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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 및 지역별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 실시 기관들의 결과보고서를 바탕
으로 국내 목조문화재의 지역별, 지정별 지중 흰개미 피해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국 2,805건의 조사 대상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
미 가해흔 및 가해 진행 현황 지도를 제작하였다. 현황 지도 제작 결과, 2018년∼2019년의 기간 동안
총 486건의 목조문화재에서 지중 흰개미 가해흔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143건(약 29.4%)에서 지중
흰개미 권역 유입 및 목부재 가해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조사된 피해 현황 자료
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Map API를 활용한 웹 플랫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또한
기관별 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탐지견, 육안관찰, 예찰기, 극초단
파 장비 등이 지중 흰개미의 유입 유무 파악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유입된 지중 흰개미 군체의
영역 범위를 판단할 모니터링 조사 방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중 흰개미 군체 모니터링 조사 시, 대상 목조문화재의 가해 영역 범위 산정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염색약 처리 및 Mark-Release-Recapture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목조문화재, Reticulitermes speratus, 흰개미 피해 조사, 지리 정보 체계, 웹 어플리케이션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tus of damage by subterranean termites and thei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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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gion and type of domestic wooden cultural properties were identified. This was based
on the survey reports of agencies conducting regular nationwide and regional monitoring of subterranean
termites. In addition,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based on the survey contents, a map
was constructed of termite infestation and its progress on 2,805 wooden cultural properties that were
surveyed nationwide. Based on the map produced, a total of 486 cases of termite infestation were
confirmed 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during 2018-2019, of which 143 cases (approximately 29.4%)
were confirmed to be owing to the invasion of termites in the ground and infestation of wood materials.
A web platform and an application using a mapping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were created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the investigated damage status data. The methods employed by each institution
for investigating and monitoring the invasion of termites in the ground included the use of detection
dogs, visual observation, installation of wood specimens made of pine, and microwave equipmen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monitoring and survey methods were not applied to determine the
territorial range of the subterranean termite colonies. Accordingly, the use of dyeing and mark–release–
recapture methods were deemed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such as calculating the scope
of the target wooden cultural property, when monitoring subterranean termite colonies.
Key Words Wooden property, Reticulitermes speratus, Termite infestation, GIS, Web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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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사 시, 탐지견, 목부재 육안 관찰, 소나무 재질의 예찰기
(말목, HGM), 극초단파 탐지 장치 등을 이용한 유입 유무

지중 흰개미(Subterranean termite)는 인간이 거주하는
목조건축물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원
화 약 44.5조의 비용이 흰개미를 방제 또는 피해 수리 및
복구에 사용된다(Rust and Su, 2012). 국내의 경우에도
2009년 기준, 전국 231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중 흰
개미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해흔과 피해 진행이 확
인된 건물이 다수 조사되었다(Kim et al., 2010; Manual of
Cultural Heritage Biological Damage Management, 2012). 또
한 최근에는 보물 1742호인 구리 숭릉 정자각이 지중 흰
개미의 피해를 받아 전체 해체 보수가 결정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2019).
이에 따라 지중 흰개미에 대한 목조문화재의 피해 예
방 및 방제를 위하여 방충방부제 도포, 군체 제거 장치
설치, 토양 처리 등의 방법이 매년 지중 흰개미 방제를
위해 연구되어 목조문화재에 적용되고 있다(Im et al.,
2019). 이러한 방제 방안의 적용에 따라 연간 국내에서 소

조사만이 수행되고 있어 대상 목조문화재 권역 내 지중
흰개미 군체의 활동 영역 및 가해 영역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돌봄
사업단 등 매년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목조문화재
의 지중 흰개미 피해와 예찰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은 전국 단위, 지역별, 지정별, 예찰
기 설치 유무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가해흔 및 가해 진
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문화재별 지중 흰개미 피해 현
황을 지도로 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기관별 지
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내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방안에 대한 문제
점 및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2. 조사 및 연구 방법

요되는 비용은 2014∼2020년 문화재관리 재정현황을 기
준으로 평균 약 15억4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다(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중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 산림의 비옥
화, 현대식 구조의 변화 등의 요건들과 맞물려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Manual of cultural heritage biological
damage management, 2012), 국가 간 교역량 확대 등으로
인해 해외 수입품 통관 시, 외래흰개미의 검출, 유입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6). 이에 따라 지
중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
로 관리하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돌봄사업단 등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 목조문화
재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매년 결과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지역별 조사 자료를 통합한 전국 단
위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자료 발간은 현재 수행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현재 목조문화재의 지중 흰
개미 피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인지되는 상황에 그칠 뿐,
전국 단위 피해 양상 및 그 심각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중 흰개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의 경우, 효율적인 방제 처리를 위한 현
황 파악 과정으로 유입 지중 흰개미 군체의 대상 목조문
화재 권역 내 활동 영역 및 이에 따른 가해 범위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2.1. 국내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조사 및 분류
본 현황 조사의 대상 지역은 북위 33°∼39°로 제주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
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자료는 국립문화재연구
소 보존과학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에서 발간된 ‘목조문
화재 가해 생물종 조사 결과보고서’ 및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동부권), 경상남도(동부권)을 제
외한 전국 18개 문화재 돌봄사업단 결과보고서를 대상으
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 2020; Gyeonggi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2019; Incheon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rporation, 2018, 2019; Gang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9;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2019; Chungnam Cultural Heritage, 2018, 2019; Chungbuk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8, 2019; Baekje
Cultural Center, 2018, 2019; Daedong Cultural Heritage,
2018, 2019;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2019; Cultural Heritage Prevention and
Management Center, 2018, 2019; Daegu Cultural Heritage,
2018, 2019; Ulsan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8,
2019; Kyonam Cultural Heritage, 2019; Silla Cultur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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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an Cultural Heritage, 2018, 2019; Gyeongnam

한 목부재의 가해흔이 확인되었지만 목부재에서 지중 흰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Foundation, 2018, 2019;

개미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2) 지중 흰개미 가해 진행

Busa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Technology, 2018,

중(목부재에 지중 흰개미 가해흔 및 흰개미 활동이 함께

2019; Jeju Cultural Foundation, 2018, 2019).

확인) 등 2가지 조건으로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후 해당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결과보고서

자료들을 QGIS Desktop 3.10.11(Opensource) 프로그램을

의 경우, 지역별 돌봄사업단에 따라 결과보고서 발간 및

통해 지중 흰개미 가해흔 및 가해 진행 중에 대한 현황 지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시작 연도에 차이가 있는 것

도로 제작하였다. 또한 GIS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전국 행정

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 시기인 2020년 당시 지역별

구역 단위 Country/province Shapefile은 GIS DEVELOPER

돌봄사업단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가장

(www.gisdeveloper.co.kr)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많이 확보된 최근 2년(2018∼2019년)을 국내 목조문화재

각 목조문화재에 대한 가해흔 및 가해 진행 중의 분

의 지역별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기간

류를 위해서 지중 흰개미 군체의 생태적 서식 반경 특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전

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현재 국내에 서식이 확인된

국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대상 목조문화재 총 건수는 문

Reticulitermes speratus의 경우, 해당 종에 대한 서식 영역

화재청 보존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2019년 문화재 돌

연구가 과거 진행되었지만(Tsunoda et al., 1999) 저농도

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목록’을 참고하였다.

염색 및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조사 범위 조건 등의 한계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자료의 경우, 각 기관별 자료 중

로 인해 해당 종의 군체 서식 영역 산정에 대한 추가 연구

지중 흰개미 가해흔이 확인된 목조문화재를 1차 분류한

가 필요한 실정이다(Im and Han, 2020; Kim et al., 2020). 이

뒤, 목부재, 주변 권역에서 흰개미 활성이 확인된 목조문

에 따라 R. flavipes, R. virginicus, R. santonensis, R. hageni와

화재를 대상으로 2차 분류하여 전국 단위, 지역별, 문화재

같은 동일 속의 국외 서식 종들을 대상으로 선행된 군체 서

지정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가해흔 및

식 영역 범위 연구를 조사한 결과, 군체의 크기에 따라 30∼

지중 흰개미 활성이 확인된 목조문화재들에 대한 지중 흰

120 m까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Grace

개미 모니터링용 예찰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예찰기 설

et al., 1989; Grace, 1990; Su, 1993; Paulmier et al., 1997;

치에 따른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Vargo, 2003).

2.2. 국내외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 조사

Reticulitermes spp.의 생태적 서식 반경 특성을 볼 때, 권역

해당 선행 연구에 따라 국내 서식 지중 흰개미가 속한
개념의 문화재 일부에서 지중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었을
현재 전국 및 각 지역별 야외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경우, 인접한 주변 건물까지 서식 반경 내에 포함될 가능

지속적인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국

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문화재명

립문화재연구소 및 전국 23개 중 18개 문화재돌봄사업단

으로 지정되었으나 여러 채의 목조건축물로 구성된 권역

에서 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적용 중인

개념 문화재의 경우, 조사된 구성 목조건축물들 중 한 곳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1960년

이라도 가해흔, 권역 유입, 가해 중 등의 지중 흰개미 피

대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사례를 조

해 조건에 포함되었다면 해당 문화재 권역 전체를 동일한

사하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개선 사항을 확인

상황으로 분류하여 지도에 반영하였다. 또한 가해흔이 확

하고자 하였다.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에 관한 국외 선행

인된 목조문화재 중 목부재에서는 지중 흰개미 활성이 확

연구의 모니터링 대상 종은 국내 서식 종과 동일 속인

인되지 않았으나 목조문화재 둘레(예찰기) 및 권역(뗄감,

Reticulitermes spp. 및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많은

주변 그루터기 등)에서 지중 흰개미 유입 및 활성이 확인

경제적 피해를 주며, 앞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되었을 경우, 권역 유입과 목부재 내부에서 지중 흰개미

Coptotermes formosanus Shiraki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활성이 확인된 경우를 동일하게 가해 진행 중으로 분류하

(Lee et al., 2021).

여 지도에 반영하였다.

2.3.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및 지도 제작

2.4. 맵API를 활용한 국내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모니

2.1에서 언급한 여러 발간자료에서 조사된 전국의 국

터링 웹 지도 및 어플리케이션

보 및 보물, 문화재 자료, 시⋅도유형문화재, 비지정 등을

2018∼2019년의 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자

대상으로 1) 지중 흰개미 가해흔 유무(지중 흰개미에 의

료를 대상으로 가해흔, 가해 진행 중으로 분류된 대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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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화재의 위도 및 경도 등 위치 정보를 조사하였다. 이
후 지도 제작을 위한 Map data는 Kakao Developers (https://

2019; Im, 2019; Im and Han, 2020)(Figure 1).
국내에 주로 서식하는 Reticulitermes spp.의 지중 흰개

developers.kakao.com)에서 제공하는 Map API (Opensource)

미는 지중에 주요 서식처(Main nest)와 많은 수의 분화된

중 Web API를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주소(http://termite.tes

서식처(Satellite nest)로 군체의 구조가 형성되며, 먹이 탐

hi.net) 및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문화재보존기술지

색 구역들은 연결 통로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Su,

원센터 홈페이지(http://conservation.cbnu.ac.kr)의 보존기술

1994). 또한 지중 흰개미는 먹이 탐색(Foraging)을 수행하

– 흰개미 방제 기술 연구 탭에 공개된 주소를 통해 모든

는 일흰개미(Worker)가 탐색 및 목재를 섭식하는 과정에

사용자가 단말기 및 PC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서 군체 영역이 확장되며 그 범위가 클 경우에는 100 m에

SWING2APP(https://swing2app.co.kr)에서 해당 웹사이트와

이른다(Su and Scheffrahn 1988, Grace et al. 1989, Su et al.

연동되도록 제작된 APK file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웹 어

1993). 국내 서식 종과 동일 속인 R. flavipes의 경우에는

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의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도

군체의 서식처 외부에서 먹이를 탐색하는 일흰개미의 개

록 제작하였다. APK file을 통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웹 브라우저 접속 및 주소 입력 단계
과정 없이 바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체 수가 군체 크기에 따라 평균 약 200,000∼5,000,000마
리로 추정됨에 따라 실제 전체 군체의 개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먹이 탐색 거리는 직선거리로
79 m에 이른다(Grace et al., 1989). 국내 서식 종인 R.
speratus의 경우에도 군체의 평균 개체 수는 100,000마리
가 넘고 때로는 400,000마리 이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3.1. 전국 지중 흰개미 분포 및 목조문화재 피해 현황
(2018∼2019년 기준)

(Tsunoda et al., 1999).
R. speratus는 목재 내부에 서식(Wood-dwelling)하고 지
중을 통해 지면에 접해 있으며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건

3.1.1. 전국 지중 흰개미 분포 및 피해 양상

축물의 부재를 중심으로 가해한다(Buchli, 1956; Shimizu,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 연

1970; Su, 1991). 국내 목조문화재의 주요 지중 흰개미 유입

구들을 살펴볼 때, 국내에는 Reticulitermes spp.의 지중 흰

경로 또한 이와 동일하게 지중을 통해 기둥, 하인방, 신방

개미가 서울을 비롯한 충청도(공주, 부여, 서천, 세종, 강

목 등으로 유입되어 해당 부재들에 집중적인 피해를 일으

진), 전라도(군산, 익산, 임실, 완주, 김제), 경상도(부산,

키고 가해 정도가 더 심해질 경우에는 툇마루, 창방, 도리

양산, 진주, 울주, 남해, 산청, 하동, 경주, 울릉) 등에서 서

등 점차 건물 위쪽의 목부재를 가해하기도 한다(Figure 2).

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Park, 1997; Lee and Jeong, 2004; Na et al., 2005; Park

3.1.2. 전국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et al., 2013; Chung et al., 2015; Lee et al., 2015; Kim et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전국 23개 중 18개 문화재돌봄사

al., 2017; Hwang et al., 2017; Park, 2019; Im and Chung,

업단의 2018년, 2019년도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정기

Figure 1. A colony of Reticulitermes seratus, egg piles (left), workers and soldi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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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s of subterranean termite damage 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in South Korea. (A) A column of
chungseongsa at Pocheon. (B) A column of dongraejeong historic house at Gunpo. (C) A baseboard of old daebu-myeon
office at Ansan. (D) A floor of gongjae historic house at Haenam.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전국 지중 흰개미 피해

였으며, 이 중 흰개미에 의한 가해가 진행 중인 목조건축

목조문화재 건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조

물의 비율은 약 7.8%라고 언급한 결과보다 약 3.3배 높은

사된 총 2,805건의 목조문화재 중 목부재에서 지중 흰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발생

미 가해흔이 확인된 문화재는 약 총 486건으로 전체 대상

하는 지중 흰개미 가해 진행 건수는 예상 수준보다 훨씬

건수에 약 17.3%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Table 1, Figure 3).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중 흰개미에 의한 가해흔의 경우, 본 조사 기간 이전에
생성된 것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과거

3.1.3. 지역별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유입 시, 지중 흰개미 군체가 지중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경기도(47%), 대전광역시(44%), 광주광역시(49%)의

만들어 유입되었으므로 현재 흰개미 활성이 없더라도 유

경우, 지역별 조사 대상 목조문화재의 40% 이상이 지중

입에 필요한 환경 조건만 다시 갖춰진다면 재유입으로 인

흰개미 가해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특별

한 추가 훼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 인천광역시(20%), 강원도(22%), 대구광역시(20%), 울

또한 가해흔이 발견된 486건의 목조문화재 중 예찰기,

산광역시(23%), 부산광역시(31%) 지역에서도 각 지역별

주변 권역(그루터기, 뗄감, 인접한 숲) 및 목조문화재 목

전체 조사 대상 중 20%∼30% 정도의 목조문화재에서 지

부재에서 지중 흰개미 개체가 확인된 곳은 143건(약

중 흰개미 가해흔이 확인되었다.

29.4%)으로 가해흔이 확인된 목조문화재 전체 건수에 약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66%), 대전광역시(82.6%), 대구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E, Figure 4).

광역시(56.7%), 울산광역시(100%), 부산광역시(60%), 제

해당 결과는 Kim et al.(2010)이 전국 16개 사찰을 대상으

주특별자치시(75%) 등의 지역은 가해흔이 확인된 목조문

로 231개의 건축물 중 78개 건축물에서 가해흔을 확인하

화재 중 목부재와 주변 권역에서 지중 흰개미 활성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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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by region and status of damage caused by subterranean termites
Classification

A

B+C

C

D(%)

E(%)

Seoul*

38

11

4

28.9

36.4

Gyeonggi

181

86

7

47.5

8.14

Incheon

25

5

1

20

25

Gangwon

193

44

2

22.8

4.5

Chungbuk

205

27

18

13.1

66.6

Chungnam

313

43

19

13.7

44.2

Daejeon

52

23

19

44.2

82.6

Gyeongbuk

767

74

17

9.6

23

Gyeongnam

307

49

7

15.9

14.3

Jeonbuk**

125

5

1

4

20

Jeonnam

285

29

13

10.2

44.8

Daegu

147

30

17

20.4

56.7

Gwangju

91

45

6

49.5

13.3

Ulsan

26

6

6

23.1

100

Busan

16

5

3

31.3

60

Jeju

34

4

3

11.8

75

2,805

486

143

17.3

29.4

Total & Average

A, Total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surveys; B,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with confirmed signs
of damage to wooden material by subterranean termites; C, The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undergoing
damage to wooden materials by subterranean termites; D, Percentage of all wooden cultural properties surveyed where
signs of damage were confirmed; E, Percentage of the composition of the places where subterranean termite activity has
been confirmed among wooden cultural properties with confirmed signs of damage.
*In the case of Seoul, only the results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re included.
**In the case of Jeonbuk, only the western region is included.

Figure 3. Wooden material damaged by subterranean
termite.

Figure 4. Wooden material undergoing damage to
subterranean term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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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us of termite damage by cultural property designation
Classificatio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A

477

1,649

679

B+C

134

282

70

C

42

78

23

D(%)

28.1

17.1

10.3

E(%)

31.3

27.7

32.9

A, Total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surveys; B,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with confirmed signs
of damage to wooden material by subterranean termites; C, The number of wooden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undergoing
damage to wooden materials by subterranean termites; D, Percentage of all wooden cultural properties surveyed where signs
of damage were confirmed; E, Percentage of places where termite activity was confirmed among the places where signs
of termite damage were confirmed.
되는 건수가 5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ure 4).

가 지정 목조문화재는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이외에도 서울특별시(28%), 인천광역시(25%), 경상북도(23%),

총 477건으로 이 중 28%인 134건의 목조문화재에서 지중

전라북도(20%) 등의 지역에서 가해흔 확인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었다(Table 2). 가해흔이 확인된 134

약 20%에서 흰개미 활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중 흰개미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약 31.3%가 목부재 및 권역에서

유입에 의한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지역에 차이 없이 전국적

흰개미 활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정문화재

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Figure 3).

의 경우, 총 1,649건 중 282건으로 약 17.1%의 가해흔이

하지만 울산광역시(100%), 부산광역시(60%), 제주특

발견되었고 이 중 27.7%인 78건에서 지중 흰개미 활성이

별자치시(75%), 서울특별시(36%), 인천광역시(25%)의 경

목부재와 권역에서 확인되었다(Table 2). 이외에 지역별

우, 각 지역의 모니터링 대상 목조문화재 건수가 50건 미

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비지정 목조문화재들은 전체 679

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피해 진행 건수라도

건 중 70건으로 약 10.3%의 가해흔이 확인되었고 이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계산되었다. 이에 향후 해당 지

32.9%에 해당하는 23건에서 지중 흰개미 목부재 및 권역

역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건수를 높인다면 실제

유입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중 흰개미 피해 비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5. 예찰기 설치에 의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현황

지중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486건의 목조문화재를 대
3.1.4. 지정별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상으로 현재 모니터링 조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6

2018∼2019년에 실시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대상 국

건의 가해흔 확인 목조문화재 중 44.6%인 215건만이 예

Table 3. Termite activity status by monitoring device condition
Classification

Monitoring device installed

Monitoring device
not installed

Subdivision

Total

A: O / B: O

16

A: O / B: X

66

A: X / B: O

12

A: X / B: X

121

C

14

B: O

39

B: X

232

C

10

486

A, Monitoring device; B, Wood material; C, Intrusion around(Stump, Surrounding forest, firewood); O, Termite activity
was confirmed; X, Termite activity wasn’t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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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기 설치를 통한 지중 흰개미 유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 중(목부재 직접 가해, 권역 유입)인 기관별 발간 자

있었다(Table 3). 이를 제외한 나머지 271건(55.4%)에서는

료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에도 전국적인 피해 경향의 파악

예찰기 설치 없이 육안관찰 및 주변 환경 조사에 의한 모

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 결과들을 종합

니터링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

해 볼 때,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은 북위 36° 이하의 비교

해흔이 확인된 목조문화재의 경우, 지중을 통해 이동하는

적 따뜻한 지역 이외에 강원도와 같이 북위 38° 이상의

지중 흰개미 군체의 유입 현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

지역에서도 Reticulitermes spp. 지중 흰개미에 의한 목조

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둘레에 예찰기 설치를 통한 모니터

문화재 가해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링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같은 예찰

로 판단된다(Figure 4).

기 설치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예찰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해흔 확인 목조문화재에 예찰기 설치를 실시한다면 보
다 면밀한 유입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2,805건의 전체 모니터링
목조문화재 건수는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동부)를 담당하는 조사 기관의 발간 자료 비공개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미 피해 현
황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자료 비공개 지
역들의 피해 조사 결과까지 합한다면 전국적으로 더욱 많
은 건수의 목조문화재가 지중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이미
입었거나 입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Figure 3, 4).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목부재 가해흔 및 가해

3.2.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웹 지도 및 어플리케이션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 실시 기관의 발간 자료를
바탕으로 지중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전국의 목조
문화재 486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웹 지도 및 어플리케
이션 제작을 실시하였으며, 마커 클러스터러(Marker
Clusterer)를 활용하여 지도의 확대 정도에 따라 지역별 지
중 흰개미 가해 목조문화재 건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5A). PC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을 통한 웹 지도 접속 시, 기본 화면에서는 전국 단위 지
중 흰개미 피해 목조문화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

Figure 5. Web monitoring program for wooden property nationwide damaged by subterranean termite. (A) Initial screen.
(B, C) Classification screen. (D) Information site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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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화하였다(Figure 5A, 6A). 또한 조사 연도, 가해흔과 가
해 진행 대상에 따른 1차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
연도별 가해흔이 확인된 목조문화재 중 지중 흰개미에 의
한 가해가 진행 중인 목조문화재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
다(Figure 5B, 6B). 가해 진행 유무에 따른 분류 후에는 문
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분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구성하여 전국 단위, 지역별 문화
재 지정 종류에 따른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5C, 6C). PC 버전에서는 확대된 개
별 마커(Marker)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을 경우, 해당 문
화재 지정명 정보가 인포 윈도우(Info Window)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였고, 클릭 시에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해당 문화재 정보로의 연계되도록 하였다(Figure
5D).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재돌봄사업단 등에
서 발간되는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정기 모니터링 발간
자료를 활용하여 위와 같은 웹 기반 지중 흰개미 모니터
링 현황 지도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면 보다 효율적이
고 직관적인 전국 단위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파악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국내외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안 조사
3.3.1. 국내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현황

(1) 육안 관찰 및 탐지견을 이용한 모니터링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전국 18개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방안 조사 결과, 각 조사 기관
별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방법에 차이가 확인
되었다(Table 4).
문화재돌봄사업단의 경우에는 18개 지역별 문화재돌
봄사업단에서 모두 육안관찰을 통한 목조문화재 지중 흰
개미 가해흔 관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의 단체
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목재 예찰기 내부의 효율적
인 지중 흰개미 군체 유입 확인을 위해 예찰기에 천공을
실시 후,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지중 흰개미
비파괴 조사에서 활용된 내시경 카메라는 현장에서 효율
적이고 간편하게 목조문화재의 피해 부재 및 모니터링 예
찰기에 물리적인 이동 및 변형을 가하지 않고 유입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Son and Lee, 2008). 이에 따
라 해당 장치를 보다 많은 지중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 단
체에서 조사에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조사

Figure 6. Web applications for wooden property nationwide damaged by subterranean termite. (A) Initial screen. (B, C)
Classifica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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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있던 센트리콘 시스템은 HGM 예찰기가 개발되어 상

이외에 탐지견을 이용한 지중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

용화된 2015년도 이후 국내에서 사라졌으며, 목재 및

방법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삼성생명

HGM 예찰기 2가지 종류의 장치만이 국내에서 지중 흰개

과 협업을 통해 국내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기관 중 유일

미 모니터링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조

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Jeong, 2010; Kim et

사된 18개의 지역별 문화재돌봄사업단 중 16개 돌봄사업

al., 2019). 또한 탐지견으로 탐지된 지중 흰개미 가해 목

단의 경우에도 대상 목조문화재 둘레 및 권역에 소나무

부재의 함수율, 건물 자체의 난방과 거주 유무, 기상 인자

재질의 말목 예찰기 및 HGM 예찰기를 설치하여 지중 흰

등의 서식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흰개미 피해와 목조건축

개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의 환경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Seo et al., 2015; Kim et al., 2019; Lim et al., 2019).

하지만 일정 기간마다 지중 흰개미 유입 유무 관찰 및
가해에 의한 예찰기 자체의 내구성 하락으로(Chung et al.,
2015) 예찰기 교체를 위해 지중에서 예찰기 자체를 빼내

(2) 예찰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예찰기를 지중에서 빼내는

1930∼1960년대 당시에는 지중 흰개미의 모니터링 방

모니터링 및 교체 과정은 지중과 예찰기 사이에 연결된

안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군체의 의도(Tunnel) 파괴한다. 또한 군체 자체의 위험 감

생태적인 행동의 연구를 위해서 직접 굴착을 통해 군체의

지로 유인력이 감소되어 목조문화재에 지중 흰개미 군체

내부 구조 및 범위를 조사하였다(Erhorn, 1934; Greaves,

가 유입되었음에도 설치된 예찰기로 유인되지 않아 효과

1962; King, 1969). 이후 1980∼90년대에는 목재 예찰기

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Tsunoda

(Wood stake)를 지중에 설치 후, 월 단위로 지중에서 빼내

et al. 1999; Sattar et. al., 2007). 이러한 예로 경상북도 민속

지중 흰개미 가해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지중 흰개미 군

문화재 제98호 화기리 인동 장씨 종택 및 경상북도 문화

체 유입으로 기존 목재 예찰기의 가해가 심각할 경우에

재자료 제445호 봉화 팔오헌 종택과 같이 말목 예찰기에

는 새로운 목재 예찰기로 교체해주는 방안(Su, 1988,

서 개체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4월∼5월에 대상 목

1993; Thorne et al., 1996; Tsunoda et al., 1998, 1999)이 지

조문화재에서 군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중 흰개미 모니터링 연구에 적용되었다. 국내에서도 사적

(Han cultural heritage, 2019).

제504호 해인사 권역 내에서 지중 흰개미 서식이 확인됨

따라서 지중 흰개미 군체 모니터링 시에는 모니터링

에 따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목재 예찰기를 이용하여

장치 자체를 지중 흰개미 먹이원으로 구성하여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Jeong et al., 2002).

마다 교체하는 방안은 피해야 하며 해외의 지중 흰개미

1990∼2000년대에는 주된 국내 지중 흰개미 방제 방안

모니터링 장치 개발 사례와 같이 내구성 있는 외부 프레

으로 훈증 및 토양처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임으로 제작된 장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안들은 사회성 곤충인 지중 흰개미의 방제가 불가능한

이를 통해 스테이션 자체에 물리적 변형 없이 내부 먹이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미국

원의 투입 및 교체를 실시한다면 유입된 지중 흰개미의

Dow agroscience社(現 Corteva社)에서 새롭게 지중 흰개미

의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유입 현황을 관찰

군체 제거용으로 개발된 센트리콘 시스템(Sentricon system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A, B).

global in-ground type)을 2000∼2001년(약 17개월)의 기간

이와 더불어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의 시기 또한 9월

동안 종묘 주변 수림지역에 국내 최초로 설치하여 적용

말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평균 온도가 하락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Jeong et al., 2002). 이후 센트리콘

에 따라 지중 흰개미 군체의 활동 유무 파악이 어려워진

시스템은 2010년대 초반까지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다. 따라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시기를 3∼9월(약 6개

대웅전을 비롯한 다수의 목조문화재에 지중 흰개미 군체

월)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방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적용되었다.

하여 대상 목조문화재들의 지중 흰개미 유입 및 가해 유

이후 2014년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에서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및 방제용 예찰제어기인

무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가 도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HGM 예찰기가 개발되어 송광사, 해인사 등 목조문화재
에 적용되었으며(Chung et al., 2015), 현재까지 목조문화

(3) 극초단파 탐지 장치를 이용한 모니터링

재 지중 흰개미 방제에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극초단파(Microwaves)를 통해 다양한 재질들 내부의

따라 2000년 종묘에 최초 적용을 시작으로 국내에 유통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는 비파괴 탐지 장비인 Terma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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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ubterranean termite monitoring method. (A, B) Monitoring Station Installation for monitoring and control. (C)
Termatrac. (D) Wood Moisture content.
(Termatrac Co., AUS)은 1999년 1세대 장치인 Termatrac

(Figure 7C).

T1r이 출시되었으며(Taravati, 2018), 해당 모델을 통한 흰

전국 18개 지역별 문화재돌봄사업단 중 10개의 단체에

개미 탐지 기술 연구가 국외에서 2010년까지 수행되었다

서 지중 흰개미 가해가 의심되는 목부재를 대상으로 2세

(Evans 2002; Lewis and Tabuchi, 2010; Hickman and

대 극초단파 탐지 장치 Termatrac T3i를 이용한 지중 흰개

Forchler, 2012). 이후 2010년에는 감온 센서, 습도 센서가

미 가해 진행 여부 파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기존의 극초단파 레이더까지 총 3

다(Figure 6C, Table 4). 하지만 측정 당시 해당 장치에 대한

가지 장치가 내장된, 2세대 모델인 Termatrac T3i가 출시

측정 간격 및 방법 등 측정 조건이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되었다(Barway et al., 2015; Taravati, 2018).

있지 않아 기관별 측정 자료 결과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울

국내에서는 2010년 1세대 모델인 Termatrac T1r을 대상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측정 당시 기준들을 보고서에

으로 국내 지중 흰개미에 대한 수종별, 개체 수에 따른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당 2세대 모델의 건

실내 적용 평가 및 실제 목조문화재 목부재를 대상으로

재흰개미 탐지 최대 깊이에 관한 기준 연구는 3.5∼5.0 cm

현장 적용을 통한 비파괴 진단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위로 수행되었으나(Lewis et al., 1998; Taravati, 2018) 상

(Kim et al., 2010), 이후 2010년에 2세대 모델인 Termatrac

대적으로 건재흰개미보다 함수율이 높은 목재를 가해하

T3i가 출시되어 국내에서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는 지중 흰개미 가해 환경에 따른 수종별 최대 탐지 깊이

지중 흰개미 유입 비파괴 조사에서 해당 장비의 사용 빈

및 범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도가 증가되었다(Table 4). 이에 따라 실제 목조문화재 목

이에 따라 실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여러 직경의

부재에 적용 시, 해당 장치의 측정 범위, 측정 방법, 유의

피해 목부재에 적용할 경우, 일정 규격 이상의 깊이에서

사항 등을 제시한 극초단파 장비의 목조문화재 지중 흰

는 내부에 흰개미 개체가 존재함에도 극초단파 레이더에

개미 탐지 방안 기준 마련 연구가 진행되었다(Im, 2019)

탐지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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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세대 모델을 대상으로 조건별 탐지 범위, 깊이 등에

감소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u and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한 기준 정립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Scheffrahn, 1986; Su et al., 1998, 2002; Ferrari and Marini,

료된다.

1999; Gambetta et al., 2000; Su and Hsu, 2003).
그러나 염색 및 MRR Method를 이용한 지중 흰개미 군

3.3.2. 국내 미적용 모니터링 기술

체의 영역 산정 및 모니터링 방안은 지금까지 국내 목조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및 방제 스테이션 장치를 설치

문화재 혹은 목조건축물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현장에

하여 단순히 유입 유무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지중 흰

Fujii(1975)에 의해 지중 흰개미인 Coptotermes formosanun

개미 군체의 유입 경로 및 영역 확인 등에 활용할 MRR

Shiraki를 대상으로 유입 군체의 수, 영역 등을 파악하기

Method의 국내 적용을 위해 염색약에 대한 연구가 진행

위한 염색약(Dye Marker) 연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되었다(Kim et al., 2014, 2020; Im and Han, 2020). 이와

해당 적용 연구를 시작으로 Sudan Red 7B, Nile Blue A,

같은 국내 서식 지중 흰개미에 적합한 염색약 및 농도 조

Neutral Red와 같은 다양한 색상의 염색약을 대상으로 지

건 선정 연구 이후에는 실내외 지중 흰개미 군체를 대상

중 흰개미 종별 적용 가능성 및 적정 농도 연구가 진행되

으로 선정 약제의 적정 농도 조건별 MRR Method 적용성

었다(Fujii, 1975; Su et al., 1983, 1988; Grace et al., 1989;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race and Abdallay, 1990; Forschler, 1994; Thorne et al.,
1996; Evans, 2000; Atkinson, 2000, 2004a, 2004b; Nobre et

4. 제 언

al., 2007). Reticulitermes spp., Coptotermes spp. 등에 대한
염색약의 적용성 연구로 Sudan Red 7B, Nile Blue A,
Neutral Red 등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된 이후에는 해당 염
색약들을 활용하여 MRR (Mark-Release-recapture) Method
로 군체의 영역 범위(Territory) 및 크기(Population)를 산정
하는 현장 적용 연구(Su, 1988, 1993; Forschler and
Townsend, 1996; Thorne et al., 1996; Tsunoda et al., 1998,
1999; Evans et al., 1999; Messenger et al., 2005; Nobre et
al., 2007, Su et al., 2016)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중 흰개미 군체 유입이 확인된 모니터링 스테이션
간 상호 연결 유무를 염색 개체의 채집 및 방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인 MRR Method의 경우(Su, 2019), 효과적
인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모니터링 스테이션 장치와 개
체 염색을 활용하여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별 유입된
지중 흰개미 군체의 수와 해당 군체별 영역 범위 변화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Evans, 2001).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지중 흰개미가 가해 중인 대상 구역 내 지중
에 설치된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이용한 MRR Method 적
용을 통해 지중 흰개미 군체 유입 현황 파악, 방제 처리
후 대상 군체의 활성 감소 등의 다양한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었다(Su, 1988, 1993; Forschler and Townsend, 1996;
Thorne et al., 1996; Tsunoda et al., 1998, 1999; Getty et al.,
2000; Evans, 2001; Messenger et al., 2005; Nobre et al.,
2006, Su et al., 2016). 이와 더불어 지중 흰개미 유입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국외의 역사적인 건축물 및 기념물
등과 같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MRR Method를 활용한
지중 흰개미 군체의 시기별 활성도와 영역 범위 모니터링
및 방제 처리 후, 약제 효과 발현에 따른 군체의 개체 수

최근 2년(2018년, 2019년) 간의 지중 흰개미 모니터링
에 대한 기관별 결과보고서들을 종합한 결과, 지역의 구
분 없이 전국적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미 피해
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중 흰개미에 대한 목조문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제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작된 ‘전국 목조문화재 지중
흰개미 피해 현황’ 웹 지도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연도별
자료의 축적을 실시한다면 모니터링 및 방제 시, 보다 효
율적이고 직관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역별 통합적인 모니터링 및
방제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향후 지중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관별 조사 자료 검토를 통한 모니터링 조사 방안 파
악 결과, 전국적으로 지중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가
해흔 및 가해 진행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
내에서는 목재 및 HGM 예찰기를 통한 유입 유무만을 확
인할 뿐 지중 흰개미 군체의 서식 및 활동 현황들을 효과
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입된 군체의 수, 영역 범위 등의 현황 조사를 통한 가해
영역 범위 산정이 가능하도록 국내 서식 지중 흰개미에
대한 적정 염색약 및 농도 선정과 MRR Method의 적용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목조
문화재 목부재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극초단파 장비
의 적용 목부재 유형별 기준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별 대
상 목조문화재의 지중 흰개미 유입 측정 결괏값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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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지중 흰개미 피해에 대한 목조문
화재의 조사 건수가 10건 내외로 적거나 발간 자료의 공
개를 하지 않는 조사 기관들이 확인됨에 따라 올바른 피
해 현황 파악을 위해 지중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
하는 대상 목조문화재의 증가 및 발간 자료의 원활한 공
개 절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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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숭례문을 중심으로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풍환경을 수치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대상영역의 상세 바람장을 수치모의하였으며, 벡터장, 3차원 바람속도성분, 풍속장 등에 대한
흐름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영역에서는 건물협곡을 따라 흐르는 바람길의 형성과 건물에 의한
바람의 회전 및 와류 등 급격한 풍향의 변화가 모의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숭례문 주변에서는
유입류의 풍향에 의존하지 않는 복잡한 흐름의 양상이 나타났다. 숭례문 지점에서의 풍속은
지표풍(지상 2 m)과 비교하여 상층마루 높이(지상 14 m)에서 평균 3배 이상 강하게 형성되었고,
유입류가 동풍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숭례문의 남동 측면이 상대적으로 바람
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층건물 및 고밀도 건물군 등 인공구
조물에 의한 바람길 및 빌딩풍 등의 형성이 도심지에 위치한 건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세 풍환경 평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중심어 숭례문, 건축문화재, 전산유체역학 모델, 풍환경,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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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ind environment in an urban area near Sungneymun gate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The wind fields for the target area were
simulated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data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Results,
including vector fields, three-dimensional wind velocity components, and wind speeds, were analyzed
to examine flow characteristics. Wind direction variability affected by buildings was shown in the target
area. The complex flows around Sungneymun did not depend on the inflow direction as a boundary
condition. The wind speed around Sungneymun was generally 3 times stronger at 14 m above ground
level (AGL) compared to the surface wind at 2 m AGL and relatively high in the case of easterly
inflow. The effect of wind was also analyzed to be relatively significant at the southeast side of
Sungneymun. Thus, it was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of wind environment affected by high-rise
and high-density building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architectural heritage in urban areas.
Key Words Sungnyemun gate, Architectural heritag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Wind

environment,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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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향에 따라 변화되는 미세규모 바람장의 전반적인 흐름양
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대상지역 및 건축

인류는 사회⋅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산업시
설 및 생활기반시설 등의 토목⋅건축물을 확충시켜 왔고,

문화재 주변에서 형성되는 풍환경의 국지적 특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집약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은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

2. 실험방법

를 야기하였다.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의 증가는 인간
활동 및 교통량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도시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대기상태에 따라 광화학 대기오염 및 미

2.1. 수치모델

세먼지 등의 농도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Kwak et al.,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2013; Wenju et al., 2017). 또한, 고밀도 건물군 및 복잡한

Dynamics, CFD) 모델은 Kim and Kim(2016) 및 Son and

도시협곡의 형성 등 도심지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는 도시

Kim(2020a, 2020b) 등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1995년 미국

의 열환경 및 미기상(微氣象)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열섬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된 초기 버전을 기초로 지난

과 함께 강수 및 바람 등 국지기상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

수십 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하여 각종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Cheong and Ryu, 2013;

모델이다. 이 모델은 도시규모에서의 국지적 대기흐름을

Son and Kim, 2018).

초고해상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컴퓨터 전산수치실험(시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한 문화유산의 피해

뮬레이션)에 기반하기 때문에 풍동실험이 갖는 시⋅공간

사례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및 스핑크스, 캄보디아 바이

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와 관련된 각종 요인을 반

욘 양식 관음보살상,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 안성 청룡사

영하여 풍환경에 대한 민감도 실험이 가능한 매우 경제적

삼층석탑 등이 있으며, 강수(물), 바람, 오염물질 등의 영

이고 유용한 수치실험 도구이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과거부터 현재까지 CFD 모델을 이용한 지역⋅도시규모

et al., 2001; Lee et al., 2007; Park et al., 2008; Choie et

의 수치해석 등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검증

al., 2018). 더욱이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축문화재의

및 신뢰성을 인정받은 모델이다(Kim and Baik, 2004; Kim,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및 빌딩풍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2007; Kwak et al., 2013; Kim and Kim, 2016; Son and Kim,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도심지 내에 위치한

2020a, 2020b).

국가 주요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고층건물 밀집 지역에서

CFD 모델은 Reynols Averaged Navier Stokes (RANS) 방

의 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

정식계를 바탕으로 엇갈림 격자계에서 Semi-Implicit

구가 수행된 바가 있고, 계측 장비를 활용한 측정 및 영향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SIMPLE) 알고리즘

평가를 통해 정책제언을 실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을 유한체적법과 함께 적용하고 있으며, 3차원의 공간계

(Hong, 2016; Roh, 2016; Mikhailuta et al., 2017; Mittal et

에서 비정수 및 비압축의 대기흐름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al., 2018). 그러나, 도시영역의 확장에 따른 도심 속 건축

수 있다. 난류모수화의 경우에는 재규격화군 k-ε 난류종

문화재의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도심지에서의 건축문

결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벽면 경계 효과를 보이기 위해

화재에 대한 바람길 및 빌딩풍 등의 각종 풍환경 관련 연

벽면 함수(wall function)를 적용하고 있다(Kim and Baik,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004; Versteeg and Malalasekera, 2007). 추가적으로 모델의

문화재는 각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새로

지배방정식계 및 적용된 알고리즘 등 수치과정에 관한 사항

운 문화 창출은 대부분 기존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계승

들은 상기에 제시된 기존 연구논문들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보존과 보호가 필수적이다(Han, 2008). 따라
서 점진적인 대도시화와 기후변화 등의 추세에 맞춰 문화
재를 보존하기 위한 대응 및 대책에 관한 다양하고 지속

2.2. 대상지역 및 수치실험 설계

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Kim, 2016). 본 연구에서는 도

대상 건축문화재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의 대표성을

심지에 위치한 건축문화재 영역의 풍환경 영향평가를 위

띠고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도시지역에서 형성되

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상 건축문화재 주변의 바람장 및

는 풍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숭례문을

풍속장 등 상세흐름특성에 대해 전산수치실험을 수행하

선정하였다.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제1호로 1398년 조

였으며, 도시지역에 형성된 건물협곡에서 바람의 유입방

선시대에 준공되었으나, 2008년에 발생한 방화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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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2013년에 재건된 이력이 있다. 참고로 숭례문은 재

의 경우에는 Figure 1의 우측에 보인 바와 같이 숭례문 지

건 이전에 자연적인 풍화 및 인위적 요인 등에 의한 균열,

점을 기준으로 동서(E-W) 라인의 연직단면(x-z 단면) 및

박리, 박락 현상 등 여러 훼손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Lee,

남북(S-N) 라인의 연직단면(y-z 단면)에 대한 벡터장과 z

2002). 숭례문 외관의 크기는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

방향의 바람속도성분(w)을 대상으로, 고도에 따른 바람의

만, 일반적으로 전면 길이 약 23 m, 측면 길이 약 8 m,

변화 양상과 상승 및 하강기류의 변화추이 등을 분석하였

우진각 지붕을 고려한 높이 약 18 m로 확인되고 있고, 위

다. 또한, 대상영역에 대한 풍속장의 수평 공간분포를 분

치적으로는 허브(Hub) 영역으로서 주변에 10차로의 넓은

석하고, 추가적으로 숭례문 지점에 인접한 8방위 격자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대하여 보행자 높이를 고려한 지표풍(지상 2 m) 및 숭례

수치모델의 지표면 경계조건은 대상지역에서의 바람

문 상층마루(지상 14 m) 높이에서의 풍속 크기의 변동성

장 형성 및 발달 양상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고자 지리정보

을 분석하여,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른 바람의 영향성에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이용

관해 고찰하였다.

하여 실제 지형 및 건물정보를 반영하였다. 모델의 계산영

3. 결과 및 고찰

역은 숭례문을 중심으로 3차원 공간좌표계에서 (x × y × z)
= (1000 m × 1000 m × 200 m) 규모로 설정하였고(Figure 1),
격자 해상도의 경우는 수평(x 및 y) 방향에 대해서 10 m와
연직(z) 방향에 대해서 4 m의 균등격자를 적용하였다. 바

3.1. 수평 바람장

람의 경계조건에 대해서는 측면 및 유출 경계에서의 경도

Figure 2는 앞서 정의한 숭례문을 중심으로 한 대상영

와 상층 경계 등에 대한 바람 시어(wind shear)를 0으로

역에서 유입류 풍향(4방위) 조건에 따른 지표풍(지상 2 m)

가정한 상태에서 고도에 따른 풍속 변화(power law)를 부

의 벡터장 민감도 수치실험 결과로서, 각각의 수평흐름장

여하는 이론적 연직프로파일을 적용하였다(Spera and

에 대해 x-y 단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입 동풍(Eᵢ)의 경

Richards, 1979; Kim and Baik, 2004; Kim, 2007). 또한, 본

우에는 상대적으로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동쪽 건물군의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풍환경에 대한 민감도 실험조건

영향으로 유입류가 건물들에 의해 형성된 바람길로 집중

으로써, 유입류에 대하여 4방위[동풍(Eᵢ), 서풍(Wᵢ), 남풍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Sᵢ), 북풍(Nᵢ)] 풍향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수

건물배치에 따른 원활한 흐름의 양상을 보였다(Figure 2A).

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유입 서풍(Wᵢ)의 경우에는 대상영역에서 건물 군집이 가

수평 바람장의 경우에는 x-y 단면에 대한 벡터장과 x

장 낮은 서쪽 측면경계로부터 바람의 유입을 가정한 것으

방향의 바람속도성분(u) 및 y 방향의 바람속도성분(v)을

로, 서쪽의 유입경계면 및 건물 개체군 주변에서 강한 흐

분석하여, 각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른 지표풍(지상 2 m)

름을 보였으며, 숭례문 주변 허브영역의 남동 방면에서는

의 흐름의 양상 및 방향성 등을 살펴보았다. 연직 바람장

건물에 의한 영향으로 풍향이 급반전하여 숭례문 쪽으로

Figure 1. Three-dimensional topography and buildings for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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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Figure 2B). 유입 남풍(Sᵢ)의 경

우에는 유입경계면인 북쪽 측면경계에 건물들이 넓게 분

우에는 대상영역의 남쪽 측면경계에서 장애물의 방해가

포되어 있어 대상영역의 북쪽 방면에서 복잡한 형태의 바

없는 유입공간영역이 넓어 강한 유입류의 흐름을 보였으

람길이 생성되었으며, 숭례문 주변 허브영역의 남-남동

며, 건물에 의한 흐름의 분리 및 회전 등의 영향으로 대상

방면에서는 유입 서풍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으로 건물에

영역 내부에서는 다양한 풍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의한 풍향의 급반전 양상이 나타나 숭례문 쪽으로 향하는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남쪽으로부터 중심부

흐름이 형성되었다(Figure 2D).

로 향하는 강한 유입류의 영향에 의해 전반적으로 북쪽으

Figure 3과 Figure 4는 대상영역에서 수치모의된 지표

로의 흐름 양상을 보였다(Figure 2C). 유입 북풍(Nᵢ)의 경

풍(지상 2 m)을 대상으로 각각 x 및 y 방향의 바람속도성

Figure 2. The surface wind vectors at 2 m AGL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Figure 3. The horizontal wind velocity (u) of x-direction at 2 m AGL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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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수평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각 기준(x축 및 y축)

Figure 4는 y 방향의 바람속도성분(v)을 나타낸 것으로,

에 대하여 수치적 양의 값과 음의 값의 구분을 통한 바람의

앞선 설명과 동일한 원리로 양의 값인 남풍(상단으로의

방향적 변화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Figure 3의 경우에

흐름) 계열의 바람 및 음의 값인 북풍(하단으로의 흐름)

는 x 방향의 바람속도성분(u)으로 양의 값인 서풍(우측으

계열의 바람을 표출한 것이다. 유입 동풍(Eᵢ) 및 유입 서풍

로의 흐름) 계열의 바람 및 음의 값인 동풍(좌측으로의 흐

(Wᵢ)의 경우에는 유입류의 풍향이 x 방향에 해당하므로

름) 계열의 바람을 표출한 것이다. 유입 동풍(Eᵢ)의 경우,

유입 측면경계 부근에서의 y 방향의 바람속도성분은 상

동쪽 방면에서는 유입류의 영향으로 건물협곡을 따라 흐

대적으로 매우 약하게 나타났고,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

르는 강한 동풍 계열의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숭례

역에서는 각각 북풍(Figure 4A) 및 남풍(Figure 4B) 계열이

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도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동

지배적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대상지역에서 중심지로

풍의 기류가 지배적으로 발달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나,

향하는 도로의 배치 각도 및 방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

건물영역 및 숭례문 인접 남서쪽에서는 풍향의 역전현상

단되며, 바람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여 바람길의 역할을

으로 서풍 계열의 흐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Figure 3A).

하는 도로영역이 중심영역을 기준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유입 서풍(Wᵢ)의 결과에서는 서쪽 방면에 장애물이 적어

위치해 있어 발생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입 남풍(Sᵢ)

유입경계면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서풍의 경향을 보

의 경우에는 유입경계면인 남쪽에서부터 중심지를 통한

였으나,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주변 건물들의

북쪽으로의 이동과정에서 남풍 계열의 흐름이 유지되는

영향으로 동풍 계열의 흐름이 지배적으로 발달하면서 유

양상을 보였으나,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 흐름이

입류의 풍향에 의존하지 않는 흐름의 양상을 보였고, 특

약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중심영역의 북서 방

히 숭례문 인접 남동쪽에서 풍향의 급반전 현상이 강하게

면에서 건물에 의해 형성된 북풍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

나타났다(Figure 3B). 유입 남풍(Sᵢ) 및 유입 북풍(Nᵢ)의 경

성 강도가 일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4C). 유입

우는 유입류의 풍향이 y 방향에 해당하므로 유입 측면경

북풍(Nᵢ)의 경우, 대상영역의 북쪽에서는 유입류 풍향의

계 부근에서의 x 방향의 바람속도성분은 전반적으로 매

영향으로 북풍 계열의 흐름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중심영

우 약하지만,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건물협곡

역에서는 남동쪽 건물군에 의해 풍향이 전환되면서 숭례

및 도로를 따라 흐르는 유입 경로 및 주변 건물들에 의한

문 주변에서는 남풍 계열의 흐름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풍향 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입 남풍(Si)의 경우에는 양의

수 있었다(Figure 4D).

값이 지배적이었고(Figure 3C), 유입 북풍(Nᵢ)의 경우에는
음의 값이 지배적인 양상을 보였다(Figure 3D).

결과적으로 숭례문 주변에서 형성되는 지표풍(지상 2 m)
의 흐름은 유입 동풍(Eᵢ)의 경우에 북풍-동풍 계열, 유입

Figure 4. The horizontal wind velocity (v) of y-direction at 2 m AGL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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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Wᵢ)의 경우에 남풍-동풍 계열, 유입 남풍(Sᵢ)의 경우

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5B). 유입 남풍(Sᵢ) 및 유입 북

에 남풍-서풍 계열, 유입 북풍(Nᵢ)의 경우에 남풍-동풍 계

풍(Nᵢ)의 경우는 유입류가 남-북 방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열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심지의 경우에는 대

x-z 단면에서의 상층의 동-서 흐름이 매우 약하고 명확하

상영역 내에 존재하는 도로 및 건물의 구조적 배치 및 밀

지 않았으나, 하층에서는 지표건물들의 영향으로 풍향의

집도 등의 영향으로 유입류의 풍향 조건을 따르지 않는

변화가 야기되어 숭례문 주변에서는 유입 남풍(Sᵢ)의 경

복잡하고 다양한 풍환경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에 서풍(Figure 5C) 및 유입 북풍(Nᵢ)의 경우에 동풍이

(Kim and Baik, 2004; Lee and Kim, 2011).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5D).

3.2. 연직 바람장

것으로, 각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라 y축을 기준으로 좌측

Figure 6은 S-N 라인에 대한 y-z 단면의 벡터장을 보인

Figure 5와 Figure 6은 앞서 Figure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숭례문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동-서(E-W) 라인 및
남-북(S-N) 라인에 대한 벡터장의 연직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먼저, Figure 5는 E-W 라인에 대한 x-z 단면의 벡터
장을 보인 것으로, 각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른 변화를
x축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은 서(W), 우측은 동(E)의 방향
을 나타내고 있다. 유입 동풍(Eᵢ)의 경우, 연직 단면상에서
바람의 좌측 흐름인 동풍이 전반적으로 발달하였으며, 숭
례문을 타고 넘어가는 흐름에 의해 숭례문의 동쪽 측면에
서는 상승기류가 관찰되었고 반대쪽에서는 하강기류가
확인되었다(Figure 5A). 유입 서풍(Wᵢ)에서는 바람의 우측
흐름인 서풍이 주로 확인되었고, 숭례문의 서쪽 및 동쪽
측면에서는 와류가 형성되어 지표부근에서 풍향이 역전

은 남(S), 우측은 북(N)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입 동
풍(Eᵢ) 및 유입 서풍(Wᵢ)의 경우는 유입류가 동-서 방향의
흐름이기 때문에 y-z 단면에서의 상층의 남-북 흐름이 매
우 약하고 명확하지 않았으나, 숭례문의 남쪽 및 북쪽에
위치한 고층건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상승 및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하층에서는 남-북 흐름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
고, 이로 인해 숭례문 주변에서는 유입 동풍(Eᵢ)의 경우에
북풍(Figure 6A) 및 유입 서풍(Wᵢ)의 경우에 남풍이 발달
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6B). 유입 남풍(Sᵢ) 및 유입 북
풍(Nᵢ)의 경우, 상층에서는 유입류 풍향의 영향으로 각각
남풍 및 북풍의 흐름이 지배적이었으며, 하층 숭례문 주
변에서는 유입 남풍(Sᵢ)의 경우에 지표건물들의 영향으로
남풍의 흐름이 약화되었고(Figure 6C), 유입 북풍(Nᵢ)의 경

Figure 5. The wind vectors at x-z section (E-W line shown in Figure 1)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한 숭례문 주변의 풍환경 수치해석 / 손민우, 김도용 | 215

우에 숭례문의 북쪽 측면에서는 약화된 북풍의 흐름을 보

Figure 7은 지상 2 m 높이에서의 지표풍에 대한 z 방향

였지만 남쪽 측면에서는 숭례문과 건물들 사이에서 형성

의 바람속도성분(w)의 수평공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양

되는 연직 와류의 영향으로 남풍이 발달하는 양상을 보였

의 값인 상승기류와 음의 값인 하강기류를 표출한 것이

다(Figure 6D).

다. 유입 동풍(Eᵢ)의 경우, 유입경계면과 인접한 건물들 주

Figure 6. The wind vectors at y-z section (S-N line shown in Figure 1)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Figure 7. The vertical wind velocity (w) of z-direction at 2 m AGL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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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상승기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숭례문

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다(Son and Kim, 2018; 2020b).

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도 약한 상승기류가 지배적이었
는데 바람이 부딪히는 주변 건물들의 풍상측면에서는 하
강기류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7A). 유입 서풍
(Wᵢ)의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대상영역의 서쪽
경계면에서 상승기류가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숭례문 주
변의 서쪽 영역에서도 상승기류가 지배적이었지만, 숭례
문에 인접한 동쪽(특히 남동쪽) 영역에서는 앞선 벡터장
의 연직 단면에서 확인된 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연직 와
류의 영향으로 하강기류가 발달하였다(Figure 7B). 유입
남풍(Sᵢ)의 경우, 유입경계면 부근에서는 장애물이 상대
적으로 적어 수평바람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
해 전반적으로 약한 연직기류의 특징을 보였고,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남서쪽의 바람통로를 따라 형성
된 상승기류와 주변 건물들의 남측(풍상측)면에서 형성
된 하강기류가 확인되었다(Figure 7C). 유입 북풍(Nᵢ)의 경
우, 유입경계면 부근에서는 상승기류가 전반적으로 우세
하였고, 숭례문이 위치한 중심영역에서는 북서 방면의 상
승기류와 남쪽 방면의 하강기류가 분포하였으며, 숭례문 주
변으로는 약한 하강기류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Figure 7D).
결과적으로 모든 유입조건에 대해 대상영역 내에서 형
성되는 연직기류는 지표건물들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표풍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입경계 부
근에서는 상승기류가 지배적이었고 건물들의 풍상측면
에서는 연직 와류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강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지표풍의 풍향 변화에도 직

3.3. 풍속장
Figure 8에서는 대상영역에서 형성되는 바람세기의 변
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른 지
표풍(지상 2 m)에 대한 x-y 단면에서의 풍속장을 나타내
었다. 유입 동풍(Eᵢ)의 경우, 바람이 유입되는 대상영역의
동쪽 방면의 건물 밀집영역에서 좁은 바람길을 통해 풍속
이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중심영역에서는 주
도로를 따라 풍속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숭례문 주변에서
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8A). 유입 서풍(Wᵢ)
의 경우에는 유입경계인 대상영역의 서쪽으로부터의 강
한 바람이 건물군에 의한 장애물 효과로 인해 중심영역에
서는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숭례문 주변의 남
동쪽 부근에서는 풍속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선 결과들로부터 분석된 해당 건물들에 의한 와류
의 형성 및 지표풍의 풍향 역전으로 인해 숭례문 쪽으로
수렴하는 바람의 발달에 따른 풍속 강화 현상으로 보인다
(Figure 8B). 유입 남풍(Sᵢ)의 경우는 남쪽으로부터의 바람
이 상대적으로 건물이 적은 대상영역의 남서쪽-서쪽 방면
에서 강한 풍속분포를 보였고, 숭례문 주변에서는 전반적
으로 풍속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중심영역으로 진
입하는 북쪽 방면의 주도로부에서는 풍속장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Figure 8C). 유입 북풍(Nᵢ)의 경우에는
바람이 유입되는 대상영역의 북쪽 방면에서 강한 바람길이

Figure 8. The surface wind speeds at 2 m AGL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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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심영역에서는 매우 약화되

3.0배 이상(최대 약 8.6배) 강하게 나타나, 숭례문의 하단

었고, 유입 서풍(Wᵢ)의 경우와 유사하게 숭례문 주변의

부를 구성하는 석조 벽면보다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마

남동쪽에서 풍속이 다소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8D).

루 및 지붕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밀집된 건물군들에 의한 흐

숭례문의 남동(SE) 측면에서는 유입 서풍(Wᵢ) 및 유입 북

름 장애, 건물협곡 및 도로에 의한 바람길 형성, 국지적

풍(Eᵢ)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표풍이 더 강하게 발달하

풍속 급강화 및 급약화 등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였으며, 이는 앞선 결과분석에서 서술하였듯이 해당 유입

숭례문 주변의 풍환경도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의 영향

류의 경우는 숭례문의 남동쪽 방면에서 건물들에 의한 연

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직 와류의 형성과 풍향 변화가 숭례문 쪽으로의 지표풍의

본 연구에서는 대상 건축문화재인 숭례문에 대한 주변

수렴흐름을 야기하여 발생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풍환경의 영향을 보다 상세히 평가하고자, 숭례문 지점의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른 지상 2 m 높이에서의 풍속 차이

8방위 측면에 대하여 지표풍에 해당하는 지상 2 m 높이

를 살펴보면, 숭례문의 서(W), 북서(NW), 북(N), 북동(NE)

및 숭례문의 상층마루 높이에 해당하는 지상 14 m 높이에

측면에서는 유입 동풍(Eᵢ)의 경우가 우세하였고, 동(E), 남

서의 유입류 풍향 조건별 풍속분포를 분석하였다(Figure 9).

동(SE), 남(S), 남서(SW) 측면에서는 유입 서풍(Wᵢ)의 경

먼저, 고도에 따른 풍속 차이를 살펴보면, 지상 14 m 높이

우가 우세하였지만, 지상 14 m 높이에서의 풍속은 숭례문

에서의 풍속이 지상 2 m 높이에서의 풍속보다 평균 약

지점의 모든 측면 방위에서 유입 동풍(Eᵢ)의 경우가 가장

Figure 9. The wind speeds around Sungnyemun Gate in the cases of inflow directions. AGL, abov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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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풍속을 나타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숭례

상층마루 높이에서의 강한 풍속(유입 동풍 및 유입 서풍)

문은 전반적으로 유입 동풍(Eᵢ)일 경우에 바람의 영향이

과 숭례문 쪽으로 수렴하는 지표풍의 발달(유입 서풍 및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숭례문 지점의 8방위 측면에

유입 북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숭례문의 남동 측

대한 풍속 차이를 살펴보면, 유입류 풍향 조건 및 고도에

면이 상대적으로 바람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숭례문 지점의 남동(SE)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심지에 위치한 건축문화재의 경

측면이 다른 방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클

우는 고층건물, 고밀도 건물군, 도로협곡 등에 의해 형성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유입 동풍(Eᵢ) 및 유입 서풍(Wᵢ)의

되는 바람길 및 빌딩풍 등과 같은 도시지역 특유의 다변

경우에 지표풍 및 상층마루 높이에서의 풍속이 상대적으

성 풍환경의 조건 하에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로 높게 나타났다.

있는 장기적 외력 작용에 따른 물리적 풍화 및 돌발성 강
풍에 의한 연약 부위 훼손 등의 풍해 영향 최소화 및 보존

4. 요약 및 결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상세 풍환경 평가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향후, 건축문화재 주변 풍환경 영향평가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건축물인 숭
례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에 위치한 건축문화재의 주변
에서 형성되는 국지적 풍환경의 특징을 평가하기 위하여,
GIS 자료를 기반으로 도시지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CFD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유입류 풍향 조건에 따라 대
상영역에서 형성되는 상세 바람장에 대한 민감도 전산수

서, 유입 방위의 세분화에 따른 상세 수치해석, 관측자료
기반의 현실적 유입류 반영, 3차원 시각적 자료에 근거한
입체적 분석 등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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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유입류의 풍향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지만, 도심지
내부로 흐름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로 및 건물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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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재 방사선 비파괴 투과 조사 방식은 이미지플레이트(Image Plate, IP)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사선영상시스템(Computed Radiography, CR)이 도입되면서 필름방식의 아날로그 이미
지에서 점차 디지털 이미지로 교체되고 있다. 방사선 비파괴 투과 조사의 이미지 품질은 촬영
조건(관전압, 관전류, 노출시간), 영상 획득 매체, 촬영 거리, 유물의 두께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에서는 목재 문화재에 주로 사용되는 수종(소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에 X선
선원의 투과 특성을 GE社의 CR 영상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이미지의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을 분석한 후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및 대조도를 평가하고, 이중-선 상질계
(Duplex-wire image quality indicator), 구형파 차트(line-pair gauges), 선형 식별계(Image Quality
Indicator)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중심어 목재 디지털 X선 투과시험, 식별계 투과실험, 이중-선 상질계
ABSTRACT The use of digital copies of film-based analog images an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radiographic imaging systems using image plates gradually replace the non-destructive radiationirradiation method of Cultural Heritage. The quality of images obtained from this technique is affected
by conditions such as tube voltage, tube current, and exposure time, type of image acquisition medium,
distance of the artifacts from the image acquisition medium, and thickness of artifact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grayscale image obtained using GE’s Computed Radiograhpy (CR) imaging system,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X-ray source for each tree type (pine, chestnut, sawtooth oak,
ginkgo) used in wooden Cultural Heritage, and the signal-to-noise ratio (SNR) and contrast. The GE’s
CR imaging were analyzed using the Duplex wire image quality indicator, line-pair gauges.
Key Words Wood X-ray, Non-destructive testing, Computed Radiography(CR), Duplex wire image

quality indicator

1. 서 론

기존의 문화재 비파괴 투과 조사에서 이미지 획득 방
식은 감광된 필름(Film)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간

X선을 이용한 문화재 비파괴 투과 조사는 매장 출토
유물이나 형태가 복잡한 유물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 문화재의 손상 없이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파악
하고 기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X선은 유물의 내부를
투과하면서 구조, 결함, 형상에 따라 X선 투과량이 감쇄
되고, 이러한 X선 투과량의 변화가 필름이나 이미지플레
이트를 통해 이미지화된다.

접 촬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
심으로 디지털 촬영 장비(Computed Radiography, CR)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
려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나주 복암리 정촌 고분 금동신
발, 함안 말이산 동물형 토기 등의 주요 유물에 CR 방식
의 비파괴 투과 조사에 적용되었다(Figure 1). CR 방식은
필름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변형이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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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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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ay radiography of CR imag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A) Goryeo Lacquered
Box. (B) Gilt-bronze shoe. (C) Deer-shaped pottery.
소 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이미지플레이트

지 해상도, 선형 식별도, Gray Scale, 대조도, 신호 대 잡음

(Image Plate, IP)를 스캐닝하여 고해상의 디지털 이미지

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분석하여 목재 시편들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 방식은 촬영 시간이 단축되기 때

투과 특성을 평가하였다.

문에 필름을 이용할 때보다 5∼20%의 더 낮은 방사선 조

2. 재료 및 방법

사선량으로 촬영이 가능하여 유물에 조사되는 방사선량
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R 방식의 방사선 투과 조사는 이미 산업 분야에서 한국
산업규격(KS

A4054)이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2.1. 연구재료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E 747 등의 이미지 품질

목재 수종별 X선 투과 조사 실험 장비는 연X선 장비인

규격을 통해 이미지 품질을 검증하고 관리하고 있다

Softex社(JAPAN)의 M-150 (150 kVp, 3 mA) 방사선발생장

(Nondestructive Testing Standard Vol. 03.03 ASTM, 2007). 하

비와 국제 규격의 상질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이미

지만 산업 분야의 이미지 품질 규격을 다양한 재질과 형태

지의 획득을 위해 GE社(USA)의 CRX Vision 스캐닝 장비와

의 문화재 X선 투과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지플레이트(Image Plate, IP)를 활용하였으며, 이미지

현재 문화재에 대한 비파괴 투과 조사 방법 및 이미지 품질

분석을 위해 CRX Vision의 Rhythm Review를 사용하였다.

규격화에 대한 기초 실험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목재 문화재는 금속 문화재에 비해 구성 재질의 밀도
가 낮고 X선의 투과력이 높아 이미지가 선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목재 문화재는 목재 조직의 방향성, 목재 표
면에 처리된 단청이나 옻칠 등의 표면 마감, 목재 문화재
에 조사되는 X선의 방향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투과

2.2. 연구방법
2.2.1. 실험방법

이 실험은 소나무, 밤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의 두
께(15 mm, 45 mm)에 따라 관전압(15∼30 kVp)과 관전류

이미지의 상질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목재 유물의 X선
투과 조사에서는 목재 유물에 대한 제작 기법 및 사용 흔
적, 결합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X선의 조사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
한 목재 유물의 투과 조사 특성에 적합한 X선 투과 조사
이미지 및 촬영 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기초 실험이 필요
하다.
이 논문에서는 목재 유물에 주로 사용되는 소나무, 밤
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4개의 목재의 종단면으로 절
단된 시편에 대한 X선 투과 조사 조건과 이미지의 상질
해석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험 방법은 관전압
(kVp), 관전류(mA)와 노출 시간(s)의 관계인 관전류량
(mAs), 종단면으로 절단된 시편의 두께(mm)에 따라 이미

Figure 2. Diagram of test.

222 | 보존과학회지 Vol.37, No.3, 2021

량(관전류(mA)⋅노출시간(s): mAs)을 조절하여 투과된
목재 시편의 이미지를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나이테 종방향으로 절단된 형태
로, 120×50 mm이며, 두께를 15 mm와 45 mm로 조절하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미지플레이트(IP)는 14×17 in
size, GE, CRx Vision, IPS 타입을 사용하였고, 상질계는 Fe
재질의 KS A4054규격 바늘형 02 F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중 선형 상질계(Duplex-wire image quality indicator, DW
IQI)는 0.032∼0.8 mm의 이중 금속 15 D형을 사용하였다.
시편의 배치는 Figure 2와 같이 X선 선원-이미지플레
이트의 조사거리를 700 mm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목재
시료의 좌측 상단과 우측 바닥면에 식별계(02F)를 배치하
고, 이미지플레이트 하단에 이중 선형 상질계(DW IQI)와
구형파 차트를 배치하였다(Figure 2).
실험 평가 방법은 목재 시편의 두께에 따라 관전압
(kVp)과 관전류량(mAs)의 변화에 따른 목재 수종별 투과
조사 이미지를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GE, Rhythm

투과도계식별최소선지름
식별률   ×
시험편투과두께

2.2.4. Gray Scale 평가

CRX Vision의 스캐너에서 16 bit의 X선 디지털 화솟값
으로 0∼65,233단계 명도 범위로 X선의 투과 선량을 디지
털화하여 Gray Scale을 측정하였다(Figure 3). 실험에 사용
된 이미지플레이트의 크기는 14×17 in이며, 스캐닝 속도
는 45 plates/hour, 픽셀 피치(pixel pitch)인 인접화소 사이
간격은 70 µm로 이미지플레이트를 스캔하였다.
2.2.5. 신호 대 잡음비(SNR) 평가

신호 대 잡음비(SNR)는 신호에 동반하는 잡음 성분의
양을 수치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보를 지닌 신호의 세기
를 잡음의 세기로 나눈 값을 말한다. SNR 값이 클수록
영상의 품질이 우수하고 결함 등을 확실히 검출할 수 있
다(Han, 2008b). 신호 대 잡음비의 측정은 CRX Vision의

Review, USA), 이중 상질계, 선형 식별계를 통해 평가하
였다.
2.2.2. 이미지의 해상도 측정

X선 투과 이미지의 해상도 파악을 위해 ASTM E2002
규격의 이중 선형 상질계(DW IQI)와 Convergent Line Pair
Gauge를 사용하여 X선 투과 조사 이미지의 해상도를 측
정하였다(Park et al., 2011). DW IQI는 2개의 가는 1쌍의
텅스텐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선명도와 공간분해능
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Han, 2008a). Line Pair Gauge는
게이지 한 쪽 끝에 있는 선이 넓은 간격을 두고 반대쪽
끝에 수렴하는 형태이며, 실제 식별 가능한 최소 수준의
이미지 해상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Figure 3. Compare phosphor and film(Obuchowski, 2003).

DW IQI의 측정은 X선 투과 조사 이미지의 Gray Scale
데이터에서 Rhythm Review Line Profile을 통해 확인하였
다. Line Pair Gauge는 투과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1 mm
너비에서 식별할 수 있는 line의 개수를 통해 공간 분해능
lp/mm를 확인하였다.
2.2.3. 금속선 선지름 식별 평가

시편 상단과 하단에 Fe 재질의 KS A4054규격의 선형
식별계 02 F를 부착하여 금속선 식별률에 따른 투과 조사
이미지의 품질을 판별하였다. 금속선 식별률은 동일한
두께에서 식별 가능한 최소 선지름이 낮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Kang et al., 2010). 이 실험에서는
X선 조사 조건에 따른 수종별 최소 식별 선의 개수와 식
별률을 확인하였다.

Figure 4. Definition of signal to noise ratio (SNR) (K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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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 60 s)의 촬영 조건에서 DW IQI의 Line Profile는
소나무-밤나무 그룹의 경우 12 D이고, 상수리나무-은행나
무그룹은 10 D로, 2.0 D의 가장 큰 편차 범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IP의 X선 조사 위치에 따른 이미지의 Gray
Scale 측정 오차 범위인 15% 이내로 확인되었다(Carestream
Health, NDT Solutions Rochester, 2007). 또한 해상도 평가
결과, 관전압 15 kVp과 관전류량 60 mAs (1 mA, 60 s)의
촬영 조건에서 DW IQI의 Line profile는 11 D로 동일하였
으나 Line Pair Gauge의 측정 결과는 소나무-밤나무 그룹
은 14.5 lp/mm이고, 상수리나무-은행나무그룹은 12 lp/mm
로 2.5의 편차가 확인되었다. 이는 Convergent Line Pair

Figure 5. Definition of X-ray image contrast (Kang et
al., 2010).

Gauge의 X선 투과 조사 위치가 목재 실험 시편의 하단에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아 해상도의 편차가 발생된 것

Rhythm Review프로그램에서 SNR 측정 기능을 활용하여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목재 및 다른 재질의 비파괴

총 3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Figure 4).

투과 조사 및 표준화 이미지 평가 추가 실험에서는 목재
실험 시편과 동일한 위치에 DW IQI과 Convergent Line
Pair Gauge를 배치하여 오차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2.2.6. 디지털 이미지 대조도(Contrast) 평가

실험 시편(D1)과 이미지플레이트 백그라운드(D2)의
Gray Scale을 CRX Vision의 Rhythm Review 프로그램으로

3.2. 목재 수종별 X선 투과 이미지 분석

측정하여 대조도를 평가하였다(Figure 5).
목재 수종별 X선 투과 이미지 분석결과는 Table 2~5
이다.

3. 결론 및 고찰

3.3. 수종별 이미지 분석 결과

3.1. 이미지플레이트 해상도의 평가
(Resolution of IP image)

3.3.1. Gray Scale 평가

해상도는 X선의 관전압, 관전류량에 따라 소나무-밤나
무그룹, 상수리나무-은행나무그룹의 DW IQI의 Line Profile
과 Convergent Line Pair Gauge 이미지 판독 결과를 확인하
였다(Table 1).

Gray Scale은 목재 시편을 투과한 X선의 감쇄 정도를
0∼65,233의 단계 명암으로 구분하여 이미지화된 측정 결
과이다. X선의 투과력이 높을수록 65,233의 단계에 가깝
고, 이미지의 명암이 어둡다(Table 6).

해상도 평가 결과, 관전압 30 kVp과 관전류량 60 mAs
Table 1. Resolution of IP image
Tube voltage
(kVp)

15

30

Pine tree/Chestnut tree

Sawtooth oak/Ginkgo

Tube current⋅time
(mAs)

DW IQI

(l p/mm)

DW IQI

(l p/mm)

30 (1 mA, 30 s)

11 D

14.5

11 D

14

60 (1 mA, 60 s)

11 D

14.5

11 D

12

60 (2 mA, 30 s)

11 D

14.5

10 D

14

120 (2 mA, 60 s)

11 D

14.5

11 D

14.5

30 (1 mA, 30 s)

11 D

14.5

11 D

12

60 (1 mA, 60 s)

12 D

12

10 D

12

60 (2 mA, 30 s)

11 D

14

10 D

14.5

120 (2 mA, 60 s)

12 D

12.5

11 D

14

15

Tube
voltage

Ginkgo

Sawtooth
oak

Chestnut
tree

Pine tree

Wood
species

30 (1 mA, 30 s)

60 (2 mA, 30 s)

Tube current⋅time (mAs)
60 (1 mA, 60 s)

Table 2. X-ray image of wood species (Tube voltage 15 kVp, Woods 15 mm)

120 (2 mA,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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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ube
voltage

Ginkgo

Sawtooth
oak

Chestnut
tree

Pine tree

Wood
species

30 (1 mA, 30 s)

60 (2 mA, 30 s)

Tube current⋅time (mAs)
60 (1 mA, 60 s)

Table 3. X-ray image of wood species (Tube voltage 30 kVp, Woods 15 mm)

120 (2 mA,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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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Tube
voltage

Ginkgo

Sawtooth
oak

Chestnut
tree

Pine tree

Wood
species

30 (1 mA, 30 s)

60 (2 mA, 30 s)

Tube current⋅time (mAs)
60 (1 mA, 60 s)

Table 4. X-ray image of wood species (Tube voltage 15 kVp, Woods 45 mm)

120 (2 mA,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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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ube
voltage

Ginkgo

Sawtooth
oak

Chestnut
tree

Pine tree

Wood
species

30 (1 mA, 30 s)

60 (2 mA, 30 s)

Tube current⋅time (mAs)
60 (1 mA, 60 s)

Table 5. X-ray image of wood species (Tube voltage 30 kVp, Woods 45 mm)

120 (2 mA,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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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

kVp

120
(2 mA, 60 s)

60
(2 mA, 30 s)

60
(1 mA, 60 s)

30
(1 mA, 30 s)

120
(2 mA, 60 s)

60
(2 mA, 30 s)

60
(1 mA, 60 s)

30
(1 mA, 30 s)

Tube
current·time
(mAs)

470

13411

5344

26973

10648

24460

9680

49028

17862

45

15

45

15

45

15

45

15

45

1682

15

200

242

45

3431

1910

15

15

119

45

45

974

15

20.44

17.53

18.09

17.04

26.21

17.34

20.14

17.07

6.72

8.16

8.61

7.85

6.87

8.38

11.2

7.67

2.67

0.34

5.77

1.68

5.15

1.43

11.26

3.89

138.43

18.10

326.67

37.96

269.80

33.31

549.70

66.28

ThickPine tree
ness
Contrast
(mm) Gray scale SNR

Table 6. Image analysis of wood species

15187

43138

8533

21808

8680

23989

4283

11888

243

2627

120

1293

129

1471

101

743

Gray scale

11.37

7.2

8.37

7.49

13.23

7.58

9.39

7.58

3.99

3.1

2.93

3.15

4.62

3.12

27.36

3.07

SNR

3.32

0.52

6.68

2.00

6.55

1.73

14.30

4.51

268.68

23.95

545.11

49.68

507.01

43.55

647.84

87.20

Contrast

Chestnut tree

6112

26224

2895

12463

3273

13942

1670

14428

90

588

90

274

90

483

90

199

Gray scale

6.74

9.79

19.64

10.38

19.58

9.95

19.65

8.38

17.83

7.52

17.34

7.29

17.64

10.21

17.37

7.84

SNR

9.72

1.50

21.64

4.26

19.02

3.70

38.24

3.54

727.14

110.45

727.14

238.17

727.14

134.68

727.14

328.31

Contrast

Sawtooth oak

18698

44169

9071

21370

10130

23716

5072

24372

265

2250

127

1068

188

1456

92

695

Gray scale

26.23

27.47

23.91

22.54

30.2

25.66

29.01

27.12

26.6

12.96

14.76

12.46

15.2

13.42

19.91

13.3

SNR

Ginkgo

2.50

0.48

6.22

2.07

5.47

1.76

11.92

1.69

246.29

28.13

515.01

60.36

347.58

44.01

711.32

93.29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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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

kVp

0

7

0

7

0

7

0

7

7

7

7

7

7

7

7

45

15

45

15

45

15

45

15

45

15

45

15

45

15

45

120
(2 mA, 60 s)

60
(2 mA, 30 s)

60
(1 mA, 60 s)

30
(1 mA, 30 s)

120
(2 mA, 60 s)

60
(2 mA, 30 s)

60
(1 mA, 60 s)

6

15

30
(1 mA, 30 s)

Top

7

7

7

7

7

7

7

7

0

7

0

7

0

7

0

6

Bottom

0.11

0.33

0.11

0.33

0.11

0.33

0.11

0.33

-

0.33

-

0.33

-

0.33

-

0.42

Top

0.11

0.33

0.11

0.33

0.11

0.33

0.11

0.33

-

0.33

-

0.33

-

0.33

-

0.42

Bottom

Discrimination
(%)

Pine tree

Number of
IQI line

Thickness
(mm)

Expose time
(S)

Table 7. Discrimination of wood species

7

7

6

7

7

7

7

7

0

7

0

7

0

7

0

6

Top

7

7

6

7

7

7

7

7

0

7

0

7

0

7

0

6

Bottom

0.11

0.33

0.14

0.33

0.11

0.33

0.11

0.33

-

0.33

-

0.33

-

0.33

-

0.42

Top

0.11

0.33

0.14

0.33

0.11

0.33

0.11

0.33

-

0.33

-

0.33

-

0.33

-

0.42

Bottom

Discrimination
(%)

Chestnut tree
Number of
IQI line

5

7

1

7

6

7

1

7

0

6

0

0

0

4

0

0

Top

5

7

1

7

6

7

1

7

0

6

0

0

0

4

0

0

Bottom

0.18

0.33

0.44

0.33

0.14

0.33

0.44

0.33

-

0.42

-

-

-

0.67

-

-

Top

0.18

0.33

0.44

0.33

0.14

0.33

0.44

0.33

-

0.42

-

-

-

0.67

-

-

Bottom

Discrimination
(%)

Sawtooth oak
Number of
IQI line

7

7

6

7

7

7

7

7

0

7

0

5

0

7

0

7

Top

7

7

6

7

7

7

7

7

0

7

0

5

0

7

0

7

0.11

0.33

0.14

0.33

0.11

0.33

0.11

0.33

-

0.33

-

0.53

-

0.33

-

0.42

Top

0.11

0.33

0.14

0.33

0.11

0.33

0.11

0.33

-

0.33

-

0.53

-

0.33

-

0.42

Bottom

Discrimination
(%)

Ginkgo

Bottom

Number of
IQI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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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류량이 동일하고 관전압의 변화가 있는 경우, 15

가 유사한 물체를 촬영하였을 경우, 이 두 가지를 잘 구별

kVp의 관전압보다 30 kVp일 때 소나무 13.76∼14.28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ang, 2011). 대조도는 기록 매체

밤나무 16∼16.42배, 상수리나무 28.86∼72.50배, 은행나

(Image Plate)의 차이, 조사 선원의 차이, 조사 선원의 산란

무 16.28∼35.06배로 Gray Scale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

방사선 존재의 유무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

히 상수리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 X선 조사량이 적을

는다(Kang et al., 2010). 대조도 실험 결과 관전압에 따른

경우 Gray Scale의 편차가 커짐이 확인되었다.

평균 대조도는 상수리나무 15 kVp에서 465.02, 30 kVp에

관전압이 같고 관전류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 모든 수

서 12.70, 밤나무의 경우 15 kVp에서 271.63, 30 kVp에서

종에서 2 mA, 30 s의 관전류량 조건보다 1 mA, 60 s의

4.95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나무는 15 kVp에서 255.75, 30

관전류량 조건에서 1.07∼1.13배의 비율로 Gray Scale이

kVp에서 4.01, 소나무는 15 kVp에서 180.03, 30 kVp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관전압의 조건일

4.02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조도는 관전압의 변화에

때, X선의 투과력에 미치는 영향은 관전류보다 노출시간

따른 평균 대조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전압, 관전류, 노출 시간의 총량

한 투과 두께에 따른 대조도 평가는 15 mm일 때보다 45

이 증가할수록 모든 수종에서 Gray Scale의 측정값은

mm의 두께일 때 밤나무가 7.24배, 소나무 6.30배, 은행나

Figure 3과 같은 선형(Linearity) 특성이 확인되었다.

무 6.40배, 상수리나무 5.59배로 두꺼울수록 대조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안 관찰에서도 관전압이 낮고 투과

3.3.2. 신호 대 잡음비(SNR) 평가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가 잘 되지 않아 목재의 조직 방

SNR을 통한 영상의 품질은 SNR이 클수록 획득한 신

향 등에 대한 관찰이 어려웠다. 또한 실험 결과 대조도는

호가 잡음에 비해서 뚜렷한 영상을 나타내며 SNR이 작을

관전압과 관전류량이 같은 촬영조건일 때 노출 시간(s)보

수록 신호와 잡음의 구별이 어려워 영상의 질이 저하된다.

다는 관전류(mA)를 높게 할수록 대조도 편차에 미치는

SNR 실험결과 관전압이 15 kVp일 때보다 30 kVp일 때

영향이 큰 것이 확인되었다(Table 6).

SNR 측정 결과는 소나무 2.35배, 밤나무 1.41배, 상수리나
무 1.01배, 은행나무 1.65배로 전압이 클수록 영상이 더

3.3.4. 수종별 식별률(Discrimination of wood species)

뚜렷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험 시편의 두께에 따른

식별률은 목재 시편의 투과 이미지에서 관찰되는 식별

SNR 측정 결과, 시편의 두께가 45 mm일 때 소나무 1.22

계의 선형 개수와 식별률을 측정하였다. 식별률 실험 결

배, 밤나무 1.42배, 상수리나무 1,72배, 은행나무 1.06배로

과 관전압과 투과 두께에 따라 수종에 따라 관찰되는 선

시편의 두께 증가함에 따라 SNR이 증가하였다.

형 개수와 식별률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15 kVp의 관전압

이러한 SNR의 측정 결과 은행나무, 소나무, 밤나무, 상

과 45 mm의 투과 두께의 조건일 때 모든 목재 시편에서

수리나무의 순서로 SNR 값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별계의 선형이 판별되지 않았다. 하지만 30 kVp의 관전

은행나무의 평균 SNR은 15 mm에서 19.37, 45 mm에서

압과 투과 두께가 15 mm의 조건에서는 모든 수종의 시편

23.23로 나타났다. 소나무의 경우 15 mm에서 12.63, 45

에서 상단과 하단의 7개 식별선이 모두 판별되었다

mm에서 14.79의 SNR 값 평균을 보이며, 상수리나무는 15

(Tables 2∼5). 수종별 식별률은 투과 두께 45 mm에서 상

mm에서 8.92, 45 mm에서 16.97의 평균값을 보였다. 밤나

수리나무의 식별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나무

무의 경우 15 mm에서 5.26, 45 mm에서 10.16의 SNR 평균

의 식별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별률

값을 보였다.

및 식별선은 관전압과 관전류량이 동일한 촬영 조건일 경

실험 결과 SNR은 관전압 30 kVp일 때와 투과 두께가
45 mm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전압

우 노출 시간(s)보다는 관전류(mA)가 높을수록 식별률과
식별선 개수가 증가하였다(Table 7).

이 증가할수록 SNR 값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 결론 및 고찰

관전류량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종
의 재질에 따른 SNR의 변화는 확인되었다(Table 6).
3.3.3. 대조도(Contrast) 평가

대조도 평가는 다른 두 영역 간 명암 차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물질과 주변의 농도차가 클수록 쉽게 영상을 인
식할 수 있다. 대조도가 좋다는 것은 물질의 밀도 및 두께

목재 문화재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소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의 X선 CR 투과 조사 이미지를 관
전압(kVp), 관전류량(관전류(mA)⋅노출 시간(s))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식별률 및 식별선 구분 실험에서는 두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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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에서 15 kVp의 관전압 조건일 때 소나무, 밤나무, 은행

엽수, 침엽수 등 다양한 수종에 대한 추가 실험을 통해

나무는 유사한 식별률과 식별선의 구분이 관찰되었다. 하

목재의 X선 촬영 및 이미지 상질의 기초 실험 연구가 필

지만 상수리나무의 경우 30 kVp의 관전압 조건에서 식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재 문화재의 X선 투과 조

되었다. 이를 통해 상수리나무가 다른 수종보다 X선의 투

사 이미지 표준화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도 함께 진행되

과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관전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 조건에서 관전류보다는 노출시간이 길수록 식별률과
식별선의 구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

사 사

수종에 따라 Gray Scale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직선
적으로 증가하는 선형(Linearity)의 특성이 확인된다(Park
et al., 2011). 수종별 X선 투과력은 상수리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밤나무의 순서로 Gray Scale의 변화에 따른 X
선의 투과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목재 시편의 투
과 두께가 커질수록 Gray Scale은 낮아졌다. 또한 상수리
나무의 Gray Scale은 함께 실험한 다른 수종들보다 45∼
50% 정도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리나무가
다른 목재 시편들보다 치밀한 구성과 밀도(상수리나무
0.82, 소나무 0.45, 밤나무 0.60 은행나무 0.55)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질이 상수리나무인 목
조 문화재의 X선 비파괴 투과 조사는 소나무, 밤나무, 은
행나무 재질보다 관전압과 관전류량을 높여 X선을 조사
하면 투과 이미지 상질을 높일 수 있다.
SNR의 측정 범위는 모든 목재 시편에서 관전압이 높
아질수록 SNR 측정값이 높아졌다. 이는 관전압이 높을수
록 X선의 광자의 양이 증가하여 영상의 부정확도가 줄어
들기 때문에 노이즈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Kang,
2011). 일부 SNR 측정 수치의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측
정 방법에서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 영역의 오차
발생과 수종별 조직 방향(나이테 방향) 차이로 판단되며,
향후 관심영역(ROI) 설정 및 방사면, 접선단면 등 목재의
조직 방향에 따른 비교 실험을 추가하여 촬영 기준에 대
한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대조도 실험에서 목재 수종과 백그라운드의 대조도 편
차가 발생한 원인은 15 kVp의 관전압 조건에서는 45 mm
두께의 시편을 투과할 만큼 X선 조사선량이 충분하지 않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목재 문화재에 적합한 대
조도를 얻기 위해서는 목재 문화재의 투과 두께를 고려한
관전압의 조절이 필요하며, 투과 두께에 따른 추가 실험
이 필요하다.
수종별 CR 촬영의 기초 실험을 통해 수종에 따른 투과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접선단면 및 활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연구(R&D)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한다.

REFERENCES
Carestream Health, NDT Solutions Rochester, 2007, How
to evaluate the radiographic performance and long-term
stability of a computed radiography system, 122.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Guidebook for non-destructive penetration investigation
of cultural heritage using radiation, 7-12.
Han, K.S., 2008a, Dictionary of Nondestructive Testing,
Nodemedia, Duplex Wire Type Image Quality Indicator.
(in Korean)
Han, K.S., 2008b, Dictionary of Nondestructive Testing,
Nodemedia, Signal to Noise Ratio. (in Korean)
Kang, T.W., 2011, Performance evaluation of indirect
digital radiography system,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Bio-medical Sciences.
Kang, S.M., Choi, C.I., Lee, S.K. and Kim, Y.K., 2010,
Comparison of non-destructive testing images using 192Ir
and 75Se with computed radiography system.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35(1), 26-3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Obuchowski, N.A., 2003,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and their use in radiology. Radiology, 229(1), 3-8.
Nondestructive Testing Standard Vol. 03.03 ASTM, 2007,
Standard Practice foe Classification of Computed
radiology System, USA, 1296-1300.
Park, S.K., Ahn, Y.S. and Gil, D.S., 2011, Study on the
image quality comparison between in digital RT and film
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31(4), 391-39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C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Research Article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특성 분석 (I)
A Characteristic Analysis of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Kore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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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금관가야가 위치한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을 중심으로 색상, 크기 및
형태, 열처리 등 외형적 특징과 비파괴 분석을 통하여 화학 조성을 융제, 안정제, 착색제 특성으
로 분류해 보았다. 금관가야 유리구슬 129점은 8가지 색상 계통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67%
점유하는 감청색이 대표적인 색상이다. 크기는 외경을 기준으로 3가지로 구분한 결과, 시기가
지남에 따라 대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형태는 내경과 직경을 기준으로 대롱형, 둥근형, 도넛형
으로 구분되며 둥근형이 대표적이다. 늘린기법으로 제작된 유리구슬 단면은 열처리 정도에 3가
지 유형이 확인된다. 구슬 양끝이 모두 열처리된 HT-Ⅲ형이 주류이고 다른 유형에 비하여 열처
리 기술이 높은 단계로 추정된다. 비파괴분석에서 확인되는 화학 조성은 포타쉬유리군 63점과
소다유리군 9점이다. 고찰 결과, 금관가야 유리구슬은 색상, 크기, 형태, 제작기법을 포함한 외형
적 특징은 화학 조성과 상관성을 보이며 시기별, 지역별에 따른 특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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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ed from the Gimhae area, which is the location of Geumgwan Gaya. This enabled classification
of surface characteristics of the bead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color, size, and shape. The
glass bead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olor systems, with purplish-blue beads as the representative color.
Bead size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outer diameter and how it increased over
time. Bead shapes were categorized as round, tubular, or doughnut-shaped based on the inner diameter
and length, with round being the typical shape. According to the degree of heat treatment, there are
three types of cross-section for glass beads that are manufactured by the drawing technique, most of
which are the HT-III type.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heat treatment technology has more
considerable effects than other methods. Through non-destructive analysis, the chemical composition
was obtained and categorized as flux, stabilizer, and colorant. Analysis confirmed the presence of 63
and 9 pieces in the potash and soda glass groups, respectively. Overall findings from the study
highlighted a correlation betwee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color, size,
shape,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glass beads recovered from Geumgwan Gaya, reveal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at time and region.
Key Words Geumgwan Gaya, Glass beads, Image Processing, Heat treatment, Chemical composition,

Colorant

1. 서 론

에는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과 진주의 소
가야가 중심지로 부각하면서 각 지역에 따른 소문화권이

그동안 가야 지역은 활발한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다양
한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되었다. 역사적으로 가야는 전기
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후기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세밀한 유물 분석을 통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 토기나 철기와 같은 대표적인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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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에 대한 세밀한 편년과 분석 안이 제시되었으나,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과학적 분석 자료는 광범위하게 축적되지
못하였다. 유리는 가야 지역 거의 모든 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가야 각 지역의 차이와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그동안 형태, 제작기법, 지역
적 특징 등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김해 지역에서 양동리를 포함하여 13개 중요
유적에서 다량의 고대 유리가 확인되었으며 금관가야 유
리구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발
굴조사한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주사
전자현미경과 부착된 에너지분산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총 62점을 유리구슬 편을 분석하고 시기별 화학조성이 구
분되는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Kim et al., 1998; Kim,

분석대상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물로 김
해지역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이다. 선정 유적은 김해 구지
로, 양동리, 칠산동, 망덕리, 여래리, 죽곡리 등 6곳이고
총 12유구에서 129점을 선정하였다. 유적 편년은 대부분
이 금관가야의 중심 시기로 볼 수 있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말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금관
가야 형성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2세기에 조
성된 김해 양동리 유적 55호 토광묘와 7세기에 조성된 여
래리 유적 Ⅱ-6호 석실묘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을 추가하
여 분석하였다(Table 1).

2002). 이후에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양동리 유

3. 연구 방법

적에서 출토된 완형 유리구슬을 대상으로 비파괴 분석을
적용하여 유리구슬의 형태 구분과 함께 화학조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앞서 분석한 유리구슬 편의 분석 결과와 비
교하여 전반적인 특징과 완형 유리구슬에 대한 비파괴 분
석법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Gimhae National
Museum, 2012; Kim, 2013). 이와는 별도로 대성동고분군
에서 출토된 감청색 파수부 유리용기 편과 구슬 편을 포
함한 18점을 시료 분석하여 자료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Daesong-dong Tombs Museum, 2013). 그러나 금관가야 유
리구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의 수량에 비하여 극히 일부가 분석되었고 지금까지
소개된 분석 자료로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형태, 색상, 제
작기법, 화학 조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해석은 아직 어려
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
해지역 출토 유리 중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 6곳을 선
정하여 완형 유리구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Gimhae National Museum, 2019).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금관가야 유리의 형태, 색상, 제작기법 등 외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비파괴 분석법인 에너지분산형 X선형광분석
기를 이용한 화학조성을 분석하여 고대 가야유리의 문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리구슬의 외형과 화학

3.1. 표면 특성
유리구슬의 외형적 특징은 색상, 크기, 형태 그리고 제
작기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유리구슬의 색상은 육안조사를 통해 1차 분류 후 유적
에서 확인되는 고대 유리구슬의 176가지 색상을 보유한
색상집(Munsell Bead Color Book, Pantone, USA)을 사용하
여 최종 판별하였다. 색상 표기는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
한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유리구슬의 크기는 이미지 프
로세싱 프로그램(PicMan, Wafer Masters, Inc., USA)을 이
용하여 유리구슬의 제원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실체
현미경 Scale Bar를 Reference로 설정하고 내경, 외경 그리
고 직경을 측정하였다(Kim, 2019). 유리구슬의 형태와 제
작기법은 실체현미경(Optical Microscope, Leica MZ75,
Germany)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구슬의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였으며 동일 환경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컬러 차
트(Gray 20%)를 기준으로 백색 보정(White balance) 후 진
행하였다.
3.2. 화학 조성

조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금관가야 유리

유리구슬의 화학 조성은 비파괴 분석법인 에너지분산

구슬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금관

형 X-선형광분석기(ED-XRF, Energy Dispersive X-Ray

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

Fluorescence Spectrometer, Seiko SEA 2220A, Japan)를 이

용하고자 한다. 또한 주변 가야 지역과 금관가야 유리문

용하였다.

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측정조건은 진공 분위기에서 자동전류, 여기전압 15,
50 KeV의 두 전압에서 측정면적 3 mm, 측정시간 300초에
서 측정하였다. 고대유리의 조성 분석에 대한 신뢰성은
유리 표준시료(SRM 610, 612, 620, 1831, Corning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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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nalytical list of the glass beads excavated in Gimhae area
No.

1

Site
(Symbol)

Yangdong-ri
(YD)

Burial
number

Burial
typesa

Centrury

55c

B

Mid 2C

7

C

4C late

Analysis status
Colorb

Quantity

PB
gB
C
P
PB

6
2
2
3
7
20
10
2
12

Total
2

GuJi-ro
(GJ)

C

A

Ⅱ-3

3

4

5

Chilsan-dong
(CS)

Mongdeock-ri
(MD)

Bonsan•Yeorae-ri
(BY)

F

1

B

Ⅰ-19

C

Ⅰ-67

C

Ⅱ-25

F

Mid 3C
Total
Mid 4C
~5CEarly

Mid 4C
~5CEarly

PB
gB
PB

11

P
PB
BG
gB
Y
C

1
8
3
3
1
1
28

CS-01~11

CS-12~28

5

MD-01~05

PB

14

MD-12~25

PB

10

MD-26~35

29
3
6
1

Ⅱ-20

C

4C late
~Mid5C

Ⅱ-10

F

4C late
~Mid5C

PB

12

BY-11~22

7C

B
PB
gB
Y

3
2
1
1

BY-23~29

5C

gB
BG
G
Y

5

A
Total
Total

a:
b:
c:
d:

GJ-01~12

gB

Total
Jukgok-ri
(JK)

YD-11~20

Total
Mid 4C
~5CEarly
Mid 4C
~5CEarly
Mid 4C
~5CEarly
Total

Dd

Remark

YD-01~10

P
PB
gB

Ⅱ-6

6

Analysis
number

BY-01~10

29

1
8
1
1
11
129

JK-01~11

A; Jar coffins, B; Wooden coffin, C; Wooden chamber, D; Stone-lined, F; Stone Chamber.
lt:Light, dk;Dark PB;PurpleBlue, P;Purple, RB;ReddishBrown, BG;BlueishGreen, Y;Yellow, C;Colorless, B;Black.
YD-E(Yandong-riEarly).
BY-L(Bonsan•Yeorae-ri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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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with analytical results and certified value at glass standard SRM 620
Sample
number

Chemical composition (wt. %)
SiO2

Na2O

K2O

CaO

Al2O3

MgO

TiO2

MnO

Fe2O3

CuO

PbO

BaO

SnO2

Certified value

72.1

14.4

0.4

7.1

1.8

3.7

<0.1

SRM620-01

72.22

13.61

0.44

7.17

2.47

4.04

<0.1

<0.1

<0.1

<0.1

<0.1

<0.1

<0.1

SRM620-02

71.29

13.99

0.46

7.41

2.84

3.94

<0.1

<0.1

<0.1

<0.1

<0.1

<0.1

<0.1

SRM620-03

72.03

13.21

0.48

7.55

2.81

3.86

<0.1

<0.1

<0.1

<0.1

<0.1

<0.1

<0.1

SRM620-04

72.01

13.42

0.46

7.51

2.79

3.75

<0.1

<0.1

<0.1

<0.1

<0.1

<0.1

<0.1

SRM620-05

71.58

13.90

0.48

7.52

2.69

3.77

<0.1

<0.1

<0.1

<0.1

<0.1

<0.1

<0.1

Average

71.83

13.62

0.47

7.43

2.72

3.87

<0.1

<0.1

<0.1

<0.1

<0.1

<0.1

<0.1

Std

0.34

0.29

0.01

0.14

0.14

0.11

Remarks

<0.1

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측정 결과에 대한 재현성 평가

유리구슬의 색상 분포를 유적별로 살펴보면 금관가야

는 유리 표준시료 SRM 620에 대하여 동일 조건에서 5회

이전 시기인 양동리(YD-E)유적에서 감청색과 벽색이 확

측정한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

인되며 금관가야 시기인 유적에서는 감청색을 중심으로

성을 확보하였다(Table 2).

벽색과 자색이 확인되는 공통적 양상이 나타난다. 이후에
조성된 죽곡리(JK)와 본산리⋅여래리(BY-L) 유적은 감청

4. 연구 결과 및 고찰

색이 축소되고 청록색과 흑색, 황색 그리고 녹색이 출현
하는 특징을 보인다(Figure 2).

4.1. 색상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금관가야 유리구슬 129점의 색

금관가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감청색은 명
도에 따라 진한 감청색(dk-PB), 감청색(PB), 밝은 감청색
(lt-PB)으로 구분한 결과(Figure 3), 진한 감청색은 29점, 감

상은 8가지 계통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색상은 청색 계

청색 47점 그리고 밝은 감청색 10점으로 감청색이 가장

통이다. 청색 계통은 총 119점으로 자색(P) 7점, 감청색

높은 점유율인 65%를 차지한다(Figure 4A). 그리고 명도

(PB) 86점, 벽색(gB) 15점, 청록색(bG) 11점으로 구분된다.

의 차이로 구분한 감청색은 시기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

이외에 녹색(G) 1점, 황색(Y) 2점, 무색(C) 4점, 흑색(B)

은 차이를 보인다. 금관가야 이전인 양동리(YD-E)와 중심

3점이 확인된다. 이를 기초로 금관가야 유리구슬은 청색

시기인 양동리(YD), 구지로(GJ), 칠산동(CS), 망덕리

계통이 92%를 점유하고 이 중에서 감청색이 67% 점유하

(MD), 본산리⋅여래리(BY)는 진한 감청색과 감청색이 주

는 대표적인 색상이다(Figure 1).

류이고 일부 밝은 감청색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Figure 1. The main colors found at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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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후에 조성된 본산리⋅여래리(BY)유적 후기 유구

따라서 금관가야 감청색 유리구슬은 사용 원료 및 제작 조

는 감청색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다른 색상의 점유율이

건에 따라 색상과 명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아지는경향을 보인다(Figure 4B).

Figure 2. Histogram color of glass beads by each ruins in Geumgwan Gaya.

Figure 3. The color classification of co-blue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Figure 4. The color distribution of co-blue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A) Total occupation rate.
(B) Ruins occup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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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ize classification of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by image analysis. (A) Total ruins. (B) Yangdong-ri.
(C) GuJi-ro. (D) Chilsan-dong. (E) Mongdeock-ri. (F) BonsanㆍYeorae-ri. (G) Jukgo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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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크기 및 형태

가장 많은 개체가 분포한 김해 중형은 양동리(YD) 14점,

유리구슬의 외경, 내경, 직경은 구슬의 외형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크기와 형태
는 129점의 외경, 내경, 직경을 측정하고 외경과 직경을
기준으로 도식화하고 그 특징을 평가하였다(Figure 5).

칠산동(CS) 18점, 망덕리(MD) 14점, 본산리⋅여래리(BY)
23점, 죽곡리(JK) 4점 등 71점이 금관가야 중심 시기에서
나타난다. 김해 대형은 칠산동(CS) 9점, 망덕리(MD) 15
점, 본산리⋅여래리(BY) 5점을 포함하여 29점으로 김해
중형이 함께 존재하나, 김해 소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
히, 본산리⋅여래리(BY) 유적에서 출토된 감청색 구슬 1

4.2.1. 크기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크기는 외경을 기준으로 분류하
였으며 분포별 외경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에 따라서 김해
소형(2.9±0.4 mm), 김해 중형(4.8±0.6 mm), 김해 대형
(7.0±0.7 mm) 등 총 3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Figure 5A).
김해 소형은 구지로(GJ) 12점, 양동리(YD-E) 6점, 칠산
동(CS) 1점 그리고 죽곡리(JK) 7점 등 26점이 포함된다.

(a) Round type

점(BY-23)은 외경이 10 mm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류한
김해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유적별 구분에서 양동리 유적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초기에 조성된 유구(YD-E)는 대체로 김해 소형
이, 금관가야 중심시기 유구(YD)는 김해 중형이 분포한
다(Figure 5B). 그리고 김해 구지로(GJ)와 죽곡리(JK) 유적
에서 옹관을 묘제로 한 유구는 대부분 김해 소형이 분포

(b) Tubular type

Figure 6. The type classification of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c) Doughnu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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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칠산동(CS) 목관묘는 김해 중형, 석실묘는 김해 대

늘린기법은 원삼국과 삼국시대 유리구슬에서 주로 확

형이 분포한다(Figure 5C, D, G). 그러나 망덕리(MD)와 본

인되는 제작기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법이다. 제작

산리⋅여래리(BY, BY-L) 유적은 묘제와 시기적 흐름과

방식은 금속봉에 유리융액을 바르고 불기를 통해 융액을

관계없이 김해 중형과 대형이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경

부풀린 후 다른 금속 봉으로 부풀려진 융액을 미세관처럼

향을 보인다(Figure 5E, F).

늘리고 늘려진 긴 유리관을 단면으로 잘라서 구슬이 제작
된다. 일반적으로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외형은 열처리 정

4.2.2. 형태

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ure 7). 부연

외경과 직경으로 도식한 분포에서 금관가야 유리구슬

하여 HT-Ⅰ형은 구슬 단면에서 열처리가 되지 않은 초기

형태는 측면이 곡선인 둥근형, 길게 늘려진 대롱형 그리

상태, HT-Ⅱ형은 일부 열처리가 진행된 상태 그리고 HT-

고 고리나 반지와 유사한 도넛형으로 구분된다(Figure 6).

Ⅲ형은 열처리가 고르게 된 상태이다.

추세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는 (a) 둥근형 구

이와 같은 유형 구분에서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열처리

슬은 추세선과 가까워질수록 1:1 비율로 구형에 가까운

유형은 대부분 HT-Ⅲ형으로 열처리 기술이 다른 유형에

구슬이고 추세선의 위쪽에 형성된 (b) 대롱형 구슬은 외

비하여 높은 단계이다. 또한,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 수

경보다 직경이 긴 형태이며 늘린기법으로 제작 후 길게

량이 가장 많은 감청색 구슬은 3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되

자른 것으로 크기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며 HT-Ⅱ형이 HT-Ⅲ형보다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시기

다. 마지막으로 추세선 아래쪽에 분포하는 (c) 도넛형은

별 구분에서 금관가야 초기 양동리(YD-E)는 HT-Ⅱ형과

외경 크기가 다양하며 직경이 짧고 내경이 넓은 편이다.

HT-Ⅲ형이, 금관가야 중심 시기인 양동리(YD), 구지로

도식된 분포를 기준하여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형태는

(GJ), 칠산동(CS), 망덕리(MD), 본산리⋅여래리(BY) 유적

둥근형 108점, 대롱형 11점 그리고 도넛형 10점으로 구분

에서는 HT-Ⅱ형 및 HT-Ⅲ형과 함께 HT-Ⅰ형이 새롭게 나

되며 둥근형이 대부분이다.

타난다(Figure 8).

4.3. 제작기법

4.4. 화학 조성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제작기법은 늘린기법으로 기포

비파괴 분석을 활용한 금관가야 유적 출토 유리구슬

상태와 표면의 선형 줄무늬 등을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다.

129점의 화학 조성은 일차적으로 융제와 안정제로 구분

Figure 7. The cross section classification of co-blue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according to heat treatment.
(A) HT-Ⅰ type. (B) HT-Ⅱ type. (C) HT-Ⅲ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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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cross section distribution of co-blue glass beads in Geumgwan Gaya according to heat treatment.
(A) By total. (B) By ruins.
하여 재질 특성을 고찰하였다. 비파괴 분석은 유리구슬의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착색제는 포타쉬유리군 63점을

표면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표면 풍화와 오염 등으로

대상으로 TiO2, MnO, Fe2O3, CuO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인하여 화학 조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Figure 10A), 자색(P)과 감청색(PB)은 Fe2O3와 함께 MnO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129점 중

함량이 높은 편으로 이와 같이 특징을 보이는 청색 계통

에서 융제 특성이 분류되는 유리구슬은 전체 수량의

은 착색제를 Co로 추정하고 있다(Henderson, 2013; Kim et

53.5%인 69점으로 포타쉬유리군 63점, 소다유리군 6점이

al., 2020). 벽색(gB)은 CuO가 함량이 높은 편이고 무색(C)

다. 이에 대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은 Fe2O3가 다른 색상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다른 착색제

K2O 5%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포타쉬유리군은 구지

는 확인되지 않는다.

로(GJ), 양동리(YD-E, YD), 칠산동(CS), 망덕리(MD), 본

감청색 계통에서 명도에 따라 세부 색상을 진한 감청

산리⋅여래리(BY) 유적에서 확인되며 색상 분류에서 자

색(dk-PB), 감청색(PB), 밝은 감청색(lt-PB)으로 분류되며

색(P), 감청색(PB), 벽색(gB), 무색(C) 등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명도 변화는 Fe2O3와 MnO의 함량이 차이를 보

(Figure 9A). 그리고 안정제 구분에서 CaO와 Al2O3의 성분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밝은 감청색(lt-PB)은 CuO 성

이 5% 미만으로 LCA계에 해당된다(Figure 9B). 안정제

분이 검출된다(Figure 10B).

LCA계를 세분화하여 Al2O3가 비교적 높은 LCA-A계와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화학 조성은 2세기부터 5세기

CaO성분이 비교적 높은 LCA-B계로 분류한 결과에서 밝

중반까지 중심 시기에는 포타쉬유리군의 점유가 높은 편

은 감청색(lt-PB)과 벽색(gB)은 LCA-A계이고 자색(P), 진

이고 이후 시기인 죽곡리(JK)와 본산리⋅여래리(BY-L)

한 감청색(dk-PB), 감청색(PB), 무색(C)은 LCA-B계로 색

유적에서는 소다유리군이 출현한다. 특히, 죽곡리(JK) 유

상과 안정제 성분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적은 옹관묘에서 청록색(gB)이, 석곽묘에서 감청색(PB)

다(Figure 9C).

이 중심 색상으로 나타난다. 기 연구된 연구 결과에서 석

Na2O 5%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소다유리군은 7세기

곽묘 출토 감청색(PB) 5점은 소다유리군으로 확인된 바

에 조성된 본산리⋅여래리(BY-L) 유적과 청록색(bG)이

있다(Gimhae National Museum, 2020). 이와 같은 죽곡리

주요 색상으로 출토된 죽곡리(JK) 유적에서 확인된다. 색

유적 소다유리군은 금관가야 중심 시기에서 주류로 확인

상은 벽색(gB), 청록색(bG), 황색(Y), 흑색(B)이다(Figure

되는 포타쉬유리군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점이 특이

9A). 안정제의 구분에서 Al2O3 성분이 5% 이상인 LCHA

하다.

계가 6점, CaO 성분이 5% 이상인 HCLA계가 1점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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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emical composition of glass beads 69 pieces in Geumgwan gaya
Sample Color Heat Size Type
number
treatment
SiO2 Na2O K2O
GJ-01
GJ-02
GJ-03
GJ-04
GJ-07
GJ-08
GJ-10
YD-01
YD-02
YD-03
YD-04
YD-05
YD-06
YD-07
YD-08
YD-09
YD-10
YD-11
YD-12
YD-13
YD-16
YD-17
YD-19
YD-20
CS-13
CS-14
CS-15
CS-16
CS-17
CS-18
CS-19
CS-20
CS-25
CS-26
MD-13
MD-14
MD-15
MD-16
MD-18
MD-19
MD-23
MD-24
MD-26
MD-29
MD-30
MD-31
MD-32
MD-33
MD-34
MD-35
BY-01
BY-02
BY-04
BY-07
BY-08
BY-09
BY-10
BY-13
BY-14
BY-15
BY-18
BY-20
BY-21
BY-23
BY-26
BY-27
BY-28
BY-29
JK-06

PB
dk-PB
PB
PB
PB
lt-PB
lt-PB
PB
PB
dk-PB
PB
C
MB
PB
dk-PB
C
MB
P
P
P
PB
dk-PB
PB
dk-PB
PB
PB
PB
PB
dk-PB
P
dk-PB
PB
MB
C
dk-PB
PB
dk-PB
dk-PB
PB
PB
PB
dk-PB
PB
PB
dk-PB
PB
PB
PB
PB
PB
MB
dk-PB
P
PB
PB
P
P
PB
PB
lt-PB
PB
lt-PB
PB
PB
B
B
Y
MB
BM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Ⅱ
Ⅱ
Ⅱ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Ⅲ
Ⅲ
Ⅱ
Ⅱ
Ⅱ
Ⅲ
Ⅲ
Ⅰ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Ⅰ
Ⅰ
Ⅱ
Ⅲ
Ⅲ
Ⅲ
Ⅱ
Ⅱ
Ⅲ
Ⅱ
Ⅱ
Ⅲ
Ⅱ
Ⅰ
Ⅱ
Ⅰ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Ⅰ
Ⅰ
Ⅰ
Ⅱ
Ⅰ

S
S
S
S
S
S
S
M
M
M
M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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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composition distribution of glass beads 69 pieces in Geumgwan Gaya.
(A) Flux. (B) Stabilizer. (C) Scale 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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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colorants of potash glass group in Geumgwan Gaya. (A) Total. (B) Co-blue.

5. 결 론

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단면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열처리 기술이 높

본 연구는 김해지역 유적에서 출토된 금관가야 유리구
슬 129점을 중심으로 실체현미경과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색상, 크기 및 형태, 제작기법 등 외형적 특징을
조사하고 에너지분산형 X-선형광분석기(ED-XRF)를 이
용한 비파괴 분석법으로 유리구슬 표면의 화학 조성을 측
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정리한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색상은 자색, 감청색, 벽색, 청록
색, 녹색, 황색, 무색, 흑색 등 총 8가지 계통이고 자색,
감청색, 벽색, 청록색을 포함하는 청색 계통이 92% 이상
이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6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감
청색은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대표적인 주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금관가야 이전 및 중심 시기에는 감청색을
중심으로 자색과 백색이 유리구슬의 주된 색상이나 7세
기 이후 본산리⋅여래리 유적에서는 황색, 흑색 등 다른
색상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크기는 외경을 기준으로 3가지
로 구분하면 김해 소형 2.9±0.4 mm, 김해 중형 4.8±0.6
mm, 김해 대형 7.0±0.7 mm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김해
소형은 대체적으로 초기에 형성된 양동리 유구에서, 김해
중형은 금관가야 중심 시기에서, 김해 대형은 금관가야
중심 및 후기에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시기가 늦을수록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크기는 점차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
인다. 그리고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형태는 측면이 곡선인
둥근형, 길게 늘려진 대롱형 그리고 고리나 반지와 유사
한 도넛형 등 3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둥근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관가야 유리구슬은 일정 방향의 기포와 줄무늬 흔적
에서 늘린기법으로 제작되었고 구슬 단면은 열처리 정도

은 단계인 HT-Ⅲ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기에는 HTⅡ형과 HT-Ⅲ형이 존재하나, 이후에는 HT-Ⅱ형 및 HT-Ⅲ
형과 함께 HT-Ⅰ형이 새롭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금관가야 유리구슬의 화학 조성은 비파괴 표면 분석으
로 인하여 연구 대상 129점에서 포타쉬유리군 63점과 소
다유리군 6점 등 69점만이 확인된다. K2O 5% 이상을 기
준으로 구분한 포타쉬유리군은 구지로(GJ), 양동리
(YD-E, YD), 칠산동(CS), 망덕리(MD), 본산리⋅여래리
(BY) 유적에서 자색(P), 감청색(PB), 벽색(gB), 무색(C) 등
의 색상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안정제 구분에서 CaO와
Al2O3의 성분이 5% 미만으로 밝은 감청색(lt-PB)과 벽색
(gB)은 LCA-A계이고 자색(P), 진한 감청색(dk-PB), 감청
색(PB), 무색(C)은 LCA-B계로 색상과 안정제 성분이 밀
접한 관계를 보인다. 반면에 Na2O 5%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소다유리군은 7세기에서 조성된 본산리⋅여래리
(BY-L) 유적과 청록색(bG)이 주요 색상으로 출토된 죽곡
리(JK) 유적에서 확인되며 벽색(gB), 청록색(bG), 황색(Y),
흑색(B) 등 다양한 색상이 나타난다. 시기별 금관가야 유
리구슬의 화학 조성은 2세기부터 5세기 중반까지의 중심
시기에는 포타쉬유리군의 점유가 높은 편이고 이후 시기
인 죽곡리(JK)와 본산리⋅여래리(BY-L) 유적에서 소다유
리군이 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관가야 유리구슬에 대하여 색상,
크기 및 형태, 제작기법 등 외형적 특징을 고찰한 점과
화학조성을 외형적 특징과 상관성을 검토해 보았다는 점
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유리구슬
의 외형적 특징이 유적별로 구분되면 시대 및 지역별 특
성을 이해하고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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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시편의 교착제 분석
Analysis of Binding Media in Dancheong Sample from Unhangak Hall of
Hwaryeongjeon Shrine, Suwon
박종서*, 이선명, 문성우, 강영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Jongseo Park*, Sun Myung Lee, Seong Woo Mun, Yeong Seok Kang
Restoration Technology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aejeon 34122, Korea

초 록 수원 화령전 운한각의 단청기법 조사를 위해 단청시편의 유기물 성분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운한각 내합 주변의 주홍과 금 단청시편이며, IR과 열분해/GC/MS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IR에서는 C-O, C=O, OH에 해당하는 흡수peak가 나타났으나, 아교, 옻, 건성유와는 다른 스펙트
럼을 보였다. 온라인메틸화 후 열분해/GC/MS 분석에서 methyl 7-(2,3-dimethoxyphenyl)heptanoate
등 옻에서 기인하는 성분과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 등 건성유에서 기인하는 성분이 검출
되었다. 이로부터 단청에 옻과 건성유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교 등 동물성 교착제
에서 기인할 수 있는 1H-pyrrole, 3-methyl도 소량 검출되었다. 유기물의 탄소연대는 17세기 말∼
20세기 초로 나타났다. 단청에서 옻이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는 옻칠 단청
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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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단청, 교착제, 옻, 건성유, 열분해/GC/MS
ABSTRACT In this study, organic materials in Dancheong specimens were analyzed to establish a

Dancheong preparation method in Unhangak Hall of Hwaryeongjeon Shrine, Suwon. IR and
pyrolysis/GC/MS were applied to a Zuhong specimen and a gilded one. The IR spectra showed
absorption peaks corresponding to C-O, C=O, OH, although they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animal
glue, Asian lacquer, and drying oil. The Pyrolysis/GC/MS after the on-line methylation revealed Asian
lacquer-derived components, such as methyl 7-(2,3-dimethoxyphenyl)heptanoate, and drying oil-derived
components, such as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 Based on these results, we estimated that Asian
lacquer and drying oil were used in the Dancheong preparation. Small amounts of 3-methyl-1H-pyrrole
were also detected, which could possibly originate from animal glue. The radiocarbon age of the
specimens appeared to be between the late 17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is study potentially reports
the first case of Asian lacquer detection in a Dancheong specimen in Korea.
Key Words Dancheong, Binding media, Asian lacquer, Drying oil, Pyrolysis/GC/MS

1. 서 론

끊긴 게 현실이다. 문화재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단청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단청은 적색, 황색, 청색, 녹색, 백색, 흑색 등으로 목조
건축물에 무늬와 그림을 그린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목
조 건축 문화재는 장엄, 목재보호, 미적 효과 등을 위해
건물의 내외부를 단청해 왔다. 단청은 적색, 청색 등의 색
깔을 내는 안료, 염료 등의 색료와 아교, 기름, 쌀풀, 옻과
같은 교착제를 섞어서 목재에 바름으로써 칠해진다. 하지
만,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 단청의 맥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통단청안료의 제조기술 및
품질기준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목조문화재
의 고단청을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는
단청을 전통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재료, 기법 복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남아 있는 단청의 상태
로부터 적절한 시공방법과 보존방법 그리고 단청 시공의
개선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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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단청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안료의 성분을

인 단청 개채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Sim, 2013).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반면, 단청을 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금까지 단청시편에서 교착제

공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인 교착제에 대한 연구

성분을 분석하여 교착제 성분으로 아교, 전분 등이 검출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IR, 열분해/

된 것으로 보고된 것은 있으나 옻이 검출된 사례는 없는

GC/MS, ELISA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교착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층위로 되어 있는 단청시편에

연구가 있었으며(Park et al., 2016; Yu, 2019), 고단청에서

대해 시편 전체로서의 교착제 성분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확인된 교착제는 아교, 전분풀이 대부분이었다(Yu, 2019).

구성 층위별로 교착제 성분을 검출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한편, 교착제에 따른 단청의 종류는 단칠, 휴동, 휴칠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화령전 운한각의 단청시편 중 옻

나뉜다(Koo, 2018). 단칠은 교착제로 기름과 아교를 사용

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을 대상으로 교착제 성분

하며, 휴동은 역청칠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

을 분석함으로써 옻칠단청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칠은 일본에서 옻칠로 규정하고 있다. 휴칠은 공자묘, 문

IR 분석, 열분해/GC/MS 분석을 통해 옻의 존재 여부를 확

묘, 해인사 내전의 연자루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로부

인하였으며, 시편 단면의 층위 관찰과 열분해/GC/MS 분

터 우리나라에서 단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교와 기름

석을 통해 단청의 층위 구성과 층위별 유기물 성분을 파

을 교착제로 사용하여 칠해진 것 외에 옻칠을 교착제로

악하였다. 아울러, 시편에 포함된 유기물에 대한 탄소연

사용한 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옻칠을 한 단

대측정을 통해 단청 시공 연대에 대한 논의도 간략하게

청으로 청평사 극락전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사라졌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옻이 포함된 단청의 실체에 대한

다고 한다(Namuwiki, 2021). 한편, 궁궐 편액 단청기법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하나로 진채 편액, 역청칠 편액과 함께 옻칠 편액이 있다
고 하며, 옻칠 편액의 재료로 전칠, 지칠, 매칠 등이 사용

2. 재료 및 방법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o, 2017).
최근 수원 화령전 운한각(Figure 1)의 고단청을 조사하
던 중 운한각 내부의 내합 부분에서 채취한 시편의 단면

2.1. 시편, 재료 및 시약

에서 검은색 층위가 관찰되어 단청의 일부가 옻으로 칠해

분석에 사용한 시편은 화령전 운한각 내합 외부에 칠

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단청에 옻이 포함되어

해진 표면이 주홍색과 금색인 단청시편이다(Figure 2). 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였다. 수원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을

조군으로 사용한 건조 옻은 강원도 원주산 생칠이며, 불

모신 영전으로 1801년에 건립되었다. 그중 운한각은 정면

순물을 제거한 후에 유리판에 얇게 발라 22℃, 50%RH 조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의 건물로서 단청이 건물 내외

건에서 30일 동안 건조시킨 도막을 가루로 만들어 분석에

부에 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운한각의 단청은 긋기단

사용하였다. 온라인 열분해/GC/MS 분석에서 유도체화를

청이 원형이며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단청의 흔적은 당시

위해 사용한 시약은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Lee, 2020). 단청 채색층은 중첩

solution (25 wt.% in MeOH, Sigma-Aldrich, USA)이다. 단

흔이 없어 전면적인 단청 개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면 관찰을 위해 단청시편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시약은

판단되었다. 또한 전각에 대한 수리가 1934∼1936년,

EpoFix resin (Struers, Denmark)이다.

1949년, 1966년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전면적

Figure 1. Pictures of Unhangak Hall in Suwon Hwaryeongjeon Shrine (Photos by Heon-gang Seo, 2017). (A) Overall front
view. (B) Nae-Hap (inner structure) where the King’s portrait wa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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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location and the surface photographs of the samples used in this study. (A, B) The location of the samples
in Nae-Hap. (C) Magnified photograph of Zuhong area (designated as 60 in (B), scale bar=1 mm). (D) Magnified photograph
of gilded area (designated as 61 in (B), scale bar=1 mm).
2.2. 단면 관찰 및 IR 분석

2.3. 열분해/GC/MS분석

단청시편의 단면 관찰을 위해 시편을 에폭시에 고정한

열분해장비(pyrolyzer)로는 PY-3030D model (Frontier

후 연마하였다. 시편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칠해진

Lab., Japan)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면이 수직이 되게 고정틀에 부착한 후 2액형 에폭시 수지

로는 7890A GC/ 5975C MSD model (Agilent, USA)을 사용

인 EpoFix수지를 부어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편을 #1000

하였다. 레퍼런스로 사용한 건조 옻 시료는 약 0.4∼0.5

에서 시작하여 #4000까지의 샌드페이퍼로 평평하게 연마

mg을, 단청시편은 약 3 mg을 취하여 열분해용 컵에 담았

하였다. 연마한 면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에폭시 수지

다. 여기에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solution 10 µL

를 이용하여 접착한 후 절단기로 1 mm 정도 두께가 되도

를 추가하였다. 열분해용 컵에 담은 시료를 열분해장치

록 절단하였다. #1000에서 시작하여 #4000까지의 샌드페

속으로 투입하여 500℃에서 12초 동안 열분해한 후 분해

이퍼를 이용하여 투과광으로 관찰 가능한 두께가 되도록

산물을 GC/MS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

시편을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Stemi 2000-C 실체현

건은 다음과 같다. 분석컬럼은 DB-1HT 칼럼(100%

미경(Carl Zeiss, Germany)과 DM 2700 P 편광현미경

dimethylpolysiloxane, 30 m×0.25 mm id, 0.10 µm film

(Leica, Germany)으로 자연광과 편광 아래에서 관찰하

thickness)을 사용하였고, 50℃에서 3분간 유지한 후 300℃

였다.

까지 10℃/분의 속도로 승온한 다음 5분간 유지하여 총

단청시편의 IR 분석은 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33분간 분석하였다. 이동상 기체는 헬륨(0.5 ml/분)을 사

법을 사용하였다. diamond crystal이 구비된 Nicolet iS5 모

용하였으며, 이때 split ratio는 20:1이었다. 검출은 질량분

델(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이용하여 분해능 4

석기(mass-selective detector, MSD)를 사용하였으며, 다음

cm-1로 4000∼600 cm-1 범위에서 64회 스캔하여 얻었다.

과 같은 질량분석기 조건이 적용되었다. MS transfer line
temperature (280℃), MS ion source temperature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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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quadrupole temperature (150℃), mass range (m/z=33∼

3. 연구 결과

550). 데이터의 획득 및 해석은 ChemStation software
(Agilent Technologies)를 이용하였으며, 화합물의 규명은
NIST library와 매칭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3.1. 단면 관찰 및 IR 분석
Figure 3에 주홍색과 금색 단청시편의 단면에 대한 현

2.4.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단청시편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은 Beta Analytic
Inc.(Florida, USA)에 의뢰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산-알
칼리-산(acid/alkali/acid)법으로 진행되었다. ‘Conventional
radiocarbon age’는 Libby half-life (5568년)를 사용해 계산
한 뒤 δ13C에 대해 보정하였다. 이 연대는 가장 가까운
10년으로 반올림하여 radiocarbon years before present (BP
age; present=AD 1950)로 나타냈다. BP age를 calendar year
로 변환하는 데는 INTCAL20 데이터베이스와 HPD법
(High-probability density range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95.4%와 68.2% 확률이 나타나는 calendar year를 각각 구
하였다(Reimer et al., 2020).

미경 사진을 나타냈다. 주홍색 시편은 표면부터 아래로
주홍색, 흑색, 흑갈색의 3개 층으로 구분되며, X-ray
diffraction (XRD)분석에서 주홍색 층에서 산화철이 검출
되어 석간주가 단청 안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색 시편은 표면부터 금색, 주홍색, 흑색, 흑갈색의 4개
층으로 구분된다. XRD분석에서 금색 층에서는 금이, 주
홍색 층에서는 산화철이 검출되었으며, 금색층이 더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주홍색 시편과 같은 층위 구조를 보였다.
Figure 4에 ATR법으로 얻은 단청시편(주홍색)의 IR 스
펙트럼을 나타냈다. IR은 시편의 표면부분, 시편의 바닥
부분, 시편을 분말화한 것에 대해 각각 얻었다. OH에 해
당하는 3200 cm-1에서 넓은 밴드가 나타나고, 1650, 1540,
1440 cm-1 근처에서도 큰 peak이 나타나며, C-O로 추정되
는 1000 cm-1 부근의 흡수대 등이 나타났다. 시편의 바닥
과 표면의 IR 스펙트럼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으나, 표면

Figure 3. Microscopic images of the cross-section of the Dancheong samples. (A) Zuhong specimen under natural light.
(B) Gilded specimen under natural light. (C) Zuhong specimen under polarized light. (D) Gilded specimen under polariz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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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R spectra of the Zuhong Dancheong specimen from Hwaryeongjeon Shrine. (a) Red top layer. (b) Bottom layer.
(c) Powder sample.
에서 821, 1318, 1362 cm-1의 예리한 peak이 관찰되는 반

1-dodecene,

면, 바닥에서는 아주 미미하였다. 바닥에서 1537 cm-1 밴

pentadecane은 온라인 메틸화에 상관없이 옻을 열분해했

드가 나타났으나, 표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분

을 때 검출되는 성분들이다(Park and Ahn, 2018). 한편,

말시료에서는 이들의 중간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얻어

heptanoic acid, methyl ester(7), nonanoic acid, methyl

졌다. 전통 접착재료인 아교, 옻, 황칠, 건성유에 대한 이

ester(12), heptanedioic acid, dimethyl ester(14), ocatanedioic

전 연구결과(Park and Lee, 2017)와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acid, dimethyl ester(17),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20),

-1

tridecane,

dimethyl

ester(22),

tetradecane,

스펙트럼은 없었다. 하지만, 1650∼1400 cm 부분은 아교

decanedioic

의 특징적인 amide 그룹과, 1640, 1440, 1000 cm-1 부근 흡

acid(25), 9-octadecenoic acid (Z)-, methyl ester(27),

수대는 출토된 칠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칠의 IR스펙

octadecanoic acid, methyl ester(28), octadecanoic acid(30) 등

트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2018). 2933,

은 옻 레퍼런스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시편에서만 검출되

-1

acid,

1-tetradecene,

n-hexadecanoic

2854 cm 에서 약하게 흡수가 관찰되어 유기물의 존재를

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기산 성분들로서 건성유에서 기

알 수 있다. 금색 시편도 주홍색 시편과 유사한 스펙트럼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Schilling et al., 2016; Park and Lee,

을 보였다.

2017). methyl isopimarate(31), 7-oxodehydroabietic acid,
methyl ester(34)는 송진에서 유래하는 물질로 시편에 목재

3.2. 열분해/GC/MS 분석
Figure 5와 Table 1에 주홍색과 금색 단청시편 및 건조
옻의 온라인 메틸화-열분해/GC/MS 크로마토그램과 주요
한 peak의 라이브러리 검색결과를 나타냈다.
주홍색과 금색 단청시편의 열분해/GC/MS 크로마토그
램과 옻 레퍼런스의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했을 때 peak크
기 차이는 있으나 5∼19분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로부터 단청시편에 옻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 질량스펙트럼 라이브러리 검색을 통해 시편과
레퍼런스에서 검출되는 성분들을 Table 1에 나타냈다.
hexanoic acid, methyl ester(4), 2-octanone(6), undecane(8),
octanoic acid, methyl ester(9), 1-dodecene(10), tridecane(13),
1-tetradecene(15), tetradecane(16), pentadecane(19) 등이 5∼
19분 사이에서 주홍색 및 금색 시편과 옻 레퍼런스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되었다. 이 중 탄화수소류인 undecane,

조각이 일부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calarone
and Chiantore, 2009).
1,2-dimethoxy-3-hexylbenzene(21), 1,2-dimethoxy-3heptylbenzene(23), 1,2-dimethoxy-3-pentadec-8-enylbenzene(32),
1,2-dimethoxy-3-pentadecylbenzene(33)이 레퍼런스 옻에서
검출되고 있다. 이것들은 우루시올이 열분해됐을 때 나오
는 성분들로서 옻이 열화되어 우루시올이 변한 경우에는
그 양이 감소하거나 관찰되지 않는다(Park et al., 2018).
열화된 옻의 marker compound로 catechol의 산화산물인
methyl 6-(2,3-dimethoxyphenyl)hexanoate, methyl 7-(2,3dimethoxyphenyl)heptanoate, methyl 8-(2,3-dimethoxylphenly)
octanoate 등이 알려져 있다(Schilling et al., 2016). 주홍색
시편과 금색시편에서 methyl 7-(2,3-dimethoxyphenyl)
heptanoate(26), methyl 8-(2,3-dimethoxylphenly)octanoate(29),
1,2-dimethoxy-3-pentadecylbenzene(33)이 검출된 것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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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5. Thermally assisted hydrolysis and methylation(THM)-py/GC/MS chromatograms of the samples. (A) Dried Asian
lacquer. (B) Zuhong Dancheong specimen. (C) gilded Dancheong specimen. The number in the chromatograms are peak
No. of Table 1.
터 시편에 옻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되지

3-pentadec-8-enylbenzene(32), 1,2-dimethoxy-3-pentadecylbenzene

않은 우루시올 성분(33)이 검출되는 것으로부터 출토칠

(33) 등 옻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성분들이 검은색과

기에 비해 열화가 덜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Park et al.,

적색 층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적색 층과 검은색 층

2018). 시편에서 아교의 열분해 산물로 알려진 1H-pyrrole,

에 옻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3-methyl-(1)이 검출되어 아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

이들 성분과 함께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20),

으나(Park, 2015) 여러 열분해 산물 중 하나이고 소량이어

hexadecanoic acid, methyl ester(24), octadecanoic acid,

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methyl ester(28)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부터 건성유도 상당

한편, 시편의 어느 층에 옻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

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성유 성분에 대한

기 위해 주홍색 시편을 아래층으로부터 검갈색 층, 검은

옻 성분의 상대적 비율은 검은색 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

색 층, 적색 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층위 시료에 대해

검은색 층이 더 많은 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분해/GC/MS 분석을 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었다

바탕의 검갈색 층에서는 옻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Figure 6). Tridecane(13), 1-tetradecene(15), pentadecane(19),

미량의 건성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시료채취과정

methyl 8-(2,3-dimethoxyphenyl)octanoate(29), 1,2-dimethoxy-

에서 위층의 시료가 혼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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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unds of the labeled peaks in the py/GC/MS chromatograms of the Asian lacquer reference, Zuhong
and gilded Dancheong samples (Figure 5)
No.

Name

Retention time(min.)

1

1H-Pyrrole, 3-methyl-

5.92

2

Toluene

6.34

3

Ethyl benzene

7.70

4

Hexanoic acid, methyl ester

8.66

5

Benzene, propyl-

9.26

Sample
Ref
0
0
0

Zuhong

gilde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2-Octanone

9.79

7

Heptanoic acid, methyl ester

10.39

8

Undecane

11.90

0

0

0

9

Octanoic acid, methyl ester

12.02

0

0

0

10

1-Dodecene

13.23

0

0

0

11

Dodecane

13.39

0

12

Nonanoic acid, methyl ester

13.49

0

0

13

Tridecane

14.78

0

0

0

14

Hep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4.96

0

0

15

1-Tetradecene

15.93

0

0

0

16

Tetradecane

16.06

0

0

0

17

Oc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6.26

0

0

18

1-Tridecene

17.13

0

19

Pentadecane

17.26

0

0

0

20

Non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7.46

0

0

21

1,2-Dimethoxy-3-hexylbenzene

18.35

22

Dec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8.57

0

0

23

1,2-Dimethoxy-3-heptylbenzene

19.42

0

24

Hexadecanoic acid, methyl ester

21.52

0

0

0

25

n-Hexadecanoic acid

22.03

0

0

26

Methyl 7-(2,3-dimethoxyphenyl)heptanoate

22.45

0

0*

27

9-Octadecenoic acid (Z)-, methyl ester

23.06

0

0

28

Octadecanoic acid, methyl ester

23.31

0

0

29

Methyl 8-(2,3-dimethoxyphenyl)octanoate

23.33

0

0*

30

Octadecanoic acid

23.69

0

0

0

0

0

31

Methyl isopimarate

24.77

32

1,2-Dimethoxy-3-pentadec-8-enylbenzene

26.30

0

0*

33

1,2-Dimethoxy-3-pentadecylbenzene

26.46

0

0

0*

34

7-Oxodehydroabietic acid, methyl ester

26.66

0

0

* It is not allocated in Figure 5 because the magnitude of the peak is smal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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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rmally assisted hydrolysis and methylation (THM)-pyrolysis/GC/MS chromatograms of the 3 layer samples
from the Zuhong specimen. (a) Brownish black bottom layer (0.36 mg). (b) Black layer (0.30 mg). (C) Red top layer
(0.36 mg). The number in the chromatograms is peak No. of Table 1.
Table 2. Radiocarbon dating result of the specimens from Hwaryeongjeon Shrine
Specimen

Zuhong piece

Gilded piece

Age (BP)
a)

CRA

20±30

60±30

Calendar calibrated results (AD)
b)

MRA

70±30

110±30

68.2% probability

95.4% probability
35.9%

1876-1916 Cal

29.9%

1810-1854 Cal

25.8%

1891-1908 Cal

22.5%

1816-1834 Cal

29.2%

1695-1725 Cal

19.9%

1706-1720 Cal

0.4%

1868-1871 Cal

23.4%

1699-1722 Cal

23.4%

1888-1908 Cal

68.4%

1810-1918 Cal

21.4%

1814-1834 Cal

27.0%

1693-1726 Cal

a)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age with δ13C correction based on IRMS δ13C (-25.0 ‰).
b) Measured Radiocarbon Age: age without δ13C correction.
3.3.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단청시편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냈다. 각각의 시료에 대한 14C 보정연대(95.4% 신뢰구
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홍색 시편은 연대가 AD
1695∼1916 이 산출되었으며, 금색 시편은 AD 1693∼
1918이 산출되었다. 모두 건립연대인 1801년을 포함하고
있다.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단청을 구현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인 유기물 교착제에 대한 과
학적 분석연구는 거의 없었다. IR이나 열분해/GC/MS 등
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단청 시공에 사용된 교착제 성분
을 검출하려는 연구가 있었으나 오래된 단청에는 적용되
지 못했다(Park et al., 2016). 최근에, 부안 내소사 대웅보
전 단청 등의 고단청시편에 IR, 열분해/GC/MS, ELISA 등
의 방법을 적용하여 교착제로서 아교, 전분풀 등을 검출

4. 고찰 및 결론

한 것이 보고되었다(Yu, 2019).
화령전 운한각 내합의 단청시편에 대해 IR과 열분해/
GC/MS법으로 분석한 결과 주홍색과 금색 단청시편에서

고단청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현미경, XRF, XRD 등을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 시편에 옻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용하여 주로 층위별 무기물 안료의 성분을 파악하는 데

으로 확인되었다. 검출된 옻 성분 중 우루시올과 함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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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우루시올이 같이 검출되어 옻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현장 조사 및 분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수원시 화성

일부 열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옻 레퍼런스와 시편의 크

사업소에 감사한다.

로마토그램에서 5∼19분대 공통으로 관찰되는 탄화수소
peak들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옻은 시편의 대략 1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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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옛한글로 저술된 자료는 활자 인쇄본, 목판 인쇄본, 필사본, 고소설, 서간 등 방대한 자료
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옛한글을 전산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에 의한 ‘입력’과정이 필요하다.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옛한글을 전공한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옛한글을 읽고 입력하여 전자자료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의 숙련도가 개인적인 작업능력의 향상에 머무르고 기술의 축적으
로 이어지지 못한다. 현재까지 극히 일부분의 옛한글 문서만이 소개되고 대부분의 자료는 수장
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렵게 전자문서화된 옛한글 고문서도 전자기기 간의 호환성
문제로 정보 공유 및 표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의 작업효율을 높이고
전자문서화 기술의 축적을 위해서는 옛한글의 입력, 표시, 저장 방법의 개선을 비롯하여 옛한글
문서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광학적 문자인식(OCR)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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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st amount of materials—such as prints, woodblock prints, manuscripts, old novels,
and letters—written in old Korean and using old grammar and/or obsolete characters, are collected in
many institutions, including the Jangseo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igitization of these
texts has required a prolonged manual inputting process. Individual researchers, who majored in old
Korean, have read and typed the characters into electronic documents, which depends upon individual
skill, effort, and approach, and is particularly limiting because none can be significantly increased. To
date,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old Korean document collections, currently kept in storage, have
been digitized and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Even the electronic formats of the texts prove difficult
to displaying correctly, due to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old Korean characters and the character
set on today’s electronic devices. To improve the techniques and efficiency of digitizing old Korean
tex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which will analyze images of old
Korean documents, as well as input, display, and storage methods.
Key Words Old Korean characters, Old Korean documents, Old Korean font incompatibility, Digitization,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Image analysis

1. 서 론

옛한글 자료는 우리 말과 글의 변화과정과 시대상을 보여
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옛한글로 저술

옛한글로 저술된 자료는 활자 인쇄본, 목판 인쇄본, 필
사본, 고소설, 서간 등의 형태로 방대한 자료가 한국학중
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된 자료에는 현대의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음,
받침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어처럼 띄어쓰기도 없이
위에서 아래로 쓰여진 종서형식을 취하고 오른쪽에서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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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쓰여 있다. 옛한글 자료의 전자 정보화 및 전자

문제점의 파악과 광학적 문자인식의 요소기술의 개발과

문서화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시연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소개한다.

(Kim, 1990) 정보처리 환경에 따라 전자문서화를 위한 입
력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화된 자료도 정보처리

2.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

환경 간의 호환성의 제약으로 정보의 공유에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옛한글을 전
공한 연구자 개인의 노력으로 옛한글을 읽고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옛한글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입력과정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자음, 모음, 받침 등
을 포함한 옛한글을 표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발음할 수 없거
나 뜻을 알 수 없는 옛한글 문서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은 입력의 난이도가 훨씬 높다. 옛한글 전공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새롭게 전자문서화에 참여할 수 있
는 옛한글 전공자 육성의 전망도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
어서 극히 일부분의 옛한글 문서만이 소개되고 대부분의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장되어 있는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 작업의 기술축적과 고효율화
를 통하여 옛한글 자료의 내용에 관한 심화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의 연구에 대한 기대도 높아
지고 있으나 옛한글의 경우에는 전공자들조차 문자의 판
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동문자인식에 필
요한 옛한글 문자와 글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옛한글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내용을 보존, 연구, 소
개하기 위해서는 옛한글의 ‘입력’과정이 필수적이다. 모
든 작업이 옛한글 연구자들이 수작업으로 입력이 이루어
진다. 옛한글은 활자인쇄, 목판인쇄, 필사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
음, 기호, 철자 등이 사용되어 발음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
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도 현대 한글을 한글 자판
(keyboard)으로 입력하듯 쉽게 입력할 수 없어 작은 양의
옛한글 문서를 전자문서화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필사본의 경우에는 필체가 각기 다르고 흘림체
로 쓰여진 것이 많아 옛한글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글자를
읽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활자로 인쇄된 옛한글 자료
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진 것과 한글 글자의 크기
가 다른 것들이 함께 사용된 자료도 많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옛한글 자료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자 문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1. 현대 한글과 옛한글

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AI를 활용하려면

옛한글 원문 정보를 전자문서화하여 공유하기 위해서

모든 옛한글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져 옛한글의 자동 판독

는 옛한글 자모(子母)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입력할 수 있

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어야 한다. 현대 한글과 옛한글에서는 사용되나 현대 한

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옛한글의 문집자료는 총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사용되는 자모의 차이를 Table 1에

455종류로 그중에서 5.1%에 해당하는 23종류의 자료만이

정리하였다.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음, 모음, 기

원문 텍스트로 입력이 완료된 상태이다. 대부분이 필사본

호가 옛한글에서는 237개나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으로 수려한 서체의 왕실자료부터 조악한 수준의 민간자

까지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옛한글

료까지 다양한 서체가 존재하여 활자체의 광학적 문자인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새로운 자모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

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Wikipedia, 2021a)

제할 수 없다.

보다 난이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옛한글 자료의 전자문서화와 정보공유
의 어려움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옛한글 문서 입력의 대안으로 광학
적 문자인식 (OCR)방법을 제안한다. 이미지 분석을 통한
옛한글 자료의 광학적 문자인식에 필요한 기술적인 고려
사항에 관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한 옛
한글의 광학적 문자 인식법의 개발에 앞서 서체의 개인차
가 큰 필사본 옛한글 자료의 광학적 문자인식의 기술적

2.2. 한글 전자문서화의 어려움
아스키(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정보교환 표준부호) (Wikipedia, 2021b)
는 영문 알파벳(alphabet)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부호
화(encoding) 방법이다. 아스키는 컴퓨터, 인쇄기, 통신 장
비를 비롯한 문자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 장치에서 사용된
다. 아스키는 1바이트(1 byte = 8 bit) 중에서 하위 7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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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current and old Hangul (Korean) characters
Current
Hangul
Characters

Single
Double

Consonants (14)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Vowels (10)

ㅏㅑㅓㅕㅗ ㅛ ㅜ ㅠ ㅡㅣ

Consonants (16) ㄲ ㄳ ㄵ ㄶ ㄸ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ㅃ ㅄ ㅆ ㅉ
Vowels (11)

ㅐㅒㅔㅖㅘ ㅙ ㅚ ㅝ ㅞ ㅟ ㅢ

Consonants (9) ᄼᄾㅿㆁᅎᅐᅔᅕㆆ
Single

Vowel (1)
Symbols (2)

⋅
〮 〯

Consonants
(154)

Old Obsolete
Hangul
Characters
Double

Vowels (71)

Figure 1. Structure comparison between (a) a 1 byte alphabet and (b) a 2 byte Korea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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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를 사용한 문자 부호화 방법으로, 52개의 영문 알파벳

0을 사용하고 하위 7비트로 128 (27=128)가지의 문자를 표

대소문자와, 10개의 숫자, 32개의 특수 문자, 하나의 공백

시한다. 영문 알파벳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8가지의 조

문자와 33개의 출력 불가능한 제어 문자들로 총128개로

합으로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비트

이루어져 있다. 1바이트 (8비트)단위의 데이터에서 앞에

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최상위 1비트는 오류 검출

Figure 2. Unicode Hangul Jamo (Korean consonants and vowels) table (Unicod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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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신호(Parity bit)로 사용되고 있다. 영문의 경우에는 26
개의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쳐도 52개 밖에 되지

체계가 필요하다.
한글의 부호화 방식은 크게 완성형과 조합형의 두 가

않고 풀어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비트의 정보로 모든

지로 나뉜다(Kim, 1990). 완성형은 한글의 낱자를 독립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1바이트(8비

문자로 인식하여 각각의 글자에 부호(code)를 부여하는

트)의 부호로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없어 새로운 부호

방식이고 조합형은 한글의 창제원리를 반영하여 초성, 중

Figure 3. Unicode tables for Hangul Compatibility Jamo, Hangul Jamo Extended-A and Hangul Jamo Extended-B
for old Korean documents (Unicod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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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종성을 독립된 문자로 인식하여 자음과 모음의 조합

160만 자 이상에 달한다. 풀어쓰기식의 알파벳에 비해 한

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조합형은 한글의 창제

글의 전산정보화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한자의 수가

원리가 잘 반영되었고 간단한 계산으로 초성, 중성, 종성

약 5만자이고 이체자를 포함해도 88,884자에 불과한 점과

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2바이트(16비트)를 최

비교해도 한글 문서의 전자정보화의 어려움은 쉽게 상상

상위 1비트를 1로 하고 나머지 15비트를 5비트 단위로 분

할 수 있다.

리해서 해석해야 하는 정보 처리상의 부담과 다른 문자
체계들과 호환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완성형은 한글
의 창제원리를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정보처리 능
력의 제한 때문에 조합형의 단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완성형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Figure 1
에 1 바이트 알파벳과 2바이트 한글 조합형 문자의 신호
구성과 표현 가능한 문자수를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정보처리능력에 부족했던 한글 전산화의 초기에 채택
되었던 초기 완성형에서는 현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2,350자만을 지원하여 현
대 한글의 자모음으로 조합가능한 한글 중에서 많은 글자
가 표현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표준어에 있는 글자들도
전자문서상에서 표현될 수 없었다. ‘가’로 시작되는 초기
완성형에서 표현 가능한 조합은 ‘가각간갇갈갉갊감갑값
갓갔강갖갗같갚갛’의 18자에 제한되었다. 초기 완성형으
로는 비교적 간단한 조합형 글자인 ‘갘’자도 표현이 불가
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니코드
(Unicode) 통합 완성형이라는 이름의 부호체계를 도입하
여 기존의 2,350자료 표현이 불가능했던 8,822자를 추가
하여 현대 한글에서 사용되는 11,172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Wikipedia, 2021c; 2021d). 그러나 기존의 초
기완성형과 별도로 추가 지정되어 한글문자의 코드 값만
으로는 문자가 논리적으로 정렬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
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유니코드에는 (통합)완성형의 11,172자와
Figure 2에 소개한 모든 자모의 조합형 한글 낱자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현대 한글과 옛한글을 모두 표현할 수 있
고(Wikipedia, 2021c; 2021d; Unicode, 2021) 2바이트의 조
합형 한글은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현대 한글 문서
에는 (통합)완성형을 사용하면 되지만, 옛한글 등 특수한
목적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합형(첫가끝)의 한
글 낱자를 사용해야 한다. 조합형의 경우, 한글 자모 한글
자가 유니코드 한 글자(3바이트)로 취급되기 때문에 데이
터 길이가 3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적인 현대 한글을 표현할 때는 이용되지 않고, 주로 옛한
글을 표시할 때에만 이용된다. Figure 3과 Figure 4에 유니
코드에 사용되는 한글 자모의 부호표를 예시하였다
(Wikipedia, 2021d; Unicode, 2021). (통합)완성형과 조합형
낱자는 한 글자씩 따로 부호화되어 있고 그 조합은 무려

2.3. 옛한글 전자문서화를 위한 입력방법
옛한글의 입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Figure 4에
예시한 옛한글 자판을 이용한 온라인 한글 입력기(OHI)
(Online Hangul Input, 2021)와 Figure 5에 예시한 국립국어
원이 제공하는 마우스로 원하는 글자를 선택하여 입력하
는 옛한글 입력기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운영체계의 시스
템에서 자판으로 입력된 신호를 옛한글로 변환하는 IME
(Input Method Editor)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제
공하는 입력기와 날개셋 입력기(Wikipedia, 2021e)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
법으로 아래아 한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글 입력기이
다. 이처럼 옛한글의 입력방법마다 작동환경, 자판의 배
열, 연구자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르며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다. 옛한글의 전자문서화에 성공하더라도 모니터나 프
린터의 환경설정이 맞지 않으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옛한글 문서는 활자나 목판으로 인쇄된 서적류부터 낱
장으로 필사된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순 한글
로 쓰여진 것,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진 것, 한자에 한
글을 병기한 것, 한글에 한자를 병기한 것, 한자와 한글의
배열과 크기가 복잡하게 쓰여진 것, 한글 편지, 한글 문서
등이 있다. 옛한글의 경우 현대 한글과 철자와 의미가 다
른 경우가 많아 옛한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읽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현대 한글을 입력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또는 읽은 대로
암송하면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흘림체 필사
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옛한글 자료의 연구에 있
어서 입력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자료의 내용을 연
구하는 데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어렵게 익힌 옛한글의
독해능력이 연구자 개인의 능력으로 머무를 뿐 계승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학적 문자인식
(OCR)기술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옛한글 자동 입력방식
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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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keyboard image for typing old Korean characters (Online Hangul Input, 2021).

Figure 5. Screen captured image of old Korean character input service onlin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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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옛한글 자료의 온라인 열람과 검색
옛한글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열람이 가능해지
면 이상적이겠으나 옛한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체가 많
지 않아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검색엔진에서 옛한글
로 검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우선 옛한글을
입력하는 것도 쉽지 않고 호환성의 문제로 모니터 화면상
에서 옛한글로 표시하거나 프린터로 옛한글을 인쇄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Figure 6에 예시한 한국학중앙연
구원의 디지털장서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와 더불어 서지/해제, 본문(텍스트)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자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유이양문록(뉴니냥문녹[劉李兩門錄])의 첫 장의 이미
지와 원문을 옛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글과 더불어 한
자도 병기하고 읽기 쉽게 띄어쓰기를 한 가로쓰기로 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검색과 열람을 가능하게 하려
면 옛한글 원문의 입력과 독해까지 완성되어야 한다. 옛
한글을 현대 한글로 번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지 정보는 손쉽게 제공할 수 있
으나 옛한글 원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면 옛한글 원문의

입력과정이 필수적이다. 연구자들 개인의 노력에 의한 옛
한글 입력과정의 부담을 덜어 본문해석 등의 옛한글 자료
의 내용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igure 6의 오른쪽 옛한글 본문(기사보기, xml)에서 병
기된 한자와 띄어쓰기를 생략하여 옛한글을 지원하는 글
꼴(font)로 표시한 경우와 옛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궁서체
로 표시한 경우의 차이를 Figure 7에 예시하였다. 같은 내
용의 본문을 현대 한글과 같이 가로쓰기로 예시한 것을
Figure 8에 표시하였다. 이처럼 옛한글이 바르게 입력된
전자문서라고 하더라도 전자기기의 사용환경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전자기기의 운영체계의 환경 하
에서도 호환성으로 인한 문제에 구애됨이 없이 본문을 열
람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서 표시해 주는 방
법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Figure 9). 세로쓰기,
가로쓰기의 변환도 가능하게 하고 한자와 띄어쓰기를 추
가하거나 생략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열람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Figure 10).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열람 및 검색시스템의 구상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정
리하여 설계하는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Figure 6. Screen captured image of web service from Digital Archive of Jangseoga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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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ld Hangul text in vertical text direction. (a) 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and (b) in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due to incompatibility.

Figure 8. Old Hangul text in horizontal text direction. (a) 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and (b) incorrectly displayed old Korean text due to in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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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Old Hangul text image after removing unnecessary mark (red library seal) and (b) vertically
displayed old Hangul text.

Figure 10. Old Hangul text with supplemental information in Chinese characters and intentional spacings
between words. (a) horizontally displayed text and (b) vertically displayed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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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의 광학적 문자인식(OCR)

바탕체, 맑은 고딕체, 궁서체, 굴림체로 폰트 크기(font
size)를 11pt와 16pt로 보통 활자체와 굵은 활자체로 글자

본 연구에서는 옛한글 자료의 이미지로부터 광학적 문
자인식(OCR)기술을 통하여 옛한글 입력방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사진 또
는 스캔 이미지에서 임의의 부분의 한글을 OCR을 통해서
한글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
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
는 WaferMasters, Inc.(California, USA.)의 PicMan (Kim et
al., 2019; Yoo, 2020; Yoo and Yoo, 2021)을 사용하여 선택
된 영역 내의 한글을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Figure 11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버스 정거장의 표지판의 사진에
서 PicMan으로 한글을 추출한 예를 들었다. 활자체의 현
대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 해상도, 명암대비가 확
보되면 세로쓰기, 가로쓰기 모두 문제없이 한글을 추출할
수 있었다.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구독점이나 기호가 있
는 경우, 궁서체처럼 글씨의 굵기에 변화가 큰 경우, 세로
쓰기의 경우, 글씨가 작은 경우, 명암대비가 작은 경우 등
은 한글을 잘못 읽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PicMan에서 한글 OCR에 사용한 데이터베
이스가 가로쓰기의 활자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이다.
Figure 12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Word에서

와 글자 간에 인위적으로 간격을 띄어 (a) 가로 또는 (b)
세로방향으로 표시한 화면을 96dpi (dot per inch)의 이미
지로 저장한 것과 (c)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왕실문
헌 자료인 유이양문록(뉴니냥문녹(劉李兩門錄))의 첫 장
의 마지막 부분의 세로쓰기 부분을 OCR로 문자인식을 시
도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활자체의 경우, 가로쓰기와 세
로쓰기 모두 16종류의 테스트 패턴에서 2종류에서만
100%의 인식률을 얻었으므로 12.5%의 성공률을 얻은 셈
이다. 글자단위로 인식률을 계산하면 약 85%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ㅇ’을 ‘ㅁ’으로 읽
거나 ‘ㅏ’를 ‘ㅑ’로 인식하는 등 비슷한 모양의 음소로 인
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앙’을 세로읽기로 할 경우
‘0 1 0’ 또는 ‘0 1 °’등의 숫자 또는 숫자와 기호의 조합으
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활자체의 경우에도 글자의
크기가 작거나 글자의 모양에 멋을 낸 경우와 음소(자음,
모음)끼리 너무 근접해 있는 경우 문자 인식의 오류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글자의 크기, 이미지의 해상도가
OCR의 성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를 조사하여 활용하
게 되면 활자체의 문자 인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사본의 경우 글자체가 수려하고 고른 왕실문헌의 경우
에도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거의 모든 글자
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사본의 특징상 글자와

Figure 11. An example of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of Korean characters from a photograph of a
posted sign at the bus stop in fro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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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사이에도 가는 먹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글자와 글자

에는 옛한글 문집이 455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왕실자료

를 구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옛한글 자모의 데이

가 107종, 민간자료가 348종이다. 원문 텍스트까지 입력

터베이스가 준비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민간자료의

된 자료는 모두 왕실문헌으로 23종에 불과하다. 왕실자료

경우에는 조악한 서체의 자료가 많고 일부는 활자 인쇄본

의 21.5%, 전체자료의 5.1%만이 원문 텍스트의 입력이 완

도 있어 OCR인식의 대상을 결정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

료된 상태이다. 옛한글 자료를 소장한 다른 기관의 경우

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까지 고려하면 옛한글 문서의 전자문서화 작업의 양은 옛

Figure 12. Trial examples of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of Korean characters with various fonts
(Batang, Malgun Gothic, Gungsuh and Gulim), sizes (11 pt and 16 pt) and thicknesses (normal and bold)
in (a) horizontal direction and (b) vertical directions and (c) an old Korean hand written document in vertical
direction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Perfectly recognized words were highlighted by red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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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수작업에 의한 입력

경우에는 글자를 하나씩 분리해서 업로드해 주어야 한다.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경우 모두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비교를 위하여 OCR로 알파벳, 일본어, 일본어 한자, 중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가게

국어 번자체(繁字體), 중국어 간자체(簡字體)의 문자 인식

되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시도해 보았다. 문자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에 맞는 데

본 연구에서도 전자기술과 정보화기술을 옛한글 자료

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활자

에 적용하여 입력작업효율의 향상과 옛한글 판독기술 축

체의 경우 약 70∼80% 정도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옛한글로 저술된 다양한 자료

인식률이 너무 낮으면 문서의 수정작업에 더 많은 작업시

의 형태와 전자문서화와 공유의 어려움에 관하여 옛한글

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OCR기술을 활용하려

의 입력방식, 전자기기 간의 비호환성으로 인한 여러 가

면 70% 이상의 인식률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앞에서도

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자문서화의 가장 큰 걸

언급한 바와 같이 옛한글 문서의 형태는 활자나 목판으로

림돌인 옛한글의 입력방법을 기존의 옛한글 연구자 개인

인쇄된 서적류부터 낱장으로 필사된 것까지 다양하다. 문

의 노력에 의한 수동 입력방법에서 옛한글 문서의 스캔

서의 내용도 순 한글로 쓰여진 것, 한글과 한자가 함께

또는 사진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에

쓰여진 것, 한자에 한글을 병기한 것, 한글에 한자를 병기

옛한글을 OCR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한 것, 한자와 한글의 배열과 크기가 복잡하게 쓰여진 것,

첫 단계로 이미지 상의 임의의 영역 내의 한글을 추출하

한글 편지, 한글 문서 등이 존재하므로 PicMan에서 임의

는 기능을 구현하여 광학적 문자인식기능의 가능성을 시

의 지정된 영역의 한글과 한자의 문자정보를 추출할 수

험하였다. 한글 및 옛한글 이미지를 사용하여 OCR로 한

있는 기능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글 인식을 시험한 결과 활자체의 현대 한글의 경우에는

된다. 글자단위, 단어단위, 행 또는 열 단위, 문장단위 또

글자의 크기, 해상도, 명암대비가 확보되면 세로쓰기와

는 페이지 단위로 영역을 지정하여 문자를 추출하게 되면

가로쓰기 모두 문제없이 한글을 추출할 수 있었다. 띄어

문자의 오인식률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

쓰기가 있는 경우, 구독점이나 기호가 있는 경우, 궁서체

게 작용하게 된다.

처럼 글씨의 굵기에 변화가 큰 경우, 세로쓰기의 경우, 글
씨가 작은 경우와 명암대비가 작은 경우 등은 추출된 한

4. 고찰 및 결론

글에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옛한글의 경우에는 아직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아

OCR에 의한 한자 및 한자 초서의 판독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
자 개개인의 판독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기술과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이다. 경북대학교 Digital Lachiveu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21)에서 한자 초서체 문서의 탈초
작업과 번역작업이 시도되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으
며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에서는
목간(木簡)과 흘림체 문자의 해독 시스템으로 개발된
MOJIZO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2021)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나라
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본의 동경대
학(東京大学) 사료편찬소(史料編纂所)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로드된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글자
의 후보군을 표시해 주고 있다. 경북대학교의 Digital
Lachiveum은 OCR로 판독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글자와 글자를 분리하여 판독하고
해석 예문을 제시한다. 나라문화재연구소의 MOJIZO의

읽을 수 없었으나 옛한글 문서 중에서 현대 한글과 같은
글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한글을 읽어낼 수 있었다.
옛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된 문서의 경우에도 OCR기능
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한자와
중국어 번자체와 간자체도 OCR로 인식이 가능한지 시험
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다만 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된 문서의 경
우 한글과 한자의 영역을 미리 지정해서 적용할 학습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옛한글의 경우 전자기기 간의 호환성의 문제로 전자문
서화된 옛한글이라도 올바르게 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화된 옛
한글 문서를 Figure 9과 Figure 10에 예시한 바와 같이 텍
스트와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옛한글을 OCR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자문
서로 변환된 옛한글 자료와 그 원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옛한글의 OCR인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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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OCR인식에 활용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베이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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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가민속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외재 이단하 정경부인의 용잠은 대례복 일습을 구성하
는 머리 장신구로, 착용자의 신분과 유물의 시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용잠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문양부분에 다양한 이물질 및 부식물이 고착되어
있어 보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파괴 분석을 실시하여 용잠의 제작기법
과 소재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잠은 머리에 꽂았을 때 무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가 비어있으며, 금색과 적색, 흑색의 색상이 대비되도록 만들어졌다. 용잠은 머리 부분과 비녀의
몸체를 따로 제작하였으며, 몸체는 구리, 은, 아연의 합금으로 접합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이
정교하게 연결하였다. 머리 부분은 용의 얼굴이나 수염, 뿔, 몸, 갈퀴에서 합금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섬세한 문양이 표현된 용의 얼굴 부분은 은과 구리의 합금으로 용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중심어 용잠, 비녀, 제작기법, 구리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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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ongjam of Oejae, Yi Dan-ha’s wife, is an ornamental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designated as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 4. It is also a component of the
ceremonial costume, and an artifact of great value as it clearly identifies the position of the wearer
and the period of this artifact. The Yongjam has been well preserved in general; however, various
pollutants and corrosive products have affected the engraved patterns, requiring conservation treatment.
Furthermore, a non-destruc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the materials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used in the ornament. The Yongjam is hollow inside to reduce its weight
when placed in the hair and has a color contrast of gold, red, and black. The decorative part and the
body were made separately. That is, the body was made from an alloy of copper, silver, and zinc,
and its joint was elaborately connected without any overlaps. In the decorative part, different alloy
ratios were identified in the dragon's face, beard, horn, body, and fin. Further, for the dragon’s face
with its delicate patterns, an alloy of silver and copper was used, likely to make the face appear as
realistic as possible.
Key Words Yongjam (hairpin with a dragon-shaped), Binyeo (hairpin), Manufacturing technique, Copper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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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에 대한 제작기법 연구(Hyun, 2010)가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재 이단하 부인의 대례용 용잠을

국가민속문화재 제4호 외재 이단하 내외옷은 조선 중
기 외재 이단하(李端夏, 1625∼1689)가 좌의정 시절 착용
했던 중치막과 누비저고리를 비롯하여 정경부인의 녹원
삼(綠圓衫)의 대례복과 일습으로 착용하는 봉대, 도투락
댕기, 용잠이다(Figure 1). 이는 외명부 정1품이었던 정경
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사회적 신분과 17세기에 제
작된 용잠으로서 착용자와 제작시기가 명확하여 문화재
로서의 가치가 높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5;
Wikipedia, 2021).
외재 이단하 내외옷은 1993년과 2004년에 걸쳐 두 차
례의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며(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4;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대상으로 보존처리와 병행하여 다양한 과학적 조사 및 분
석을 실시하여 유물의 세부 정보를 확보하고, 용잠의 제
작기법을 살펴보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에 삼차원 현미경, X-선 투과조사, 컴퓨터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조사를 통해 유물의 내부구조
및 상태를 확인하고, X-선 형광분석, X-선 회절분석을 통
해 유물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였다. 이는 17세기로 편년
되는 용잠에 대한 과학적 조사 자료로서 금속제 장신구
보존처리 및 유물 복제 등 다양한 문화재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시대 용잠 고찰

Memorial Museum, 2004), 2017년 오동나무 상자가 파손되
면서 충해와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재 보존처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선행 보존처리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차례 모두 비교적 상태가 좋은
용잠을 제외하고 중치막, 누비저고리, 대례복, 봉대, 도투
락댕기의 세척과 복원 작업에 집중하여 보존처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용잠도 보관 상자 내부가 습기에 노출되
면서 이물질 및 부식물이 고착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하였다.
국내 현전하는 용잠 유물은 117점 정도가 보고되었고
(National Museums Search Portal, 2021) 이외에도 다양한
장신구가 현전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장신구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 및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Ku, 2008)가
일부 진행되었으며, 복식사나 미술사 분야에서는 조선시
대 여자 비녀에 대한 연구(Oh, 2008)나 영친왕 일가의 수

2.1. 용잠의 착장
비녀는 부녀자의 쪽을 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꽂
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수식(首飾)으로 계(笄), 채(釵), 잠(簪)이라는 여러 명칭이
있다. 비녀는 긴 부분의 몸체와 머리 부분(簪頭)으로 구성
되는데, 머리 부분은 비녀가 낭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비녀를 화려하게 장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조각을 하고 보석을 붙여 머리 부분만 따로 만
들어 붙이기도 하고, 통째로 몸체와 머리를 한 소재로 만
들기도 했다. 대체로 신분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달라지
며, 왕비는 용(龍)⋅봉(鳳) 등의 형태를, 서민들은 민자 비
녀 또는 버섯모양의 비녀를 착용하였다. 비녀의 길이 또
한 평상시에 사용하는 비녀는 11∼17 cm이고, 의식용의

Figure 1. A set with royal ritual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ceremonial robe, phoenix waist belt
and headdress worn by Yi Dan-ha’s w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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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잠이나 용잠은 17∼34 cm 정도로 길었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단하 부인의 용잠은 크게 두

용잠은 원래 왕실의 예장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조선 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용의 형상으로 하고 있는 머리

기나 말기로 갈수록 평상시에도 착용하게 되었고, 민간

부분과 쪽을 진 머리에 꽂는 몸체부분이다. 몸체는 가운

부녀자 층까지 착용이 확대되었다. 조선 말기에는 용잠을

데 부분에서 짙은 검은색이 균일하게 남아 있으며 몸체의

의례용 외에도 평상시에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데 뺷순화

끝부분은 금색으로 도금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용의 얼

궁첩초(順和宮帖草)뺸에 따르면, 궁중에서의 용잠은 평시

굴과 몸을 형상화한 것으로 얼굴은 앞을 보고 있으며, 얼

문안에는 10월 초하루부터 용잠을 꽂는다고 하였다. 또한

굴 위에 있는 갈퀴는 앞을 향해 서 있고 두 개의 뿔은 등

조짐머리에는 10월부터 정월까지 도금용잠(鍍金龍簪)을

을 향해 놓여 있으며 뿔의 사이에는 갈퀴와 이어지는 돌

꽂는 것이 좋지만 조심스러울 때는 도금용잠 대신 은모란

기가 올라와 있다. 뿔의 시작 부분에는 철사를 감아서 만

잠을 꽂았다고 하니, 용잠은 늦가을부터 겨울 동안에 착

든 원뿔형 돌기장식이 하나씩 있으며, 이외에도 크기가

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Oh, 2008).

다른 원뿔형 돌기 장식이 귀 아래에 2개, 턱 아래에 3개가

2.2. 외재 이단하 부인의 용잠 형태

온 두 줄의 철사는 꼬아서 턱에서부터 용의 몸으로 ‘S’자

장식되어 있다. 턱 아래에 있는 원뿔형 돌기 장식에서 나

외재 이단하 정경부인의 용잠(Figure 2, 3)은 현전하는
유물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일 뿐만 아니라 대례용 용잠이

형태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코에서 나온 수염은 코 주
변을 원형으로 감싼 후 입 주변을 따라 내려와 있다. 용의
머리와 몸에는 다양한 문양을 음각하여 표현하였으며 턱

Figure 2. Before treatment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Figure 3. Schematization the composition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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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뿔형 돌기 양 옆에는 각각 3개의 어자문(魚子紋,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몸체는 접합된 부분이 한 곳에서만

물고기알 무늬)이 새겨져 있다.

확인되고 있어 한 개의 판을 말아서 아래쪽에서 접합하였

눈과 귀, 입 안은 붉은색으로 장식하여 강조하였으며,

다. 또한 용의 얼굴에서 나와 등을 향하고 있는 뿔은 내부

특히 입 안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유기물을 채워 여의주

가 채워져 있어 금속사를 굵게 제작하여 연결한 것으로

를 표현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용잠의 대부분

판단된다(Figure 4∼6).

은 눈, 귀, 입 안을 보석이나 붉은색을 칠하여 강조하고

비녀의 머리 부분은 용의 얼굴과 몸의 좌⋅우 판을 각

있으며, 특히 입 안에 문 여의주는 산호나 붉은색 보석을

각 제작한 후, 위와 아래의 중앙에서 접합하였다(Figure

물리고 그 주변을 붉은색으로 칠한 진흙 등으로 채운 경

5-a, b). 그러나 용의 몸 아래에서 접합되는 부분 중 머리

우가 많다(Oh, 2008).

와 붙어있는 부분은 완전히 접합되지 않아 삼각형의 빈
공간(Figure 5-b-①)이 확인되었고 이 부분을 직사각형의

3. 제작기법 조사

판으로 덮어 마감하였다. 용의 몸과 뒤로 향해 있는 2개의
뿔은 앞부분의 일부를 용의 얼굴 안쪽으로 넣어 결합하였

3.1. 내부 구조

으며(Figure 5-c, d; 6-b, c), 뿔은 X-ray 촬영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금속사를 굵게 제작하여 몸의 굴곡에 따라 휘

용잠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X-ray 및 CT를

어서 사용하였다(Figure 5-d). 앞을 향하고 있는 갈퀴는 별

이용한 비파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단하 부인의 용잠은

도로 제작하여 아랫부분의 일부를 얼굴 안쪽으로 살짝 넣

머리 부분에 새겨진 용의 표현이 섬세하고 갈퀴, 뿔, 수염

은 상태로 결합하였으며, 갈퀴와 이어지는 등에 있는 돌

등의 다양한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어 더욱 화려한 용의

기는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몸의 좌측 및 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의 결합방법

측 판에 돌기모양을 만들어 접합하였다(Figure 5의 c, d;

과 기본적인 비녀의 제작방법을 관찰해 보았다. X-ray는

6-b). 철사를 감아서 만든 크기가 다른 9개의 원뿔형 돌기

Softex사 M-150(Japan)이며, 촬영조건은 100 kV, 2 mA이고

장식 중 좌⋅우 귀 아래 있는 2개의 돌기장식은 끝을 용

노출시간은 30초로 촬영 후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촬영

의 얼굴 안쪽으로 밀어 넣어 마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computed radiography, CR)과 소프트웨어(General Electric,

(Figure 5-b-②; 6-d). 또한 코 주변을 원형으로 감싸고 있

Rhythm RT&Rhythm Review[U.S.A.])를 사용하여 이미지

는 수염은 하나의 동사를 얼굴 내부로 관통하여 입 주변

를 확인하였다. 컴퓨터 단층 촬영(CT)은 SEC사의 X-eye

을 따라 내려오게 하였다(Figure 5-e).

7000PCT(Korea)를 사용하였으며, 촬영조건은 200 kV, 500
mA로 촬영하여 용잠의 머리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X-ray 및 CT 촬영결과 용잠은 내부가 모두 비어 있으
며, 용을 표현한 머리 부분과 머리에 꽂는 몸체를 따로

Figure 4. X-ray result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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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T shows the inside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a) From the top. (b) From
the bottom. (c) Inside aspect of the dragon’s fin, horn and neck in the its face. (d) Side face of the dragon. (e) Dragon’s
beard inside the face.

a

b

c

d

Figure 6. Making process of the dragon-shape. (a) Haipin connection status. (b),(c) Dragon shaped detail;fin, horn and
neck. (d) Dragon’s conial coil ornament.
3.2. 재질 분석
3.2.1. 미소부 X선 형광분석(ED-XRF) 및 X선 회절분석(XRD)

미소부 X선 형광분석은 EDAX사의 Eagle 3-XXL
(U.S.A.)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전압 40 kV, 전류
400 µA, 정량 모드는 Standard를 사용하지 않는 Fundamental
Parameter Method이다. 분석환경은 진공이며, 측정영역은 지
름 300 µm, 측정시간은 120초이다. 분석 위치는 다음의 Figure

7과 같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의 XRF 분석 결과, 용잠의 몸체(Table 1-6, 7)는
구리-은-아연비의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용잠의 머리
부분(Table 1-1~5)은 구리-은, 구리, 구리-아연의 세 가지
합금 비율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용의 얼굴 및 수염과 뿔은 구리와 은의 합금
이 사용되었다. 구리와 은의 합금이 사용된 용의 얼굴 및
수염과 뿔은 용잠의 전체적인 형태에서 용의 모습이 사실

Figure 7. ED-XRF analysis location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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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result of ED-XRF
Location

Detection element (wt%)
Cu

Ag

Zn

Au

Hg

S

Si

K

Ca

Al

P

1

Dragon’s fin
[갈퀴]

41.87

-

1.33

48.35

8.45

-

-

-

-

-

-

2

Beard
[수염]

6.25

8.81

-

66.02

18.92

-

-

-

-

-

-

3

Face
[얼굴]

15.15

4.37

-

65.51

14.97

-

-

-

-

-

-

4

Horn
[뿔]

0.82

16.80

-

67.47

14.91

-

-

-

-

-

-

5

Body
[몸]

29.88

-

-

58.45

11.67

-

-

-

-

-

-

6

Center of hairpin
[비녀 중앙]

64.61

30.17

5.22

-

-

-

-

-

-

-

-

7

End of hairpin
[비녀 하단]

42.36

25.72

3.13

24.79

3.99

-

-

-

-

-

-

8

Inside ear
[귀 내부]

62.14

-

-

-

13.48

4.32

7.61

2.14

3.87

2.93

2.50

9

Cintamani
[여의주]

3.10

-

-

-

38.45

13.40

5.19

12.16

26.06

-

-

적으로 표현된 머리 부분으로 음각의 세부표현과 함께 돌

금색으로 장식되었으며, 금과 수은이 검출되어 수은을 이

출되고 굴곡진 형상이 표현되어 사실적인 용의 얼굴을 나

용한 아말감법으로 도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용이

타내고 있다. 또한 용의 머리 안쪽으로는 용의 몸과 뿔이

물고 있는 여의주를 표현한 붉은색 유기물에서는 Table

삽입되어 있으며, 얼굴의 내부를 관통해 입 주변을 따라

1의 9와 같이 수은과 황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어 유기물

내려오는 수염은 얼굴의 굴곡과 코의 모양을 따라 둥글게

을 물들인 붉은색은 주사(朱砂)로 판단된다.

휘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Figure 5-d, e; 6-b, c). 따라서 세

X-선 회절분석은 XRF 분석에서 확인된 입속 유기물질

밀하고 자연스러운 용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 구리-은

의 염색물질과 귀 내부에 채워진 붉은색 물질의 성분을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Panalytical사의

두 번째 용의 몸은 구리 단일 금속으로 제작되었다. 용

EMPYREAN(Netherlands)이며 전압 40 kV, 전류 40 mA, 5∼

의 몸은 비늘을 표현한 음각의 문양과 용의 얼굴 안쪽으

80° 2-theta, 100 sec/step으로 측정하였다. X-선 회절분석

로 삽입되는 목을 표현한 부분으로 얼굴에 비하여 단순하

결과 입속의 붉은색은 Cinnabar (HgS)로 분석되어 유기물

고 간결한 용의 모습이 표현된 부분으로 구리와 도금에

을 염색한 붉은색은 주사로 확인되었다(Figure 8). 그러나

사용된 금과 수은만 검출되었다.

귀의 표면을 채우고 있는 붉은색 물질은 귀의 내부가 평

마지막으로 용의 갈퀴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용잠의 몸체에 함유된 아연의 함유량이

면이 아닌 오목한 형태로 X-선이 접촉되지 않아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3 wt% 이상인 반면 갈퀴에 함유된 아연의 함유량은 1 wt%

용잠의 중간부분은 진한 검은색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대로 몸체의 함유량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연이

고 있는 부분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끝부분과 XRF 분석

함유된 동합금은 한반도에서 고대부터 발견되기는 하나

에서 금과 수은의 성분만 차이가 있고, X선 회절분석에서

동과 아연의 합금기술은 17세기 이후로 보는 견해가 다수

도 산화구리(Cupper Oxide) 이외의 부식화합물은 검출되

이며, 약 2%까지의 아연 함유량은 동광석에 불순물로 포

지 않았다(Figure 9).

함된 아연이 우연적으로 첨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용잠의 중간부분은 부식으로 인한 화합물로 보

(Lee et al., 2015). 따라서 갈퀴는 구리 단일금속으로 제작

기에는 검은색이 치밀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생성되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있어 인위적으로 동의 표면을 검게 착색시키거나 옻과 같

용잠 착장 시 노출되는 용잠의 머리 부분과 끝부분은

은 검은색 물질을 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의 표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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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RD analysis result of the mythical Cintamani(Yeouiju) inside dragon’s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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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XRD analysis result of the Center of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Figure 10. Lacquer applied on the surface of bottom of
Huryeongtong, Gumsa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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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icroscopic image of the cellulose in the mythical Cintamani (Yeouiju) inside dragon’s mouth.
주칠, 흑칠 등 옻을 칠해 대상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금속

여의주의 유기물은 Graff-C시약에 적갈색으로 반응하

박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물질로 옻을 사용하여 공기와 접

였고, 섬유의 형태는 투명막(transparent membrane)과 횡

촉을 차단하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옻은 금속에 흡수

문(cross-marking)이 관찰되었으며 섬유 끝은 둥근 원추형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옻의 표면이 들떠

으로 확인되어 용잠 입 안의 유기물은 닥나무 인피섬유로

일어난다. 다음의 Figure 10은 17세기 금산사 후령통 바

판단된다(Figure 11). 닥나무로 제작된 종이는 중국과 일

닥면의 옻칠층 사례로 금속 표면에서 옻칠층이 박락된

본에서도 사용되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고 있어,

상태를 볼 수 있다.

닥나무 인피섬유가 관찰되는 경우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그러나 용잠의 경우, 표면이 들뜨거나 박락된 부분이

제작된 한지로 판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단하 부

없고 일정하게 검은색을 띠고 있어 인위적으로 검은색을

인의 용잠 입 속의 여의주는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주사

착색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동의 표면을 검게

로 염색하여 채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착색시키는 것을 오동(烏銅)기법이라고 하며, 전통적으로

4. 보존처리

는 구리 합금을 삭힌 요(尿)에 담가 표면에 검은빛을 띠게
한다. 현재까지 오동기법으로 착색된 고려시대의 청동유
물이 현전하고 15∼16세기 무렵의 조선 전기에는 금⋅은
과 합금한 구리의 표면을 검게 착색하는 오동기법이 사용
되었으며, 금⋅은과 합금한 구리합금은 고려시대 오동보

4.1. 처리 전 보존 상태
용잠은 용의 형상을 고부조로 나타내고 세세한 문양을

다 성형성이 좋으며 색상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오동은

음각하여 제작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관되면서, 문

동의 표면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검은빛으로 발색 효

양이 있는 모든 부분에서 검은색, 흰색 등의 이물질이 고

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구리-금 합금에서 착색된 표면층

착된 상태이다. 또한 원뿔형 돌기가 있는 용의 몸과 얼굴

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화 제2구리(CuO)가 생성된다는

의 경계부분은 굴곡이 깊고 장식들이 겹쳐있어 안쪽으로

것을 X선 회절법으로 밝힌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미세한 먼지 및 이물질들이 흡착되어 있다. 특히 코 주변

있다(Lee, 2012). 그러나 용잠의 경우 도금층이 벗겨진 끝

을 감싸고 있는 수염의 안쪽은 푸른색의 청동녹이 확인되

부분에서 일부 검은색이 드러나고 있어 오동기법으로 착

며, 붉은색 안료가 두껍게 접착되어 있는 귀 내부는 검은

색된 후 도금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착색된 상태에서

색의 이물질이 안료 표면을 덮고 있어 검붉은 색상을 띠

수은아말감 도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심층 분석 연

고 있다(Figure 12).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이물질 제거
3.2.2. 섬유 분석

이단하 부인의 용잠 입 안에 있는 여의주는 붉은색으

용잠은 용의 머리와 몸에 음각으로 표현된 문양 부분

로 물들인 유기물로 채워져 있다. 뭉쳐진 유기물 중 일부

으로 흰색, 검은색 등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어 먼저 붓

미량 섬유를 채취하여 KS M ISO 9184-4의 분석 방법에

으로 표면을 건식 세척한 후, 이온수와 에틸알코올을

따라 Graff-C 염색 후 광학현미경(Nikon Eclipse NI-E)으

50%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으로 표면을 다시 세척하였다.

로 섬유의 형태 및 정색반응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이후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면서 수술용 칼과 미세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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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icroscopic images of the dragon-shaped engraving.
스틱 등의 도구로 문양에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게 제거되지 않아 최대한 붉은색이 드러날 정도로만 이물

(Figure 13). 특히 입 안의 여의주 부분은 유기물인 종이섬

질 제거를 실시하였다.

유를 주사(朱砂)로 물들인 것으로 습식세척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섬유 사이에 끼어 있는 검은색 이물질은 종이
섬유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제거하였다. 또한 귀
안에 고착되어 있는 붉은색 물질은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검은색 이물질과의 접착력이 강하여 검은색 이물질이 쉽

4.3. 안정화처리
이물질 제거 후 용잠의 표면에 발생하는 부식물의 재
생성 가능성을 억제시키기 위해 B.T.A.(Benzotriazole 3%

Figure 13. Cleaning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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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tabilization treatment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in Ethyl alcohol) 안정화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방

상온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건조 후에는 표면에 남아 있

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용 얼굴의 붉은색 채색 부위와 입

는 백색의 B.T.A. 분말을 에틸알코올로 제거하였다

안의 여의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솜으로 감싸고 면끈으

(Figure 14).

로 감아주었다. 솜으로 감싼 부분은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B.T.A. 용액이 솜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솜으로 감싸지 않은 용 얼굴 부분은 붓으로 도포하였다.
이때 붉은색 채색 부위와 여의주 부분은 도포하지 않았
다. B.T.A. 용액이 솜과 면끈에 충분히 흡수된 후에는 트
레이를 밀폐하고, 약 2시간 경과 후 솜과 면끈을 제거하고

4.4. 강화처리 및 마무리
용잠의 강화처리는 귀와 눈, 입 안을 제외한 금속부분
에 Paraloid B-72 용액(5% in Xylene)을 2회 도포하고 상온
에서 자연 건조하였다. 강화처리할 때는 입 안의 여의주

Figure 15. Reinforcing treatment of the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Yongj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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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붉은색 채색이 남아 있는 부분에 강화처리 약품이 닿

이빨의 형태 등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수염과 뿔

지 않도록 주의하였다(Figure 15). 일반적으로 금속유물의

은 용의 얼굴과 밀착되는 부분으로 굵기가 다른 동사를

안정화처리와 강화처리는 액체 상태인 B.T.A. 용액이나

사용하여 수염과 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강화처리 약품에 유물을 침적시켜 금속유물의 내부까지

성형과 문양 표현이 구리보다 용이한 구리-은 합금을 사

침투할 수 있도록 진공함침 또는 자연함침을 실시한다.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잠의 경우 입 안의 여의주가 유기물인 종이섬유

4. 용잠은 착장 시 머리에 고정되는 중간부분은 흑색,

이고, 귀 내부와 눈에 남아 있는 붉은색 채색 부위는 유기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용의 얼굴과 몸은 금색과 적색이

용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기용매를 용제로 사용

대비되도록 제작되었다. XRF 분석으로 금색은 수은을 이

하는 B.T.A. 용액이나 강화처리 약품에 침적하는 방법은

용한 아말감법으로 도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적색이 사

부적합하다. 따라서 용잠을 구성하는 다양한 복합재질에

용된 입 안의 여의주와 귀 안쪽은 주사를 사용해 붉은색

적합한 강화처리 방법으로 붓을 이용한 도포법을 적용하

을 표현하였다. 특이한 것은 여의주를 표현한 입속 부분

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강화처리가 불필요한 유기질 부분

으로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용잠은 입 속의 여의주를

은 피하고, 강화처리가 필요한 금속 부분만 선택적으로

붉은색 보석이나 진흙으로 채운 것으로, 이번에 조사된

도포하여 재질 강화 및 방청효과를 향상시켰다.

이단하 부인의 용잠과 같이 닥나무로 만든 한지를 주사로
염색하여 채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 판단된다.

5. 고찰 및 결론

또한 흑색으로 표현된 용잠의 중간부분은 XRF 및 XRD
분석에서 도금된 비녀의 하단과 금과 수은의 성분만 차이

용잠은 쪽을 진 머리에 꽂는 비녀의 몸체와 용의 모습
을 형상화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잠두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번에 조사된 이단하 부인의 용잠은 길이가
약 37.5 cm 정도로 긴 반면에 무게는 65 g으로, 머리에
착장 시 무게로 인한 부담이 적고 금색 및 적색, 흑색의
색상이 대비되도록 제작되었다. 이단하 부인의 용잠에 대
한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용잠은 몸체는 ‘구리-은-아연’의 3원계 합금을 판으
로 만든 후 둥글게 말아서 접합하고 비녀의 끝부분은 머
리에 쉽게 들어가게 뾰족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특히 판
이 접합되는 부분은 겹쳐지거나 어긋남이 없이 정교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2. 용잠의 머리 부분은 용의 얼굴, 몸, 갈퀴, 뿔, 수염,
원뿔형 돌기장식을 모두 따로 제작 후 얼굴의 외부에 장
식한 것으로 몸, 갈퀴, 뿔, 원뿔형 돌기장식은 일부분을
얼굴의 내부로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수염은 한 개의

가 있고 보존처리 과정에서도 검은색 부식물로 판단되는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용잠의 중간부분은 오
동기법으로 동의 표면을 검게 착색시킨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오동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외재 이단하 부인의 용잠은 금속의 종류와 비율을 선
택적으로 사용하여 용잠으로서의 장식적인 부분과 비녀
로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당시 장인의
숙련된 기술과 예술적인 미가 조화를 이룬 장신구이다.
또한 현전하는 조선시대 장신구는 그 종류와 수량이 많지
만 과학적 분석을 통한 금속의 성분과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조선시대의 금속 장신구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가 확
대된다면 장신구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당시
의 공예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구축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를 사용하여 얼굴을 관통하게 한 후 입 모양에 따라

사 사

양 옆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3. 용잠의 머리 부분은 두 종류의 금속합금으로 제작되
었다. 먼저 구리 단일 금속으로 제작된 부분은 용의 몸과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연구

머리 위에 장식된 갈퀴이다. XRF 분석에서 용의 몸에서

(R&D) ｢유기질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일

는 구리만 검출되고 갈퀴에서는 1% 정도의 아연이 구리

환으로 수행되었다.

와 함께 검출되었으나, 이는 동광석에 포함되어 있던 아
연이 제련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불순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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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桃膠)를 이용한 바이오 접착제의 합성 및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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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복숭아나무 진액인 도교를 기반으로 한 목공예용 바이오 접착제 개발의 기초 연구로
144 가지 합성 조건 중 가장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조성을 선택하여 천연 접착제 3 종, 합성
접착제 4 종과 비교 물성 평가를 진행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최적의
합성 조건은 탈이온수 80 mL, NaOH 1.5 g, H2O2 1.65 g, pH 8.0 ∼ 9.0, NaClO 0.5 g, H2BO2 0.5
g을 혼합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접착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성 평가 결과, 도교 접착제가
125.39 kgf/cm2의 접착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자외선에 의한 열화에서 △E*ab 2.75로 가장 낮은
변화와 우수한 가역성, 유해성 및 총호기성생균 시험 결과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도교
기반의 목공예용 바이오 접착제의 적용과 공예품 제작, 복원, 문화재 보존 시 사용되고 있는
천연 및 합성 접착제의 대체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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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basic research was condu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woodcraft bio-adhesives
using peach gum, which is the resin produced by peach trees. The synthesis conditions of these
adhesives were optimized by performing 144 experiments. The application potential of peach gum
adhesives was explored by comparing their properties with those of three natural adhesives and four
synthetic adhesives. The best adhesive strength was obtained by dissolving the resin in 80 mL of distilled
water containing 1.5 g NaOH, 1.65 g H2O2 (pH 8.0–9.0), 0.5 g NaClO, and 0.5 g H2BO2. The adhesive
strength, which showed minimal changes and excellent reversibility, was 125.39 kgf/cm2. Ultraviolet
radiation-mediated deterioration in strength in the absence of total aerobic bacteria was negligible
(△E*ab = 2.75). These data confirm the potential value of peach gum-based bio-adhesives for woodcraft
as well as their utility as alternatives for natural and synthetic adhesives used for the manufacture and
restoration of handicrafts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Key Words Peach gum, Bio-adhesives, Synthesis of adhesives, Adhesives for woodcraft, Materials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1. 서 론

그중 목공예는 나무를 기본 재료로 경대, 문갑, 소반 등을
제작하는 소목과 한옥 건축에 사용하는 창호, 활과 화살

공예는 조형성과 재료,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예
술성을 갖춘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Namgoong,
2010). 공예는 제작 목적에 따라 예술성을 중시하는 ‘미술
공예’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생활공예’로 분류되며 제작
방법에 따라서는 ‘수공예’와 ‘기계 공예’로 구분할 수 있
다(Yang et al., 2010). 공예 재료 분류에 따르면 금속, 도자
기, 섬유, 목공예, 피모, 지공예, 석공예 등으로 분류된다.

등의 궁시(弓矢)와 같이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악기류, 무
기류 등을 제작하는 공예기법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목공예품 제작에는 크게 나무와 공구, 접착제
와 같은 재료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명맥
을 이어오고 있어 전통 목공예품들이 전승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아교, 어교, 옻, 도교, 송
진, 전분, 해초풀 등은 천연 재료로서 사용성과 보관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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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로 일부 문화재 보존용 재료 및 공예품 제작 외

화된 제조 방법이 없어 농도 조절, 보관성, 균일성, 물성

대부분이 합성접착제로 대체되고 있다. 합성접착제는 석

변화 등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유 화학 공업 기반의 석유 화학계 접착제로 작업 및 보관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교를 기반으로 첨가제를 혼합하

의 편리성, 대량 생산을 통한 물성의 균일함 등을 장점으

여 접착성, 사용성, 작업성, 보관성, 안전성 등의 기능성이

로 천연 접착제를 대체해 왔으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

부여된 액상형 바이오 접착제를 합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과 환경적 요소(자외선, 산소, 열 등)에 의한 노화 발생,

위해 접착 성분을 안정적이고 정량적으로 제조하여 현재

노화에 따른 물성 변화, 인체의 유해성 등의 문제점이 나

목공예품 제작 및 복원 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천연 접착

타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접착제와 천연 소재를 이

제(아교, 어교, 토끼교)와 합성 접착제(PVAc계, Ethyl

용한 천연 접착제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yanoacrylate계)의 물성과 비교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천연 접착 소재로는 아교, 어교, 토끼교, 녹교 등의 동

보고자 하였다.

물성과 도교, 옻, 아리비아 고무, 해초류와 같은 식물성이

2. 재료 및 방법

있으며(Park, 2013), 대부분이 건조된 상태로 시판되고 있
어 장기보존성이 우수하다. 또한 농도의 조절을 통해 발
림성과 건조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고
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작업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2.1. 합성 재료 및 시약

건조된 재료를 중탕해 사용하거나 채취한 수지는 사용자

도교(㈜가일전통안료)는 복숭아나무에서 채취되는 천

의 숙련도에 따라 수율과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연 수지로 수액을 휘발 건조해 고체화된 상태로 시판되는

인한 물성의 변화와 제조 후 시간에 따른 부패 등 다양한

재료를 선정하였으며, Waring Blender를 이용해 분쇄한 후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

분말 상태로 사용하였다(Figure 1A, B). Sodium hydroxide

연구로는 해초류를 이용한 천연 접착제 연구(Han et al.,

(98%, bead, NaOH, ㈜삼전순약공업)는 분말 도교의 용해

2018), 해양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천연 접착제의 제조 및

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Hydrogen peroxide(34.5%, H2O2,

응용(Im, 2018), 마늘을 이용한 벽지용 천연물 접착제 제

㈜삼전순약공업)는 천연 수지의 투명도와 착색도를 개선

조(Lee, 2008), 목공예용 천연 및 합성 접착제의 특성 연구

하기 위해 첨가하였다. 중화를 위하여 Hydrochloric Acid

(Kim et al., 2019), 셀룰로오스계 목재 추출 성분을 이용한

(99%, HCl, ㈜삼전순약공업)을 이용하였으며, Sodium

목공예용 천연 접착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복

hypochlorite Solution(6-14% available chlorine, NaClO, ㈜삼

합적 기반 연구(Wi et al., 2019) 등이 이뤄졌으며 주로 해

전순약공업)과 Boric acid(99.5%, H2BO2, ㈜삼전순약공업)

양 식물과 아교 등을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는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였다.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 중 셀룰로오스계 목재 추출성분
을 이용한 목공예용 천연 접착제의 개발 및 적용 가능성
에 대한 복합적 기반 연구는 본 연구의 기초 연구로 도교
의 접착 성능을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또한 도교는 증류
수에 불려서 사용할 경우 시간에 따른 부패 및 용해되지
못한 잔여물로 인해 균일하지 못한 발림성과 사용성을 확
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정한 접착력과 최적

A

2.2. 합성 조건 최적화
탈이온수 60 mL, 80 mL, 100 mL에 분말화한 도교 10 g을
첨가한 후 15.0%와 30.0% NaOH 수용액 10 mL를 첨가하
였다. 이 용액을 95oC에서 교반하였으며 45분 가열 후 상
온까지 냉각하여 H2O2를 1.0 g, 1.65 g 첨가한 후 재 교반

B

Figure 1. Peach gum. (A) Peach gum solid. (B) Peach gu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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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10 g of peach gum powder to deionized water
NaOH in 10 mL of deionized water
45 minute heating at 95oC
Cooling
Add 1.0 g or 1.65 g of H2O2 and Mix.
Add 1 M HCl
Add 0.5 g or 1.5 g of NaClO and Mix.
Add 0.5 g or 1.5 g of H2BO2 and Mix.
24-hour stabilization
Figure 2. Manufacturing process of adhesive using peach gum.
하였다. pH는 1 M HCl을 첨가하여 pH 4-5, pH 8-9, pH
10-11로 조정하고, NaClO과 H2BO2 0.5 g, 1.5 g을 각각 첨
가하여 교반한 후 상온에서 24 시간 동안 안정화를 진행
하였다. 최적화를 위해 탈이온수 양, NaOH 수용액의 양
과 농도, pH, NaClO과 H2BO2의 첨가되는 양 등을 조절하
여 총 144가지의 도교 접착제를 합성해 최적의 조건을 확
인하였다(Figure 2).

2.3. 적용성 연구
2.3.1. 비교군

최적화 연구를 통하여 접착력이 가장 우수한 도교 접
착제(Figure 3A)에 대하여 바이오 접착제로서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비교군으
로는 현재 목공예용 접착제로서 사용되는 천연 접착제 3

Figure 3. Experimental object and comparison group. (A) Peach gum extract. (B) Glue. (C) Fish glue. (D) Rabbit glue.
(E) Synthetic adhesives 1(Hereinafter S.A.1). (F) Synthetic adhesives 2(Hereinafter S.A.2). (G) Synthetic adhesives
3(Hereinafter S.A.3). (H) Synthetic adhesives 4(Hereinafter S.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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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교, 어교, 토끼교)을 증류수와 혼합한 후 60∼70oC에

2.3.6. 유해성

서 중탕하여 액상으로 제조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조된 접착제의 유해성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현재

Volatile Organic Compounds),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천연접착제는 보존처리자에 따라 10 ∼ 40% 정도의 다양

중금속(Heavy metals) 중 납(Pb), 카드늄(Cd), 크롬(Cr)을

한 농도로 활용(Kim, 2021)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보존

측정하여 판단하였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헤드페이스

처리 시, 활용되는 10.0 wt%를 제작하여 접착력 측정을

GC-MSD로 분석하였으며 검출한계는 벤젠(0.00002%), 톨

진행하였다. 접착력 측정을 제외한 4종의 물성실험은 천

루엔(0.00002%), 에틸벤젠(0.00025%), 자일렌(0.0006%)이었

연접착제가 가진 자체 변화 성상을 파악하고자 50.0 wt%

다. 포름알데하이드는 40oC에서 1시간 동안 정제수로 추

로 제조하여 진행하였다(Figure 3B∼D). 합성접착제는

출한 액을 DNPH (2,4-dinitrophenylhydrazine)와 반응시킨

Poly vinyl acetate와 증류수가 혼합된 에멀전형 PVAc계 3

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종(Figure 3E∼G)과 Ethyl cyanoacrylate가 함유된 액상형

으며 정량 한계는 40 µg/g이었다. 중금속 Pb, Cd, Cr 분석

1종(Figure 3H)을 사용하였다.

은 도교 접착제를 산분해한 후 ICP-OES로 분석하였으며,
정량한계는 납 2.0 µg/g, 카드뮴 1.0 µg/g, 크롬 2.5 µg/g이

2.3.2. 자외선 열화

었다.

슬라이드글라스에 제조된 도교 접착제 0.7 g을 도포하
여 24 시간 자연 건조 후 자외선 조사시험기(Exposure to

2.3.7. 총호기성생균

Man-made Ultraviolet Light Test Chamber社, UV tester,

제조된 도교 접착제의 항균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호기

Korea)에서 96 시간 UV 조사하여 분광색측계(Minolta社,

성생균수 시험을 진행하였다. 세균 수 시험은 Modified

CM-2600d, Japan)를 사용해 측정하였으며 5 회 측정 후

letheen agar를 사용하고, 진균 수 시험은 항생물질 첨가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Potato dextrose agar를 사용해 진행하였다. 세균 수 시험은
직경 9 ∼ 10 cm 페트리 접시 내에 검액 1 mL를 사용하여

2.3.3. 접착 강도

45oC로 식힌 15 mL의 배지를 넣어 혼합 후 검체당 최소

접착 강도는 KS M 3720(접착제의 목재 인장 전단 접착

2개의 평판으로 30 ∼ 35oC에서 48 시간 배양하여 최대

강도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측정(Kim et al., 2019)하였으

균집락 수로 총 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진균 수 시험은 세

며, 시편은 목공용 시편(1.0 cm x 2.5 cm)에 2 g씩 도포한

균 배양 방법과 동일한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 온도 20 ∼

후 목공용 클램프로 접착부를 고정한 후 24 시간 동안 자

25oC에서 5일간 배양한 후 균집락 수로 총 진균 수를 측정

연 건조하여 만능재료시험기(Shimadzu社, AG-X Plus, Japan)

하였다.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3.4. 점도 및 pH

점도는 25oC에서 100 mL를 이용하여 회전식 점도계
(Fungilab社, V100002, Spain)에 SP: L2-3을 이용해 측정

3.1. 합성 조건의 최적화

(Kim, 2020)하였으며 5회 측정 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

도교를 기반으로 조성된 조건에 따라 총 144개의 접착

외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최종 접착제의 pH는 pH 측정기

제를 제조하여 물성 평가(접착성, 황변성, 점도, pH)를 진

(Testo社, Testo 206,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5

행하였다.

회 측정 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접착강도는 pH 8.0∼9.0 시료군에서 탈이온수 80 mL
를 사용하였을 경우, 60 mL, 100 mL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2.3.5. 가역성

0.9 ∼ 4.6 배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pH 10.0∼11.0 시료군

가역성은 슬라이드글라스에 도교 접착제 0.7 g 도포하

과 pH 8.0∼9.0 시료군이 pH 4∼5 시료군의 평균값과 비

여 24 시간 자연 건조 후 증류수 100 mL에 24 시간 침적하

교하였을 때, 각각 1.4 배, 1.2 배 높게 측정되어 최적 pH

였으며 육안 검사 및 촉지 상황, 중량 변화 등을 이용하여

는 8.0∼9.0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점도는 초기 투입

확인하였다.

탈이온수를 60 mL로 사용하였을 경우, 80 mL, 100 mL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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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접착 강도와 점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을

착제는 S.A. 1 △E*ab 8.54, S.A. 2 △E*ab 11.52, S.A. 3 △

때, 점도와 접착 강도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지 않음을 확

E*ab 5.65, S.A. 4 △E*ab 14.46로 확인되었다. 천연접착제

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도교 접착제 최적의

들이 합성접착제들보다 자외선에 의한 열화 현상이 적게

조성 조건은 탈이온수 80 mL, 15% NaOH 수용액 10 mL,

나타났으며 특히 도교 접착제가 가장 낮은 변화를 나타내

H2O2 1.65 g, pH 8∼9, NaClO 0.5 g, H2BO2 0.5 g의 조성에

어 자외선에 의한 안정적인 내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서 가장 우수한 접착 강도 및 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할 수 있었다.
Yellowing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b* 값의 변화량 측정

제조된 최종 생성물의 점도와 접착 강도 결과를 Figure 4

결과도 △E*ab 결과를 나타내어 도교 접착제가 b* 2.39로

에 나타내었다.

가장 낮아 Yellowing 현상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어교가
b* 25.13으로 열화 전과 후의 변화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

3.2. 물성 평가
자외선 조사에 의한 색상 변화량을 확인해 본 결과 도
교 접착제는 96시간 경과 후 △E*ab 2.75의 결과가 나타났
으며, 천연 접착제의 경우, 아교 △E*ab 4.89, 어교 △E*ab
*

17.58, 토끼교 △E ab 11.07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합성 접

으며, S.A. 4는 b* 13.78, S.A. 2가 b* 10.95 순으로 높은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실험 대상인 도교 접착제의 접착 강도는 125.39
kgf/cm2로 확인되었으며, 비교군인 천연 접착제는 아교
131.21 kgf/cm2, 어교 130.82 kgf/cm2, 토끼교 139.44 kgf/cm2,

Figure 4. Adhesive strength (kgf/cm2) and viscosity results (cP).

Table 1. UV deterioration experiment results
Target

Peach
gum
extract

Glue

Fish glue

Rabbit
glue

S.A. 1

S.A. 2

S.A. 3

S.A. 4

L*

Hour

0 H

87.64

83.96

77.65

72.49

85.48

87.51

88.84

77.86

*

7.20

0.09

2.01

0.94

2.89

2.83

2.96

2.50

*

-10.29

3.88

-6.53

8.82

-8.48

-8.60

-10.11

-8.26

L*

86.50

83.34

70.34

67.76

81.46

85.41

87.39

75.78

a*

1.98

0.62

2.99

2.93

0.98

-0.09

1.34

-1.37

*

-7.90

8.74

9.41

18.63

-1.19

2.35

-4.90

5.52

*

2.75

4.89

17.56

11.07

8.54

11.52

5.65

14.46

a

b

Color

96 H

b

△E ab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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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접착제는 S.A. 1 184 kgf/cm2, S.A. 2 168.49 kgf/cm2,

접착제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모두

S.A. 3 159.09 kgf/cm2, S.A. 4 189.58 kgf/cm2의 결과를 확

불검출로 확인되었으며, 중금속 측정 결과 Pb, Cd, Cr 모두

인할 수 있었다. 접착 강도 비교 결과 도교 접착제는 기존

불검출로 확인되었으나 합성 접착제 S.A. 2에서 3.61 µg/g

에 사용되어온 천연 접착제와 유사한 접착 강도를 확인하

의 크롬이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도교 접착제의 인체 무

였으며, 합성 접착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접착강

해성을 확보하고 바이오 접착제로서의 최적화 기반이 구

도가 나타났으나 목공예품 제작 및 복원 시 사용 가능할

축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범위 내에서의 접착 강도라고 판단된다.

합성된 도교 접착제의 총호기성생균수 측정 결과

점도 측정 결과, 도교 접착제는 6297.2 cP, 아교 3964.9 cP,

Modified letheen agar 배지 상에서의 48 시간 배양하고

어교 8339.7 cP, 토끼교 5350.2 cP, S.A. 1 56934 cP, S.A.

Potato dextrose agar 배지 상에서 5 일 이상 배양 후 0 cfu/g

2 56687 cP, S.A. 3 57107 cP, S.A. 4 5270.1 cP로 나타났다.

으로 확인되어 곰팡이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

합성 접착제의 경우 S.A. 1, S.A. 2, S.A. 3에서 비교적 높

타났다. 이는 제조 시에 첨가된 NaClO나 boric acid에 의해

은 점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S.A. 4는 천연 접착제와 유

항균성이 부여된 결과로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제조 후 상

사한 점도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 점도와 접착강도가

온에서 3 개월 이상 호기성 균류에 의한 곰팡이 배양 문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혼합 재료

제뿐만이 아니라 점도 변화, 접착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의 특성 및 접착제의 휘발성 등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않고 있어 별도의 처리 없이도 항균성과 보존성이 있는

pH 측정 결과, 도교 접착제가 pH 7.75, 아교 pH 5.95,

접착제로 판단할 수 있었다.

어교 pH 5.65, 토끼교 pH 5.35, S.A. 1 pH 5.04, S.A. 2 pH

4. 결 론

3.88, S.A. 3 pH 4.10, S.A. 4 pH 4.79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교 접착제가 pH 7.75로 중성으로 나타났으며
천연 접착제는 약산성을 나타내었으며, 합성접착제는
S.A. 1을 제외하고 산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접착제의
pH가 Yellowing 현상 및 자외선에 의한 열화 및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성 접
착제들의 목재에 대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되어 중성인 도교 접착제가 피착제들의 안정성과 내구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역성 테스트 결과 도교 접착제 및 천연 접착제에서
모두 100% 제거가 가능하여 가역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합성 접착제의 경우 S.A. 3에서 일부 물
에 의한 들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00% 제거되지
는 않았으며, 다른 3 종의 합성 접착제 모두 가역성이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유해 물성 실험 결과 도교 접착제와 천연 접착제, 합성

건조된 도교의 사용성과 작업성을 개선하고 기존 재료
와 유사한 접착 강도를 가지며, 항균성과 보존성, 인체 무
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조성으로 도교 접착제를 합
성하였다.
도교 접착제의 접착강도가 125.39 kgf/cm2로 기존에 사
용되어온 천연 접착제와 유사하게 확인되어 접착제로써
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인 중
성의 pH 값과 가역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외선 열화에
대한 내구성도 비교군 대비 약 1.7 ∼ 6.3 배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어 접착제 도포 후 발생되는 변색 및 탈색 현상
을 최소화하고, 물성 변화로 인한 재처리 주기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어 문화재 및 목공예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
이드,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바이오

Table 2. Result of physical properties measurement (adhesion strength, viscosity, pH, reversible)
Target

Peach
gum
extract

Glue

Fish glue

Rabbit
glue

S.A. 1

S.A. 2

S.A. 3

S.A. 4

Adhesion strength
(kgf/cm2)

125.39

131.21

130.82

139.44

184.00

168.49

159.09

189.58

Viscosity
(cP)

6297.2

3964.9

8339.7

5350.2

56934

56687

57107

5270.1

pH

7.75

5.95

5.65

5.35

5.04

3.88

4.10

4.79

Reversible

O

O

O

O

X

X

X

X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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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이는 천연 접착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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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문헌 조사에서 목판 인쇄된 것인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지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금속활자의 발명과 활용시기가 어떻게 판정되느냐에
따라 인쇄의 역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판정에는 다양한 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나 간기(刊記)를 비롯한 인쇄 배경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인쇄된 문서의
글자, 광곽, 먹의 종류, 먹의 제작시대, 한지의 제작시기 정보를 분석하여 고문서의 제작시기와
인출(印出)방법에 관한 판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자료화되어 있지 않아 연
구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한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완판본(完板本)
심청전 복각 목판을 이용하여 목판본의 인출 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목판본 인출 시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특징을 자료화하여 고문헌의 인출방법을 판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간기가 없는 목판 고소설의 경우 목판의 마모정도에 따라서 인출시기의 전후관계
추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어 고문헌, 완판본 심청전 복각 목판, 목판인쇄, 인출실험, 인출특성, 이미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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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investigating old, printed documents, determining whether a work is printed on a

woodblock or using a movable metal type is crucial. It is because the history of printing 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relies on determining the relevant printing invention used and the time of use
of the movable metal type. Deciphering details from woodblock and metal prints requires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imprint and the work’s printing background, such as information on the
characters in the printed document, the outline of the pages, the type of ink used,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ink, and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Korean paper. Analyzing such information can generally
reveal the production period and the methods used on the old document. However, as such information
is not documented systematically, relying on the researcher’s judgment based on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becomes inevitable.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of woodblock prints using a replicated woodblock of the Wanpanbon edition of the
Shimcheongjeon. Subsequently, the various phenomena and characteristics appearing on the woodblock
prints were documented for future reference to determine the printing method of old documents. Finally,
woodblock novels without an imprint may be used as a reference to estimate the printing dates by
determining the degree of wear on the woodblock.
Key Words Old documents, Replicated woodblock, Wanpanbon edition, Shimcheongjeon, Woodblock
printing, Printing experiment, Printing characteristics, Imag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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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 되므로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증도가의 인쇄에 사용된

고대부터 근대에 한지(韓紙)로 제작된 많은 양의 서화
와 문헌들이 낱장, 족자 또는 책자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
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쓴 수기 형태의 묵서도 많지만
고문헌의 상당수는 목판 또는 금속활자로 인쇄되어 있다.
고문헌 조사에 있어서 제작 연대, 제작 배경, 제작 방법,
제작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찾아내
는 일은 고문헌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연구 이외에도 고
문헌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과 동시에 문화재의 보존, 수리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의 경우, 현재 생산되는 공산품과 달리 그 존재
자체의 희소성과 가치성 때문에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실
험은 불가능에 가깝다. 관찰, 비접촉⋅비파괴적 조사 분
석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문화재의 제작 연대,
제작 방법,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기존의 비슷한 유형의
문화재에 관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방식으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도 발견되어 국가
기관까지 진위감정에 나섰으나 명쾌한 판정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KBS, 2016; 2017; DNEWS, 2020; Dabosung
Gallary, 2021). 이러한 문제는 목판인쇄와 금속활자 인쇄
의 특징에 관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
은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말기와 근대 개화기에 상업적
으로 유통되던 한글 고소설(古小說) 중에서 완판본 심청
전의 복각 목판을 사용하여 한지에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목판인쇄로 인출된 결과물의 특징을
비교하여 한지상의 목판인쇄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여 고문서의 인쇄방법을 판정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의
고문헌의 인쇄방법의 감정에서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던
내용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로 진행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문화재를 감정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하는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경험과 느낌으로 감정할 수밖
에 없는 어려움이 있고 감정 결과에도 많은 이견들이 제
시되어 문화재의 가치 판단이 보류 또는 번복되기도 하고
각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후기와 근대 개화기에 상업적으로 유통되던
한글 소설의 경우에는 필사본과 더불어 목판본으로 간행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된 것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목판의 극히 일부가 장식품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

용 소재로 재활용되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

경우 인출된 자료가 서적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서적

節) 또는 직지(直指))는 고려시대인 1372년에 초록한 것을

의 형태로 전해지는 것도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뒤인1377년에 세계 최초로 청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유실된 것, 파손된 것, 변색된 것,

주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 초인본

낙서가 있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및 사용 흔적이

(初印本)으로 금속활자본은 현재 하권만이 전해지고 있

남아 있어 목판의 상태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간본(古刊

가 많다.

本)으로는 1378년 백운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鷲巖

본 연구에서는 목판인쇄의 특징을 한지상의 인출 실험

寺)에서 간행한 목판본(보물 제1132호)이 있다(Park, 1988;

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판이 남아

Bulgyo News, 2015; Park, 2020; Kyunghyang Shinmun,

있다고 하더라도 100년 이상된 목판을 사용하여 인출하

2020). 서양에서는 1455년 8월 24일, 금속활자로 요하네스

는 것은 목판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고 보존환경에 영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가 금속활자

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근

로 인쇄한 뺷42줄 성경(구텐베르크 성경)뺸이 가장 오래된

래에 복각된 완판본 목판을 사용하여 인출특성을 조사하

금속 활자본이며 직지에 비해서 인쇄시기가 78년이나 늦

게 되었다.

다(Kyunghang Shinmun, 2020).
보물 제758-1호와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된 남명천화
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경우 두 권 모두 목
판본(木版本)이라는 의견과 한 권은 금속 활자본(金屬活
字本)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Park, 1988; Park, 2020). 금
속활자본이라는 의견이 사실이라면 직지보다 138년 앞서

2.1. 완판본 심청전
완판본은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전주를 중심
으로 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출판된 책으로 간행시기가 적
혀 있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판본 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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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1장본(상권 30장, 하권 41장)을 복각한 목판 중에서

있어 1906년에 판각(板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한 장(한 면)을 사용하였다.

로 한글 고소설의 경우 목판에 간기를 새겨 넣은 경우도

심쳥젼 권지상이라
송나라 말년의 황주 도화동의  사람이 잇스되 성은 심이요
명은 학규라…

로 시작되는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

있다. 완판본 심청전의 경우 마지막 장에 Figure 2의 간기
를 인쇄한 종이가 붙어 있다. 간기에는 메이지 44년(1911
년) 8월 22일 (明治四十四年八月二十二日)에 전주에 있는
서계서포(西溪書舖)에서 발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간기를 추가하게 된 것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

2021)이 제공하는 완판본 심청전 상권과 하권의 간기(刊

하여 8월 29일에 발효한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또

記)가 있는 부분의 이미지를 Figure 1에 예시하였다. 목판

는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 이전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

본 하권의 간기에는 대한 광무 십 년 병오 맹춘 완서계

府)가 1909년2월에 법률 제6호로 시행한 출판법(Song and

신간(大韓光武十年丙午孟春完西溪新刊)으로 기록되어

Jung, 2015;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에 의하여 인

Figure 1. (a) First and (b) last two pages of the Wanpanbon edition (完板本) of Shimchungjeon (沈淸
傳) printed using woodblocks carved in 1906 (光武 十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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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완판본은 그 판본의 종류⋅규
모에서 최고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전라도⋅제주도를 관
할하던 전라감영에서 출판물을 많이 만들었고, 책 제작을
위한 한지가 전주의 특산품으로 대량생산되는 등의 배경
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대표적 역할을 담당한 완
판본, 특히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의 목판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목판을 제작하는 기술인 판각 기능의 전수도 이어지
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안준영 관장과 그가 운
영하는 대장경문화학교의 문하생 9명이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했다.
2007년 시작한 작업에는 10년간의 노력이 들어갔다. 이
들은 50∼60년생 산벚나무를 가로 52 cm, 세로 27 cm, 두께
5 cm가량 자른 뒤 그 위에 칼로 한 글자씩 새겼다. 이렇게
36판을 제작해 심청전 상⋅하권 합쳐 71장의 책을 만들었
다. 모본은 1906년 전주 서계서포(책방)에서 간행한 완서
계신판(完西溪新板)이다. 목판 복원사업이 국가나 기관 주
도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이처럼 민간이 자생적으로 복원⋅
복각을 시작해 책을 간행까지 마친 사례는 드물다.
안관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기능의 계승이 필요하다. 전통 판각 강좌

Figure 2. Imprint image on the last page of Shimchunjeon
stating publication date of August 22 of 1911 (明治四十
四年八月二十二日) during Japanese occupation.

를 시작으로 기능을 계승하며 심청전 상⋅하권 전체를 목
판으로 복각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고
전소설 완판본은 전주의 문화적 자산이다. 해마다 한글날
주간을 기점으로 전시⋅체험⋅문화행사를 통해 홍보할

가를 받아 출판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게 되어 있었기 때
문에 유통 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의 판각은
1906년에 완성되었으나 소설은 5년 후인 1911년에 출판
되어 유통된 것이 전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인출특성
의 차이를 활용하여 전래된 고문헌이 어떤 방식으로 인출
되었는지를 판별하기도 한다.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특
성은 주로 인쇄된 글자, 광곽(匡郭), 먹의 종류, 사용된 한
지의 제작시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실험결과를 통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

2.2. 완판본 심청전 목판의 복각

기 때문에 경험에 의하여 싸여진 감각적인 판단과 더불어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또는 분석정보를 활용하

2017년 9월 26일자 한겨레신문(Hankyoreh, 2017)의 “전

여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확실한 근거를 가

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완판본문화관의 결실”이라는 제목

진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판단

의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목판인쇄, 목
판의 판각기술, 재질, 복각의 의미,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의 인출특성의 차이와 그 차이를 이용한 판단 결과가 설
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완판본문화관이 ‘완판본
심청전’의 목판을 100여 년 만에 복각했다.
완판본문화관은 571돌 한글날을 앞두고 목판 복각 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Figure 3에 완판본 심청전의 복각과 작업의 사진과 심
청전 하권의 마지막 면을 인출한 이미지를 예시하였다.
Figure 1(b)와 Figure 3(b)를 비교하면 글자체가 어느 정도
로 정확하게 재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복각본에
서는 원본의 대한 광무 십 년 병오(大韓光武十年丙午)가
생략되어 있고 복각 년도인 정유년(丁酉年, 2017년)이라

판기념 특별전시 ‘100년 만에 핀 꽃, 완판본 심청전’을 28

는 글자와 함께 복각에 참여한 분들과 복각장소에 관한

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28일 오후 2시 출판기념

정보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장(목판 한 면)은

식이 열린다.
완판본은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완산)에서
발간한 옛 책과 그 판본을 말한다. 조선시대 목판인쇄는
서울의 경판, 경기도 안성의 안성판, 대구 달성판, 전주 완

책의 두 쪽을 담고 있으며 약 520자 정도가 새겨져 있다.
목판의 한 면은 판심제(版心題)의 좌우로 한 쪽당 세로로
13줄씩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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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Woodblock duplication work by Director Mr. Jun Young Ahn of Wanpanbon Culture Center
and (b) last two pages of the Wanpanbon edition (完板本) of Shimchungjeon (沈淸傳).
2.3. 완판본 심청전 복각 목판본을 사용한 인출
본 연구에서 목판본을 사용한 인출특성에 관한 실험에
사용한 완판본 심청전 제12면의 이미지(National Library
of Korea, 2021)와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복각한 목판으로
완판본문화관에서 샘플 인출용으로 사용되는 목판의 사
진을 Figure 4에 표시하였다.
한지에 인출할 때의 작업을 순서대로 사진으로 정리하

도록 하였다. 인출이 끝나면 한지를 한 쪽부터 목판에서
분리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먹물이 마르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필요한 장수만큼 반복하였다.
인출작업의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하였다. 목판의 상태, 먹의 종류, 먹물의 농도, 한지의 재질,
한지의 두께, 습도, 인출자의 숙련도, 인출 시의 힘의 배분,
밀대의 움직임, 농담 조정의 개인적 성향 등의 다양한 요소
가 인출된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대에도

면 Figure 5와 같다. 우선 목판의 표면에 먹물이 잘 묻도록

이러한 조건들을 정량화하여 정밀하게 조정하는 일은 쉽

표면이 물기를 머금도록 한 후 솔로 목판 표면의 오염과

지 않다. 인출자의 숙련도에 의지하여 인출된 고문서의 경

이물질을 제거하고 먹을 묻힌 솔로 목판 표면에 고르게

우 제한된 수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쇄물의 특징을 일반

먹물을 묻혔다. 한지를 목판 위에 한 쪽 방향부터 살며시

화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놓고 밀대로 한지의 위면에서 좌우로 밀어가면서 한지의

본 연구에서는 인출 작업을 2명의 작업자에게 의뢰하

뒷면에 나타나는 먹물의 농담을 보아가며 적당한 농담이

여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각 5장씩 인출하게 하

될 때까지 밀대를 반복적으로 좌우로 몸에 가까운 쪽부터

여 그 결과물을 앞면과 뒷면에서 사진 촬영하여 글자의

먼 쪽까지 밀어 한지에 목판에 판각된 문자가 잘 인출되

선명도, 글자 모양의 정확도, 광곽을 포함한 글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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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Printed image of 12th woodblock of Simchungjeon and (b) duplicated woodblock at the Wanbanbon
Culture Center in 2009.

Figure 5. Woodblock printing procedures: (a) ink preparation, (b) application of ink on a woodblock, (c) place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and apply pressure on the paper, and (d) remove printed paper from wood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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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현성, 동일한 작업자의 인출특성의 재현성, 작업자

3. 인출실험 결과와 고찰

간의 인출특성의 차이점, 인출된 이미지의 크기의 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판단자료로의 활용 가능성
을 모색하였다. 두 명의 작업자가 10장을 인출하는 데 걸
린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다.

Figure 6과 Figure 7에 작업자 두 사람(Operator A와 B)
이 인출한 각 5장의 목판 인쇄물 앞면과 뒷면의 사진 이
미지를 정리하였다. Operator A는 각 장마다 먹의 농도가

Figure 6. Front side and backside images of five printed papers by operat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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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인출되는 특징과 밀대로 한지를 밀 때 힘이 많이

하기 쉽지 않아 목판의 좌우 세 줄의 이미지만 따로 모아

들어가는 부위가 광곽 부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비교하기 쉽게 정리하여 Figure 8과 Figure 9에 표시하였

다. Operator B의 경우 각 장마다 먹의 농도의 변화는 작은

다. 인출자에 따라서 최종 인쇄 결과의 글자의 선명도, 농

편이나 각 장내의 먹의 농도의 변화의 폭이 큰 것을 알

담, 농담의 균일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수 있다.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 인출특성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있었다.

Figure 7. Front side and backside images of five printed papers by operat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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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ront and backside of the right end of ten printing materials of two operators A and B.

Figure 9. Front and backside of the left end of ten printing materials of two operators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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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에 글자별로 인출특성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씩 모아서 표시하고 한지를 붙이는

대중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상당한 판단 오류를 일으킬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정에서 목판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먹이 묻은 상

완판본 심청전의 복각을 시작한 것이 2007년이고 하권

태에서 한지가 다시 목판에 밀착되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의 마지막 면의 복각을 완성한 것이 10년 후인 2017년이

일부 글자의 겹침 현상이 발생한 예를 들었다. 글자에 따

다. 같은 목판본이라고 하더라도 판각 시기에는 많은 차

라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의 뭉

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판의 변형과

침 현상으로 글자의 윤곽이 불분명해지거나 자음과 모음

인출 매수에 따라서 목판의 마모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또는 글자와 글자가 붙어서 인출된 것과 먹의 찌꺼기가

목판을 사용하더라도 인출시기에 따라 인출 결과는 달라

글자의 모양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질 수 있다. 목판에서는 나무의 갈라짐 때문에 목리문(木

인출된 10장의 이미지를 겹쳐서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

理紋)이 발생하기도 하고 목판의 일부가 탈락하여 인출결

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육안으로도 인출된 이미지

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목판

간에 약간의 부정합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

인쇄본이라고 하더라도 인출시기의 선후관계 및 목판상

출된 이미지 간의 부정합을 가시화하고 부정합의 정도를

태의 시간변화의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금속활자의 경우

정량화하기

분석 소프트웨어(미국

에도 활자의 흔들림, 마모, 활자의 크기, 같은 활자의 사용

WaferMasters, Inc.의 PicMan (Kim et al., 2019; Yoo, 2020;

위하여 이미지

빈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출에 사용한 먹물이 목

Yoo and Yoo, 2021; Yoo et al., 2021)을 사용하여 대표적인

재와 금속표면에서 묻는 양과 상태가 달라 인출결과에도

이미지 2장을 오른쪽 위의 광곽의 교점에 맞추어 이미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를 겹쳐서 표시한 결과를 Figure 11에 표시하였다. 그림에

보물 제758-1호(삼성본, 三省本)와 보물 제758-2호(공

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아래의 광곽에서 약 3.0 mm 정도

인본, 空印本) 남명천화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의 밀림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지 내에서

의 목판본 여부의 논쟁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연

글자도 오른쪽 위의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글자의

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Park, 1988; Park, 2020). 두 가지

밀림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왼쪽 아래

인쇄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과 목판인쇄와 금속

부분의 글자의 경우 세로방향의 모음의 위치가 약 2.4

활자 인쇄본의 특징을 대조 비교하여 각자의 경험에 의거

mm 밀려나서 인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상에서 광

하여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특징

곽의 폭이 337.5 mm이고 광곽의 밀림이 3.0 mm, 모음의

에 관해서는 서지학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

위치가 2.4 m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백분율로 환산하

어져 잘 정리되어 있으나 정성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면 각각 0.88%와 0.71%의 밀림에 상당한다. 이것은 목판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Shon, 1971; Cheon, 1993a; 1993b;

에서 문자를 한지에 인출할 때 밀대로 한지를 문지르면서

Ok, 2004; 2012). 목판인쇄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지르는 힘과 한지가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고 건조하

금속활자의 특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

면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

도 있다. 이것은 정성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한 쉽

다. 작업자에 의한 힘의 안배와 인출 시의 작업 조건의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고려의 금속활자

조정과 작업 패턴에 따라서 개인차가 충분히 발생할 수

라고 주장하는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리는 금속활자는

있는 부분이다. 한지의 종류, 재질, 두께, 습도, 목판에 칠

목판본임에 이견이 없는 보물 제758-1호(삼성본, 三省本)

해진 먹물의 질과 양에 따라서도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와 글자체가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증도가 금속활자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BS,

목판의 마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짧은 시간(10분간

2016; 2017; Kyunghyang Shinmun, 2020). 그러나 금속활자

10장의 인출)의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화가 관찰

본이라고 주장하는 보물 제758-2호(공인본, 空印本)는 인

되었다. 이러한 자연스런 인출 시의 편차를 고려할 때 경

쇄상태가 좋지 않아 증도가자와 모양에서 크게 차이가 있

험이나 느낌만으로 고문서의 인출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어 정작 증도가를 인쇄한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활자가 현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존하고 있음에도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

Figure 10과 Figure 11의 예를 보면 글자를 한 자씩 비교하

이다(DNEWS, 2020; Dabosung Gallary, 2021). 이것은 목판

면서 글자 간의 겹침의 정도를 기준으로 일치도를 계산한

본과 금속활자본의 특징이 서지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단

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

편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

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곽의 크기나 모양의 일치도를 눈

보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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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everal examples of variations in printing clarity and accuracy between prints using an identical printing
woodblock.

Figure 11. Superimposed images of operator A’s 1st and 5th printing materials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for demonstrating dimensional variations between prints. Top left corner of the images was used as alignment refere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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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정에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판본의 인출실험과 같은 실험적

각 목판뿐 아니라 현대 금속 활자를 활용한 인출실험을

검증을 통해서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하여 금속활자를 사용한 인쇄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

특징을 정리함과 동시에 인출 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고문헌의 조사와 판정에 유용하게

그 영향을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얻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는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면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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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전통 옻칠 기법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코팅하고, 물성을 평가하여 옻칠의
금속코팅 적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SS275 금속 시편(60*60 mm)과 원주 생칠을
이용하였다. 또한 칠 횟수(1, 2, 3)와 가열온도(120℃, 150℃)를 변이조건으로 설정하여 총 6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분석은 색도측정,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 측정, 내약품성 시험, Cross-cut 시험
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부식성이 개선되고 금속표면에 대한 옻칠의 밀착력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접촉각 및 표면에너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색도 역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금속 표면에 옻칠이 진행되면 방수성 및 방식성이 좋아짐을 확인하였으
며, 적정한 옻칠 횟수와 가열온도를 확인하였다. 차후 경도와 마모율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 연구
와 일정한 두께로 옻을 칠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금속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심어 옻칠, 생칠, 부식성, 밀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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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traditional lacquer techniques to coat the metal surface and evaluates its

physical properties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lacquer coating. For this purpose, a total of six
specimens were produced by setting the variation conditions for the number of times (1, 2, 3) and
the heating temperature (120℃, 150℃) using SS275 metal(60*60 mm) and ‘Wonju lacquer’. For
analysis, chromaticity measurements, contact angle/surface energy measurements, Chemical Resistance,
and cross-cut tests were us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rrosivity was improved and the adhesion
of lacquer to the metal surface was excellen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contact angle/surface
energy.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o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lacquer on metal surfaces improves waterproofing and has a anticorrosion effect. We could also check
the proper number of lacquer and heating temperature. Additional physical characteristics such as
hardness and wear rate should be studied.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how lacquer can be painted
with a certain thickness.
Key Words Lacquer techniques, Crude lacquer, Corrosivity, Adhesion, Waterproofness

1. 서 론

확인할 수 있다. ｢완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옻칠을 쓰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뺷가례고증(家禮考證)뺸의 기록이 있

옻은 옻나무에서 얻는 천연도료이며, 주로 회백색을
띠는 액체이다. 옻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4,000여년 정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다(Park, 2005).
옻칠은 내구성(耐久性), 방수성(防水城), 방부성(防腐
性), 절연성(絶緣性)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과 알칼리에
부식되지 않는다(Moon, 2015). 옻칠의 특성은 문헌에서도

을 만큼, 옻칠의 강한 내구성과 반영구성이 실생활에 예
로부터 입증되었다. 옻 사용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중국의 가장 오래된 칠공서(漆工書)인 뺷휴식록(髹飾錄)뺸
서문에 ｢문자시대에 대나무에 옻을 사용하여 글을 썼으
며, 순(舜)시대에는 식기에 옻을 칠했고, 우(禹)시대에 와
서는 제기(祭器)에 흑칠(黑漆)과 주칠(朱漆)이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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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hin, 2008).

혹은 카슈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대적인 방식법이나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칠기로는 기원전 3세

수입산 옻을 사용하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의미가 퇴색

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충남 아산 신창면 남성리 석관묘

되기 때문에 전통 방식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

유적에서 청동기와 함께 출토된 칠편이 있다(Shin, 2008;

적인 방식법은 금속에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여 화학반응

Kim et al., 2010). 옻칠을 사용한 금속유물은 삼국시대부

을 일으켜 적용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옻칠은 옻나무에서

터 발견되기 시작하며, 통일신라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

나오는 진액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

타난다(Gimhae National Museum, 2019). 이렇듯 금속에 옻

나지 않는다.

칠하는 방법을 금태칠기(金服漆器)라 하며, 부식방지, 내

전통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전통 방

구성 등을 위해 무기류 등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일신

식법인 옻칠은 연구 혹은 적용을 위한 생산이 해외에 비

라 후기에 옻칠과 금, 은 등의 재료 사용이 통제되면서

해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전통 방식법인 옻칠 연구를 통

금태칠기는 쇠퇴하였다(Kim, 2012).

해 옻칠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환기시키고, 지속적인

옻칠이 적용된 대표적인 금속유물은 무기류이다. 특히

옻칠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옻칠 연구를 통해 한국 옻의

갑주류에서 옻칠의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현재 연구된

저변을 넓히고, 적용 사례를 늘려 전통적인 옻의 채집

옻칠 금속유물은 ‘김해 대성동 93호분 출토 철제갑주’나

방법이나, 가공방법 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합천 옥전 고분군 출토 갑주’ 등이 있다. 이러한 갑주류

단된다.

에 옻칠을 사용한 이유는 표면장식용과 더불어 철제갑주

따라서 고대 철제유물의 방식법 중 하나인 옻을 이용

의 부식방지를 위해 전체적으로 도포한 것임을 알 수 있

해 현대 금속에 응용하였을 때의 효과 및 적용 방법을 연

다(Seo, 2017). 또는 ‘보물 제1151호 청동 옻칠 발걸이’,

구하고, 추후 전통 방식법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꽃 동물무늬 붙인 옻칠 거울’, ‘칠 조각’ 등 장식을 위해

자 한다. 또한 지속적인 옻칠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의

또한 옻칠이 사용된 금속유물이 있다. 이처럼 옻칠은 철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제 혹은 청동제의 방식 등 기능성 혹은 장식을 위해서 사

2. 연구대상 및 방법

용되었다.
최근 전통 제철법을 통한 철제 주방용품, 금속제 식기,
문화재 수리용 철제품, 문화상품 등이 개발되어 생산되
나, 순철을 이용하여 부식에 굉장히 취약하다. 순철 제품
의 방식을 위해 현대적인 방식법을 사용하거나 일본산 옻

2.1. 연구대상
옻칠시료를 제작하기 위해 기본 금속으로 Table 1의

Table 1. SS275 (Raw metal) and lacquered coating samples by manufacturing method
Raw metal

Cycle

1

2

3

1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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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ndard chemical composi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measured by P-XRF of SS275
Standard
specification
P-XRF

(Unit: %)

C

Mn

P

S

-

-

≦ 0.050

≦ 0.050

Mo

Zn

Cu

Ni

Fe

Mn

Cr

0.03

0.02

0.20

0.03

99.40

0.25

0.07

SS275 금속 시편(R, 60*60 mm)을 이용하였다. 표준규격

산출한 후 sample R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색차는 2015

과 P-XRF(XL2-100G,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

년에 규정된 색차표시방법(KS A 0063) 규격에 의거하여

용하여 sample R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순철이었

CIE L*a*b* 표색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으며, 일부 원소(Mn, P)가 확인되었다(Table 1, 2).
과거에는 한반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옻을 생산하였으
나 현재는 원주와 함양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원

2.2.2. 접촉각 측정(ASTM D 5946) 및 표면에너지(ASTM D
7490) 산출

주에서 생산되는 생칠량은 국내 생산량 중 50% 정도를

접촉각 분석을 위해 접촉각측정기(Phoenix 300 Touch,

차지하고 있다(Ja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순물

S.E.O, Korea; syringe(3 mL), needle(27 G))와 시험용액(초

을 걸러내지 않은 원주산 옻(생칠)을 이용하였다.

순수(H2O), Diiodomethane(CH2I2, 분산용액))을 사용하였

옻칠은 2001년에 시행된 방법을 참조하였다. 당시 실

다. 접촉각 측정은 연구대상의 표면에 0.003∼0.004 mL의

험은 백동(白銅)에 옻을 칠하는 것이며, 열풍건조기를 사

증류수 방울을 떨어뜨려 움직이지 않도록 정지시킨 상태

용하였다. 실험결과, 가열온도는 150℃, 가열시간은 3시

에서 이때 증류수 방울과 옻칠시편의 표면이 접하는 점에

간에서 가장 우수한 밀착력을 보였다(Chung, 2001). 따라

서 액면에 직선을 긋고 고체면에 대한 각도를 측정하는

서 해당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조건을 설정하였고, 실험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총 5회 실시하였으며, 5회에

온도와 횟수를 변이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변이조건 중 온

걸쳐 측정된 값에 대한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도의 경우 150℃와 120℃로 나누었다. 150℃ 이상으로 가

표면에너지 산출은 접촉각측정기와 시험용액 2종

열하면 옻칠이 탔으며, 120℃ 이하로 가열하면 옻칠의 경

(Distilled water, Diiodomethane)을 이용하였다. 표면에너

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옻칠 횟수는 1회, 2회, 3회

지는 고분자 재료의 특성상 점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어

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3회 이상 칠을 할 경우 내부의 금

직접적으로 측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표면에너지를 구하

속 표면이 보이지 않았다. 가열시간은 3시간으로 통일시

기 위해 극성항과 분산항을 알고 있는 2개의 용액을 사용

켜 진행하였다.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먼저 옻(生漆)의 불순물을 제거

하는 Owens-wendt-geometiric mean을 이용한 Owens-wendt
Method를 사용하였다.

하였다. 옻과 테라핀유(9:3)를 혼합한 후 칠지를 이용해

초순수를 이용한 접촉각 측정 결과가 60°보다 이상일

옻의 불순물을 제거한 생칠을 완성하였다. 불순물을 제거

때 적절한 젖음현상을 보이면서, 표면을 고루 덮을 수 있

한 생칠을 표면이 연마된 SS275 시편에 칠하여 120 ℃에

는 박막이 형성되었음을 판단한다. 또한 접촉각(θ)이 90°

서 3시간 가열⋅경화하였으며, 이를 1회(cycle)로 하였다.

보다 크면 액체는 젖음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는 친수성

해당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총 1회, 2회, 3회씩 각각 칠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촉각은 고체의 표면이 고르

해진 옻칠시편을 제작하였다. 150℃ 시편 역시 같은 방법

지 못하거나 기공이 있는 경우에는 평평한 면에서보다 접

으로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이

촉각이 작게 나온다. 표면에너지가 큰 물질에 오염물질

총 6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Table 1).

혹은 어떤 물질이 접착하게 되면 강한 접착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부착되면 부착된 정도를 판단할 수

2.2. 연구방법
2.2.1. 색도측정

있다(Cho and Cho, 2008; Cho, 2009).
2.2.3. 내약품성 시험(KS M ISO 175)

가열온도와 옻칠의 횟수에 따른 색도 차이 및 색상의

옻칠시편의 부식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약품성 시험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색차계(CM-2600d, Minolta, Japan)를

일종인 침지시험을 진행하였다. 내약품성 시험은 시료가

이용하였다. 각 연구대상은 2회 연속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 알칼리, 유기용제 등의 화학약품에 견디는 성질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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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하는 시험이다. 본 시험을 통해 옻칠시편의 부식성, 균
열, 변색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침지 전과 후
를 비교하여 질량, 외관, 치수 등의 기계적 성질 변화를

3.1. 색도분석

분석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시험을 위해 물과 20%의 NaCl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색도분석(SCE 값)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또한

먼저 48시간 동안 24±2℃의 물에 각 연구대상을 침지시켜

sample R의 색도를 기준으로 한 변화량을 Figure 1(a)에

변화를 관찰하였다. 물에서의 침지시험을 완료한 후 시험

도식화하였으며, a*, b*값의 평균 변화량을 Figure 1(b)에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20% NaCl 수용액에서도 시험을 진

도식화하였다(Figure 1, Table 3).
Figure 1, Table 3을 보면 sample R에 비해 L*값은 전반

행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적으로 상승하여 밝아졌으나, sample f는 38.94로 –2.04만
2.2.4. Cross-cut 시험(ASTM D 3359/KS M ISO 2409)

큼 어두워졌다. 명도는 sample a가 60.50으로 가장 밝았으

옻칠시편의 밀착력을 확인하기 위해 Cross-cut 시험을

며, sample f가 38.94로 가장 어두웠다. a*, b*값을 확인한

진행하였다. 옻칠시편의 표면에 Cross hatch cutter를 이용

결과 sample R에 비해 모든 값이 상승하였다. Sample a,

2

하여 1 mm의 선을 교차하여 1 mm 의 100개의 격자를 만

b, d는 Raw metal에 비해 b*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sample

든 후 격자 위에 테이프를 붙여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벗

c, e, f는 Raw metal에 비해 a*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

겨내었다. 이때 테이프와 함께 부착되어 떨어진 필름 조

합적인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L*값은 sample f가 –2.04로

각을 세어 밀착성 정도를 수치(0 B∼5 B)로 나타내었다.

가장 적은 변화량을 보이며, sample e는 3.36으로 두 번째
로 적은 변화량을 보였다. 이후 차례대로 sample c, b, d,
a 순으로 밝아졌다. 또한 a*, b*값의 평균 변화량은 Sample
d, a, f, b, e, c 순으로 차이가 작았다(Figure 1, Table 3).

Figure 1. Amount of change in chromaticity relative to SS275 (Raw metal). (a) SCE graphs. (b) Average variance of
a*, b* graphs.
Table 3. Chromaticity value (SCE) and average chromaticity change by sample
L*
Raw metal

Variance

a*

40.98

Variance

b*

0.68

Variance
1.72

AVG.

Sample a

60.50

19.52

2.95

2.27

20.53

18.81

10.54

Sample b

49.94

8.96

5.69

5.01

27.07

25.35

15.18

Sample c

48.12

7.14

10.23

9.55

30.29

28.57

19.06

Sample d

59.95

18.97

1.16

0.48

14.66

12.94

6.71

Sample e

44.34

3.36

12.08

11.4

24.84

23.12

17.26

Sample f

38.94

-2.04

13.45

12.77

18.34

16.62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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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옻칠시편은 sample f를 제외하고 Raw metal

접촉각이 90° 이상인 것은 없으나, sample b, c, d, f는 모두

의 명도보다 높아졌고, 채도는 상승하여 황색 및 적색이

80°가 넘었으며, sample a, e 역시 70° 이상으로 친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육안관찰을 통해 sample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able 5의 Diiodomethane

e와 f를 제외한 시편은 내부의 표면 관찰이 가능하였다.

(분산용액)의 접촉각과 초순수의 접촉각을 비교했을 때

3.2. 접촉각 분석

확인하였다(Table 4, 5).

초순수의 접촉각이 크므로, 해당 시편은 극성의 박막임을
Table 6은 표면에너지, 분산항, 극성항에 대한 결과이

Sample R과 옻칠시편의 초순수(극성용액)에 대한 접촉

다. Sample R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시편의 표면에너지

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모든 시편의

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ample e(51.73 mN/m)가 가

Table 4. Results of contact angle(Distilled water, H2O) measurement by sample (Unit: °)
1

2

3

4

5

SD

CV(%)

AVG.

Raw metal

86.6

88.2

89.1

86.7

88.1

1.04

1.19

87.7

Sample a

79.5

77.3

78.7

79.1

80.4

1.14

1.45

79.0

Sample b

83.8

87.4

86.5

85.9

85.0

1.38

1.61

85.7

Sample c

84.7

82.6

81.2

83.8

81.6

1.45

1.75

82.8

Sample d

84.3

85.8

84.1

86.2

86.1

1.04

1.22

85.3

Sample e

70.7

69.8

71.0

72.7

71.5

1.06

1.49

71.1

Sample f

82.9

82.6

85.2

81.6

81.6

1.48

1.79

82.8

SD(Standard deviation), CV(Coefficient of variation=(SD/average*100)
Table 5. Results of contact angle(Diiodomethane, CH2I2) measurement by sample (Unit: °)
1

2

3

4

5

SD

CV(%)

AVG.

Raw metal

47.7

45.2

50.0

48.6

47.8

1.74

3.64

47.9

Sample a

22.8

20.5

20.4

22.0

22.3

1.08

4.99

21.6

Sample b

33.6

32.7

31.9

31.6

31.4

0.91

2.82

32.3

Sample c

21.7

22.0

21.5

26.2

25.2

2.22

9.52

23.3

Sample d

43.2

40.7

37.4

37.5

39.6

2.42

6.11

39.7

Sample e

12.5

13.5

12.0

14.6

13.0

0.99

7.58

13.1

Sample f

32.5

33.2

33.2

35.9

31.3

1.69

5.09

33.2

SD(Standard deviation), CV(Coefficient of variation=(SD/average*100)
Table 6. Results of surface energy measured by sample

(Unit: mN/m)

Surface energy

Dispersive component

Polar component

Raw metal

36.07

34.00

2.07

Sample a

47.98

45.40

2.58

Sample b

43.34

41.92

1.42

Sample c

46.86

45.21

1.65

Sample d

40.25

38.23

2.02

Sample e

51.73

46.82

4.91

Sample f

43.40

41.18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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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컸으며, sample d(40.25 mN/m로)가 가장 작았다. 이 외

혹은 스크래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결

의 시편은 43∼48 mN/m 사이에서 확인되었다(Table 6).

과를 통해 옻칠은 발수성이 증가하고 오염물질 흡착정도

모든 시편의 접촉각은 60° 이상으로 박막이 표면에 고

는 적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젖음성 역시 접촉
각이 90°에 근접하고 있어 나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3. 내약품성 시험(침시시험)

면에너지 결과를 통해 sample d, b, f, c, a, e 순으로 오염물
질의 흡착정도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을 통해 옻칠의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옻칠 횟수/
가열온도별로 결과의 경향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시편에 사용한 옻칠이나, 옻칠방법 등에서
실험실 규모에서 제작되어 일부분에서 동일한 두께의 층

물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침지시험을 진행한 결과는
Figure 2, Table 7과 같다. 육안관찰 결과 전반적으로 변화
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sample f는 녹이 발생하였다. 질량,
두께, 가로, 세로의 수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질량은
sample b가 0.01%의 증가율을 보였다. 두께는 sample c가

Figure 2. Results after 48 hours of sinking in water. (a) No change. (b) No change. (c) No change. (d) No change. (e)
No change. (f) Rust has occurred(red square: corrosion surface).
Table 7. Results of sample size and mass changes by test solution

Sample a
Sample b
Sample c
Sample d
Sample e
Sample f

Water
20% NaCl
Water
20% NaCl
Water
20% NaCl
Water
20% NaCl
Water
20% NaCl
Water
20% NaCl

Mass
0.01
0.01
0.01
-

Thickness
-0.53
-

(Unit: %)
Change of value
Width
-0.02
0.05
0.02
0.02
0.02
0.03
0.02
-0.03
0.03

Length
-0.02
0.02
0.03
0.05
-0.02
0.02
0.02
0.02

AVG.
0.015
0.013
0.072
0.008
0.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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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의 감소율을 보였다. 가로는 sample a는 0.02%,

20% NaCl 수용액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침지시험을

sample f는 0.03%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sample b, c, d, e가

진행한 결과는 Figure 3, Table 7과 같다. 육안관찰 결과

0.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로는 sample a가 0.02%의 감

sample b, c, e는 변화가 없었으나, sample a, d, f는 녹이

소율을 보였으며, sample b는 0.03%, sample e는 0.02 %의

발생하였다. 특히 sample f는 표면의 색이 밝아짐을 확인

증가율을 보였다. 일부 시편에서 수치의 변화가 확인되었

하였다. 질량, 두께, 가로, 세로의 수치 변화를 확인한 결

으나 변화량이 1 % 미만이었다(Figure 2, Table 7).

과, 질량은 sample a와 c가 0.01 %의 증가율을 보였다. 두

Figure 3. Results after 48 hours of sinking in 20% NaCl. (a) Rust has occurred (red square: corrosion surface). (b) No
change. (c) No change. (d) Rust has occurred (red square: corrosion surface). (e) No change. (f) Rust (red square: corrosion
surface) & surface coating is peeled and brightened.

Figure 4. Graph of sample size and mass changes by tes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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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는 모든 sample의 변화가 없었다. 가로는 sample a는

하였으며, 사진은 Figure 5에 정리하였다. 분석을 통해

0.05%, sample d와 f는 0.03 %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로는

sample a, b, d, e가 5 B로 밀착력이 가장 우수하였다.

sample a와 d, f는 0.02%, sample b는 0.05%의 증가율을 보

Sample c 역시 평균 4.3 B 정도로 밀착력이 우수하였다.

였으며, sample c는 0.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일부 시편

이는 절단선의 교차점에서 아주 작은 일부 조각이 박리된

에서 수치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1% 미만이었다(Figure

정도이다. Sample f는 평균 2.6 B로 도막이 커다란 리본

3, Table 7).

형태로 절단면을 따라 작은 조각으로, 혹은 사각형의 일
부/전체가 박리된 정도로 밀착력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였

물과 20% NaCl 수용액의 변화량을 절댓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Figure 4, Table 7에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 특히 sample f의 Run 1의 결과는 해당 부위의 옻칠이

sample e(0.005 %)의 변화량이 가장 낮았으며, sample

다른 부분에 비해 밀착력이 상당히 떨어져 들떠있는 상태

d(0.008 %), f(0.010 %), b(0.013 %), a(0.015 %), c(0.072 %)

에서 시험이 진행되어 시험 결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순으로 낮았다. Sample c는 두께가 다른 sample에 비해 많

(Figure 5, Table 8).

이 얇아져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실험 과정에서 옻

이를 통해 sample f를 제외하고 밀착력이 모두 우수하

칠 박막이 일부 벗겨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른 sample

였으며, 표면에 칠해진 옻칠이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확

역시 약간의 변화량을 보였는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

인하였다.

었다(Figure 4, Table 7).

4. 고찰 및 결론

부식 및 질량, 두께, 가로, 세로의 변화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sample a, d, f는 가학적인 실험조건에서 옻칠
이 일부 벗겨지면서 부식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치 변화

본 연구에서는 전통 코팅법인 옻칠을 현대금속에 응용

는 sample e가 가장 낮았으나 다른 시편과 차이가 크지

하였을 때의 효과와 최적의 적용조건을 연구하였다. 해당

않았다.

실험을 통해 금속제품에 대한 옻칠 적용 가능성과 옻칠을
통해 물리적인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

3.4. Cross-cut 시험

다. 따라서 실험조건별로 시편을 제작하여 비교⋅분석하
였다.

Cross-cut 시험 결과는 분류기준에 따라 Table 8에 작성
Table 8. Result of adhesion measurement by sample

(Unit: B)

Run 1

Run 2

Run 3

AVG.

Sample a

5

5

5

5

Sample b

5

5

5

5

Sample c

5

4

4

4.3

Sample d

5

5

5

5

Sample e

5

5

5

5

Sample f

0

4

4

2.6

Figure 5. Result of cross-cut test by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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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은 가열온도(120℃, 150℃), 가열시간(3시간),

mN/m)가 가장 작았다. 이 외의 시편은 43∼48

칠 횟수(1회, 2회, 3회)로 설정하였다. 가열온도는 120℃

mN/m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어떤 물질이 표면에너

이하로 가열⋅경화하면 옻칠이 경화되지 않았고, 150℃

지가 큰 물질에 접착하면 강한 접착력을 나타나게

이상으로 가열⋅경화하면 옻칠이 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된다. 이를 통해 sample d, b, f, c, a, e 순으로 오염물

또한 3회 이상 옻칠을 하면 금속 표면이 보이지 않기 때

질의 흡착정도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에, 3번까지 옻칠을 진행하였다. 설정 조건을 토대로 실

3. 옻칠시편의 내약품성 시험 결과, 물에서 sample f,

험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 % NaCl 수용액에서 sample a, d, f가 녹이 발생하
였다. 특히 sample f는 표면의 색이 밝아졌다. 또한
물과 20% NaCl 수용액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평균

1. 옻칠시편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sample R에 비해
*

L 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밝아졌으나, sample f는

으로 계산한 결과, sample e(0.005 %)가 가장 낮았으

어두워졌다. a*, b*는 모두 상승하여 적색화 및 황색

며, sample d(0.008 %), f(0.01 %), b(0.013 %), a(0.015

화가 되었다. a*, b*의 평균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 c(0.072 %) 순으로 낮았다. 종합하면 sample a,

Sample d, a, f, b, e, c 순으로 적었다. 이를 통해 옻칠

d, f는 가학적인 시험환경에서 옻칠이 일부 벗겨지

시편은 기존에 금속이 가지는 색보다 적색 및 황색

면서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치

을 띠었다.

의 변화는 sample e가 가장 낮았으나 다른 시편과

2. 옻칠시편의 초순수에 대한 접촉각은 60° 이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면에 고르게 박막이 형성되었을 확인하였다.

4. 옻칠시편의 밀착력을 분석한 결과, sample f를 제외

Sample b, c, d, f는 모두 80°가 넘으며, sample a, e

하고 모두 평균적으로 4 B∼5 B 사이였다. 이를 통

역시 70° 이상으로 친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

해 sample f를 제외한 시편의 옻칠은 우수한 밀착력

다. Diiodomethane의 접촉각과 초순수의 접촉각을

을 지녔음을 확인하였다.

비교했을 때 초순수의 접촉각이 크므로, 모든 시편

5. Table 9는 각 분석 결과를 등급으로 나누기 위한 기

은 극성의 박막임을 확인하였다. 표면에너지는

준값을 보여주며, Table 10은 설정된 기준으로 분석

sample e(51.73 mN/m)가 가장 컸으며, sample d(40.25

결과의 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모든 결과를 토대로

Table 9. Rating criteria for each analysis
Analysis items/Grade

A

B

C

D

E

Chromaticity (colorimeter, %)

N

1∼10

11∼20

21∼30

31∼

Contact angle (°)

90∼

80∼89

70∼79

60∼69

∼59

Surface energy (mN/m)
Chemical
resistance

60∼

50∼59

40∼49

30∼39

∼29

Average variance (%)

N

∼0.009

0.01∼0.05

0.06∼0.09

0.1∼

Creation
(Rust/other change)

N

-

-

2

1

Adhesion (B)

Single change Both change

5

4

3

Table 10. Rating for each analysis result
Analysis items/Sample

a

b

c

d

e

f

Chromaticity (colorimeter)

C

C

C

B

C

C

Contact angle

C

B

B

B

C

B

Surface energy
Chemical
resistance

C

C

C

C

B

C

Average variance

C

C

D

B

B

C

Creation
(Rust/other change)

B

A

A

B

A

D

A

A

B

A

A

D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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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b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으로 sample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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