남아있어 다른

3. 결과 및 해석

토기에 비해 굴곡이 있다(Figure 2A). 한편 JH-2 시료는 표
면에서 우수한 흑색 발색을 나타내나 속심은 적색으로 확

3.1. 기초물성

인되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점이적이다(Figure 2B).

연구대상 토기의 단면에 나타난 주요한 발색 양상은 전
면 흑색시료(JH-1)와 표면과 내부에서만 흑색을 띠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후자에 속하는 시료의 속심은 황색
또는 적색의 색도를 보인다. JH-2는 속심부가 적색이며,
JH-3과 JS-1, 2 및 US 시료는 황색을 보였다(Table 2).
*

명도(L )는 JH-1 토기가 30.89로 가장 낮고 교동리 토기
(US)가 36.3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적색 및 황색의
*

3.2. 조직적 특성

*

채도(a , b )는 JH-1이 각각 2.48과 6.00으로 가장 높고, 역시
US 시료에서 0.31 및 2.35로 가장 낮다.
비중과 흡수율은 두 시료에서 측정하였으며, 장현동 토
기(JH-1)가 중산동 토기(JS-2)에 비해 흡수율은 높고 비중
은 낮았다. 각 시료의 전암대자율은 특별한 차이 없이 모두
0.5×10-3 SI unit의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Table 2). 이와
같이 대표적인 기초물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분석용 시료
확보가 어려워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JH-3의 표면은 고르게 정면되어 명확한 흑색이고 속심
은 붉은 철산화물이 관찰되며 심부로 갈수록 진한 적색을
보이나 역시 점이적으로 변한다(Figure 2C). 장현동 토기는
모두 500 µm 이상의 석영이 관찰되며 원마도가 높고 분급
이 불량한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 아닌 태토
의 구성광물로서 정선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산동 토기에 포함된 석영은 200 µm 이하로 조립질 광
물은 관찰되지 않으며(Figure 2D, 2E), JS-2는 흑색층에서
길쭉한 형태의 붉은 철산화물이 확인된다(Figure 2E). 교동
리 토기(US)는 200∼500 µm의 석영도 다수 포함하며 태토
에서도 붉은 철산화물 덩어리가 관찰된다(Figure 2F). 따라
서 태토의 정선도는 중산동 토기가 장현동 및 교동리 토기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산동 토기(JS-1)의 흑색층은 200∼300 µm로 속
심의 황색층과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JS-2도 속심은 황색

Table 2. Som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

Section color

Chromaticity (Surface)

Outer

Core

Inner

L*

a*

b*

Absorption
ratio (%)

Bulk
density

Magnetic
susceptibility*

JH-1

Black

Black

Black

30.89

2.48

6.00

17.03

1.77

0.50

JH-2

Black

Red

Black

-

-

-

-

-

-

JH-3

Black

Red

Black

-

-

-

-

-

-

JS-1

Black

Yellow

Black

32.42

0.99

4.23

-

-

-

JS-2

Black

Yellow

Black

31.42

1.40

4.53

15.00

1.82

0.09

US

Black

Yellow

Black

36.36

0.31

2.35

-

-

0.12

No.

-3

Mean of 10 times, (×10 SI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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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나 표면에서는 흑색층이 60∼90 µm로 일정하며,

및 중산동 토기보다 두꺼운 흑색층을 형성하였다(Figure 2J

표면과 속심에서 부분적으로 철산화물이 관찰된다. 교동

∼2L).

리 토기도 흑색층이 관찰되며 속심은 적황색이다. 이 흑색

한편 장현동 토기에 포함된 석영과 장석은 서로 교대하

층은 1 mm의 두께를 이루며 표면의 정면상태가 우수하다

여 미르메카이트(myrmekite) 조직으로 나타난다(Figure 3A).

(Figure 2D∼2F).

이들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 주로 Si가 분포하는 부분

장현동 토기는 모두 속심으로 갈수록 점이적으로 변하

은 상대적으로 명도가 높고 K가 주성분인 부분은 밝게 나

나, JH-2는 표면에서 흑색물질의 밀도가 높다(Figure 2G∼

타나며 Na이 많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관찰된다

2I). 그러나 JS-1과 2는 일정하고 균일하게 40∼200 µm의

(Figure 3B). 이들의 원소분포를 보면, Si와 Al 및 Na와 K은

흑색물질이 층을 이룬다. 교동리 토기 또한 표면의 약 1

함량과 범위가 다른 전형적인 석영과 장석의 교대조직을

mm에서 흑색층이 비교적 높은 밀도로 관찰되며, 장현동

보인다(Figure 3C).

Figure 2. Representative photographs showing the cross section image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using
the stereoscopic microscope (A to F) and the polarizing microscope (G to L).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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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s showing the myrmekite texture and element distributions within the black pottery from
the Janghyeon-dong site. (A) Polarizing microscope image. (B) SEM-BEI image. (C) Element mapping images
by SEM-EDS.

Figure 4. Photographs showing the surface texture and element mapping image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using SEM-EDS analysi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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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특성
연구대상 흑색토기 표면의 흑색물질은 얇고 일정한 층
을 형성하고 있어 산출상태와 조성에 대하여 편광현미경
과 주사전자현미경 및 정성분석(SEM-EDS)으로 확인하였
다(Figure 4). 시료는 에폭시 수지에 고정하고 박편으로 제
작하였으며, 일부 토기(JH-3, US)는 흑색층의 물성이 강한
반면 기질부가 상대적으로 약해 탈락되기도 하였다.
주성분 원소에 대하여 SEM-EDS로 면분석한 결과, JH-1
은 탄소와 규소 및 철이 기질 전반에 분포하고, 탄소는 표
면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며 분포도는 비교적 낮았다(Figure
4A). 그러나 JH-3의 흑색층에서는 표면에서 탄소가 다량

검출되었고 표면에서 내부까지 비교적 깊이 탄소가 분포
한다. 반면 규소와 철은 낮은 함량과 분포를 나타내고, 기
질부의 미세균열을 따라 탄소의 높은 함량도 관찰된다
(Figure 4B).
한편 중산동 토기(JS-1)는 표면부에서 탄소가 높고 일부
는 내면으로 침투된 상태로 관찰된다. 교동리 토기(US)는
표면의 흑색층 전반에 탄소가 다량 분포하고, 표면에서부
터 내면으로 탄소가 다량 침투되어 스며든 형태로 분포하
고 있다(Figure 4C, 4D). 특히 단면에서 전체가 흑색을 띠었
던 JH-1에 비해 표면만 흑색을 띤 다른 토기에서 탄소의
농집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표면처리의 특성이 JH-1과
는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ure 5. Polarizing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surface lacquer image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A, C, D, F, H, I, K) Photographs of cross nicols. (B, E, G, J, L) Photographs of open nicol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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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흑색토기의 일부는 표

가지며 내면의 공극을 따라 스며들어 투명한 갈색물질이

면에서 칠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JH-1은 비교적 정선된

집적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Figure 4D에서 보는 바와 같

태토에 풍화를 받은 석영이 관찰되며, 표면에 흑갈색층이

이, 갈색의 옻칠이 표면에 탄소층을 형성하였고 내부로 스

있지만 별도의 층이 관찰되지 않는다(Figure 5A, 5B). JH-2

며든 옻이 또한 탄소 농집체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는 모서리가 둥근 석영 입자가 관찰되며 전반적으로 철산

근거가 된다(Lee and Han, 2017; Kim, 2020).

화물이 많은 붉은 태토가 사용되었다(Figure 5C).
JH-3에는 부정형의 불투명 흑색층이 형성되어 있고 두
께는 일정하지 않지만 내부에도 스며든 형태로 침투되어
있다. 이를 개방니콜로 관찰하면 두꺼운 불투명 흑색층이
형성되어 있고 태토의 광물보다 더 강하게 고착된 상태로
나타난다(Figure 5D, 5F). 이는 Figure 4B와 같이 탄소가 농
집된 것으로 보아 흑색의 옻칠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JS-1 시료는 최외각에서 밝은 갈색층이 관찰되며
(Figure 5D∼5G), JS-2의 표면에도 얇은 흑색층에 칠이 있
을 가능성이 있다(Figure 5H). 이는 Figure 4C의 표면에서
검출된 탄소 농집층으로 입증할 수 있다.
또한 US 시료는 표면층 바로 아래의 기질에서 갈색 칠
이 선명하게 확인되었으며(Figure 5I∼5L), 일정한 두께를

3.4. 광물조성 분석
연구대상 흑색토기의 광물조성을 명확하게 검출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표면과 흑색부 및
태토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발색물질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이 결과, 모든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석영과 정장석이
검출되었다. 특히 JH-1과 JH-2에서는 석영과 정장석 이외
에도 운모가 나타나며, 모든 토기의 속심에서는 공통적으
로 석영과 정장석 및 운모가 동정되었다(Figure 6).
그러나 모든 연구대상 토기에서 고온소성을 지시하는
광물상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운모의 회절선이 매우 약하
고 녹니석도 검출되지 않는 등 아주 단순한 광물조성을 보

Figure 6.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n surface and core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Q;
quartz, O; orthoclase, M; mica group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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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근거로 소성온도를 추정하면 유적과 관계없이
모든 토기의 소성온도는 750∼850℃ 범위의 저온에서 소
결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흑색의 발색광물로 볼 수 있는 흑연이나 결정질
탄소 또는 자철석의 회절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발색
물질이 결정도가 낮거나 검출한계보다 낮은 함량을 갖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현미분석과 라만분광분
석으로 발색인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5. 라만분광분석
라만분광분석은 안료, 토기 및 금속과 같은 무기질을 포
함하여 유기성분의 검출에도 넓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광
물성분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며 토기에서도 다양하게 적
용된 바 있다(Clark et al., 2007; Lucas et al., 2018; Łaciak
et al., 2019). 이는 결정질 또는 비정질의 구성형태를 구분
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흑색토기 표면의 흑색물질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라만분광분석 결과, 교동리 토기(US)의 표면과 속심에

Figure 7. Graphs showing the micro Raman spectroscopy
of the black pottery from the Gyodong-ri site.

서 각각 1360, 1597 cm-1 및 1362, 1595 cm-1의 비정질 탄소
(C) 피크가 검출되었다(Figure 7). 특히 흑색의 바탕층에서

3.6. 열분석

는 비정질 탄소 이외에 다른 광물성분은 확인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흑색 토기의 발색물질은 비정질 탄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 흑색토기의 대표적인 광물상 변화를 알아보
고자 시차열분석(Differential Thermal Analysis)과 열중량분

그러나 속심에서는 탄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285, 388

석(Thermal Gravimetry Analysis)을 병행하였다(Figure 8). 이

cm-1의 침철석(α-FeOOH) 피크가 검출되었다(Bellot-Gurlet

는 표준물질과 시료를 조절된 속도로 가열할 때 온도와 중

et al., 2009; Surnam et al., 2016). 따라서 흑색토기의 속심이

량 변화를 기록하는 분석법으로, 토기의 태토에 포함된 광

붉은 색을 띠는 이유는 철산화광물인 침철석이 영향을 준

물의 상전이, 재결정, 산화와 환원으로 인한 발열 및 흡열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이 침철석은 철산화물로 토양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토기의 구성광물과 소성온도

에 존재할 때 붉은 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의 해석에 활용한다.

Figure 8. Representative DTA-TGA graphs of the black potteries (JH-1 and US) from the studi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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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element contents (wt.%)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No.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JH-1

60.92

21.52

4.06

0.71

0.36

0.82

1.76

0.89

0.06

8.51

99.60

JH-2

55.27

19.42

7.71

0.89

0.32

0.85

1.60

0.92

0.11

11.90

98.97

JH-3

58.95

19.25

7.41

0.67

0.25

0.51

1.89

0.68

0.25

9.44

99.29

JS-1

65.61

18.45

3.92

0.34

0.66

0.47

1.89

1.05

0.04

6.55

98.97

JS-2

65.74

18.63

3.28

0.40

0.60

0.96

1.63

1.01

0.21

7.33

99.80

US

64.10

17.68

6.26

0.77

0.54

0.89

1.90

0.85

0.08

6.57

99.63

Figure 9. Distribution diagrams showing the some major elements of the black potteries from the studied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an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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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물리적 흡착수의 증발 및 유기물의 분해반응에

토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시광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 상온에서 400℃까지 저온에서 급격한 중량감소가 확

유적 일대에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신라층군에 속하

인된다. 교동리 토기(US)에서는 468℃에서 비정질 탄소 및

는 퇴적암류가 널리 분포하며 북동부와 남서부에는 후기

칠의 분해에 의한 흡열반응의 피크가 나타난다(Figure 8).

백악기의 화강암류가 소규모로 관입하였다(Hwang, 2010).

한편 두 시료의 중량감소율은 6.16 wt.%와 8.86 wt.%이며,

이 화강암류에는 미르메카이트 조직이 잘 발달하며, 청동

각각 933℃와 930℃에서 발열피크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

기시대 화강암제의 석기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Hwang,

아 점토광물의 재결정 온도인 900℃를 넘지 않은 저온에서

2010). 따라서 주변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의 암편이 태토의

소성된 토기로 해석할 수 있다.

선별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토기에 포함된 것으로, 인위
적인 첨가보다는 태토에 있던 광물로 판단된다.
한편 세 지역 흑색토기의 전암대자율은 모두 0.50×10-3

3.7. 화학조성 분석
연구대상 흑색토기의 주성분 원소 조성은 Table 3과 같
이, 일부 원소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범위를
나타낸다. SiO2 함량은 55.27∼65.74 wt.%로 장현동 토기가
중산동 및 교동리 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Al2O3는
17.67∼18.63 wt.%로 장현동 토기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
다. Fe2O3는 3.28∼7.71 wt.%의 범위로 장현동 토기에서 높
은 값을 보였다(Table 3). MgO는 0.34∼0.89 wt.%로 중산동
토기가 다소 낮았다.
CaO는 전체적으로 낮은 함량(0.25∼0.66 wt.%)을 보이
나 중산동 토기에서 높고 교동리 토기에서 낮다. Na2O와
K2O 및 P5O5와 TiO2도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나 유적에 따
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열감량(Loss of
ignition, LOI)은 비교적 높아 6.57∼11.90 wt.%의 범위로서
장현동 토기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Table 3).
SiO2와 Al2O3는 유적별로 다르며, Fe2O3/SiO2와 Al2O3/SiO2
의 분포도에서도 유적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
나 장현동 토기는 범위가 넓고 중산동 토기는 함량이 비슷
하여 좁은 영역에 도시된다(Figure 9A, 9B). 또한 Fe2O3+
MgO와 CaO+Na2O+K2O의 분포도에서는 교동리 토기가 다
른 유적과 분리되어 나타난다(Figure 9C). 이는 RO+R2O에
대한 R2O3와 RO2 및 R2O3의 분포에서 작열감량을 제외한
주성분 원소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Figure 9D).

SI unit 이하로 매우 낮았다. 태토의 주성분 원소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원소에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여 채토
지역의 암석과 토층이 갖는 미세자기적 특성 등을 반영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장현동 토기에서 SiO2 함량이 비교적 낮으며 시기
가 이른 토기 시료가 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고, 중산동 토
기는 다른 토기에 비해 Fe2O3의 함량이 매우 낮았다. 또한
기원전 1세기 중엽보다는 기원후 3∼4세기 토기에서 Fe2O3
의 함량이 적은 태토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산
동과 교동리 토기에서 CaO가 다른 유적보다 다소 높은 값
을 가진다.
울산지역은 지질특성이 복잡하고 유적지 인근에도 다
양한 암석이 분포하여 시기 및 유적에 따라 태토의 선택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토기의 시기
적 특성보다는 출토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
이며, 태토는 각각 유적 인근의 토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분석대상 시료가 제한적이며 주성분만으로
태토의 지역적 차이를 결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향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4.2. 표면처리 및 제작특성
연구대상 흑색토기는 같은 울산지역에서 출토되었지만

4. 고 찰

지역과 시기에 차이가 있다. 장현동 출토 토기(JH-2, 3)와
교동리 토기(US)는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이른 원삼국시대

4.1. 태토특성

토기이고, 일부 장현동 토기(JH-1)와 중산동 토기(JS-1, 2)
는 AD 3∼4세기의 원삼국시대 토기로 편년되었다.

울산지역의 원삼국시대 흑색토기는 지역과 관계없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토기는 태토가 거칠고 조립질의 석

붉은색의 철산화물이 풍부한 태토로 사용하였으며, 석영

영 입자들이 관찰되며 표면은 흑색이지만 내면은 적갈색

과 장석 등 500 µm 이상의 분급과 원마도가 불량한 광물입

을 나타낸다. 특히 JH-3과 US의 표면에서 옻칠로 판단되는

자가 일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태토의 정교한 수비과정

흑색층과 투명한 갈색층이 확인되어 성형과정에서 표면을

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석영과 장석이 연정을

정면하고 소성 후에 칠하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루는 미르메카이트 조직의 광물이 관찰되는데, 이는 태

칠의 양상과 제작기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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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동 토기(JH-3)는 갈색의 칠과 흑색 미립자가 섞여

그러나 중산동 토기(JS-1, 2)는 비교적 태토가 정제된 상

있는 덩어리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매에 칠을

태이고, 표면에는 탄소가 일부 흡착된 상태로 나타나며 편

섞어 흑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흑색층은 시료의

광현미경 관찰에서도 얇은 층이 확인되었다. 이 얇은 흑색

전처리 과정에서 태토의 기질보다 치밀하고 단단하여 기

층은 탄소가 검출되었지만, 환원소성에 따른 침투 연매인

질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에서도 남아 있었으며 흑색층에

지 또는 옻칠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동정과 구분이 어려

서 탄소가 농집되어 나타나 이를 입증한다. 이때 기질의

운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시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성분인 Si와 Al 및 Fe 등이 함께 검출되어 기질과 연매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및 칠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 언

이는 화천 원천리 토기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처음 옻칠하였을 때 토기 표면부로 칠이 침투되고, 그 위에
흑색연매가 혼합된 칠층을 10∼15 µm로 도포한 것으로 보
았다(Kim and Jo, 2013). 또한 목재 표면에 칠과 검은 안료
(그을음, 목탄, 재)를 섞어 도포하고 단면을 관찰한 실험에
서 칠과 안료가 덩어리 형태를 이루거나 무거운 안료가 가
라앉아 분리되는 등의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Kim, 2007).
토기는 목재보다 기공이 크고 많아 칠이 스며들 수 있으며
남은 안료와 칠이 덩어리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교동리 토기는 박편상태로 관찰할 때 흑색표면층 아래
로 투명한 갈색의 칠이 기공을 타고 내려가 집적되어 굳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박락되고 일부분만
남아있어 SEM-EDS 면분석으로 탄소임을 검출하였지만
시료채취가 불가하여 다양한 분석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산출상태와 미세조직 및 원소분석 결과로 보아
옻칠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칠기에서 보고되어 옻칠로
해석한 연구결과와 거의 동일한 특징이다(Lee and Han,
2017). 또한 칠은 455℃에서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보고
(Kim et al., 2017)를 근거로 할 때, 흑색발현을 위해 소성한
후에 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열화로 인
해 칠의 성분을 검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라만분광분석 결과에서도 비정질 탄소가 검출되어 표
면에 연매를 입히고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칠하여 광택의
효과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먼
저 투명칠을 하여 칠이 표면에서 기공을 통해 내부로 침투
하였고, 그 후 다시 칠을 하여 표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 표면에 투명칠한 사례는 창원 다호리 출토
토기에서 보고되었으며, 투명한 갈색의 칠이 여러 겹으로
도포되어 있다(Lee, 2010).
한편 원삼국시대 후기로 편년된 장현동과 중산동의 흑
색토기는 이른 시기 토기보다는 태토가 정제된 상태로 나
타났지만 소성온도는 유사하다. 표면에 격자타날이 시문
된 토기(JH-1)는 표면과 내면이 모두 흑색으로 나타난다.
이 토기에서 표면에서만 약간의 탄소가 확인되어 내면은
탄소흡착보다는 환원소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울산 장현동 흑색토기는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정면
이 다소 약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표면은 모두
흑색이나 태토의 단면은 흑색과 적색이 공존한다. 중산동
토기는 표면에 200 µm 정도의 균일한 흑색층이 관찰되며,
교동리 토기에서도 1,000 µm 폭의 밀도가 높은 균일한 흑
색층이 확인된다.
2. 연구대상 토기의 전암대자율 값은 모두 0.50×10-3 SI
unit 이하로 매우 낮으며 출토 유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태토의 조성이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중
은 교동리 토기가 흡수율은 장현동 토기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3. 이 토기를 구성하는 태토의 광물조성은 대부분 석영
과 정장석 및 운모로 유적과 기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흑색토기의 소성온도는 750∼850℃의
범위로 판단되며, 교동리 토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한편 장현동 토기의 SiO2 함량이 다른 토기에 비해
낮고 Al2O3는 높으며, Fe2O3의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또한 토기마다 주성분 원소의 조성이 조금씩 다르
고 유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유적일대의 지질과 토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중산동 토기에서는 특징적으로 미르메카이트 조직이
확인되어 울산지역 화강암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는 원마
도와 분급으로 보아 인위적인 첨가가 아닌 태토에 포함된
입자로 보인다. 따라서 흑색토기의 태토는 유적지 주변에
서 수급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연구대상 흑색토기 중에서 원삼국시대 초기의 토기
에는 옻칠의 흔적이 나타났다. 특히 장현동 토기는 흑색
연매와 칠을 섞여 도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교동리 토
기는 투명한 칠을 도포하고 다시 표면에 옻칠한 것으로 해
석하였다. 이들은 먼저 성형과정에서 표면을 정면하고 소
성한 후에 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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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야외 문화재와 그 부재는 위도, 방위각, 경사각에 따라 태양으로부터의 일사량이 다르고
주변의 지형, 지물에 의해 추가 음영이 발생하므로 개별적이고 정량적인 음영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9년 7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전통 건축물인 청풍각의 방위별 목재 기둥 상부,
중부, 하부 지점을 대상으로 태양 궤적 측정기를 이용한 음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음영 분석
결과, 태양 궤적 측정기의 시각별 일사/음영 예측은 실제 현장에서의 시각별 일사/음영에 30분
오차로 일치하였다. 목재 기둥의 방위별 일조율과 일사량은 남향이 가장 높고, 서향, 동향, 북향
순으로 높았으며 측정 위치별 일조율과 일사량은 하부가 가장 높고 중부, 상부 순으로 높았다.
일조율은 경사각 90°가 높았으나 일사량은 수광 효율과 일사 세기에 기인하여 경사각 0°가 높았
다. 상부 지점은 지붕 처마, 중부와 하부 지점은 주변 목재 기둥, 주변 지형과 지물에 의한 음영
장애 영향이 컸다. 상부, 중부, 하부 지점에 대한 동시 일사는 북서 측, 서 측, 남서 측 기둥에서는
365일 가능하였고 남 측, 남동 측 기둥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 기간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어 전통 건축물, 태양 궤적 측정기, 음영 분석, 일조율, 일사량
ABSTRACT Outdoor cultural buildings and their accessories receive different amounts of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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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ir location’s latitude, azimuth, and tilt. Shading is also affected by the surrounding
terrain and objects, necessitating individual and quantitative shading analysis. In July 2019, this study
conducted a shading analysis on the tops, midpoints, and bottoms of wooden pillars in the azimuth
of Cheongpunggak, a traditional building in South Korea’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shading analysis found that the solar access/shade predicted by the solar trajectory meter
was 30 minutes slower than measured in the field. The highest solar access and solar radiation levels
came from the south, followed by the west, east, and north. The pillars’ bases received the highest
solar access and solar radiation, followed by their midpoints and tops. Solar access was high at tilt
90°, but solar radiation was high at tilt 0°, due to the light-collection efficiency and the irradiance.
Shading on the pillars’ tops was caused by the roof eaves, while shading on the midpoints and bases
were affected by the surrounding pillars, topography, and other objects. Simultaneous solar access at
the tops, midpoints, and bottoms was possible for 365 days for the northwest, west, and southwest
pillars but only from October to March for the south and southeast pillars.
Key Words Traditional building, Solar trajectory meter(suneye 210), Shading analysis, Solar access,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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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시스템 이용(Choi and Song, 2016) 등 태양광 발전 분야
에만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태양 궤적 측정기를 이용하여

야외 문화재, 건축물은 다양한 기상요소에 노출된다. 기
상요소라 함은 온도, 습도, 이슬점 온도, 해면기압,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일수, 증발량, 일사량, 자외선량 등이 해
당되며, 대체로 국지기상에 해당하는 측정부지의 대표지
점 값을 사용하여 추이나 해석에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야외 건축물의 단청 조사나 기둥을 포함한 부재별 상태 조
사를 실시할 때, 건축 부재의 표면 온도, 표면 수분량, 일사
량, 자외선량은 방위나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이는 일사나
음영 영향이 크다. 따라서, 야외 목조건축물에서 기둥, 창
방, 도리, 서까래, 부연 등 부재별 조사 위치에서의 일사나

야외 문화재에 적용한다면, 기본적으로 건축 부재의 방위
별, 위치별 일사 조건은 물론 단청 열화 부위나 곤충 피해
목 부재의 일사 조건, 닥 재배지의 일사 조건, 석탑이나 마
애불의 일사 조건, 기상측정기나 옥외 폭로대의 설치 위치
선정 등의 결과 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 위치한 전통 건축물
청풍각을 대상으로 태양 궤적 측정기를 적용한 음영 분석
으로 목재 기둥의 방위별, 위치별 음영 조건과 일조율, 일
사량을 조사하고 전통 건축물의 전체적인 일사 조건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음영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연구방법

일사나 음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태양광 관련한 연구
로 우주, 건축, 태양에너지 분야 순으로 다양하고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미 건축 분야에서는 아파트 일조
권(Lee, 2018)이나 교량 건설에 따른 농작물 일조 피해(Lim
et al., 2008) 등 이해관계가 동반되는 분쟁의 사전 또는 사
후 성격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화재와 일사에 관한 연구로는 서산 마애여래삼존상
일대의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3차원 지형분석 및 일조 분석
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일조량 파악은 당
해 시간에 따른 태양의 고도 및 방위 자료를 수집하여 음영
기복도를 작성하였다(Chun et al., 2014). 그러나 일반적인
공간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수직
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으므로 수직면에 가까울수록 높은 오차를 보이고 경사가
가파르거나 건물이 밀집한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다(Yoon, 2020). 공간정보 분석 프로그램
은 무엇보다도 도시권역이나 건물군에서의 일조권 분석과
같은 거시적 분석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목조건축물, 석조
물, 마애불 등 개별 문화재의 부위별 일사나 음영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프로그램
대신 수용체 위치에서 일사와 음영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미 일조권 분석이나 태양광 패널 부지
선정 등에 활용되어온 태양 궤적 측정기는 문화재 분야에
서도 측정부위별 직접 측정이 가능한 일사, 음영분석기기
로 응용될 수 있다.
태양 궤적 측정기를 사용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지 선정(Song et al., 2013), 산성 광산 배수지
의 자연정화를 위한 동력 통풍기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
계(Song and Choi, 2015), 댐 저수지의 부유식 태양광 시스
템 전력 출력 비교(Suh et al., 2020), 광산 부지의 태양광발

2.1. 분석 대상 야외 건축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내에 위치한 청풍각을 대상으
로 2019년 7월 11일에 음영 분석을 진행하였다. 청풍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전후퇴의 팔작지붕 한식 기와 건물
로, 중간 안쪽으로 1칸의 온돌방이 위치한다. 북면과 남면
을 중심축으로 할 때 북서 방향으로 11.25°회전각으로 자
리 잡고 있다(Figure 1).
2.2. 음영 분석 방법
청풍각의 목재 기둥 12개를 대상으로 주춧돌 바닥면으
로부터 하부(35 cm), 중부(140 cm), 상부(210 cm) 지점 36포
인트에 태양 궤적 측정기(Suneye210, Solmetric, USA)를 수
평으로 밀착하고 각각 경사각(Tilt angle) 0°와 90°를 입력하
여 음영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사각 90°에서의 음영 분석
은 전용 프로그램 상에서 경사각 0°에서의 음영 분석 결과
에 Tilt 값을 변경하여도 산출 가능하다(Solmetric, 2019). 음
영 분석 후 태양 궤적 측정기의 분석 이미지와의 대조 및
참고를 위해 유사 광각의 어안렌즈(CP-18, Light com,
Korea)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포인트별 수평 밀착 촬영을
하였다. 데이터의 가공은 태양 궤적 측정기의 data를 노트
북이나 PC에 옮긴 후 전용 프로그램(Solmetric suneye
version 4.90.8430)에서 태양 궤적이 반영된 음영 분석 이미
지를 열어 스마트폰 촬영 이미지와 대조 참고하면서 일사
영역과 음영 영역을 최종 결정하고 리포팅을 마친다. 리포
트화한 파일을 열어 1년 전체에 대하여 15분 단위로 입사/
음영 여부, 일조율, 일사 에너지와 함께 방위와 고도별 장
애물을 확인한다. 일사량의 계산은 일사 에너지(Wh/m2)를
일사량(MJ/m2)으로 별도로 산술 변환하였다. 태양 궤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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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ite of solar access and shading analysis. (A) Map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
Cheongpunggak, (C) East of Cheongpunggak, (D) West of Cheongpunggak, (E) South of Cheongpunggak, (F) North of
Cheongpunggak.

Figure 2. Measurement method. (A) Plan of Cheongpunggak, (B), (C) Measuring point, (D) Solar access and shad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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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는 GPS, 전자나침반, 어안렌즈 카메라를 탑재하고 해

3.2. 방위 및 측정 위치별 일조율

당 지점에서 측정 시 GPS에 따른 태양 궤적 계산과 시간별
음영 여부, 연간, 월간, 일간, 시간 단위 일조율, 방위별 고

2019년 7월 11일에 청풍각 목재 기둥에 대하여 방위별,

도별 장애물, NASA 모델을 통한 일사 에너지를 산출할 수

측정 위치별 태양 궤적 측정 결과 중 일조율은 다음과 같
다. 방위별 평균 일조율(%)은 SW(52.0), S1(49.2), S2(48.8),

있다(Figure 2).

SE(41.0), W2(32.8), W1(29.7), NW(28.5), E1(16.0), E2(10.7),
N2(8.2), NE(5.8), N1(5.2)의 내림차순으로 나타났다. 남향

3. 결 과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향, 동향, 북향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일조율은 27.3%이며, 최고 73%, 최저 1%로 나타

3.1. 시간별 음영 여부 확인

났다. 측정 위치별 일조율은 상부 평균 16.2%, 중부 평균

태양 궤적 측정기를 통한 일별 태양광 입사와 음영에

28.5%, 하부 평균 37.3%로 하부에서의 일조율이 가장 높았

대한 예측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청풍각

으며 하부는 상부 대비 2.3배로 나타났다. 경사각 90°에서

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0일과 9월 19일 2회에 걸쳐 두

의 평균 일조율은 31.0%로 경사각 0°에서의 평균 일조율

차례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청풍각 전경을 담을 수 있는

23.6% 대비 1.3배 높았다. 태양 입사가 많은 SE, S1, S2,

고정 위치에서 목재 기둥 중 남서쪽 목재 기둥(SW)을 중심

SW, W1, W2, NW에서는 경사각 90°에서의 일조율이 경사

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별 태양광의 입사와 음영을

각 0°에서의 일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 입

촬영하였다. 두 차례의 사진 촬영은 해당일 시간별 사진

사가 적은 N1, N2, NE, E1, E2는 반대로 경사각 0°에서의

촬영 시 태양광이 구름에 가려 일시적인 음영이 발생하였

일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ure 3).

기에 보완 대체용으로 진행하였다. Table 1은 9월 19일 청
풍각의 남서 측 목재 기둥의 태양 궤적 측정기의 입사 및

3.3. 방위 및 측정 위치별 일사량

음영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의 입사 및 음영 사진 이미지를
나타낸다. 태양 입사는 1, 음영은 0으로 표현된다. 실제 현
장에서의 시각별 입사/음영 결과와 태양 궤적 측정기를 통
한 입사/음영 예측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태양 궤적 측정기
의 매시에서 30분 더한 경과 값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7월 11일에 청풍각 목재 기둥에 대하여 방위별,
측정 위치별 태양 궤적 측정 결과 중 일사량은 다음과 같
다. 방위별 평균 일사량(MJ/m2)은 SW(2112.2), S1(1962.7),
S2(1940.7), SE(1621.2), W2(1326.0), W1(1213.5), NW(1168.7),
E1(661.5), E2(463.8), N2(347.7), NE(264.2), N1(254.8)의 내
림차순으로 나타났다. 일조율과 마찬가지로 남향이 가장

Table 1. Solar access for Cheongpunggak by time (1: Solar access, 0: Shade)
Point

Time

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15

16:30

17:30

18:30

SW-Top

0

0

0

0

0

0

0

1

1

1

SW-Middle

1

1

0

0

0

1

1

1

0

1

SW-Bottom

1

1

1

1

1

1

1

0

0

0

SW Solar access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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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lar access on the wood pillars of Cheongpunggak according to azimuth and measuring point
Item

Unit: %

N1

N2

NW

W1

W2

SW

S1

S2

SE

E1

E2

NE

T
(Top)

0°

2

4

13

13

14

25

23

19

20

6

6

2

12.3

90°

1

6

17

18

16

45

52

43

34

4

4

1

20.1

M
(Middle)

0°

6

9

27

28

29

47

37

43

28

15

13

9

24.3

90°

1

6

32

33

42

64

64

73

53

16

7

2

32.8

0°

10

14

38

42

43

62

50

46

43

28

20

16

34.3

90°

11

10

44

44

53

69

69

69

68

27

14

5

40.3

Average

5.2

8.2

28.5

29.7

32.8

52.0

49.2

48.8

41.0

16.0

10.7

5.8

27.3

0° Average

6.0

9.0

26.0

27.7

28.7

44.7

36.7

36.0

30.3

16.3

13.0

9.0

23.6

90° Average

4.3

7.3

31.0

31.7

37.0

59.3

61.7

61.7

51.7

15.7

8.3

2.7

31.0

B
(Bottom)

(A)

(B)

Average
16.2
28.5
37.3

(C)

Figure 3. Solar access on the wood pillars of Cheongpunggak according to azimuth and measuring point. (A) Top of wood
pillars, (B) Medium of wood pillars, (C) Bottom of wood pillars.
많고 다음으로 서향, 동향, 북향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
2

W1, W2, SW, S1, S2, SE 중에서 NW, W1, SW, S1, SE의

균 일사량(MJ/m )은 1111.4이며, 최고 3001, 최저 30으로 나

음영 분석은 아래 Table 4와 같다. 기둥의 상부 지점은 지붕

타났다. 측정 위치별 일사량은 상부 평균 644.2, 중부 평균

처마로 인한 음영 장애 영향을 크게 받고, 기둥의 하부 지

1156.0, 하부 평균 1534.0으로 하부에서의 일사량이 가장

점은 주변 지형, 지물에 의한 음영 장애 영향이 더 컸다.

많았으며 하부는 상부 대비 2.4배로 나타났다. 경사각 90°

월별 일조율을 살펴보면, 상부 기둥의 경우 대체로 4월∼8

에서의 평균 일사량은 1071.6, 경사각 0°에서의 평균 일사

월까지 10% 미만의 일조율이 나타났고, 10월∼3월까지 일

량은 1151.3으로 나타나 경사각 0°에서의 평균 일사량이

조율이 높았다. 중부 기둥, 하부기둥으로 내려갈수록 10%

많았다. 특히, SW, W1, W2, NW는 Figure 3(C)에서 경사각

미만의 일조율 기간은 줄어들었다. NW, W 기둥의 경우 상

0°에서의 일조율이 경사각 90°보다 낮았음에도 Figure 4(C)

부는 3월∼8월, 중부는 6월∼7월이 10% 미만의 일조율로

에서는 경사각 0°에서의 일사량이 경사각 90°에서의 일사

나타났고 SW 기둥의 경우, 상부는 4월∼8월, 중부는 6월∼

량보다 많은 특징이 나타났다(Table 3, Figure 4).

7월이 10% 미만의 일조율이 나타났으며, S1 기둥의 경우
상부는 4월∼9월, 중부는 4월∼8월, 하부는 6월∼7월이

3.4. 음영 분석
일조율과 일사량이 높았던 청풍각의 목재 기둥 NW,

10% 미만의 일조율이 나타났으며, SE 기둥의 경우 상부는
4월∼8월, 중부는 4월∼8월, 하부는 5월∼7월이 10% 미만
의 일조율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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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lar radiation on the wood pillars of Cheongpunggak according to azimuth and measuring point Unit: MJ/m2
Item

N1

N2

NW

W1

W2

SW

T
(Top)

0°

121

207

650

624

657

1215 1124

90°

30

205

601

612

549

M
(Middle)

0°

305

90°

46

0°

654

90°

373

B
(Bottom)

S1

S2

SE

E1

E2

NE

899

979

281

282

74

592.8

1558 1799 1503 1167

145

137

42

695.7

448

1298 1356 1395 2297 1794 2093 1347

733

655

442 1180.3

193

1098 1142 1437 2218 2216 2529 1825

542

259

76

678

1855 2017 2099 3001 2440 2247 2069 1350

978

781 1680.8

355

1510 1530 1819 2384 2403 2373 2340

472

170 1387.3

918

Average

1131.8

644.2
1156.0
1534.0

Average

254.8 347.7 1168.7 1213.5 1326.0 2112.2 1962.7 1940.7 1621.2 661.5 463.8 264.2

1111.4

0° Average

360.0 444.3 1267.7 1332.3 1383.7 2171.0 1786.0 1746.3 1465.0 788.0 638.3 432.3

1151.3

90° Average

149.7 251.0 1069.7 1094.7 1268.3 2053.3 2139.3 2135.0 1777.3 535.0 289.3 96.0

1071.6

(A)

(B)

(C)

Figure 4. Solar radiation on the wood pillars of Cheongpunggak according to azimuth and measuring point. (A) Top of
wood pillars, (B) Medium of wood pillars, (C) Bottom of wood pillars.
Table 4. Results of shading analysis on the tilt angle 90 of Cheongpunggak wood pillars
Measuring
point

Analysis image 1

Analysis image 2

Solar access
(%)
Solar radiation
(MJ/m2)
17

NW-T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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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W-M
1098

44
NW-B
1510

18
W1-T
612

33
W1-M
1142

44
W1-B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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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W-T
1558

64
SW-M
2218

69

SW-B
2384

52
S1-T
1799

64
S1-M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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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S1-B
2403

34
SE-T
1167

53
SE-M
1825

68
SE-B
2340

3.5. 방위별 일사 조건
일조율과 일사량이 높았던 청풍각의 목재 기둥 NW,

부터 3월 16일까지 상부, 중부, 하부기둥 동시 일사가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5).

W1, W2, SW, S1, S2, SE 중에서 NW, W1, SW, S1, SE를

4. 고 찰

대표 방향으로 정하여 Top, Medium, Bottom 지점 모두 동
시 일사 조건인 경우를 확인하였다. 청풍각의 북서 측 기
둥, 서 측 기둥, 남서 측 기둥은 기상의 변화가 없다면 365
일 일정 시간 동안 상부, 중부, 하부기둥 동시 일사가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측 기둥, 남서 측 기둥은 10월 5일

4.1. 시간별 음영 여부
앞선 결과에서 태양 궤적 측정기의 입사/음영 예측결과
는 매시에서 30분 더한 경과 값 오차를 보이며 실제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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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5. Prediction of solar access for 1 year by wood pillars (X axis: Time, Y axis: Date). (A) NW, (B) W1, (C) SW,
(D) S1, (E) SE.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0분의 오차와 관련하여 첫
째로 음영 분석 과정을 검토하였다. 음영 분석 과정에는
태양 궤적 측정기를 이용한 1차 음영 결과, 1차 음영 결과
에 대한 확인 및 2차 수정과정, 마지막으로 일사량 계산으
로 마무리된다. 그중에 확인 및 2차 수정과정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일사 영역과 음영 영역을 그림
그리듯 지정하고 수정하는 편집 단계이므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세밀하게 일사 영역과
음영 영역을 지정하고 확인하였으나 시각별 입사/음영 예
측 결과의 변화는 없었다. 둘째로 목재 기둥이 원형이므로
측정 포인트에 대한 수평 밀착 분석 시 측정자에 의한 좌우
편각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방위각의 변동이 생겨 일사와
음영이 시각별로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는 점을 후속 실
험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남향 면에서의 음영 분석 시
측정자가 태양 궤적을 가리지 않도록 불안정한 측정 자세
를 취하면서 분석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셋째
로 태양 궤적 측정 시 청풍각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0일
과 9월 19일 2회에 걸쳐 두 차례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단 9일간의 시간 차이에 의해서도 시각별 입사/음
영이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둘째, 셋째의 고찰을 토대
로 오차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서 측 기둥을 중심으로만 시간별 음영을 조사하여 결과
를 얻었으나 향후 남 측, 서 측 기둥을 포함하고 계절별
1회 주기로 일 전체가 맑은 날 현장에서의 시간별 일사와
음영을 촬영하여 입사/음영 예측결과와의 오차 여부를 추
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2. 방위 및 측정 위치별 일조율과 일사량
태양 입사가 적은 N1, N2, NE, E1, E2에서 경사각 90°보
다 경사각 0°에서의 일조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
는 첫째로 청풍각에서 동남동 방향 11 M 거리에 있는 국립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의 일사 장애로 판단되며 둘째
로 태양 궤적을 등진 북 측 목재 기둥의 경우, 동-남중고도서로 이동하는 태양 궤적 상 경사각 90°보다 경사각 0°에서
의 수광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W,
W1, W2, NW 경우, 경사각 0°에서의 일조율이 경사각 90°
보다 낮았음에도 경사각 0°에서의 일사량이 경사각 90°에
서의 일사량보다 많았는데, 이는 태양이 목재 기둥의 서
측면을 비추며 서쪽으로 이동할수록 초기에 경사각 0°에
서는 강한 일사 세기와 함께 증가했던 일사량이 점차 감소
하다가 태양이 지표면에 가까워져 경사각 90°에 수직을 이
룰 때에는 입사가 꾸준히 지속되지만 일사 세기가 약하고
일사량이 적은 상태가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음영 분석과 방위별 일사 조건
앞선 결과에서 기둥의 상부 지점은 주로 지붕 처마로
인한 음영 장애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
까래의 길이, 각도에 따라 일사/음영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부 지점과 하부 지점의 경우 주
변 기둥, 주변 건물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여 Figure 5의 (D),
(E)처럼 기둥 전체의 일사 조건이 1년 중 일정 기간에만
가능하게 된다. 측정지점 근거리에 조경수가 있다면 수목
성장과 관련하여 일사/음영의 계절적 변화가 발생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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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일사량의 변동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여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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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누기는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과학 문화재
로서, 현재는 대⋅중⋅소 파수호(播水壺)와 수수호(受水壺)만 남아있다. 2018년부터 약 2년 여간
이루어진 자격루 누기의 전면적인 보존처리 과정에서,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을 동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면 오염물은 이전 보존처리와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스쿠
알란(squalane)과 실리콘 오일(silicone oil)이 환경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오염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오염물을 효과
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우선 유기용제와 습포제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톨루
엔과 벤토나이트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색차 변화폭(ΔE)을 나타내는 등 뛰어난 반응성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유기용제의 유해성과 습포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존처리자의 안전과 작업 환경 및 작업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험에서는 유기용제에 비해 반응성이 미비하고 비교적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었으나, 회
차가 거듭될수록 색차 변화폭(ΔE)의 정도가 유기용제 실험 결과와 동일한 범주 내까지 도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방법이 오염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심어 자격루 누기, 오염물, 보존처리, 습포법, 계면활성제
Korea’s National Treasure No. 229, the Jagyeongnu (clepsydra) of Changgyeonggung
Palace, is a scientific and cultural property representing the pinnac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Joseon Dynasty. Currently, only the large, mid-sie, and small Pasuhos (bronze jars) remain. During
a nearly two-year conservation project by th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CHCSC)
that began in 2018, conservators identified the contaminants on the surface of the water clock’s
components. It turned out that the contaminants had been caused by the exposure of squalane and
silicone oil, used in an earlier preservation treatment, to the elements. The CHCSC conducted
experiments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remove the contaminants. First, the conservators
tried using an organic solvent, a poultice, and the application of toluene and bentonite, which yielded
excellent reactivity and significant color difference changes (ΔE). However, the reactivity was
insufficiently effective to warrant the health hazards to the conservators and the environment (toluene
is toxic). Although organic solvents required considerably more effort, time, and human resources, the
conservators confirmed that their use achieved a true color difference variation (ΔE) that was within
the same range as the toxic hydrocarbon. Thus, they confirmed that using an organic surfactant was
the best method for removing the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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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을 제거하였을 시 자격루 표면 오염물과의 반응성을 확
인하였다. 두 번째는 작업성과 재료의 인체영향을 고려하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누기(이하 ‘자격루’)는 물
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첨단 물
시계로, 국가 표준시계로 사용되었다. 물시계(漏器)와 시보
장치(時報裝置)로 이루어진 자격루는 조선 시대 과학기술
의 정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학 문화재이다. 1434년(세종
16년) 세종의 명에 따라 장영실이 만들었고, 1536년(중종

여 오일(oil) 등의 기름 성분과 반응하는 물질로 흔히 사용
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해보고 대형 금속유
물로 분류되는 자격루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오염물 제
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현황 및 연구 방법

31년) 세종 자격루의 기능을 확대하여 창경궁에 새로 보루
각루(報漏閣漏)를 설치하여 한동안 두 곳에 운용되기도 하
였다(Lee et al., 2006). 그러나 시보장치와 대⋅중⋅소 파수
호(播水壺), 2점의 수수호(受水壺)로 구성된 경복궁의 자격
루는 임진년 왜란 중에 소실되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
며, 창경궁에 있던 것은 대파수호(大播水壺)와 수수호 2점
만 병화(兵禍)를 면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따라
서 현재는 창경궁 광명문 안에 자격루 일부인 파수호 3점,

2.1. 자격루의 형태와 보존상태
자격루를 이루는 파수호는 물을 담아 다음 항아리로 흘
려보내는 항아리로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대⋅중⋅소로 분
류된다. 먼저 대파수호는 완형으로 원형의 저부를 가지며,
전체 높이 711 mm, 외경 935 mm, 두께 17 mm, 무게는 360
kg이다. 중파수호는 동체부에서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추

수수호 2점만 남아있는데 이 중 대파수호와 수수호는 중종

정되는 판과 리벳이 확인되나 거의 완형이다. 또 저부는

34년(1536년) 때, 중파수호(中播水壺)와 소파수호(小播水

파손되어 균열이 발생하였다. 전체 높이 395 mm, 구경 365

壺)는 정확한 제작 시기는 파악할 수 없지만 광해군 8년

mm, 외경 511 mm, 두께 10 mm으로 저부에는 높이 20 mm,

(1608년) 보루각 때 주조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Lee et al.,

외경 272 mm, 두께 5 mm의 굽이 확인되며, 총 무게는 35

2006).

kg이다. 소파수호에서도 동체부 일부에 외압으로 인해 안

이후 자격루는 1985년 보루각자격루(報漏閣自擊漏)라

쪽으로 심하게 말려들어간 부분에 판과 리벳을 이용한 보

는 명칭으로 국보 제229호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창경궁

수 흔적이 확인되나 결실되어 일부 리벳만이 남아있다. 전

자격루(昌慶宮 自擊漏)에서 2020년 10월 창경궁 자격루 누

체 높이 375 mm, 구경 320 mm, 외경 450 mm, 두께 10 mm

기(昌慶宮 自擊漏 漏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Ministry of

이며, 저부에서 확인되는 굽은 높이 30 mm, 외경 234 mm,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자격루는 창경궁 보루각(1536

두께 5 mm이며, 총 무게는 26 kg이다. 중파수호와 소파수

년)에서 창경궁 집복헌 뒤편으로 이전되었다가(1900년대

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굽은 호 바닥 안까지 밀려 올

추정), 1938년부터 덕수궁 광명문에 위치하는 등 야외에 노

라가 있는데 이는 금속제로 이루어진 본체의 무게로 인한

출 전시되어왔다(Nam, 1998). 그렇기에 자격루는 온⋅습도

것으로 보인다. 2점이 한쌍으로 구성되어 1조를 이루는 수

및 자외선 등 환경적 부식요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

수호의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

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 도포한 방청제나 코팅제

나 높이 2,275 mm, 외경 350 mm, 두께 19 mm의 원기둥

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탈락되면서 내부 산화

모양으로 각 무게는 430 kg과 426 kg이다. 이처럼 무게에

층이 드러났고, 코팅제의 기름성분에 흡착된 오염물로 인

차이가 있는 것은 우측에 위치하는 수수호-1 저부의 균열

해 표면의 색상차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부를 동일 재질로 덧댄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약 2년여 기간 동안 자격루에 대한

5점의 자격루 표면에서 공통적으로 이전 처리 시 사용된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하였다.

방청제 및 강화제로 인해 형성된 피막이 일부 손상되어 부

본 연구에서는 자격루의 보존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

분적으로 내부 산화층이 드러나 있다. 이는 야외에 노출

기록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고착되어 형성된 흑회색의 오

전시되어 환경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

염물 층을 제거하기 위해 오염물을 동정하고 효과적인 제

으로 더욱이 표면에 남아있는 코팅제 위로 먼지 등이 쌓이

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은 우선적으

고 엉겨 붙어, 밝은 녹색의 산화층과 흑회색의 오염물 층이

로 고려할 사항을 달리하여 설정하였는데, 오염물과의 반

더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Figure 1). 이에 따라 본격적인

응성과 작업성 및 재료의 인체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보존처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수 기록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실험은 오염물과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먼저 확인 가능한 기록은 198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

여 유기용제와 습포제(濕布製)를 이용한 습포법으로 오염

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진 보존처리 당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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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보존 처리 카드이다. 내용에 따르면 acetone : toluene =

1988년 수립된 경복궁 복원사업에 포함된 세종(世宗) 시

1 : 1 용액으로 유물 표면의 기름을 제거하고 3% B.T.A (in

대 과학 문화재 복원계획으로 자격루의 복원품 제작이 이

ethyl alcohol)로 안정화 처리를 하였다. 이후 squalane oil을

루어졌다(Seo, 2007).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표면에 도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광택이 심하거나 뭉친

자격루 복원 2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7월

부위를 squalane oil : acetone : toluene = 1 : 2 : 2의 비율로

까지 자격루의 모양과 문양을 그대로 복제하기 위한 실리

제조한 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콘 몰드 작업이 실시된 바 있다. Figure 2는 자격루 복원

Large-size pasuho

Middle-size pasuho

Small-size pasuho

Susuho

Figure 1. Condition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of Jagyeongnu(Clepsydra) of Changgyeonggung Palace.

Attaching tin foil on the surface
Figure 2. Silicone mold work photo in 2005.

Applying sili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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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간보고서에 실린 사진으로 표면에 주석박(朱錫箔)을

2.2. 재질 및 표면 오염물 분석 방법

덮고 실리콘을 도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밀한 양각
의 금속기를 대상으로 실리콘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면에 실리콘 오일이 직⋅간접적으로 흡착되거나 잔류했
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2016년 덕수궁 광명문에 야외 전시 중이던 자격루
의 현장 응급처리를 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표
면에는 먼지 등의 이물질이 두텁게 고착되어 있었다. 특히
파수호와 수수호는 상부 표면에서부터 녹아내린 방청제
및 강화제로 인해 석축 받침대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 응급처리가 실시되었다
(Figure 3).

자격루의 기본 조성 성분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파괴 조사법을 이용하였다. 대상 유물의 크기나 분석 장
소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
(Potable X-Ray Fluorescence, Vanta, Olympus, United States)
를 이용하여 5지점 이상 분석하여 표면 조성에 대한 균질
성도 확인하였다.
자격루 표면에 공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흑회색의 오
염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 관찰 시 표면에서 오염이 가
장 심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분석하였고, 분석 위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Pollution of the middle-size Pasuho pedestal(stone axis)

View of outdoor exhibition in Gwangmyeongmun,
Deoksugung Palace

Pollution of the Susuho pedestal(stone axis)

Figure 3. Status at the time of the field investigation in 2016.
Table 1. Target and location of surface contamination analysis
No

Analysis

Objects

Analysis position

1

Susuho

The surface of the fuselage

○

-

-

2

Large-size Pasuho

The mouth rim

-

○

0.60

3

Middle-size Pasuho

The mouth rim

-

○

0.56

4

Small-size Pasuho

The mouth rim

-

○

0.78

5

Susuho-1

The inside

-

○

0.31

5

Susuho-2

The surface of the fuselage

-

○

0.61

FT-IR

Py-GC/MS

Weight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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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al decomposition compound analysis conditions
Sortation
Pyrolyzer
(PY-3030D,
Frontier Lab, Japan)

Analysis condition
Furnace temperature

500°C, 1min.

Inlet temperature

280°C (Split 1:10)

Gas
GC
(7890A, Agilent,
United States)

He (99.999%) 1.0 mL/min.

Column

DB-1HT(30 m×0.32 mm×0.1 µm, J&W Scientific,
United States)

Oven

40°C, 2 min isothermal; 10°C/min up to 140°C;
6°C/min up to 280°C; 10°C/min up to 300°C
(total 37.3 min.)

Mass range
MS
(5975C, Agilent,
United States)

m/z 33-600 (SCAN mode)

Transfer temperature

280°C

Ion source temperature

230°C

Quadrupole temperature

150°C

Table 3. Evaluation standard by chroma values(NBS unit)
ΔE

Evaluation

Less than 0∼0.5

Trace

Less than 0.5∼1.5

Slight

Less than 1.5∼3.0

Noticeable

Less than 3.0∼6.0

Appreciable

Less than 6.0∼12.0

Much

Less than 12.0

Very much

확인된 오염물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의 감쇠전반사
(Attenuated Total Reflection) 장치가 부착된 Fourier 변환 적
외선 분광기(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scopy, Nicolet
iS5, Thermo Fisher Scientific, United States)와 열분해장치
(Pyrolyzer, PY: PY-3030D, Frontier Lab, Japan)가 부착된 가
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 : 7890A, MS : 5975C, Agilent technologies,
United States)으로 분석하였다. FT-IR의 측정 범위는 4,000∼
600 cm-1, 분해능 4 cm-1, 스캔 횟수는 32회로 설정하였으며,
Py-GC/MS의 분석조건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오염물로 인해 발생된 불균일한 표면층의 색차와
오염물 분석 전⋅후의 표면 상태를 색차계(Color-Difference
meter, CM-2600d, Konica Minolta, Japan)로 분석하였다. 측정 기
준은 국제조명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IE)에서 정한 L*a*b*값(L: lightness, a: red index, b: yellow

국립 표준 사무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 NBS)에서 제
정한 단위로 색차값에 따라 인식되는 평가를 Table 3에 정
리하였다(Kim, 2005).
2.3. 오염물 제거 실험 방법
2.3.1. 반응성을 고려한 오염물 제거 실험

자격루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기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오염물과의 반응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유기용제를 이용한 실험을 하였다. 일반적
인 유기용제는 친유성이며, 물리⋅화학적 특성이 매우 다
양하여 용해력과 탈지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실험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또한 다공성 물질로 이루어진 도⋅토기 문
화재나 석조문화재 표면 오염물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습
포법(濕布法)의 적용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행하였다.
습포법은 용제를 습포 물질에 섞어 팩(pack) 형태로 제조한
뒤 유물의 표면에 발라 건조하는 방법으로, 용제와 오염물
의 화학적 작용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쓰인다. 용제를 머금
은 습포제는 바깥쪽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내부로 스며든
용제와 반응하여 용해되거나 희석된 오염물은 바깥 표면
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모세관현상과 증산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건조되면서 오염물이 습포제 안으로 빨려 올라
와 제거되는 원리이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이에 자격루 표면 오염물 제거에 습포법을 적용하기에

index)을 이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색상변화 양상을 나타내
      )값을
는 ΔE*ab(  

앞서 적합성을 알아보고 오염물과 반응하는 용제를 파악

통해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각 색차에 대한 판정은 미국

오염된 면을 대상으로 가로 2 cm, 세로 2 cm씩 20개의 면적

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앞서 수수호 구연부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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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material
Material

no

Solvent

1

Bentonite
Super absorbent polymer

6

Zeolite

7

Laponite
Xylene

Sepiolite

9

Bentonite

10

Super absorbent polymer

11

Zeolite

12

Laponite
Toluene

Sepiolite

14

Bentonite

15

Super absorbent polymer

16

Zeolite

17
18

2 cm x 2 cm

After mixing solvent and
poultice, applying in
poultice pack form and
drying for 24 hours

Sepiolite

5

13

Method

Laponite
Acetone

4

8

Experiment area size

Zeolite

2
3

Poultice

Laponite
Methyl ethyl ketone

Sepiolite

19

Bentonite

20

Super absorbent polymer

Manufactured in the form of a poultice pack by
mixing organic solvent and poultic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Set up experiment area inside Susuho

Apply the poultice pack
on the rayon paper

Figure 4.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process.

24 hours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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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습포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2.3.2. 보존처리 작업성을 고려한 오염물 제거 실험

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zeolite, laponite, sepiolite,

우선적으로 반응성을 고려하여 유기용제 실험을 진행

bentonite, super absorbent polymer를 선정하였으며, 면봉을

한 결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존처리 특성상 유기용매

이용하여 테스트해본 결과 오염물과 반응성이 확인된

가 가진 유해성으로 인한 위험요소 때문에 실제 보존처리

acetone, xylene, toluene, methyl ethyl ketone을 용제로 습포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와 혼합하여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의 점도로 제조하여

따라서 작업환경과 처리자의 안전, 대형유물의 보존처

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4, Figure 4). 먼저 유물 표면에 레

리 작업 용이성을 위하여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추가 실험

이온지(紙)를 부착하여 불균일한 자격루 표면에 습포제로

을 하였다. 표면이 오염된 수수호 저부를 대상으로 가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 위에 휘

2 cm, 세로 2 cm씩 5개의 면적을 설정하고, 오일(oil)과 반

발성이 뛰어난 유기 용제의 특성상 증발 속도를 늦추기 위

응하는 물질로 흔히 사용되는 baking soda, wheat flour,

해 두꺼운 비닐랩과 종이테이프를 이용해 외부 공기와 차

surfactant, cleansing form, cleansing tissue를 이용하여 2차

단하고 24시간을 주기로 교체하였다.

실험을 진행하였다(Table 5).

Table 5.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material
No

Material

1

Baking soda

2

Wheat flour

3

Surfactant

4

Cleansing form

5

Cleansing tissue

Experiment area size

Method
Mix with distilled water, attach it in the form of a
poultice pack, and dry for 24 hours

2 cm x 2 cm

Wash for 2 minutes with a brush
Wipe the surface 5-7 times with a cleansing tissue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Apply in the form of a poultice pack

Each test material is applied to the set area
Figure 5.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process.

Wash for 2 minutes with a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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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형태의 baking soda와 wheat flour는 증류수를 이용

소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다른 유물에서 확인되지 않던

하여 습포법과 동일한 형식인 팩 형태로 제조하여 24시간

Zn이 2 wt% 내외로 확인되었으나 동일 중파수호의 다른

건조한 후 떼어냈다. Surfactant와 cleansing form은 약 2분의

부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산화층을 포함

시간을 설정하여 붓을 이용해 세척하였고, cleansing tissue

한 비파괴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보완 분석이 필요하다.

역시 횟수를 제한하여 표면을 5∼7회 닦아주었다(Figure

소파수호는 82 wt% 내외의 Cu에 Sn이 8 wt% 포함되어 있

5). 모든 과정 이후 증류수를 이용해 표면을 충분히 세척한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b가 4∼7 wt%로 분석되었다. 2

후 ethyl alcohol을 도포하여 잔존하는 수분이 없도록 유의

점의 수수호는 매우 유사한 조성으로 확인되는데 85 wt%

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의 Cu에 7 wt% 내외의 Sn과 Pb가 검출되었다.
FT-IR을 이용한 자격루 표면 오염물의 유기질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적외선 스펙트럼을 보면 3000-2800 cm-1의

3. 연구 결과

C-H 신축 진동, 1260 cm-1 근처의 C-H(Si-CH3) 굽힘 진동이
확인되었다. 1050 cm-1 근처에서는 Si-O-Si 신축 진동, 790

3.1. 재질 및 표면 오염물 분석 결과

cm-1 근처의 Si-C 신축 진동 등이 관찰되었다(Figure 6).

자격루의 재질 및 성분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P-XRF로

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대⋅중⋅소 파수호

silicone oil류의 스펙트럼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와 수수호 총 5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다(Figure 7).

Cu-Sn-Pb을 주 원소로 합금된 청동임을 확인하였다. 대파

Py-GC/MS 분석 결과는 자격루 대파수호에서 채취한 표

수호에서는 77 wt% 이상의 Cu와 10 wt% 내외의 Sn, Pb가

면 물질에서 얻은 이온 크로마토그램을 동일한 retention

검출되었다. 중파수호에서는 70 wt% 이상의 Cu에 Sn이 8

time에 맞추어 X축을 고정시킨 후 비교하였다(Figure 8). 각

∼9 wt% 포함되어 있으며, Pb가 13∼18 wt% 이상으로 다

피크의 질량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합물을 동정하였고

Table 6. Results of P-XRF analysis of Jagyeongnu of Changgyeonggung Palace
No

1

2

3

4

Analysis object

Large-size
pasuho

Middle-size
pasuho

Small-size
pasuho

Element (wt%)
Cu

Sn

Pb

Zn

Ag

Fe

Sb

76.76

11.95

10.11

-

-

0.87

0.22

78.02

12.26

7.71

-

-

1.73

0.23

77.15

13.23

6.87

-

-

2.39

0.24

71.14

8.94

13.20

2.00

-

4.41

0.20

70.69

9.92

18.20

-

-

0.76

0.22

82.31

8.88

7.63

-

-

0.90

0.19

86.67

8.12

4.17

-

-

0.74

0.19

86.43

7.42

7.03

-

0.57

1.20

0.26

84.07

7.26

6.87

-

-

1.52

0.28

Susu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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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NIST library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Figure 9).
분석을 통해 검출된 주요 화합물은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Table 7).
분석 결과 시편 모두에서 규소와 산소(Si-O-Si)로 이루
어진 siloxane(실록세인)계 화합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리콘 재료 및 실리콘 오일의 구성 성분으로 특히
수수호-1 내부에서 더 많은 종류의 siloxane계 화합물이 분
석되었다. 합성수지 및 도료 등 가소제로 사용되는
dimethyl phthalate(다이메틸프탈레이트)와 기름의 주요 구
성 성분인 fatty acid compounds(지방산 화합물) 역시 모든
시편에서 검출되었다. 또한 수수호-2를 제외한 대⋅중⋅소
파수호와 수수호-1에서 squalane(스쿠알란)이 검출되었다.

3.2. 반응성을 고려한 실험 결과
주로 석조나 도ㆍ토기 문화재 표면 오염물 제거에 활용
되는 습포법의 적용 적합성 확인을 위해 zeolite, laponite,
sepiolite, bentonite, super absorbent polymer와 aceto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toluene을 용제로 사용한 실험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였다.
실험은 3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색차 변화폭(ΔE)으로 확
인하였을 때 매회 일정하지 않은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1차 제거 후에 zeolite와 acetone 조합과 sepolite와 toluene,
methyl ethyl ketone 조합에서 색차 변화폭(ΔE)이 11.0 이상
으로 눈에 띄는 색차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zeolite와

Figure 6. IR spectrum of the surface of Jagyeongnu of Changgyeonggung Palace.

Figure 7. Reference: Silicone oil I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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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nalysis position

1

Large-size
pasuho

The
mouth rim

2

Middle-size
pasuho

The
mouth rim

3

Small-size
pasuho

The
mouth rim

4

Susuho-1

The inside

5

Susuho-2

The surface
of the
fuselage

Total ion chromatogram

Figure 8. Total ion chromatogram of surface material of Jagyeongnu of Changgyeonggung Palace (X: siloxane compounds,
M: dimethyl phthalate, F: fatty acid compounds, Q: squalane).

The mouth rim of large-size Pasuho

The mouth rim of middle-size Pasu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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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uth rim of small-size Pasuho

The inside of Susuho-1

Squalane
Figure 9. Comparison of squalane mass spectrum of analysis target and NIST standard library.
Table 7. Major pyrolysis compounds identified in the black surface of Jagyeongnu of Changgyeonggung Palace
R.T.
(min.)

Compound name

Molecular
weight

Molecular
formula

6.24

Cyclotrisiloxane,
hexamethyl-

222

C6H18O3Si3

9.09

Cyclotetrasiloxane,
octamethyl-

296

C8H24O4Si4

11.52

Cyclopentasiloxane,
decamethyl-

370

C10H30O5Si5

15.46

Dimethyl phthalate

194

C10H10O4

17.00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

216

C11H20O4

23.06

Hexadecanoic acid,
methyl ester

270

C17H34O2

25.96

Octadecanoic acid,
methyl ester

298

C19H38O2

33.04

Squalane

422

C30H62

Chem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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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etone, X: Xylene, T: Toluene, M: Methyl Ethyl Ketone)
Figure 10. Color difference change after completion of experiment.

Table 8.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result
No

Solvent

Poultice

ΔE*ab
Before

1st

2nd

3rd

1

Acetone

11.5637

8.7610

2.9427

4.5811

2

Xylene

0.7607

1.2347

1.3681

2.1601

Toluene

4.7104

1.4418

1.6180

2.4846

4

Methyl ethyl ketone

4.5447

3.1266

9.1295

2.2551

5

Acetone

1.8718

8.6379

3.5525

7.0555

Xylene

6.0583

4.0621

3.5541

6.1316

3

6
7

Zeolite

Laponite

Toluene

7.1710

6.7817

0.4711

14.005

8

Methyl ethyl ketone

1.8488

6.8177

1.3981

5.1515

9

Acetone

3.5743

5.9898

1.8335

9.0431

Xylene

3.2866

5.7528

0.4806

8.7752

Toluene

11.093

0.4191

3.6489

13.8094

10
11

Sepiolite

12

Methyl ethyl ketone

11.4781

2.8311

4.1944

9.7582

13

Acetone

3.1953

5.8515

1.8105

7.3029

Xylene

3.0760

3.6713

4.1294

7.8418

Toluene

7.5173

5.0940

4.4654

16.9116

Methyl ethyl ketone

5.7121

12.2614

4.4364

12.7578

14
15

Bentonite

16
17

Acetone

4.9972

0.9272

2.6373

6.8490

18

Xylene

3.4821

4.7204

3.0766

7.1655

Toluene

6.2177

8.4262

0.3426

14.2346

Methyl ethyl ketone

4.7187

13.6326

0.6824

8.5801

19
20

Super absorbent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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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ne 조합은 2차까지도 높은 ΔE값이 기록되었으나 3차

였다. 실험 결과는 Table 9에 정리하였고, ΔE값 전체 변화

에서 급격히 하락하였다. Sepolite를 바탕으로 한 toluene,

양상은 그래프로 정리하여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methyl ethyl ketone의 조합에서도 역시 2차 이후부터 하락

실험은 8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습포팩 형식

하였다. 또 laponite와 acetone, super absorbent polymer와

으로 도포하여 제거한 Baking soda와 Wheat flour에서는 별

methyl ethyl ketone 조합에서는 미비한 수치를 나타낸 1차

다른 ΔE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 4차 이후 변화가 나타나기

와 달리 2차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3차에서 대폭 하락하

시작해 7차와 8차에서는 ΔE값이 3.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는 등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재료 역시 3차까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다른 조합에서도 ΔE값이 크지만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

4차부터 surfactant, cleansing form, cleansing tissue의 ΔE값

인되었다. 그러나 실험 전과 후의 색차를 비교하였을 때

이 상승하였다. 5차에서부터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만큼

꾸준하게 ΔE값이 5.0 내외로 유지된 toluene + bentonite를

surfactant와 cleansing tissue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그

활용한 제거법이 오염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

러나 다시 6차 이후부터 대폭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하
락 후 일정 범위 내로 ΔE값을 유지하던 surfactant가 8차에

인되었다(Figure 10).

서는 ΔE값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3.3. 보존처리 작업성을 고려한 실험 결과

따라서 surfactant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 방법이 4차 이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실험과 달리 작업
환경과 보존처리자의 안전 및 대형유물의 보존처리 작업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추가 실험을 하

후부터 ΔE값이 5.0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등 오염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반응성을 나타내
었다.

Table 9. Contaminant removal experiment result
ΔE*ab

No

Material

1

Baking soda

15.12

3.4488

1.1846

1.4071

0.9792

0.6989

4.5368

0.9049

4.4518

2

Wheat flour

14.25

1.5139

1.1761

2.2195

1.2025

1.2119

1.3660

3.5389

3.4195

3

Surfactant

12.85

3.4505

1.7600

0.8686

6.1301

11.563

5.4349

5.3572

11.778

4

Cleansing form

16.18

0.4860

0.5273

1.0756

4.2230

2.9370

1.5715

3.5632

3.7989

5

Cleansing tissue

24.34

7.6300

0.7336

0.5331

6.8790

7.4920

1.1002

5.4839

1.0347

Before

1st

2nd

3rd

Figure 11. Color difference change after completion of experiment.

4th

5th

6th

7th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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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물 대상 적용 결과
오염물과의 반응성과 작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 2가지 실험을 통하여 자격루 보존처리에 가장 적합
한 오염물 제거제는 surfactant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염물 제거 순서는 먼저 surfactant와 증류수를 섞어 자
격루 표면을 붓과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세척하였으
며, 면적이 넓은 부위는 솔을 이용하였다(Figure 12). 실험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적용해야만 반응하기 때
문에 동일 부위를 최소 10회 이상 세척하였다. 또한 대형유
물인 자격루 표면에 수분과 반응하여 부식이 발생할 수

Figure 12. Surface contaminant removal process.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세척하였다.
Surfactant로 닦고 증류수로 세척 후 ethyl alcohol을 충분히
뿌려 수분을 치환시켜 주었다. 세척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유물에 잔존하는 수분이 없도록 유의하며 처리를 진행하
였으며, 무리한 붓질과 솔질로 인해 유물 표면이 심하게
드러나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구역을 나누어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은 부분과
surfactant로 세척한 부분을 비교하였을 때 세척한 부분의
표면이 전체적으로 밝은 녹색의 산화층으로 균일한 색을
나타내어 오염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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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bjects

1

Large-size
Pasuho

2

Middle-size
Pasuho

3

Small-size
Pasuho

4

Susuho

Before treatment

After washing

Figure 13. Comparison before / after removing contaminants.

4. 고 찰

격에 약하고 응고할 때 편석이 나타나기 쉬워 재질의 균일
성을 갖기 어려워진다(Huh et al., 2014). 반면에 낮아지면

4.1. 재질 및 표면 오염물

성형성은 좋아지나 강도가 감소하고 청동 표면의 부동태
화(passivation) 감소로 인하여 내산화성이 감소한다(Jeong

파수호 3점과 수수호 2점의 재질은 성분비의 차이는 있

et al., 2020). 특히 8∼12 wt% 내외의 Sn을 함유하는 동 합

으나 모두 Cu-Sn-Pb 3원계 합금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포

금이 주조성이 매우 좋고 강인한 성질을 띠는데, 자격루의

함된 주석 함량을 살펴보면 대파수호에서는 11 wt%, 중파

주석 함량은 7∼11 wt% 내외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

수호와 소파수호에서는 8 wt% 내외, 수수호에서는 7 wt%

는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Sn만을

내외로 확인되었다. 보통 Cu-Sn 합금은 내식성(耐蝕性)과

함유하는 조성으로는 매우 강인한 성질로 인한 취성을 갖

내마모성(耐磨耗性)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ong

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7 wt%

et al., 2001), 주석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연신율이 낮아져

내외의 Pb를 첨가하여 기계적 성질을 조절하게 된다. 청동

가공성이 떨어지고, 20 wt% 이상이 되면 강도는 커지나 충

에 납을 첨가하면 강도를 떨어뜨리고 합금에서 편석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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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단점이 있지만, 용융점이 낮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져

결과를 종합하여 파악하였다. 표면 유기질은 FT-IR 분석으

주조성이 좋아질 수 있다. 자격루에서 검출된 납 함량을

로 silicone oil류의 스펙트럼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

보면 수수호에 7 wt%, 대파수호에서는 13 wt%까지 포함되

어 silicone 계열의 물질로 보인다. Py-GC/MS 분석으로 실

어 있어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에 부식으

리콘 재료(또는 오일)의 구성 성분인 siloxane계 화합물, 가

로 형성된 산화층과 편석되기 쉬운 납의 특성과 제한적인

소제로 사용되는 dimethyl phthalate, 기름의 주요 구성 성분

분석 결과로 정밀한 조성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

인 fatty acid compounds가 모든 시편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분이 있으나, 기계적 성질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

수수호-2를 제외한 대⋅중⋅소 파수호와 수수호-1에서

인 범주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squalene(C30H50)의 수소 첨가물인 squalane(C30H62)이 검출

첨가로 보인다. 이에 자격루의 좀 더 정확한 재질과 성분을

되었다. Squalane은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포화

확인하기 위해 재질 및 성분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탄화수소 화합물로 무색⋅무미⋅무취의 투명한 유액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응고점이 낮고 침투성이 높다(PoPa et al., 2015). 이러한 특

대형 금속유물인 자격루는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내

징으로 과거 보존처리 과정에서 방청제 및 강화제로 사용

고 받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격루의 표면 오염물은

필요한 내식성과 강도 등을 갖추기 위해 주석과 합금하였

squalane과 복원품 제작 시 실리콘 몰드 작업에서 표면에

으며, 납은 주조 시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강도 증가로 인한

주석박지를 부착하여 표면 오염을 방지하였으나, 이형제

취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로 사용된 실리콘 오일이 내부로 침투되면서 외부 환경의

표면 오염물은 기존 수리 기록과 FT-IR, Py-GC/MS 분석

오염물이 유물 표면에 추가 흡착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10. Hazards of organic solvents to be tested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Product name

Acetone

Xylene

Methyl ethyl ketone

Toluene

Hazard classification
Flammable liquid
Severe eye damage/Eye irritation

Hazard identification
Category 2
Category 2

Target organ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1 exposure

Category 3

Anesthetic action

Aspiration hazard
Flammable liquid
Skin corrosion/Skin irritation
Severe eye damage/Eye irritation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1 exposure

Category 3

Anesthetic action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1 exposure

Category 3

Respiratory system
irritation

Aspiration hazard
Flammable liquid
Severe eye damage/Eye irritation

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2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1 exposure

Category 3

Aspiration hazard
Flammable liquid
Skin corrosion/Skin irritation
Reproductive toxicity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1 exposure

Category 3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Repeated exposure

Category 2

Aspiration hazard

Category 1

2
3
2
2

Respiratory system
irritation

2
2
2
2
Anesthetic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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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반응성을 고려한 실험
자격루 표면에서 확인된 squalane과 실리콘 오일 및 기
름의 주요 구성 성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용제를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유기용제는 피용해물질(被溶解物質)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
유기화합물질을 말하는데, 특히 기름이나 지방 등의 유지
류(油脂類)를 잘 녹이며 뛰어난 휘발성을 갖는다(Kim,
1983). 또한 다공성 물질로 이루어진 타 재질 문화재 보존
처리에 주로 사용되나 금속문화재에 잘 적용되지 않았던
습포법을 도입하여 보존처리의 적합성을 확인해보았다.
오염물과의 반응성은 색차 변화폭(ΔE)으로 해석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매우 조밀한 입자를 가진 습포제로
인한 유물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온지를 부착
하였으나, 유기용제가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에 습포제가

실험은 3차로 짧은 회차만으로도 뛰어난 반응성이 확인
되어 유기용제와 습포법을 접목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기용제의 뛰어난 반응성 부분
에서 큰 장점은 있지만, 재료로 선택하기에는 이에 수반되
는 물질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에서 제공되는 각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에서 유해성을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0). 또한 실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자격루의 보존
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형유물인 자격루 전면에 유기
용제를 이용한 습포법을 적용하기에는 작업 효율성과 경
제적인 면 등에서 적합하지 않아 오염이 심한 부위에 국한
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3. 보존처리 작업성을 고려한 실험

함께 스며들어 일부 2차 오염이 발생되었다. 주로 백색 계

작업성을 고려한 실험은 작업환경 및 작업 용이성, 재료

통의 색을 갖는 습포제는 유물 표면의 산화층에 잔존하게

의 경제성, 특히 인체 영향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실

되어 색차 L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

험 대상으로 선정한 재료는 오일(oil)에 대한 용해력이 우

험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오염은 매회 충분한 세척으로 제

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며, ｢고형화된 완제품으

거해주었으나 ΔE값에 습포제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단정

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로 구분되어

볼 때 습포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톨루엔을 용제로 사용하

MSDS 적용 제외 물질(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

였을 시 가장 진하고 어두운 색을 띠던 오염물의 색차 변

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장

화가 크게 나타나 뛰어난 반응성을 보였으며, 실험 전과

총칙. 제3조)을 선택하였다.

후를 비교하였을 시 ΔE값이 5.0 내외로 꾸준하게 유지된

먼저 유기용제에 비해 반응성이 약해 실험은 8회 이상

toluene과 bentonite를 활용한 제거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

의 충분한 회차로 육안 관찰과 색차값의 변화를 확인하며

로 확인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일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실험은

Color difference change before/after removing the experiment
maximum value)
(
Figure 14. Comparison of pollutant removal experiment results.

(

Color difference change
maximu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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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까지 진행하였으며, 분말형태의 baking soda와 wheat

적으로 동일 작업을 반복해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

flour는 증류수와 혼합하여 팩 형태로 오염물과 반응시키

으며, 유기용제보다 반응성이 낮아 제거 작업에 비교적 많

는 습포법과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하였으나 비교적 미비

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변화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cleansing form과 cleansing

본 연구에서는 자격루의 표면 오염물 제거를 위해 과거

tissue를 이용한 결과 색차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지

행해진 보존처리와 조사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오염물을

만 미국 국립 표준 사무국(NBS) 기준 평가에서 주목할 만

동정하기 위해 실시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

한 변화 수치가 관찰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확인된

한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surfactant를 사용한 세척방법은 실험 3회차부터 급격하게

그러나 제거 효과, 작업성, 환경 등 오염물 제거에 우선적

색차 변화폭(ΔE)이 상승하였으며 4회차부터는 색차 변화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

폭(ΔE)이 5.0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비교적 미비한 반응성으로 인해 실험 회차의 증가로 인

양한 변수들로 인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짓
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된 재료가 유물 내부에 미치는 영향

해 장시간 소요되지만 지속적인 세척이 이루어졌을 때 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실제 금속

기용제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동일한 범주까지 도달하는

유물 보존처리에 적용할 시 정밀 분석으로 오염물을 정확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Figure 14).

하게 동정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제거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보존처리 상황에 맞게 우선적으로

5. 결 론

고려할 사항을 설정하고 적용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오염
물 제거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누기 표면에 일부만이 잔

사 사

존하여 큰 색차를 발생시키는 오염물을 동정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반응성과 작업의 안정성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실험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다.
표면의 오염물은 기존 보존처리 및 복제 과정에서 사용
된 squalane oil과 silicone oil이 야외 환경 요인에 노출되어

본 논문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
연구(R&D) ｢무기질 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응성을 고려한 실험에
서는 습포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toluene이 오염물 제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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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조선 말기 방한용 깔개인 모담(毛毯)이 창덕궁 성정각의 해체 공사 중 발견되었다. 문헌기
록에 비해 현전하는 조선시대 모직물 유물이 많지 않아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1907년
창덕궁 성정각을 수리한 기록이 있어, 모담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
다. 출토 모담은 자적색 계열의 바탕 직물로 위에 황색, 홍색 등으로 선염한 색사를 표면에만
삽입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 모담의 식서부분은 S연의 면사가 확인되었으며, 지경사는 Z연의
황마사, 지위사는 S연의 황마사, 문경사는 S연의 모사를 사용했다. 특히 무늬는 루프파일의 색사
로, 색사의 경계면에서 일부 컷 파일이 확인되나 지위사로 고정되어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다. 황마사와 모사를 사용한 것은 18세기 중엽 유럽의 브뤼셀 카펫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
다. 모담의 문양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만 문양이 부분적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연구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과 회화자료 외에 현미경 분석, 적외선 분광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유물에 사용된 염료를 밝히기 위해 색도측정을 토대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을 실시하
여 천연 염색한 직물 샘플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모담의 녹색 모사는 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적색의 바탕조직은 소목으로 염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심어 모담, 모섬유, 황마섬유, 자외-가시광 분광분석, 메듈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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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oolen carpet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was unearthed in the process of repairing
Seongjeonggak in Changdeokgung. Since relics are rarer than documentary records, the woolen carpet
is highly valued as a relics. It is presumed to have been woven in the late 19th or early 20th century
because there is a record of repairing Seongjeonggak in 1907. In the carpet, a pattern is made by
inserting colored yarn dyed yellow and red onto a reddish-purple ground weave. The selvage of the
woolen carpet used cotton thread, and jute is used for the warp and weft of the ground weave. The
colored patterns is made of wool in the form of loop pile. Cut piles may appear occasionally when
the colored yarn changes, but are almost invisible from the surface because they are pressed tightly
with a shuttered weft. Making carpets with jute and wool is thought to be influenced by the Brussels
carpets of the mid-18th century. Furthermore, the woolen carpet is torn and the pattern is completely
unclear; however,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pattern is partially repeated. Microscopic and Fourier
transform-Infrared spectrometer(FT-IR)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above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dyes used in relics, we compared them with natural dyed fabric samples based on chromaticity
measurements and 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 analysis. These analyses revealed that
the woolen carpet’s dyed green yarn did not use indigo, and reddish-purple ground weave is estimated
to have used Caesalpinia sappan.
Key Words Woolen carpet, Wool fiber, Jute fiber, UV/Visible Spectrophotometer, Medulla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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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걸쳐 지속적으로 제직되었다(Park and Lee, 1993; Jang,
2004). 현전하는 유물로는 일본 쇼소인(正倉院)의 신라 모

2019년 창덕궁 성정각에서 발견된 모담(毛毯) 직물은
성정각의 하인방(下引枋)과 마루 장귀틀 사이에서 출토되
었다(Figure 1, 2). 이것은 자색 계열의 바탕 직물로 위에
황색, 홍색, 흑색 등으로 선염한 색사를 겉면에만 삽입하여
문양을 시문하였다. 원래는 방한용 깔개(毯子)나 방장(房
帳)의 용도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적어도 직
물의 폭이 120∼160 c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성정
각 수리 시 하인방을 가로지르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했으
므로 직물 사면의 올이 풀려 있고 흙이나 충해로 인한 손상
과 색사부분이 퇴색된 상태이다. 출토된 4개의 직물은 각
각 약 104×5.3 cm, 약 82×4∼8 cm, 약 4×42 cm, 약 26×4.5
cm의 좁고 긴 형태이다. 특히 4×42 cm의 모담 편의 가장자
리에는 면사를 사용한 변사(邊絲)가 확인되어 직물의 식서
방향을 알 수 있다(Figure 3).
문헌기록에 전하는 모직물은 계(罽), 갈(褐), 구유(氍㲪),
탑등(毾㲪)과 같이 BC 1세기부터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전(毛氈)과 교토 기온(祗園)제에 사용했던 30여 점의 조선
철(朝鮮綴)이 대표적이다(Park and Lee, 1993; Kyungwoon
Museum, 2016). 특히 16∼17세기 조선 후기의 모직물 깔개
는 통신사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의 모직물 유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허동화
(전 자수박물관장, 1926∼2018)가 수집한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모담방장(毛毯房帳)과 국립대구박물관 및 숙명여자
대학교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의 첨모직(添毛織) 깔개에
과학적 분석 결과를 포함한 유물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Sim, 2016; Park and Oh, 2018; An et al.,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모직물이 거의 없는 실정
으로,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은 문헌에 전하는 모담(毛
毯), 모석(毛席) 등의 모섬유 깔개의 실제를 알 수 있는 유
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국내외의 모직물 깔개와
대별되는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 편의 제직 기법과 수모
섬유 분석을 실시하고, 새로운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 데

Figure 1. Floor plan and photo of the spot where the wool carpet was excavated at Seongjeonggak hall in
Changdeokgung Palace.

Figure 2. Excavation of woolen carpet on the sill
at Seongjeonggak.

Figure 3. Four fragments of woolen carpet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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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가 성정각을 수리하여 상시적이고 편의로운 집무처로 사
용한 기록이 있다. 1817년(순조 17)의 ｢왕세자입학도첩(王

2. 유물의 구성 및 제직기법

世子入學圖帖, Figure 4)｣과 1825년(순조 25) 전후로 그려진
｢동궐도(東闕圖)｣에서 1777년에 수리된 성정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된 성정각은 정조대 이후에도 일상적

2.1. 조선 말기 모담(毛毯) 직물

인 집무처로 사용되었다(Lee, 2019). 1903년의 뺷각사등록(各

모담이 출토된 창덕궁 성정각은 희정당(熙政堂)의 동남

司謄錄)뺸에도 성정각이 수리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궁내부

쪽에 위치한다. 이 건물은 17세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의 수리비 요청에 따라 작성한 청의서(請議書)에 선정각이 포

추정되며, 현재의 명칭은 1697년(숙종 23) 뺷승정원일기(承

함되어 있다(Korean history Database, 1903; Gaksadeungnok).

政院日記)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때 세자의 서연이 열

상세한 수리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 무렵 하

리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1777년(정조 1)년에 들어 정조

인방의 수리에 ‘모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ure 4. Seongjeonggak, which appeared in the album of
Wangseja Commencement of learning (王世子入學圖帖) 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1817).

Figure 6. Woolen tapestry curtain
in Seoul Museum of Craft Art
(156×216 cm).

Figure 7. Woolen carpet in Kyoto
Living Craft House Mumeisha
(144×205 cm).

Figure 5. Record of wool carpet
(毛毯) in a 1905 newspaper
advertisement.

Figure 8. Pile cloth rug in
Daegu National Museum
(92×15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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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시기에 1905년 11월 3일 자 뺷황성신문(皇城
新聞)뺸에는 판매 품목으로 ‘毛毯(Figure 5)’이 기재되어 있

시하여, 수모(獸毛)로는 양, 산양, 염소털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Sim, 2016; Park and Oh, 2018; An et al., 2019).

고(National Library of Korea, 1905; Hwangseong Sinmun),
1907년 미우라[三浦] 일본 공사의 통역생이 작성한 당시
압록강과 훈장(渾江) 주변의 청(淸)과 조선 간 무역상황에
대한 복명서에 출목품으로 ‘毛毯子’가 포함되어 있다
(Korean history Database, 1907; The documents of the
Residency-General).
한편 조선시대 대표적인 모직물 유물에는 서울공예박
물관 소장 모담방장(Figure 6) 2점과 30여 점의 교토 생활공
예관 소장 조선철(Figure 7), 국립대구박물관(Figure 8)과 숙
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개인소장
의 첨모직 깔개가 전한다. 이상은 모사를 사용한 방한용의
깔개이며, 방장으로 사용한 것은 깔개의 위, 아래와 가운데
에 횡대를 대어 걸어 사용했다. 제직 방식 측면에서 비교하
면 모담방장과 교토의 조선철은 태피스트리(tapestry) 기법
으로 제직되었으며, 경사에 면사를 두고 위사로 모사를 사
용하였다. 한편 첨모직 깔개는 대부분 모사를 컷팅하여 털
이 돋게 짠 융단(絨緞)의 일종이다. 재료로 면사와 모사를
썼으며, 일부 유물에서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도
확인되었다. 모사에 대한 메듈라(Medulla, 毛髓) 분석을 실

2.2. 제직기법
2.2.1. 바탕 및 문양조직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은 각종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휘어져 있어 세척과 형태보정 등의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직물의 제직 상태를 관찰하였다(Figure 9, 10). 길이 4 cm,
폭 42 cm 크기의 모담 편 한쪽 끝에 흰색의 면사(綿絲)가
변사(邊絲)로 사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직물의 경사와 위사
가 명확히 구분된다(Figure 11).
디지털현미경(Scalar, DG-3, Japan)으로 직물 조직을 관
찰한 결과, 모담은 무늬를 내기 위해 중조직으로 제직하였
다. 바탕 부분은 퇴색되거나 일부 검게 변색하였으나 대체
로 자적색을 띠고 있으며, 무늬는 흑색과 홍색, 주홍색, 황
색, 녹색의 색사가 경사 방향에 길게 놓여 있다. 한 조로
미란된 경사 3올의 표면에 놓였기 때문에 모담의 뒷면에서
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3올의 경사는 심경사(芯經
絲, warp wadded)라고 한다(Han, 1981; Jang et al., 1998). 바
탕조직은 심경사 3올을 다음에 오는 지경사 1올과 지위사

Figure 9. Restoration of ground weaved fabric.

Figure 10. Photo afte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reatment.

Figure 11. Selvage of woolen carpet.

Figure 12. Textile structure of ground w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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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ide aspect of pattern weaved with
colored wool.

Figure 15. Cut pile in the border part where the
color changes.
위사는 2올을 합사한 S연사(우연사)이다. 식서의 면사는
약 0.4∼0.49 mm의 면사 2올을 합사한 S연사로 실의 굵기
0.52∼0.55 mm 정도이다.
선염한 색사인 문경사는 지위사 1올에 의해 단단히 고
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모섬유를 꼬아 만든 색사로 모사로
2올을 합사한 S연사이다. 지위사로 고정된 부분의 실의 굵
기는 약 1∼1.2 mm이며 무늬로 드러나는 루프 파일(Figure
14) 부분의 굵기는 대략 2∼2.3 mm이다. 1 cm당 직물의 밀
도는 경사는 12올, 위사는 3올이 나타난다. 두께측정기

Figure 14. Loop pile with wool yarn warp for
making pattern.
1올이 교차하는 구조이다(Figure 12). 3올의 심경사는 한 조
로 움직이며 조직점을 이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
을 브뤼셀 카펫(Brussels carpet)이나 윌튼 카펫(Wilton
carpet) 조직에서는 ‘thicking warp’ 또는’stutter warp’라고 한
다(Brinton, 1919; Jang et al., 1998).
지경사와 지위사, 심경사의 실의 굵기는 각각 1.12 mm,
1.03 mm, 0.89 mm로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심경사
의 공간으로 인해 위사 방향으로 이랑(rib weave)이 나타난
다. 또한 밀착된 심경사 3올 표면에는 가로 약 2.5∼3 mm,
세로 약 2.8 mm 크기의 공간에 색사가 삽입되면서 문양이
만들어진다(Figure 13). 지경사는 Z연사(좌연사)인 반면 지

(ID-C1012XBS, Mitutoyo, Japan)로 측정한 직물의 두께는
2.7∼3.0 mm이다. 창덕궁 모담과 유사한 1 mm 굵기의 모
사를 사용하여 태피스트리 기법으로 제직한 서울공예박물
관 소장 모담방장의 두께가 약 2.6∼2.9 cm로 실의 굵기와
제직의 두께도 거의 같다(An et al., 2019). 반면 국립대구박
물관 소장 호접편복문 깔개의 전체 두께를 알 수 없으나
3∼5 mm의 모사를 사용한 것(Park and Oh, 2018)으로 보아
창덕궁 모담보다 두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염한 색사의 문경사를 삽입하면서 지위사와 지위사
사이의 공간에 루프파일(loop pile)을 만들고, Figure 15와
같이 색사가 바뀔 때마다 끝을 잘라 지위사로 고정한 형태
이다. 따라서 색이 바뀌는 경계면에서 색사의 끝이 잘 드러
나지 않으며, 일부 표면에서 관찰되는 컷파일(cut pile)은
비교적 길게 잘려진 흔적으로 생각된다. 벨벳(velvet)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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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cut pile for
hairy texture.

Figure 17. Cutting the colored yarn in Changdeokgung’
woolen carpet for the replacement.

Figure 18. Structure of Changdeokgung’s Figure 19. Section of three-frame Brussels carpet (A, Chain; B, Pile warp;
woolen carpet ground weave.
C, Stutter warp; E, Weft).
모(起毛)의 질감을 목적으로 루프파일을 잘라내는 일반적

카펫과 같이 황마를 재료로 사용한 점과 심경사를 두어 프

인 컷파일과는 다르다. Figure 16은 일반적인 형태의 컷파

레임을 갖는 제직 특징이 비슷하다. 또한 현전하는 조선시

일의 도식화이고, Figure 17은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편

대 모직물 깔개유물이 면사나 모사만을 사용한 데 비해 문

의 모사가 잘려진 형태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문위

헌에 전하는 고대 탑등(毾㲪)과 같이 마사와 모사가 깔개

사 대신 문경사로 문양을 표현하는 제직 방법의 난이도가

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Jang,

높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특히 5종류가 되는 색사를 반복

2004).

할 때마다 모사를 섬세하게 컷팅한 후 지위사로 단단히 고
정하는 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2.2.2. 문양복원

창덕궁 모담의 제직방법(Figure 18)은 18세기 중엽에 성

조선시대 초상화나 의궤 등의 회화자료에 나타난 깔개

행한 유럽의 브뤼셀 카펫이나 윌튼 카펫 조직과 비교해 볼

류는 초본이나 견직물, 모직물 등의 소재를 불문하고, 기하

수 있다. 브뤼셀 카펫과 윌튼 카펫은 지경사로 굵은 면사나

문의 가장자리 무늬를 둘레로 하고, 안쪽을 중심으로 화문

황마사, 파일경사로 장섬유의 소모사(梳毛絲)를 사용하여

과 같은 문양을 시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피스트리 기

기계로 제직한 모직물 카펫이다. 특히 브뤼셀 카펫(Figure

법으로 제직한 모직물 깔개의 경우에도 상하에 줄무늬를

19)은 루프파일의 카펫으로, 창덕궁 출토 모담에서 나타나

배치하고 중심부에 회화적인 문양을 둔다(Kyungwoon

는 지경사와 지위사, 심경사와 파일경사로 조직이 구성된

Museum, 2016). Figure 20은 모스크바 동양박물관 소장의

다. 지경사와 지위사는 바탕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깔개(席)로 전술한 문양 구성 양식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심경사는 직물을 두껍고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2).

경사(Han, 1981; Jang et al., 1998)인 동시에 색사가 삽입되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은 4조각의 직물 문양이 연결

는 공간을 만든다. 파일경사는 단색이거나 다섯 색상을 사

되지 않으므로, 문양을 복원할 수 없다. 그러나 색사로 표

용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색을 하나의 프레임(frame)에 꽂

현되는 문양 일부가 경사방향으로 반복됨을 알 수 있으나

아 사용한다(Jang et al., 1998). 창덕궁 출토 모담은 브뤼셀

(Figure 21, 22) 소실된 부분이 많아 전체 문양을 추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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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왕실의 연회나 행사에 사용되는 지의(地衣)는 가장자리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뺷남별전제기상탁의장포진등록
개수정책(南別殿祭器床卓儀仗鋪陳謄錄改修正冊)뺸과 1828

를 직물로 꾸민 돗자리이다. 1735년(영조 11)의 뺷승정원일

년(순조 28)의 뺷진작의궤(進爵儀軌)뺸 등에는 ‘별문지의(別

기뺸, 뺷휘경원천봉원소도감의궤(徽慶園遷奉園所都監儀軌,

紋地衣)’, ‘별문단석(別紋單席)’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말

1863)뺸에서는 채화지의(彩花地衣)를 ‘紫的吐紬縇 平床下

왕실 직물에 자주 등장하는 별문(別紋)에 주목해 볼 필요

排長興庫’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그

가 있다. 선행연구(Lee, 2004; Lee and Cho, 2008)에 따르면

Figure 20. Late 19th – Early 20th C. Mat[席] in State Museum of Oriental Art, Moscow (167×89.5 cm)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2).

Figure 21. Detail of pattern with colored wool yarn in warp.

Figure 22. Schematization the composition of the woolen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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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은 ‘못환’자(字)처럼 왕실 상징무늬에서 시작되어 점
차 문양이 다양화되면서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용문, 봉문,
화문, 문자문 등이 커다란 원형을 이루는 무늬를 모두 포함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섬유동정
3.1. 현미경 조사
창덕궁 모담의 소재는 육안관찰과 실체현미경을 통해
바탕조직은 식물성 섬유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부
껍질섬유(Figure 23)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모담의 가장자

Figure 23. Boundary aspect of the pattern and ground
& mixed with bast fiber.

리 식서 부분은 면사를 사용했고, 문양부분을 짠 색사는
모사로 구성된다.
과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자연 탈락된 섬유 시료를 대상
으로 섬유의 단면과 측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섬유의 단
면 분석은 시료를 각각 에폭시 레진에 경화시켜 표면을 연
마한 후 금속현미경(DM R, Leica, Denmark)으로 관찰하였
다. 측면 분석은 가급적 최소 단위 섬유로 해리하여 만든
프레파라트를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Ni, Japan)으로
관찰하였다.
단면과 측면의 분석 결과, 모담의 바탕조직을 구성하는
지경사와 지위사는 다각형의 단면을 가지며, 측면에 마디
가 관찰되므로 황마섬유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서는 중공
이 있는 단면과 꼬임이 있는 측면상이 확인되어 면섬유임
을 알 수 있다. 문양부분에 사용된 색사는 원형과 타원형의

Figure 24. Cross section of jute fiber from ground
weave (×1000).

단면을 가지며 측면에 뚜렷한 스케일이 있는 모섬유로 확
인되었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NFM), 2005; An
et al., 2019). 황마섬유의 단면은 약 13∼15 µm, 면섬유는
짧은 쪽은 약 10 µm, 긴 쪽은 약 16∼20 µm이다. 모섬유는
20 µm부터 85 µm 등의 여러 굵기의 실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약 37∼46 µm 정도이다(Figure 24∼29, Table 1).
모섬유는 가장 바깥 표면은 단단한 큐티클(Cuticle), 중
간에 콜텍스(Cortex), 가장 안쪽에 내섬유세포가 가득 찬
메듈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섬유는 각각 특징 있는 단면과
메듈라가 나타나므로 수모섬유로 사용된 동물의 종류를
판별해 낼 수 있다(NFM, 2005). 창덕궁 모사의 측⋅단면
길이 49.89 µm 중 메듈라는 20.31 µm 정도 차지하고 있으
며, 형태면에서도 문화재청 자료로 등록된 산양털의 메듈
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Figure 30, 31).

Figure 25. Appearance of jute fiber from ground weav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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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Cross section of cotton fiber from selvage Figure 27. Appearance of Cross section of cotton
fiber from selvage (×200).
(×500).

Figure 28. Cross section of wool fiber from pattern Figure 29. Appearance of wool fiber from pattern
weave (×1000).
weave (×200).

Figure 30. Medullar of wool fiber from pattern weave Figure 31. Compared to medullar of Long-tailed goral
(×200).
(山羊)’s back hair (×200).
3.2. 적외선 분광 분석
적외선 분광(FT-IR, Nicolet iS5,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은 시료를 얻을 수 없는 식서의 면섬유는 제외하고

바탕조직의 황마와 문양부분의 모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분석범위는 4,000∼580 cm-1, 분리능 4 cm-1, 스캔 횟수
는 32회이다. 바탕조직의 황마와 식서의 면섬유는 셀룰로
오스계 섬유와 유사한 3,200 cm-1 부근의 O-H 결합 및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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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textile analysis of woolen carpet

Composition
Jute ground weave
Warp
Fiber width

Weft

13∼15 µm

Cotton selvage

Wool pattern weave

Warp

Warp

10∼20 µm

37∼46 µm

Fiber identification

Jute

Jute

Cotton

Wool

Thread width

1.12 mm

1.03 mm

0.52∼0.55 mm

1∼1.2 mm
cf. loop pile 2∼2.3

Direction of twist

Z twist yarn

S twist yarn

S twist yarn

S twist yarn

Density
(ends/cm)

12

3

2

2.5

Structure
Fabric thickness

Rib weave

Loop pile
Total 2.7∼3.0 mm

A

B

C

Figure 32. FT-IR peaks of jute used for ground in warp (A), jute used for ground in weft (B), wool used for pattern
in warp, (C) from the Woolen carpet from Changdeokgu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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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1 및 890 cm-1 대의 C-O 결합이 확인되었다(National

L*, a*, b* 값을 표시하였다. 측정에는 KONICA MINOLTA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8). 문양

社의 CM-700d를 사용하였으며, 표준광원 D65(주광, 색온

부분의 모섬유는 역시 단백질로 구성된 동물성 섬유로 분

도 6504K), 10° 시야, SCI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그러나 측

석 결과 Figure 32와 같은 피크를 띠고 있다. 이는 펩티드

정범위가 계측범위(6 mm)보다 좁아 주변색의 간섭이 있을

-1

결합 및 아민기 결합(N-H)이 특징으로, 3,278 cm 부근

수 있다.

(N-H/O-H Stretching), 1,630 cm-1과 1,514 cm-1 부근에서 두

모담의 바탕조직은 전체적으로 연한 자적색을 띠고 있

번의 굴곡[Amide(-CONH-)]이 확인된다(NRICH, 2018; Peets

으며, 문양은 적색과 주홍색, 황색, 녹색, 흑색 등 5가지 색

et al., 2019). 견섬유의 IR 피크와 비교해 볼 때(NRICH,

상으로 표현되었다. 각 색상이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과

2018), 모섬유는 3,278 cm-1 부근에서는 완만한 굴곡을 보이

변색된 지점 등 총 22지점을 각 5회씩 측정하고 평균값을

고 있어 동물성 섬유라 할지라도 견섬유와 모섬유의 동정

제시하였다. 측정값은 서로 연결하여 색상 변화 폭을 시각

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하였다.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2이며, 다음의 Figure 33
은 측정값을 그래프화한 것이다.

4. 색도 측정 및 염료 추정

바탕 조직의 색상과 문양 표현에 사용된 5가지 색상 모
두 40 이하의 명도(L*) 값과 채도(C*) 값을 가져 저명도, 저
채도의 색상으로 나타났다. 빨강(+)과 녹색(-)을 나타내는

4.1. 색도 측정

a*값은 모두 양수의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육안 상 흑색인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의 바탕과 색사부분에 대한 측

모사도 a*값이 9.35부터 11.9까지로 붉은색을 기반으로 하

정을 실시하였다. KS A 0063 규정에 따라 CIE 표색계의

는 저명도의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랑(+)과 파랑(-)을

Table 2. Chromaticity measurements for ground and pattern of woolen carpet
Position of color target
Ground reddish purple
Pattern red
Pattern orange
Pattern yellow
Pattern green
Pattern black

Color status
Deep
Pale
Deep
Pale
Deep
Pale
Deep
Pale
Deep
Pale
Deep
Pale

L*
24.97
32.57
24.87
8.58
27.92
26.58
36.47
32.27
21.96
30.07
21.91
25.20

Representative value
a*
b*
12.51
13.33
9.36
15.95
22.69
17.58
13.86
14.45
21.30
14.87
18.47
24.93
11.63
28.94
8.98
19.14
6.28
19.23
6.88
16.05
9.36
8.35
11.90
10.21

Figure 33. Distribution graph of chromaticity by L*, a*, b*, C* of CIE Expression Meter.

C*
18.51
18.50
28.73
20.05
26.14
31.50
31.19
21.16
20.31
17.54
12.91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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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b*값 또한 모두 +값으로 계측되었다.
바탕 조직의 색상은 저명도인 동시에 저채도의 색상으

흑색은 약 420 nm에서부터 약 530 nm 부근까지 일직선
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유지하다 그 이후 반사도가 완만하

로 색상이 옅어짐에 따라 채도 변화는 미비하나 명도 값이

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염료의 종류를 파악하기는

24.97에서 32.5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색이 옅

어렵다. 황색의 반사도는 420 nm 부근에서 감소하며, 450

어짐에 따라 붉은 기가 감소하고 푸른 기가 증가하나, a*값

nm 영역 대에서 상승하는 스펙트럼 형태가 나타나지만 흑

이 13.86부터 22.69까지 붉은 기가 많은 색상으로 남아 있

색과 마찬가지로 염료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다. 적색 모사는 변색 범주가 가장 넓게 나타났다. 색이 옅

있다.

어짐에 따라 붉은 기는 감소하고 푸른 기는 증가하며 채도

한편 녹색의 반사도는 약 630 nm에서 상승하는 스펙트

가 떨어졌으나, 명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홍색 모

럼이 나타나 염료의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행

사는 문양을 나타낸 모사 중 가장 채도 값이 높았다. 색이

연구에서 쪽으로 염색된 녹색이나 청색의 자외-가시광 분

옅어지며 명도 값이 미비하게 떨어진 반면 채도 값이 다소

광분석의 스펙트럼이 400 nm 부근에서 반사율이 증가되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측범위가 측정범위보

다가 700 nm 부근에서 반사율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다 넓어 주변색의 간섭을 받아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띠고 있어(NRICH, 2018), 창덕궁 모담의 녹색 모사는 쪽을

황색 모사는 주홍색 다음으로 높은 채도 값을 갖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타났으나, 채도가 감소하고 명도가 증가함에 따라 붉은

다음의 Figure 35는 17세기 후반의 자색 평견 2종과 창

기는 감소하고 푸른 기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색되었다.

덕궁 모담의 자적색 바탕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이

이러한 양상은 녹색 모사와 동일하여 변색된 이후의 값이

다. 창덕궁 출토 모담 바탕조직의 자적색을 비롯한 3종의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변색된 색상이 유사한데

자색계열은 각자 다른 양상의 반사도 스펙트럼으로 나타

다 서로 인접하게 배치되어 있어 옅어진 황색 모사와 녹색

났다. 먼저 모담 바탕조직의 자적색은 약 410 nm에서 반사

모사를 구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흑색 모사는 변색에

도가 감소하다 약 590 nm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따른 채도와 명도 변화가 가장 미비하게 나타났다. a*값이

보였으나 17세기 자색 평견의 반사도는 약 450 nm에서 상

9.36∼11.90으로 붉은색을 기반으로 만든 DK(dark)톤의 저

승 포물선을 그리다가 하강하며, 약 550 nm에서 약하게 상

명도 색상으로 남아 있다.

승선을 나타내다 약 600 nm에서 급격히 상승한다. 또 다른

4.2. 염료 추정

하며, 약 590 nm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유의

자색 평견의 반사도는 약 450 nm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강

창덕궁 출토 모담에 대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
(UV/Visible Spectrophotometer, FLMT02291, Ocean optics,
USA)은 염료 동정 목적으로 2회 실시하였다. 1차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모담 바탕조직의 자적색에 대한 염료의 추정
범위를 확인하고자 17세기 자색 평견직물 2종과 자적색 천
연염색포 71종에 대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분석하였다.
출토 모담에 대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 측정 위치는 바
탕조직의 자적색과 적색, 황색, 녹색과 흑색의 모사이다.
이외 육안으로도 색사에 주홍색 모사가 확인되지만 적색
과 황색의 모섬유가 섞여 있으므로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유물에 대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 결과는 다음의
Figure 34와 같다. 바탕조직 자적색의 반사도는 420 nm 부
근에서 감소하다 약 570 nm 부근에서 증가하고, 적색의 반
사도 역시 420 nm 부근에서 감소하다 약 560 nm 부근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즉, 자적색과 적색 반사도의 스펙
트럼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 같은 색상의 염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었다.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은 같은 염료가 사용되었다 하라
도 Figure 36과 같이 다른 염료와 혼합하여 복합 염색을 했
을 때, 비율 값에 따라 반사도 값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에 여러 요인과 경우의 수를 고려한 비교 분석이 뒷받침되
어야 염료 동정의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유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반사도가 확인
된 모담의 바탕직물과 적색 모사의 염료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조 시료로는 소목, 자초, 홍화와 오배자 등의 염재를
기본으로 황련, 황벽과 발효 쪽 등의 복합 염색한 자적색
계열의 천연염색 직물 샘플 총 71점에 대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을 실시하고, 창덕궁 모담의 자적색 바탕과 동일
한 반사도를 갖는 샘플을 선별하여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염색 샘플 71점 중에서 창덕궁 출토 모담
의 자적색과 유사한 반사도 스펙트럼을 띠는 것으로 유일
하게 1건(sample #17)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초와 소목으로
염색하고 명반으로 매염한 직물 샘플이다.
한편 71점의 천연염색 샘플 중에서 모담 바탕조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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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eaks of colors of woolen carpet.

#1

#2

Figure 35. Compared to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eaks of colors of reddish purple of woolen
carpet and silk tabby artifacts.
적색과 색차 값(ΔE)이 가장 작은 2건의 시료를 선별하였

합해보면, 창덕궁 출토 모담의 자적색 바탕부분은 소목을

다(Table 3). 이는 소목과 황련(sample #20), 소목과 황벽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복합 재료로 사용된 염재는 추

(sample #22)으로 염색한 직물 샘플이다. 자외-가시광 분

가 염색 샘플 확보를 통해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광분석의 유사한 반사도 스펙트럼과 색차 분석 결과를 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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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ompared to UV-Visible Spectrophotometer peaks of Caesalpinia sappan wood, gromwell,
Caesalpinia sappan/gromwell and reddish purple of woolen carpet.
Table 3. Chromaticity measurements for ground reddish purple and complex dyeing with Caesalpinia sappan
Representative value

Sample

*

L

a*

b*

ΔE

Silk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and Coptidis Rhizoma (#20)

28.56

23.52

8.70

12.47

Silk dyed with Caesalpinia sappan
and Phellodendron (#22)

31.85

26.16

9.72

15.71

Batch

5. 결론 및 고찰

후반 유럽에서 유행했던 브뤼셀 카펫 조직과 유사한 점도
발견된다. 재료 면에서 황마사를 사용한 것은 국내 모직물

조선시대 모직물 유물은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모담방
장과 일본 교토에 소장된 조선철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창덕궁 성정각 출토 모담은 발견 자체만으로도 새
로운 모직물 유물로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탁지부
문서에 기재된 1907년 성정각의 수리연대를 통해 구체적
인 제직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출토 모담은 제직 면에서
도 황마사로 짠 바탕조직의 표면에 홍색, 주홍색, 황색, 녹
색, 흑색 등 다섯 가지의 모사를 선염하여 문양을 시문한
것으로 고대의 모직물인 탑등과 같이 모직물 깔개에 마사
와 모사가 확인된 사례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는 18세기

제직의 전통을 토대로 방한용 깔개로서의 더 튼튼하고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짐작된다.
창덕궁 출토 모담에 대한 직물 연구는 현미경 관찰과
적외선분광분석을 적용하여 황마섬유와 면섬유, 모섬유에
대한 섬유동정을 하고, 특히 국내 유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황마섬유의 현미경 분석 결과 및 IR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자료 및 산양털의 메듈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수모섬유는 산양털에서 채취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깔개 및 카펫의 제직방법에 대한 세부
도식화와 문양 복원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금번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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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출토 모담에 남아있는 선명한 색상자료를 토대로
자외-가시광 분광분석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색상의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의 반사도 스펙트럼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반사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17세기 자색 평견
유물과의 비교, 자색계 천연염색 샘플 71종과 반사도 및
색차분석을 실시하여 창덕궁 출토 모담 바탕직물의 자적
색이 소목으로 염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녹색에서는
쪽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비파괴 조사방법의 하나로 각
광받고 있는 자외-가시광 분광분석을 적용하고, 비교 실험
을 진행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향후
전통 유기 염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창덕궁 출토 모담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조선시대 모직물 깔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공간
의 복원과 재현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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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재 문화재의 결손부 보존처리는 동일 수종의 목분, 목재를 성형 후, 천연 접착제 또는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결실 부위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접착한다. 그러나 대상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접착제 및 첨가제의 농도, 혼합비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피가 들뜨고 분리된 상태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보존처리에 적합한 충전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건조속도, 수축⋅팽창률, 물리적 변형 정도를 기준으
로 접착제별 최적 충전 조건을 선정하고, 실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충전제들을 목재에
적용한 후 고습 환경에 노출하여 단면을 관찰하였다. 충전제는 아교, PVAc 접착제, Acryl 접착제
순으로 안정적인 적용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수피가 들뜬 목제 조각품을 보존처리 시, 적합
한 충전제는 아교와 목분 1 : 2 비율의 혼합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하여 목제
조각품의 들뜨고 분리된 수피를 안정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유사한 상태의 수피
부 보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어 수피, 목제 조각품, 충전제, 아교, Acry계 접착제, PVAc계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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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ervation treatment that involved filling the lifting parts of wooden cultural heritage
is carried out by obtaining wood or wood powder of the same species and mixing it with synthetic resin
or natural glue to charge the blank area. Various concentrations and mixing ratios of adhesives and
additives are used, depending on the type and condition of the target.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conditions of the filler suitable for conservation treatment of wooden sculptures with lifted
or separated bark 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he optimal filler conditions
for each adhesive were selected based on drying speed, shrinkage and expansion rates, and physical
deformation degree. Then, to verify their actual applicability, these fillers were applied to wood and
exposed to high-humidity environment and their cross-sections were observed. The fillers showed stable
application in the following order: animal glue, PVAc adhesive, acrylic adhesive. In conclusion, a 1:2
mixture of animal glue and wood powder is a suitable filler for conservation treatment of wooden sculpture
with lifted bark.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ppropriate ways to stabilize the bark that was lifted
or separated from a wooden sculpture, thus enabling the future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artworks
under similar conditions.
Key Words Bark, Wooden sculpture, Filler, Animal glue, Acrylic adhesive, PVAc adhe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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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따라 동종의 목재를 유실된 부위에 맞게 제작하여 복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목재는 목조 건축물, 목가구, 목조각품 등 여러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이용되어 왔다. 또한 금속,
석재 등 무기 재료와 비교하여 중량에 비해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고 자르거나 붙이는 등의 작업이 간단한 편이다.
이처럼 가볍고 가공이 쉬운 물성을 가지고 있어 조각이나
공예 등 미술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술품
의 경우, 실용적인 목적의 도구나 건물과는 달리 목재 특유
의 문양 및 질감과 같은 예술적인 요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수피(樹皮)를 제거하지 않고 조형하는 경우가 있다.
수피란 나무껍질을 뜻하며, 수목의 줄기, 가지, 뿌리의
2차 목부 원주체 바깥쪽에 포함된 전 조직으로 즉 형성층
의 바깥 방향에 있는 전 조직을 포괄한다. 수피는 1차 조직
과 2차 조직, 통칭 외수피와 내수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 2차 조직은 수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형성층 시원세포
의 분열작용으로 새로운 조직과 코르크 형성층을 형성한
다.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피 형성과
표피 박리의 과정이 반복되지만, 재단된 나무는 잘린 순간
의 조직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수피, 특히
코르크화된 조직은 형성층 안쪽의 목부 조직와 비교하였
을 때, 수분 이동에 따른 수축 및 팽창 능력이 떨어진다
(Park, 1987). 이러한 수축, 팽창 과정이 반복되었을 때 수피
의 들뜸, 박락 및 목질부와의 분리 등 물리적 변형이 발생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 일부는 본
래 나무가 가진 수피를 유지한 상태로 제작되었다. 그중
수피에 물리적 변형이 발생한 목제 조각품은 대표적으로
조성묵(生沒, 1940∼2016) 작가의 작품 ‘무제(Untitled)’
(1972)가 있다. 해당 작품은 목질부와 수피 간 수축⋅팽창
률 차이로 인하여 이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들뜨거나
박락된 수피가 존재하며, 일부 수피는 결실되었다. 또한 수
피와 목질부 틈 사이로 소형 목재 편들이 지속적으로 탈락
하고 있다. 전시 및 수장 등의 이유로 작품 이동을 위한
취급 과정에서 접촉 시 가해지는 압력을 버티지 못하여 수
피부 탈락 등 물리적 손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목재 편들의 지속적인 탈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피와 목질부 사이

Heritage, 2018).
이러한 보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복원이 이루어진 문
화재 보존처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결실 부위 복원을 위한
충전제 제작 시에는 천연 접착제인 아교를 활용하는 경우
가 많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균열 및 터짐 등으로 인한
파손 부위를 아교와 목분을 혼합하여 충전하는 방법이 사
용되었다(Seo, 2008; Kim et al., 2014; Park, 2015).
천연 접착제 이외에도 가역성이 있어 보존처리 후 제거
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다양한 합성수지도 복원에 사용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Acryl계 접착제와 Polyvinyl acetate
(PVAc)계 접착제가 사용되었다. 해당 접착제도 결손 부위
에 대해 Micro Balloon 또는 목분을 혼합하여 충전하는 방
법으로 보존처리가 진행되었다(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07; Seo et al., 2017).
이처럼 목재 문화재의 보존처리에서는 동일 수종의 목
분 또는 목재를 성형 후, 아교 등의 천연 접착제 또는 합성
수지와 혼합하여 결실 부위를 충전하는 과정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다만 보존처리 대상의 종류와 상태 등에 따라
사용하는 접착제 및 첨가제의 농도, 혼합비율 등이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보존처리자 개인의 노하우 또는 정보공개
제한 및 보안 등의 이유로 보존처리에 사용된 충전제에 대
한 정보가 자세히 서술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특히,
수피가 있는 목제품의 경우 해당 대상에 적절한 접착제 종
류 및 첨가제의 혼합비율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목제 조각품의 수피부 보존처
리에 필요한 충전제로써 적합한 접착제 종류 및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접착제는 기존에 많이 사
용되어왔던 천연 접착제에 더하여, 아크릴계 접착제 및
PVAc계 접착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접착제 종류 및 첨가
제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충전제의 물성 평가를 통해 접착
제별 적절한 혼합비율을 선정하고, 해당 조건의 충전제를
실제 작품과 동일한 상태의 목재에 적용한 후 적용성 및
내후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목질부로부터 들뜬 수피
를 안정화하는 데 적합한 충전제를 확인하고 추후 목제 조
각품 보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의 빈 공간을 채워주고 들떠있는 수피 부위를 안정시킬 수

2. 재료 및 방법

있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제품에 발생한 균열, 결실 및 들뜬 부위를 보존처리하
는 방법은 유실된 부분이 적은 경우, 에폭시 수지,

2.1. 재료

Isocyanate계 순간접착제와 목분 등을 사용하여 면을 메워
주는 반면 유실된 부위가 큰 경우, 처리 전 조사 결과에

충전제 제작을 위한 접착제로 아교 1종, Acryl계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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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PVAc계 접착제 2종을 사용하였으며, 접착제명은 상

3(이후 W1, W2, W3으로 표기)으로 혼합한 충전제를 만들고

품명을 참고하여 약자로 표기하였다(Table 1). 각 접착제는

그에 따른 물리적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0 wt% 농도의 용액을 활용하였으며 아교와 PVAc계 접착

목재 적용 평가 시편은 먼저 참나무를 길이 방향 100 mm

제는 증류수, Acryl계 접착제는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였

규격으로 자른 후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여 실제 작품과 유

다. 첨가제로 사용한 목분은 작품을 구성하는 수종 중, 전

사한 수피 상태를 만들었고, 접착제별로 선정된 조건의 충

체 수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피부의 코르크층이 가장 두

전제(4가지)에 대해 5배수로 제작하였다. 들뜬 수피 부위

꺼운 참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제작하였다. 같은 목분의 함

아래로 선정된 충전제를 적용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후 각

량으로 만들어진 복합재에서 작은 크기의 목분이 사용된

목재시편을 20 mm 간격으로 4등분하여 단면을 비교⋅관

경우, 큰 입자 크기의 목분에 비하여 인장강도 및 휨강도에

찰하고자 하였다(Figure 2). 시편명은 상품명 및 목분(Wood

서 높은 물성을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Kang et al., 2009)를

powder) 비율, 시편 높이(Height), 참나무속(Quercus) 목재

참고하여,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참나무 목분의 최소 규격

시편을 참고하여 약자로 표기하였다(Table 2).

인 AA-Type (100∼400 mesh)(Woori wood powder, 2014)에
맞추어 목분 제작 시 400 mesh 거름 체를 사용하였다.

2.2.2. 충전제 특성 평가

보존처리 시 작업 소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저
울을 사용해 건조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피 아래로 충전처

2.2. 방법

리를 하였을 때, 비가시적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변화를
2.2.1. 시편 제작

충전제 특성 평가 시편은 조건별로 바닥면 25⨉25(가로⨉
세로) mm에 2 mm, 4 mm, 6 mm의 높이들을 가진 시편을
제작하였다. 조성묵 작가의 작품 ‘무제(Untitled)’를 관찰한
결과 들뜬 수피의 높이가 최대 6 mm로 측정되었다. 들뜬
부위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되는 높이에 따른 물성 차
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알맞은 방법을 판단하고자,
하나의 충전제 조건당 시편 높이를 2 mm, 4 mm, 6 mm(이
후 H2, H4, H6로 표기)로 다르게 제작하였다(Figure 1). 목분
의 혼합비율은 처리 대상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접착제와 목분의 비율을 각 1 : 1, 1 : 2, 1 :

파악하기 위해 수축⋅팽창률, 표면 관찰을 진행하였다. 수
축률 측정은 KS L 4004(도자기용 점토의 건조 수축과 소성
수축률의 측정 방법)를 참고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
해 조건별 5개의 시편에 대해 측정 위치별 2회 이상 측정하
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면 관찰을 통해 균열 및 휨 발
생, 기공 생성 여부 등 물리적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비교하
였다. 수축률 측정 및 표면 관찰이 끝난 시편들을 고습 환
경(온도: 20±4 °C, 습도: 90±5%)에 노출시키고, 더 이상 수
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포화점에 이를 때까지 지속하였다.
수축률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조건별 5개의 시편에 대해
측정 위치별 2회 이상 측정하고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Table 1. Specific information about adhesives
Types of adhesive

Product information

Manufacturer information

Abbreviation

Animal glue

BonghwangⓇ

Nakagawa, JPN

A

Rohm & Hass, USA

B

Caparol binder

Caparol, GER

C

PolysolⓇ

Daeyang Chemical, KOR

P

Acrylic adhesive

Ⓡ

Paraloid B-72

Ⓡ

PVAc adhesive

Figure 1. Filler evaluation specimens.

Figure 2. Woode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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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about specimen abbreviations
Adhesive
information

Wood powder rate

Quercus wood

Height
(mm)

1 : 1

1 : 2

1 : 3

2

AW1H2

AW2H2

AW3H2

4

AW1H4

AW2H4

AW3H4

6

AW1H6

AW2H6

AW3H6

2

BW1H2

BW2H2

BW3H2

4

BW1H4

BW2H4

BW3H4

6

BW1H6

BW2H6

BW3H6

2

CW1H2

CW2H2

CW3H2

4

CW1H4

CW2H4

CW3H4

6

CW1H6

CW2H6

CW3H6

2

PW1H2

PW2H2

PW3H2

4

PW1H4

PW2H4

PW3H4

6

PW1H6

PW2H6

PW3H6

Animal glue

Ⓡ

Paraloid B-72

Ⓡ

Caparol binder

Ⓡ

Polysol

Wood 1 Wood 2 Wood 3 Wood 4 Wood 5
AQ11
⁝
AQ14

AQ21
⁝
AQ24

AQ31
⁝
AQ34

AQ41
⁝
AQ44

AQ51
⁝
AQ54

BQ11
⁝
BQ14

BQ21
⁝
BQ24

BQ31
⁝
BQ34

BQ41
⁝
BQ44

BQ51
⁝
BQ54

CQ11
⁝
CQ14

CQ21
⁝
CQ24

CQ31
⁝
CQ34

CQ41
⁝
CQ44

CQ51
⁝
CQ54

PQ11
⁝
PQ14

PQ21
⁝
PQ24

PQ31
⁝
PQ34

PQ41
⁝
PQ44

PQ51
⁝
PQ54

2.2.3. 목재 적용 평가

료 후 단면 관찰을 진행하고, 일주일간의 노출로는 나타나

충전 및 건조가 완료된 목재시편을 잘라 내부 단면을

지 않은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재시편들을 수분

관찰하고 충전제 적용에 따른 수피부의 물리적 변형 정도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고습 환경에 노출시킨 후 단면을

를 확인하였다.

관찰하였다.

미술관의 경우 전시실 및 개방형 수장고의 특성상 관람
객 등의 방문에 따른 외부 대기의 유입을 고려해야 한다.

3. 결과 및 고찰

특히 여름철 장마로 인해 일시적인 고습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목재의 변화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면 관찰이 완료된 목재시편들을 고습 환경(온도 20±4 °C,
습도 90±5%)에 일주일간 노출시켰다. 일주일 노출 실험 완

3.1. 충전제 특성
3.1.1. 건조 시간

6시간 간격으로 시편 중량을 측정한 결과, 90시간 이후

Figure 3. Chart of drying time according to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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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든 시편이 일정한 중량을 유지하여 건조가 완료되

냈다. C와 P를 사용한 경우, W2에서는 수축이 거의 발생하

었다고 판단하였다. 접착제 A를 사용한 충전제의 경우

지 않았으나 W3에서 높이 방향 수축률이 비교적 크게 나타

W3H2와 W3H4를 제외하고, 같은 제작 조건에서 다른 접착

났다. 이는 목분 비율 증가에 따른 접착제 비율 감소로, 접

제에 비해 장시간의 건조가 진행되었다. 접착제 B를 사용

착력이 약화되어 표면에 가루화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한 모든 시편은 12시간 이내로 건조가 완료되었으며, A>C

판단된다(Table 3, Figure 4).

≧P>B 순으로 건조 시간이 오래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사
용된 접착제가 동일한 경우, 시편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목
분 비율이 높아질수록 빠른 건조속도를 나타냈다(Figure 3).

3.1.3. 표면 관찰

충전제 시편 건조 후, 표면에 나타난 물리적 변화는 휨,
기공 형성, 가루화, 균열 생성으로 구분되었다(Table 4). 휨

3.1.2. 수축률

현상은 A를 사용한 충전제 시편에서만 발생하였는데, W1

수축률은 목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A>C≧P>B 순서로

조건 시편에서는 모두 변형이 일어났고 W2와 W3 조건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시편 높이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는 시편 높이 2 mm인 경우에만 휨 현상이 나타났다. 기공

접착제를 사용한 시편과 비교하였을 때 접착제 A를 사용

은 W1 조건의 모든 시편에서 형성되었다. 접착제가 건조되

한 시편에서 폭 방향과 높이 방향 모두 가장 높은 평균 수

면서 목분 및 수지 입자 사이에 존재하던 용매(물, 아세톤)

축률을 나타내었다. AW1H2 시편의 높이 방향 수축률은

가 빠져나가며 입자끼리 접촉하게 됨에 따라 표면에 기공

27%로 A를 사용한 시편 중 가장 큰 수축률이 관찰되었다.

이 형성된다. 목분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조되는 용매량도

폭 방향 수축률 중 가장 큰 수축률은 AW1H4에서 16.7%로

작아져 기공 형성 정도가 낮아지므로, W2 조건 이상의 충

나타났다. 접착제 B를 사용한 시편은 다른 접착제를 사용

전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가루화

한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수축률이 작게 나타났다. 이는

는 B와 C를 사용한 충전제 시편에서 주로 관찰되었으며

빠른 건조속도로 인하여 다른 충전제에 비해 응력이 크지

P를 사용한 경우도 미세하게 발견되었는데, 모두 W3 조건

않아 수축이 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접착제 C와 P를

에서만 나타났다. 균열은 전체적으로 발생 빈도가 적었는

사용한 시편들은 AW3의 시편들과 유사한 수축률을 나타

데, 시편 제조 시 틀에 충전제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압력
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최대한 충전하고자 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3.1.4. 팽창률

충전제 시편들의 높이 방향 팽창률은 제작 조건에 따른
특정한 경향성 없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폭 방향의 팽
창률을 비교한 결과, 목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팽창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W1 시편의 폭 방향 평균
팽창률은 1.7%로 다른 충전제 시편과 비교하여 가장 큰 팽
창률이 확인되었다(Table 5). 접착제 종류별 폭 방향의 평
균 팽창률은 A>B≧C>P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Figure 5).
Figure 4. Chart of average shrinkage rate by adhesives.

Acryl계 접착제의 경우 수분에 대한 반응성이 PVAc계 접

Table 3. Average rate of shrinkage comparison (%)
Type

AW1

AW2

AW3

BW1

BW2

BW3

CW1

CW2

CW3

PW1

PW2

PW3

Width
direction

14.97

4.63

2.53

0.27

0.00

0.23

1.77

0.00

0.13

1.13

0.13

0.00

Standard
deviation

1.23

1.23

0.71

0.19

0.00

0.33

0.26

0.00

0.12

0.62

0.19

0.00

Height
direction

24.60

7.57

1.93

0.00

0.33

0.00

1.07

0.00

3.07

1.40

1.50

1.17

Standard
deviation

1.70

1.02

1.11

0.00

0.47

0.00

0.33

0.00

1.11

0.54

1.2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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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me of specimens which physical changed

Bent

Hole

Becoming powder

Crack

Table 5. Average rate of expansion comparison of width direction (%)
Type

A

B

C

P

Average rate by
wood powder ratio

Standard
deviation

W1

1.7

0.08

W2

0.9

0.05

W3

0.8

0.03

W1

0.9

0.06

W2

0.6

0.03

W3

0.7

0.06

W1

0.5

0.04

W2

0.7

0.04

W3

0.7

0.07

W1

0.5

0.04

W2

0.4

0.03

W3

0.4

0.04

Average rate by adhesive

Standard
deviation

1.1

0.07

0.7

0.05

0.7

0.05

0.4

0.04

Figure 5. Average expansion rate of width direction (%). (A) By adhesives and wood powder rate. (B) By only adhe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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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제보다 작으나 충전제 제작 시 목분이 가진 이방성이 팽

(PQ23, PQ42, PQ43, PQ53) 확인하였다(Table 7).
일주일간 고습 환경 노출로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변화

창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접착제별 최적 제조 조건을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고습
환경 노출을 지속하였다. 4일 후 목재시편의 중량이 일정

AW2H6, BW2H6, CW2H6, PW3H6로 각각 선정하였다.

하게 나타나 수분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단면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A와 P의 충전제를 적용한 목

3.2. 목재 적용

재시편의 경우 추가적인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정된 조건에 따른 충전제를 목재에 적용하고 단면을
관찰한 결과,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은 충전 부위 ‘균열’(10
mm 이하) 생성 및 ‘들뜸’(10 mm 이상 갈라졌으나, 분리되
지 않은 상태), 수피가 목질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분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Table 6). A 충전제를 적용한 목
재시편에서 균열 1건(AQ44), 들뜸 2건(AQ31, AQ42)이 관찰
되었다. B 충전제를 적용한 경우 들뜸 4건(BQ11, BQ14,
BQ51, BQ52), 분리 4건(BQ12, BQ32, BQ33, BQ41)이 발생하
였다. C 충전제의 경우 균열 2건(CQ43, CQ53), 들뜸 3건
(CQ34, CQ41, CQ42), 분리 1건(CQ54)이 관찰되었으며, P 충
전제의 경우 균열 1건(PQ24), 들뜸 4건(PQ23, PQ42, PQ43,
PQ53)이 발생하였다(Table 7).
수분 흡수에 따른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단면 관찰
이 완료된 목재시편을 고습 환경에 일주일간 노출시킨 결
과, 단면 관찰 시 변화가 없던 목재시편에 물리적 변형이

B 충전제를 적용한 경우 BQ11에서 기존 들뜸 부위가 확장
된 것을 확인하였고, C 충전제의 경우 CQ53 단면의 균열이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7). B와 C 충전제를 적용한
목재시편에서 수분 포화상태 도달 시 일부 추가적인 변형
이 관찰되었지만, 일주일간의 노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물리적 변형이 대부분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충전제의 목재 적용 후 고습 환경 노출까지 목재시편에
발생한 물리적 변형을 종합하면 A 충전제를 적용한 목재
시편은 전체의 30%에서만 변형이 발생하였고, B 충전제를
적용한 목재시편의 변형률은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피 분리의 경우 A 충전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
머지 세 충전제에서는 발생한 변형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다(Table 8, Figure 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재 적용
성 및 고습 환경에 대한 내후성은 A>P>C>B 충전제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하거나 기존 변형 정도의 추가적인 진행을 확인하였
다. A 충전제를 적용한 목재시편에서 들뜸 2건(AQ11,
AQ54)이 새로 발견되었다. B 충전제를 적용한 경우 새로운
들뜸 1건(BQ13)이 관찰되었고, BQ14의 단면에 있던 기존
들뜸 부위가 더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C 충전제의 경우
분리 4건(CQ13, CQ14, CQ31, CQ32)이 새로 발견되었고, 기
존 균열의 확장 1건(CQ53), 들뜸의 확장도 1건(CQ34)이 확

Figure 6. Overall rate of physical deformation (%).

인하였다. 기존 들뜬 부위의 분리도 2건(CQ41, CQ42) 관찰
되었다. P 충전제의 경우 균열 1건(PQ11), 들뜸 1건(PQ22)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기존 들뜬 부위가 분리된 것을 4건
Table 6. Physical deformation type

Crack

Lifting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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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ysical change of wood specimens according to experimental progress
(- : No additional physical deformation)
Type

Sectional observation

AQ11

Exposure to high humidity environment
After 7 days

Moisture saturation

-

Lifting

-

AQ31

Lifting

-

-

AQ34

Lifting

-

-

AQ42

Lifting

-

-

AQ44

Crack

-

-

AQ54

-

Lifting

-

BQ11

Lifting

-

More lifting

BQ12

Separation

-

-

BQ13

-

Lifting

-

BQ14

Lifting

More lifting

-

BQ32

Separation

-

-

BQ33

Separation

-

-

BQ41

Separation

-

-

BQ42

Separation

-

-

BQ43

Separation

-

-

BQ51

Lifting

Separation

-

BQ52

Lifting

-

-

CQ13

-

Separation

-

CQ14

-

Separation

-

CQ31

-

Separation

-

CQ32

-

Separation

-

CQ34

Lifting

More lifting

-

CQ41

Lifting

Separation

-

CQ42

Lifting

Separation

-

CQ43

Crack

-

-

CQ53

Crack

More crack

More crack

CQ54

Separation

-

-

PQ11

-

Crack

-

PQ22

-

Lifting

-

PQ23

Lifting

Separation

-

PQ24

Crack

-

-

PQ42

Lifting

Separation

-

PQ43

Lifting

Separation

-

PQ53

Lifting

Sepa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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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verall rate of physical deformation
Type

Deformation
occurrence (%)

A
B
C
P

30
55
50
35

Crack
16.6
20.0
28.5

4. 결 론

Deformation type (%)
Lifting
83.3
36.3
10.0
14.2

Separation
63.6
70.0
57.1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목제 조각품의 들뜨고 분리된 수피를 안정시킬

본 연구에서는 목제 조각품에서 들뜨고 분리된 수피 부위
의 보존처리에 효과적인 충전제 제작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접착제 종류, 목분 비율, 충전 두께가 다른
충전제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접착
제별 최적 충전제 조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충전제들을 작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비슷한 상태를
가진 작품의 보존처리 시 방향성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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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79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광화당 원삼은 보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나
지정조사 시에는 없던 봉흉배가 부착되어 ‘봉흉배가 달린 유일한 자적원삼(紫赤圓衫)’ 유물로
알려지면서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과학적 분석과 동시에 지정 상태로의 원형 복원도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광화당
원삼에 대한 유물 이력을 조사하고, 현전하는 봉흉배와 봉흉배 수본(繡本) 등의 유물 조사를
병행하여 원형 복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여, 봉흉배에 사용된 금속사가 은을 기본으로 티타늄 코팅한 것을 확인하였다. 티타늄으
로 도금된 금사를 사용한 봉흉배는 1986년 광화당 원삼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TiN계
피막 도금법이 1990년대에는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중반에 봉흉배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X선 형광분석을 활용한 금사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보존처리의 핵심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본고는 전세 유물 보존처리에 있어 유물 이력과
유사 유물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형복원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중심어 금사, 금속사, 봉흉배, 직물보존, 티타늄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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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wanghwadang-Wonsam was designated as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 52
in 1979, it is in good condition. However, a problem is the attached a phoenix insignia badge that
did not exist when it was designated recently. As it became known as the only purple Wonsam artifact
with “phoenix insignia”, raising the need for its conservation. In this regard, scientific analysis was
required to correct misinformation about designated cultural assets and restore the original designated
state by analyzing the history of the Gwanghwadang-Wonsam, other relics of the phoenix insignia and
its making design patterns. An X-ray fluorescence analysis was used to confirm that the Phoenix
insignia’s metal threads were titanium-plated silver. Phoenix insignia using titanium-plated gold thread
was not identified in Gwanghwadang-Wonsam photographs in 1986, and the TiN-type membrane plating
method was used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1990s, which can be estimated to be attached in the early
and mid-1990s. Especially, the scientific analysis results from the X-ray fluorescence analysis in this
study provide key evidence for conservation processing.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relics and similar artifacts in the conservation process of inherited relics and as a precedent
for restoration that corrects misinformation about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Gold threads, Metal threads, Phoenix insignia badge, Textile conservation, Titanium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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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력과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화당 원
삼의 원형 복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광화당 원삼이

세종대학교는 순정효황후의 적의와 원삼 등을 비롯하
여, 곤룡포 등 왕실복식과 전세복식, 출토복식을 포함하여
모두 16건 18점에 이르는 국가민속문화재를 소장하고 있
다. 그중 고종의 후궁인 광화당(光華堂 李氏, 1887∼1970)
의 자적원삼도 포함된다. 광화당 원삼은 실제 착용으로 인
한 오염이 적어 직물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지정문화재라는 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원형
복원의 방침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는 보존처리 현장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유물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원형복원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2. 유물 상태 조사

그러나 1979년 지정 이후로 현상변경이 허가가 되지 않은
현대 재료로 제작한 봉흉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자적원삼(紫赤圓衫)은 후궁에서 올라온 빈궁이 입었던

였다. 특히 봉흉배의 자수에 사용된 색실과 금사는 육안

예복으로 두 점의 유물이 전한다. 착용자를 알 수 없는 이

상으로 보더라도 이질적이다. 사실 광화당 원삼은 17세기

화여자대학교 소장 자적원삼과 고종의 후궁이었던 광화당

말의 외재 이단하 정경부인의 원삼을 제외하고, 대한제국

이 착용한 자적원삼이다(Lim and Cho, 2013). 착용자를 알

시기의 봉흉배가 달린 유일한 자적원삼 유물로 평가받아

수 있다는 점에서 광화당 원삼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다.

왔다. 그러나 2005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대관을 통

광화당 원삼은 앞 길이가 133 cm, 뒤 길이가 164 cm로 앞이

해 광화당 원삼에는 ‘후대에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봉흉배’

약 31 cm 정도 짧다. 화장은 길이가 132 cm 정도로 화장이

가 달려 있음이 인지되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비교적 긴 편이다(Figure 1). 사(紗)로 된 겹원삼으로, 황색

[CHA], 2005). 이와 같은 이유로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과 청색의 색동에만 직금단을 사용했으며 가슴과 등에는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화당 원삼에 대한 유물

가금(假金)의 금사로 수를 놓은 가로 17.8 cm, 세로 19 cm

이력 조사와 봉흉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요구되

의 봉흉배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친 감침질로 고정한 상태

었다.

였다. 또한 한글로 ‘금시 99’라고 새겨진 사각형의 금단추

한편 직물문화재에 사용된 금사 분석은 대한제국 적의

가 달려있으며 휴대용 X선 형광분석을 통해 순금으로 확

(翟衣) 연구 사례와 같이 X선 형광분석법이나 미륵사지

인되었다(Figure 2, 3). 단추 크기는 가로 2.2 cm, 세로 1.7

금사 연구에 적용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cm이다. 금단추가 새로 달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

Microscope, SEM) EDS 분석법과 파장형 X선 형광분석

만 1979년 지정 당시부터 부착되어 있었다. 한삼의 좌우

(WD-XRF) 방법이 있다(Chung et al., 2011; National

폭은 각각 28.5 cm, 28 cm이며, 한삼과 색동의 연결 시접은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Cultural

재봉틀로 바느질되었다.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9). 그러나 광화당

광화당 원삼은 겹원삼으로 길과 소매의 겉감은 원형의

원삼은 별도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므로, 휴대용 X선 형

수자(壽字)⋅호로병박⋅만자(卍字)가 있는 도화(桃花)가

광분석을 통해 봉흉배의 금사 성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

직조된 자적색 사직물(Figure 4)이며, 한삼은 만자형태로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광화당 원삼에 대한 지정 및 관리

배치된 운문과 여러 마리의 박쥐를 도안한 운복문사(雲蝠

Figure 1. Before restoration treatment of GwanghwadangWonsam with Phoenix insignia.

Figure 2. Engraved as the ‘Gold 99’ in Korean on the
back of the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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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F analysis results of the button of Gwanghwadang-Wonsam.

Figure 4. Textile pattern of Gwanghwadang-Wonsam.
紋紗)를 사용하였다. 황색과 청색의 색동 부분에만 모란문

텍터는 Silicon Drift Detector, Alloy 모드와 Geochem 모드,

직금단이 사용되었다. 황색 색동의 편은사는 약 0.580 mm,

Soil 모드를 병행 측정하였다(Table 2). 특히 색동의 편은사

청색 색동의 편은사는 0.730 mm의 너비이다(Table 1, 2)

는 은과 함께 황이 검출되었다. 은박을 사용하여 금사를

안감은 홍색 운보문사를 사용하였으며, 문양은 운문과

제작할 경우, 야광(冶光)을 끝낸 은박을 입힌 배지를 나무

함께 화주(火珠), 방승(方勝), 서각(犀角), 만자(卍字), 폭보

로 만든 상자 서랍에 두고 유황을 넣어 불을 붙여 훈증하는

(輻寶), 여의(如意), 보(黼), 전보(錢寶) 등의 팔보문으로 확

데, 이때 은박이 금색으로 변하는 것을 특히 청금(淸金)이

인된다. 색동의 안감도 동일한 홍색의 운보문사를 대었다.

라고 부른다(No, 2006). 따라서 연은사의 황은 금사 제작

한편 안감의 가장자리에 있는 청색의 선단은 겉감과 동일

과정에서 거치는 훈증이나 보존 환경에서 노출되는 아황

한 원형의 수자(壽字)ㆍ호로병박ㆍ만자(卍字)가 있는 도화

산가스나 황화수소 등과 반응하여 황화은(Ag2S)이 형성되

가 직조된 청색의 사직물이다(Table 1).

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은과 황의 반응

광화당 원삼은 통수스란에 직금이 없고, 오직 색동에만

은 표면을 검게 변색시키기도 한다(Cronyn,1990; Lee and

직금직물을 사용하였다. 황색과 청색의 색동부분으로 흑

Cho, 2014). 그 외 칼슘, 철 등이 검출되었다. 그중 칼슘은

갈색 또는 황갈색 등으로 변색되었으며, 균열 및 박락이

금사 배지인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에서 비롯된 것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색동의 모

으로 판단되며, 철은 접착제와 함께 혼합하는 등 금사 제작

란문 직금단 중 금사는 XRF 분석 결과 편은사로 확인된다.

과정에 백토나 석간주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Table 2).

이때 분석 조건은 10∼40 kV에 80∼200 µA, Rh Target,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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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romaticity and textile measurement results of Gwanghwadang-Wonsam
Composition

Microscope image (×25)

Thread width (warp/weft) Density (ends/cm)

Chromaticity

Outer

0.135 mm/0.247 mm

34×18

L*=25.11
a*=20.40
b*=7.32

Multicolor-striped
sleeve (blue)

0.113 mm/0.322 mm

80×20

L*=23.29
a*=8.98
b*=-34.01

Multicolor-striped
sleeve (yellow)

0.111 mm/0.321 mm

104×26

L*=72.62
a*=2.71
b*=23.42

Sleeve to hide
hand (Hansam)

0.119 mm/0.267 mm

34×17

L*=74.45
a*=1.42
b*=13.10

Lining

0.160 mm/0.3291 mm

40×19

L*=36.66
a*=39.45
b*=19.48

Inner trimming

0.127 mm/0.275 mm

40×20

L*=27.49
a*=3.48
b*=-34.37

Table 2. XRF analysis results of the Gwanghwadang-Wonsam
No.

Microscopic image (×50)

Analysis results and features

Presumptive material

몕 Silver

1

몕 Multicolor-striped sleeve (yellow)

몕 Soil : S, K, Ca, Fe, Ag
몕 Alloy : Fe, Ag >> S >

몕 Silver

2

몕 Multicolor-striped sleeve (blue)

몕 Soil : S, K, Fe, Ca, Ag
몕 Alloy : Fe, Ag >> S >

14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2, 2021

3. 봉흉배 조사

뺷문화재대관-복식⋅자수뺸편에는 봉흉배가 달린 광화당 원
삼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CHA, 2005), 원래는 없었던
봉흉배가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Figure 5).

3.1. 이력 조사

광화당 원삼의 흉배는 육안 상으로도 조선시대 직금단

광화당 원삼은 1978년 지정조사를 실시하여 1979년 2월

이나 용보 자수에 사용되는 금사에 비해 이질적인 광택을

중요민속자료(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후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 현전하는 원삼의 경우 왼쪽 길에

광화당원삼의 사진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1986년 복

흉배가 부착되어 있는데, 광화당 원삼의 봉흉배는 오른쪽

식, 자수, 신앙자료 등의 뺷문화재대관뺸하권에 실려 있다.

길에 달려 있다. 일반적인 흉배의 경우 자수 뒷면을 배접하

이 두 자료를 통해 지정 조사 시부터 1986년까지 광화당

는데, 흉배의 뒤는 무문갑사(無紋甲紗)를 대었는데 그 안

원삼은 가슴과 등에 흉배가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쪽으로 한지 배접을 하지 않고 성근 명주를 댄 것을 확인할

(CHA, 1978; CHA, 1986). 그러나 2005년에 이르러 발간한

수 있다. 또한 흉배의 섬세한 문양 자수에 비해 흉배를 단

A

B

C

Figure 5. Photographs of Gwanghwadang-Wonsam from (A) the survey report in 1978 & the view of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in (B) 1986, (C) 2005.

Figure 6. Attached phoenix insignia on the right front
body of the Gwanghwadang-Wonsam.

Figure 7. Backside phoenix insignia GwanghwadangWonsam.

Figure 8. Clumsy stitch with a sewed phoenix insignia of Gwanghwadang-Won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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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바느질도 왕실 예복에서 보기 드문 예로, 사각형의

현전하는 봉흉배는 원삼이나 당의에 부착되었던 것으

테두리 부분을 거칠게 감치고, 하단의 삼산, 전보, 물결이

로 17세기부터 18세기의 유물로, 17세기 말의 이단하 정경

나 방승 등의 자수 위쪽까지 붉은 실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부인 원삼의 봉흉배, 의원군 안동 권씨 당의의 봉흉배는

확인된다(Figure 6∼8).

봉황과 여의주, 구름 외에 다른 문양 표현은 없다. 봉황의

3.2. 유사유물

주의 봉흉배부터는 봉과 황이 상하구도로 놓이면서 흉배

좌우 배치는 18세기까지 이어지다가 19세기 초반 숙선옹
의 하단의 중앙과 좌우 모서리에 삼산을 두고 물결과 파도

봉흉배(鳳胸背)는 문헌상의 명칭으로 실제 현전하는 유
물과 흉배수본(胸背繡本), 대한제국 시기의 흑백 사진자료

를 표현했으며, 전보, 서각, 서보 등이 보문(寶紋)도 확인된
다(Figure 9의 A∼F).

를 살펴보면, 수컷인 봉(鳳)과 암컷인 황(凰)을 한 쌍으로 수

한편 봉흉배의 도안은 목판과 수본에서도 살펴볼 수 있

를 놓았다. 중국에서는 송대부터 자웅을 구분하였다고 하며,

다(Figure 9의 G∼I). 국립민속박물관에는 1847년 정미가례

우리나라의 봉흉배에 나타난 봉은 다섯 가락의 긴 톱니형

시 홍장삼의 봉흉배 목판 1점이 있고, 국립고궁박물관의

꽁지깃이 있고 암컷인 황은 당초형 깃털 끈에 달린 세 가닥

봉흉배 목판 1점과 8점의 봉황흉배 수본이 전한다. 광화당

의 톱니형 꽁지깃으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Song, 2019).

원삼에 달린 봉흉배의 문양과 구도가 매우 흡사하지만 구

A

B

C

D

E

F

G

H

I

Figure 9. Phoenix insignia relics of 17th and 19th centuries & Phoenix insignia making design. (A) Phoenix insignia of
Yi Danha`s wife Wonsam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B) Known as Princess Hwasun`s phoenix insignia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C) Phoenix insignia known as the 17th century. (D) Phoenix insignia of Andong Kwon's Dangui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E) Phoenix insignia of Cheongsong Shim's Dangui at the 18th century. (F) Phoenix insignia
of Princess Sooksun`s Dangui at the 18th century. (G) Woodblock print of the phoenix insignia from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1847. (H) Woodblock print of the phoenix insignia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I) Embroidered
paper of the phoenix insignia from the National Palac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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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세부 표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가 없었기 때문에 후대에 제작한 봉흉배를 붙인 것인데,

광화당과 같이 조선 말기 또는 대한제국 시기의 왕실 여성

유물이나 구한말의 사진자료 중 완벽히 일치하는 봉흉배

중 봉흉배가 달린 원삼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은 광화당 원

를 찾을 수가 없어 모본(母本)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봉흉배

삼과 함께 복녕당 양씨, 의친왕비 연안김씨, 이건의 부인의

의 자수에 사용된 금사에 대한 X선 형광분석기(XRF, Delta

원삼 착용 모습에서도 봉흉배가 확인된다(Figure 10∼12).

professional, Olympus社, USA)를 활용하여 금사 성분을 확

복녕당 양씨의 원삼에는 특이하게 봉황 문양이 시문된 사

인하였다(Figure 13).

각형의 흉배 대신 보(補)를 달았으며, 의친왕비 연안김씨

가슴과 등에 부착된 봉 흉배에는 크게 세 군데에 금사

의 봉흉배나 이건 부인의 봉흉배도 봉황의 꼬리 및 구름의

를 사용했다(Figure 14, 15). 사각형의 흉배의 테두리 부분

배치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광화당 원삼의 봉흉배는

(Figure 14)과 봉황 문양의 자수 부분에서 2종류의 금사가

좌우 하단 모서리의 물결 부분이 백색과 여러 색사를 사용

확인된다(Figure 15). XRF 성분 분석 결과, 흉배 테두리에

하여 분할하여 표현되었다.

서는 티타늄(Ti)과 은(Ag)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봉
흉배의 자수 문양에서는 티타늄과 함께 금, 은 등이 주성분
으로 검출되었다(Table 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봉

3.3. 봉흉배 가금사(假金絲) 분석

흉배의 테두리 및 봉황 도안의 테두리는 은을 기본으로 한

광화당 원삼에 부착된 봉흉배는 17∼18세기 봉흉배와

티타늄 코팅이나 도금이 된 금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양식으로, 19세기나 대한제국 시기의 봉흉배의 도안

봉황 도안의 테두리 안쪽에 사용된 것은 금 성분을 포함하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화당 원삼은 지정조사 때 흉배

고 있는 연금사로 추정된다(Table 3). 금이 포함되어 있기

Figure 10. Rounded phoenix insignia of
Boknyeongdang Chungju Yang.

Figure 11. Phoenix insignia of
Uichinwangbi Yeonan Kim.

Figure 13. Portable XRF analysis on the metal threads of
the phoenix insignia.

Figure 12. Phoenix insignia of
Yigeon’s wife.

Figure 14. Twisted metal threads in border line of the
phoenix insigni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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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wo types of twisted metal threads of the phoenix insignia used in the Gwanghwadang-Wonsam
(×50, 100).

Figure 16. Twisted gold threads in border line of dragon Figure 17. Twisted gold and silver threads of the dragon
insignia used in the Donggungbi-Wonsam (×100).
insignia used in the Donggungbi-Wonsam (×100).
Table 3. XRF analysis results of the Gwanghwadang-Wonsam
No.

Location of XRF analysis

Microscopic image(×50)

Analysis results and features

1

1
몕 Border line of
phoenix insignia

몕 Soil : S, Ca, K, Ti, Ag
몕 Alloy : Ag, Ti >> >

몕 Embroidered pattern of
phoenix insignia

몕 Soil : K, S, Ti, Au, Ag
몕 Alloy : Ag, Ti >> Au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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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유사 시기의 동궁비 원삼 부착된 용보의 자수에

4. 원형 복원

사용된 순금의 연금사와 비교해보면(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9), 전체적으로 용보에 사
용된 연금사나 연은사보다도 더 가늘며 매끈한 표면을 갖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순금의 연금사는 얇게 퍼져
쉽게 박락되며 심사의 표면 질감까지 드러난다. 또한 용보
의 경우 문양의 면(面)을 채울 때 연은사를 사용하고, 문양
의 테두리에 순금의 연금사를 사용하였다. 반면 봉흉배는
문양 면을 금성분이 있는 연금사를 사용하고 문양의 테두
리 부분에는 티타늄 코팅을 한 연은사를 사용하였다(Figure
15∼17).
봉흉배에 사용된 인조 광택의 티타늄 코팅의 금사는 정
확히 언제부터 섬유산업 분야에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
지만, 1990년대에 들어 공구의 절삭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TiN계의 피막을 도금하는 방법이 여러 산업에서 보편화되
고 있어 1986년 문화재대관의 사진 이후부터 1990년 초중
반 연간에 제작된 금사로 유추해 볼 수 있다(Kim et al.,
1995).

광화당 원삼은 깃의 일부분에 연황색의 얼룩이 있고, 좌
측 앞길 중간, 흉배 주변, 아랫부분에는 붉은색 얼룩을 제
외하면 목 주변에 실제 착용으로 인한 오염은 확인되지 않
았다. 양쪽 진동과 소매 및 한삼에 접어 보관하면서 생긴
접힘 자국과 안감 일부의 헤진 구멍 정도를 제외하면 보존
상태 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광화당 원삼의 세척은 직물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유물
진공청소기와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제거할 정도로 간
단한 과정이다. 다만 탈이온수를 사용하여 깃, 한삼 부분,
앞길 및 뒷길, 소매 일부에 있는 붉은색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이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부분세척을 실시하였다.
좌측 한삼 부분의 볼펜 자국은 알코올을 사용하여 일부 제
거하고 부분세척을 통해 완화하였다.
보존처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오구 제거나 직물 보강
작업이 아닌 1979년 지정 이후로 현상변경이 허가가 되지
않은 흉배의 제거에 관한 문제였으며, 유물 이력과 유사유

Figure 18. Separation of insignia while unwinding sewn
threads.

Figure 19. Removal of the insignia from the back of
Gwanghwadang-Wonsam.

Figure 20. Before removal of phoenix insignia on the
Gwanghwadang-Wonsam.

Figure 21. After removal of phoenix insignia on the
Gwanghwadang-Won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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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석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소장처

사 사

협의 등을 거쳐 가슴과 등에 부착된 봉흉배를 분리하였다.
특히 봉흉배의 자수에 사용된 금사에서 티타늄 성분의 확
인으로 지정 당시에는 없던 흉배를 제거하여 국가지정문
화재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얇고
반투명한 사직물에 봉흉배를 부착한 채로 두면, 상대적으
로 약한 사직물에 열화 또는 파열이 예상되며 향후 전시
조명으로 인해 부분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유물 이
력 중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봉흉배를 떼어내었
다. 가슴과 등에서 분리한 봉흉배의 무게는 각각 20.12 g과
20.48 g으로 흉배가 부착되었던 자리에 굵은 주름이 발생
되어 필름지를 덮은 상태로 유리 문진을 눌러 형태를 보정
하였다(Figure 18∼21).

5. 고찰 및 결론
고종의 후궁이었던 광화당 원삼은 자적원삼으로, 자적
색 겉감은 원형의 수자(壽字)⋅호로병박⋅만자(卍字)가 있
는 도화가 시문된 사직물이며, 운복문사(雲蝠紋紗)의 한삼
과 운보문사(雲寶紋紗) 안감을 사용하여 조선 말기의 왕실
직물 문양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청색과 황색의 색동에
는 편은사를 삽입하여 제직한 모란문 직금단을 사용했다.
또한 XRF 분석 결과에서도 순금으로 확인된 원삼 깃의 단
추는 한글로 ‘금시 99’라고 새겨져 20세기 중후반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정조사서에 실린 사진 대장에서
금단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화당 원삼 유물은 비교적 오염이나 직물 손상이 적어
간단한 보존처리로 보이지만 지정 당시에는 없던 봉흉배
제거가 가장 큰 문제였으며, 유물 이력과 유사 유물 분석을
토대로 봉흉배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 조
사를 통해 봉흉배 제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광화당 원삼의 봉흉배 테두리는 티타늄과
은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은을 기본으로 티타늄 도금을
한 재질의 가금사로 볼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소장의 광화당 원삼의 원형 복원
에 대한 보존처리 사례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존처리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였
다. 분석결과는 보존처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유물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유물 이력과 과학적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사례로서 보존처
리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유
기물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성과물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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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조선의 어보는 국가 왕실을 상징하는 인장이다. 보수(寶綬)는 어보에 달린 붉은 끈으로,
어보의 품격을 높여주는 장식의 목적과 취급의 편리를 위해 제작되었다. 보수는 끈목과 방울술
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1441년부터 1928년까지 제작된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 어보의
보수 총 318점을 대상으로 형태 조사, 색상, 재질, 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끈목은
시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얇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방울술은 1800년대 중후반부터 방
울목이 대부분 사라지고 술 끝에 고리가 나타난다. 보수의 색상은 대부분 다홍색이지만 주황색
과 자주색도 확인된다. 보수의 재질은 대부분 실크로 확인되지만 1900년대 제작된 어보의 보수
5점과 1740년대에 제작된 어보의 보수 1점은 레이온으로 추정된다. 1740년대에 제작된 어보의
보수는 1900년대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방울술을 장식하는 금지의 주요 성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1800년대 중반까지는 술과 방울에 금(Au)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지만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술에는 금(Au), 방울에는 황동(Cu-Zn)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다가, 후반
이후 술과 방울에 황동이 주요 성분인 금지를 사용하였다. 보수는 어보의 한 부속품이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제작 기법과 재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어보, 보수, 금지, 적외선분광분석, 엑스선형광분석
ABSTRACT The royal seal, in either gold or jade, is used to symbolize Joseon’s royal fami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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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ade up of a Bonu (a handle), Bosin (a body), Bomun (a letter inscribed on the seal), and Bosu
(a string attached to the seal). The Bosu was designed to enhance the seal’s dignity and facilitate
convenient handling. Bosu consists of Kkeun-mog and Bangwool-sul (decorated with gilt paper), which
are made of Bangwool, Bangwool-mog, and Sul. In this study, the form survey, color, material, and
composition of 318 Bosu pieces from the Joseon Dynasty and Korean Empire produced from 1441
to 1928 were analyzed. As time passed, the strings on the seals became longer and thinner.
Bangwool-mog disappeared from the mid-1800s, and a ring appeared at the end of the Sul. Most of
the colors used were scarlet, but orange and purple were also identified. Although most of the Bosu
are silk, five Bosu from the 1900s and one Bosu from the 1740s (likely replaced in the 1900s) are
estimated to be rayon. The gilt paper’s main chemical components used to decorate the Bangwool-sul
vary according to age. Until the mid-1800s, gold (Au) was used for the Sul and Bangwool, but since
the mid-1800s, gold (Au) and brass (Cu-Zn) were used for Sul and Bangwool, respectively, and then
brass (Cu-Zn) was used for Sul and Bangwool. While the Bosu was a seal accessory, it can be used
to identify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materials of the period.
Key Words Royal seals, Bosu, Gilt pape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X-ray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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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의 어보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印章)이다. 어보는
왕과 왕비 등의 왕실 구성원들을 책봉(冊封)하거나 존호
(尊號), 시호(諡號) 등을 올릴 때 옥이나 금속에 그 호칭을

홍융모사(洪絨冒絲)로 동다회(圓多繪)를 만들고
소(槊)로 홍향사(洪鄕絲)를 넣었다. 길이는 3자[尺] 5
치, 둘레[圓圍]는 8푼이다[포백척(布帛尺)을 적용했
다]. 끈의 한 쪽 끝을 귀혈(龜穴)에 꿰어 넣은 다음
두 쪽 끝을 모두 위로하여 거북이 등에 이르면 합하
여 매듭을 지었다. 그 맨 끄트머리에는 또 방울[方兀]

새겨 수여하는 의례적 성격을 갖는다. 어보의 재질은 금⋅

과 술[蘇兀]을 달았다[술에 지금(紙金)을 넣었다.]

옥⋅은⋅백철 등이며 금보⋅금인⋅옥보⋅옥인⋅은인⋅백

뺷국역 보인소의궤 國譯 寶印所儀軌뺸(National Palace

철인 등으로 분류된다. 금보와 옥보의 명확한 차이는 없으

Museum of Korea, 2014)

나, 왕과 왕비가 살아계실 때는 옥보를 올리고, 승하하셨을
때는 금보를 올린다. 그리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는 옥
인과 은인을 올린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어보는 받는 사람에 따라 ○보(寶)와 ○인(印)으로
나뉘는데, 왕이나 왕비의 신분일 경우에 ○보(寶)이고, 왕
세자와 왕세빈의 신분일 경우에는 ○인(印)이다. 어보의
형태는 어보의 손잡이 부분인 보뉴(寶鈕), 몸체 부분인 보
신(寶身), 어보에 새겨진 글자인 보문(寶文), 어보에 달린
끈인 보수(寶綬) 등으로 구성된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9).
어보의 보수는 어보에 달린 붉은색 끈으로 어보를 장식
하면서 편리한 취급을 위해 제작되었다. 보수는 어보를 포
장하고 봉안하는 데 필요한 의장물로서 뺷가례도감의궤(嘉
禮都監儀軌)뺸, 뺷보인소의궤(寶印所儀軌)뺸 등의 문헌에서
끈이란 뜻인 영자(纓子)로 기록되었다. 두 의궤에서는 보
수의 형태, 재질,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즉, ‘붉은 면사나 견사로 심사(心絲)를 만들고 붉은 견사
를 엮어가며 둥근 끈을 만들다. 한 끝을 어보의 손잡이 부
분의 구멍에 꿰어 통과하고 두 끝을 합하여 매듭을 진다.
그 맨 끄트머리에 방울과 술을 달았으며 술 안에 금지를
넣는다’로 해석된다(Figure 1).
보수를 일컫는 용어로는 끈목, 인수(印綬), 보수(寶綬),
환조(還租), 다회(多繪), 원다회(員多繪), 영자(纓子), 대영
자(大纓子), 보영자(寶纓子), 방영자(方纓子), 관영자(貫纓
子) 등으로 다양하며, 본 논고에서는 보수(寶綬)로 통칭하
였다. 보수는 끈목, 중간매듭, 방울술이 기본 구조이며, 방
울술은 방울, 방울목, 술로 구성된다. 시대에 따라 방울목
이 없는 것도 있다. 방울은 안에 둥글게 깎은 나무를 넣고
그 위를 망으로 엮어 싸는데, 나무와 망 사이에 금지를 넣
어 장식한다(Figure 2). 금지는 지금(紙金), 금전지(金箋紙)
라고도 하는데, 한지에 금박을 입힌 종이로 방울, 방울목,
술 상단부를 장식하였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一纓子各一件

2010). 금지는 금사, 즉 실의 형태로 제작되어 복식이나 장

以紅眞絲作圓多繪槊入紅綿絲長三尺五寸圓圍八分

신구에 사용되었다. 금사(金絲)는 편금사와 연금사로 나누

用布帛尺以其一端貫龜穴兩端俱上至龜背合以每

어진다. 편금사는 금지를 실처럼 가늘게 자른 형태이며, 연

緝其末
合以方兀蘇兀 入紙金
뺷[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뺸
홍진사(紅眞絲)로 원다회(圓多繪)를 만든다. 소

금사는 (편)금사를 심사(芯絲)에 말아 감은 형태이다(Sim
and Lee, 2013).
어보의 보수는 어보와 함께 제작되었으므로 비교적 제
작 시기가 명확하여 시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

(槊)는 홍면사(紅綿絲)를 넣는다. 길이는 3척 5치이

구에서는 1441년부터 1928년까지 제작된 조선 왕실 및 대

다. 원둘레는 8푼이다[포백척(布帛尺)을 쓴다]. 한 끝

한제국 황실 어보의 보수 총 318점을 분석하였다. 제작 시

으로 거북의 구멍을 관통하고 두 끝으로 거북의 등에

기별로 분류하면 1400년대 14점, 1500년대 9점, 1600년대

서 합하여 매듭한다. 그 끝을 합하여 방울[方兀]과 술

32점, 1700년대 95점, 1800년대 140점, 1900년대 28점이다.

[蘇兀]을 합한다.[지금(紙金)을 넣는다.] 뺷영조사존호
상호도감의궤(英祖四尊號上號都監儀軌)뺸(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9)

보수 조사는 비파괴 조사를 원칙으로 형태 조사, 보수의
색상 값 측정, 보수의 재질 분석, 금지의 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보 보

纓子一件

수의 형태적⋅재료적 특성을 확인하고 시대적 특징을 알

以紅絨冒絲作圓多繪, 槊入紅鄕絲. 長三尺五寸, 圓

아보고자 한다.

圍八分【用布帛尺】. 以其一端貫龜穴, 兩
端俱上至龜背, 合以每緝. 其末又盛方兀蘇兀【入
紙金】
뺷國譯 寶印所儀軌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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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yal Seal of the Joseon

(B) Gold Seal of King Mogjo

Figure 1. The Royal Seal of Joseon Dynasty. (A) Royal Seal of the Joseon(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4). (B) Gold Seal of King Mogjo(G041, 1705).

Figure 2. A diagram of basic structure and detail names of Bosu.

2. 연구내용
2.1. 연구대상

형태는 실체현미경(DVM6, Leica, German)으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보수의 색상은 분광측색계(CM-2600d, Minolta,
USA)로 측정하였다. 색상 분석은 광원 D65, 측정면적 3

연구 대상 어보 보수는 총 318점으로 금보 152점과 옥보

mm로 하고 동일지점에서 3회씩 측정하였다. 색상 분석은

166점이다. 분석은 유물이 안전한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CIE표색법(국제조명위원회)의 L*a*b*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금보와 옥보로 나누었으며 시대순으로 정리

L*은 명도를 나타낸다. L*값이 0에 가까울수록 black이며

하였다. 분석 번호는 금보의 경우 G###, 옥보의 경우 J###

100에 가까울수록 white이다. a*는 양수(+) 값이 클수록 빨

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Table 1, 2). 금보는 은인⋅백철

간색, 음수(-) 값이 클수록 녹색이다. b*는 양수(+) 값이 클수

인까지 포함한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20).1)

록 노란색, 음수(-) 값이 클수록 파란색이다(KOTITI, 2016).
보수는 분광측색계의 SCI (Specular Component Included)와

2.2. 연구방법
어보의 보수는 형태 조사, 실체현미경 분석, 적외선분광
분석(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색상
측정, X선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XRF) 등으로 조사
하였다. 형태 조사는 보수의 치수, 짜임, 방울의 개수 등을
줄자, 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보수의 세부
1) 본 논문의 분석 번호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간한 뺷어보
과학적 분석뺸 보고서의 분석 번호를 따르며, 유물명과 유물
설명은 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SCE (Specular Component Excluded) 모드로 측정하였다.
보수의 재질은 적외선분광기(Vertex70, Burker)로 분석
하였다. 적외선분광기 분석 조건은 ATR mode, resolution
4 cm-1, scan 16, scan range 4,500∼600 cm-1이다. 보수의 금
지는 방울 내부와 술 상단부에 있다. 금지는 금속박을 입힌
종이로, 금속박의 성분은 X선형광분석기(M4 tornado,
Burker, German)로 분석하여 성분을 확인하였다. X-선형광
분석기 분석 조건은 50 kV, 600 µA, 분석시간 60초, Rh
X-ray tub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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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형태 조사
3.1.1. 보수 길이

보수의 길이는 보수 총길이, 방울술로 나누어 측정하였
다. 보수의 중간에 매듭이나 묶음은 있는 상태로 줄자를
사용하여 모눈종이에 기록하였다. 보수의 총길이는 시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1400∼1600년대는 60∼150 cm 길
이로 제작되었으나 짧은 보수가 많다. 1700∼1900년대의

(A) 2 Ttwim

(B) 3 Ttwim

Figure 3. String Structures of Bosu.

총 길이는 60∼180 cm이며 짧은 것과 긴 보수가 함께 제작
되었으나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방울술의 길이도 시대

된다. 1800년대는 0.4∼1.0 cm의 다양한 굵기의 끈목이 만

에 따라 다르다. 1400∼1600년대는 방울술 길이가 약 14

들어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1900

cm이지만 1600년대에 약 12∼20 cm의 방울술 4점이 확인

년대는 0.3 cm 두께의 가장 얇은 끈목이 제작되었다.

된다. 1700∼1800년대는 약 5∼20 cm의 방울술이 다양하

끈목의 중간 매듭은 장식적, 실용적 목적으로 매어졌다.

게 만들었으며, 1900년대도 다양한 길이가 확인되지만 약

혹은 보관이나 옮기는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임의로 묶은

20 cm 이상의 비교적 긴 방울술도 제작되었다.

것으로도 보인다. 중간 매듭은 모든 보수에 확인되고, 매듭
의 형태는 시기와 관련성이 없었다. 매듭의 기본 형태는

3.1.2. 끈목

도래매듭으로 264점에 확인되고, 1800년대 중후반부터 묶

보수의 끈목은 안쪽 심(芯)에 합사된 실을 여러 개의 토

음, 도래매듭⋅묶음, 도래⋅도래매듭, 도래⋅귀도래⋅도래

짝2)에

달아 일정한 순서에 맞춰 엮어 짠 끈의 한 종류이다.

매듭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Figure 4).

끈목은 2뜀과 3뜀의 원통모양으로 둥글게 짰다. 끈목의 짜
임은 2뜀이 64%로 가장 많으며, 3뜀은 36%이다. 2뜀은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확인된다. 3뜀은 1800년대 중
기에 많이 확인되며, 1800년대 후기에 2뜀과 3뜀이 같이
혼용되어 나타난다(Figure 3).
둥근형 끈목의 두께는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3지점의 지
름 측정 후 평균값을 얻었다. 1400∼1500년대는 0.6∼0.8

3.1.3. 방울술

방울술은 방울, 방울목, 술로 구성되어 있다. 나무나 종
이로 둥근 속틀을 만들고 그 위에 망을 짜서 씌우고 아래로
술을 늘어뜨리는 형식이다. 방울목과 술이 이어지는 부분
에 금지를 넣어 장식하였으며, 방울과 방울목은 망수 아래
에 금지를 넣어 은은한 빛이 비쳐 보이도록 장식하였다.

cm의 끈목이 제작되었다. 1600∼1700년대는 0.6∼1.0 cm

방울의 기본형은 단방울(1개)이다. 단방울은 총 256점의

로 다른 시대보다 두꺼웠으며, 1.0 cm 이상의 끈목도 확인

보수에서 확인된다. 그 외에 위⋅아래 2개의 방울로 상하

(A) Dolae

(B) Mukkeum

(C) Dolae

Figure 4. Middle knots of Bosu. (A) G015. (B) G025. (C) G097. (D) G104.
2) 끈목을 짤 때 실을 감아 놓는 도구

(D) Dolae ‧ Gwidolae ‧ Do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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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2개), 좌우단방울, 단방울⋅가락지매듭, 상하쌍방

(Lee, 2013). 이 방법은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울⋅가락지매듭 등의 형태가 있다. 방울목은 방울과 술을

이다. 그러나 고리가 없는 술의 제작 방법에 대한 기록은

연결하는 중간 부분으로 단방울에서 주로 확인된다. 1400∼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는 거의 제작되고 있지 않다(Figure 6).

1700년대는 원통형이나 사다리꼴형 등으로, 길이가 약 2∼
3 cm이다. 1700년대 후기 이후 방울목이 작아지거나 없어

3.2. 색상 분석

지고, 1800년대 중기로 넘어오면서 방울목이 거의 사라진

어보 보수는 붉은색으로 만들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다. 1900년대에 옥보 13점에서 1∼2개의 방울 위에 가락지

있지만, 시대에 따라 미묘한 색상 차이가 확인된다. 보수는

매듭을 1∼2개를 끼워 만든 형태가 확인된다. 가락지매듭

분광측색계로 색상 값을 측정하였다. 색상 측정 부위는 보

이란 장식의 마무리나 공간을 메울 때 쓰이는 것으로 화려

수의 끈목과 술이며 각각 3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금보 보수 색상 측정 결과, 끈목의 a*값은 12.45∼54.43,

한 색채를 사용하여 가락지처럼 끼워 장식하는 매듭이다
(An, 2004). 가락지매듭은 대부분 끈목과 동일한 재질과 색

b 값은 9.7∼39.88, L*값은 27.91∼58.30이며, 술의 a*값은

상으로 만들지만, 옥보 7점(J158∼J164)은 금속사로 만들

10.48∼52.48, b*값은 8.52∼35.45, L*값은 25.52∼51.16이다.

어졌다(Figure 5).

옥보 보수의 경우, 끈목의 a*값은 11.41∼33.18, b*값은

술은 띠나 끈을 장식하는 여러 가닥의 실로서, 끈목과
매듭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술은 끝부분에 고리가

*

-8.47∼42.94, L*값은 26.64∼56.46이며, 술의 a*값은 10.49
∼53.98, b*값은 -12.17∼37.85, L*값은 23.29∼55.80이다.

없는 술과 고리가 있는 술로 분류할 수 있다. 고리가 없는

보수의 색상은 대체로 +a*(red)∼+b*(yellow) 영역에 분

술은 227점으로 1800년대 중반까지 이 형태를 유지하였다.

포하며 명도 값 L*은 20∼60 영역에 있어, 다홍색을 띠고

고리가 있는 술은 88점으로 1800년대 중후반부터 1900년

있다(Figure 7A). G007, G081, J024, J069 등 일부 보수(끈

대까지 확인된다. 술 끝에 고리가 생기는 것은 술을 연사할

목)는 14.99∼25.49의 a*, 36.12∼42.94의 b*로 비교적 b*값

때 비톳3)에 걸어 돌리는데, 그 비톳에 걸었던 자리가 고리

이 커 주황색을 띠고 있다(Figure 7B). J165, J167은 b* 값(끈

형태로 남는다. 그 이후 술의 꼬임을 유지하기 위해 비톳의

목)이 -8.47∼-8.01로 자주색을 띠는 보수도 있다(Figure 7C).

고리를 바늘에 옮겨 증기로 찌기 때문에 고리가 유지된다

Figure 7A는 금보G100번의 끈목 색상 값(SCE) 42.13(L*),

(A)

(B)

(A) Sul without a ring

Figure 5. The wrapped metal thread of Bosu. (A) J161. (B)
A magnification of metal thread (J161).

(A) G100
Figure 7. Color of Bosu Kkeun-mog (a string).
3) 실을 합사하거나 꼴 때 사용하는 도구

(B) Sul with a ring

Figure 6. The end of Bosu Sul. (A) J060. (B) J132.

(B) G007

(C) J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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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a*), 31.34(b*), 7B는 금보G007의 끈목 색상 값(SCE)
57.17(L*), 14.99(a*), 39.88(b*), 7C는 옥보J167의 끈목 색상
값(SCE) 34.24(L*), 49.54(a*), -8.01(b*)로 확인된다.
색상 측정값을 그래프로 종합한 결과 보수는 A그룹과
B그룹으로 묶을 수 있었다. A그룹은 분석번호 제작연도가
선대, B그룹은 제작연도가 후대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A
그룹보다 B그룹으로 갈수록 색상이 red∼yellow로 변한다.
명도 값에서도 제작 연도가 선대일수록 명도가 높으며, 제
작 연도가 후대일수록 명도 값이 낮아진다. 따라서 제작
연도가 후대일수록 색상은 짙어짐을 알 수 있다(Figure 8).

3.3. 적외선분광 분석(FT-IR)
어보 보수의 재질은 끈목과 술로 나누어 적외선분광 분
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 보수는 총 319점으로 313점
이 실크로, 6점이 레이온으로 추정되었으며, 끈목과 술은
모두 동일한 재질로 확인되었다. 실크의 주요 피크는 3,278
cm-1 O-H 신축진동, 3,074 cm-1 C-H 신축진동, 2,925 cm-1
C-H 신축진동, 1,620 cm-1 C=O 신축진동(Amide I), 1,520
cm-1 C-N-H 굽힘진동(Amide II), 1,443 cm-1 –CH₃ 굽힘진동,
1,230 cm-1 C-N 신축진동(Amide III), 1,160 cm-1 C-O-C 신축

(A) Bosu of the gold seals (SCE).

(B) Bosu of the jade seals (SCE).
Figure 8. Color value of Bosu of the royal seals (the number in the graph is a sampl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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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1,060 cm-1 C-O 신축진동 등으로 대부분의 어보 보수

지에 금속박을 접착한 형태로 일부 금지는 은, 가금 등을

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어 실크임을 확인하였다(Peets et

섞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박의 성분을 X선형

al., 2019; Figure 9A).

광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분석 부분은 술에 붙어 있는 금지,

레이온으로 추정된 보수는 총 6점으로 G151(1907년),

방울 내부 금지, 연금사(J158∼164)이다. 금속박이 가장 양

G152(1924년), G154(1924년), G155(1924년), J041(1740년),

호한 부분을 3∼5지점을 분석하고 주성분이 가장 높은 지

J167(1928년)이다. 레이온의 주요 피크는 3,335 cm-1 O-H 신

점을 결괏값으로 정하였다. 이는 금지의 상태가 취약하여

축진동, 2,897 cm-1 C-H 신축진동, 1,640 cm-1 HOH 굽힘진

금박의 균열, 박락, 마모 등으로 상태가 균일하지 않아 측

동(water), 1,420 cm-1 H-C-H, O-C-H 굽힘진동, 1,366 cm-1

정 지점에 따라 검출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칭–CH₃ 변형, 1,318 cm-1 C-N 굽힘진동(wagging), 1,153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주요 성분) 검출량이 가장

-1

-1

cm C-O-C 비대칭 신축진동, 1,020 cm C-O 신축진동 등

높은 지점의 값으로 하였다. 또한 금지는 매우 얇고(약 1

이다(Peets et al., 2019; Figure 9B). 이 6점의 보수는 레이온

µm 이하) 균열이 많은 금속박을 종이에 접착하였기 때문

의 주요 피크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보수들은 주로

에, X선이 금속박을 투과하여 바탕 종이의 성분 값도 함께

1900년대에 제작된 어보의 부속품이지만 옥보 J041의 보수

검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속박의 주성

는 1740년에 제작된 어보에 달려 있다.

분을 판단하였다.
보수 금지의 X선형광분석 결과, Al, Si, Ca, Ti, Fe, Cu,
Zn, Ag, Au, Hg, Pb, Sn 등이 검출되었다. 보수의 금지는

3.4. X선형광분석
보수는 끈목, 방울(목), 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울(목)
내부와 술 상단부에 금지(金紙)로 장식하였다. 금지는 한

실제 사용하였던 유물임을 고려할 때 Al, Si, Ca, Fe 등은
표면 이물질 및 종이 성분이며, 금속박의 주요 성분은 Au,
Ag, Cu, Zn, Sn 등이며 연금사는 Cu로 판단된다.

Figure 9. FT-IR of Bosu. (A) G104 (1862). (B) J16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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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술과 방울에 사용된 금속박의 주요 성분 분석 결과

보수 금지의 금속박 주요 성분은 시대적으로 변화된다.

를 점수(비율)로 종합하여 보았다. 금보는 술에 사용된 금

금보의 첫 번째 시기는 금보 G001(1441년)부터 G083(1835

지 133점 중, Au가 주요 성분인 경우는 107점(80%)으로 가

년)까지로, 술과 방울 금지에 Au가 주요 성분으로 확인된

장 많고, Ag는 12점(9%), Cu⋅Zn은 12점(9%), Sn 2점(2%)

다. 이 시기에 금보 5점(G050, G051, G052, G053, G060,

이다. 방울에 사용된 금지는 총 149점으로 Au가 주요 성분

G080)은 술의 금지가 Au, 방울의 금지가 Ag로 주요 성분이

인 경우는 74점(50%)으로 가장 많고, Cu-Zn은 70점(47%),

다르게 확인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금보 G084(1837년)부

Ag는 5점(3%)이다. 술과 방울 금속박의 주요 성분이 모두

터 G137(1892년)까지로, 술과 방울에 성분이 다른 금지가

Au로 동일한 경우는 72점(48%)이며 Cu-Zn은 12점(8%)이

사용되었다. 술의 금지는 Au, Ag, Sn 등이 검출되지만, 방

다. 주요 성분이 다른 경우는 술:방울 금지가 Au:Ag의 경우

울의 금지는 Cu-Zn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에 금보 1점

5점, Au:Cu-Zn 30점, Ag:Cu-Zn 12점, Sn:Cu-Zn 2점이다. 술

(G121)은 술과 방울에 주요 성분이 Cu-Zn으로 동일한 금지

에 금지가 없고 방울에만 금지가 있는 경우는 총 16점으로

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G138(1897년)부터 G155

방울 내부 금지의 주요 성분은 Au가 2점, Cu-Zn이 14점이

(1924년)까지로, 술과 방울에 주요 성분이 Cu-Zn인 금지가

다(Table 1). 옥보는 술에 사용된 금지 총 141점 중 Au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주요 성분인 경우는 103점(73%)으로 가장 높으며 Cu-Zn은

옥보의 경우, 첫 번째 시기는 옥보 J001(1457년)부터

36점(26%), Sn은 2점(1%)이다. 방울의 금지는 총 165점으

J084(1827년)까지로, 술과 방울의 금지 주요 성분이 Au,

로 Au가 주요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는 80점(48%), Cu-Zn은

Au-Ag이다. 이 시기에 일부 옥보(J018, J029, J030, J032,

70점(42%), Sn은 8점(5%), Ag는 7점(4%)이다. 옥보의 술과

J033, J056, J057)는 술 금지에서 Au, Ag 등이 검출되지만,

방울에 사용된 금지의 주요 성분이 Au로 동일한 경우는

방울 내부 금지는 Ag가 검출되어 주요 성분이 다르다. 두

75점(45%)이며 Cu-Zn은 29점(18%)이다. 술:방울 금지의 주

번째 시기는 J085(1830년)부터 J137(1892년)까지로, 술과

요 성분이 다른 경우는 Au:Ag 7점, Au:Cu-Zn 19점, Au:Sn

방울 금지의 주요 성분이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1점, Cu-Zn:Sn 7점, Sn:Cu-Zn 2점이다. 술에 금지가 없는 경

는 술과 방울에 동일한 금지가 사용된 일부 보수도 확인된

우는 25점으로 방울의 주요 성분은 Au가 5점, Cu-Zn이 20

다. 술의 금지는 Au, Au-Ag, Au-Ag-Cu, Cu-Zn, Sn 등이 검

점으로 확인된다(Table 2).

출되고, 방울은 Cu-Zn, Ag-Au, Sn 등이 검출되었다. 세 번

금지의 금속박의 주요 성분에 따라 색상 및 표면 형태가

째 시기는 J138(1897년)부터 J156(1904년)까지로, 술과 방

다르게 나타난다. Figure 10A의 금보G061은 90.72 wt.% Au

울에 Cu-Zn이 주요 성분인 금지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의 주요 성분으로 고유의 금빛이 나타나며 미세한 균열이

네 번째 시기는 J158(1908년)∼J164(1908년)까지로 술에는

관찰된다. Figure 10B의 금보G126은 35.41 wt.% Ag의 주요

Cu-Zn, 방울에는 Sn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된다(Figure 12).

성분으로 둔탁한 은색이 나타나며 표면 균열이 보인다.

보수 금지의 성분 분석 결과에서 Au가 주성분으로 검출

Figure 10C의 옥보J130은 70.54 wt.% Cu, 28.25 wt.% Zn이

되었을 때 Fe 성분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며 현미경으로 관

구성 성분으로 고유의 금빛보다는 황동 빛이 나타나며 약

찰 시 붉은 층이 확인된다. 반면 Cu⋅Zn이 주성분으로 검

간 매끈한 표면이 관찰된다. Figure 10D의 옥보J159는

출되었을 때 Fe는 비교적 낮게 검출되며 붉은 층은 확인되

31.20 wt.% Sn이 주요 성분으로 갈색이며 많은 부분이 탈

지 않는다. 한지는 제작과정에서 물, 잿물, 안료 등의 사용

락하였다. 금속박의 주요 성분이 금, 은이 아닌 구리⋅아

으로 Si, Al, Ca, K, Fe 등의 성분이 포함된다(Kim, 2015).

연, 주석 등인 경우에 술을 장식하는 금속박은 많이 남지

어보에서 검출되는 Fe는 금박을 종이에 접착할 때 사용하

않고 결실된 경우가 많았다(Figure 11).

는 붉은 접착제 성분 중 하나로 판단된다. 붉은 접착제는

(A) G061.

(B) G126.

Figure 10. Optical micrography of the gilt paper of Bosu.

(C) J130.

(D) J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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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chemical components of the gilt paper from the Gold Seals
Sample
NO.
G001
G002
G003
G004
G005
G006
G007
G008
G009
G010
G011
G012
G013
G014
G015
G016
G017
G018
G019
G020
G021
G022
G023
G024
G025
G026
G027
G028
G029
G030
G031
G032
G033
G034
G035
G036
G037
G038
G039
G040
G041
G042
G043
G044
G045
G046
G047
G048
G049
G050
G051
G052
G053

Making
year
1441
1446
1450
1450
1452
1454
1460
1469
1474
1495
1497
1497
1530
1545
1545
1546
1554
1554
1554
1554
1565
1569
1600
1602
1608
1632
1649
1651
1651
1676
1681
1681
1681
1683
1684
1687
1688
1694
1702
1705
1705
1705
1705
1705
1705
1705
1705
1705
1720
1722
1722
1724
1726

Sul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Bangwool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g
Ag
Ag
Ag

Sample
NO.
G053
G054
G055
G056
G057
G058
G059
G060
G061
G062
G063
G064
G065
G066
G067
G068
G069
G070
G071
G072
G073
G074
G075
G076
G077
G078
G079
G080
G081
G082
G083
G084
G085
G086
G087
G088
G089
G090
G091
G092
G093
G094
G095
G096
G097
G098
G099
G100
G101
G102
G103
G104
G105

Making
year
1726
1730
1739
1753
1753
1753
1757
1757
1759
1762
1772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8
1784
1795
1800
1802
1805
1816
1821
1835
1835
1837
1843
1848
1848
1849
1851
1853
1853
1853
1853
1855
1855
1857
1857
1857
1857
1858
1858
1861
1861
1862
1862

Sul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g
Ag
Ag
Ag
Au
Au
Au
Au

Bangwool
Ag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g
Au
Au
Au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Sample
NO.
G106
G107
G108
G109
G110
G111
G112
G113
G114
G115
G116
G117
G118
G119
G120
G121
G122
G123
G124
G125
G126
G127
G128
G129
G130
G131
G132
G133
G134
G135
G136
G137
G138
G139
G140
G141
G142
G143
G144
G145
G146
G147
G148
G149
G150
G151
G152
G153
G154
G155
Total

Making
year
1864
1866
1866
1866
1866
1866
1867
1869
1872
1875
1877
1879
1879
1879
1883
1887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0
1892
1892
1892
1892
1892
1897
1897
1899
1899
1899
1899
1900
1900
1900
1900
1900
1901
1904
1907
1924
1924
1924
1924년

Sul
Au
Ag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Cu-Zn
Ag
Ag
Ag
Ag
Ag
Ag
Sn
Au
Sn
Ag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133

Bangwool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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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chemical components of the gilt paper from the Jade Seals
Sample
NO.
J001
J002
J003
J004
J005
J006
J007
J008
J009
J010
J011
J012
J013
J014
J015
J016
J017
J018
J019
J020
J021
J022
J023
J024
J025
J026
J027
J028
J029
J030
J031
J032
J033
J034
J035
J036
J037
J038
J039
J040
J041
J042
J043
J044
J045
J046
J047
J048
J049
J050
J051
J052
J053
J054
J055
J056

Making
year
1457
1471
1471
1600
1604
1604
1604
1610
1610
1624
1632
1634
1651
1661
1667
1671
1686
1690
1696
1713
1713
1713
1713
1718
1718
1721
1721
1722
1722
1722
1725
1726
1726
1726
1727
1729
1735
1736
1740
1740
1740
1740
1744
1747
1751
1751
1752
1752
1752
1752
1752
1756
1756
1756
1759
1762

Sul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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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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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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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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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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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Au
Au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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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Au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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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Au
Au
Au
Au
Au
Au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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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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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58
J059
J060
J061
J062
J063
J064
J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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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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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71
J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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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74
J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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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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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92
J093
J094
J095
J096
J097
J098
J099
J100
J101
J102
J103
J104
J105
J106
J107
J108
J109
J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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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12

Making
BangSul
year
wool
1762
Au
Ag
1772
Au
Au
1772
Au
Au
1776
Au
Au
1776
Au
Au
1776
Au
Au
1778
Au
Au
1778
Au
Au
1778
Au
Au
1783
Au
Au
1783
Au
Au
1783
Au
Au
1784
Au
1784
Au
Au
1784
Au
Au
1784
Au
Au
1786
Au
Au
1787
Au-Ag Au-Ag
1795
Au
Au
1795
Au
Au
1800
Au
Au
1802
Au
1802
Au
1804
Au
Au
1805
Au
Au
1812
Au-Ag Au-Ag
1827
Au
Au
1827
Au
Au
1830
Au
Sn
1830
Au
Cu-Zn
1837
Au
Cu-Zn
1841
Au
Cu-Zn
1848
Au
Cu-Zn
1851
Au
Cu-Zn
1851
Au
Cu-Zn
1852
Au
Cu-Zn
1853
Au
Cu-Zn
1853
Cu-Zn Cu-Zn
1853
Cu-Zn Cu-Zn
1859
Cu-Zn Cu-Zn
1859
Cu-Zn
1863
Cu-Zn Cu-Zn
1863
Cu-Zn Cu-Zn
1863
Cu-Zn
1863
Cu-Zn
1866 Au-Ag-Cu Cu-Zn
1866
Cu-Zn
1866
Au-Ag Cu-Zn
1866
Cu-Zn Cu-Zn
1866
Cu-Zn
1866
Au-Ag Cu-Zn
1867
Cu-Zn Cu-Zn
1868
Cu-Zn Cu-Zn
1869
Au-Ag Cu-Zn
1873
Au-Ag Cu-Zn
1873
Cu-Zn Cu-Zn

Sample
NO.
J113
J114
J115
J116
J117
J118
J119
J120
J121
J122
J123
J124
J125
J126
J127
J128
J129
J130
J131
J132
J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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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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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38
J139
J140
J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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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43
J144
J145
J146
J147
J148
J149
J150
J151
J152
J153
J154
J155
J156
J157
J158
J159
J160
J161
J162
J163
J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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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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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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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1873
1873
1875
1875
1877
1878
1879
1882
1883
1886
1887
1888
1888
1888
1888
1888
1890
1890
1890
1890
1890
1892
1892
1892
1897
1897
1899
1899
1899
1899
1899
1899
1899
1899
1899
1899
1900
1900
1900
1902
1902
1902
1904
1907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08
1919
1926
1928

Sul
Au
Cu-Zn
Au-Ag
Au-Ag
Cu-Zn
Cu-Zn
Au-Ag
Au
Cu-Zn
Cu-Zn
Ag-Au
Ag-Au
Ag-Au
Ag-Au
Ag-Au
Cu-Zn
Cu-Zn
Cu-Zn
Sn
S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Au
141

Bangwool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Au
Au
Au
Au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Cu-Zn
Sn
Sn
Sn
Sn
Sn
Sn
Sn
Cu- Zn
Au
Cu-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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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평활도와 금박의 발색을 높인다. 접착제는 주로 아

4. 고찰 및 결론

교, 옻, 주토(朱土)를 섞어 사용한다. 주토는 석간주라고도
하며 산화철이 주성분으로 Fe가 검출되는 원인일 수 있다
(Kim et al., 2016). 그러나 Figure 13에서 보면, 주요 성분이
Au인 술의 금지에서 Fe 성분이 후기로 갈수록 함량이 적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지 제작 시기에 따른 접착
제의 성분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어보의 보수는 조선 왕실의 상징인 어보를 아름답게 장
식하고 취급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었다. 조선왕실 어보의
보수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보이지만, 과학적 분석 결과
시대에 따라 형태나 재질에 변화가 확인된다.

Figure 11. XRF results of the gilt paper of Bosu.

Figure 12. Changes of chemical component in the gilt paper of Bosu with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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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ng Au, Cu, and Fe content in the gilt paper of Sul and Bangwool of the Royal Seals.
역대 뺷가례도감의궤뺸에는 보수의 길이가 1600년대와

인 것을 심사에 감아 만든 방법이다(Noh, 2006). 본 연구

1700년대 초까지는 2척(尺),4) 그 후에는 3척 5촌이며 1882

대상 보수의 연금사 분석 결과는 약 95 wt.% 구리로 검출

년 기록에는 6척 5촌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National

되어, 구리판을 얇게 펴서 가늘게 절단하여 속심을 말아

Palace Museum of Korea, 2010). 본 연구 대상 보수의 경우

감아서 만든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고려

도 총길이는 약 60∼180 cm로 후반기로 갈수록 길어지는

시대 죽경질(竹經秩), 19세기 쌍학문자수흉배(雙鶴紋刺繡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끈목의 짜임은 2뜀이 모든 시기에

胸背) 등에 사용된 사례가 있다(Sim and Lee, 2013). 보수

서 보이지만 3뜀은 1800년 중기에서 확인된다. 끈목의 두

술의 가장 큰 특징은 술 끝의 형태이다. 1800년 중반까지

께는 1700년대까지 두꺼워지다가 1800년대 이후 얇아지는

술 끝이 고리가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1800년대 중반 이후

경향이 보인다. 방울은 단방울이 기본형이지만 1800년대

술 끝에 고리 형태가 확인된다. 현재까지 제작되고 있는

중기부터 상하쌍방울, 좌우단방울, 가락지매듭 등이 나타

방법은 고리가 있는 술의 형태로, 고리가 없는 술의 형태는

나면서 방울목이 거의 사라진다. 끈목에서 연금사로 만든

현재 제작 방법이 뚜렷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가락지매듭 7점이 확인되었다. 연금사의 제작 방법은 4가

보수의 색상은 대체로 다홍색이지만, 주황색과 자주색

지로 분류된다. 금가루를 심사에 직접 붙인 것, 금속편을

보수도 있다. 특히 제작연대가 후대로 갈수록 색상이 짙어

직접 심사에 감아 만든 것, 동물성 배지(褙紙)에 금박을 붙

지는데 이는 보수 색상의 의도적 변화일 수도 있으나, 실제

인 것을 심사에 감아서 만든 것, 식물성 배지에 금박을 붙

사용하였던 유물이므로 선대일수록 자연 노화에 의한 색
상 열화도 고려된다.

4) 포백척(布帛尺)은 조선 시대에 사용하였던 자(尺)의 한가지
로 의복이나 성벽의 거리 측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종 대의 포백척 1척(尺)의 길이는 약 44.75 cm이며 영조
26년에는 세종 대의 포백척을 교정한 약 46.80 cm로 추정된
다(Park, 2017).

보수의 재질은 총 6점을 제외하고 실크로 확인된다. 실
크가 아닌 6점은 레이온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1900년대
제작된 보수이다. 레이온은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인조
섬유로 1880년대에 유럽에서 개발되었으나 수많은 시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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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끝에 1911년 미국에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였다
(Hollen et al., 1988). 우리나라에는 1914년경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수입되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1920년대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였으며, 1932년 이후 국
내에서 생산하게 된다(Park, 2014). 따라서 레이온으로 추
정된 보수의 어보 제작 연도가 1907∼1928년까지이므로
수입된 레이온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740년에 제작된 옥보(J041)의 보수도 레이온으로 추정된
다. 1700년대에 제작되는 보수는 대부분 방울목이 있으며,
술과 방울의 금지 주요 성분이 Au이다. 반면 J041은 방울
목이 없으며 술에는 금지가 없고 방울 내부 금지의 주요
성분이 Cu-Zn이다. 따라서 J041의 보수의 형태 및 재질의
특성이 1900년 이후 보수와 일치하여, 1900년대 교체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레이온의 FT-IR 주요 피크는 cotton
과 같은 셀룰로오스 섬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질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섬유의 단면과 표면 분석을 병행해
야 하지만, 분석 대상이 유물이므로 파괴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보수의 방울술은 금지로 장식되어 있다. 금지는 금속박
을 한지에 접착한 종이로, 금속박의 주요 성분은 금(Au),
은(Ag), 황동(Cu-Zn 합금), 주석(Sn) 등으로 확인된다. 보수
의 금지는 1800년대 중반까지 금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한
다. 1800년대 중반에 술은 금을 주요 성분으로, 방울은 황
동을 주요 성분으로 다르게 사용하는 과도기적 현상도 나
타나며, 중반 이후부터는 술과 방울 금지에 황동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어보 보수는 어보의 한 부속품으로 제작되었으나 보수
의 형태, 재질, 금지 성분 분석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
른 재료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학적 분석 결과가 조선왕실 어보의 역사적⋅미술사적
조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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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화기 한국 근대사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1971년에 출판된 2,866페이지에 달하는 뺷유길
준 전서(兪吉濬全書)뺸 1질(5권)의 자료보존과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해당 자료의 조사와 구입,
보존상태 조사, 자료의 물리적 보존, 자료의 상태와 내용 보존을 위한 전자문서화 작업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출판된 지 50년이 경과한 현대 인쇄물에서 문서의 변색(變色)과 경
화(硬化), 부스러짐, 파손 등의 열화 및 손상 정도를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정량화하고 손상영역
의 가시화를 시도하였다. 사용된 종이의 재질, 표면상태, 광선에 노출된 정도, 보관환경에 따라
열화 및 손상 정도가 크게 의존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유길준 전서 제1권에 수록된 뺷서유견문(西
遊見聞)뺸의 전자문서화된 이미지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
미지 촬영 당시의 보존상태의 비교, 고찰 및 이미지의 가공유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을 예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자문서화가 완료된 자료의 효과적인 보존과 학술연구자료로 공유하
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부딪치게 된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정리하였다.
중심어 영인본(影印本), 디지털 기록, 종이 열화, 종이 변색, 이미지 분석, 손상도 분석
ABSTRACT For the preservation and efficient content sharing of 5 volumes (2,866 pages) of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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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Chun’s book published in 1971, which provides an important collection of data for the study of
modern Korean history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enlightenment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books
were purchased and its preservation status investigated and documented electronically by scanning for
permanent preservation of content and to determine the condition of preservation at the time of
documentation. The degree of deterioration and damage, such as discoloration, hardening, breakage,
and damage in these 50 years old modern printed books was quantified through image analysis and
made attempts to visualize the damaged areas. It was observed that the degree of deterioration and
damage depended on the material and the surface condition of the paper used, the degree of exposure
to light, and the storage environment. The comparison of the preservation status at the time of the
photographing (or scanning) and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the image under investigation was
artificially modified was accomplished by comparing the electronically documented images of
Seoyugyeonmun (西遊見聞) in Volume 1 of Yu Kil-Chun’s works with images provided on other
websites. Practical problems encountered while considering the effective preservation of electronically
documented data and publicly sharing it, in the course of this study, with other academic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were also summarized.
Key Words Photographic archive, Digital archive, Paper deterioration, Paper color change, Image
analysis, Da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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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한 방향에 관하여 고찰했다.

2. 연구대상과 방법

2019년 연말부터 급격하게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
러스(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많
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 간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국제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해야 가능한 연구
라고 하더라도 전자자료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
구나 열람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
의 입수조차 곤란하다. 국제 학술대회는 물론 국내에서의
학술 모임도 연기, 취소 및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당
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물리적
자료의 열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학술연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문서자료의 전자문서화와 효과적
인 자료 공유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올해 초에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해외의 연구자
여러분들로부터 1971년에 일조각(一潮閣)에서 출판된 1
질(帙) 5권(券)으로 구성된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Lee et al., 1971)를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국내의 대학 도서관과 사설 기념관 수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2.1. 연구대상
본 논문이 다루는 연구대상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외교관, 작가이자 대한제국의 정치가, 계몽운동가이며 대
표적 개화사상가로 불리는 구당 유길준(1856년 11월 21일
∼1914년 9월 30일) 선생의 저술, 시 등 기타 유고를 모아
1971년에 1질 5권으로 출판된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Lee et al., 1971)라는 기록서이다. 출판을 얼마 앞두고 당
시에 실렸던 신문 기사에 유길준 선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
와 ｢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의 구성, 각 권의 내용에 관하
여 아래와 같이 다루고 있다(Joong Ang Daily, 1971).
｢유길준 저서｣ 편찬계획
- 시⋅논문 등 유고 모아 5권에
우리 나라 최초의 외국 유학생이며 갑오경장 때
중심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구당 유길준의 전
서 5권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희승⋅박종홍⋅천관자⋅이광린⋅김영호 씨 등
은 ｢유길준 전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당의

해 도서관이 휴관된 곳이 많아 소장 도서를 열람하는 것

손자 유병덕 씨(감사원 제1국장)와 이광린 씨(서강

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책을 출판한 일조각에도 문의하

대 교수) 김영호 씨(고대 교수)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여 책의 재고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
나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대표적 개화사상가인
구당(矩堂) 유길준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년에 유길준 특별기획전(兪吉濬 特別企劃展) (Korea
University, 2021a)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선생의 많은 유
물을 소장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유고와 각종 희귀한 논설 등을 모아 5월 중으로 5권
의 전서를 출간하기로 했다.
구당은 1881년 도일, 후꾸자와가 경영하던 개화
사상을 공부했고, 1883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최
초의 미국유학생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유럽 각국을
돌아 견문을 넓히고 1885년 귀국했다.
그의 전서 5권 중 제1권은 한국인이 쓴 최초의

(Korea University, 2021b)에도 문의하였으나 유길준 전서

서양견문기인 뺷서유견문뺸을 영인본으로 다시 내고

가 전자문서화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길준

제2권은 문법⋅교육편으로 ｢대한문전｣ 등 10편을

전서의 양이 방대하여 전자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
관은 없었다. 출판된 지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
도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소
중한 연구자료의 보존과 공유라는 측면에서 근현대의 출
판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0년전인 1971년에 출판된 현대 인쇄
출판물인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의 조사와 구입, 보
존상태 조사, 자료의 물리적 보존, 자료의 상태와 내용 보
존을 위한 전자문서화 작업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소개
한다. 또한,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제 1권의 뺷서유견문
(西遊見聞)뺸이 전자 문서화된 것(Adan Mun’go, Seoyugyenmun
(西遊見聞), 2021)과의 비교를 통하여 전자 문서화의 바람

심는다. 제3권은 역사편으로 ｢세계대세론｣ 등 6편,
제4권은 정치⋅경제편으로 ｢세제의｣ 등 32편, 그리
고 제5권에는 구당의 시 등 기타 유고가 실리게 된다.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의 인쇄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인쇄된 시기가 1971
년인 점과 백상지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화학표백펄프
(Yoon, 1997)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2. 연구방법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1질(帙) 5권(券)의 전체 내
용을 기록 보관하고 학술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출간 50년된 ‘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의 보존상태조사와 효과적인 자료보존과 공유방법 / 유우식, 유승선, 유병호, 유성준 | 169

하기 위하여는 스캐닝(scanning)을 통한 전자문서화, 영인

Yoon (1997)의 문서류의 시대별 지질 분포, 원료별 섬

본 제작, 전자출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태가

유특성, pH변화와 열화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백상

좋은 서적 1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모든

지의 경우 제조과정 상의 문제점인 표백약품과 로진

고서적 취급점과 경매 사이트를 탐색하고 수소문하여 비

(rosin) + 알람(alum)이 잔류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적 상태가 양호한 서적 1질을 세트로 확보할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산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의

책표지의 등쪽부분은 오랜 기간 서가(書架)에서 햇빛에

보존을 위해서는 화학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고

노출되어 변색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양호한 상

되어 있다. 변색, 열화된 문서는 내구성과 탄성을 잃어버

태의 서적의 확보로 출판 후 50년이 경과된 현재 출판물

려 닳아 해짐, 부스러짐, 기타의 훼손이 발생한다고 보고

의 변색, 열화, 손상, 보존상태의 검사와 기록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로진(rosin) + 알람(alum)을 이용하여 종이에

전자문서화, 영인본 제작, 전자출판 등의 다양한 전개가

내수성을 부여하는 사이징(sizing)법은 처리 비용이 매우

가능해졌다. 연구대상 서적 확보 후의 작업 순서와 물리

저렴하고 사이징 효과도 뛰어나지만 산성상태(pH: 3.5∼

적 자료(서적)의 보존과 내용의 전자문서화 및 공유방안

4.5)에서 초지하기 때문에 누렇게 변색되고 보존성이 낮

에 관한 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Figure 1에 정

은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리하였다. 보존상태의 검사는 전 5권에 대하여 실시하였

스캐닝을 통하여 전자 문서화된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

으며 컬러 스캐닝(color scanning)을 통하여 모든 페이지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변색의 정도, 변색 부분의 공간적

변색, 손상, 열화정도를 포함한 디자인과 문자정보가 전

분포특성, 변색의 종이 재질 의존성, 종이의 손상 정도 및

자 정보로 기록되어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특이사항을 정량화하여 현대 출판물의 장기 보관 시의 문

(Wikipedia, 2021) 형식의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

제점을 파악하여 보존 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

자료로 저장되었다. 전자 문서화된 PDF 파일은 스캐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캐닝은 책을 속지를 따로 분리하

당시의 상태의 기록이므로 후일에 동일한 방법으로 스캐

여 컬러 이미지로 저장하고 다시 제본하여 원본을 보관하

닝 작업을 하여 얻은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관기간

도록 하였다. 스캐닝한 이미지는 각 권마다 하나의 PDF

의 경과에 따른 자료의 변색, 손상, 열화정도의 변화를 기

파일로 저장하여 손쉽게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스캐

록하고 보존방법 및 보존환경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판단

닝은 제록스사(Fuji Xerox사)의 DocuCentre-IV C5580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전자 문서화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종이의 변색도의 정

Search of Targeted Books
(Archival Series of Yu Kil-Chun’s Books,
Writings and Related Documents)

도와 변색진행의 특징을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정량화를
시도였다. 이미지 분석은 미국 WaferMasters사의 PicMan
을 사용하였다. PicMan은 디지털 이미지 상의 화소의 색
상과 밝기정보를 활용하여 색상의 측정과 분석을 비롯하

Acquisition

여 길이, 각도, 면적, 윤곽추출, 등고선 추출, 채색, 이미지
비교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으로 공학, 자연과학, 농학, 축산학, 의학분야에서 폭넓게

Inspection of Conditions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재분야와 인문과학분야에서의 활
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Yoo et al., 2017; Yoo et

Formation of Conservation and
Content Sharing Strategy
• Physical Conservation
• Content Conservation
- Digital Archive (Scan)
• Content Sharing Options
- Photographic Edition
- Electronic Book
- Online Service

Figure 1. Schematic illustration of work flow from
acquisition of materials to the formation of a
conservation and content sharing strategy for execution.

al., 2019; Kim et al., 2019; Yoo, 2020; Yoo and Yoo, 2020;
Ryu et al., 2020; Yoo et al., 2020a; Yoo et al., 2020b; Yoo
and Yoo, 2021).

3. 결 과
3.1. 조사 결과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1질(帙) 5권(券)의 구입 당
시의 사진과 상태조사를 실시할 때 촬영한 사진을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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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하였다. 책등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변색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책끼리 나란히 놓여있어 햇빛에 노출

(A)

(B)

(C)

(D)

(E)

(F)

되지 않았던 커버의 색상은 비교적 출판 당시의 색상이
보존되어 있었다. 책의 머리와 배에 가까운 부분은 햇빛
과 대기중의 산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종이의 변색이 심하
게 진행되었으며 각 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변
색의 정도가 덜했다. 변색이 심하게 진행된 책의 머리와
배에 해당하는 부분은 Yoon (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이가 경화되어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였으며 많은 곳에
서 종이의 균열과 탈락이 관찰되었다. 현재의 상태로 장
기간 보관할 경우 열화가 더욱 진행되어 책의 내용을 전
부 전자 문서화하는 것도 어렵게 될 상황으로 스캐닝을
통한 전자 문서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1질(帙) 5권(券)의 커버, 면
지, 표제지를 제외한 속표지와 본문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숫자, 각 권의 내용 및 특이사항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속표지, 간행사(刊行辭), 해제(解題), 범례(凡例), 목차(目
次), 제5권 후반의 선친략사(先親略史) 이후의 부분을 제
외하면 책 전체가 다른 책 또는 문서의 영인본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제 1권은 1895년 4월 25일에 일본
동경에서 케이오기쥬쿠(慶應義塾, 현재의 Keio University)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운영하던 일본
토쿄(東京)의 코쥰샤(交詢社)에서 출판한 뺷서유견문(西
遊見聞)뺸의 영인본(影印本)이다. 뺷서유견문(西遊見聞)뺸 원
본은 페이지 번호가 본문의 책배 쪽에 세로로 한자(漢字)
숫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1권의 영인본에서는 책 하단

Figure 2. A series of photographs of five book volumes
of photographic archived editions of Yu Kil-Chun (兪吉濬
全書) from acquisition to inspection of conditions. (A), (B)
Overall shape inspection. (C), (D) Rough inspection. (E),
(F) Detailed inspection for deterioration and damages.

꼬리 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 번호가 추가되어 있
다.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에서도 다른 책의 영인본에
서는 같은 방식으로 책 하단 꼬리 쪽에 같은 방식으로 아
라비아 숫자로 페이지수가 추가되어 있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five book volume of the photographic archived editions of Yu Kil-Chun(兪吉濬全書)
Volume number

Date published

Number of pages*

Content

Remarks

“Seoyugyenmun
Photographic edition of
(西遊見聞)” (Observations on
publication in 1985, in Japan
Travels in the West)

1

May 20, 1971

603

2

May 20, 1971

416

Grammer & Education
(文法⋅敎育編)

Photographic edition
missing imprint page

3

May 20, 1971

649

History
(歷史編)

Photographic edition

4

May 20, 1971

783

Politics and Economy
(政治⋅經濟編)

Photographic edition

5

Mya 20, 1971

415

Writings and Documents
(詩文編)

Photographic edition

Total
2,866
*Number of pages scanned for each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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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관성이 없어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

3.2. 전자문서화
연구대상 서적의 변색과 열화의 진행으로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료의 자유로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할
경우 서적의 추가 균열, 부서짐, 낙장 등의 손상이 예상되
어 2,866페이지에 달하는 전5권을 전자 문서화하기로 방
침을 정하게 되었다. 전자 문서화 후의 서적은 열화의 진
행을 늦출 수 있는 환경에서 보관하고 전자 문서화된 자
료를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
에 따라 영인본을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두꺼운 책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방대한 분량을 전자
문서화의 비전문가인 연구자 개인이 스캐닝 작업을 하는
것은 서적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전자 문서화된 결과물

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 문서화 작업을 실시하기
로 하였다. 관련 분야의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하였으나 어
느 곳도 흔쾌히 응해주는 곳이 없었다. 가장 큰 걸림돌은
1971년에 출판된 것으로 출판된 지 50년밖에 경과하지 않
은 출판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문제에 있었다.
일본국회도서관에도 많은 자료가 전자문서화되어 자
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출판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도서관에 와서 열람신청을 하거나
원격복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국내 및
국외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
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의 발생과 기간
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연구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A)

(B)

(C)

(D)

(E)

(F)

Figure 3. A few examples of scanned images from volume 1 (“Seoyugyenmun (西遊見聞)”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of the photographic archived editions of Yu Kil-Chun (兪吉濬全書) published in 1971, showing the wide range of
variations in yellow tinge from page-to-page and within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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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70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종이 단면을 통한 산소와의 반응이 주변부에서 많이 일어

창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될 때까지 유지되며 단체명의

났음을 알 수 있다. Michael Seery (Seery, 2013a; 2013b)는

의 제작물은 창작으로부터 70년까지 보호를 받는다

영국 왕립화학회 화학교육학술지에서 대형도서관이 소

(National Diet Library, Japan, 2021). 복사 가능한 분량도

장하고 있는 장서의 3분의 1이 다루기 힘들 정도로 부서

창작물의 일부로 제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

지기 쉬우며 다른 3분의 1은 다음 세기에 주의를 기울여

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 방문 및 협정기관

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종이의 보존은 화학이 그 중심에

이용자에게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에 따른 도서관보상금

있으나 종이의 보존과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라고 이

을 전액 지원⋅대납하고 있어 출력 시 인쇄비용만으로 자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에 종이화학과 종

료를 이용할 수 있다(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

이 보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21). 그러나 국회도서관 방문 및 협정기관 이용자에게

우리 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일반 이용자와 해외 이용자에게는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계유씨(杞溪兪氏) 자산공파(慈山公派) 화수회(花樹

3.3. 전자 문서화된 이미지를 활용한 변색도 평가

會)에서는 종중(宗中)의 선조의 업적을 기리고 연구자들

Figure 4에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제1권에서 뺷서

에게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어렵게

유견문(西遊見聞)뺸영인본의 초반부까지의 30페이지와 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1질

지막 부분의 6페이지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축소

(帙) 5권(券)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문서화 작업을 완료할

정리한 섬네일 이미지(thumbnail image)로 표시하였다. 여

수 있었다.

러 페이지의 변색상태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게

Figure 3에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뺸 제1권의 앞쪽의

줄여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지의 해상

구당 유길준 선생의 사진(A), 관련 사진자료(B) 및 뺷서유

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책 전체의 변색상태

견문(西遊見聞)뺸의 영인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앞쪽 2페

의 정보와 그 분포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유리

이지(C), (D)와 마지막 2페이지(E), (F)의 이미지를 소개했

하다. 일단 적합한 판단 기준이 결정되면 각 페이지 별로

다. 서유견문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로 인쇄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변색영역을 표시하거나 변색도 또

페이지 숫자와 한자로 세로로 인쇄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

는 손상도의 정량화와 통계분석도 가능하다. 지류문화재

있다. 광택지에 인쇄된 사진의 경우, 변색이 거의 진행되

의 손상지도의 생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5에

지 않았으나 일반 종이에 인쇄된 부분은 페이지 전체 또

Figure 4에 예시한 섬네일 이미지를 PicMan에서 RGB의

는 외곽부분이 누렇게 변색이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

3색 채널에서 B 채널의 값이 8 bit (28 = 256 level)이 허용

었다. 현대의 종이는 우리의 전통한지와 달라서 산성을

하는 0 – 255의 범위에서 185보다 낮은 변색이 심한 부분

띠고 있으며 종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렇게 변색되는

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인위적으로 흰색으로 처리한 화

이유는 종이를 구성하는 목재 펄프(pulp)에서 셀룰로오스

면 이미지를 소개하였다. 지면의 크기에서 이미지의 해상

(cellulose)라는 섬유질에 섞여 있는 리그닌(lignin)이 오랜

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의 스크린 이미지에서

기간 햇빛과 산소에 노출되어 산화가 진행된 결과이다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제외하여 표시하였다. 황색으

(National Park Service, 2001; Seery, 2013a; Woodward,

로 변색된 부분은 RGB의 3채널 중에서 B채널의 신호 강

2018; Library of Congress, 2021). 현대 종이 중에는 중성에

도에 가장 큰 폭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색이 심한 부분

서 약알칼리성을 띠는 중성지도 있으며 표백 화학펄프로

의 경계를 표시하는 하나의 예로 B채널의 신호 강도가

제조한 종이의 경우 리그닌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85가 되는 화소를 따라 변색부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변색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

변색부분의 경계는 변색의 정도에 따라서 등고선으로 표

다. 사용된 종이의 재질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한 조사를

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Figure 6에 B 채널의 강도가 135,

통하여 변색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광택지

150, 165, 180, 195가 되는 곳을 경계로 등고선을 변색의

에 인쇄된 사진의 경우 책의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기간

정도에 따라 표시하였다. 각각의 등고선으로 둘러싸인 영

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지의 표면에 카올린(kaolin)

역의 면적도 화소 또는 실측치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각

으로 코팅한 아트지를 사용한 관계로 표면에 도포된 안료

페이지별로 변색영역을 변색의 정도의 함수로 표현하는

카올린으로 인하여 변색이 억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것도 가능하다.

주변부에서는 약간의 변색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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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umbnail images of the first 30 pages and last 6 pages of scanned images of volume 1
(“Seoyugyenmun (西遊見聞)” (Observations on Travels in the West) of the photographic archived
editions of Yu Kil-Chun (兪吉濬全書) published in 1971, showing paper quality dependence and paper
face dependence of the yellowish ti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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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reen capture image of areas of yellow tinges by intentionally saturating pixels with blue intensity below
185 in the range of 0 - 255 (8 bit per channel, 28 = 256 level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Slightly
modified to fit to page.
동일한 종이에서도 앞면과 뒷면에서 변색의 정도가 크

書)뺸 제1권의 뺷서유견문(西遊見聞)뺸의 이미지와 아단문

게 차이가 나는 곳이 전 5권에서 골고루 나타났으며 그

고에서 공개하고 있는 1895년에 일본 동경의 코쥰샤(交詢

비율은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종이의 변색은 종이의

社)에서 출판된 뺷서유견문(西遊見聞)뺸 원본의 디지털 아

리그닌의 밀도, 산성도, 표면처리의 상태와 햇빛과 대기

카이브(Adan Mun’go, Seoyugyenmun (西遊見聞), 2021)와

중의 산소와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같은 종이

의 비교를 통하여 영인 시기의 차이 및 영인본의 50년 경

에서 앞면과 뒷면의 변색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종

과 후에 촬영한 이미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영인에 의한

이 제조과정에서의 표면처리의 불균일이 가장 큰 요인으

문화재 보존의 문제점과 현대인쇄물이 가지고 있는 재료

로 추정된다. 같은 책에서 이처럼 변색 또는 손상도의 편

학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대 출판물에 적합한 보존환경

차가 크게 나타나면 책의 보존처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Figure 7에 인쇄된 면 중에서

요구된다. 페이지별로 손상지도를 작성하고 손상도를 정

뺷유길준 전서뺸 제1권의 뺷서유견문뺸의 첫 4페이지의 이미

량 분석하여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A)와 아단문고에서 공개한 뺷서유견문뺸의 첫 4페이지
의 이미지(B)를 비교하기 쉽게 표시하였다.

3.4. 서유견문 원본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영인본의 비교
영인출판한 지 50년이 경과된 뺷유길준 전서(兪吉濬全

본 연구에서 스캐닝 작업으로 얻은 이미지는 영인본의
변색의 상태까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아단문고에
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일부는 실제의 색상과는 상당히 거

출간 50년된 ‘유길준 전서(兪吉濬全書)’의 보존상태조사와 효과적인 자료보존과 공유방법 / 유우식, 유승선, 유병호, 유성준 | 175

Figure 6. Screen capture image of 5 level contour lines (at blue intensity of 135, 150, 165, 180 and 195) of
yellow tinges. Slightly modified to fit to page.
리가 있어 보여 변색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표

556페이지라는 방대한 양의 저술로 20편으로 짜여져 있

지 오른쪽 하단의 테두리의 도안도 겹쳐 보이는 곳이 여

어 역사, 지리, 상업, 산업, 정치, 풍속, 예술 등 서양문물

러 장에서 발견되어 스캐닝 작업후에 영인본으로 만들기

전반에 대한 소개서로 백과사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위해 인위적으로 형식을 조정한 듯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Yonsei University Library, 2021). 우리말과 한문을 함께

발견된다. 또한 우측 상단에는 아단문고의 직인을 디지털

사용하여 읽기 쉽게 하였고 구어체(口語體)로 서술되어

작업으로 추가하여 이미지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뺷서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에서 역사시간에 유길준의 서유

유견문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원본의

견문은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책의

영인 당시의 상태를 파악하는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름만 소개될 뿐 어떠한 내용인지 어떤 방식으로 저술되

영인의 목적에 따라 스캐닝 방법과 이미지 제공방법을 달

었는지를 소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실제로 내용을 읽으

리해야 할 것이다.

려고 하면 1890년대의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어 현대인이

뺷서유견문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 서양의 문물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마치 외국어를 번역해가면서

과 제도를 소개한 거작으로 최초의 국한문혼용체(國漢文

읽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을 뿐

混用體)로 저술된 서적이고 최초로 언문일치(言文一致)

더러 문장부호도 없고 문장이 끝도 없이 이야기하듯 이어

로 저술된 근대 인쇄기술로 출판된 서적이다(Joong Ang

진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옛 한글의 자음과 모음도 등

Daily, 200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1; National

장하고 용어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과는 매우 상이

Archives of Korea, 2021). 개화를 위한 사상적 교과서이며

하다. 원문을 읽고 연구하려는 근대사학자나 근대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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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Image comparison of (A) the first 4 pages with content (one blank page not shown) from this study,
and (B) from a Korean studies collection of Adan Mun’go (Adan Mun’go, 2021).
에게는 원문 이미지의 제공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및 국외 이동이 제한되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

될 것이다. 옛 한글을 포함하여 본문을 문서파일로 제공

로 일상생활이 크게 변화되는 가운데 해외의 한국학 연구

할 수 있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전자 문서화

자들로부터 개화기 한국 근대사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에도 유길준 선생이 서유견문에서 문명을 미개(未開), 반

1971년에 출판된 2,866페이지에 달하는 유길준 전서(兪吉

개(半開), 개화(開化)의 3단계로 나누었던 것처럼 전자 문

濬全書) 1질(5권) 자료입수의 요청으로 시작된 본 연구를

서화도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미개는 아예 전자

통해서 근대 및 현대 출판물의 상태조사, 자료보존 및 효

문서화를 하지 않거나 용도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전자

율적인 공유방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와 실무작

문서화를 하는 것이고, 반개는 용도를 고려하여 이미지

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하게

파일로 전자 문서화를 하는 경우이고, 개화는 용도에 맞

되었다.

는 이미지 파일의 형식으로 전자 문서화를 하고 더 나아

연구대상이 된 유길준 전서 1질 5권의 자료보존과 효

가 원문의 문자를 전자 문서화하고, 현대어로 풀어서 번

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해당 자료의 조사와 구입, 보존상

역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 조사, 자료의 물리적 보존, 자료의 상태와 내용 보존을
위한 전자문서화 작업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

4. 고찰 및 결론

다. 문서의 스캐닝을 통한 전자 문서화 작업과정에서 출
판된 지 50년이 경과한 현대 인쇄물에서 문서의 변색(變

2020년의 COVID-19감염병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국내

色)과 경화(硬化), 부스러짐, 파손 등의 열화 및 손상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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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정도를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정량화하고 손상영역

REFERENCES

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지류문화재의 손상지도와 유사
하게 가시화하는 방법을 예시하였다. 인쇄에 사용된 종이
의 재질, 표면상태, 광선에 노출된 정도, 보관환경에 따라
열화 및 손상 정도가 크게 의존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전자 문서화 작업을 통하여 출판자료의 내용을 디지털 아
카이브화할 수 있었다. 근대 및 현대 출판물의 경우, 출판
물의 저작권이 이러한 작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본래의 목표인 전자 문서화
된 자료의 효과적인 보존과 학술연구자료로 공유하는 방
법에 관해서는 영인본의 발행, 전자 문서의 제공방법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
유길준 전서 제1권에 수록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전
자 문서화된 이미지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
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미지 촬영 당시의 보존상태의 비
교, 고찰 및 이미지의 가공유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함을
예시하고 전자 문서화를 하기 전에 목적에 맞는 방법을
채용하여 전자 문서화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근
대 및 현대의 연구자료의 경우, 단순한 이미지 파일의 제
공에 머무르지 않고 본문의 내용도 문서형식으로 전자 문
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이
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대어로의
번역도 병행하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백상지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간 50년된 뺷유길
준 전서(兪吉濬全書)뺸는 변색과 열화가 진행되어 내구성
과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일부 페이지에서는 닳아 해
짐, 부스러짐과 종이의 꺾임에 의한 탈락이 발생한 상태
로 책을 열람하기 위해 개폐를 지속할 경우 손상이 가속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캐닝으로 전자문서화한 PDF
파일을 열람하도록 하고 원본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질소
를 봉입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시원한 장소에 보관하여
종이의 산화에 의한 추가적인 변색과 열화의 진행을 막도
록 조치하였다.
취약한 근대 기록물의 보존은 컬러 스캐닝에 의한 전
자문서화를 통하여 기록물의 내용과 보존상태를 기록하
고 전자문서의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 기록물 실물의 추가
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록물 실물은
재료의 재질에 맞게 열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환경에
서 보존하고 보존상태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존환
경의 최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Adan Mun’go, Seoyugyenmun (西遊見聞), 2021, http://archive.
adanmungo.org/ebook/1454131629.315/1539565291.3908/
mobile/index.html#p=1 (March 3, 202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1, 뺷Seoyugyeonmun뺸
Communication with ‘Modern’ by translating ‘Western’,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
sionid=adno6fFq7UMD4d1GpUglm1uUXQscUn4ykmcn
ICldV3lIEbPpJX3a1j1lm1Fjx0oo.cha-was01_servlet_engi
ne1?nttId=78674&bbsId=BBSMSTR_1008&pageUnit=0
&search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
&searchWrd=&searchUseYn=&searchCnd=&ctgryLrcls=
&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
mn=NS_01_09_01 (March 3, 2021)
Joong Ang Daily, 1971, The compilation plan of 뺷Yu
Kil-Chun’s book뺸, https://news.joins.com/article/1279741
(March 3, 2021)
Joong Ang Daily, 2009, [Then Today] First International
Student Yu Kil-Chun’s 뺷Seoyugyeonmun뺸 https://news.
joins.com/article/3553020 (March 3, 2021)
Kim, G., Kim, J.G., Kang K. and Yoo, W.S., 2019,
Image-based quantitative analysis of foxing stains on old
printed paper documents. Heritage, 2, 2665-2677.
Korea University, 2021a, Yu Kil-Chun’s 10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Yu Kil-Chun, Awakening the People
by Listening to the World” https://archives.korea.ac.kr:
444/cybr/exbt/plan/plan_08.jsp (March 3, 2021)
Korea University, 2021b, Kudang Yu Kil-Chun’s 100th
Anniversary Special Exhibition “Yu Kil-Chun, Awakening
the People by Entering the World” http://www.korea.
ac.kr/user/boardList.do?boardId=136&siteId=university&
page=1&search=&column=&boardType=02&listType=&
id=university_060101000000&parent=&boardSeq=45893
0&command=albumView&chkBoxSeq=&chkBoxId=&ch
kBoxPos=&chkBoxDepth=&chkBoxFamSeq=&warning
Yn=N&categoryId=&categoryDepth=&totalYn=Y
(March 3, 2021)
Lee, H.S., Park, J.H., Chun, K.S., Kim, I.H., Lee, K.R. and
Kim, Y.H., 1971, Archived Editions of Yu Kil-Chun (兪
吉濬全書) Volumes 1-5.
Library of Congress, The Deterioration and Preservation of
Paper: Some Essential Facts: https://www.loc.gov/preser
vation/care/deterioratebrochure.html (March 3, 2021)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Yu Kil-Chun’s
Seoyugyeonmun,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
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
c67616e2F32303137303932395f303030372e706466
(March 3, 2021)
National Assembly Library, Korea, 2021, Frequently Asked

17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2, 2021

Questions, http://www.nanet.go.kr/libaryuseinfo/faqService
List.do (March 3, 2021)
National Diet Library, Japan, 2021, Precautions regarding
copyright, https://www.ndl.go.jp/jp/copy/copyright/index.
html (March 3, 2021)
National Park Service, How To Preserve Acidic Wood Pulp
Paper, Conserve O Rgan, June 2001, pp. 1-4: https://www.
nps.gov/museum/publications/conserveogram/19-24.pdf
Ryu, S., Yoo, W.S. and Baba, H., 2020, Study on
Readability Improvement of Damaged Wooden Tablets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The 51st⋅52n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Daejeon, Korea, October
16-17, 301-302.
Seery, M., 2013a, Paper Conservation, https://edu.rsc.org/
feature/paper-conservation/2020204.article (March 3, 2021)
Seery, M., 2013b, Saving Paper, Education in Chemistry,
March 2013, pp. 22-25: https://www.rsc.org/images/EiC
0213-paper-conservation-chemistry_tcm18-227485.pdf
Wikipedia, 2021, PDF, https://en.wikipedia.org/wiki/PDF
(March 3, 2021)
Woodward, A., 2018, Why Do Book Pages Turn Yellow
Over Time?: https://www.livescience.com/63635-whypaper-turns-yellow.html (March 3, 2021)
Yonsei University Library, 2021, Seoyugyeonmun/Yu
Kil-Chun, https://library.yonsei.ac.kr/digicol/list/12903 (March
3, 2021)
Yoo, W.S., 2020, Comparison of outlines by image analysis
for derivation of objective validation results: “Ito
Hirobumi’s characters on the foundation stone” of the
main building of Bank of Korea,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6(6), 511-51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oo, W.S., Ishigaki, T. and Kang, K., 2017, Image
processing software assisted quantitative analysis of

various digital images in process monitoring, process
control and material characterization. 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s of Characterization
and Metrology for Nanoelectronics (ICFCMN), Monterey,
CA, USA.
Yoo, W.S., Kang, K., Ishigaki, T., Kim, J.G. and Ishigaki,
T., 2019, Image-based dimension analysis for semiconductor and MEMS structures. The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s of Characterization and Metrology
for Nanoelectronics (ICFCMN), Monterey, CA, USA.
Yoo, Y. and Yoo, W.S., 2020, Quantification and
description of colors and brightness of photographic
image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The 51st⋅52n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Daejeon, Korea, October
16-17, 303-305.
Yoo, W.S., Kim, J.G. Kang, K. and Yoo, Y., 2020a,
Considerations of color expression methods for paperbased cultural properties in conservation science. The
51st⋅52nd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Daejeon, Korea,
October 16-17, 306-311.
Yoo, W.S., Han, H.S., Kim, J.G., Kang, K., Jeon, H.S.,
Moon J.Y. and Park, H., 2020b, Development of tablet
PC-based portable device for colorimetric determination
of assays including COVID-19 and other pathogenic
microorganisms. Royal Society of Chemistry Advances,
10, 32946-32952.
Yoo, Y. and Yoo, W.S., 2021, Digital image comparisons
for investigating aging effects and artificial modification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7(1), 1-12.
Yoon, D.H., 1997, Material of government official documents,
Record Preservation Research, 10, 92-105. (in Korean)

JC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Research Article

알칼리 수용액을 이용한 출토 철지금은장관정의 탈염처리 적용성 평가
A Study on the Stability of Using Alkali Solution Desalination on Gilt Plated
Silver-Iron Artifacts
박준현1, 배고운2, 정광용2,*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Jun Hyeon Park1, Go Woon Bae2, Kwang Yong Chung2,*
1

Departmen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uyeo 33115, Korea
2

Institute of Conservation Sci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Buyeo 33115, Korea

Received March 22, 2021
Revised April 7, 2021
Accepted April 13,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kychung@nuch.ac.kr
Phone: +82-41-830-7362

초 록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지금은장관정을 대상으로 도금된 철제유물의 탈염
가능성 및 안정한 탈염방법을 연구하였다. 철지금은장관정은 철을 소지금속으로 하여 은판을
열로 접합시킨 후 그 위에 아말감도금으로 제작한 유물이다. 본 유물은 균열 및 박락된 부위
틈 사이로 철 부식화합물이 다른 재질의 금속(Au, Ag) 표면에 고착되어 있어 탈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은장부 잔존 상태별로 A⋅B⋅C등급으로 분류하고 60℃에서 0.1M 알칼리
용액법인 NaOH법과 S.S.C법으로 탈염을 진행하였다. Cl- 용출량과 탈염기간은 A등급을 제외하
고 NaOH법이 S.S.C법보다 더 많은 양을 용출하였고 기간도 더 소요되었다. 탈염 전⋅후 금은장
부의 Fe 성분을 비교하면 B등급을 제외하고 NaOH법이 S.S.C법에 비해 증가폭이 작았으나
NaOH법으로 탈염한 관정 4점의 금은장부가 일부 파손되어 유물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S.S.C
법으로 탈염하는 것이 안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철지금은장관정, NaOH법, Sodium Sesquicarbonate법, 탈염처리, 알칼리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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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research objects are gilt plated silver-iron nails excavated from the west
of the tombs in Neungsan-ri, Buyeo. A gilt plated silver-iron nail was fabricated by combining silver
and iron via heating and then gilding amalgam on top of this combination, demonstrating that this
ancient artifact that can be replicated using current technology. Since the metal (Au, Ag) surface of
these gilt plated artifacts are covered with iron oxide, which slips into the cracks and scratches of the
artifacts as well, desalination is ess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experiment, the
research objects were classified into grades A, B, and C,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rrosion and
then desalinated using an alkali solution (NaOH, Sodium Sesquicarbonate of 0.1 M) at 60°C.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ore serious is the degree of corrosion, the more is the amount of Cl- detected.
Further, more Cl- was released when NaOH was used than when sodium sesquicarbonate was used,
for all grades except Grade A. Furthermore, the more serious is the degree of corrosion, the longer
is the desalination period and the reaction with NaOH for all grades except Grade A. A comparison
of the Fe composition of the surface before and after desalination shows that Fe composition is the
use of NaOH resulted in a smaller increase compared with the use of sodium sesquicarbonate, for all
grades except Grade B. However, four of the nails were damaged owing to NaOH (Grade B 3ea, Grade
C 1ea) during desalination. Thus, Cl- ions are more stably released when sodium sesquicarbonate is
used than when NaOH is used.
Key Words Gilt plated silver-iron nails, NaOH, Sodium Sesquicarbonate, Desa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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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러나 본 유물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
고 특히, 금은장부의 균열 사이로 내부 소지 금속인 철의

철제유물은 자연에서 산화되어 안정된 상태의 광석을
제련과 정련, 열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환원시킨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안정된 산화 상태
로 되돌아가려는 ‘부식’이 발생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
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도금은 내식성을 향상시켜줄 뿐
만 아니라 아름답게 외형을 장식하는 심미적인 역할도 하
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
시간 매장 환경에 노출된 유물의 경우, 도금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표면에 발생한 균열이나 박리⋅박락 부위를 통
해 내부 소지 금속의 부식화합물이 도금층 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식을 일으키는 수용성
Cl-를 용출하는 과정인 탈염이 가장 중요하며, 보존처리를
하는 국⋅공⋅사립기관에서 알칼리 수용액으로 탈염을 가
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Ahn et al., 2006). 알칼리 수용액법
은 유물이 탈염 용액에 침적되었을 때, 부식층의 기포나
틈 안에 존재하는 높은 농도의 Cl-가 낮은 농도의 Cl- 수용
액으로 확산되는 원리이다(Lee, 2010). 약품으로는 NaOH

부식화합물이 도금층 위에 고착되어 존재하는 관정이 다
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토 후, 유물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철지금은장관정의 탈염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철지금은장 유물은 출토된 바가 매우 적고 제작
기법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가 다수(Lim et al., 1993; Gongju
National Museum, 2006; Nam, 2018)이며, 탈염용액이 철(Fe)
이외의 재질(Au, A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
여 탈염하지 않고 강화처리만 실시(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하여 보존처리를 마무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금된 유물은 재질별로 열팽창
계수(Fe 1.2, Au 1.43, Ag 1.97)가 다르기 때문에 탈염 시,
설정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기초연구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지금은장 유물의 도금층을 보호하
며, 안정하게 탈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
며, 복합금속으로 제작된 유물에 대한 탈염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와 Sodium Sesquicarbonate(이하 S.S.C)를 가장 많이 사용하

2. 연구대상 및 방법

고 있으며, NaOH가 S.S.C보다 강알칼리성(Lee, 2009)을 띠
고 있어 탈염 기간이 S.S.C보다 다소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보존처리자가 유물의 상태에 맞게 약품을 선정하여
탈염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인 부여 능산리 서고분에서 출토된 철지금
은장관정은 철제 관정의 머리 부분에 은판을 올려 열을 가
하고 접은 다음 아말감 도금으로(Nam, 2018) 마무리하여
제작한 고대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유물 중 하나이다.

2.1. 철지금은장관정(鐵地金銀裝棺釘)
본 연구 대상 유물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1, 15-5번지 일대인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5, 6차 발
굴조사의 백제시대의 석실분 1기(4호분)에서 출토(Institute
of Archaeology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Figure 1. The area excavated from Gilt Plated Silver-Iron n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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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itage, 2019)된 철지금은장관정 86점을 대상으로 선정하

탈염을 마무리 하였다. 또한, 신부의 목질부와 균열이 심한

였다(Figure 1).

취약부에 한하여 명주실로 묶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

전체적으로 토양 이물질과 신부의 목질흔이 관찰되었

도록 하였다.

으며, 철 부식화합물과 토양 이물질이 도금된 표면 위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관정 두부의 금은장부 상태
가 양호한 것도 있었으며, 은박만 존재하는 경우와 균열
또는 일부가 소실되어 내부 소지금속이 드러나 있는 경우
도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건식 및 습식 세척을
진행하여 표면의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탈염을 실시

2.3. 분석방법
2.3.1. 탈염 용액 분석

탈염 용액의 Cl- 용출량 변화 및 탈알칼리 용액의 pH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해 용액 교체 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하였다.

용 수질 측정기(Star A210, Thermo Science, USA)로 측정하

2.2. 실험방법

측정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였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샘플을 각각 3번씩 측정한 후

2.2.1. 탈염처리

2.3.2. 표면 관찰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45개의 국⋅공⋅사립기관을 대상

탈염 전⋅후 철지금은장관정 두부의 금은장부 표면 상

으로 탈염처리 적용방법에 대한 설문조사(Ahn et al., 2006)

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D7100, Nikon,

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Sodium Sesquicarbonate

JPN)로 촬영하였고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미세한 부

법과 NaOH법 2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탈염 용액 농도

분까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DG-3, Scalar,

또한 설문조사(Ahn et al., 2006)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

JPN)으로 ×100로 관찰하여 금은장부의 표면상태 및 열팽

이 사용하고 있는 0.1 M의 농도로 설정하였다.

창 정도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탈염하기에 앞서 육안관찰 및 P-XRF 분석 결과를 바탕

였다.

으로 유물을 분류하여 탈염을 실시하였다. A등급 18점, B
등급 27점, C등급 41점으로 분류하였고 등급 내에서 다시

2.3.3. 금은장부 성분 분석

무게를 맞추어 두 그룹으로 나누어 0.1 M NaOH법(A-1,

의사시편 및 철지금은장관정을 대상으로 탈염 전⋅후

B-1, C-1)과 0.1 M S.S.C법(A-2, B-2, C-2)으로 탈염 용액을

의 금은장부 표면의 잔존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XRF: VANTA, Olympus, JPN)를 사용하여

달리 적용하여 실시하였다(Table 1).
용매는 증류수를 사용하였고 시편 중량의 10배수로 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Alloy mode로 20초, 30초씩 2번

액을 제조하였다. 온도는 60℃로 설정하였다. 탈염용액 교

측정하였으며, 직경은 11 mm, 전압은 최대 40 kV, 전류는

체 주기는 초기 용출속도를 고려하여 1∼4차는 3일 간격,

최대 0.2 mA 조건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4차 이후는 Cl 이 용액과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간격을 주기로 교체하였다. Cl- 용출량이 10 ppm 미만으로
일정하게 검출되면 탈염을 종료하고 탈알칼리를 진행하여
Table 1. Classification of excavated gilt plated silver-iron nails in Neongsan-li
Grade
(A)

(B)

(C)

Group(EA)

Weight(g)

Desalination method

A-1(9)

238.6

NaOH

A-2(9)

240.7

S.S.C
(Na2CO3+NaHCO3)

B-1(13)

230.9

NaOH

B-2(14)

233.3

S.S.C
(Na2CO3+NaHCO3)

C-1(20)

225.3

NaOH

C-2(21)

228.6

S.S.C
(Na2CO3+NaHCO3)

Temperature Concentration

60℃

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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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의 경우에는 탈염 방법에 따라 Cl-의 총 용출량 차이가

3. 연구 결과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NaOH법이 S.S.C법보다
상대적으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므로 초기 용출 속도

3.1. 탈염 용액 분석

및 총 용출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3.1.1. Cl- 분석

또한, 탈염 방법별로 탈염 기간(Table 2)을 비교했을 때,

Cl-의 총 용출량(Table 2) 먼저 비교해보면 A등급의 경

A등급의 경우 A-2의 탈염 완료 시점은 A-1에 비해 일주일

우, NaOH법으로 탈염한 A-1은 총 193.6 ppm, S.S.C법으로

더 소요되었으며, B등급은 동일하게 소요되었고 C등급의

탈염한 A-2는 총 197.9 ppm이 용출되었다. B등급은 B-1은

경우 NaOH법으로 탈염한 C-1이 S.S.C법으로 탈염한 C-2보

총 419.6 ppm, B-2는 총 328.2 ppm이 용출되었고 C등급의

다 2주 더 소요되었다. C등급의 경우, NaOH법으로 탈염한

경우, NaOH법으로 탈염한 C-1은 총 508.2 ppm, S.S.C법인

C-1이 더 많은 Cl-를 용출하는 데 있어 S.S.C법보다 다소

C-2는 총 338.6 ppm이 용출되었다. A등급에서 S.S.C법으로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NaOH법이

탈염한 A-2가 NaOH법으로 탈염한 A-1에 비해 4.3 ppm 더

S.S.C법보다 pH가 더 높아 단기간에 탈염이 가능한 것으로

용출되었으며, B⋅C등급은 NaOH법이 S.S.C법으로 탈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철

한 것보다 각각 91.4 ppm, 169.6 ppm씩 더 많이 용출하였다.

지금은장관정의 금은장부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탈

상태가 양호한 A등급의 경우 각 방법 간의 Cl-의 총 용

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출량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B⋅C

Table 2. The desalination results of Chlorine Ion (ppm)
Cycle

Grade (A)

Object
A-1

Grade (B)
A-2

B-1

Grade (C)
C-1

C-2

1

130.0

130.0

260.0

B-2
220.0

270.0

230.0

2

24.0

21.0

39.0

28.0

26.0

23.0

3

14.0

12.0

29.0

15.0

37.0

14.0

4

11.0

12.0

26.0

15.0

29.0

15.0

5

10.0

12.0

35.0

19.0

39.0

20.0

6

4.8

8.3

19.0

15.0

34.0

14.0

7

0.8

4.6

9.1

11.0

22.0

10.0

8

-

3.3

3.5

7.2

19.0

5.9

9

-

-

2.8

3.6

20.0

5.0

10

-

-

-

-

10.0

3.7

11

-

-

-

-

3.2

-

12

-

-

-

-

1.9

-

Total

193.6

197.9

419.6

328.2

508.2

338.6

Table 3. The pH results of de-Alkali
Cycle

Grade (A)

Object
A-1
1

Grade (B)
A-2

B-1

Grade (C)
B-2

C-1

C-2

11.68

9.29

12.06

9.37

10.12

8.89

2

9.85

7.34

9.76

7.02

9.38

7.06

3

8.42

-

8.69

-

8.06

-

4

7.21

-

7.38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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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H 분석

3.2. 표면 관찰

탈알칼리 처리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온도는 60℃,
기간은 24시간 간격으로 증류수를 교체하였고 매 차시마

전체적으로 탈염 전과 후의 표면(Table 4)에 고착되어

다 시료를 채취하여 pH를 측정하였으며, pH가 중성이 될

있던 철제 부식화합물이 탈염 중 자연스럽게 박락된 관정

때까지 실시하였다.

이 관찰(Table 5)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철제 부식화합물 색

탈알칼리 기간(Table 3)을 비교했을 때, 모든 등급에서

상이 어두워지고 진하게 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균열부

동일하게 NaOH법(A-1, B-1, C-1)이 S.S.C법(A-2, B-2, C-2)

안의 빈 공간이나 주변부에 새롭게 철제 부식화합물이 올

보다 48시간 더 소요되었다. 이는 NaOH가 상대적으로 강

라온 관정도 관찰된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므로 중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C등급(Table 6, 7)의 경우에는 현미경 관찰 결
과 균열부가 탈염 전보다 후에 다소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60℃의 온도로 탈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 은, 철의 열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

Table 4. The results of digital camera

184 | 보존과학회지 Vol.37, No.2, 2021

Table 5. The microscope results of A grade (×100)

으로 틈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탈염 전 균열

도 관찰되었다(Table 4). 총 B-1 3점, C-1 1점, B-2 1점의

내부에 빈 공간이었으나, 탈염 중 소지 금속인 철의 부식화

철지금은장관정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특히, NaOH법(B-1,

합물이 생성되어 균열 내부가 채워지면서 금은장부를 밀

C-1)으로 탈염한 유물이 4점으로 파악되어 이는 NaOH법

어내어 틈이 더 벌어진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No.32와 같이 철지금은장관정
금은장부 일부 파손되어 내부 소지금속이 드러나는 경우

이 S.S.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므로
(Education Center for Traditional Culture, 2010) 파손 원인
중 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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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icroscope results of B grad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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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microscope results of C grade (×100)

3.3. 금은장부 성분 분석
3.3.1. A등급

NaOH로 탈염한 A-1은 탈염 전⋅후 평균적으로 Au, Ag
성분 함량이 약 2% 정도 증가하였으며, Fe 성분 함량은 약
5% 정도 감소하였다. S.S.C법으로 탈염한 A-2의 경우, Au
의 함량은 약 5%, Ag의 함량은 약 2% 정도 감소하였으며,
Fe의 함량은 약 7% 정도 증가하였다(Figure 2).
A-1의 경우 Fe 성분이 감소한 것은 금은장부 표면 또는

내부의 철제 부식화합물이 탈염 과정 중 자연스레 탈락되
어 Fe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A-2는 Fe 성분 함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탈염 과정 중 내부의 빈 공간에 새로
생성된 철제 부식화합물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Au,
Ag의 함량은 감소하고 Fe의 함량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3.2. B등급

탈염 전과 후 금은장부의 P-XRF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B-1은 탈염 후 Au, Ag의 성분 함량이 3.35%, 5.71%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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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XRF results graph of A Grade. (A) A-1 (in NaOH). (B) A-2 (in S.S.C).

Figure 3. The XRF results graph of B Grade. (A) B-1 (in NaOH). (B) B-2 (in S.S.C).

Figure 4. The XRF results graph of C Grade. (A) C-1 (in NaOH). (B) C-2 (in S.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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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Fe의 성분 함량은 11.62% 증가하였다. 또한, B-2의

중 철제 부식화합물이 생성되어 내부가 채워지면서 금

경우 평균적으로 Au, Ag의 함량이 약 4.28%, 4.20% 감소하

은장부를 밀어내어 틈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였으며, Fe 함량은 9.40% 증가하였다(Figure 3).

3. 총 86점의 관정 중 5점의 철지금은장관정 금은장부 일부

B-1, B-2 모두 Au, Ag 성분 함량은 감소, Fe 성분 함량은

가 파손이 발생하였다. 4점은 NaOH법, 1점은 S.S.C법으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탈염 중 유물 내부의

로 파손 원인은 2.의 영향으로 추측되며 또한, NaOH법

빈 공간 및 균열부 틈을 통해 발생한 철제 부식화합물로

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으

인해 상대적으로 Au, Ag의 성분 함량은 감소하고 Fe의 함

로 판단된다. 유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부식이 심한
유물의 경우 NaOH법보다 S.S.C법으로 탈염을 실시하는

량은 높게 검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것이 보다 안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탈염 전⋅후 금은장부의 P-XRF 분석 결과, 대체로 Au,

3.3.3. C등급

C등급의 탈염 전⋅후 P-XRF 분석 비교 결과, C-1의 경

Ag의 함량은 감소하였고 Fe의 성분 함량은 증가하였다.

우 Au, Ag, Fe의 성분 모두 약 1∼2% 정도 증가하였으며,

Fe의 함량 변화는 탈염 과정 중에서 금은장부 내 빈 공

C-2는 Au, Ag의 성분은 약 1% 정도 감소하고 Fe 성분은

간 및 균열부 틈 사이로 철제 부식화합물이 생성되어 상

약 8% 정도 증가하였다(Figure 4).

대적으로 Au, Ag의 성분 함량은 감소하고 Fe의 성분 함

C-1은 탈염 전과 후 금은장부 성분 함량 변화가 큰 변화

량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u⋅Ag의 함량 변

가 없었으며, C-2는 Fe의 성분 함량 변화가 다소 증가하였

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 정도가 허용오차범위 내이므로

다. 이는 A⋅B등급과 마찬가지로 탈염 과정 중 금은장부

철지금은장관정에 알칼리 용액을 적용하여 탈염을 진행

내부의 빈 공간에 소지금속인 철의 부식화합물이 채워지

하더라도 금은장부의 Au, Ag의 함량 변화에 안정한 것

고 균열된 틈 사이로 고착된 것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탈염

으로 판단하였다.

후 다른 성분의 함량은 감소하고 Fe의 함량은 더 높게 검출
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철지금은장 유물에도 알칼리 용액 탈염법을 적
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종합적인 결과를 고려했을 때, A
등급은 Cl- 용출량은 비슷하지만 탈염 기간이 보다 짧은

4. 결 론

NaOH법으로 B⋅C등급은 Cl- 용출량은 NaOH법이 효과
적이지만 유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S.S.C법으로 탈염

본 연구에서 도금된 철제유물의 탈염 가능성 및 안정성

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안정한 탈염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서 철지금은장 유물에 알칼리 용액을 사
용한 탈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

는 아래와 같다.

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
-

1. 등급별로 Cl 용출량 및 탈염 기간을 비교해보면 부식정
-

도가 심할수록 탈염 기간은 길어지고 Cl 용출량 또한
늘어났다. 탈염용액별 결과를 비교하면, NaOH법이 A등

염 전⋅후의 철제 부식화합물을 분석하는 연구도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보존처리기
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도인 60℃를 기준으로 열팽창

급을 제외하고 S.S.C법보다 Cl 용출량이 많았고 탈염 기

정도를 비교하였으나, 더 정확한 열팽창 정도를 파악하기

간도 길었다. 이는 철지금은장관정의 금은장부 상태에

위해 다른 온도 조건에서도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

따라 유물을 분류하여 탈염을 실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또한, 철지금은장관정의 금은장부 상태를 기준으로 분

결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aOH법은 유물

류하여 탈염을 진행한 결과, 등급별로 Cl- 용출량 및 탈염

의 부식정도가 심할수록 S.S.C법보다 많은 양의 Cl-를 용

기간의 차이가 상당하였다. 이에 유물의 부식정도를 기준

출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추측된다.

으로 탈염한다면 재부식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조건

2. 금은장부 표면 관찰 결과, 전체적으로 탈염 후 철제 부식

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현시점

화합물 색상이 어두워졌으며 균열부가 존재하는 관정들

에서 효과적인 탈염 조건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판

은 틈의 간격이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60℃

단된다.

온도 조건에서 탈염을 진행하면서 각 금속별 열팽창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철제유물의 효과적인 탈염을

수가 달라 이에 대한 영향으로 균열부에 영향을 끼친 것

진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향후 복합금속으로 구성된 유

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균열부 내 빈 공간에 탈염 과정

물에 대한 탈염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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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 및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
포되는 오픈 액세스 학회지이다. 저자는 JCS에 게재된 모
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회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3. 데이터 공유
JCS는 윤리,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데이터 공유를
원하는 저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 접근이 가능한 저장
소에 저장한 뒤 원고 본문 안에 DOI 링크를 넣어 활용할
수 있다.
2.4. 아카이브 정책
JCS는 학회지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하여 모든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에 납본하여 디지털파일을 제공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
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셰르파/로메오(Sherpa/Romeo,
http://www.sherpa.ac.uk)”의 self-archiving 보관정책에 따라
저자는 게재 전 논문(예: 심사 전 논문)을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게재 후 논문(예: 심사 후 최종 논문)은 보
관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출판자의 PDF 파일 버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연구 및 게재 윤리
3.1. 저자 자격
저자 자격은 1)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2) 논문 작성
이나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결정적 수정을 했는지
여부, 3) 게재될 원고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여부, 4)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구의 어
떠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해당 부분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
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4가지 조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
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 추가나 삭제, 또는 저자 순서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저자가 공문으로 편집위원에게 설명
해야 한다. 이러한 공문은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
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는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JCS는 한 논문에 대해 여러 명
의 교신저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논문에
대해선 한 명의 교신저자가 편집부 및 독자와 교신해
야 한다. 제1저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이 명
백한 경우에만 JCS는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승
인한다.
• 게재 후 저자 수정: JCS는 학회지 편집부의 실수가
아닌 이상 게재 후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표기된
모든 저자가 요청할 경우 게재 전에 저자를 변경할
수 있다.
3.2. 독창성 및 중복게재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채택된 원고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다른 과학 학회지에 중복
게재 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중복으로 게
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가 철회된다. 또
한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사
실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지되고, 저자에게 추가적인 징
계가 가해질 수 있다.
과거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서를 요청하고 확보
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는 텍스트, 그림, 표에 적
용된다.
3.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교신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
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
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금의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3.4.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본 학회지가 중복게재, 표절, 허위 데이터나 데이터 조
작, 저자 변경, 이해 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
적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차용, 편집
위원에 대한 항의 등등의 연구나 게재 부정행위로 의심되
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출판
윤리위원회(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가 제공하는 업무절차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
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책
임진다.
3.5.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게재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있어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
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필요
한 경우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모든 표절이나 허
위 데이터의 제거 및 규탄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원고를 거절하거나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자신이 거절하거나 채택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원고를 채택
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투고 및 교차검증 절차
4.1. 투고
모든 원고는 http://www.e-jcs.org/로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투고하는 원고와 함께 저자
는 적어도 4명의 심사위원을 제안하여 이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
당 원고가 이전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
는 논문이 일단 채택되면 해당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영어나 기타언어로 변환하여 다른 곳에 게재되
지 않을 것임에 동의해야 한다.
4.2. 교차검증 절차
JCS는 접수한 모든 원고를 심사한다. 먼저 원고가 양식
을 갖추었는지,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원고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편집위원들이 선택한 익명의 심사위원 3명이 교차
검증한다. 이들이 편집위원에게 보낸 결과는 편집위원의
결정에 따라 검토 및 게재된다.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교차검증에서 저자의 이름 및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
한다. 모든 원고에 대한 채택 기준은 연구의 질, 독창성,
과학적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한다. 원고는 심사위원의 비
평 및 추천에 근거하여 채택된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접수
후 3주 내에 최초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의 의견서
는 교신저자에게 전자메일로 전해진다. 교신저자는 심사
위원의 의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항목별로
모두 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의 결정이 난 지 8주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투고 철회로 간주한
다(게재 불가). 수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편
집부에 연락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원고의 채택, 수정 후 채택, 채택불가 등 편
집위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지 받는다.
수정된 최종 원고가 JCS의 양식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익월
호에 게재 예정된다. 거절된 논문은 교차검증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원고 작성
5.1. 언어
논문은 한국어나 영어로 투고해야 한다. 본문의 언어와
상관없이 표지,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해
야 한다.
5.2. 일반 요건
• 본문과 표를 포함한 원고 본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워

드(doc/docx)나 한글(HWP)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
• 줄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로 하며, 21.6 x 27.9 cm(레
터)나 21.0 x 29.7 cm(A4) 크기의 용지에 위, 아래, 왼
쪽 여백 3 cm를 두고 작성한다.
• 글씨 크기는 11 포인트로 해야 하며, “바탕체”나
“Times New Roman” 글씨체가 선호된다.
• 원고의 모든 페이지는 초록 페이지를 1페이지로 시작
하여 용지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겨
야 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은 원고의 어떤 페이지에
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약어만을 사용한다. 표준 약어가 아닌 약어는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원고 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약어가 처음 사용되는 경
우 “Relative humidity (RH)”처럼 원래 용어를 풀어서
표기해야 하며 약어 사용은 최소화한다.
• 제조업자명과 위치(국가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5.3. 원고 종류
원고 분량은 원고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문화재에 대한 보존기술
과 재질특성 등을 연구한 것으로서 학술성 또는 응용
성이 뛰어난 논문
• 처리 논문(Technical Article): 문화재 보존처리 방법 및
처리 기술에 대한 논문
• 단신(Research Note):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 실
험적 방법, 보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 총설(Review):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 동
향이나 철학 등을 다룬 논문
연구 및 처리논문은 한글 15,000자, 영어 7,000단어로
제한하며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신은 한글 5,000자, 영어 3,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총설은 한글 20,000자, 영어
9,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모든 원고의 분량은 제목, 소속, 초록, 참고문헌을 제외한
기준이다.)
5.4. 본문
논문은 표지, 초록 및 중심어, 본문, 사사, 참고문헌 순
서로 작성된다. 모든 참고문헌, 표,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
되어야 한다.
5.4.1. 표지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우편번호, 전자
메일 주소, 공백을 포함하여 50자 이내로 작성된 짧은 부
제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별표(*)로 표시해

야 하고 각주에 교신저자의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
스번호를 기재한다. 다른 각주는 숫자 윗첨자로 표시해야
한다.
5.4.2. 초록 및 키워드

모든 논문은 500자 이내로 작성된 한국어 초록과 250단
어 이내로 작성된 영문 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두 초록 모
두 본문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한
다. 초록은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초록은 한 문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포함
하지 않는다. 저자는 색인/초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6개까지 제시할 수 있다.
5.4.3. 소제목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4단
계로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해 평가
3.1.1 물리적 풍화

균열 및 틈새

5.4.4. 지명

한국 지명 로마자 표기법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
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5.5. 참고문헌
본문, 표, 그림에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은 원고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참고문헌 목록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작성 중인 원고나 투고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원고처
럼 게재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생략해야 한
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
해선 안 된다.

5.5.2.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 순서대로 작
성되어야 한다. 인용 표시가 동일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구분하기 위해 소문자를 사용한다(예: Smith (1993a,
1993b) 혹은 (Smith, 1993a, 1993b)) 저자명 철자와 게재년
도가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에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원고
를 상세히 확인한다. 학회지명, 책, 초록, 출판사, 대학 등
의 정보는 약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참고문헌에 대해 본 학회지가 요
구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 저자명, 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페이지.
Chung, K.Y., Kang, H.T., Koh, M.J. and Kim, H.J., 2011,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beads from tombs of
Bupwha-ri site, Yeongdo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7, 243-250.
- 단행본 |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명, 출판도시, 페이지.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62.
- 편저 | 저자명, 연도, 논문. In 편집자 (ed. 또는 eds.),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Snethlage, R. and Sterflinger, K., 2011, Stone conservation.
In: Siegesmund, S. and Snethlage, R. (eds.), Stone in
Architecture. Springer, Berlin, 411-544.
- 역서 |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Original work published 원서
출판연도)
Lee, G.G., 2008, Ojuseojongbagmulgobyeon(Choi, J., trans.).
Hakyounmunhwasa Publishing Co.,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 학술대회 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대회명, 개최도시,
개최일, 페이지.
Kim, J., Lee, C.H. and Kim, R.H., 2011, Characterization of
white and black crust on the surface of stone cultural
property in Korea. 5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eam Analysis Societies (IUMAS-V), Seoul, May
22-27, 142-142.

5.5.1. 본문 내 인용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려면 저자의 성(이니셜 없
이)과 게재년도을 밝힌다(예: “Lee (2001)가 밝혔듯이...”
혹은 “이는 이후 얻은 결과(Kim, 2006)와 일맥상통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본문에서는 제1저자를 쓰고 뒤에
“et al.”을 붙인다(예: “Kim et al. (1958)은 ....를 증명했다”
혹은 (Lee et al., 1998)).

- 학위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페이지.
Lee, M.S., 2007, Assessment of conservation scientific
deterioration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rock
properties of the stone pagodas in the Bulguksa temple
and Gameunsaji temple site, Gyeongju, Korea. Ph.D.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52-52.

- 연구보고서 | 기관명, 연도, 제목.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사진
본문에 복사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흑백 혹은 컬러사진). 필요한 경우 사진에
비율표식이 있어야 한다. 사진의 스캔본은 허용되지 않
는다.

- 웹 사이트 | 기관명, 작성연도, 제목. 웹 사이트 주소 (검색일자)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Detail description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8)

컬러 도해
JCS는 인쇄본에 그림이 컬러로 게재되는지 관계없이
웹사이트에는 컬러형태로 게재된다. 인쇄본에 컬러로 그
림을 게재하려면 논문이 채택된 이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5.6. 표(Tables)
각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표는 HWP나 마이
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 제목에는
문장에 사용하는 대소문자 표기법을 적용하고 제목 끝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해당되
는 표 바로 위에 배치해야 한다. 표 내용은 줄 간격을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한다. 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보통 게재하지 않는다. 표의
각주는 표 아래 좌측 정렬하여 배치하고 위첨자(또는 유의
성 값 및 기타 통계 데이터의 별표)로 표시하여 인용해야
한다. 각주에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표는 원고의
다른 부분에 제시된 결과(예: 그래프)를 중복하여 보여주
어서는 안된다.
5.7. 그림(Figures)
사진, 차트, 도표 등과 같은 도해는 모두 그림으로 지칭
한다. JPG, TIF, EPS, AI, GIF 파일 형식이 허용된다. 그림
은 본문에서 참조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모든 그림제
목은 마침표를 붙인다. 각 그림은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제목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의 그림의 각 부분은 (A), (B), (C)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본문과 제목에서는 A, B, C로 참조한다(예: Figure 3A). 또
한 한 그림의 각 부분은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시켜야 된다
(예: 한 개의 JPG 파일이나 TIF 파일).
그림
그림의 모든 글자, 숫자, 선, 점은 그림 크기를 줄인 다
음에도 논문에 복사하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선명해야 한다. 그림 상의 글자와 숫자는 Arial 글씨체를
사용해야 하고 그림 크기를 축소한 후에도 크기가 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의 두께는 0.2 mm 이상이어야 한
다. 밀착 프린트나 복사본은 그림을 복사하여 본문에 넣기
에 적합하지 않다.
지도
모든 지도에는 미터법으로 표시된 축척막대와 북쪽을
표시하는 화살모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게재를 위한 최종 준비
6.1. 최종본
논문이 채택된 이후, 저자는 저자명과 소속기관을 재확
인하여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처음 제출한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 해상도가 더 높은 파일
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원본에 적절한 표시 및 화살표
를 넣어 보내야 한다. 기호(예: 원, 삼각형, 사각형), 글자
(예: 단어, 약어), 숫자는 본 학회지의 단 넓이에 맞추어
축소된 후에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크기여야 한다. 모
든 기호는 캡션명에 정의되어야 한다. 제목에 넣기에 기호
가 너무 복잡한 경우, 그래프나 도해가 있는 구역 밖이 아
니라 도해 안에 넣어 나타내야 한다. 수정 과정에서 참고
문헌, 표, 그림이 이동, 추가, 삭제된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번호를 다시 매겨 모든 표, 참고문헌,
그림이 번호 순서대로 인용되도록 해야 한다.
6.2. 교정본
저자는 PDF 파일 형식의 교정본을 받게 된다. 교정본에
대해 원하는 사항을 따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제1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PDF 교정본을 받은 후 2-3일 내에 회신
해야 한다. 수정은 오자 수정 정도로만 제한되며 그 이상
의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수
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해야 한다. 뒤늦게 수정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저자는 회신 전
상세히 교정본을 확인해야 한다. 논문을 수정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도록 본 학회지는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저자가 한 번의 소통에서 모든
수정 사항을 본 학회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저자는 수정된 자료가 완전한 자료임
을 확인해야 한다.
7. 논문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논문 게재 후 제1저자에게
발송된다.
• 게재료: 논문당 ￦200,000 (US$200)
• 추가비용:
- 연구비 수혜논문: 논문당 ￦200,000 (US$200)
- 10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페이지당
￦30,000(US$30)
- 컬러 그림: 페이지당 ￦100,000(US$100)
7.1. 별쇄본
별쇄본 및 복사본은 제1저자에게 발송된 발주 양식서를
사용하여 인쇄본 교정이 완료되기 전에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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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INFORMATION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JCS) i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launched in 1992. It is published bimonthly
on the 20th February, April, June, August, October, and
December.
JCS i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It provides an international forum for
scientists, engineers, conservators, and restorers from a broad
range of scientific backgrounds. JCS focuses on the fields of
material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cientific diagnoses, documentation and monitoring; new
scientific and technical methodologies; 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aterials.
Manuscripts for submission to JC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2. COPYRIGHT, LICENSE, DATA SHARING, AND
DEPOSIT POLICY
2.1. Copyright
The copyrights of all published materials are owned by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All authors must sign the 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 when submitting their manuscripts. The copyright
transfer form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hrough the
JCS electronic submission system that can be accessed at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
All materials appearing in the journal are covered by
copyright. The authors are responsible fo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before any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can be reprinted in JCS.
2.2. License
JC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at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uthor(s) do not require permission to use any
tables or figures published in JCS in other journals, books, or
media for scholarly and education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s definition of open
access.
2.3. Data sharing
JCS encourages data sharing wherever possible unless
prevented by ethical, privacy, or confidentiality matters.
Authors wishing to share may deposit their data in a publicly
accessible repository and include a link to the DOI within the
text of the manuscript.
2.4. Archiving policy
JCS provides electronic backup and preserves access to all
content in the event that the journal is no longer published by
archiving all material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s://www.nl.go.kr/). In accordance with the self-archiving
deposit policy of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
authors cannot archive pre-print (i.e., pre-refereeing);
however, they can archive post-print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Authors can also archive the publisher’s
PDF-file version.
3.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3.1. Authorship
Authorship credit should be based on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concept and design, acquisition of data, or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and to ensure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Authors
should meet these four conditions. After the initial submission
of a manuscript, any changes whatsoever in authorship
(adding or deleting author(s), or rearranging the order of
authors) must be explained in a letter to the editor from the
authors concerned. This correspondence must be signed by all
authors of the paper. Copyright assignment must be
completed by every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and first author: JCS does not
allow multiple corresponding authors for one article.
Only one author should correspond with the editorial
office and readers for any single article. JCS accepts

notice of equal contribution for the first author when the
study was clearly performed by co-first authors.
• Correction of authorship after publication: JCS does not
correct authorship after publication unless the mistake
was made by the editorial staff. Authorship may be
changed before publication when a correction is
requested by all listed authors.
3.2.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Submitted manuscripts must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be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No part of the accepted manuscript should be
duplicated in any other scientific journ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The detection of a duplicate
publication of a paper submitted to this journal may result in
the following repercussions: the manuscript may be rejected,
the author(s) will be denounced in the journal, affiliate
institutions will be informed, and further penalties may be
imposed upon the author(s).
A letter of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is required
for all material that has been published previously. Requesting
and receiving this permiss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This requirement applies to text, figures, and tables.
3.3.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inform the editor of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could influence the author’s
interpretation of the data.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re financial support from or connections to specific
companies, political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academically related issues. In particular, all sources of
funding applicable to the study should be explicitly stated.
3.4. Process to resolve research or publication
misconduct
When the journal encounters suspected cases of research or
publication misconduct such as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fraudulent or fabricated data, changes
in authorship, undisclosed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problems with a submitted manuscript, appropriation of an
author’s idea or data by a reviewer, complaints against editors,
etc., the resolution process will follow a series of steps
outlined in a flowchart provided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
flowcharts). All discussions and decisions regarding suspected
cas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s editorial board.

3.5. Editorial responsibilities
The editorial board works endlessly to monitor and
safeguard publication ethics, including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adherence to established guidelines for
article retractions; ongoing mainten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cademic record; preclusion of any business conflicts that
may compromise intellectual and ethical standards; publication
of corrections, clarifications, retractions, and apologies when
required; and the elimination and denouncement of all cases
of plagiarism or fraudulent data. Editors are also entrusted
with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they are authorized to
reject or accept articles; they ensure that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articles they reject or accept; they
can accept papers when reasonably certain; they are obligated
to publish corrections or retractions when errors are found;
and they preserve the anonymity of all reviewers.

of a manuscript, and the reviewers’ comments are sent to the
corresponding author by e-mail. If choosing to proceed,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indicate all revisions that have
been made in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s item by
item. Failure to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within eight
weeks of the editorial decision is regarded as a withdrawal
(reject the publication). If a revision extension period is
required, the author should contact the editorial office.
The corresponding author is notified as soon as possible of
the editor’s decision to accept, request revision of a
manuscript or reject. Once the final revised manuscript
satisfactorily conforms to the JCS format and criteria, it will
be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available issue.
Rejected papers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for further peer
reviews.
5. MANUSCRIPT PREPARATION

4. SUBMISSION & PEER REVIEW PROCESS
4.1. Submiss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via the e-submission
system available at http://www.e-jcs.org/. Together with the
submitted manuscript, authors should provide the names,
addresses, and e-mail addresses of at least four suggested
reviewers. Submission of a paper implies that it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and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Also, if accepted, the author(s) must
agree that the paper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in the
same form, in English or any other language,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editorial committee.
4.2. Peer review process
JCS reviews all manuscripts received. A manuscript is first
reviewed for its format and adherence to the aims and scope of
the journal. If the manuscript meets these two criteria, it is
checked for plagiarism or duplicate publication with
Similarity Check. After confirmation that no ethical
violations have been detected, it is peer-reviewed by at least
three anonymous reviewers selected by the editor and
associate editors. Letters to the editor are reviewed and
published on the decision of the editor. The authors’ names
and affiliations are removed during the double-blind peer
review. The acceptance criteria for all papers are based on the
quality and originality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ir scientific
significance. Acceptance of a manuscript is based on the
critique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ers. An initial
decision will normally be made within three weeks of receipt

5.1. Language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in Korean or English.
Regardless of the language of the main text, the following
sections should be prepared in English: title page, abstract,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5.2. General requirements
• The main document with manuscript text and tables
should be prepared using Microsoft Word (doc/docx) or
Hangul (HWP).
• The manuscript should be double spaced on 21.6 × 27.9
cm (letter size) or 21.0 × 29.7 cm (A4) paper with 3.0 cm
margins at the top, bottom, and left side.
• An 11-point font size is required, and either the “Batang”
or “Times New Roman” font is preferred.
• All manuscript pages are to be numbered consecutively
at the bottom, beginning with the abstract as page 1.
Neither author names nor affiliations should appear on
any manuscript pages.
• Measurements should be expressed in conventional
units using International System (SI) units.
• Use only standard abbreviations. Nonstandard abbreviations
can be confusing to readers. Avoid abbreviations in the
title of the manuscript. Abbreviations should be spelled
out in full when first used in the text—for example,
Relative humidity (RH)—and the use of abbreviation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 The names and locations (country) of manufacturers
should be included.

5.3. Publication types
Manuscript preparation varies according to type of
publication.
• Research articles: as academically excellent and applicative
articles on conservation techniques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cultural heritage.
• Technical articles: as the described articles of
conservation treatment and its technology of cultural
heritage.
• Research notes: as the research notes with new
discovery, experimental method or conservation
treatment on cultural heritage.
• Reviews: as recent research trends or philosophy
reviews on conservation science of the cultural heritage.
Research articles and Technical articles are limited to
15,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7,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 of tables
and figures must not exceed 10 each. Research notes are
limited to 5,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3,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are not exceeded over 5 each. Reviews are
limited to 20,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9,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are not exceeded over 5 each. (Length of
manuscripts listed above excludes title, institutional affiliation,
abstract, and references).
5.4. Text
The standard order of a paper is as follows: title page,
abstract, keywords, main text, acknowledgments and
references. All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cited
in the text.
5.4.1. Title page

The title page should contain the title of the manuscript,
name(s) of the author(s), affiliation(s), postal code(s) and
e-mail address(es), a short running title of less than 5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identified with an asterisk and a footnote that
includes the e-mail address, phone number, and fax number.
All other footnotes should be identified with superscript
Arabic numbers.
5.4.2. Abstract and keywords

A Korean abstract of not more than 500 characters should
be provided with all types of papers as well as an English

abstract of less than 250 words. Both must be intelligible
without direct reference to the paper; they should be
overviews of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paper rather than
repetition of the subjects covered. Abstracts should be
structured as a single paragraph, and they should not contain
references. Authors are requested to supply up to six
keywords that can be used for indexing/abstracting purposes.
5.4.3. Headings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papers, authors may use up to
four levels of headings as illustrated below:

3. RESULTS AND DISCUSSION
3.1. Damage assessment
3.1.1. Physical weathering
Cracks and fissures

5.4.4. Geographic names

The Romanization of Korean geographic nomenclature is
highly recommended and should follow the suggest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5.5. References
All publications cited in the main text,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sented accurately in the reference section
following the main text of the manuscript. Unpublished
information, including papers in preparation or submitted but
not yet accepted, should be omitted from the list. Publications
not cited in the manuscrip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5.5.1. In text

To cite references in the main text, refer to the author’s
surname (without initials) and the year of publication: e.g.,
“Since Lee (2001) has shown that...” or “This is in the
agreement with results obtained later (Kim, 2006).” For three
or more authors, use the first author followed by “et al.” in the
main text: e.g., “Kim et al. (1958) proved that...” or (Lee et al.,
1998).
5.5.2. Reference list

The list of references should be arranged alphabetically by
authors’ surnames. Use lower-case letters to distinguish

references that would otherwise have identical citations: e.g.,
Smith (1993a), Smith (1993a, 1993b), or (Smith,1993a,
1993b). The manuscript should be carefully checked to ensure
that the spelling of authors’ names and dates are exactly the
same in the main text as in the reference list. The name of the
journal, book, abstract, publishing company, university, etc.
should be written in full rather than abbreviated. The journal’s
required formats for different types of references are as
follows.
- Journal article
Chung, K.Y., Kang, H.T., Koh, M.J. and Kim, H.J., 2011,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beads from Tombs of
Bupwha-ri Site, Yeongdo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7, 243-250.
- Book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
- Book article
Snethlage, R. and Sterflinger, K., 2011, Stone conservation. In:
Siegesmund, S. and Snethlage, R. (eds.), Stone in
Architecture. Springer, Berlin, 411-544.
- Translated book
Lee, G.G., 2008, Ojuseojongbagmulgobyeon(Choi, J., trans.).
Hakyounmunhwasa Publishing Co.,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 Conference paper
Kim, J., Lee, C.H. and Kim, R.H., 2011, Characterization of
white and black crust on the surface of stone cultural property
in Korea. 5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eam Analysis Societies (IUMAS-V), Seoul, May
22-27, 142.
- Thesis
Lee, M.S., 2007, Assessment of conservation scientific
deterioration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rock properties
of the stone pagodas in the Bulguksa temple and Gameunsaji
temple site, Gyeongju, Korea. Ph.D.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52.
- Repor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 Websit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Detail description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8)
5.6. Tables
Each table should be cited in the main text. Tables should
be prepared in a HWP or Microsoft Word. Titles should use
sentence-style capitalization and end without a period; they
should be brief and typed directly above their respective
tables. Information must be double spaced. Long tables and
other types of data containing information of limited interest
will not normally be published. Table footnotes should be
typed directly below the table and left justified and should be
cited with superscript lower case letters (or asterisks for
significance values and other statistical data). Footnotes end
with periods. Tables should not duplicate results presented
elsewhere in the manuscript (e.g., in graphs).
5.7. Figures
Illustrations such as photographs, charts, and diagrams
should all be referred to as figures. JPG, TIF, EPS, AI, and GIF
file formats are acceptable. They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referred in the
main text. Every caption should end with period. Each figure
must be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and provided with a
self-explanatory caption. Separate parts of a single figure
should be labelled (A), (B), (C), etc. and referred to as A, B, C,
etc. in the text and captions (e.g., Figure 3A). Also, separate
parts of a single figure should be compiled into one figure (i.e.,
one JPG or one TIF file).
Drawings
All letters, numbers, lines, and points on figures should be
sufficiently large and bold to permit reproduction even after
the figures have been reduced to a size suitable for inclusion in
an article. Use Arial font for letters and numbers on figures,
and they should be 2.0 mm or larger after reduction. Lines
should be thicker than 0.2 mm. Dye-line prints or photocopies
are not suitable for reproduction.
Maps
All maps should include a metric bar scale and a north
arrow.

Photographs
Original photographs must be supplied as they are intended
to be reproduced (black & white or color). If necessary, a scale
should be marked on the photographs. Please note that
photocopies of photographs are not acceptable.
Color illustration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will ensure that these
figures will appear in color on the websit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produced in color in the printed version.
For color reproduction in print form, you will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s from the journal
after receipt of your accepted article.
6. FINAL PREPARATION FOR PUBLICATION
6.1. Final version
After the paper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should submit the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The names and affiliations of the authors should be
double-checked. If the originally submitted image files were
of poor resolution, higher resolution image files should be
submitted at this time. Send the digital originals with
appropriate labeling and arrows. Symbols (e.g., circles,
triangles, squares), letters (e.g., words, abbreviations), and
numbers should be large enough to be legible after reduction
to account for the journal’s column widths. All symbols must
be defined in the figure captions. If the symbols are too
complex to appear in the caption, they should appear on the
illustration itself within the area of the graph or diagram, not
to the side. If references, tables, or figures are moved, added,
or dele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renumber them to
reflect such changes so that all tables, references, and figures
are cited in numeric order.
6.2. Galley proof
The author(s) will receive a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in PDF file format. The PDF proofs will
be sent via e-mail to the first author and should be returned
within 2–3 days of receipt unless a preference for paper proofs
is expressed. Corrections should be restricted to typesetting
errors; any other changes may be charged to the author. Any
queries should be answered in full. Please note that authors are
urged to check their proofs carefully before return as the
inclusion of late corrections cannot be guaranteed. The
journal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have your article
corrected and published as quickly and accurately as possi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ll of your corrections
are sent to us together in one communication from the first
author. Subsequent corrections will not be possible. Please
ensure your corrected materials are complete.
7. Article Processing Charges
Article Processing Charges must be paid for the manuscript
confirmed to be published. An invoice for these charges will
be sent to the first author after publication.
• Basic fee: ￦200,000 (US$200) per article.
• Additional fees:
- Research article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200,000 (US$200) per article.
- Over 10 printed pages: ￦30,000 (US$30) per extra
page.
- Color figure: ￦100,000 (US$100) per page.
7.1. Offprints
Offprints and copies of the issue can be ordered using the
order form sent to the first author before the proofreading of
the print vers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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