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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울주군 대곡리 일대의 대곡천은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양산단층을 가로질러 태화강 합류지점
에 이르는 계곡과 암반이 발달된 지역이다. 계측할 반구대 암각화 암반은 광물학적 풍화, 절리, 하부
의 세굴이나 공동이 확인되었다. 본 계측은 반구대 암각화가 세겨진 암반의 절리면을 대상으로 단기
간 계측을 수행하였다. 기존 광섬유를 이용한 계측값(Ch4 150 µm)과 비교하여 비부착, 비접촉식
계측기는 300µm의 변위값이 계측되었다. 향후, 시간대별 조도값에 적합한 HSV값의 적용과 다양한
계측경험이 누적될 경우, 본 계측기는 다양한 문화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비접촉 계측, 절리면 분석, 계측기, 반구대암각화
ABSTRACT Daegokcheon Stream in Daegok-ri, Ulju-gun, is an area with a developed valley and

bedrock from Gajisan Provincial Park to the confluence of the Taehwa River across the Yangsan Fault.
To measure the rock of Bangudae petroglyphs, the mineralogical weathering, joints, and scours or
cavities at the bottom were confirmed. The measurement was carried out for a short period of time
on the joint of the bedrock on which the Bangudae petroglyphs were engraved. Compared to the
measured value obtained using existing optical fiber (Ch4 150 µm), a displacement value of 300 µm
was obtained using the non-attached, non-contact type of measuring instrument. In the future, it is
inferred that this instrument could be used for various cultural properties if the HSV-value suitable
for illuminance and various measurement experiences are stored.

Key Words Non-contact measuring instrument, Joint analysis, Measuring instrument, Bangudae

petroglyphs

1. 서 론

인근에는 공룡발자국이 다수 발견되는 등 보존을 위한 유
지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역으로 관리된다. 본 연구는 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곡리 일대에 대해 각종 연구자료

측할 대상암반의 특성과 절리면에 대한 자료와 문헌을

를 참고한 결과, 생태⋅환경적인 보존가치와 함께 고고분

파악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부착식 계

야와 미술분야의 학문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

측기를 배제한 비접촉, 비부착의 계측기를 이용한 계측

겨지고 있다. 특히, 금회 계측대상 암반은 반구대암각화

을 수행하며, 향후 적용 가능한 계측방안도 함께 연구하

가 발견되어 국보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대곡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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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측대상의 기존 연구
2.1. 지질학적 특징

2.2. 유지관리 및 보존
계측대상 반구대암각화의 암반은 1965년 사연댐이 건
설된 후 매년 절반 이상(약 8개월)을 침수상태에 놓이며,

계측기가 설치된 지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9년)

침수와 건조를 반복하는 가혹한 보존환경상태를 맞이하

Figure 1 지질도의 구분으로 보아 중생대의 경상분지 하

였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암석에 대한 풍화방지안, 문화재

양층군에 포함되며 백악기의 지층으로 분류된다. 기반암

보존을 위한 유지관리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소위 대구층(Daegu formation)으

기본적인 보존대책의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

로 명명된 퇴적암이며, 주변에는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가

되었다(Choi, 2002; Ulsan Metropolitan City, 2003; Lee and

분포한다. 또한 상세 지질도에서는 서측에 양산단층이 발

Kim, 2004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달하였으며 단층 구조선을 경계로 왼쪽에는 신라층군의

2006; 2008; Lee et al., 2012). 또한 학술연구 외에 울산광

주산안산암질암(Chusan Andesite Rock)과 불국사 조산운동

역시와 여러 단체에서 공청회나 의견청취, 학술대회 등을

에 속하는 언양화강암(Eonyang Granite)이 자리하고, 단층

통해 유지관리와 보존안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오른쪽에는 대구층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는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암면세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1972).

척 및 3D실측 후 모니터링방안과 3D실측 조사 지침이 제

상세 암종분류에 따라서는 사암과 실트스톤과 사질 셰

안되었고(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 2016년에

일 등과 같이 퇴적암으로 구성되었고, 다수의 연구논문

는 제방을 이용한 보존방안 연구 등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암의 풍화도 및 사면 안정성 등이

다양한 유지관리 방안이 연구되었다(Lee et al., 2016).

분석되는 등 다양한 해석을 통한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2018년에는 반구대 대곡리 암각화의 보존 문제와 그 대책

상태이다(Lee et al., 2012). 특히,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방안에서는 암면에 물이 없는 원상태의 환원을 촉구하였

연구에서는 석재의 성분분석에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검

다(Moon, 2018).

토되어 절리군에 따라 암괴의 평면파괴, 전도파괴, 쐐기
파괴 등의 위험성을 확인한 후 보강안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보완으로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손상도 및 사면안정성 평가의 연구에서 암석의 주종인
암갈색 셰일의 풍화, 2003년과 비교하여 초음파속도값의
저하, 사면안정성 분석을 통한 위험성의 존재 등을 확인
하였다(Lee et al., 2012). 유사한 시기에 지질학적, 구조적
접근과 함께 대곡천의 수문학적 분석(Cho and Moon,
2010)까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진행
되었다.

2.3. 계측 및 모니터링
기존 연구논문 및 관련자료에서는 다양한 현황조사 및
안정성 검토, 다양한 보존방안이 제시되었고, 그중 장단
기모니터링안의 제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분석의 재
시행, 단기적으로 훼손과 보존확인을 위해 스캐닝, 사진
자료 등을 분석하여 풍화와 손상진행을 파악하는 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현장에는 변위계, 온습도계 등 기초적인
계측기가 주요 절리면 또는 암괴 파괴면 주변에 부착되어
있으며 2012년 변위 6개소, 2015년 이후 11개소에 대해

Figure 1. Geology map(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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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of the instrument
Division

Technicians on-site

⋅Direct measurement
⋅Visual inspection
⋅Over manpower
Characteristic
⋅Measurement error
Point

Wireless communication
⋅High precision
⋅Continuity measurement
⋅Attached instrument
⋅Limited applicability

Instruments used for this
measurement
⋅Widely apply on-site
⋅Non-contact, non-adhesive
⋅Increased precision
⋅Post-process program

지속적으로 계측⋅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의 계측

(영상)분석기술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

기는 지속적인 침수피해로 인하여 계측장비에 대한 유지

여 비접촉, 비부착의 방식의 계측시스템을 선택하여 적용

보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장여건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자연암반 절
리면의 거동파악과 적용성 평가를 위해 1개월간 주암면
근처에 비접촉식으로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대상 암반면
은 균열이나 절리가 확인되었으나 안정성 해석이나 육안
관찰을 통해 붕괴나 손상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
가능하므로 금번 설치한 비부착, 비접촉 계측기를 이용하
여 절리면의 상태와 거동을 파악하고 향후 절리상태의 예
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3. 비부착, 비접촉 계측기
3.1. 최근 계측시스템의 변화

3.2. 비부착 계측기의 이해
본 계측은 측정장치(레이저, 카메라, 컴퓨터)를 설치한
후 레이저를 투사할 구조체의 표면을 선정하고 계측기 거
치대를 이동 및 조절하며 제 위치에 거치시킨 후 촬영을
시작한다. 촬영은 프로그램밍된 간격(기본적으로 24회
/day, 20촬영/회, 총 480회/day)으로 레이저투사 후 촬영을
수행한다. 후처리 단계인 1차변환, 2차변환을 거친 화상을
이용하여 변위량을 측정한 후 연산단계에서 수치를 도출
한다. 도출된 값은 선택된 데이터 전송방식(Wifi, 4G-LTE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서버(server)에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장에 적용된 계측기는 본 연구자를 비롯해 계측 실

계측이론은 Figure 2의 ╋형 레이저를 계측대상 표면에

무자들의 Table 1과 같은 다양한 특징과 이에 따른 필요에

투사해 Figure 3의 흐름에 따라 좌우변형⋅상하변형을 측정

의해 제작되었다.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좌우방향은 1, 2차의 변환

변위계측은 현재까지 기술자가 직접 현장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친 화상 데이터를 Figure 4 좌우변형의 레이저 측

계측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측하는 수동 계측방식이 있

정 방식과 같이 증감된 레이저 길이(△X)만큼 산정하여 변

으며, 발전된 계측센서와 IT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계측방
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Table 1과 같이 자동화 계측이
정밀도가 높고, 상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통신기술
에 의한 실내에서의 수집, 분석이 편리한 장점에 비해, 현
장의 다양한 여건(미관 저하, 고온 표면, 이동부재)에 의
해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설치를 불편해하는 사례(문화

위량을 계산하고 길이(H)의 비로서 경사(

를 산정한다. 또한 상하변위는 동일한 화상 변환 후
Figure 5 상하변형의 레이저 측정방식을 이용하여 상하방
Laser Camera Computer

재, 조형물 등)가 발생하고 있다. 계측의 범위에서 유사한
측정장치인 레이저-3D 스캐너는 타깃(Target)이나 마킹
(Marking) 없는 비접촉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1초에
10,000개 이상 지점을 측정하고 수 mm 이하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에 비해 계측장비로서는 고비용, 고
사양으로 상시계측에 비효율적이고, 데이터의 크기도 수
십 Gigabyte의 용량으로 분⋅시간단위 상시계측의 적용
에 한계가 따른다.
반구대암각화 암반의 절리면에 대한 계측에서는 최근
의 자동화계측 추세 연구 및 3D 스캐너의 특징 파악, 화상

)

Figure 2. Instrument measuremen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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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measurement device
Division
Model

Computer
Raspberry Pi 4

Carmera + Zoom
Sony IMX477 sensor

Laser
DelosLaser Cross Line

Explanation

Broadcom BCM2711
Quad-Core Cortex-A72
64bit SoC @ 1.5GHz
4GB SDRAM

12.3 Megapixel
+
10.0 Megapixel

< 40mW
DC12V
520nm

Shape

Figure 3. Flow chart.

향의 기울기(

)를 산정한다. 단, 본 계

측은 상하좌우 변위를 Horizontal 자료의 측정이론과 동일
하게 계산하였다.
계측은 Table 2의 주요 세부자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으며, 추가로 계측기기 내에 통신모듈(LTE Egg), 각속도
(자이로)센서, 전면 사물인식 센서 등이 추가로 장착되어
운용되었다.

Initial value

3.3. 계측기의 성능
설치된 계측기는 다용도의 목적으로 비부착, 비접촉을
목표로 2축의 변위와 경사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정밀도는 카메라의 성능(pixel)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인 자동화 계측기는 컴퓨터를 이용하
지 않고 데이터 로거를 이용할 경우, 일방향의 데이터 수집

Change value

Figure 4. Measurement theory(Horizontal).

Figure 5. Measurement theory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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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송이 진행되므로 데이터의 수집간격 및 측정횟수, 시

시험원에서 Figure 6과 같이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스템 초기화, 보정 등에 대한 실내(연구소)에서의 제어가

본 계측에 사용된 계측장치는 1 m 떨어진 측정점에서

어려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 컴퓨터인 라즈베

Figure 7, 1 mm 9point 이동, Figure 8, 0.5 mm 5point 이동

리 파이를 현장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계측을 제

의 2개 Case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Figure 9, 9point 이동 시

어하도록 구성하였다. 계측기의 개발 후 IMX477 카메라

누적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 시 오차는 최초 1회 1 mm

Sensor와 렌즈를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값에 대해 계산상

(1.02 mm) 이동 시 6.47% 이후 계속 감소하여 9 mm 이동

의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

시 누적 오차값 0.33%(9.01 mm-8.98 mm)로 측정되었다.

A) ISLM Setting

B) LaserTracker Setting

C) Laser Marking

D) Computer Calculate

Figure 6. Testing laboratory.

A) Measuring distance (Laser Tracker)

B) Measuring distance (ISLM10)

Figure 7. 1 mm, 9 point test.

A) Measuring distance (Laser Tracker)

B) Measuring distance (ISLM10)

Figure 8. 0.5 mm, 5 point test.

A) 1 mm, 9 point test
Figure 9. Reliability of Data.

B) 0.5 mm, 5 poi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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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의 측정값으로 1m 거리에서 약

많은 암편의 탈락으로 구조적 보강을 제안하는 등 가장

0.10 mm/pixel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여 비부착방식으로 절

취약한 지점으로 본 계측면을 판단하였다.

리면이나 암반의 이격에 대한 계측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4.2. 기존 설치된 계측기의 수집 데이터 분석

4. 계 측

본 계측기 설치 위치는 계측 대상 암반의 절리는 이미 자
동화 계측이 진행되는 장소로서 기존 데이터 분석 장치(변위센

계측은 Figure 10(Hwang et al., 2010.)의 서측 절리면을

서 Ch4)의 계측값과 비교를 위해 위치를 선택하였다(Figure 12).

2021년 4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4주간 Figure

계측값은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보고서(National

11과 같이 주야간 진행하였다. 계측기간은 현장에서 현장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의 값은 한 달

조사를 목적으로 암반 절리면까지 가설 Bridge가 설치된

단위 변위 평균데이터를 2018년 7월에서 2019년 8월까지

기간으로 6월 장마기간 전까지 계측을 수행하였다(측정

비교한 결과 값으로 절리면의 균열폭의 증감을 계측하였고,

간격: 1회/30분, 분해능: 0.1 mm/1 m).

암석의 열수축팽창의 결과로 절리간격의 변화가 발생된 것
으로 추정하였다. Ch4 2018.07.∼ 2019.08. 기간의 계측값은

4.1. 현장 계측기 설치

월평균 최소 –61.17 mm∼최대 34.29 µm의 평균 변위값이 기
록되었고, 비접촉 계측기와 계절적 동일시기인 2019년 4∼5

계측기의 설치는 사면안정성 분석 결과(Lee et al.,

월에는 150 µm에서 100 µm로 50 µm의 차이가 계측되었다.

2012)에서 가장 많은 절리면이 분포되어 있는 Section1
Area에서 쐐기파괴 우려가 있는 3곳의 절리군 중 3+5번
절리군으로 특정지어 암괴탈락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범위인 공동부위 모
델의 검토에서도 암반면 서측 하부에 대해 균열 확장과

Joint

Non-contact measuring instrument
Figure 10. Non-contact instrument installation location.
A

B

Installation view
Figure 11. Non-contact installation situation.

C

Day view (AM 12:00)

Nigh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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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placement Data (Ch4. 2018.07.05.∼2019.08.12.)
Date

’18 07

’18 08

’18 09

’18 10

’19 02

’19 03

’19 04

’19 05

’19 06

’19 07

’19 08

Average -40.02 µm -61.17 µm -9.74 µm 0.13 µm 17.60 µm 33.57 µm 34.29 µm -6.25 µm -8.02 µm -8.92 µm -11.00 µm

daily precipitation (mm)

Ch_4

Ch_4
Y
X

Figure 12. Displacement gauge change graph for daily precipitation: Ch_4
4.3. 비부착 비접촉 계측기의 결과 값 분석
화상분석 방식의 계측기는 촬영기간 동안 일정한 조도
가 유지되는 실내환경과는 달리 조도의 변화가 큰 일출⋅일
몰 시와 일부 태양고도에 의해 빛이 촬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
프로그램에서 일몰, 일출 시의 값 일부를 Error 처리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3.1. 전체 측정 계측값

X, Y 2축의 계측값은 경향상 급격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Figure 13의 계측기간동안 하향의 추세(반구대암
각화의 암반면에서 멀어지는 경향)를 보이고 있으며 일평

━ : Temperature (°C), █ : X-dir (mm), █ : Y-dir mm)

Figure 13. Displacement data (non-contact instrument).

균 데이터값으로 보아 계측하는 기간 동안 0.3 mm(300 µm)
수준으로 판단된다.
Figure 14의 X방향(횡방향) 변위값과 일평균기온, 강수
량 등과 비교한 결과, 횡방향의 변위는 일평균 기준 0.2∼
0.3 mm의 변화(계측 암반이 하류방향으로 이동)를 확인
하였으며, 일평균 기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강수량은
5월 1일 8.7 mm, 5월 4일 15.2 mm, 5월 5일 3.5 mm로 계측
하는 기간 동안 30 mm 미만이 관측되었다.
계측된 횡방향의 변위값은 계측면의 석재 모서리에서
의 국부적인 변위이거나, 4∼5월의 기온 상승에 따른 반
구대암각화 팽창에 따른 암반의 변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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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cement (mm)
⋅--⋅--⋅: Average daily Temperature (°C)
■ : Precipitation (mm)

Figure 14. X-dir displacement data(non-contact instrument).

⋅--⋅--⋅: Displacement (mm)
⋅--⋅--⋅: Average daily Temperature (°C)
■ : Precipitation (mm)

Figure 15. Y-dir displacement data(non-contact instrument).
Figure 15의 Y방향(종방향) 변위값과 일평균기온, 강수

의 레이저 빛을 일부 반사하거나 빛 번짐을 발생시키므로

량 등과 비교한 결과, 종방향의 변위는 횡방향과 유사하

계측값 일부는 과다하거나 과소하여 Error값으로 분류되

게 일평균 기준 0.2∼0.3 mm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기

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의 상승영향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4.3.2. 계측값 분석

계측된 횡방향과 종방향의 변위값은 계측면의 석재 모

본 계측은 “반구대암각화 보존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서리에서의 국부적인 변위이거나, 4∼5월의 기온 상승에

관리체계 개발 사업”진행 중 절리면에 대한 단기의 계측

따른 주요 암반의 팽창에 의한 변위로 추정할 수 있다.

을 요청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장의 조사여건에 따라 서측

그러나, 현재 계측기간이 한 달 이내의 단기간으로 명확

수직절리면 하단에 설치하여 4주간 계측을 진행한 결과

한 변위의 경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계측

는 다음과 같다.

암면이 일반적인 구조물의 표면과는 달리 태양빛과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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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부착 계측기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 ±0.2 mm
수준에서 일반복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4주간의
일평균기온의 변화가 크지 않고, 동절기에서 봄까지 건조
상태의 암반 전리면 함수율의 변화도 없는 상태이므로 일
일 낮밤의 온도변화에 따른 변위값으로 판단된다.
둘째, Table 3. Displacement data에서 2012년부터 계측
한 광섬유 센서(Ch4)를 이용한 계측값을 분석한 결과, 약 150
µm (Table 3.0, 15 mm: 2019년 3∼8월)의 변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레이저를 이용한 비부착 비접촉 계측기
와 계절적 동일 기간 변위는 약 50 µm(Table 3)로 확인되
었다. 절리면의 우측 암반 모서리의 변위를 계측한 본 연
구와 비교하여 좌우측 암반 간 절리간격(이격폭)을 계측
한 기존 광섬유 계측값은 서로의 계측대상 및 방법이 상
이하여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기존 설치된
계측기의 우수한 분해능과 현장 적용성 등의 장점은 본
계측기의 향후 발전적 개선을 위한 목표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주간과 야간에 계측값은 수집한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출과 일몰시의 계측에서는 데
이터의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되었으며, 오후3시 이후 태
양빛의 영향도 일부 확인하였다. 향후 유사 암면의 장기
계측에서는 변위값의 추출을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계측기간 내의 각 시간대별 조도량의 차이를 고려한 HSV
값을 추출하여 다양한 변화에 대해 정확한 길이변화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넷째, 향후 반구대암각화 주변의 계측은 자연환경에
따른 암반, 절리면의 거동특성을 파악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상시 자료의 수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비부착 비
접촉의 다양한 계측기기를 활용하며, 장기적인 계측자료
를 축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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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웅진백제시대(AD 475∼538) 왕족의
고분군이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 이후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 없이 공개됨에 따라 급격한 환
경변화를 겪으며 고분 내부에 다양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왕릉원의 미시적 변위
분석을 위해 각 고분 내부에 취약부를 선정하여 3차원 정밀스캐닝을 바탕으로 디지털 형상정보
를 구축하였다. 5호분에서는 진행성 변위를 검출하였으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향후 모니터링
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였다. 특히 5호분 남측 회벽의 편차분석 결과, 공차범위 ±18 mm와
±2 mm에서 추가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방석은 평균 0.32 mm의 처짐이 발생하였
고, 벽체 사이의 거리는 평균 0.36 mm가 증가하였다. 5호분 내부는 직접적인 누수가 있어 탈락
과 처짐거동 등 손상을 가중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획득한 3차원 형상정보는 계속
연구를 위한 자료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밀 계측모니터링과 교차검증을 거쳐 왕릉원의 안정
적 보존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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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mb complex of the royal family from the period of the Ungjin Baekje Kingdom

(475 to 538 AD) in Gongju, Korea, contains the tomb of King Muryeong and other royal tombs.
After the excavation of the tomb of King Muryeong in 1971, these tombs were opened up to the
public,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their safe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tombs
have consequently experienced rapid environmental changes and suffered various damages. In this
study, specific vulnerable parts inside the tombs were selected for deviation analysis using 3D scanning,
and 3D image models were constructed on this basis. Progressive displacement was identified in tomb
No. 5, and basic data for future investigations was acquired from tomb No. 6 and the tomb of King
Muryeong. In the deviation analysis for the southern plastered wall of tomb No. 5, the damage was
not found to exceed the ranges of ±18 mm and ±2 mm. However, the lintel stone was found to be
sagging by 0.32 mm on averag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walls to have increased by 0.36 mm
on average. Direct water seepage occurring in tomb No. 5 is considered to be increasing the damage
within the tomb, such as the dropping and sagging of the lintel. The 3D image models constructed
in this stud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baseline data for future research, and can be used to discuss
a secure conservation scheme for the tombs through cross-validation with precise measurement
monitoring.

Key Words Royal tombs, King Muryeong, 3D image model, Displacement analysis, Devi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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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및 무령왕릉의 내부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고분 내부는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완전히 노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충남 공주에 있는 고분군으로 웅

출되었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거치며 누수와 벽화 탈락

진백제기에 재위하였던 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

및 미세거동과 같은 다양한 손상이 발생하였다(Suh et al.,

이다. 최근까지 송산리고분군으로 불려왔으며, 역사적 및

1997; Yoon, 2008; Kim et al., 2020). 따라서 계속적인 모니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사적 제13호로 지정되었

터링과 보존과학적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고, 2015년에 공주와 부여 및 익산의 대표적 백제유산과

1996년부터 안정성 및 누수 제어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고분군 일대는 대대적
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976년 2월부터 5호분과 6호분

가 이루어지며 고분군은 영구 폐쇄되었다(Suh et al.,
1998; Suh, 1999).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축조기법 및 변화에 대해서는

Figure 1. Monitoring zones in the tomb No. 5. (A to D) Plastered wall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sides, respectively.
(E, F) Front and back views showing the lintel stone of burial entrance reinforced with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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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et al.(1997; 1998)에 의해 상세히 보고되었으며, 2011

조해석 및 공간변화 분석 등 왕릉원의 전체적인 안정성

년에 내부 온습도 센서와 2013년에 거동센서 설치를 기반

평가를 위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Lee et al.,

으로 고분 내부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Lee et al., 2014;

2019; 2020).

Kim and Lee, 2019; Kim et al., 2016; 2020). 2016년에는

2019년도 연구에서는 각 고분의 벽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밀창호 설치 및 환경정비와 거동센서 재설비를 수행하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회벽이 탈

여 내부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

락한 지점과 침하가 발생한 부재는 추가로 정밀 분석하였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Lee et al., 2021).

다. 형상정보를 활용한 가시화 및 분석은 미시적인 변화

고분 내부에 대한 계측과 모니터링은 주로 정밀계측센

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초기의 변화는

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후 내부의 실제형상을 보다

거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국소적으로 발생하여 파악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2010년과 2016년에 3차원 스캐

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지점을 구체적으

닝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누수원인 규명과 함께 구

로 특정하여 변화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igure 2. Monitoring zones of murals in the tomb No. 6. (A to D) Mural wall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sides, respectively.
(E) Cracks and break out area of bricks on the wall. (F) Magnified photograph of the boxed area i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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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령왕릉과 왕릉원 고분군 내부

교란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합적인 손상이 발생하였다.

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3차원 정밀스캐닝을 수행하였

또한 고분군 전반에 대한 재정비 이후 시간이 지나며 봉

다. 이를 통해 고분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 변위를 가시

분 내부에 시공한 누수방지층의 내구성이 약화되었다

화하고 거동의 진행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기

(Lee et al., 2019). 이 결과, 5호분에서는 강우가 직접적으

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형상정보를 근거로 동일 지점에

로 고분 내부에 침투하여 이차적인 손상을 야기하였다

대한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거동양상을 가시적으로 분

(Figure 1A, 1B).

석하여, 연구대상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따라서 3차원 형상자료 취득에 앞서, 5호분에서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계
측 및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고분 내부에서 대조를 통해

2. 디지털 모니터링 및 연구방법

모니터링 지점을 선정하였다(Figure 1). 5호분에서는 벽체
의 네 방위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회벽과(Figure 1A∼

2.1. 모니터링 위치 선정

D), 침하가 발생한 연도 인방석(Figure 1E, 1F)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6호분의 내부는 5호분 및 무령왕릉과 달리 벽체의 네

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내부의 평형상태가

면에 벽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간 풍화과정을 겪으

Figure 3. Monitoring zones in the tomb of King Muryeong. (A) Protruding bricks showing the central roof in pathway.
(B) Front arch of burial entrance. (C) Tilted and cracked bricks along the sout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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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미 점착력과 내구성이 약화되었고, 내부의 노출과

고 점을 기반으로 군집을 형성하여 폴리곤을 생성한다.

동시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벽화의 바탕층과 안료층

취득한 정보에 대한 정합과 병합 및 텍스처 매핑 같은 후

곳곳에 균열과 갈라짐 및 탈락이 발생하는 큰 손상을 입

처리는 동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은 Jun et

었다(Figure 2).

al.(2008) 및 Lee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네 방위 벽화의 표면에서 균열

후처리 과정에 따라 완성한 폴리곤 메시는 Geomagic

과 갈라짐이 두드러져 탈락위험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Design 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하였으며 OBJ 확장자

3차원 스캐닝을 수행하였다(Figure 2A∼D). 벽화 외에도

형태로 저장하였다. 선행 데이터가 확보된 일부 형상정보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에는 균열과 탈락이 현저한 곳

는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을 산출하여 변위를 분석

이 산재한다. 이런 부위 중에서 특징적으로 손상도가 높

하였으며, 부재 간의 수직 및 수평거리를 비교하여 미세

은 부분을 3차원 정밀 모니터링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거동을 가시화하였다.

(Figure 2E, 2F).

3. 결과 및 해석

무령왕릉에서는 부재의 하향이 관찰되는 연도 중앙 천
장의 벽돌군과 현실과 연결되는 아치부분을 모니터링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3A, 3B). 또한 벽체의 기울어짐

3.1. 형상정보 구축

과 균열이 나타난 벽체의 대표적 벽돌군에서도 3차원 형
상정보를 취득하였다(Figure 3C).

연구대상의 3차원 형상정보 구축을 위해 고분 내부에
서 획득한 스캔 데이터를 실내에서 일련의 후처리 공정을
통해 폴리곤 메시 모델로 완성하였다(Figure 4). 이 과정에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왕릉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선
정한 취약부를 대상으로 3차원 정밀스캐닝을 통해 형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정밀 계측자
료와 비교하여 고분 내부의 변위를 가시적으로 분석하였
다. 각 고분의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3차원 형상정보 취득
은 Artec 3D사(LUX)의 Eva를 활용하였다.
이는 구조광 방식을 기본으로 연구대상을 스캔하며
0.4에서 1 m의 유효 스캔거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대
16초당 프레임 속도(fps)의 실시간 3차원 재구성 속도를
가지며, 3차원 점의 정확도는 0.1 mm이고 해상도는 0.2
mm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현장 스캔은 Artec Studio 9.3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3차원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
캔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의 중첩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하

서 스캔 데이터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 개별
데이터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공통지점을 설정하고 정합
을 진행하였다. 이후 자동정합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3
차원 형상모델을 생성하였다.
3차원 형상정보 구축과정에서 5호분은 특히 주의가 요
구되었는데, 이는 5호분이 편마암 할석으로 축조된 굴식
돌방무덤으로 벽체의 표면이 거칠고 부재 사이의 간격이
넓어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표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반면 비교적 규격화된 벽돌로 축조되어 있는 6호분
과 무령왕릉은 5호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면요철이 적
어 원활한 스캔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벽돌에 새겨진 다
양한 문양에 대해서는 정밀한 스캐닝과 세심한 보정이
필요하였다.
디지털 정밀모니터링을 위해 5호분에서는 탈락 위험
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 현실의 동서남북 방위에서 일부
회벽에 대한 형상정보를 구축하였다(Figure 5A∼D). 또한

Figure 4. Partial images showing the post processing of 3D scan data for shape modeling. (A) Individual 3D scanning
data. (B to D) Arrange, registration and merging processes for the 3D scan dat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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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gital images showing the 3D scanning models of the tomb No. 5. (A to D) Plastered wall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sides, respectively. (E and F) Images of burial entrance and crack property on the lintel stone.

Figure 6. Digital images showing the 3D scanning models of the tomb No. 6. (A to D) Mural walls in the east, west,
south and north sides, respectively. (E) Cracks and break out area of bricks on the wall. (F) Magnified image of the
boxed area in E.
부재의 처짐과 균열이 발생한 연도 인방석(Figure 5E, 5F)

군과 함께 현실 입구와 맞닿아 있는 좌우측 아치구조의

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지점의 형상정보를

벽돌을 모니터링 지점으로 선정하여 디지털 형상정보를

모델링하였다.

획득하였다(Figure 7A∼D). 또한 균열과 변형이 발생한

6호분 내부에서도 훼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지점에
대하여 각 벽면의 벽화를 중심으로 바탕층과 안료층의 균

서측 상부 벽체의 벽돌군(Figure 7E, 7F)에 대해서도 형상
정보를 구축하였다.

열 및 탈락이 두드러진 부분을 3차원 스캐닝하였다

이와 같이 고분군 내부의 취약부에 대한 3차원 형상정

(Figure 6A∼D). 벽화 외에 고분을 구성하는 벽돌군 중에

보의 해상도는 점의 개수와 평균 간격 및 데이터 크기로

서 균열과 깨짐 같은 물리적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

세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동일 지점의

생한 동측 벽체 상단에 대해서도 3차원 형상정보를 구축

주기적인 디지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

하였다(Figure 6E, 6F).

요한 의미가 있다.

무령왕릉은 연도의 중앙 천장에서 하향이 발생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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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gital images showing the 3D scanning models in the tomb of King Muryeong. (A) Shape image of dromos.
(B) Vertical section of dromos. (C) Bricks arch of burial entrance. (D) Protruding bricks showing the cental roof in
the pathway. (E) Vertical section of protruding bricks. (F) Tilted and cracked bricks along the wall.
Table 1. Summary on results of 3D data analysis from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and the royal tombs in Gongju.
Number
of points

Average point
spacings (mm)

Data
size (KB)

East

2,444,530

0.7399

636,234

Tombs and locations

No. 5

No. 6

King Muryeong

West

2,245,091

0.7343

576,947

South

312,649

1.0737

76,457

North

919,687

1.0606

229,987

Lintel of entrance

4,266,355

1.1340

1,119,828

East

4,419,411

0.7208

1.169,216

West

2,154,580

0.7167

562,156

Plastered
wall

Mural
wall

South

4,234,390

0.514

1,122,089

North

2,426,776

0.7257

636,036

Bricks of east wall

4,113,625

0.7212

1,095,006

Bricks of west wall

2,511,854

0.7158

660,214

Dromos

26,732,923

1.0315

1,069,100

3.2. 변위분석
이 연구에서 3차원 형상정보를 통한 변위분석은 선행
연구가 수행된 5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회층의 탈
락이 발생한 남측 벽에 대해 2010년과 2016년에 획득한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연도 인방석에서도 2016년 자료와
비교하여 처짐거동을 분석하였다. 6호분과 무령왕릉의
경우 형상정보 취득 지점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분석
이 불가하였으나,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디지털 모니터링
을 위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었다.
5호분의 회층 탈락부와 인방석의 처짐 부위에 대한 변
위분석은 Figure 8에서 10에 제시하였다. 회벽의 경우, 두

개의 3차원 데이터를 동일하게 정렬시킨 뒤 기준이 되는
형상정보를 설정하고 두 데이터 간의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MS)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가시화하여 편
차를 분석하였다. 이는 (+) 또는 (-)의 수치로 나타나게 되
며, 비교 대상과의 차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박리,
박락 및 탈락과 같은 손상을 검출할 수 있다.
연도 인방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도에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도를 구성하는 부재 사이
의 수평 및 수직 거리를 산출하여 두 자료를 취득한 기간
내에서 변위를 분석하였다. 2019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
면, 남측 벽의 우측 하단에 대한 편차분석에서 너비 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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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정도의 회벽층 탈락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0년에서

부위에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10지점을 선정하여

2016년도 사이에 탈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Lee et al.,

부재 사이의 직선거리를 산출하였다(Figure 10B, 10C).

2019; 2021).

이 결과, 연도 바닥과 인방석 사이의 수직거리는 최소

따라서 탈락이 발생한 동일 지점에 대한 디지털 모니

0.09 mm에서 최대 0.81 mm(평균 0.32 mm)만큼의 처짐 변

터링을 위해 추가 스캔자료를 확보하여 형상정보를 구축

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인방석을 지지하고

하고 양자의 편차를 분석하였다(Figure 8B, 8C). 또한 색

있는 두 벽체 사이의 수평거리는 최소 0.08 mm에서 최대

차를 이용해 데이터 간의 편차를 가시화하였다. 편차분석

0.96 mm(평균 0.36 mm)의 수치를 보이며 두 벽체 간 거리

의 기준 값은 2019년도에 획득한 형상정보로 설정하였으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며, 공차범위는 일차적으로 선행 연구와의 통일을 위해
±18 mm로 설정하였다(Figure 9A). 이후 탈락부에 대한 편
차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차범위를 ±2 mm로 좁
혀 다시 한 번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9B).
이 결과, 공차범위를 ±18 mm로 설정하였을 때 현저한
편차는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9A). 또한 ±2 mm로 대폭
좁혀 수행한 이차분석에서도 특별한 편차는 발견되지 않
았다(Figure 9B). 이는 모니터링 기간 내에서 회벽 탈락부
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지시하는
증거가 된다.
또한 5호분의 연도 인방석(Figure 10A)에 대한 변위 분
석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취득한 형상정보의 연도

3.3. 거동특성 분석
5호분의 변위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벽 탈락부와 연도
인방석의 미세한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남측 회벽 탈락
부는 약 25 cm의 비교적 큰 면적에서 탈락이 발생하여
계속적인 손상 위험이 높은 곳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손
상과 진행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19년과 2021년 사이
2년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차범위 ±18 mm를 기준으로 변위를
평가했을 때, 더 이상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실
제 발생 가능한 손상의 크기보다 손상정도를 판별할 수

Figure 8. Photograph and digital images showing the 3D scanning models of plastered south wall in the tomb No. 5.
(A) Plastered wall in the south. (B) 3D data acquired in 2019. (C) 3D data acuired in 2021.

Figure 9. Digital images of deviation analysis showing the zone of Figure 8 in the tomb No. 5. (A, B) Tolerance range
on the ±18 mm and ±2 m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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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distance measurements (mm) in entrance area from the tomb No. 5. Point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B and 10C.
Vertical directions

Horizontal directions

Points

2019

2021

Distance

Points

2019

2021

Distance

H1

1,143.25

1,142.61

-0.64

W1

1,265.64

1,266.22

0.58

H2

1,190.31

1,189.64

-0.67

W2

1,257.71

1,258.67

0.96

H3

1,012.88

1,012.78

-0.10

W3

1,264.56

1,265.02

0.46

H4

1,052.66

1,051.85

-0.81

W4

1,305.80

1,305.68

0.12

H5

994.21

994.10

-0.11

W5

1,205.45

1,205.69

0.24

H6

1,071.25

1,071.16

-0.09

W6

1,253.19

1,253.45

0.26

H7

1,111.20

1,110.97

-0.23

W7

1,296.85

1,297.11

0.26

H8

1,081.78

1,081.60

-0.18

W8

1,290.85

1,291.10

0.25

H9

1,214.02

1,213.78

-0.24

W9

1,314.46

1,314.87

0.41

H10

1,153.33

1,153.17

-0.16

W10

1,112.94

1,113.02

0.08

Mean

1,102.49

1,102.17

-0.32

Mean

1,256.74

1,257.08

0.36

Figure 10. Photograph and digital images showing the measurement points for vertical and horizontal distances in entrance
lintel stone of tomb No. 5. (A) Front view of burial entrance lintel stone reinforced with supports. (B, C) Vertical and
horizontal distance measurement points for 3D data acquired in 2021.
있는 공차범위가 더 크게 설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2019년의 모니터링에서 2016년 형상정보와 비교를 통해

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차범위를 ±2

밝혀진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mm로 축소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가시적인 변위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인방석은 수직으로 평균 0.97 mm만큼 처짐 거동
하였고, 연도의 벽체는 바깥쪽으로 평균 1.19 mm만큼 수

보아 남측 회벽에서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추가적

평 이동하였다(Lee et al., 2019; 2021). 이는 3년 동안 취득

인 박락이나 탈락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 값으로, 1년 평균 거동량으로 환산하면 수직거리는 약

러나 남측 회벽은 대형 탈락의 전력이 있으며, 탈락부위

0.32 mm로, 수평거리는 약 0.40 mm만큼의 거동이 발생한

주변은 이미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추가 손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값은 이 연구에서

상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

나타난 수직거리 평균 0.32 mm 및 수평거리 평균 0.36

은 충분하다.

mm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5호분 인방석이 매년 일정

연도 인방석에 대한 거동분석 결과, 최근 2년 동안 미

한 양만큼 거동하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세한 침하가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 인방석이 처짐거동하

이와 같이 인방석의 거동특성은 3차원 스캐닝을 통한

는 동안 인방석을 지지하는 벽체는 상부의 하중에 의해

편차분석 외에도 5호분 연도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처짐

고분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팽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변위계에서도 확인되었다(Figure 11). 이 연구기간에 정밀

재도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Figure 11). 이 거동양상은

계측센서에서 이전에 발생하였던 단기간 내의 급격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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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hotograph and diagram showing the sagging displacements on position transducer of lintel stone in the tomb
No. 5. (A) Position transducer attached to the lintel stone. (B) Measurement results from April in 2016 to February in
2021.
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침하가 발생하는 거동양상을 보였다.

무령왕릉은 전체적인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밀진단과 벽체의 거동변화

이를 통해 3차원 형상정보를 활용한 편차분석이 실제

및 누수에 따른 수위변화 모델링 등 보존관리를 위한 적

처짐 변위계에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며 기록되었음

극적인 연구와 이를 반영한 정비가 수행된 바 있다(Koo

을 확인하였다(Figure 11).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상호보

and Suh, 1999; Suh et al., 1997; 1998; Suh and Park, 1997).

완적인 관계로 5호분 연도 인방석뿐만 아니라 조적식 문

그러나 구조적 취약부에 대한 디지털 모니터링은 검토된

화유산의 미세한 거동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바 없어 계속적인 감시와 변위를 분석하기 위한 3차원 형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상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향후 무령왕릉의 미세한 변
화양상 추적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보존과학적 고찰

현재 5호분 내부는 직접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서측 및
북측 벽에는 우수로 인한 배부름이 심하고 물리적 변형과

이 연구에서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고분 내부에

회벽의 탈락 위험이 상존하며 인방석에서는 처짐 변형이

존재하는 미시적 손상의 진행양상을 가시적으로 기록하

나타난다. 이 인방석은 구조적 불안정성에 따라 전단파괴

기 위해 각 고분별로 정밀 모니터링 지점을 다양하게 선

와 침하가 모두 발생한 상태로서, 변형에 대한 형상정보

정하여 3차원 형상정보를 구축하였다. 특히 5호분에서 획

와 거동이 일치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성벽과 같은 조적

득한 형상정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편차와 변위 및

식 문화유산의 정밀 모니터링과 거동분석에 효과적으로

거동변화를 입증하였다.

적용된 신뢰도 높은 방법이다(Park et al., 2021).

5호분은 공주 왕릉원에서 손상도가 가장 높은 고분이

한편 회벽은 물에 젖어 용해되고 팽창과 수축이 주기

며, 이 중에서도 연도 인방석과 남측 회벽의 변형이 심하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손상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현재

고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이다.

연도의 인방석에는 하중의 분산과 구조적 보강을 위해 티

최근 2년간 회벽 탈락부의 추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

타늄 지지대 2개와 철제 지지대 1개를 설치하여 상부의

나 인방석은 지속적으로 침하와 팽창이 나타나고 있다.

압력을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5호분은 연속적인 정밀 모

이는 현실의 누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안정적 보존관리와 감시체계가 가

요구된다.

동되어야 할 것이다.

6호분과 내부의 벽화는 발굴 이후 손상이 계속되어 왔
으나 이에 대한 변화양상을 명확하게 보고한 연구는 없다.

5. 결 언

또한 현실 벽체에 대한 변위분석이 수행되었으나(Kim et
al., 2020), 취약부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은 없었다. 이 연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웅진백제시대 왕족과 귀

구를 통해 각 방위의 벽화와 손상이 발생한 벽체의 벽돌을

족들의 무덤군이다. 이들은 발굴 이후 내부가 공개됨에

중심으로 3차원 형상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

따라 급격한 손상을 입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

여 향후 변화양상을 가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 방안이 적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왕릉원의 5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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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기잔존물(organic residues)은 동물이나 식물에서 유래된 생체분자(biomolecule)의 일부
분으로 최근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옛사람들의 생활모습 복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주 금릉동 쇠저울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 유병의 내부 유기물을 규명
하고자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외선 분광기(FT-IR)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유병 내 유기물은 식물에서 유래된 기름(oil)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GC-MS 분석 결과에서 다가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스테롤이 검출되었고 참깨 종자에서
확인되는 세사민(sesamin) 성분이 검출되었다. 세사민은 리그난(lignan) 계열의 항산화물질로 참
깨의 특성 성분이다. 따라서 고려시대 유병 내부에 담겨 있던 유기물은 참깨와 관련된 물질로,
참깨유가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심어 쇠저울유적, 유기물 분석,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 적외선 분광기, 참깨유
ABSTRACT Organic residues are substances derived from diverse natural sources. Recent scientific

analysis of organic residues has yielded important information in restoring the lifestyles of ancient
peoples. In this study, the organic material contained within the celadon oil bottle of the Goryeo
dynasty, excavated from the Soejoul site in Geumneung-dong, Chungju, was analyzed using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nd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rganic materials in the bottle were plant-derived oils. In particular,
polyunsaturated fatty acids and phytosterols were detected using GC-MS analysis. Sesamin components
were also identified. Sesamin, which is a characteristic component of sesame seeds, is a lignan and
an antioxidant. As the organic residues in the oil bottle were derived from sesame seeds, it is presumed
that sesame oil was stored in the bottle.

Key Words Soejeoul site, Organic residue analysis, GC-MS, FT-IR, Sesame oil

1. 서 론

소수성(hydrophobic)을 띠는 물질이다. 따라서 고고자료
에 남아 있는 지질은 분해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

고고자료에 잔존하는 유기물은 동물이나 식물에서 유

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Craig et al., 2007). 유

래된 물질로 옛사람 뼈나 동물뼈, 식물 잔존물 등을 포함한

물에서 확인되는 지질 관련된 물질로는 지방과 기름(fat

고생물유체, 지류, 직물, 목재, 염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and oil), 천연수지(natural resin), 밀랍(wax) 등이 있으며 다

광범위하다. 최근 수십 년간 과학장비의 발달과 고고자료에

양한 용도와 형태로 고고자료에 잔존하게 된다. 지방과

서 발견된 생체분자의 과학적 분석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고

기름은 주로 식생활과 관련된 동식물에서 기인하는 물질

대 생활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Colombini and Modugno, 2009).

로 과거 조리활동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토

유기물은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주된 성분인 단백

기 내 잔존유기물을 분석하여 옛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에

질, 탄수화물, 지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지질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raig et al., 2012;

은 구조 특성상 유기용매에 잘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는

Kang et al., 2013; Kwak and Shin, 2019). 식자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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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성인자(biomarker)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물과

면에 남아 있는 유기물의 주성분 확인으로 용기의 용도를

식물의 유래성분을 나타내는 지표인자로 활용되어 과거

추정해볼 수 있다(Lee and Yun, 2007). 이처럼 고고자료에

식자원에 대한 정보를 규명하는 데 큰 지표가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유기잔존물의 과학적 분석은 다양한 방면에 활

(Roffet-Salque et al., 2016). 또한 탄화물이나 유기잔존물

용되어 옛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에 대한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식량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원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Crai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병 내

식물에서 유래하는 천연수지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

유기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T-IR과 GC-MS로 분

기물 중 하나이다. 천연수지는 도구를 제작하는 물질로서

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병에서 확인되는 유기물의 종류

가공되거나 수지 자체로 보관된 상태로 발견된다. 특히 도

규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료와 접착제로 사용된 옻칠에 대한 연구 결과는 꾸준히 보

2. 분석대상 및 방법

고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고분인 경산 임당고분에서 출토
된 환두대도 칼집에서 건성유와 함께 옻칠이 확인되었고
파손된 대형옹에 사용된 접착제 역시 옻에서 유래된 물질

2.1. 분석대상

로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8; Cho et al., 2010). 또한 고대
화살촉 연결부위에 남아 있던 유기잔존물의 분석을 통해

충주 금릉동 쇠저울유적은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소나무과 수지를 비롯한 다양한 천연수지로 제작한 접착제

발굴 조사한 충주 동부외곽 순환도로(금릉공원) 개설구

를 확인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Helwig et al., 2021).

간 내 유적으로 충주 읍성에서 북쪽으로 약 1.5 km 떨어

이외에도 토양 내 잔존하는 유기물의 분석을 통해 분

진 지점에 위치한다(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변성 생화학 지표인자를 검출하여 저장고가 아닌 화장실

2021). 원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

유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Woo and Yun, 2018) 용기 표

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고려시대 토광묘 59

A

B

Figure 1. Location of oil bottle from Goryeo dynasty pit burial No. 59, Soejeoul site. (A) Pit burial No. 59.
(B) Oil bottle (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ete, 2021).
A

B

C

Figure 2. The organic residue sample (No. 1). (A) Oil bottle. (B) Dried organic material. (C) Inner organic material
(Yun and Ki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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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백자 철화당초문 반구병, 청자 발, 청동 숟가락,

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시료의 휘발성 및 열 안정성 등을

동전 6점, 철제가위, 은곳 등과 함께 청자 유병이 출토되었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실릴화(silylation) 반응과 메틸화

다(Figure 1). 보존처리 과정에서 청자 유병 내부에 유기

(methylation) 반응을 각각 진행하였다.

물이 확인되어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청자 유병은

실릴화 반응은 TMS(trimethylsily) 유도체 시약인 1%

높이가 6.3 cm, 입지름은 2.6 cm, 굽지름은 4.6 cm 이다.

trimethylchlorosilane(TMCS)을 함유하는 N,O-Bis(trimethylsilyl)

유병 내 유기물은 갈색으로 상층부는 고체, 바닥면은 액

trifluoroacetamide(BSTFA,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

체 상태로 확인되었고 바닥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였다. 추출한 전지질 중 일부를 시험관에 넣고 질소가스

(Figure 2).

로 건조 후 TMS 유도체 시약을 50 uL를 첨가한 후 70℃에

또한 청자 유병 내 유기물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대조군

서 40분간 반응시켰다. 유도체화 반응이 끝난 후 질소가

으로 참깨유, 들깨유, 유채유, 대두유, 아마인유 등 기름 5종

스로 과량의 유도체 시약을 건조한 후 헥산(hexane)에 녹

을 선정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여 GC-MS 분석용 시료를 제조하였다.

2.2. 적외선 분광 분석(FT-IR)

응을 위하여 농축시킨 전지질 중 일부를 시험관에 넣고

지방산 메틸에스터화(fatty acid methyl ester, FAME) 반

유기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분광기(FT-IR,
Nicolet iS5,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적외선 분광법은 유기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유기물의 IR 분석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diamond crystal)
을 장착하여 감쇠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특별한 시료전처리 없이 분해능 4
cm-1, 스캔횟수 32회로 4000∼600 cm-1 범위를 측정하였다.

0.5 M NaOH(90% MeOH) 2 mL를 넣고 70℃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실온으로 식힌 후 유리된 지방산을
헥산으로 3회 추출하였다. 질소가스로 용매를 모두 건조
시킨 후 BF3–methanol(14%, v/v) 용액 200 uL를 넣고 75℃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디클로로메탄과 3차 증류수
를 넣어 지방산 유도체화물(FAME)을 추출하였다. 지방
산유도체화물은 질소가스로 건조 후 헥산에 녹여 GC-MS
분석용 시료를 제조하였다.
2.3.3.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GC-MS)

2.3.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GC-MS)
유병 내 유기물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
(GC-MS, gas chromatography-spectrometry)으로 분석하였다.
전지질 추출 및 유도체화물 생성은 Evershed(2008)의 연구
에서 제안된 방법을 개선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든 유기용매는 HPLC급을 사용하였다.
2.3.1. 전지질 추출

유병 내 유기물 약 4 mg을 취하여 10 mL 뚜껑 달린
시험관에 넣고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과 메탄올
(methanol) 혼합용액(2:1, v/v) 2 mL를 넣은 다음 초음파기
(Powersonic 420, Hwashin Tech, KOR)를 이용하여 15분간
추출하였다. 이때 유기물이 모두 용매에 분산되어 1회만
추출하였다. 추출한 용액은 미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0.22 µm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 PTFE)를 이용하
여 여과한 후 잔류 용매는 질소가스로 완전히 건조시켜
전지질을 획득하였다.
2.3.2. 유도체화

추출한 전지질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기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휘발성의 비극성 유도체로 전환시켜

위의 과정을 통해 제작된 유도체화 시료는 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Agilent 6890N, Agilent, USA)가 결합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Agilent 5973,
Agilent, USA)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피크
의 면적은 Chemstation 소프트웨어(Hewlett-Packard, Agilent,
USA)를 사용하여 총지방산에 대한 면적 백분율(area %)
을 계산하였다. 칼럼은 HP-5MS(Agilent J&B, USA)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1). 분석을 통
해 얻은 데이터의 해석은 Willy library와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3.1. IR 분석 결과
유병 내 유기물(No. 1)의 적외선 스펙트럼은 Figure 3과
같다. 스펙트럼을 보면 메틸렌기(CH2)의 비대칭과 대칭
신축진동밴드(stretching)가 2920 cm-1, 2851 cm-1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굽힘진동밴드(bending)는 1463 cm-1에서 함께 확
인되었다. 메틸기(CH3)의 비대칭 신축진동밴드는 2954 cm-1
에서 약하게 나타나고 굽힘진동밴드는 1436 cm-1과 1377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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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onditions of GC-MS
Instruments

GC

Conditions

Column

HP-5MS (30 m × 0.25 mm × 0.1 µm)

Carrier gas/Flow rate

He, 1.0 mL/min

Injection port

Splitless mode, 250℃

Oven temperature

50℃(3 min)→10℃/min→150℃→5℃/min→320℃ (10 min)

Ion source

230℃

MSD

Interface

280℃

Scan range

50∼850 m/z

에서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카르보닐기(>C=O)에
의한 신축진동밴드가 1708 cm-1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1

-1

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유병 내 유기물의 적외선 스

C-O 신축진동밴드가 1246 cm , 1175 cm 에서 약하게 나

펙트럼은 대조군 기름의 적외선 스펙트럼과 유사한 결과

타나고 있다.

를 보이고 있으나 C=O 흡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

유병 내 유기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깨유, 들깨

반적으로 신선한 유지는 트라이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

유, 유채유, 아마인유, 대두유 등 대조군 기름의 분석결과

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화에 민감하여 세 개의 지방산

는 Figure 4와 같다. 식물성 유지의 IR 스펙트럼에서는 카

(fatty acid)으로 가수분해된다(Whang and Kim, 2002). 이

보닐기(>C=O)에 의한 신축진동밴드가 약 1740 cm-1에서

는 카보닐기의 종류에 따른 C=O 신축진동밴드의 이동현

강하게 나타나며 C-O 신축진동밴드 1240 cm-1, 1160 cm-1,

상이 발생한 것으로 지방산 함량이 높은 유지(oil)에서 나

1100 cm-1 중에서 1160 cm-1의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

타나는 패턴으로 확인되었다(Derrick et al., 1999). 따라서

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C-H 결합에 따른 신축진동밴드도

유병 내 유기물은 가수분해가 진행된 식물성 유지 관련

3000∼2850 cm-1에서 나타나고 있다. 식물성 기름의 IR 스

물질로 판단하였다.

펙트럼은 모두 카보닐기(>C=O)와 C-H 결합을 가지고 있
어 작용기 영역의 스텍트럼은 비슷하게 보이며, 지문 영
역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지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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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R transmittance spectrum of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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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R transmittance spectra for five oils (sesame oil, perilla oil, canola oil, linseed oil, soybea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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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tal ion chromatogram of FAME derivatives in No. 1. Cn:χ, fatty acid with carbon length n and
number of unsaturations x, I.S., Internal standard (n-tetratriacont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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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GC-MS 분석 결과

함량으로 검출되었고 단일 불포화 지방산(C16:0∼C24:0)과
다가 불포화 지방산(C18:2)도 함께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병 내 유기물의 GC-MS 분석 결과 지방산(fatty acid)

불포화 지방산은 식물성 기름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며

과 스테롤(sterol) 성분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Figure

포화 지방산에 비해 융점이 낮은 특성을 지닌다. 스테롤은

5). 지방산으로는 긴사슬 포화 지방산(C16:0∼C24:0)이 높은

식물 유래의 스테롤인 캠페스테롤(campesterol, 42.7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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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C-MS chromatograms of No. 1. (A) TIC of the trimethylsily derivatives. (B) Mass spectra of sesamin (41.706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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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 43.794분)과 스티그마스테

이를 바탕으로 주된 지방산 성분 패턴을 비교하였다

롤 산화물로 추정되는 stigmastan-3,5-diene (41.048분) 등

(Figure 8). 유병 내 유기물은 hexadecanoic acid (C16:O),

이 확인되었다.

octadecanoic acid (C18:0), octadecenoic acid (C18:1)의 함량

TMS 유도체 시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리그난 성분인

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참깨유는 octadecenoic acid

세사민(sesamin, 41.706분)이 검출되었다(Figure 6). 또한

(C18:1)와 octadecadienoic acid (C18:2)의 함량이 높고 들깨

대조군 기름인 참깨유의 GC-MS 결과에서도 세사민이 확

유와 아마인유는 octadecatrienoic acid (C18:3)의 함량이 높

인되었다(Figure 7). 세사민은 참깨(Sesamum indicum L.)

은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유채유는 octadecenoic acid

종자에서 분리되는 항산화물질로 참깨 유전자원에서 검

(C18:1)의 함량이 높고 대두유는 octadecadienoic acid

출되는 주된 특성 성분이다(Kim et al., 2014).

(18:2)의 함량이 높아 서로 다른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유병 내 유기물의 지방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보면 포화 지방산의 함

군 기름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량은 낮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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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C-MS chromatograms of sesame oil. (A) TIC of the sesame oil. (B) Mass spectra of sesamin
(41.71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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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tty acid methyl ester (FAME) composition of sample by GC-MS
Relative composition (%)

Fatty acid

No. 1

Tetradecanoid acid (C14:0)

-

Hexadecanoid acid (C16:0)

25.1

Sesame oil

Perilla oil

Linseed oil

-

0.0

0.0

0.0

7.0

6.2

4.6

3.1

9.2

-

-

-

0.0

0.0

1.4

3.0

0.1

3.1

Heptadecanoic acid (C17:0)
Octadecanoic acid (C18:0)

26.5

4.1

Canola oil Soybean oil

Octadecenoic acid (C18:1)

36.6

44.0

-

-

84.4

28.1

Octadecadienoic acid (C18:2)

4.6

44.5

11.9

4.5

10.7

58.4

Octadecatrienoic acid (C18:3)

-

-

80.4

87.8

0.0

0.4

Eicosanoic acid (C20:0)

4.1

0.4

0.0

0.1

0.4

0.2

Eicosenoic acid (C20:1)

1.0

0.0

0.1

0.9

0.2

Docosanoic acid (C22:0)

1.1

0.1

0.0

0.1

0.2

0.2

0.0

-

0.1

0.0

tetracosanoic acid (C24:0)

0.9

0.0

0.0

0.0

0.1

0.1

Hexacosanoic acid (C26:0)

0.3

0.0

0.0

Docosenoic acid (C22:1)

A

No. 1
60

C26: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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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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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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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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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atton of Fatty acid of sample. (A) No. 1. (B) Sesame oil. (C) Perilla oil. (D) Linseed oil. (E) Canola oil.
(F) Soybean oil.
유병 내 유기물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검출되었으나 포

유도한다. 포화 지방산은 이러한 알릴성 결합이 없어 공

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기물이 오

기 산화에 반응이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2015).

랜 시간 매장되어 있는 동안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

추후 산화에 따른 식물성 유지의 지방산 조성의 패턴 변

산으로 산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불포화 지방

화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은 이중 결합 옆에 붙어 있는 탄소인 알릴 탄소(allylic

세사민과 캠페스테롤 및 스티그마스테롤의 검출이 참깨

carbon)가 약한 C-H 결합을 가져서 안정한 알릴(allylic) 라

유래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

디칼과 과산화물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이 유지의 산패를

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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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 찰
충주 금릉동 쇠저울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 유

도 함께 보관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향
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병의 내부 유기물을 규명하고자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

4. 결 론

다. 유병 내 유기물은 적외선 분광 분석(FT-IR) 결과에서
대조군 식물성 기름의 IR 스펙트럼과 유사한 결과를 보임
으로서 식물에서 유래된 기름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
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 분석(GC-MS) 결과 다가 불
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스테롤이 검출되었고 참깨 종자에
서 확인되는 세사민(sesamin) 성분이 검출되었다. 지방산
조성의 패턴 비교 결과 신선한 식물성 기름의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지만 유병 내부 유기물의 지방
산은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기름의 종류를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식물성 스테롤 검출과 더불어 참깨 종
자 관련 특성성분이자 항산화물질인 세사민의 검출은 고
려시대 유병 내부에 담겨 있던 유기물이 참깨와 관련된
물질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이다.
참깨(Sesamum indicum L.; Sesame; 芝麻, 胡麻)는 참깨
과(Pedalidaceae)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참깨는 열
대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을 원산지로 보고 있으며, 기
원전 3000년 이전에 이미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되고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황하문명(기원전
3000년경) 시대에 탄화된 참깨가 출토되어, 서역의 실크
로드가 개설되기 이전에 참깨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Bedigian and Harlan, 1986).
우리나라의 참깨 관련 기록은 1123년 고려 중기 송나
라 사절로 왔던 서긍이 저술한 뺷고려도경(高麗圖經)뺸에
호마(胡麻)가 나타나는데 고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로
언급되어 있다(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977). 조선시대 뺷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뺸에
경기, 광주목,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등에서 지
마(芝麻), 지마유(芝麻油)가 부세(賦稅)로 기록되어 있다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972).
이처럼 참깨는 진임(眞荏), 호마(胡麻), 지마(芝麻)로
불리며 약재나 음식뿐 아니라 등불의 원료로 사용된 기록
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17; Song, 1997). 참깨유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는 국
립전주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시대 백자장군 내 유기물
의 GC-MS 분석을 통해 참깨의 특성 성분인 세사민류 성
분이 확인되어 참깨유 보관 가능성이 확인된 연구 사례가
있다(Lee and Yun, 2007).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고려시대 유병 내부에 참깨유가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기름

충주 쇠부리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자 유병은 내
부에 참깨유가 보관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유기
물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포화 지방
산의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 지방산 조성
의 확인은 어려우나 참깨의 특성 성분인 세사민과 식물
성 스테롤류가 검출되어 참깨유 유래 물질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고려시대 청자 유병
에 참깨 유래 물질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한 첫 사
례로 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유지의 산화에 따른 지방산 조성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유기잔존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앞으로도 과거 생활 문화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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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증해제 종류(천연 잿물, Na2CO3)와 초지 시기(겨울, 여름)가 다른 한지를
선정하여 105℃의 가속열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한지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백색
도(brightness) 및 황색도(yellowness), pH를 측정하여 한지의 열화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통해 열화가 진행됨에 따른 셀룰로오스 내 작용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었
다. 이를 바탕으로 X선 회절분석(XRD)과 라만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FT-IR에서 나타난 셀룰로
오스 내 결정 및 비결정영역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FT-IR 분석결과,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셀룰로오스 내 비결정영역의 흡광도는 감소하는 반면
결정영역의 흡광도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정영역의 증가는 XRD 분석 후 결정
화도(Crystallinity Index, CI) 산출을 통해 열화 후 다소 증가함을 보여 같은 경향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만 분광분석 결과, 열화 후 측정된 형광을 통해 초지 조건에 따른
셀룰로오스 내 비결정영역의 분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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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analyze the chemical changes that occur in Korean paper in

an accelerated deterioration environment of 105℃. We selected the Korean paper produced with
different types of cooking agents (plant lye, Na2CO3) and during different manufacturing seasons
(winter, summer). The degree of deterioration of the Korean paper was confirmed by measuring the
brightness, yellowness, and pH level, and the degree of change in each vibrational region of cellulose
as deterioration progressed through infrared (FT-IR) spectroscopy. The FT-IR analysis showed that,
as deterioration progressed, the absorbance of the amorphous region in cellulose decreased, whereas
the absorbance of the crystalline region slightly increase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and
Raman spectroscopy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changes in the crystalline and amorphous regions
in cellulose indicated by the FT-IR results. Furthermore, the crystallinity index (CI) was calculated;
it showed a slight increase after deterioration; therefore, CI was confirmed to follow the same trend
as that observed for absorbance in the FT-IR results. In addition, as a result of Raman spectroscopic
analysis, the degree of decomposition of the amorphous region in the cellulose under the manufacturing
conditions was confirmed by the fluorescence measured after the deterioration.
Key Words Korean paper, Thermal deterioration, FT-IR, Raman, XRD, Crystallin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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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재료 및 방법

한지는 제조 원료 및 조건 등(Table 1)에 따라 물리화학

2.1. 한지 시료 제작

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한지의 섬유 원료인
닥나무 백피는 증해제 종류에 따라 닥섬유 내 주요 성분
들의 함량과 그에 의한 열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한지 제조 시에는 분산제 역할을 위한 원료로 황
촉규근 점질물이 사용된다. 이 점질물은 글루코오스, 칼
락토스 등의 다당류와 폴리우론산 간의 가교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Lee et al., 2020), 시간이 지나면 점성이 약
해지고 특히 고온에서는 금방 상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
서 냉장이 거의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분산제로서 황촉규
를 쓰기 위해서라도 겨울에 한지를 초지해야 했으나 현재
는 한여름에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 계절의 제약
이 많지 않다. 하지만 냉동 보관된 황촉규라 하더라도 최
고 기온이 37.0℃(2020년 대구 기준, 2020.06.09.,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ather Data Service)에 달
하는 여름철의 경우 점액질을 실온에 보관하였을 때 겨울

본 연구에서는 증해제(cooking agent)와 초지 시기가 다
르게 제조된 한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증해제
로는 농업부산물을 태워 제조된 천연 잿물과 대체재로 사
용되고 있는 소다회(Na2CO3)를 선정하였으며, 한지 초지
시 공방 환경조건(온도, ℃)에 따라 분산제로 사용되는 황
촉규근 점질물의 산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가설을 설
정하여 같은 조건으로 여름철, 겨울철에 초지된 한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Table 1). 사용된 한지는 국내산 닥
나무 백피 100%와 황촉규근 점질물인 닥풀을 섬유원료와
분산제로 사용하였으며, 평량은 30 g/m2이다. 각각의 한
지 시료는 열화 전 15 × 15 cm의 크기로 재단하여 조습
후 가속열화를 실시하였다.
2.2. 가속 열화실험

철과 비교하여 점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한지
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한지의 열화 특성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해제 종류(천연 잿물, Na2CO3)
와 초지 시기(겨울철, 여름철)가 다른 한지를 선정하여
105℃의 가속열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한지의 화학적 변
화를 분석하여 각 조건에 따른 한지의 화학적 열화 특성

본 연구에서는 “KS M ISO 5630-1: 2017 종이 및 판지
–가속노화- 제1부: 105℃에서의 건열처리” 시험법에 의거
하여 105℃의 조건에서 30일, 60일, 90일, 120일 동안 건식
인공열화를 실시하였다.
2.3. 평가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백색도(brightness) 및 황색도

2.3.1. 광학적 특성

(yellowness), pH를 측정하여 한지의 열화 정도를 분석하
였으며, 적외선 분광분석(FT-IR)을 통해 열화가 진행됨에
따른 한지 내 성분의 화학적 구조변화율(작용기 분석)을
확인하였다. 또한 X선 회절분석(XRD) 및 라만 분광분석
을 통해 셀룰로오스 내 결정영역과 비결정영역의 변화 양
상을 분석하였다.

증해제 종류 및 제조시기에 따른 각 한지의 시료의 광
학적 열화 특성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열화 전 한지
시편과 30일, 60일, 90일, 120일 동안 건식 인공열화한 각
한지 시편의 색도, 백색도, 황색도 등을 각 시편당 세 지
점씩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환산하였다. 분석장
비로

분광

분석기(Spectrophotometer,

Elrepho

070,

Lorentzen & Wettre, SWE)를 사용하였다.
Table 1. Specimen preparation conditions
Sample

Manufacturing
season

Papermaking
method

Winter
Oebal
-tteugi

AS
Summer
NS

Formation
mucilage

Bast fiber

Basis weight

Dakpul
(Hibiscus
mainihot)

Korean paper
mulberry

30 g/m2

Natural ash
(Plant lye)

AW
NW

Cooking agent

Soda ash
(Na2CO3)
Natural ash
(Plant lye)
Soda ash
(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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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pH

적으로 분자들의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라

가속열화에 의한 실험시편의 산성도 변화를 측정하기

만 분광법으로는 Raman shift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에

위해 냉수추출법을 사용하여(KS M ISO 6588-1) 열화 전

너지가 감소 혹은 증가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결

후 각 한지 시편의 pH를 측정하였다. 분석장비로 pH측정

정성 물질을 라만 분광법으로 측정하면 광원의 편광성에

기(LAQUAact-PH110, Horiba, JPN; Electrode, 9425-10C,

의해 결정의 방향에 따라 스펙트럼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

Horiba, JPN)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편당 3회 반복 측정하

에 본 연구에서는 결정질에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을 부여

여 평균값으로 환산하였다.

하기 위해 세로 방향의 섬유들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분석 장비로는 Oxford Instrument사의 라만분광기(Andor

2.3.3. 적외선 분광분석(FT-IR)

Shamrock 500i, GBR)를 사용하였다. 열화 전후 라만 스펙

한지 내 셀룰로오스 섬유는 열, 산소 등 외부 인자들에

트럼의 형광 발생 폭에 따라 비정질의 분해 여부를 판단

의해 가수분해 및 산화분해되어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구

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4).

조가 변화된다. 열화에 의한 이와 같은 작용기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열화 전 한지 시편과 60일, 120일 동안 건식

2.3.5. X선 회절분석(XRD)

인공열화한 각 한지 시편의 FT-IR(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

건식 인공열화에 따른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 변화를

광기, Attenuated Total Reflection-Fourier Transform Infrared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XRD, X-ray diffractiometry)

spectroscopy)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장비로는 Thermo

을 실시하고, Segal법(Peak heigh ratio법)을 참조하여 각

Fisher Scientific사의 FT-IR(Nicolet iS5, USA)를 사용하였

한지 시편의 결정화도(Crystallinity Index, CI)를 도출하였

다. 셀룰로오스 구조 내 주요 작용기 및 FT-IR의 분석 조

다(Ahn et al., 2012). 이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의 결정

건은 다음과 같다(Table 2, 3).

면에서 최댓값을 나타내는 I200과 비결정성 물질만을 나타
내는 IAM값을 이용해 결정화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2.3.4. 라만 분광분석(Raman Spectroscopy)

다. 분석장비로는 Malvern Panalytical사의 XRD(Empyrean,

빛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산란 현상을 라만 산란
(Raman scattering) 혹은 라만 효과(Raman effect)라고 한다.

GBR)를 사용하였으며, XRD 측정조건 및 계산식은 다음
과 같다(Table 5, Figure 1).

적외선 분광법과 마찬가지로 라만 산란 과정도 분자의 진
동 전위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직접
Table 2. Assignment of FT-IR bonds in the average spectra of the cellulose
Wavenumber (cm-1)

Assignment (vibrational mode)

3200-3400

O-H stretching

2900

C-H methyl and methylene groups

1690-1780

C = O carbonyl group

1635

Absorbed water bending vibration of cellulose

1430

CH2 scissoring of cellulose

1160

Anti-symmetric bridge stretching of C-O-C groups of cellulose

897

β-(1,4) glycosidic linkage of cellulose

Table 3. Analysis conditions of FT-IR

Table 4. Analysis conditions of Raman spectroscopy

Conditions

Contents

Conditions

Contents

ATR accessory

Diamond crystal

Detector

CCD (Andor newton 920DU)

Measuring range

4000∼600 cm-1

Laser

785 nm, 30 mW, 15s*3

-1

Resolving power

4 cm

Measuring range

200∼3300 cm-1

Number of scans

32 times

Resolving power

1.5 cm-1

Magnific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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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conditions of XRD
Conditions

Contents

Target material

Cu

X-ray generator

Tension 45 kV, Current 40 mA

Scan range

5∼60 °

Step size, counting time

0.0263, 20 s

Figure 1. Segal method formula.

3. 결과 및 고찰

었다. 열화 전 시편과 30일, 60일, 90일, 120일 동안 열화가
실시된 시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전통 잿물 증해

3.1. 광학적 특성

조건, 겨울철 초지 조건의 한지에서 소다회(Na2CO3) 증해
조건, 여름철 초지 조건의 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색차가

120일 동안의 건식 열화 시 증해약품 및 제조시기에

낮아 광학적 열화가 적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른 각 한지 시료들의 광학적 열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

소다회(Na2CO3)는 알칼리도가 천연 잿물보다 높기 때

해 색도(L*, a*, b*를 측정하여 색차(ΔE)로 환산하였음),

문에 증해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셀룰로오스의 중합도가

백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ure 2 to 4에 나타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Park et al., 2017), 셀룰로오스

Figure 2. Color difference due to aging of 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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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rightness change due to aging of Hanji by manufacturing conditions.

Figure 4. Yellowness change due to aging of Hanji by manufacturing conditions.
는 열에 의해 산화되며 알데히드기와 케톤기가 형성되어
황색도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경우에서는,
천연 잿물이 사용된 한지보다 소다회(Na2CO3)로 증해된
한지의 셀룰로오스의 중합도가 낮아져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가 심화되어 색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했
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초지 시기별 한지 열화의 경
우 여름철에 제조한 한지 시료들의 색차가 겨울철에 제조
된 한지 시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
는 백색도 및 황색도에서 두드러지며, 황촉규근 점질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름철 고온에
의해 점질물의 가교결합이 분해됨으로써 산화가 가속되
어 황변이 진행되었을 수 있으며, 점도 유지를 위해 겨울
철보다 많은 닥풀의 양이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제시할
수 있다.

3.2. pH
Figure 5의 적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중성인 pH 6∼8이
며, 90일이 지나며 모든 시편이 산성을 띠기 시작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간별 열화 전후 시편을 비
교한 Figure 6의 pH ΔE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시편
은 AW인 반면 NS에서는 가장 큰 값의 변화를 보인다.
특히 소다회(Na2CO3)를 증해제로 사용하여 여름에 제조
된 한지 시료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름철 고온에 의해 변질된 황촉규근 점질
물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황촉규근 점질물의 주성분은 오탄당과 육탄당 등의
다양한 다당류이며, 폴리우론산 간의 가교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들은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열화에 약한 구
조로 분해될 수 있는데, 여름철 닥풀이 고온에서 변질될
경우 점질물을 구성하는 폴리우론산 간의 가교결합이 분

한지의 제조 조건에 따른 열 손상 평가 연구 / 김지원, 박세린, 한기옥, 정선화 | 653

Figure 5. pH change due to aging of Hanji by manufacturing conditions.

Figure 6. pH difference due to aging of Hanji.

Figure 7. FT-IR spectra and assignment bonds of Hanji samples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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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T-IR spectrum change due to aging of samples (A: AW, B: NW, C: AS, D: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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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으며, 분해되며 생성된 산 부산물은 한지 내

제거된 순수한 셀룰로오스라고 판단하였으며, 셀룰로오

셀룰로오스 등 각 성분들의 열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스 구조 내 작용기를 나타내는 파장 영역을 대상으로 열
화 전후의 흡광도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3.3. 적외선 분광분석(FT-IR)
가속열화를 실시하기 전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
를 파악하기 위해 한지 시료를 측정하였으며(Figure 7), 그
결과 비목재의 셀룰로오스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비목재 섬유는 크기와 모양, 미량 성분의 화학적 성
질이 목재 펄프섬유와 다르며(Lee, 1996), 섬유장과 섬유
폭의 값이 달라 완성된 종이의 성질에 큰 차이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Go and Jeong,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
된 한지는 매칭에 따라 비목재 섬유로써 리그닌이 대부분

FT-IR 측정결과, 대부분 비결정질의 작용기를 나타내
는 파수 약 4000∼1000 cm-1의 범위에서는 피크의 흡광도
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결정질인 단위셀을 나
타내는 897 cm-1 범위의 파수에서는 피크의 흡광도가 다
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시편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양상은 모든 시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그 변화율은 AW 시편이 가장 작고, NS 시편에서 가장
큰 것이 확인된다. 각 시편은 9회 측정한 후 각 피크에서
의 흡광도를 평균하여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었으며 열화
에 따른 스펙트럼의 흡광도 변화율은 Figure 8, 각각의 파

Figure 9. Absorbance change in amorphous region of cellulose due to aging of samples (A: 3340 cm-1, B: 1635 cm-1,
C: 1430 cm-1, D: 1160 cm-1).

Figure 10. Absorbance change in crystalline region of cellulose due to aging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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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시편별 스펙트럼의 흡광도 변화율은 Figure 9,

Figure 10은 셀룰로오스의 결정영역을 나타내는 897
cm-1 파수로서 베타 1, 4 글루코오스결합(β 1-4 glucosidic

10에 나타내었다.
Figure 9의 A∼D는 셀룰로오스 내 작용기를 이루는 비

bond)에 기인하며 셀룰로오스의 단위셀(unit cell)이라고

결정영역을 담당하는 파수로서, 열화에 따른 시편별 흡광

할 수 있다. Figure 9의 비결정영역의 결합들과는 반대로

-1

-1

도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3500 cm ∼3200 cm 파수 영역은

열화 전 시편의 흡광도는 AW 시편이 가장 크고 NS 시편

하이드록시기(hydroxyl group, O-H stretching), 1635 cm-1

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소다회 증해

파수 영역은 카보하이드레이트기(carbohydrate group)에

후 이미 셀룰로오스 단위셀의 결합이 느슨해진 것을 방증

기인한 파수이며, 카보하이드레이트기는 하이드록시기와

한다. 또한 열화가 진행될수록 흡광도가 높아지는 양상은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로 구성되어 있다. 1700 cm-1

열화 후 베타 1, 4 글루코오스결합이 감지될 때 이미 비결

파수 부근의 카르보닐기는 다양한 문헌에서 종이 황변의

정영역의 작용기들이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방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대부분 리그닌이나 헤미셀룰

해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로오스에서 나타나며 적어도 해당 시편에서는 해당 영역

베타 1, 4 글루코오스결합은 셀룰로오스 구조를 이루

의 피크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7). 따라서 본 연

는 결합 중 가장 강도가 큰 결합이며, 비결정 영역을 나타

구에서는 1635 cm-1 파수에서의 초지 조건별 시편의 흡광

낸 Figure 9와 함께 고려하였을 때 비결정영역의 작용기

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AW 시편의 변화폭이 가장

만 분해되고 결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은 해당 실험

적고, NS 시편에서의 변화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조건인 105℃와 120일이라는 열화 조건은 단위셀을 끊어

있었다. 이는 색차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며 한지의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조건임을 의미한다.

황변은 초지 시기보다 증해제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라만 분광분석(Raman spectroscopy)

-1

1430 cm 파수는 메틸렌기에 기인한 것으로 H-C-H가
이루는 각도가 변화하는 진동에, 1160 cm-1 파수는 C-O
비대칭 결합에 대응한다.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영
역의 흡광도는 모두 감소하나 AW, AS 시편보다 NW, NS
시편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초지 시기보다
는 증해제에 따른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방증
한다.

라만 스펙트럼에서는 열화 후 새로운 피크의 생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시편에서 열화 후 형광이 다수
발생되는 양상을 보였다. 라만은 비정질에 대해 형광스펙
트럼이 다수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Figure 11에서 확인
되는 것과 같이 열화 후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높은 형광
폭은 셀룰로오스 내 비정질의 분해 정도를 방증한다. 또

Figure 11. Raman spectrum change due to aging of samples (A: AW, B: NW, C: AS, D: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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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화 전후 형광의 폭은 AW 시편이 가장 낮고 NS 시편

고 판단된다. 각 시편에 대한 CI지수와 XRD 스펙트럼은

이 가장 높은 반면, 피크의 결정성은 AW 시편이 가장 높

다음과 같다(Table 6, Figure 12).

고 NS 시편이 가장 낮은 것이 확인되는데, FT-IR의 흡광

4. 결 론

도 변화율(Figure 9, 10)과 상통한 결과를 보인다.
3.5. X선 회절분석(XRD)

증해제 종류와 초지 시기가 다른 한지를 선정하여 105℃의

XRD 측정 후 결정 및 비결정영역의 상대적 분포를 통
해 결정화도(Crystallinity Index, CI)를 나타낸 결과, 열화
후 모든 시편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FT-IR의
베타 1,4 글루코오스결합(β 1-4 glucosidic bond)에 기인했
던 897 cm-1 파수의 변화 양상과 상통하게 나타난다
(Figure 10). 또한 결정화도 도출 식이 결정질과 비정질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과 앞선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
하였을 때 AW 시편보다 NS 시편에서의 열화 후 CI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열화 후 결합이 단단해졌다기보
다 셀룰로오스의 작용기를 이루고 있는 비결정영역이 다
른 시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거되어 나타난 결과라

가속열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한지의 화학적 변화를 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도 측정결과 소다회 증해 한지 시편에서 백색
도 감소 및 황색도 증가의 정도가 가장 컸으며, pH 측정결
과 또한 소다회 증해 및 여름 초지 한지 시편에서의 pH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FT-IR 분석결과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셀룰로오
스 내 비결정영역의 흡광도는 감소하는 반면 결정영역의
흡광도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소다회 증
해 및 여름 초지 한지 시편에서의 흡광도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Figure 12. XRD spectrum change due to aging of samples (A: AW, B: NW, C: AS, D: NS).
Table 6. Crystallinity index(CI) before and after deterioration
0 day (before)
AW (Ash, Winter)

120 days (after)

IAM

I200

CI

IAM

I200

CI

317

4290

92.61

348

4751

92.68

NW (Na2CO3, Winter)

391

4317

90.89

383

4751

91.13

AS (Ash, Summer)

414

4410

90.61

398

4586

91.32

NS (Na2CO3, Summer)

365

3845

90.51

327

4232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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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라만 분광분석결과 열화 후 한지에서 형광이 다

사 사

수 발생하는 것을 통해 초지 조건에 따른 셀룰로오스 내
비결정영역의 분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소다회 증해 및
여름 초지 한지 시편에서의 형광 발생 폭이 가장 크게 나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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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이는 FT-IR 측정결과 비결정영역의 흡광도 감소
양상과 상통한 결과를 보인다.
넷째, XRD 분석을 통한 결정화도 산출 결과 열화 후의
CI값은 다소 증가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FT-IR 측정결과
결정영역의 흡광도 증가 양상과 상통한 결과를 보인다.
다섯째, 대체적으로 소다회 증해 및 여름 초지 한지의
열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열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
는 초지 시기보다 증해제 종류가 더 크게 좌우함이 확인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초지 조건에 따라 열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름보다 겨울 초지 한지
의, 소다회보다 천연재 증해 한지의 열 안정성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적외선 분광분석, 라만 분광분석,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셀룰로오스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비파괴 분석을 통한 한지의 안정성 평가에 있어 각
분석 방법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보다 명
확한 열화 메커니즘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의 시편
과 분석법을 적용한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본 연구는 한지의 비파괴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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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기반으로 산출된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20
년까지 울주 천전리 각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에 적합한 식생지수 선정을
위해 실내분석을 수행하였고, 생물오염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NDVI와 TVI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NDVI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보존처리 이후인 2020년 감소하였으나, TVI는 모니터링 시점에 따른 경향성
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연도별 촬영조건에 따른 분광반사율 편차에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NDVI는 TVI보다 분광반사율 편차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TVI의 활용을 위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중심어 석조문화재, 식생지수, 초분광 영상, 모니터링, VNIR
ABSTRACT In this study, vegetation index, the vegetation index calculated based on hyperspectral

images was used to monitor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from 2014 to 2020. To select suitable
the vegetation index for monitoring, indoor analysis was performed, and considering the sensitivity
to biocontamination,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Triangular Vegetation Index
(TVI) were selected. As a result of monitoring using the selected vegetation index, NDVI increased
from 2014 to 2018 and then decreased in 2020, after preservation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VI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tendency during the monitoring. This difference was due to the variation
in spectral reflectance according to the photographing conditions by year. Therefore NDVI is less
sensitive to spectral reflectance deviation than TVI, so it can be used for monitoring. In order for
TVI to be used, however, in-depth study is needed.

Key Words Stone cultural heritage, Vegetation index, Hyperspectral image, Monitoring, VNIR

1. 서 론

이와 같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된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민적 관심

210-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복합적인 오염이

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 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도,

발생한 상태였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균열, 탈락, 박리,

노후도 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56건을 선

박락, 변색, 생물오염 등 다양한 훼손 유형에 의해 표면이

정하고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명명하였다. 이 문화재들

손상되어 있었고(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Heritage, 2009), 2014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의 손상요

각 문화재의 보존현황에 따른 구조 변형 여부와 재료 열

인들이 관찰되었다.

화상태, 생물피해 등에 대한 주기적 정밀점검이 수행되었
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6).

언급된 손상요인 중 VNIR(400-1000 nm) 대역의 초분
광 카메라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변색과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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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변색이다. 이 중 생물로 인한 오염은 지속적으로

류와 시아노세균, 곰팡이, 세균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성장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석조

다. 이 중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습기가 없고

문화재 표면의 생물오염 분석을 위해 형광 라이다와 같은

건조한 석조문화재 표면에도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에

분광장비를 활용하여 생물을 모니터링하거나, 디지털 이

의한 방법으로 착생하여 생장할 수 있고, 지의산을 만들

미지 분석을 통해 변색을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어내 암석의 표면을 부식시킨다(Min, 1985; Han and An,

있다(Cecchi et al., 2000; Pantani et al., 2000; Vázquez et

1990).

al., 2011). 국내에서도 반사 분광학적 특성을 통한 진단과

석조문화재의 생물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은 손상지도

지상용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법을 석조문

작성, 그리드 설정법을 통한 모니터링, 이미지 분석을 이

화재 진단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Hyun and Park, 2010;

용한 훼손 양상별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어

Chun et al., 2015; Ahn et al., 2020). 그러나 초분광 영상을

왔다(Jo and Lee, 2011; Park et al., 2013; Chun et al., 2014;

활용하여 석조문화재에 발생한 생물에 대한 중장기적 모

Lee et al., 2019). 또한 생물풍화를 알아보기 위한 정량적

니터링을 수행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 방법으로 엽록소-a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색을 기준으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자 등이 새겨진 울주 천전리 각

로 나누는 방법, 생물종을 동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석의 가치를 고려할 때 표면에 생장하는 생물은 손상을

(Oh, 2008; 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Kim et al.,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

2017; Park et al., 2020). 이와 같은 방법들이 갖는 한계점

다. 따라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표면상태를 고려하여

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한 모니터링이 계획되었고, 2014년

오염과 무기물 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석법이 필

부터 2020년까지 초분광 영상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자료

요한 실정이다.

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촬영 조건이 상이하기 때

초분광 이미징은 공간정보에 분광 기술을 더한 것으로

문에 측정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모니터링 방법이 요구되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밴드에 따른 2차원적 영상정보를

었다.

초분광 큐브 형태로 구성하여 대상체의 상태, 구성, 특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모니터링

변이 등을 도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Lee et al., 2019). 초

의 기술적 기반에 기여하고자,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울주

분광 영상은 분광밴드가 많고, 연속적이고, 파장폭이 좁

천전리 각석의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하였다. 우선

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며(Kim et al., 2005), 이와 같은

장기 모니터링에 적합한 식생지수를 선정하기 위해 실내

특징을 활용함으로써 생물오염과 무기물이 병존하는 석

에서 취득한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식생지수에

조문화재 표면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후 선정된 식생지수를

특히 빛이 식생에 닿으면 스펙트럼의 일부가 반사되는

실제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또

데 식물의 반사도는 잎 표면의 특성, 내부구조, 생화학적

한 보존처리를 통해 표면오염물이 제거된 후 초분광 영상

성분의 농도 및 분포에 좌우되며 반사광의 분석을 통해

을 취득하여 이전 시점의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하였고,

식물의 단위 면적당 식물량과 생리적 상태를 모두 평가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지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수 있다(Penuelas and Filella, 1998).
석조문화재 표면에 서식하는 식생은 천이 과정을 통해

검토하였다.

생물막을 생성하는데, 이때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 빛에

2. 이론적 배경

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 과정이 수행된다.
광합성은 특별한 광합성 색소가 있어야 하며, 광합성 색

석조문화재에 발생하는 생물열화는 생물학적 유기체

소는 엽록소(chlorophyll),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크산

가 역사적, 예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상에 미치

토필(xanthophyll), 피코에리트린(phycoerythrin), 피코시아

는 물리적 및 화학적 손상이며, 일반적으로 석조문화재에

닌(phycocyanin) 등이 있다(Min, 2018).

서 발생하는 생물오염은 조류, 지의류, 선태류와 같은 하

이러한 광합성 색소들은 흡수하는 파장이 상이하다.

등생물이다. 이와 같은 하등생물들은 생물의 천이 과정에

엽록소에는 여러 종류의 색소가 있어 각기 다른 파장의

의해 발생하며, 암석의 기계적인 풍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빛을 흡수하는데, 엽록소-a는 주로 청색, 보라색, 적색의

알려져 있다(Griffin et al., 1991; Lee et al., 2001; Min,

빛을 흡수하고 녹색 빛을 반사시키므로 녹색으로 보인다.

2018). 또한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에는 다양한 생물이

엽록소-b는 주로 청색과 주황색 빛을 흡수하고 황록색을

서식하고 있는데, 이끼류와 지의류가 대표적이며 미세조

반사하여 황록색으로 보인다(Min, 2018). 이외 보조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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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및 방법

인 카로티노이드는 400-500 nm 대역의 흡수대를 가지고 주
황색을 띠며, 피코시아닌과 피코에리트린은 각각 630 nm와
550 nm에서 흡수대를 가진다(Lee et al., 2016).

3.1. 초분광 시스템 및 자료

1960년대 이래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식물의 생물리학
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인자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

울주 천전리 각석 모니터링 자료는 VNIR(400-1000 nm)

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식생지수가 개발되었다. 식생지수

대역의 초분광 영상이다. 이 영상은 하나의 이미지로 구

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량과 활동성, 엽면적지수, 엽

현되나 픽셀마다 고유의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록소 함량, 엽량 및 광합성 흡수 복사량 등과 관련된 지표

VNIR 대역은 앞서 언급한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으로 인

로 사용된다(Shin and Kim, 2003). 바이오매스 또는 잎면

해 나타나는 분광학적 특징 구분이 용이하다.

적 지수를 추정하기 위한 근적외선/적외선 비율 방법은

초분광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센서는 회전(rotating) 방

Jordan(1969)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Rouse et al.(1974)

식의 가시광-근적외선 영역대(400-1000 nm) 초분광 카메

는 정규식생지수(NDVI)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다

라(VNIR Spectral Camera PS V10E, Specim, FIN)와 카메라

중분광 영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생지수가 되었

를 제어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카메라는 수평으로 180°

다. 그 밖에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식생지수는 약 50여

회전이 가능하며, 가용 파장대역에서 258개의 밴드를 획

종 이상이 있다(Na et al., 2018). 이러한 식생지수는 문화

득한다(Figure 1A, 1B).

재 진단을 위해 활용된 사례가 있지만(Kim et al., 2016;

울주 천전리 각석의 자료는 2014∼2020년까지 2년 주

Lee et al., 2020), 중장기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부족하다.

기로 촬영되었다(Figure 1C).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와 같은 식생지수는 산림이나 작물 모니터링 등 광

3건의 자료는 표면 오염물 모니터링을 위해 취득하였고,

역 조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지상용 초분광 장비보다

2020년 자료는 2019년 보존처리가 수행된 이후 자료로서

위성 혹은 항공 촬영 영상에 활용된다. 따라서 석조문화

비교군으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하였다. 각각의 영상은 동

재 표면의 조류와 지의류 등 하등생물로 인한 오염 모니

일한 대상을 촬영하였으나, 측정일과 기하조건이 상이하

터링에 식생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 초분광 장

다(Figure 1C).

비에 식생지수를 적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또한 식생지수 선정을 위해 야지에서 복합적인 손상이

하며, 다양한 식생지수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성 평가가

관찰되는 암석을 수습하였고, 동일한 초분광 카메라로 촬

필요하다.

영하여 현장적용을 위한 선행연구에 활용하였다. 촬영은
실내에서 수행되었고 광원은 할로겐 램프(H1000, Fomax,

Figure 1. Status of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in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A) Hyperspectral imaging system.
(B) Characteristics of hyperspectral camera sensors. (C) The monitoring date and the location of the sun on the image
acquisi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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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를 이용하였다. 이때 주변에서 유입되는 반사광의

촬영 기준점, 기하조건 등이 상이하다. 특히 운용 중인 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외부광을 차단한 환경에

분광 시스템은 원격탐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인공위성이

서 촬영을 수행하였다.

나 항공 영상과 차이가 있다.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용하
는 위성이나 항공 초분광 영상은 공간정보와 기하조건에

3.2. 영상 보정
초분광 시스템으로 취득되는 영상은 각각의 픽셀에 대
응하는 고유한 분광 정보를 가지고 있어 손상요인들이 혼
재되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석자의 주관에 의한
오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태양을
광원으로 하는 야외 초분광 영상 촬영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기상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광량의 변화 및
측정 시점별로 발생하는 카메라 위치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변수는 영상의 품질에 영향을 주며, 반사율의

대한 보조자료가 존재하나, 문화재 촬영을 위한 초분광
시스템은 기하조건에 대한 보조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및 기하조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2014년을 기준으로 결합점을 생성하여 기하
보정을 수행하였다. 영상 간 기하보정 및 보간법의 적용
을 위해 L3Harris(USA) 사의 ENVI 5.6을 사용하였고, 식
생지수 산출 및 비교에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
다. 보정이 완료된 영상은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자 불필
요한 영역을 제거하였다.

변화를 유발한다. 이 외에도 기기에서 발생하는 암전류,

4. 연구 결과

상대습도 등이 영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초분광 영상에 대한 방사
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방사보정을 위해 모든 영

4.1. 식생지수 선정

상은 White reference를 함께 촬영하였다. 이때 99%의 반

2014년을 기준으로 울주 천전리 각석의 표면에서는 주

사율을 가지는 SpectralonⓇ Targets(Labsphere, USA)을 이

로 조류, 지의류로 인한 손상이 관찰되며, 국소부위에서

용하였으며, Dark reference는 카메라 셔터를 닫고 촬영하

선태류에 의한 생물오염이 확인된다(Figure 2A∼C). 중앙

여 획득하였다. 이후 White reference의 반사율 값을 99%

에는 우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오염이 나

로 하는 상댓값으로 변환하였다.

타나고(Figure 2D), 각석 상부에는 관목과 초본류의 생장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모니터링을 위한 초분광 영상은

이 확인된다(Figure 2E). 특히 각석 하단과 좌⋅우측에 녹

동일한 대상을 촬영하였으나, 측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색 조류, 지의류, 자색 조류 등의 복합적인 오염이 관찰되

Figure 2. Current status and biological pollution of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A) Status of Petroglyphs in
Cheonjeon-ri, Ulju. (B, C) Pollution caused by algae and lichen. (D) Biological pollution in areas where moisture is
maintained. (E) Shrubs and herbaceous plants at the top of petroglyphs. (F) Site A. (G) Site B. (H) Spectr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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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면과 가까운 부분에 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초분광 영상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이 같은 생물오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초분광 영상에서

이 때 각 식생지수는 서로 상이한 산출값의 범위를 가

나타나는 분광 곡선의 형태 및 특징이 상이하다(Figure

지므로 식생지수 비교를 위해 –1∼1 사이의 정규성을 띠

2H).

도록 재가공하여 산출값의 범위를 통일하였다. 또한 시각

분광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활용하는 식생지수에 대하여

적으로 용이한 비교를 위해 color index를 삽입하였다.

Zarco-Tejada et al.(2004)는 구조적 지수와 엽록소 지수를

각각의 생물오염은 상이한 분광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분하여 제안하였고, Kim et al.(2012)은 앞서 제안된 식

식생지수 산출 시 사용되는 파장에 따라 특정 생물에 대

생지수와 추출된 식생의 Endmember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하여 적합한 식생지수를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산출된 식생지수의 정밀한 비교를 위해 지의류와 조류 영

한 Chun et al.(2015)은 NDVI를 활용하여 숭례문 육축을

역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지의류와 조류의 혼합 오

진단한 사례가 있다.

염이 발생한 영역은 site A(Figure 2F), 조류로 인한 생물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식생지수 중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Modified

염이 관찰되는 영역은 site B로 설정하였고(Figure 2G), 영
역을 지정하여 비교하였다(Figure 4).

Chlorophyll Absorption in Reflectance Index 1 (MCARI 1),

산출된 식생지수를 비교한 결과, 일부 영역에서 차이

Modified Triangular Vegetation Index 1 (MTVI 1), Optimized

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NDVI의 경우 site A에서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OSAVI), Renormalized

지의류가 저평가되어 암석과 유사한 값으로 분포하는 것

Differene Vegetation Index (RDVI), Gitelson & Merzlyak,

이 확인된다. TVI는 site A에서 상대적으로 지의류 영역이

Modified Chlorophyll Absorption in Reflectance Index

잘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지만, site B에서 조류로 인한 오

(MCARI), Triangular Vegetation Index (TVI), Zarco- Tejada &

염이 저평가되는 것이 확인된다. ZM은 산출된 값이 매우

Miller, Gitelson and Merzlyak를 선정하고 비교하였다. 각

협소한 분포를 보여 모니터링을 위한 식생지수로 활용이

식생지수에 대한 산출식은 Table 1과 같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종합하면, 울주 천전리 각

식생지수 선정을 위한 단계에서는 야외에서 수습된 암
석을 활용하였다. 실내에서 수행된 사전테스트를 통해 총

석의 장기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식생지수는
NDVI와 TVI로 판단된다.

9가지 식생지수 공식을 적용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그레
이스케일 이미지로 표현하였다(Figure 3). 이때 식생지수

4.2. 장기 모니터링 결과 비교

산출값에 대하여 생물오염부와 비오염부의 비율을 산출
하여 비교하였고, 생물의 종류에 따른 편차가 낮을 때 모
니터링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NDVI, TVI, ZM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식생
지수는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 자료 중 2018년

장기 모니터링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내 실험을 통해 선정된 식생지수를 2014∼2020년까지
4회에 걸쳐 구축된 초분광 영상 자료에 적용하여 비교하
였다. 각 식생지수는 사전 검토 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Table 1. Vegetation index formula for monitoring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Vegetation index

Formula

Reference

NDVI

NDVI =       

Rouse et al. (1974),
Chun et al. (2015)

MCARI1

MCARI1 =         

Haboudane et al. (2004)

MTVI

MTVI =         

Haboudane et al. (2004)

OSAVI

OSAVI =          

Rondeaux et al. (1996)

RDVI

  
RDVI =    

Haboudane et al. (2004)

Gitelson & Merzlyak

GM =  

Gitelson and Merzlyak (1996)

MCARI

MCARI =           

Daughtry et al. (2000)

TVI

TVI =         

Broge and Leblanc (2001)

Zarco-Tejada & Miller

ZM =  

Zarco-Tejada et al. (2001)

664 | 보존과학회지 Vol.37, No.6, 2021

Figure 3. Vegetation index pre-test results.

Figure 4. Comparison results of selected vegetation index.
산출결과를 재가공하였다.

위가 없다. 적색(680 nm)과 근적외선 영역(800 nm)에서의
반사도를 사용해 계산되고, Rouse et al.(1974)에 의해 처

4.2.1. NDVI

음 제안되었다. 정규화 식생지수는 -1에서부터 1까지의

정규화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범위를 가지며, 증가하는 양수(+) 값은 녹색식물의 증가

Index, NDVI)는 녹색식물의 상대적 분포와 활동성, 엽면

를 의미한다. 반대로 음수(-) 값은 물, 황무지, 얼음, 혹은

적지수, 엽록소의 함량 등과 관련한 지표로 사용되며 단

구름과 같이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나타낸다(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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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어, 보존처리 전⋅후

et al., 2003).
NDVI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 평균값은 2014년

비교에 식생지수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0.19, 2016년 0.25, 2018년 0.25, 2020년 0.21로 나타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식생지수가 증가하며, 2018년

4.2.2. TVI

에 정체되고, 2020년은 보존처리로 인해 NDVI 값이 낮아

TVI는 엽록소에 의한 빛 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

지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정밀한 비교를 위해 site

영역의 반사도 및 적색과 근적외선 반사도 간의 상대적

A와 site B를 함께 비교한 결과, site A의 지수는 0.22에서

차이에 대한 함수로서 색소에 의해 흡수된 복사에너지를

0.28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20년 보존처리 이

의미한다. 이 지수는 스펙트럼 공간에서 녹색의 최대점,

후 0.22로 다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된다. Site B도 마찬가

엽록소 흡수에 의한 최소점, 근적외선 영역으로 정의된

지로 0.27에서 0.34로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보존처리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계산되며, 이는 적색 반사율을 감소시

후 0.23으로 확연하게 생물 활력도가 낮아진 것이 확인되

키는 엽록소 흡수와 근적외선 반사도 증가를 유발하는 다

었다(Figure 5).

량의 잎 조직이 삼각형의 전체 면적을 증가시킨다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식생지수의 평균값은 시각적인 변화를

에 근거한다(Broge and Leblanc, 2001).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때 생물의

TVI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 평균값은 2014년

밀집도가 높은 영역인 site A와 site B에서는 모니터링 결

0.16, 2016년 0.20, 2018년 0.17, 2020년 0.49로 나타난다.

과 비교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전체 산출값을 활용한 평균의 비교 결과, 경향성이 보이

Table 2. NDVI value results for 2014-2020
Yaer

NDVI (mean)
Total

Site A

Site B

2014

0.19

0.22

0.27

2016

0.25

0.26

0.32

2018

0.25

0.28

0.34

2020

0.21

0.22

0.23

Figure 5. Long-term monitoring results of NDVI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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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Table 3). 특히 보존처리 이후인

5. 고찰 및 결론

2020년 모니터링 결과, 2018년에 비해 식생지수가 0.17에
서 0.49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밀한 관찰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울주 천전리 각석의 표면에 서식하는

수행된 site A와 site B의 관찰 결과에서 site B는 식생지수

생물의 모니터링을 위해 식생지수를 적용하는 연구를 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site A는 2020

행하였다. 먼저 모니터링 현장에 적합한 식생지수 선정을

년 보존처리 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위해 사전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NDVI, TVI, ZM이 선정

6). 이는 울주 천전리 각석의 보존처리 결과와 상반되므로

되었다. 선정된 식생지수를 울주 천전리 각석의 2018년

TVI는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영상에 적용한 결과, ZM은 모니터링에 부적합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TVI를 산출하는 공식에서 기인하는

NDVI와 TVI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하조건과 측정조건이 상이한 영

NDVI와 TVI는 각각 조류와 지의류에 대한 민감도에서

상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측정시기마다 영상의 분광반사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연도별 초

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분광반사도는 방사보정을

분광 영상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통해 다소 보정이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보정되지 않는다.

NDVI 분석 결과, 식생지수는 2014∼2018년까지 증가

따라서 분광반사도의 변화는 TVI 산출값의 차이를 유발하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2020년 보존처리 후 낮아지는 것

게 되며, 이전 모니터링 시점보다 분광반사도가 낮을 경우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의류 영역의 경우 NDVI

생물오염도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값이 저평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 연도별 비교 결

Table 3. TVI value results for 2014-2020
Year

TVI (mean)
Total

Site A

Site B

2014

0.16

0.21

0.28

2016

0.20

0.23

0.27

2018

0.17

0.18

0.24

2020

0.49

0.19

0.23

Figure 6. Long-term monitoring results of TVI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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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하

건의 차이와 분광반사율 편차를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며,

지만 정밀한 관찰을 위해 지정한 site A와 site B에 대한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분석 결과 전체영역을 비교한 것보다 식생지수의 증가와

된다.

감소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VI 분석 결과, 보존처리 이후인 2020년이 오히려

사 사

2014년보다 식생지수가 증가하고 있어 NDVI의 결과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site A와 site B의 비교 결과에

이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융

서는 식생지수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

복합연구(R&D)”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명기하

이 확인되어 모니터링 시점에 따른 경향성을 찾을 수

며, 기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없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의 차이는 분광반사율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생지수 산출을 위해 사
용된 울주 천전리 각석의 초분광 영상은 연도별 촬영조건
이 모두 상이하며, 촬영조건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분광반
사율의 변화를 야기한다. 각 영상의 분광반사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분광반사도의 변화로 인해 연도별 영상 간 편차
가 발생한다.
이때 각 식생지수는 산출되는 공식의 특성에서 분광반
사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진다. 즉, NDVI는 산출과정에
서 사용되는 파장의 합을 분모로 사용하여 지수 형태로
가공되지만 TVI는 사용되는 파장의 분광반사율의 증감
에 따라 산출값이 변화하게 된다. 그 결과, NDVI는 비교
적 분광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
나, TVI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DVI는 측정조건이나 기하조건을 맞추기 어
려운 환경에서 취득된 초분광 영상으로 식생의 활력이나
분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TVI는 지의류에 대한 민감도가 NDVI보다 높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모니터링이나 진단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식생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염이 집중된 영역을 특정하여 비교하
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DVI를 활용
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site A와 site B의 비교 결과, 전체
면적의 산출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생지수의 증감이 명
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니터링을 위해 영상
전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오염이 발생한 영역을 특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방증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울주 천전리 각석과 같은 야외
석조문화재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에 식생지수의 활
용이 가능하였다. 다만 식생지수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화연구를 통해 광원으
로 사용되는 태양이나 초분광 센서에서 발생하는 기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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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분석법을 통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구조 및 금박층 조사
Investigation of the Internal Structure and Gold-thin Layer of the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Anseong Cheonryong Temple through the
Non-destructive Analysis
최정은*, 최학
불교문화재연구소

Jung Eun Choi*, Hak Choi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Seoul 03147, Korea

https://doi.org/10.12654/JCS.2021.
37.6.06

초 록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청룡사(靑龍寺)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안
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바닥면 XRF 분석 결과는 Cu-27.2 wt%, Sn-12.6 wt%, Pb-48 wt%
이며, 과거 여러 전란으로 인해 소지금속 성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상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γ-ray, Ir-192)으로 촬영하였으며, 파손된 배면 부분과 후대에 나무로 덧
대어 수리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γ-ray 촬영 결과와 XRF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한 좌, 우의 수리
경계면은 허벅지 중간부터 목 아랫부분까지로 청동과 나무로 분리된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
보살좌상의 금박 두께를 추정하기 위해 표준시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얼굴과 가슴과 같은
육신 부분의 금박 두께가 20.7 µm와 21 µm로 가장 두꺼웠으며, 나무를 소지 재료로 한 부분이
평균 11.9 µm, 마지막으로 소지금속이 청동인 부분이 평균 7.4 µm로 금박 두께가 가장 얇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ISSN: 1225-5459, eISSN: 2287-9781

중심어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청동, 금박, 비파괴, γ-ray

Received June 15, 2021
Revised July 13, 2021
Accepted November 2,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choi1203@gmail.com
Phone: +82-2-6261-6507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021;37(6):670-678

ⓒ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Anseong Cheonryongsa, a temple located in Anseong Seoun Mountain, is a part of the

second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under the Yongju Temple, and enshrines 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In this study, X-ray fluorescence (XRF) analysis revealed that this statue
is composed of Cu-27.2 wt%, Sn-12.6 wt% and Pb-48 wt%. A gamma (γ) ray (Ir-192) image
confirmed damage on the backside of the statue, which was later repaired with wood. The XRF analysis
and visual observation determined the boundary between the metal and wood in the statue. In addition,
results of standard X-ray peak intensity of gold foil and correlation with thickness helped to derive
an equation for calculating the thickness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s gold foil. It was
determined that the gilded chest (21 µm) and face (20.7 µm) of the statue were the thickest sections,
the wooden substratum (11.9 µm) was the next-most thick, and the bronze (7.4 µm) was the thinnest
layer.
Key Words Cheonryongs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Bronze, Gold, Non-destructive,

γ-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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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청
룡사(靑龍寺)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 자락에 위
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
의 말사이다. 청룡사는 청룡사 절내의 부도밭으로 가는
입구에 서 있는 청룡사사적비에 고려 원종 6년(1265) 명
본국사가 대장암이라 이름 지어 창건했으며, 공민왕 13년
(1354) 나옹화상이 크게 중창하면서 청룡사로 개명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90).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본래 관음전에 봉안되
어 있었으나 2010년대 초반 무렵 <소조석가삼존불
상>(1603)이 봉안된 대웅전 수미단(須彌壇) 왼쪽 공간에
별도로 잠시 모셔지기도 하였다. 관음전의 청룡사 금동관
음보살좌상은 단정하고 아담한 신체묘사, 얼굴과 다리,

Figure 1. Imag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신체의 곡선적인 양감처리, 세부가 살아있는 이목구비,
복잡하고 화려한 보관과 귀 옆으로 늘어진 장식이 위로

측정(Kim, 2012), 금 피크(Au-Lα)의 피크 강도만을 비교

솟구치듯이 과장된 점에서 14∼15세기, 고려 말∼조선 초

하여 오가타 고린의 홍백매도병풍에 얹어진 금의 두께를

의 보살상으로 추정된다(Anseong-si, 2020). 또한, 변형통

비교한 연구도 있다(Abe et al., 2011). Satoh는 X선 형광분

견식 착의법의 청룡사 보살상은 고려 후기 보살상의 <서

석장비를 이용한 피막 두께 측정은 두께를 알고 있는 표

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보살좌

준시료를 이용하여 금두께와 형광 X선 강도로 검량선을

상> 등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만들어 실제 두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Satoh,

(Anseong-si, 2020).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배면은 정면과

1989)하였다. 또한, 소지금속이 금인 경우 피복 금속의 두

달리 입체감이 떨어지고, 표면이 마감이 거칠어 후대에

께 측정(Hagasegawa et al., 2016)과 피복 금속이 금인 경우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의 두께 측정 실험(Naganuguma et al., 1990)을 실시하였

불상의 제작방법은 내부구조를 관찰하여 확인하는데,

다. 두께 분석 실험 결과, X선 강도와 금속 박막 두께의

목불이나 건칠불의 경우 X선을 사용하고, 금동불과 같

사이에는 검량선이 직선인 일차방정식이 얻어지는 결과

은 X선이 투과하기 힘든 재질의 불상 조사에는 감마선

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

(γ-ray) 투과 사진 촬영방법을 이용한다. 감마선 투과 사

한지 실험하기로 하였다. 이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비파

진 촬영을 이용한 금동불의 조사는 1963년 국보 78호, 83

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 외부를 진단하고, 과거 수리

호의 반가사유상의 제작기법 연구를 시작으로 하였다(Go

부분 및 개금층 두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 Ham, 1963). 당시 이를 바탕으로 통쇠로 된 금동불과
내부가 공동인 금동불로 분류(Go and Ham, 1964)하였으

2. 연구 방법

며 내부기공 존재 유무, 금속 두께 등으로 미루어 제작
시기를 추측하였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중요문화재 기록

안성 청룡사 소장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구성 성분 및

화 사업을 하면서 철불의 감마선 촬영을 병행하였다

표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X선 형광분석기(S1 titan 60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최근에는 X선 CT

Bruker, USA)를 이용하였으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전

장비를 이용한 입체적인 불상 내부 형태 확인이 가능하

⋅후⋅좌⋅우면과 바닥면 62개소를 측정하였다. XRF는

여, 불상의 세밀한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다.
금동불의 비파괴 성분분석 방법으로는 X선 형광분석

X선이 방출되는 장비로 장비 분석면과 유물이 최대한 밀
착하여야 하므로 곡면이 심한 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

이 있다.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하면 표면에서 X선을 쏘

며, 표면에 특이사항이 관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아 특성 X선을 얻어 검출 가능하며, 비파괴로 정성, 정량

다.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의 정확한 상태 판단을 위해 γ

분석이 가능하다. 금동불의 도금 분석에 적용한 예로는

-ray(Ir-192) 투과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선원 강도는 40 Ci

수은아말감도금 표준시료를 제작하여 유물의 도금 두께

이며 노출시간은 15분 혹은 40분으로 유물 두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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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두었다. 선원과 유물과의 거리는 2 m이며, 필름은

르게 되기 때문에 청동 주물에서 30 wt% 이상의 납이 검

Fuji #100을 사용하였다. 불상 바닥면에 보이는 탈락된 칠

출되는 경우는 드물다(Hwang, 2008; Shin and Kim, 2020;

층의 단면 관찰에 광학현미경(ECLIPS LV100N POL,

Bae et al., 2018; Gwak and Kwon, 2019). 또한, 1720년에

Nikon, JPN)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면 금박을 통과하여

건립된 <안성 청룡사 사적비>에 따르면 “... 중간에 불에

내부 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동과 나무 샘플

타 재가 되고 불상은 거꾸로 엎어 졌으며(中間灰燼 金身

을 이용하여 금박 두께에 따른 X선 강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顚倒金身顚倒)”라는 표현이 있어 여러 전란을 거치면서
사찰과 불상의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때

3. 연구 결과

불상 배면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로 인해 불상
의 절반가량이 녹아내린 불상의 바닥 면이기 때문에 소지
금속과 바닥 면에서의 XRF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

3.1.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성분분석

확한 합금 함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지 금속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바닥면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바닥면의 2/3 정도

3.2. 금동관음보살좌상 구조분석

가 나무로 메워져 있고 앞쪽 옷자락 부분 바닥면만 소지
금속이 노출되어 있다. 소지 금속의 색은 회색에서 흑색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불상의 정면

이다. 양쪽 나무 바닥면을 칼로 둥글게 깎아 나무와 금속

에 비해 배면, 양옆 엉덩이와 허벅지 아랫부분은 입체감

부에 석고로 추정되는 베이지색 물질을 채웠으며 옷자락

이 떨어지고 표면이 고르지 않다. 표면 마감의 차이가 생

왼쪽 바닥면에 직물 부착 흔적이 보인다.

긴 이유를 알기 위해 표면 마감 경계 양쪽 부분의 XRF

금동관음보살좌상 바닥면에 드러난 소지금속의 XRF
분석 결과, 구리(Cu) 27.2 wt%, 주석(Sn) 12.6 wt%, 납(Pb)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표면이 매끈한 부분(smooth surface)은 납과 주

48.6 wt%이 검출되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녹색 부식

석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표면이 거친 부분(rough

을 생성하기에 청동이라 하며 순수한 구리나 철에 비해

surface)은 납과 주석이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성

녹는점이 낮아 주물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합금이다.

분이 다른 것은 표면이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의 소지

오래된 청동일수록 내부 주석이 표면으로 확산하여 산화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이 거친 부분의 위

주석농도가 높아지는 청동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금동

치가 대부분 배면인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소지 재료가

관음보살좌상의 실제 주석 성분 함량은 XRF로 검출된 농

불상 바닥 면에서 관찰되던 나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특징

보인다.

적으로 납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처럼 청동

정확한 내부구조 확인을 위해 γ-ray(Ir-192) 투과 사진

(Cu-Sn)에 납(Pb)을 섞는 이유는 청동의 녹는점을 낮춰 금

을 촬영하였다. Figure 3, Figure 4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속이 거푸집 안에서 잘 흐르도록 하여 형태를 이루기 전

측면 촬영 이미지 확인 결과,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등 대

에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완성된 주물의 표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겨드랑이에서 팔꿈치 부분의 청동

면을 마무리할 때 도구로 쉽게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찢어져 갈라졌으며 양쪽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파손이

을 한다. 하지만 납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금속이 너무 무

확인된다. 등과 둔부의 파손 손실 부분에 나이테가 확인

(A) Attachments at the
bottom

(B) Fabric attached to the
bottom part

Figure 2. Images of the bottom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C) Segment where the metal and
wood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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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urface conditions of the components

①

②

③

④

⑥
⑤
⑧

⑩

⑫

⑦

⑨

⑪

Right elbow

Cu

Zn

Sn

Au

Pb

① Rough surface

10.6

4.0

-

77.4

0.7

② Smooth surface

11.9

2.4

7.4

61.4

11.5

Right hip

Cu

Zn

Sn

Au

Pb

③ Rough surface

9.3

2.4

5.9

75.3

2.1

④ Smooth surface

33.1

4.4

7.5

42.5

8.7

Right thigh

Cu

Zn

Sn

Au

Pb

⑤ Rough surface

17.0

4.0

-

74.4

-

⑥ Smooth surface

30.0

4.4

8.6

42.9

8.4

Left shoulder

Cu

Zn

Sn

Au

Pb

⑦ Rough surface

12.2

3.5

-

77.3

0.6

⑧ Smooth surface

26.0

0.9

7.3

40.8

21.9

Left elbow

Cu

Zn

Sn

Au

Pb

⑨ Rough surface

13.4

4.0

-

75.2

0.9

⑩ Smooth surface

30.0

2.3

12.9

43.8

6.1

Left side

Cu

Zn

Sn

Au

Pb

⑪ Rough surface

20.4

4.3

-

70.0

-

⑫ Smooth surface

39.9

6.2

7.6

35.0

4.2

되어 나무로 메워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무 부재 연결

랑대사상(Jung, 2009) 수리에 나무를 사용하는 예는 있다.

에는 꺽쇠를 사용하였다. 즉, 과거에 청동이 찢어질 정도

γ-ray(Ir-192) 투과 사진과 위의 XRF 분석결과 및 표면

의 큰 충격이 가해졌으며, 후대에 나무를 덧대 보수를 하

마감 상태 등을 종합하여 불상 좌, 우측면의 청동과 나

고 개금하였다. 금동불의 파손 부분을 나무로 보수한 예

무 경계 부분을 γ-ray(Ir-192) 투과 사진 위에 그렸다

는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건칠불인 해인사 목조희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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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ght profil

(B) X-ray image of the hip

(C) X-ray image of the waist

Figure 3. X-ray images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A) The left-side boundary between the wood and metal

(B) The right-side boundary between the wood and metal

Figure 4.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oundaries of reparation.
3.3. XRF 검출 결과에 따른 금박 두께 분석
표면 금박층에서 실시하는 XRF 분석결과가 금박층 두
께에 따라 피크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표준시료를 제작하여 XRF 분석하였다. 금박 표준시료
는 금동관음보살상에서 탈락된 금박편(칠편 위 금박)의
XRF 분석 결괏값(97.7 wt%Au - 2.3 wt%Cu)과 유사한 값
의 금박을 선정하였다. 목불의 소지 재료인 청동판(Cu 9.3 wt%Sn - 15.2wt%Pb)과 나무판 위에 시중에서 파는 금
순도 97% 이상의 금박을 얹어 금박 두께에 따른 XRF의

X선 강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40 keV에서 금의 Lα선 피
크를 비교하였으며, 측정시간은 60초이다. XRF는 측정 방
법에 따라 콤프튼 산란선 강도 변화가 생기며, X선 조사
량, 측정시간, 공기에 의한 소멸 정도 등의 변화를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Abe et al., 2011). 콤프튼 산란선 강도에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도록 측정면과 XRF 장비를 밀착시
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5회 진행하였으며, 최댓
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회의 평균값으로 선정하였다.
금 두께에 따른 Au-Lα선 강도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Figure 5와 같다. 가로축은 금박의 장수, 세로축은 피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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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unts per second, CPS)이다. 청동과 나무 위에 금박을

1점의 Au-Lα 측정을 실시하고 금박 두께를 현미경으로

올렸을 때 모두 금박 두께에 따른 Au-Lα의 피크강도는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각 시료에 사용된 금박은 실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실험에 사용된 금박의 두께는 약

사용된 금박과 동일한 성분으로 가정하고, XRF Au-Lα선

1.6 µm로 위의 수식에서 얻어진 χ(금박수) 값에 금박 두

피크 강도와 실험으로 얻은 방정식을 대입하여 금박 두께

께를 곱해 분석 시료의 금박두께를 유추할 수 있다. 본

를 계산하였다(Table 2).

실험은 금박을 부착할 때 사용되는 옻칠 혹은 카슈에 의

Table 2는 각 시편의 계산된 금박값과 실제 현미경으로

한 영향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금박을 부

관찰하여 얻은 금박값의 비교표로 (A) 금동관음보살좌상

착할 때 사용되는 물질 및 첨가 물질에 대한 영향에 관하

탈락 금박편 단면, (B) 황용사지 출토 금동귀면의 금박시

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 단면, (C)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불의 금박, (D) 울산박

얻어진 일차방정식이 성립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물관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장황 금사의 단면이다. (A),

XRF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습된 금동관음보살좌

(B), (C)는 소지금속이 청동이며, (A)는 금이 97.7 wt%, (B)

상 금박시편과 출토 금동 2점, 불화 장황에 사용된 금박

는 금이 95 wt%, (C)는 63.6 wt%이며, (D)는 샘플 채취가

C
P
S

C
P
S

sheets of Au

sheets of Au

(A) X-ray CPS of the gold foil on metal

(B) X-ray CPS of the gold foil on wood

Figure 5. X-ray CPS (counts per second) of the gold foil.
Table 2. Calculation results of Au-Lα peak for the thickness of gold foil
(A) Cheongryongsa’s
buddha

(B) Goblin
mask

(C) Sangharisaji’s
buddha

(D) Buddhist painting

Au-Lα (CPS)

372.07

1173.5

687.18

40.36

Rh-Kα (CPS)

7.83

10.97

15.07

30.47

Calculated value

2.9

10.6

6.1

-0.42

Actual thickness

1.6∼4.8

9.3∼16.8

1.4∼6.2

1.6

(A) Cross-section image of (B) Cross-section image of (C) Cross-section image of (D) Gold foil of Wolsan museum’s
Avalokitesvara Bodhisattva’s Goblin mask’s gold foil that was Buddha’s gold foil that was Buddhist painting
gold foil
excavated from Whangyongsaji excavated from Sangharisaji
Figure 6. Images of the gold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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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XRF analysis

Figure 7. Analysis points of XRF.
불가능하여 순금박 값을 측정할 수 없었다. (A), (B)와 (C)

①

wt%

②

wt%

Cu

6.4

Cu

3.7

Zn

1.0

Zn

0.4

Sn

4.6

Sn

6.2

Au

83.4

Au

82.5

Pb

1.6

Pb

3.5

Thickness
(µm)

20.7

Thickness
(µm)

21.0

③

wt%

④

wt%

Cu

26.6

Cu

21.4

Zn

2.0

Zn

2.6

Sn

10.0

Sn

8.4

Au

42.9

Au

49.8

Pb

13.0

Pb

13.8

Thickness
(µm)

8.3

Thickness
(µm)

5.7

샘플의 단면 계산 값은 각 2.9 µm, 10.6 µm, 6.1 µm로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한 두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결과였다.
(C)의 경우 금의 순도에 차이가 있어 결과 값의 타당성에

는 대체로 비례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의 경우도 계

소지 재료의 차이에 따른 금박두께의 비교를 위해

산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실제 두께와 차이가 있었다. 이

Table 4의 XRF 성분 경계 부분의 금박두께를 계산한 결과

는 콤프튼 산란선(Rh-Kα) 강도의 차이로 유추하건대 측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금니를 바른 육신 부분이 가장

정 거리에 차이가 있거나, 금사의 두께가 얇아 장비에서

금 두께가 두꺼웠다. 금박을 바른 부분을 비교하면, 오른

충분한 피크 강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쪽 엉덩이의 나무-청동 경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 (D) 시편의 Rh-Kα선 강도가 가장 큰 이유로 경원소를

에서, 소지 재료가 청동인 부분에 비해 나무인 부분의 금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종이 위에

이 평균적으로 두꺼웠다.

얇게 얹어진 금박은 Rh-Kα피크가 강하게 검출되어 위의

4. 결 과

실험 결과 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금박
도 추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면 두께 추정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비파괴 분석 및 표면 금박두께 추정 실험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적용하기 위해 정면의 XRF 분석 결과(Table 3)를 검토해

1.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구리(Cu)와 주석

보았다. XRF 분석결과, 왼쪽 뺨에서 금이 83.4 wt%, 삼도

(Sn)의 청동 합금이며 납(Pb)이 48.6 wt% 검출되었는데,

아래 가슴에서 82.5 wt% 검출되는 등 육신 부분에서 금

추가 검증을 통해 정확한 합금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

농도가 높다. 오른 발목 옷자락에서는 금이 42.9 wt%, 하

다. γ-ray(Ir-192)으로 배면 부분이 파손되어 후대에 나무

반신 옷 주름 중앙에서는 금이 49.8 wt%가 검출되어 육신

로 덧대어 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부분보다 금 농도가 낮다. 표준시편을 통해 얻어진 일차

2. 좌, 우의 정확한 경계면 분류를 위해 육안 관찰과

방정식을 분석 대상인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에 대입

XRF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좌, 우측 모두 허벅지

하여 보면 금니 부분인 왼쪽 뺨과 삼도 아래 가슴 부분은

중간부터 목 아랫부분을 경계로 소지 재료가 청동과 나무

두께가 20.7 µm와 21 µm이고, 금박을 올린 부분은 5.7 µm

로 구분된다.

와 8.3 µm로 계산되었다. 정량분석결과는 전체 성분을

3. XRF 비파괴 분석을 이용하여, 도포된 금박의 두께

100% 비율로 환산한 값이므로 금박두께와 정량분석 결과

추정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소지재료가 청동, 나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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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gold foil thickness (µm) in different locations of the Bodhisattva statue

Image

Right cheek

Chest

Right hand

Substrate

Bronze

Bronze

Bronze

Thickness

20.7

21.0

17.2

Image

①

⑥

②

③

④
⑤

Right elbow
Number
Surface
condition

①

Right hip
②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Substrate

Wood

Bronze

Thickness

10.6

6.2

⑧

③

④

⑤

⑥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Wood

Bronze

13.3

7.6

Boundary with Boundary with
wood and bronze wood and bronze
8.8

⑩

Left shoulder
Surface
condition

8.6

⑦

Image

Number

⑦

Right thigh

Left elbow
⑧

⑨

Left side
⑩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Rough surface

⑪

⑫

⑨

Smooth surface

⑪

⑫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Substrate

Wood

Bronze

Wood

Bronze

Wood

Bronze

Thickness

12.6

9.5

10.6

6.2

12.6

7.6

사 사

관없이 금박 두께에 따라 X선 강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일차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방정식을 이용하여,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금박 두께를 계산한 결과, 얼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굴과 가슴과 같은 육신 부분이 가장 두꺼웠으며, 다음으

의 ｢기본연구｣ 지원을 일부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로 나무를 소지 재료로 한 부분, 마지막으로 소지금속이

(2019R1F1A1060043).

청동인 부분 순서로 금박 두께가 얇아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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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통 목조건축물 적용을 위하여 살충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metofluthrin을 주성분으로 한 약제의 방의효력 및 단청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약제의 흰개미
사충효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로 희석한 약제에 흰개미를 7일간 노출하였다. 그 결
과, 약제 희석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약제의 사충효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전통 목조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단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약제 도포 횟수에
따른 단청의 재색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희석 배율에 따른 차이는 있었으나 2 종류의
안료(분, 주홍)에서만 색차 값이 3.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즉, 대부분의 안료가 단청 재색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목재 적용 시 약제의 흰개미 방의효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10배와 20배 희석액을 도포한 시험편은 각각 2.83%, 6.28%로 낮은 질량감소율을 보였
으며, 10배 희석액은 3% 미만의 질량감소율로 방의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metofluthrin계 약제는 다양한 단청안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Reticulitermes speratus에 방의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 전통 목조문
화재의 보존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어 방의효력, 일본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단청, 메토플루트린(metofluthrin)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a termiticide based on metofluthrin for

termite control on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To evaluate their mortality, termites were exposed
to the agent, diluted to various concentrations, for seven days; it was found that it had a sufficient
insecticidal effect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agent dilution. Next,
the effect on Dancheong, used i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s, was measured based on the color
change according to the number of agent treat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the color difference
value of two pigments (i.e., Bun and Juhong) was measured as 3.0 or higher. However, there this
varied according to the dilution ratio. Thus, it was found that most pigments had little effect on the
color of Dancheong. Finally, the termiticidal efficacy of the agent when applied to wood was evaluated.
We found that the specimens coated with 10-fold and 20-fold dilutions exhibited 2.83 and 6.28% mass
loss, respectively. The 10-fold dilution satisfied the performance of termiticide as a mass loss of less
than 3%. In conclusion, the metofluthrin-based agent used in this study has little effect on various
Dancheong pigments and has a termiticidal effect against termites;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it may
be used in preserving traditional wooden cultural properties in Korea.

Key Words Termiticidal efficacy, Termite(Reticulitermes speratus), Dancheong, Metofluth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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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 인체 및 환경유해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
함에 따라 흰개미로부터 목재부재를 보호하고, 환경적으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은 목재를 주요 재료로 하는 목
조건축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Lee and Han, 2018). 문

로도 부하가 적은 방제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

Metofluthrin은 다양한 형태의 모기살충제의 살충 주성

재의 약 25%가 목조건축물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

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 실험에서도 살충 효과가

은 편이다(Kim, et al., 2019a). 목조문화재는 오랜 세월 동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ucas et al., 2007). 기피

안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자외선이나 수분

성분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IR3535)는 여러

등의 물리적, 화학적 열화에 의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흰

유형의 곤충에 효과적인 방충제로서 매우 낮은 독성과 동

개미와 같은 목재 가해 해충 및 부후균에 의한 생물학적

일한 효능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30년이 넘게 사용되고

열화가 발생하기 쉽다(Kim, 2007; Kim et al., 2011; Kim

있다(Colombo and Souza, 2021). Metofluthrin과 IR3535는

et al., 2019b; Seo et al., 2015; Yoon et al., 2020).

지금까지 모기살충제와 기피제 등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는 대부분 지중 흰개미의
일종인 Reticulitermes speratus로 목조 건축 문화재, 한옥,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흰개미 방제에 적용하여 그 효능을
보고한 사례는 없다.

목조주택을 중심으로 제주도, 울릉도 등 주요 도서 지역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부하가 적은 흰개미

을 포함한 국내 전역에서 다수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방제 약제 개발을 위하여 metoflutrin계 약제를 방의제로

(Lee et al., 2021; Park et al., 2013). 흰개미에 의해 피해를

서 전통 목조건축물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받은 목구조물은 외관상 잘 관찰되지 않고 목부재의 공동

위하여, 개발된 약제의 흰개미 사충효력을 평가하였으며,

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국내 목조문화재 및 목조건축물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

상당히 크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흰개미

는 단청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재에 약

개체의 증가로 목구조물에 대한 흰개미 피해가 급증하고

제를 도포하여 실제 목재에서의 흰개미 방의효력을 평가

있어 예방적 차원의 흰개미 방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였다.

(NIoFS, 2017).

2. 재료 및 방법

단청은 과거부터 목조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목재에 직
접적 처리 방법으로 사용되어왔으나 단청 성분 중 무엇
이, 어떻게 목재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
다(Kim, 2014). 단청에 관한 연구는 Lee et al.(2003)이 발
표한 단청안료에 대한 방의효력평가가 유일하다. 그 결
과, 단청안료마다 흰개미 사충율은 크게 다른 것으로 평
가되었으며, 일부 안료의 경우 4주차에 사충율 100%로
보인 반면에 일부 안료의 경우 폭로 초기부터 방의효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청이 흰개미 피해
를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흰개미 방제 방법은
될 수 없다.
현재는 목구조물의 해충 피해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약제 처리, 토양 처리, 베이트(bait) 공법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NIoFS, 2015). 그중, 약제처리는
목구조물에 대한 흰개미의 공격을 방지하는 주요 방법
으로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염화불화탄소

(chlorofluorocarbons) 등이 화학 살충제로 사용되어 온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
로 현재는 규제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Cox et al.,
1995; Haverty and Sunden-Bylehn, 2000; Verma et al., 2018;
Waston et al., 1992). 또한 화학 살충제의 끊임없는 사용으

2.1. 공시 재료
2.1.1. 흰개미

본 실험에 사용된 흰개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
한 정문부 장군묘 공원에서 채집한 일본흰개미
(Reticulitermes speratus)를 사용하였다. 채집된 흰개미는
시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온도 25±3℃, 상대습도 80±5%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2.1.2. 공시 약제

본 실험에 사용된 약제는 유화성 약제로 약제의 조성
비는 Table 1에 명시하였다. 제조된 약제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다양한 농도(10, 20, 30, 40, 50, 60, 100배)로 희석하
여 사용하였으며, 희석 용제는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대
조군으로는 물과 현재 방부⋅방충 약제로 문화재 수리 현
장에서 도포형 약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 상용제품(유용성
약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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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agent (Registration No. 10-1748157; Hwang and Chung (2017))
Chemicals

Contents (%)

Metofluthrin

1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IR3535)

20

Benzalkonium chloride (CAS: 68424-85-1)

0.8

Amines, C12-16-alkyldimethyl (CAS: 68439-70-3)

< 0.16

2-Methyl-4-isothiazolin-3-one (CAS: 2682-20-4)

0.5

Anionic surfactant

77.5

2.2. 시험 방법

작하였다. 시험편 제작 순서는 단청 제작 공정과 동일하
게 면닦기-포수-가칠-채색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사

2.2.1. 약제의 흰개미 사충효력 평가

약제의 흰개미 사충효력 평가방법은 현재 표준규격이
존재하지 않아 흰개미 토양관통시험을 인용하여 실시하
였다(Figure 1). 실험은 아크릴로 제작한 (가로) 200 mm ×
(세로) 140 mm × (높이) 50 mm 사육용기에 멸균된 탈지
면과 중성지를 사육용기의 양 끝에 각각 2g씩 배치하고,
사육용기 중앙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100 mm × 140 mm
한지를 배치하였다. 실험군은 한지에 20, 40, 60, 100배로
희석한 약제를 각 2g씩 도포한 것을 사용하였고, 대조군
은 증류수 2g을 도포한 한지를 사용하였다. 사육용기는
약제 조건별로 5개씩 준비하였다. 각각의 약제가 도포된
한지를 넣은 사육용기에 채집한 흰개미를 155마리 (일개
미 150마리, 병정개미 5마리)를 투입한 후, 온도 28±2℃,
상대습도 80±5% 조건에서 7일간 노출하여 흰개미의 활
동성을 관찰하였다. 실험 종료 후, Eq. (1)에 따라 흰개미
사충율을 계산하였다.
투입된 흰개미 수  살아있는 흰개미수
사충율    × 
투입된 흰개미수

포(#220)를 이용하여 목재의 표면을 다듬고(면 닦기), 단
청의 채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수를 거쳤다.
포수 작업은 단청공사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아세트산 비닐 아크릴 공중합 수지(포리졸506)를
교착제로 사용하여(Kim, 2014), 포리졸506과 증류수를 1
: 2.5의 비율로 희석한 용액을 2회 도포하였다. 목재면의
바탕색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가칠을 진행하였다. 가
칠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뇌록색 조채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뇌록색 조채 방법은 화학안료인 cyanine
green, ultramarine blue, iron oxide yellow, 수성페인트(백
색)에 교착제(포리졸506 : 증류수 = 1 : 2.5, 이하 포리졸
희석액으로 명명함)를 섞어 제조하였다. 채색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료 조채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채 방법
은 각 색을 내는 화학 안료(Table 2)에 교착제인 포리졸
희석액을 배합하여 조채하였다. 채색은 공시 약제가 단청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1회

Eq. (1)

채색 시 바탕이 비치는 색상은 2∼3회 추가하여 채색하였
다. 채색 후 건조과정을 거쳐 단청시편을 완성하였다.
약제 도포는 20배, 40배, 60배 희석한 약제를 문화재

2.2.2. 약제의 단청 영향 평가

수리 표준명세서에 따라 시편마다 90 mL씩 24시간 간격

약제가 단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나

으로 총 3회 스프레이 도포하였으며(Figure 2), 대조군인

무(Pinus densiflora) (섬유방향) 1000 × (접선방향) 90 ×

물과 상용약제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포하였다. 도포 후,

(방사방향) 20 mm 판재에 단청을 처리하여 시험편을 제

단청의 재색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색차계(CR-400,

Figure 1. The container is manufactured for th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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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materials of Dancheong pigments
No.

Pigment

Coloring material

1

Muk

Permanent black PR. colonyl

2

Bun

Water-based paint (white)

3

Hwang

Permanent yellow

4

Yangchung

Cobalt blue

5

Seokganju

Water-based paint (reddish-blue)

6

Jangdan

Lead red

7

Juhong

Cadmium red

8

Hayup

Chrome oxide green

9

Yanglok

Cyanine green, permanent yellow, Water-based paint (white)

10

Noilok

Cyanine green, ultramarine blue, iron oxide yellow, water-based paint (white)

Figure 3. Measuring the L*, a*, b* of Dancheong.

Figure 2. Treatment using spray.
Konica Minolta, JPN)로 L*, a*, b*값을 측정하였다(Figure

(W1)를 측정한 다음 방의효력 시험에 사용하였다. 무처리

3). 색차(ΔE)는 약제 도포 전, 후에 측정한 L*, a*, b*값을

시험편은 증류수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용

사용하여 Eq. (2)에 따라 계산하였다.

하였으며 시험편은 각 처리 조건당 5개씩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험편은 치과용 석고로 바닥을 메워서 제작한

       
      
  

Eq. (2)

아크릴 용기(직경 80 mm, 높이 60 mm, 이하 사육용기)에
각각 한 개씩 넣은 후, 각 용기당 흰개미 205마리(일개미

2.2.3. 목재 적용 방의효력 평가

200마리, 병정개미 5마리)를 투입하였다. 흰개미와 시험

본 실험에 사용한 수종은 국내목건축물에 가장 많이

편이 투입된 각각의 사육용기는 바닥에 습윤면(탈지면

사용되고 있는 소나무로 선정하였다. 시험편은 (섬유방

100g, 증류수 130∼150 mL)이 깔린 상자 속에 넣은 후,

향) 20 mm × (접선방향) 10 mm × (방사방향) 10 mm로

온도 28±2℃, 상대습도 80±5% 조건의 어두운 곳에서 21

제작된 소나무 변재를 60±2℃로 설정된 오븐에서 48시간

일간 사육하였다(Figure 4). 21일간의 사육 경과 후, 각각의

건조한 후 사용하였다.

시험편을 사육용기에서 꺼내 시험편 표면에 부착된 이물

목재 시험편의 약제 도포 및 방의효력 시험은 JIS K

질을 솔로 제거하였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험편은 온

1571(2010)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처리 시험편은 건조된

도 60±2℃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그 무게(W2)를 측정하

소나무 변재를 대상으로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그

였고, Eq. (3)에 따라 시험편의 질량감소율을 평가하였다.

리고 60배로 희석한 약제를 각각 110±10 g/m2씩 붓으로
도포하였다. 약제 도포 후, 실온에서 20일간의 양생을 거
친 시험편은 온도 60±2℃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그 무게

  
질량감소율    × 


E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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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rmite test in this study.

3. 결과 및 고찰

기 위해 내려오는 즉시 대부분의 흰개미들이 떨림, 방향
감각 상실, 몸체수축 등과 같은 이상 현상을 보이며 대부
분의 흰개미가 사충하였다. 40배 희석액 또한 사충율이

3.1. 약제 농도별 흰개미 사충효력 평가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희석배율이 높아질수록 사충율
흰개미에 대한 Metofluthrin계 약제의 흰개미 저항 평가

은 89%(60배), 78%(100배)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약제 희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실험 개시 7일 후 흰개미의

석 정도에 따른 흰개미 사충율 차이는 있었으나, 본 실험

이동 현상을 관찰한 결과, 증류수만 처리한 경우, 사충율

에 사용된 metofluthrin계 약제는 방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 0%로 나타났으며, 흰개미를 채집할 때 들어간 흙 등이

판단된다.

탈지면과 중성지에 모두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흰개미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 약제 농도에 따른 단청 영향 평가

실험군의 경우, 가장 높은 농도인 20배 희석액의 사충
율은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배 희석액이 처리된

3.2.1. 육안관찰을 통한 재색 변화 평가

사육용기에 노출된 흰개미는 약제 처리된 한지를 이동하

Metofluthrin계 약제를 전통 목조건축물에 사용되고 있

Table 3. Mortality of termite according to a concentration of test agent
Immediately after
exposure

Mortality (%)

7th day of exposure
Control

Test agent

Distilled water

100 dilution

60 dilution

40 dilution

20 dilution

0

78

89

9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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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lor difference of Dancheong pigments on coated 3 times
Dancheong pigments
Treatment

Muk

Bun

Hwang

Yang
chung

Seok
ganju

Jangdan

Juhong

Hayup

Yanglok

Noilok

No treated

20
dilution

Test
agent

40
dilution

60
dilution

Distilled
water
Control
Commer
cial agent

는 단청 위에 도포하였을 때 안정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3.2.2. 색차 측정을 통한 재색 변화 평가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약제 도포 3회차를 모두 진행한

약제 도포 횟수별 색차값을 Table 6에 제시하였다.

후 시험편의 단청 색상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제를 1차 도포했을 때, 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홍을 제외한 모든 단청에서 색차값(ΔE)이 대부분 3 이하

20배, 40배, 60배 희석 약제를 도포한 단청 시험편은 약제

로 나타났다. 반면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상용제품은

를 처리하지 않은 단청과 육안상 색상 변화를 느낄 수 없

먹, 양청, 하엽, 뇌록을 제외한 단청에서 색차가 3.0 이상

었다. 반면, 상용약제를 도포한 단청의 경우 무처리 시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 국가 표준국의 색차 판정 기준

편과 비교하였을 때 양록과 뇌록의 색상 변화가 육안으로

에 따르면 ΔE 값이 3.0 이상 6.0 미만의 수치가 나오면

관찰되었다. 육안으로 관찰된 색상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색상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6.0

하기 위하여 실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약제 도포 회차별

이상이 되면 색상 변화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즉, 양성

단청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대조군인 상용제품은 육안 결과에서 재색의 변화가 뚜렷

바와 같이, 양록에서는 1회차 도포 후 단청표면에서 안료

하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재색 차

가 들떠 얼룩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뇌록에서도 1회차 도

이는 도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약제 3회

포에서부터 얼룩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석간주

차 도포 후 색차 측정 결과를 Figure 5에 제시하였다. 본

는 육안관찰에서는 재색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개발

실험에서 처리한 공시 약제의 경우, 20배 희석된 약제에

약제와 상용약제를 도포한 경우 표면 상태가 다르게 나타

서 주홍의 ΔE 값이 8.45로 가장 높았으며, 분과 황이 각각

났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약제를 도포한 석

3.23, 3.05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색차를 보였다. 40배

간주는 1회차 도포에서부터 안료가 녹아 표면이 매끈한

희석된 약제는 주홍과 분 안료의 ΔE 값이 각각 6.27, 3.61

형태로 관찰되었다. 반면, 20배로 희석된 약제를 도포한

로, 오직 두 안료만이 3.0 이상의 ΔE 값을 보였다. 마지막

석간주는 물을 처리했을 때와 유사한 표면 상태를 갖는

으로 60배 희석된 약제는 대조군인 증류수를 처리한 시험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약제가 단청

편과 거의 유사한 ΔE 값을 보여 색상 차이가 거의 없는

에 안정적인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안료에서 눈에

Metofluthrin계 방의제의 전통 목조건축물 적용 평가 / 윤새민, 박용건, 정진영, 황원중 | 685

Table 5. Surface of Dancheong using stereoscopic microscope*
Condition

No coated

1st coated

Yanglok

Distilled water

Test agent
(20 dilution)

Commercial agent

Noilok

Distilled water

Test agent
(20 dilution)

Commercial agent

Seokganju

Distilled water

Test agent
(20 dilution)

Commercial agent

*

A stereoscopic microscope with magnification power of 50

2nd coated

3rd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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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 of color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imes of agent treatment
Color difference (ΔE)
Test agent
Pigments

20 dilution

Control

40 dilution

Distilled water
(negative)

60 dilution

1st

2nd

3rd

1st

2nd

3rd

1st

2nd

3rd

1st

Muk

0.53

0.31

0.64

0.65

0.52

0.61

0.58

1.19

1.21

0.25

Bun

1.64

2.68

3.23

2.78

3.32

3.61

0.53

0.88

1.41

0.69

Hwang

1.09

1.93

3.05

0.99

1.76

2.51

0.73

1.06

1.83

Yangchung 1.37

1.13

2.55

1.84

1.72

2.22

0.55

2.84

Seokganju

1.10

1.04

0.97

0.98

1.20

1.07

0.60

0.66

Jangdan

0.86

1.04

0.57

0.74

0.93

0.93

1.94

2.04

2nd

3rd

Commercial agent
(positive)
1st

2nd

3rd

0.97 0.76 0.44

0.51

0.55

1.26 1.05 6.93

5.34

4.85

0.23

1.00 1.60 4.62

5.83

4.59

3.72

2.47

3.40 3.72 1.49

2.06

2.89

0.81

0.66

0.73 0.66 6.01

6.18

5.33

2.40

1.25

1.30 0.81 5.90

4.19

4.14

Juhong

4.10

6.13

8.45

4.18

4.74

6.27

1.55

2.32

2.83

0.79

1.40 2.90 7.41

8.09

9.41

Hayup

0.76

0.80

1.08

0.77

0.91

1.00

0.56

0.41

0.40

0.31

0.37 0.30 1.39

1.37

0.93

Yanglok

0.53

1.08

1.59

0.47

0.65

1.41

0.32

0.50

1.06

0.41

0.31 0.38 4.32

2.73

3.24

Noilok

0.55

0.73

1.10

1.10

0.93

1.15

0.80

0.78

1.15

1.07

1.08 1.24 1.85

4.01

4.51

Figure 5. The color difference of Dancheong pigments on coated 3 times.
띄는 색차를 보인 상용제품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실험
에서 사용된 공시약제는 희석 배율에 대한 색차의 차이가
일부 안료에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안료에
서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목조문화재에서 흰
개미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목조기둥은 주로 석간주
를 사용하여 단청처리를 하는데(Lee et al., 2003), 본 실험
에 사용된 약제는 희석 20배 조건에서 석간주의 색차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즉, 본 약제는 흰개미 피해가 많이 일
어나는 목조문화재 기둥 및 다양한 부위에서 단청에 영향
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목재 적용 시 약제의 흰개미 방의효력 평가
실제 목재에 각각의 농도로 희석된 공시 약제를 도포
하여 목재에서의 방의 효력을 평가하였다. 우선, Figure 6
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조군인 무처리 시험편은 15.26%
의 질량감소율을 보였다. JIS K 1571(2010)에 따르면 무처
리 시험편의 질량감소율이 15% 이상일 때 흰개미가 활력
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본 실험에 사용된
흰개미의 활력은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약제 희석배율에 따른 시험편의 질량감소율은 약제가
많이 희석될수록 시험편의 질량감소율이 높아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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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ermiticidal efficacy of test agent according to the ratio of dilution.
을 보였다. 10배 희석액을 도포한 시험편은 약 2.83%로

희석액 또한 78%의 높은 사충율로 약제가 흰개미 저항성

매우 낮은 질량감소율을 보였으며, 20배 희석액을 도포한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기살충제 유효성분이 포함된 약

시험편 또한 6.28%로 낮은 질량감소율을 보였다. 30배와

제를 목조건축물에 도포하였을 때 목조건축물에 사용되

40배 희석액을 도포한 시험편은 각각 8.88%, 8.69%로 유

는 단청에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일부 단청

사한 질량감소율을 보였다. 50배 이상의 희석액을 도포한

안료에서는 눈에 띄는 색차가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안료

시험편은 10% 이상의 질량감소율을 보였으며, 60배 희석

에서는 안정적인 색차를 보였으며, 약제를 도포하였을 때

액을 도포한 시험편은 13.16%의 질량감소율로 무처리 시

단청표면에도 변화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본 약제가 단청

험편과 유사한 수준의 질량감소율을 보였다. JIS K

에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약제를 실

1571(2010)에 따르면 3% 미만의 질량감소율을 가지면 그

제 목재에 도포하여 흰개미 방의효력을 평가하였으며, 10

약제가 도포형 방의제로서 성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

배 희석액은 2.83%로 도포형 방의제의 성능 기준을 충족

다. 즉, 10배로 희석한 약제가 약 2.83%의 질량감소율을

하였다.

보여 방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10배 희

모기살충제로 사용된 metofluthrin계 약제는 물에 희석

석액의 사충 효력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0배 희석

하여 목재에 도포하였을 때도 일부 단청안료를 제외한 대

액의 사충율이 95%인 것으로 보아 그보다 높은 흰개미

부분의 단청안료에서 재색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

사충 효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며, 육안상 관찰되는 단청표면 또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

본 실험은 단청위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목적으로 도포

았다. 또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흰개미(R.

형 방의제의 효력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땅속을 통해

speratus)에 대한 방의효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이동하다 지면과 가까운 목조건축물에 유입하여 목재 내

라서, 본 약제는 흰개미로부터 단청 처리된 목조문화재뿐

부를 공동화시키는 지중 흰개미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

만 아니라 목조건축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였을 때(Kim et al., 2020), 향후 약제를 목재 내에 주입하

으로 생각된다.

여 방의 효력을 평가하는 실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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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수초지의 한지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량에 맞는 기본적인 내절도 측정조건이
요구됨에 따라 내절도 범위 부합과 측정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평량 17
g/m2, 30 g/m2, 45 g/m2에 해당하는 외발초지 6종과 쌍발초지 6종, 평량 75 g/m2 복사지 1종 등
총 13종을 선정하고 발촉방향(LD), 발끈방향(CD)으로 각 24매씩 준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종
이-내절 강도 시험에 따라 4연식 MIT 내절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하중별(14.72 N, 9.81 N, 4.91
N) 내절도 실험과 시편폭별(15 mm, 10 mm, 5 mm) 내절도 실험을 순차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평량 17 g/m2∼45 g/m2 범위의 한지에 대하여 하중 4.91 N 조건과 시편폭 15 mm, 10 mm 조건이
내절도 기준범위인 10∼10000회에 부합하였으며, 특히 시편폭 10 mm에 하중 4.91 N 조건이
내절도의 범위 축소와 측정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 또한, 평균값 기준 하중별 내절도 추세선과
시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의 감소기울기를 통해 하중 범위, 시편폭 범위 내의 내절도 예측이 가
능해졌다. 하중 4.91 N, 시편폭 15 mm 조건에서도 비교군의 내절도가 35∼17723회로 기준범위
10∼10000회를 크게 상회하므로 내절도 기준범위 부합과 측정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하중 4.91
N, 시편폭 10 mm의 내절도 측정조건을 제안한다.
중심어 한지, 내절도, 하중 조건, 시편폭 조건, 측정조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ptimize the measurement conditions of handmade Hanji paper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measurement while meeting folding endurance standards, for various basis
weights. Thirteen types were selected, including 12 types of Hanji with grammages of 17 g/m2, 30
g/m2, and 45 g/m2, and one type of 75 g/m2 copy paper, and 24 sheets were prepared in the laid
and chain directions. Subsequently, folding endurance experiments at different load (14.72 N, 9.81
N, 4.91 N) and specimen width conditions (15 mm, 10 mm, 5 mm) were performed, using a 4-MIT
folding endurance tester. The results showed that, for specimen widths of 15 mm and 10 mm under
a load of 4.91 N, the folding endurance falls within the reference range (10∼10000 times). In
particular, reduced folding endurance range and measurement time were observed at a width of 10
mm under a load of 4.91 N. Moreover, the endurance trend lines based on the average values of
load and specimen width ranges enabled the prediction of the folding endurance within those ranges,
according to the decreasing slope. Furthermore, for a specimen width of 15 mm under a load of 4.91
N, the folding endurance in the comparison group (35 to 17723 times) significantly exceeds the upper
limit of the reference range (10∼10000 times). Therefore, the measurement conditions of 4.91 N with
a specimen width of 10 mm are proposed.
Key Words Hanji, Folding endurance, Load condition, Specimen width conditions, Measurement

conditions

690 | 보존과학회지 Vol.37, No.6, 2021

1. 서 론

수 있다(Jeong and Cho, 2013). 한지는 초지방법에 따른 섬
유 배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 방향(LD)과 물

종이 관련 내절 강도 시험방법은 ｢KS M ISO 5626:1993

질 수직 방향(CD)의 내절도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

종이-내절 강도 시험｣, ｢KS M 7065 종이 및 판지의 MIT

다(Son et al., 2019). 내절도 측정방법과 결과 가공에 있어

시험기에 의한 내절 강도 시험방법｣, ｢KS M 7068 종이

서 원지, 열화지, 산성열화지 등 시료의 상태에 따라 4.91

및 판지의 내절 강도 시험 방법(쇼퍼법)｣ 등이며, 이 중

N, 9.81 N 하중을 달리 적용한 연구(Jeong et al., 2015; Shin,

KS M 7065는 대체되고 KS M 7068은 폐지되었다. 그에

2014)가 있었고 더 나아가 종이기록물의 내절강도를 측정

따라 한지대상 내절 강도 시험방법은 KS M ISO 5626을

하고 해당 시료에 대한 NIR 스펙트럼을 구하여 가장 최적

기준하여 준용되어 왔다.

의 검량곡선 작성과 이 검량곡선의 직선성을 검토하여 비

KS M ISO 5626 시험방법에서 시료 준비는 KS M ISO

파괴의 특성평가 모델을 도출하거나(Han et al., 2010), 내절

187에 따라 조습처리를 완료하고 발촉방향(LD), 발끈방

강도를 측정하여 강도 감소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 이

향(CD)별 최소 10매를 준비하며 시험편 폭은 15±0.1 mm

어졌다(Jeong and Cho, 2013). 그러나 내절도가 한지의 기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절도가 10∼10000회 범위에 해

본 물성 평가 항목이자 열화 판단의 주요 항목으로서 주목

당하도록 하며 기본 장력(하중)을 9.81 N으로 하되 4.91

받는 것에 비해 수초지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절도 측정

N∼14.72 N 범위에서 조절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내절

방법 및 측정조건에 대한 연구와 정립은 미흡하였다.

강도 시험에 사용하는 장비는 쇼퍼형 시험기, Lhomargy

본 연구에서는 내절도 10∼10000회 범위에 부합하면

시험기, Köhler Molin 시험기, MIT 시험기이며 주로 MIT

서 측정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중별 내절도

시험기가 사용되고 있다.

와 시편폭별 내절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

수초지의 한지는 목재 펄프지와 다르게 동일 평량의
한지 시편에서도 지합의 차이와 장섬유라는 특징으로 인

대로 다양한 평량의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절도 측정조
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 내절도의 산포범위가 넓고 최댓값이 목재 펄프지보다

2. 연구방법

상당히 큰 경향이 나타난다. 때문에 측정과정에서 평량에
따라 내절도가 10회 미만인 경우나 10000회를 훨씬 상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값의 정제나
비교,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측정시간이 장시간 소요
된다. 따라서 수초지의 한지에 있어서도 종이-내절 강도
시험을 준용하면서 다양한 평량의 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절도 측정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한지 내절도 관련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종이에
비해 우수한 전통한지의 내절도는 원료와 첨가물 그리고
제지법의 차이에서 나온다(Jeon, 2011). 한지의 이러한 물
성은 원료에 있어서 장섬유인 참 닥나무 인피섬유를 사용
하기 때문이며(Jeon, 2011), 실험을 통해 한국산 백피, 한
국산 흑피, 한국산 흑피 + 고지, 한국산 흑피 + 크라프트
펄프로 각각 제작된 순지와 화선지 중에서 한국산 백피의
초기 내절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Park et al., 2009). 또한 첨가물에 있어서 증해액의 종류에
따라 한지의 내절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지
법에 있어서 목판 건조, 열판 건조 중 목판 건조를 통한
한지의 내절도가 우수함을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스
테인리스판 건조 시 높은 온도로 인해 한지가 닿는 면에
서 수분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한지 내 공극이 많아져
밀도가 낮아진 원인을 제시하였다(Kim, 2021). 따라서 종
이의 강도나 내절도가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2.1. 연구대상
한지 시편은 국내산 닥나무와 황촉규근 사용을 원칙으
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평량 17 g/m2, 30 g/m2, 45 g/m2에
해당하는 외발초지 한지 3종(A)과 쌍발초지 한지 3종(C),
평량 75 g/m2 복사지 1종(E) 등 총 7종을 선정하였다. 또
한, 비교 확인을 위해 별도의 외발초지 한지 3종(B), 쌍발
초지 한지 3종(D)을 준비하였다(Table 1). 한지 시편 중 A,
C, E 그룹은 실험 조건용으로, B, D 그룹은 도출한 측정조
건에 대한 대조 확인용으로 사용하였다.
2.2. 연구 방법
종이-내절 강도 시험(KS M ISO 5626:1993)에 따라 4연
식 MIT 내절도 측정기(CK-570DFT-4M, CKtrade, KOR)를
이용하여 하중별(14.72 N, 9.81 N, 4.91 N) 내절도 실험과
시편폭별(15 mm, 10 mm, 5 mm) 내절도 실험을 순차 진행
하였다(Table 2). 전체시편은 평량을 확인한 후 발촉방향
(LD), 발끈방향(CD)으로 구분하여 각각 24매 선정하였고
이어 하중별 시편은 폭 15 mm, 길이 150 mm로, 시편폭별
시편은 폭 5 mm, 10 mm, 15 mm, 길이 150 mm로 재단하

한지 내절 강도 시험의 측정조건 제안 / 김명남, 김지원, 손하늘, 정선화 | 691

Table 1. Specimens list
Manufacture

A

B

C

D
E

Sample

Basis weight
Cooking agent
(g/m2)

A1

17

A2

30

A4

45

B1

17

B3

30

B6

45

C1

17

C3

30

C5

45

D1

17

D2

30

D3

45

E1

75

Natural ash

Mechanical
treatment

Paper making
Sheet layer Drying method
method

Impact

Owebal

Single

Stainless steel

Double
Natural ash

Impact

Owebal

Single

Stainless steel

Double
Na2CO3

Knife beater

Ssangbal

Single

Stainless steel

Na2CO3

Knife beater

Ssangbal

Single

Stainless steel

Copy paper (Miilk, Hankookpaper)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Items

Classification of
experiments

Condition 1

Folding endurance
by load

Condition 2

Folding endurance
by specimen width

Load
(N)

Specimen width
(mm)

Angle (°)

Speed (N/min)

135

175

14.72
9.81

15

4.91
5
Derived load

10
15

Table 3. Direction and cutting of the specimens
Classification of specimens by direction
Laid direction
(LD, ↓)
NAME

Cutting the specimen

Chain direction
(CD, ↓)
NAME

Laid direction
(LD, ↓)
NAME

Chain direction
(CD, ↓)
NAME

였다. 시편은 종이재단 전문업체를 통해 재단하였다

였다(Table 2, Figure 1B). 시편명칭은 Table 1의 시료명에

(Table 3, Figure 1A). 내절도 측정은 시편을 클램프에 고정

Table 3의 발촉방향 LD의 앞자 L 또는 발끈방향 CD의 앞

한 후 접음각도는 좌우 135°, 분당 175회 조건으로 진행하

자 C를 붙여 명기하였다. Table 3에서 발촉방향 L은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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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ecimens and equipment. (A) Specimen sample. (B) 4-MIT folding endurance tester.
색선 방향이고, 발끈방향 C는 발촉의 직각방향으로 굵은
회색선 방향이다. 결과값의 처리는 개별값, 평균값, 표준
편차값과 함께 다섯숫자요약을 사용하였다. 다섯숫자요
약은 수치형 자료를 요약할 때 사용하며 최솟값, 아래 사
분위수, 중간값, 위 사분위수 최댓값을 말한다.

하중 4.91 N 고정조건하에서 수행한 시편폭별 내절도
실험결과, 평량 17 g/m2∼45 g/m2 범위의 한지에 대하여
시편폭 5 mm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최솟값∼최댓값)
가 A그룹 0∼1253회, C그룹 0∼1468회, E그룹 3∼16회로
나타났으며, 10회 미만의 결과가 평량 17 g/m2의 A그룹

3. 결 과

1종, C그룹 1종과 복사지에서 확인되었다(Table 7, Figure
4A, 4B). 시편폭 10 mm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가 A그룹

3.1. 하중별 내절도
2

3.2. 시편폭별 내절도

29∼3999회, C그룹 87∼4319회, E그룹 10∼134회로 나타
2

평량 17 g/m ∼45 g/m 범위의 한지에 대하여 하중

났으며(Table 8, Figure 4C, 4D), 시편폭 15 mm 조건에서는

14.72 N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최솟값∼최댓값)가 A그

내절도 범위가 A그룹 141∼10636회, C그룹 1,450∼9908

룹 0∼1404회, C그룹 0∼1817회, E그룹 3∼12회로 나타났

회, E그룹 25∼694회로 나타났다(Table 9, Figure 4E, 4F).

으며 10회 미만의 결과가 평량 17 g/m2의 A그룹 1종, B그

시편폭 15 mm, 10 mm 조건에서 내절도가 각각 25∼

룹 1종과 복사지에서 확인되었다(Table 4, Figure 2A, 2B).

10636회, 10∼4319회 범위로 나타나 내절도 기준범위 10

하중 9.81 N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가 A그룹 0∼4021회,

∼10000회에 부합하였다(Figure 5).

C그룹 40∼3011회, E그룹 5∼46회로 나타났으며 10회 미
만의 결과가 평량 17 g/m2 A그룹 1종과 복사지에서 확인
되었다(Table 5, Figure 2C, 2D). 하중 4.91 N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가 A그룹 141∼10636회, C그룹 1450∼9908
회, E그룹 25∼694회로 나타나 모든 시편에서 내절도 기
준범위 10∼10000회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Figure 2E, 2F). 특히, 하중 14.72 N 조건과 9.81 N 조건
결과에서 하중에 의한 내절도 0회의 발생 증가와 최솟값
2

군-최댓값군으로 값이 양분된 사례로 평량 17 g/m 시편
의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같거나 큰 경향이 나타났다
2

2

(Table 4, Table 5). 전체적으로 평량 17 g/m ∼45 g/m 범위
의 한지대상 내절도 범위(최솟값∼최댓값)는 하중 14.72
N 조건에서 0∼1817회, 하중 9.81 N 조건에서 0∼4021회,
4.91 N 조건에서 25∼10636회로 확인되었으며, 초지 시
물질방향으로 섬유 배향이 반영되어 A그룹의 LD, C그룹
의 CD가 각각 내절도가 높았다(Figure 3).

3.3. 도출 조건에 대한 내절도 및 측정시간 비교
앞서 하중별 내절도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시편폭 15
mm, 하중 4.91 N 조건과 시편폭별 내절도 실험결과에서
도출된 시편폭 10 mm, 하중 4.91 N 조건을 상호 비교하였
다. 두 조건 모두 내절도 기준 범위 10∼10000회에 부합하
고 있으므로 내절도의 범위 축소와 측정시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상호 비교에 앞서 외발한지
의 LD방향과 쌍발한지의 CD방향을 기준하였다. 내절도
의 경우, 시편폭 10 mm 조건이 시편폭 15 mm 조건 대비
최댓값 감소율에서는 A1L, A2L, A4L(외발한지 3종 LD)
이 각각 40%, 62%, 65%로 나타났고 C1C, C3C, C5C(쌍발
한지 3종 CD)가 각각 21%, 50%, 56%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값 감소율에서는 A1L, A2L, A4L(외발한지 3종 LD)
이 각각 43%, 51%, 55%로 나타났고 C1C, C3C, C5C(쌍발
한지 3종 CD)가 각각 28%, 51%, 45%로 확인되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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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lding endurance of Hanji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A) A group and E group at 14.72 N. (B) C group
and E group at 14.72 N. (C) A group and E group at 9.81 N. (D) C group and E group at 9.81 N. (E) A group and
E group at 4.91 N. (F) C group and E group at 4.9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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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14.72 N-15 mm condition
14.72 N-15 mm A1L
Min.

3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C5C

E1L

E1C

0

190

12

362

40

0

57

35

381

190

555

5

3

Q1

17

0

592

35

605

99

0

125

71

496

271

797

6

3

Median

26

0

752

59

915

147

0

250

108

664

324

958

8

3

Q3

34

0

912

150

1021

331

84

523

194

711

373

1063

9

3

Max.

99

8

1289

573

1404

791

958

774

265

962

426

1817

12

4

Average

27

1

749

129

834

239

112

327

129

633

319

972

8

3

Stdev.

19

2

279

147

259

205

250

229

70

157

65

283

2

0

C5C

E1L

E1C

Table 5.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9.81 N-15 mm condition
9.81 N-15 mm A1L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Min.

218

0

1618

94

1265

379

40

1023

650

1191

660

1969

17

5

Q1

422

0

1909

288

1858

811

94

1411

838

1469

765

2306

21

6

597

2456 1032

157

1565

921

Median

656

19

2110

1758

870

2449

25

7

Q3

901

107

2287 1195 2807 1361 2045 1756 1016 1923

936

2623

31

7

Max.

1569

248

2731 1907 4021 2185 2954 1926 1508 2465 1103 3011

46

9

Average

696

59

2103

749

2428 1146

833

1548

956

1747

867

2461

27

7

Stdev.

355

75

269

538

741

1030

254

206

353

135

288

8

1

C5C

E1L

E1C

476

Table 6.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4.91 N-15 mm condition
4.91 N-15 mm A1L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Min.

2672

141

3801 2260 3951

2783 1450 2278 1887 3690 1898 3416

187

25

Q1

3164

589

4459 2673 4381

3788 1658 2719 2497 4036 2107 4096

262

43

Median

3481

777

5125 3053 4854

4312 1803 3077 2776 4481 2294 4409

345

48

3829 1070

6717 3431 5671

Q3

4700 1938 3339 3090 4676 2498 6082

431

54

4970 1496 10636 4109 10277 6034 2416 3641 7251 5908 2847 9908

694

103

Average

3530

831

5987 3102 5586

4256 1835 3022 3126 4432 2325 5441

358

51

Stdev.

570

378

2092

799

129

17

Max.

527

1871

247

445

1300

542

257

2106

Figure 3. Folding endurance of Hanji according to load conditions. (A) Total samples at 14.72 N. (B) Total samples at
9.81 N. (C) Total samples at 4.9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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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lding endurance of Hanji according to the specimen width conditions. (A) A group and E group at 5 mm.
(B) C group and E group at 5 mm. (C) A group and E group at 10 mm. (D) C group and E group at 10 mm. (E)
A group and E group at 15 mm. (F) C group and E group at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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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4.91 N-5 mm condition
4.91 N-5 mm A1L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C5C

E1L

E1C

Min.

0

0

322

6

82

23

0

15

13

225

60

757

6

3

Q1

20

0

667

16

366

92

0

290

26

350

139

975

8

3

Median

36

0

832

61

818

166

0

524

54

450

169

1119

9

3

Q3

55

0

945

109

886

494

224

642

100

543

217

1286

10

3

Max.

222

0

1253

551

988

780

666

864

239

1037

282

1468

16

5

Average

49

0

782

109

643

305

131

470

77

477

174

1112

9

3

Stdev.

51

0

262

152

313

266

214

251

65

198

63

196

2

0

E1L

E1C

Table 8.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4.91 N-10 mm condition
4.91 N-10 mm A1L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C5C

822

1399

879

Min.

1322

29

1839

398

1245 1079

87

1541

1926

36

10

Q1

1630

81

2551

784

2214 1410

378

1966 1363 1933 1193 2790

63

12

536

Median

2065

189

3079 1237 2416 1704

2134 1609 2071 1294 2990

73

13

Q3

2208

330

3301 1539 2878 2448 2520 2459 1715 2390 1563 3275

86

17

2971 1386 3999 2397 3636 3320 3113 2869 2246 2930 2026 4319

134

21

Average

2006

287

2948 1240 2488 1918 1190 2189 1565 2156 1390 2980

76

14

Stdev.

469

322

507

577

24

3

Max.

546

549

667

1141

333

325

399

320

Table 9. Five number summary for the result of folding endurance at 4.91 N-15 mm condition
4.91 N-15 mm A1L

A1C

A2L

C5C

E1L

E1C

Min.

2672

141

3801 2260 3951

2783 1450 2278 1887 3690 1898 3416

187

25

Q1

3164

589

4459 2673 4381

3788 1658 2719 2497 4036 2107 4096

262

43

Median

3481

777

5125 3053 4854

4312 1803 3077 2776 4481 2294 4409

345

48

3829 1070

6717 3431 5671

4700 1938 3339 3090 4676 2498 6082

431

54

Q3
Max.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4970 1496 10636 4109 10277 6034 2416 3641 7251 5908 2847 9908

694

103

Average

3530

831

5987 3102 5586

4256 1835 3022 3126 4432 2325 5441

358

51

Stdev.

570

378

2092

799

129

17

527

1871

247

445

1300

542

257

2106

Figure 5. Folding endurance of Hanji according to the specimen width conditions. (A) Total samples at 5 mm. (B) Total
samples at 10 mm. (C) Total samples at 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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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mparison of folding endurance for derived conditions (folding endurance)
Items

A1L

A1C

A4C

C1L

C1C

C3L

C3C

C5L

C5C

Mean

Max.

4970

1496 10636 4109 10277 6034

2416

3641

7251

5908

2847

9908

5791

Mean

3530

831

5987

3102

5586

4256

1835

3022

3126

4432

2325

5441

3623

Max.

2971

1386

3999

2397

3636

3320

3113

2869

2246

2930

2026

4319

2934

Mean

2006

287

2948

1240

2488

1918

1190

2189

1565

2156

1390

2980

1863

Max. reduction
rate (%)

40

7

62

42

65

45

-29

21

69

50

29

56

38

Mean reduction
rate (%)

43

65

51

60

55

55

35

28

50

51

40

45

48

15 mm
10 mm

A2L

A2C

A4L

Table 11. Comparison of measurement time for derived conditions (folding endurance)
Items

A1L

A1C

A2L

A2C

A4L

A4C

C1L

C1C

C3L

C3C

C5L

C5C

Mean

Max.
15 mm Time
(min)

28

9

61

23

59

34

14

21

41

34

16

57

29

Max.
10 mm Time
(min)

17

8

23

14

21

19

18

16

13

17

12

25

14

Max. reduction
rate (%)

40

7

62

42

65

45

-29

21

69

50

29

56

38

10). 측정시간의 경우, 시편폭 10 mm 조건이 시편폭 15

1276, C3C –1978, C5C –2164, E1L –174로 확인되었다. 이

mm 조건 대비 A1L, A2L, A4L(외발한지 3종 LD)이 각각

러한 결과는 4.91 N∼14.72 N 범위 내 평량 17 g/m2, 30

40%, 62%, 65%로 나타났고 C1C, C3C, C5C(쌍발한지 3종

g/m2, 45 g/m2 한지의 내절도를 예측하거나 시편폭 15 mm

CD)가 각각 21%, 50%, 56%로 확인되었다. 외발한지 LD

∼5 mm 범위 내 평량 17 g/m2, 30 g/m2, 45 g/m2 한지의

기준으로 40%∼65% 단축되었고, 쌍발한지 CD기준으로

내절도 예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A그룹

21%∼56% 단축되었다. 즉, 시편폭 15 mm로 측정시간 60

의 CD방향, C그룹의 LD방향에서도 감소 기울기를 참고

분 소요에서 시편폭 10 mm로 약 25분 소요되었고, 시편

한 내절도 예측도 가능하다. 특히, 시편폭을 조정하는 측

폭 15 mm로 측정시간 30분에서 시편폭 10 mm로 약 17분

정조건이 하중을 조정하는 측정조건보다 내절도에 있어

소요되었다(Table 11).

조건별 예측도구로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6).

3.4. 내절도 감소 기울기
하중별 내절도 실험결과와 시편폭별 내절도 실험결과
의 평균값을 기준하여 조건별 감소 추세선을 작성하였으

4. 고 찰
4.1. 한지 내절도 측정조건

며 선형 추세선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하중별 내절도 추

추가 측정한 외발초지 한지 3종, 쌍발초지 한지 3종에

세선과 시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의 감소 기울기가 유사한

대한 평량 17 g/m2, 30 g/m2, 45 g/m2에서의 내절도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중별 내절도 추세선의 결정계수(R2)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하중 4.91 N 조건, 시편폭 15 mm

보다 시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의 결정계수(R2)가 높아 시

시편의 내절도가 35∼17723회 범위로 나타나 내절도 기

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이 데이터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본범위 10∼10000회를 크게 상회하며 시편 1개의 측정시

확인되었다. 하중별 내절도 추세선 감소 기울기는 A1L –

간이 최대 100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하중 4.91 N, 시편

1751, A2L –2620, A4L –2376, C1C –1347, C3C –1900, C5C

폭 15 mm 조건을 기본 조건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내절도

–2235, E1L –175로 나타났고 시편폭별 내절도 추세선 감

기본범위 10∼10000회 부합과 측정시간의 단축을 고려하

소기울기는 A1L –1741, A2L –2603, A4L –2472, C1C –

였을 때 하중 4.91 N, 시편폭 10 mm 조건의 내절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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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Trend line for folding endurance results of total Hanji. (A) Load conditions. (B) Specimen width conditions.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시편폭 15

나 내절도 측정방법에 있어 원지, 열화지, 산성열화지 등

mm를 유지하면서 4.91 N 초과∼9.81 N 미만 내에서 적정

시료의 상태에 따라 4.91 N, 9.81 N 하중을 달리 적용한

하중을 찾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Figure 7).

일부 연구(Jeong et al., 2015; Shin, 2014) 사례를 고려할

본 연구에서는 열화시편에 대한 내절도를 검토하고 감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

안한 상태에서 원지 중심으로 내절도 연구를 수행하였으

서 제안한 하중 조건과 시편폭 조건의 측정조건으로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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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olding endurance of Hanji at 4.91 N condition (total samples: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를 포함한 다양한 열화 방식과 열화 상태의 한지를 대상

서 시편폭 10 mm 조건이 시편폭 15 mm 조건 대비 내절도

으로 내절도를 측정하고 수집된 결과가 기준 범위에 부합

최댓값 감소율과 측정시간 단축율이 외발한지 LD 기준

하며 물성 변화 변별이 가능한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10%∼65%로 쌍발한지 CD 기준 21%∼56%로 확인되었

다. 그에 따라 측정조건의 개선, 수정 또는 부가사항 신설

다. 즉, 측정시간이 시편폭 15 mm로 60분 소요, 30분 소요

등으로 보완되리라 기대한다.

에서 시편폭 10 mm로 25분 소요, 17분 소요로 각각 단축
되었다.

5. 결 론
4. 하중별 내절도 결과와 시편폭별 내절도 결과의 평균
1. 평량 17 g/m2∼45 g/m2 범위의 한지에 대하여 하중

값을 기준한 선형 추세선 비교에서 하중별 내절도 추세선

4.91 N 조건에서는 내절도 범위가 A그룹 141∼10636회,

과 시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의 감소기울기가 유사한 것으

C그룹 1450∼9908회, E그룹 25∼694회로 나타나 모든 시

로 나타났으며 하중별 내절도 추세선의 결정계수보다 시

편에서 내절도 기준범위 10∼10000회에 부합한 것으로

편폭별 내절도 추세선의 결정계수(R2)가 높아 시편폭별

확인되었다.

내절도 추세선이 데이터에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추세선을 통해 평량 17 g/m2, 30 g/m2, 45 g/m2 한지
2

2

2. 평량 17 g/m ∼45 g/m 범위의 한지에 대하여 시편폭

에 대하여 4.91 N∼14.72 N 범위 또는 시편폭 15 mm∼5

15 mm, 10 mm 조건에서 내절도가 각각 25∼10636회, 10

mm 범위 내의 내절도를 예측하는데 활용가능하다. 특히,

∼4319회 범위로 나타나 내절도 기준범위 10∼10000회에

시편폭을 조정하는 측정조건이 하중을 조정하는 측정조

부합하였다.

건보다 내절도에 있어 조건별 예측도구로서 유리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내절도 기준 범위 10∼10000회에 부합하는 시편폭
15 mm, 하중 4.91 N 조건과 시편폭 10 mm, 하중 4.91 N

5. 하중 4.91 N 조건, 시편폭 15 mm으로 측정한 비교군

조건에 대한 내절도의 범위 축소와 측정시간 단축 비교에

시편의 내절도가 35∼17723회 범위로 나타나 내절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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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위 10∼10000회를 크게 상회하며 시편 1개의 측정시
간이 최대 100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하중 4.91 N, 시편
폭 15 mm 조건을 기본 조건으로 선정하기보다는 내절도
기본범위 10∼10000회 부합과 측정시간의 단축을 고려하
였을 때 하중 4.91 N, 시편폭 10 mm 조건의 내절도 측정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존 시편폭 15
mm를 유지하면서 4.91 N 초과∼9.81 N 미만 내에서 적정
하중을 찾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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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진도 쌍계사 대웅전 내부 벽화를 대상으로 현미경 조사, SEM-EDS, XRD,
입도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벽화의 구조 및 재질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벽체는 모래와 풍화토 등 토양을 사용하여 벽체를 제작하였으며, 초벽층, 중벽층, 그리고 마감
층의 층위를 구성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사찰벽화 토벽화 제작양식을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토벽체 위에 석회로 마감층을 조성하고, 그 위에 징크 화이트를 사용하여 바탕칠한
점 등의 특이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채색층의 균열 양상, 화면의 광택, 두께감 있는 붓 터치
등 유화 기법으로 제작된 회화 표면과 유사한 특징들이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진도 쌍계사
대웅전 내부 벽화는 흙으로 벽체를 조성하였으나, 채색층은 건성유를 사용한 서양화 기법이
쓰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내 현존하는 사찰벽화에서 유화 기법이 사용된 최초 연구 사례
로 볼 수 있다.
중심어 사찰벽화, 토벽체, 채색층, 재료, 제작기법, 보존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tructure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mural paintings in

Daeungjeon at Ssanggyesa temple in Jindo by conducting scientific research and analysis including
microscope examination, SEM-EDS, XRD, particle size analysis, and others. According to the analyses,
the murals were considered to be of a typical soil mural style for Korean Buddhist murals, given
that the walls were made of sand and soil and the murals had layers consisting of wall layers and
a finishing layer. However, some finishing layer used calcite, while some ground layer used zinc white
beneath the thick paint. In addition, there were similar features to those found on the surfaces of oil
paintings such as cracks along with the paint layer, high gloss on surfaces, and thick brush strokes
in many areas. It was found that the walls on which the murals were painted were made of soil but
that the paint layer was created based on the oil painting technique using drying oil. It determined
that the murals were painted in a unique painting style that is rarely found in other typical Buddhist
murals in Korea.

Key Words Mural paintings, Earthen wall, Painting layer, Material, Manufacturing technique,

Conservation

1. 서 론

벽화 보존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
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효과적인 보존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찰벽화 중 제작 시기가 이른 경

처리를 위해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 김제 금산사

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강진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

미륵전 외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포벽화 등 벽화 재

화, 안동 봉정사 대웅전 후불벽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 및 제작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연구들

사찰벽화는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다. 사찰

이 선행되고 있다(Chae et al., 2006; Jeong and Ha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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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진도 쌍계사 벽화에 대한 2017년 근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찰벽화는 목가구재에 나뭇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과학적 분석조사를 보완하여, 쌍계

지를 골격으로 하고 토양을 주재료로 벽체를 조성 후 천

사 벽화의 벽체 재질 및 채색 특징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

연 안료와 전색제를 혼합하여 채색층을 제작하였으며, 벽

였다.

체 구성 및 두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틀

2. 연구내용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Lee, 2013).
진도 쌍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대흥사(大興
寺)의 말사(末寺)로 857년 도선(道詵)이 창건하였다 전하

2.1. 연구대상

나 1808년의 ｢쌍계사시왕전중수기(雙溪寺十王殿重修記)｣
의 기록을 통해 1648년(인조 26)에 창건되었음을 확인할

진도 쌍계사 대웅전 벽화는 신중도, 치성광여래도 등

수 있다(Choi, 2019). 진도 쌍계사 벽화는 2015년 전라남

주요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 보통 탱화의 주제로 제

도 진도군 소재 “진도 쌍계사 대웅전(시도 유형문화재 제

작되는 불화들을 주법당인 대웅전에 벽화로 제작하여 봉

121호)” 보수공사 중 내벽에 그려진 그림의 흔적들이 관

안하였다(Choi, 2019).

찰되면서, 측벽화 7점, 포벽화 12점 총 19점의 벽화가 발

진도 쌍계사 벽화 총 19점 중 대웅전 서측벽에 위치하

견되었다. 발견 당시 벽화의 도상과 재료, 제작기법에 있

였던 신중도와 산수도 벽화 2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어 기존의 사찰벽화와 상이한 특징들이 확인되었다. 최근

(Figure 1, 2). 현재 진도 쌍계사 벽화는 화면 보호를 위해

미술사 연구를 통하여 쌍계사 벽화의 제작 시기는 도상과

표접(facing)한 상태에서 해체되어 사찰 내 성보전에 보관

대웅전 법당에 봉안되어 있는 탱화들의 제작 시기와의 비

중에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표접이 일부 제거된 부분과

교를 통해 20세기 전반인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초 사이

노출된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Figure 3, 4).

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hoi, 2019).

Figure 1. Guardian deities painting before detachment
(Jindo Country and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7).

Figure 2. Landscape painting before detachment (Jindo
Country and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7).

Figure 3. Guardian deities painting after detachment.

Figure 4. Landscape painting after de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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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2.2.1. 벽화 구성 조사

분리된 벽화 표면에서 확인되는 벽체 구조와 채색상태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벽화 구성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육안으로 실시하였다. 벽체의 구조는

산수도 벽화 측면에 노출된 단면을 중심으로 구성을 조사

산수도 벽화 측면에 노출된 단면을 중심으로 층위와 구성

한 결과, 눌외와 설외를 새끼줄로 엮어 골조를 마련하였다.

요소를 확인하고, 벽체 층위별 두께를 측정하였다.

벽체의 두께는 균열 및 이격을 포함하여 상부 약 102 mm,
중부 약 106 mm, 하부 약 96 mm로 측정되었으며, 벽체의

2.2.2. 벽체 재질특성 분석

산수도 벽화에서 수습한 시료를 대상으로 벽체 층위별 정
밀분석을 하였다. 벽체 층위는 벽체층과 마감층으로 구분하였
으며, 재질특성 연구는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한 화학성
분과 광물결정상, 그리고 입도분포도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벽체 층위별 미세조직 및 화학성분 분석은 주사전자
현미경과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분석장치(EM-30AX,
Coxem, KOR)를 이용하였다. 또한 X선 회절분석
(Empyrean, Miniflex 600, Rigaku, JPN)을 사용하여 벽체 조
성에 사용된 벽체층과 마감층 시료의 광물 결정구조를 파
악하였다. 분석 조건은 Cu target, 40 kV, 15 mA, 측정 범위
5°∼70°, step size 0.02°로 측정하였다. 입도분석은 토양으

평균 두께는 약 101 mm로 확인되었다(Figure 5). 벽체의 층위
는 크게 세 개의 층위가 관찰되는데, 먼저 초벽으로 판단되
는 첫 번째 벽체층(이하 ‘벽체층 1’)은 토양과 섬유질이 혼합
되어있으며 90∼98 mm 두께로 내외부에서 맞벽을 쳐서 제
작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내벽측에서만 확인되는 두 번째 벽
체층(이하 ‘벽체층 2’)은 모래와 고운 토양이 혼합된 것으로
보이며, 약 6∼8 mm 두께로 일정하게 조성되어 있다. 두 벽
체층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백색의
마감층은 내외부 벽에서 동시에 관찰되었다. 또한 얇은 내벽
측 마감층에 비하여 외벽측 마감층은 크게 10 mm 이상 두께
가 두껍고 불규칙하게 조성되어 있다(Figure 6).

로 구성된 벽체층 시료를 대상으로 한국공업규격(KS)에
서 정하는 입도 분석 시험(KS F 2302)법을 참고하여 건조
된 시료를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스테인레스 표준체(JIS
Z 8801, Okutani, JPN)에 거르는 습식 체가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입자 크기 분류는 미농무부(USDA) 및 국제토양
학회(ISSS) 기준에 따라 잔류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누적백분율로 나타냈다.
2.2.3. 채색층 정밀 분석

채색층 정밀분석 연구는 채색층 표면에 대한 현미경
관찰 및 안료 성분 분석, 채색 층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중도 및 산수도 벽화의 채색층 표면을 디지털 현
미경(G-Scope, Genie Tech, KOR)을 이용하여 채색층의 질
감 및 고착상태, 균열 양상 등에 대한 특이사항을 파악하
였다. 안료 분석은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Vanta C series,
Olympus, JPN)을 이용하여 Geochem 모드(beam 1: 40 kV,
15 sec / beam 2: 10 kV, 15 sec)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벽화
외곽에서 박락된 채색층 파편들을 수습하여 에폭시 수지
로 박편가공한 후, 광학현미경(SMZ18, Nikon, JPN)을 통
해 채색층 단면을 조사하고,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분
산형 X선 분광분석장치(LEO-1530, ZEISS, DEU)를 사용
하여 채색층 단면에 대한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Figure 5. Thickness of the wall. (A) Top part. (B)
Middle part. (C) Bottom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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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wall.
3.2. 벽체 재질특성 분석
3.2.1. 현미경 조사

벽체 시료에 대한 층위별 현미경 관찰 결과, 벽체층 1
시료는 균일한 크기의 토양 입자들이 응집체를 이루고 있
으며, 벽체층 2 시료의 경우 미세한 토양입자와 함께 모래
등 비교적 큰 입자의 토양이 혼합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두 층위는 유사한 토양 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토양입자와 함께 짚여물로 추정되는 섬유질이 혼합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마감층 시료는 대부분 곱
고 균일한 백색 입자들과 함께 일부 모래로 보이는 토양

입자가 함께 확인되었다(Figure 7).
3.2.2. SEM-EDS 분석

각 층위별 시료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 벽체층 1
과 벽체층 2 시료의 경우 점토광물을 포함하여 입자 크기
가 다양한 광물들이 서로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백
색 마감층 시료의 광물들은 미세하고 균일한 결정체의 입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성분 분석 결과, 벽체층 1과
벽체층 2 시료에서는 실리카(Si), 알루미나(Al), 철(Fe), 포
타슘(K) 등이 검출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칼슘(Ca)과 티타
늄(Ti)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검출된 화학성분은 대부분

Figure 7.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wall samples. (A) Support layer 1. (B) Support layer 2. (C) Finish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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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sults of SEM-EDS. (A) Support layer 1. (B) Support layer 2. (C) Finishing layer.

Figure 9. Results of XRD. (A) Support layer 1. (B) Support layer 2. (C) Finishing layer.
암석을 구성하는 조암광물과 점토광물의 주성분으로서,

보인다(Figure 8).

쌍계사 벽화의 벽체는 모래와 풍화토 등을 혼합하여 구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감층 시료에서는 칼슘(Ca)과 실리

3.2.3. XRD 분석

카(Si)가 검출되었고, 이는 석회와 토양을 혼합한 것으로

광물결정상 분석 결과, 벽체층 1 시료에서는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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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z) 및 녹니석(chlorite), 백운모(muscovite) 그리고 미

16.7%, 실트 이하 약 44.3%로 확인되었다(Figure 10). 따라

사장석 계통(anorthoclase)이 동정되었으며, 벽체층 2 시료

서 쌍계사 벽화는 중립사 이상의 모래와 세립사 이하 크

에서는 석영(quartz)과 함께 백운모(muscovite), 고령토

기의 토양을 약 2.9:7.1의 비율로 혼합하여 벽체층 1을 제

(kaolinite), 녹니석(chlorite) 그리고 조장석(albite) 등이 동

작하였으며, 벽체층 2는 중립사 이상 크기와 세립사 이

정되었다. 두 벽체층 시료의 주 구성광물로 검출된 석영

하 크기의 토양을 약 2.6:7.4의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추

(quartz)의 결정상은 모래의 주성분이며, 그 외의 백운모

정된다.

(muscovite)나 고령토(kaolinite), 조장석(albite) 등은 장석
류나 운모류 광물의 결정상으로서 벽체는 모래와 암석의
풍화산물로 생성된 풍화토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
정된다. 마감층 시료에서는 방해석(calcite)과 석영(quartz)
이 검출되어 석회에 모래 등의 토양을 혼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ure 9).
3.2.4. 입도분석

입도분석 결과, 벽체층 1 시료에 사용된 광물 입자들의
크기는 극조립사 약 2.8%, 조립사 약 5.2%, 중립사 약
20.9%, 세립사 약 12.2%, 극세립사 약 36.2%, 실트 이하
약 22.7%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벽체층 2 시료에 사용된
광물 입자들의 크기는 극조립사가 약 5.8%, 조립사 약
5.8%, 중립사 약 14.8%, 세립사 약 12.6%, 극세립사 약

3.3. 채색층 정밀 분석
3.3.1. 표면 분석

채색층 현미경 관찰 결과, 채색층 도막의 두꺼운 두께
감과 반짝이는 광택이 화면 전반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토벽화 채색기법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붓이 지나가면서
남은 두꺼운 붓질의 흔적과 유화 작품에서 주로 관찰되는
채색층 표면 수축으로 인한 균열 현상, 채색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색상들이 혼용되며 채색된 특징 등이
확인되었다(Figure 11).
채색층 성분 분석 결과, 백색에서 아연(Zn)이 주성분으
로 검출되어 징크 화이트(zinc white, ZnO)를 사용한 것으
로 보이며, 적색은 수은(Hg)과 황(S)이 주로 검출되어 진

Figure 10.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A) Support layer 1. (B) Support lay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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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icroscope images of painting layer.
Table 1. Results of P-XRF
NO

Color

Major elements

Estimation of pigment

A

White

Zn

Zinc white [ZnO]

B

Red

Hg, Zn, S

Cinnabar / Vermilion [HgS]

C

Green

Zn, Mg, Ca, Cr

Chrome oxide green [Cr2O3]

D

Yellow

Zn, S, Pb, Cr

Chrome yellow [PbCrO4]

E

Blue

Zn, Ca, Mg

한 것으로 추정된다(Table 1, Figure 12).
3.3.2. 단면 분석

채색층 단면 분석 결과, 벽체층 위로 조성된 마감층의
경우 얇은 곳은 183.8 μm, 두꺼운 곳은 806 μm로 측정되
어 약 0.2∼0.8 mm의 두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
색층은 적색과 황색으로 두 개의 층이 관찰되며, 마감층
위에 조성된 적색층의 경우는 120.2 μm의 두께를 지니며,
그 위에 채색된 황색층은 35.4 μm의 두께로 겹쳐 채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감층과 채색층 사이에 반투명
한 백색 층위가 일부 관찰되며(Figure 13), 일부 채색 시료
Figure 12. Analysis points of P-XRF.

에서 또한 반투명한 백색층이 마감층 위에 얇게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14).

사/은주(cinnabar/vermilion, HgS)로 판단된다. 녹색은 마그
네슘(Mg), 칼슘(Ca)과 함께 크롬(Cr)이 소량 검출되어 크

3.3.3. SEM-EDS

롬 옥사이드 그린(chrome oxide green, Cr2O3), 황색에서는

채색층 표면 및 단면 분석을 토대로 확인된 채색층, 마

납(Pb)과 크롬(Cr) 등이 검출되어 크롬 옐로(chrome

감층, 채색층과 마감층 사이에 위치한 층에 대한 미세조

yellow, PbCrO4)로 추정된다. 청색에서는 칼슘(Ca)과 마그

직 및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미세조직 분석에서도 크게

네슘(Mg) 등이 확인되나 색상과 관련된 특정 발색 원소는

세 개의 층위가 확인되며, 상단부의 경우 수은(Hg)과 황

검출되지 않았으며, 백색을 포함한 모든 색상에서 아연

(S)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진사/은주(cinnabar/vermilion,

(Zn)이 주성분으로 검출된 것을 통하여 징크 화이트(zinc

HgS)를 사용한 적색 채색층으로 추정된다. 균일한 입자

white, ZnO)를 채색 전 바탕칠에 사용하거나 채색에 혼합

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하단부의 경우 칼슘(Ca)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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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ross section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painting sample.

Figure 14. Surface and side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painting sample.
성분으로 검출되어 석회로 제작된 마감층으로 판단된다.

나뭇가지를 골격으로 하고 초벽층, 중벽층, 마감층을 구

채색층과 마감층 사이에 층위를 이루고 있는 중단부의 경

성하는 구조와 층위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사찰벽화 제작

우 반투명한 백색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연(Zn)

양식을 따르고 있다(Lee, 2013).

이 주성분으로 검출된 것을 미루어 징크 화이트(zinc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미세조직 및 화학성분 분석

white, ZnO)를 사용하여 채색하기 전 바탕칠한 것으로 판

결과, 두 벽체층에서는 점토광물을 포함한 다양한 크기의

단된다(Figure 15).

토양 입자들이 서로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소(Si)
와 알루미나(Al) 등 일반적인 토양 등에서 검출되는 화학

4. 고찰 및 결론

성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영과 장석류, 운모류 계통의
광물 결정상이 동정되는 등 두 벽체층을 구성하는 주재료

진도 쌍계사 대웅전 벽화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한 과학

는 모래와 암석의 풍화 산물로 생성된 풍화토 등을 혼합

적 분석을 실시하여 벽체와 채색층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

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연구된 조선시

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대 사찰벽화 벽체 재질특성 분석 결과(Lee, 2016)와 유사

같다.

한 범위에 속한다. 미세하고 균일한 결정체의 입자들로

먼저 벽체 구조 조사 결과, 외가지를 새끼줄로 엮어 골

이루어져 있는 마감층의 경우 칼슘(Ca)과 규소(Si)가 검출

조를 구성하고, 토양과 섬유 보강제 등을 혼합하여 벽체

되었다. 또한 방해석과 석영의 결정상이 동정되는 등 화

를 제작하였으며, 층위는 마감층을 포함하여 세 개의 층

학성분 및 광물 결정상 분석결과를 통해 석회에 모래 등

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목가구재에

의 토양을 혼합하여 마감층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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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sults of SEM-EDS. (A) Painting layer. (B) Ground layer. (C) Finishing layer.
흙으로 된 벽체층 위에 석회로 조성된 마감층은 일반적인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토양 혼합비에서 차이가 있으며,

사찰벽화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나 모래 등의 재료와는 상

벽화별 또는 층위별로 입자 크기에 따른 함량이 다르게

이하다. 이는 평활하고 밀도 높은 표면을 제작하고 얇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Lee, 2016). 따라서 쌍계

마감층의 내구성을 더하기 위하여 석회를 사용한 것으로

사 벽화는 벽체 층위가 나누어져 있으나, 현미경 관찰시

보인다.

두 벽체층의 입자크기 차이가 크지 않으며 초벽에 포함된

벽체층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첫 번째 벽체층의 경우

짚여물이 그 위층에서도 관찰되는 점, 중립사 이상과 세

실트 이하의 함량과 극세립사의 함량이 높은 반면, 조립

립사 이하의 함량 비율이 유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두

사와 극조립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의 층은 벽체를 구성하는 역할에 가까우며, 두 번째 벽

러한 특징은 초벽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내소사 대웅보전

체층의 경우 벽체를 구성한 후 초벽을 보완하는 중벽의

포벽화, 흥국사 대웅전 후불벽배면벽화 등 사찰벽화 벽체

역할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층 입도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Lee et al., 2018; Lee,

채색층 표면 조사 결과, 채색층의 두꺼운 두께감과 반

2016). 두 번째 벽체층에서는 극세립사 함량에 비하여 실

짝이는 광택, 붓이 지나간 흔적 등 토벽화 채색층에서 나

트 이하의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이나, 입도 분포를 세립

타나기 어려운 특징들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아교나

사 이하와 중립사 이상의 함량으로 합산해서 초벽층과 비

어교 등의 매제를 안료와 혼합해서 채색하는 토벽화의 경

교하였을 때 두 벽체층의 입도 분포가 약 7:3 비율로 상당

우 현미경 관찰에서 안료의 입자와 질감이 확인되는 반

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찰벽화의 벽체는 층위별로

면, 쌍계사 벽화의 경우 여러 색의 혼용과 채색층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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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으로 발생한 균열 현상 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

사 사

징은 쌍계사 벽화 채색에 있어 건성유를 전색제로 하여
안료와 혼합해서 그리는 유화 기법과 유사점이 많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쌍계사 벽화 시편 교착제 분

본 연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
연구(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석 연구에 따르면, 열분해/GC/MS 크로마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hexadecanoic acid (palmitic acid), octadecanoic acid
(stearic acid), nonanedioic acid 등 건성유에서 검출되는 성
분들이 주요 성분으로 검출되어 채색에 건성유가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Park and Lee, 2017).
채색층 성분 분석 결과, 백색은 징크 화이트(zinc white,
ZnO), 적색은 진사/은주(cinnabar/vermilion, HgS), 녹색은
크롬 옥사이드 그린(chrome oxide green, Cr2O3), 황색의 경
우 크롬 옐로(chrome yellow, PbCrO4)를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청색에서는 특정 발색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으
며, 백색을 포함한 모든 색상에서 아연(Zn)이 검출되었다.
채색층 미세조직 및 화학성분에서 또한 채색층과 마감층
사이에 아연(Zn)을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층위가 확인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채색층 단면에서 관찰된 반투명한 백
색층은 징크 화이트(zinc white, ZnO)를 사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조선시대 사찰벽화는 대개 화벽 위에 황토 또는 뇌록
을 사용하여 안정되고 고운 바탕칠층을 마련하며(Lee et
al., 2015), 유화 작품은 바탕칠층이 도포된 상태인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채색하는 형태이다(Kim et al., 2016). 징크
화이트는 19세기에 개발되어 독성이 없고 유황가스로 인
한 변색이 발생하지 않으며, 19세기 후반 일부 화가들은
징크 화이트를 사용하여 유화의 바탕칠층을 조성하였다
(Pigments through the Ages, 2001; Natural Pigments, 2014).
국내 작가인 오지호와 구본웅의 작품에서 1920년대부터
징크 화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60년대 작
품의 경우 바탕칠층에 징크 화이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였
다(Kim et al., 2017). 이를 통해 진도 쌍계사 벽화는 일반
적인 조선시대 사찰벽화와 다르게 마감층 위에 징크 화이
트로 바탕칠층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도 쌍계사 대웅전 벽화는 벽체의 구성이나
재질특성에 있어 조선시대 사찰벽화 제작양식을 반영하
고 있으며, 마감층 및 바탕칠층에 사용된 재료와 채색층
특성에 있어 유화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를 통해 쌍계사 벽화는 국내 현존하는 사찰벽화에 서양식
채색기법을 적용한 최초 연구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19세기 말에서 20세 초 제작된 근대 사찰벽화와 조선시대
사찰벽화의 재질 및 제작기법 특성을 비교하며, 다양한
벽화 보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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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락과 오염이 심하여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치성광여래 무신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기초로 보존처리를 진행한 논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상태 조사와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 무신도의 재질과 제작 방법을 파악하였다. 사용 장비로는 색차계와 실체현미
경 그리고 휴대용 현미경, P-XRF, FT-IR, SEM-EDS를 이용하여 배접지와 바탕재의 종류와 채색
안료 성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배접지는 펄프지, 바탕재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로 확
인되었다. 또한 사용 안료는 적색 안료인 연단[Red Lead, Pb3O4], 백색 안료인 호분[Oyster Shell
White, CaCO3]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성안료로 확인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 무신도에서
주로 확인되는 녹색안료인 에메랄드그린[Emerald Green, Cu(C2H3O2)2⋅3Cu(AsO2)2]이 검출되었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재질 및 안료를 사용하여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보존처리
를 진행하여 보존하고자 하였다.
중심어 무신도, 치성광여래, 펄프지, 합성섬유, 에메랄드그린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for conserving shamanistic spirits in Chiseonggwang

Buddha. Scientific investigation has revealed that these spirits have been subject to degeneration as
a result of severe exfoliation and pollution. The materials and preservation treatment techniques used
in create these shamanistic spirits were identified through visual inspection and using appropriate
scientific equipment. The different types of background paper, background material, and color pigments
used in create the shamanistic spirits were analyzed using a colorimeter, stereoscopic microscope, and
SEM-EDS techniqu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ulp paper was used as the background and
synthetic fiber polyester as the background material. In addition, the study of the pigment revealed
that the color components were all synthetic, except for red lead [Pb3O4] and oyster shell white
[CaCO3]. Moreo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green pigment, identified as emerald green
[Cu(C2H3O2)2.3Cu(AsO2)2], was a major component of shamanistic spirits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shamanistic spirits in Chiseonggwang Buddha were conserved by identifying raw materials and
pigments through this detailed analysis.
Key Words Shamanistic spirits, Chiseonggwang Buddha, Pulp paper, Synthetic fiber, Emeral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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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처럼 무신도에 관한 보존과학적 연구는 최근에 관심
을 두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과학적 장비의 기술을 이

선사시대부터 인간들은 종족의 단결과 자연의 현상을

용한 문화재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회화 문

이겨내기 위한 주술적인 의식도구로 샤머니즘 의식에서

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는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

시작된 무속신앙이 있었다. 이처럼 주술적 의미에서 무속

장에서는 문화재 보존 윤리 규범에 따른 검증된 재료와

에서 섬기는 신들의 용모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무신도

처리 기법을 이용한 보존처리 진행이 요구되면서 문화재

이다(Kim, 1989). 무신도는 사회적인 변화와 공존하면서

형태나 재료학적 기초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화재 보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존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온전히 내포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무신도를 통해 당시

는 아산정린박물관 소장 치성광여래 무신도에 대한 연구

문화와 시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무신도에 대해서는 불

를 통하여 무신도에 사용된 재질 및 안료를 확인하여 기

교와 유교라는 시대적 사회사상과 직접적인 대표성의 부

초자료로 제시함과 동시에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잘못된

족으로 시대가 변해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관으로 인하여 손상된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보존처리

무신도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학적 연구와 각 지역 무신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1).

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생활과 삶의 일부를 이해하게 해주는

2. 연구방법

무신도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보존 과학적 연구 및 보
존처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훼손된 무신도의 보존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지금까지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무신도에 관한

재료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탕재인 배접지 종류를

보존과학적 연구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19∼20세기 무

Graff-C 염색약(AlCl3, CaCl2, ZnCl2, KI, I2)으로 배접지를

신도의 구리-비소 녹색안료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연

염색하여 실체현미경(SMZ 1000, Nikon, JPN)으로 사용된

구가 있다(Oh et al., 2015). 그리고 2017년 서울특별시 유

배접지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형문화재로 지정된 성제묘무신도 10점이 2018년에 서울

바탕재 직물의 섬유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

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며 상태조사를 진행한 성제묘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IRA3-LMH, Tescan, CZE)

신도의 상태조사 보고서에서 보존 처리하기 위하여 보존

과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Spectrum 100, PerkinElmer

상태를 조사한 것이 보고되고 있다(Seoul Museum of

USA) 분석법을 이용하여 직물의 섬유 상태와 함께 조직

History, 2019).

을 파악하였다. 이때, 분석 조건으로 적외선분광분석기의

Figure 1. Shamanistic spirits in Chiseonggwang Buddha (holding institution, Asan Jeongli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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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범위는 4000∼650 cm-1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

과학적 장비인 휴대용 현미경(Digital Microscopes, Dino

다. 훼손된 직물의 섬유 조직을 분석하기 위하여 바탕재

lite)을 사용한 상태 조사에서의 손상의 종류는 이물질 및

직물 분석은 편광현미경(DM 750P, Leica, GER) 40배율과

먼지, 곰팡이, 화면 꺾임, 안료박락 등이 확인되었다

휴대용 현미경(Digital Microscopes, Dino lite) 220배율을

(Figure 3). 훼손 및 손상의 범위에서 이물질 및 먼지는 말

이용하여 조직을 판단하였다.

려져 있던 부분, 곰팡이는 말려져 있던 부분과 화면 중심

무신도의 안료 성분은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ortable

의 치성광여래상을 시작으로 오른쪽의 산신도사에서 나

X-ray Fluorescence Analyzer (P-XRF), X-MET 7500,

타났다. 화면 꺾임은 중심의 치성광여래상을 기준으로

Oxford,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45 kV에 자동 전

맨 왼쪽의 옥황상제와 제석과 용왕 그리고 맨 오른쪽의

류 조건, 측정 시간 45초 mining mode, 측정면적은 직경

산신에서 확인되며, 안료 손상은 호구아씨와 대감의 의

10 mm의 원으로 하였다. 또한, 바탕칠 여부를 파악하기

복과 치성광여래의 나발(螺髮) 부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에 붙어 있는 에너지 분산형 X선

(Figure 2).

분광기(EDS, X-flash4010, Bruker, GER)로 분석 조건은 20
kV에 측정 시간은 60초에서 실시하였다.

3.2. 과학적 분석
3.2.1. 배접지 분석

3. 분석결과 및 보존처리

치성광여래 무신도 배접지의 육안관찰 결과 펄프지로
추정되었으나 정확한 재질을 판단하여 동일한 재질로 보

3.1. 상태 조사

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연구 대상인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보관 상태는 틀에서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배접지와 동일한 펄프지로 추정되

분리되어 말아서 보관되어 있었으며, 변아(邊兒) 부분이

는 켄트지 그리고 일반회화문화재에 사용하는 닥종이 한

훼손되어 있었다. 변아 부분은 무신도를 틀에서 분리하면

지 시료를 제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Graff-C 염

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측정결과 약 2,400 mm

색법으로 진행하였다. 염색한 시료를 실체현미경(SMZ

× 1,200 mm 정도이다. 육안 상태 조사 결과 구성 물질은

1000, Nikon, JPN) 50배율로 관찰한 결과 닥종이 한지는

배접지는 펄프지, 바탕재는 화학섬유, 채색층은 안료로

적갈색과 함께 투명막이 관찰되며, 본 연구 대상인 치성

확인되었다. 손상 정도는 배접지 들뜸과 찢어짐으로 재배

광여래 무신도 배접지는 보라색과 남색의 중간색을 나타

접과 변아 부분 손상으로 보존을 위하여 변아 부분 복원

내었다. 켄트지 또한 본 연구 대상인 무신도 배접지에서

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모습이다.

나타나는 색과 동일하게 보라색과 남색의 중간색을 나타

Foreign substances and dust

Mold

Screen deflection

Figure 2. Shamanistic spirits in Chiseonggwang Buddha damage drawing.

Pigmen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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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Foregin subatances and dust

Mold

×50

×50
Screen deflection

Pigment damage

Figure 3. Damage pictures and microscope.
내었다(Figure 4).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배접지는 펄프지로 판단된다.

(A)

3.2.2. 바탕재 직물 분석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바탕재 직물의 섬유 종류와 직조
특성을 확인하여 보존처리에 동일한 섬유의 직물을 사용
하여 변아 부분을 복원하고자 직물 분석을 진행하였다.
바탕재 직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측면과 단면을 주사전자
현미경(SEM)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측면과 단면의

500(μm)

(B)

모양이 원형으로 매우 균일한 형태를 나타내는 화학섬유
의 특징을 보였다(Figure 5).
하지만 보존처리를 위해 더 정확한 직물의 종류를 확
인하고자 적외선 분광분석(FT-IR)으로 추가 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바탕재는 스펙트럼 피크 값이 1712

500(μm)

cm-1(C = O)와 1243∼1095 cm-1(C-O)에 피크의 세기가 강
하게 나타났다(Figure 6A). 이는 ester(RO-C( = O)-R’)와 관

(C)

련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의 특징이다(Figure 6B)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따라
서 무신도의 바탕재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로 판단
된다(Figure 6C).
한편, 직물을 이루는 실의 꼬임은 편광현미경(DM
750P, Leica, GER)으로 확인 결과 꼬임이 없는 무연사로
확인되었다(Figure 7A). 직물 조직은 휴대용 현미경
(Digital Microscopes, Dino lite, TAI)으로 관찰 결과 경사와
위사가 한 올씩 교차하는 평직이 확인되어 교차점이 많아

500(μm)

Figure 4. Background paper analysis. (A) Shamanistic
spirits background paper. (B) Kent paper. (C)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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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ure 5. Background material SEM pictures. (A) Backgorund material sides. (B) Backgorund material cross sections.

1720∼1700cm¯¹
1250∼1080cm¯¹

(A)

(C)

(B)

Figure 6. FT-IR analysis gragh. (A) Background analysis gragh. (B) Polyester analysis gragh. (c) A comparative analysis
graph of background and polyester.
짜임새가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방추성(防皺性)은

중에서 안료의 기초색인 적색, 황색, 청색, 백색, 흑색과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B). 또한, 경사와 위사의 실

그 외에 화상(畫像)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녹색의

굵기는 균일하며, 경사 밀도는 79, 위사 밀도는 65를 나타

안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

내었다.

은 무신도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파괴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A)

분석은 비파괴 분석법 중에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B)

(P-XRF)를 이용하여 안료 분석을 하였다(Figure 8). 치성
광여래 무신도 안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색 계열은 색차계 측정 결과 주홍, 장단, 주홍육색,
석간주로 색 구분을 하고 분석하였다. 적색 계열의 전체
색차계값은 L: 35.89∼72.75이며 평균은 53.45, a: 15.09∼
500μm

×220

Figure 7. Textile twisting and tissue results. (A) Non-twist.
(B) Plain weave.
3.2.3. 채색층 분석

우선, 회화류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에 있어서 재료의
종류와 성분을 파악하는 것은 원본에 근접한 재료를 보존
처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이 연구가 부족한 무신도에 사용된 안료 종류의 기초자
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보존처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은 물론 관련 유물들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를 구축할
수 있어서 안료 분석을 실행하게 되었다.
본 치성광여래 무신도에는 여러 색이 사용되었다. 그

51.45이며 평균은 36.92, b: 11.71∼52.16이며 평균은 29.81
을 나타내었다. 안료 성분분석 결과 주요 성분으로 철(Fe)
이 주성분으로 나타나고 납(Pb), 칼슘(Ca), 티타늄(Ti), 크
롬(Cr)이 성분 원소로 약간 포함되어 있다. 주홍과 석간주
의 철(Fe)은 철산화물로 보이며, 장단의 경우는 납(Pb)과
크롬(Cr)은 크롬옐로[Chrome Yellow, PbCrO4]로 확인된
다. 주홍육색의 납(Pb)은 연단[Red Lead, Pb3O4]으로 보인
다. 연단[Red Lead, Pb3O4]을 제외한 다른 안료에서는 분
석 결과 모든 계열 색상에서 공통으로 칼슘(Ca)의 호분
[Oyster Shell White, CaCO3]과 티타늄(Ti)의 티타늄 화이
트[Titanium White, TiO2]가 모든 색상에서 검출된다. 따라
서 각 색의 농담과 색의 차이는 안료를 조채할 때 백색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9).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연구 / 이현정, 서정호 | 717

Figure 8. P-XRF analysi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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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d Series P-XRF Analysis Graphs.

황색 계열은 색차계 측정 결과 황과 황토, 장단육색으
로 색을 구분할 수 있었다. 황색 계열 전체 색차계값은
L: 66.22∼84.43이며 평균은 79.23, a: -0.34∼6.56이며 평
균은 2.36, b: 13.85∼74.35이며 평균은 41.84가 나타났다.

황에서 검출되는 납(Pb)과 크롬(Cr)은 크롬옐로[Chrome
Yellow, PbCrO4]로 판단된다. 황토와 장단육색의 철(Fe)은
철산화물의 황색 안료로 보인다. 따라서 모두 합성안료로
확인된다(Figure 10).
청색 계열은 색차계 측정을 통하여 양청과 담청 그리

Cu

Pb

Figure 10. Yellow Series P-XRF Analysis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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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성분분석 결과 황색 계열은 주요 원소로 납(Pb), 크
롬(Cr), 철(Fe), 칼슘(Ca), 티타늄(Ti)이 확인되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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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lue Series P-XRF Analysis Graphs.

고 삼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색차계 측정 결과
L: 24.59∼61.17이며 평균은 47.87, a: -10.21∼33.76이며

로 철(Fe), 칼슘(Ca), 티타늄(Ti)이 검출되었으며, 철(Fe)의

평균은 16.12, b: -49.6∼-16.21이며 평균은 -30.19을 나타

성분은 프러시안블루[Prussian Blue, Fe4(FeCN6)3]로 판단

내었다. 안료 성분분석 결과 양청, 담청, 삼청에서 공통으

된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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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계열의 색차계 측정 결과 L: 89.26∼96.77이며 평

이며 평균은 53.39, a: -24.01∼-8.16이며 평균은 –17.24, b:

균은 87.06, a: -1∼-0.09이며 평균은 0.93, b: 2.35∼6.44이

-0.78∼46.52이며 평균은15.31로 확인되었다. 안료 성분분

며 평균은 7.85를 나타내었다. 백색 계열 분에서 검출되는

석 결과 구리(Cu), 크롬(Cr), 티타늄(Ti), 철(Fe), 비소(As),

칼슘(Ca)은 호분[Oyster Shell White, CaCO3], 티타늄(Ti)의 티

납(Pb), 칼슘(Ca)이 주요 구성요소로 검출되었다. 삼록, 양

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TiO2]로 판단된다. 이 결과에서

록, 하엽의 안료에서 검출되는 크롬(Cr)과 납(Pb)은 크롬

두 가지 색이 중복되는 점으로 보아 백색 계열에서 진채법을

옐로[Chrome Yellow, PbCrO4], 철(Fe)은 프러시안블루

이용하여 전통 안료인 입자가 큰 안료인 호분[Oyster Shell

[Prussian Blue, Fe4(FeCN6)3]로 판단된다. 또한, 구리(Cu)와

White, CaCO3]을 초벌칠에 사용하고, 그 위에 입자가 고운

비소(As)가 검출되는 것은 19세기 후기부터 1970년대까

합성안료인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TiO2]로 재벌칠하

지 제작된 무신도의 녹색안료에서 주로 사용되던 에메랄

였음을 알 수 있었다(Kim, 2009; Figure 12).

드그린[Emerald Green, Cu(C2H3O2)2⋅3Cu(AsO2)2]으로 확
인된다(Oh et al., 2015). 따라서 안료 성분분석으로 본 연구
대상 무신도의 제작 시기를 판단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뇌

분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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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유된 것은 프러시안블루[Prussian Blue, Fe4(FeCN6)3]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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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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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White Series P-XRF Analysis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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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평균은 0.51, b: 1.8∼2.04이며 평균은 1.91을 나타내
었다. 칼슘(Ca), 티타늄(Ti), 철(Fe)이 검출되었다. 흑색 안
료는 주로 먹[Carbon Black, C]이 사용되는데 본 분석에
사용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의 특성상 흑색 안료에 주
로 사용하는 먹[Carbon Black, C]의 주성분인 탄소(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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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어려워 먹[Carbon Black, C]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Figure 13). 하지만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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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먹[Carbon Black, C]을 분석하였을 경우 철(Fe)이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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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

70000

45000

EG-2

Cu

Fe

Pb

Ti

Ca
M-1

EG-3

Cr
M-1

Cu

Pb

M-3

백 록

180000
160000
120000
100000
60000
40000
0
Fe

Ti

Ca
WM-1

Cr
WM-2

Cu

Pb

WM-3

Figure 14. Green Series P-XRF Analysis 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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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백색 계열 안료 중에서 검출된 호분[Oy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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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Black Series P-XRF Analysis Graphs.
녹색 계열은 색차계 측정을 통하여 삼록, 양록, 하엽,
뇌록, 백록으로 구분하였다. 색차계값은 L: 30.18∼77.52

Shell White, CaCO3]과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TiO2]는 다른 색과 혼합이 잘되므로 모든 계열 색상에 사
용하였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Seo, 2008).
두 번째는 바탕재로 사용하는 합성섬유에 형광백색염
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섬유 자체에서 검출되는 형광
백색염료일 가능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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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무신도 바탕재에 바탕칠을 하였을 가능성이

모자에 붙어 있었던 이물질과 삼불제석의 의복에 붙어 있

다. 바탕칠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산형

던 종이도 제거하였다. 건식 세척을 통하여 이물질 및 먼지

X선 분광법(EDS)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15).

로 가려져 있던 안료박락과 세척 전후 육안 비교를 통하여

분석 결과 A, C는 세 개의 피크값이 B는 두 개의 피크값이

무신도의 화면(畫面)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타났다. A, B, C의 1번 피크는 산소(O)와 탄소(C)가 검출

습식 세척은 현대 합성안료가 주요 안료로 확인되어

되기 때문에 합성섬유 자체가 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료가 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전체 습식 세척이 아

A의 2, 3번 피크와 B의 2번 피크는 산소(O), 칼륨(K), 황

닌 부분 습식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 지점은 가금으로

(S), 규소(Si), 알루미늄(Al), 티타늄(Ti)이 공통으로 검출되었

표현된 칠성신의 보관 부분 종이며, Acetone의 경우 종이

다. C의 2, 3번 피크는 탄소(C), 산소(O), 알루미늄(Al), 규소

이물질뿐만 아니라 접착된 가금 자체의 접착력을 낮출 수

(Si), 황(S), 칼륨(K), 티타늄(Ti),나트륨(Na)이 검출되었다.

있어 Alcohol 1% 용액을 만들어 부분 습식 세척 방법으로

본 연구 대상인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바탕칠을 하였다

보관 부분 종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면 A, B, C의 2, 3번 피크의 성분이 서로 다른 성분이 검출
되어야 하지만 같은 성분이 검출되어 바탕칠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Table 1).
따라서 티타늄(Ti)과 칼슘(Ca)이 검출되는 것은 세 번
째 관점인 바탕칠이 아닌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Figure 16. Dry cleaning with a brush.

Figure 15. SEM-EDS analysis location of the Table 1.
Table 1. Check to background painting of the Figure 15
분석
위치

C

O

Cl

펄프지는 한지보다 두껍고 단섬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흡습지와 산모아지 위에 유
물을 올려 여러 번에 나누어 미량의 수분을 주면서 배접
지 제거를 진행하였다(Figure 17).

SEM-EDS element (wt%)

A-1 70.29 21.13 3.17

3.3.2. 구 배접지 제거

Al

Si

S

K

Ti

Na

Total

배접지 제거를 통하여 그림 기법을 확인하였는데 첫

-

-

-

-

5.40

-

100.0

번째는 본 무신도는 배채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A-2

0

3.62

7.05 9.11 6.55 2.16 71.52

-

100.0

는 옥황상제 시종신의 부채를 보면 금색은 밑바탕을 칠하

A-3

-

6.90 1.91 1.96 6.45 3.87 11.17 67.14

-

100.0

고 가금을 올리고, 2금색은 밑바탕을 칠하지 않고 가금을

0

-

-

-

-

-

100.0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치성광여래의 육계(肉髻)

100.0

와 나발(螺髮)의 선은 화면에서 보면 백색선으로 표현되어

-

100.0

있지만, 뒷면을 보면 적색선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B-2

4.66

-

C-1 17.70 48.28

-

C-2 13.64 23.74

-

11.74 15.22 10.39 1.72 14.87 8.68 100.0

C-3 15.92 16.71

-

12.40 20.63 13.72 2.28 12.87 4.48 100.0

-

-

-

B-1 62.60 37.40

13.04 11.62 6.52 2.02 62.14
-

-

-

-

34.03

3.3. 보존처리
3.3.1. 유물세척

세척은 건식 세척과 습식 세척으로 나누어지며, 건식
세척은 상태조사에 관찰한 곰팡이가 피어 햇빛에 간접적
으로 유물을 건조시킨 후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먼지와
이물질을 털어냈으며(Figure 16), 오방신장의 서방백제신장

Figure 17. Remove the backgroun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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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재배접 처리

본 무신도의 배접지가 펄프지로 확인되었는데 펄프지
는 황산알루미늄[Al2(SO4)3]과 같은 산성 성분에 의하여
산성화가 가속되면 종이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된다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1). 따라서 펄프지가 아닌
중성-약알칼리의 특징을 띠는 중성지로 화학반응을 하지
않아 쉽게 부식되지 않는 천연재료인 한지를 배접지로 선
택하였다(Kim, 2019). 배접지는 한지를 사용하고, 풀은 밀
가루를 삭혀서 글루텐을 제거한 소맥전분으로 만든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였다. 총 3배접으로 1차 배접은 섬유와
종이가 겹치기 때문에 풀의 농도를 강하게 하였으며, 2,
3차 배접은 종이와 종이가 겹치기에 1차 배접보다 풀의
농도를 약하게 하였다(Figure 18).

Figure 19. Chiseonggwang Buddha color matching.
3.3.5. 배첩 작업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오랜 보존을 위하여 크기와 형식
에 맞는 부착형 형식의 틀을 제작하였다. 대형 그림이 틀
에 고정되면 틀에 가해지는 수축과 장력 등으로 틀이 휘어
질 수 있기에 변형을 방지하고자 틀을 제작할 때 합판과
보강을 위하여 나무 살을 많이 덧대었다(Figure 20). 제작한
틀을 추후 보존처리를 다시 시행하거나 나무틀이 그림에
비치는 것을 고려하여 띄어발이를 하였으며, 배접한 무신
도에 습기를 주어 펼친 후 사면에 풀을 바르고 띄어발이한
틀에 올려 무신도를 부착하여 배첩을 마쳤다(Figure 21).

Figure 18. Attaching in many layers.
3.3.4. 박락된 화본의 1차 색맞춤

색맞춤은 고색을 맞추는 방법으로 그림의 분위기를 바
꿀 수 있는 얼굴이 아닌 육안으로 손상 부위가 확인되는
의복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색맞춤 위치는 별상과 치성
광여래 그리고 호구아씨의 의복에서 진행하였다.
별상의 의복에서 백색으로 표현된 무늬가 소실되어 4

Figure 20. The back of the frame.

개의 무늬 색을 맞추었으며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TiO2]를 사용하였다.
치성광여래의 의복은 건식 세척을 통하여 이물질 및
먼지가 제거되면서 안료박락이 나타났으며, 호구아씨의
의복은 이미 잘못된 보관에 의하여 안료박락이 나타나 있
었다. 치성광여래와 호구아씨의 의복은 주홍으로 붉은색
을 띠는 철산화물 안료인 석간주[Fe2O3]와 티타늄 화이트
[Titanium White, TiO2]를 사용하였다(Figure 19). 고색 처
리를 하여 수리 부분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분위기

Figure 21. Shamanistic spirits attaching.

를 해치지 않게 하였다.
3.3.6. 결실부 복원 및 2차 색맞춤

변아(邊兒) 부분이 결실되어 있어 변아 부분 복원이 필
요하였다. 틀에 그림을 부착하고 결실부인 변아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결실부 복원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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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재 섬유는 현재 생산되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

구되고 있었다. 과학적 상태 조사에서 손상의 종류는 이

중에서 직물 조직과 꼬임이 동일한 섬유를 선택하여 이질

물질 및 먼지, 곰팡이, 화면 꺾임, 안료 손상을 확인 할

감을 최소화하였다. 앞서 변아 부분 안료를 군청

수 있었다. 손상의 범위는 손상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Lapis-lazuli, 3Na2O⋅3Al2O3⋅6SiO2⋅2Na2S]으로 확인하

가운데 치성광여래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산신까지 많이

여 군청으로 색맞춤을 진행하였다(Figure 22).

손상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상태 조사를 바탕으로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재질 및
안료 분석 결과 배접지는 Graff-C 염색약 반응으로 펄프

(A)

지로 확인되었다. 바탕재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적외선 분
광분석을 통하여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로 직물의 실
은 꼬임이 없는 무연사, 직물은 평직으로 확인하였다. 그
리고 오염되거나 박락된 채색 부분을 동일한 안료로 복원
하기 위한 안료 분석을 진행하여 색맞춤을 용이하게 하였
다. 특히 칼슘(Ca) 티타늄(Ti)이 모든 색상에서 검출되는
것은 모든 계열 색상을 조채할 때 호분[Oyster Shell White,
CaCO3]과 티타늄 화이트[Titanium White, TiO2]를 사용하

(B)

거나 바탕재인 합성섬유 자체에서 검출되는 형광백색염
료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 조사
및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성광여래 무신도를 유
물 세척 → 구 배접지 제거 → 재배접 처리 → 박락된 화
본의 1차 색맞춤 → 배첩 작업 → 결실부 복원 및 2차 색
맞춤 순서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미는 근⋅현대기의 종교적인 사회 풍습을

Figure 22. Restoration of edges. (A) Before color
matching. (B) After color matching.
3.3.7. 보존처리 결과

치성광여래 무신도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본 무신도를
열화시킬 수 있는 펄프지가 아닌 천연재료 한지로 배접지
를 대체하여 3차 배접을 함으로써 그림의 보존성을 높였
으며, 본 무신도의 크기와 섬유 특성에 맞는 틀을 제작하
여 배첩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보관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
였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 대상과 무신도는 잘못된 보관으로 오염과 열
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치성광여래
무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를 위한 손상의 종
류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신도의 제작
당시 사용된 재질 및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
리 결과를 제시하였다.
육안 상태 조사에서 본 무신도는 화면 꺾임 현상의 영

이해할 수 있는 회화로서 현재까지 연구 대상에서 미비하
였던 무신도의 보존처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함께 최근 연
구의 초점이 되는 빅 데이터 구축에도 중요한 자료 제시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보존
처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가 앞
으로 무신도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에 있어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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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숨 톨고이(Sum tolgoi)’ 건축 유적지에서 출토된 지류 경전을
대상으로 재질의 성분 및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경전은
흙먼지와 이물질이 많고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뭉쳐 있는 상태로 훼손, 결실, 변색 등이
확인되었다. 티베트어로 쓰인 경전은 UV-Vis 분석 결과 쪽과 먹을 종이 바탕에 사용한 것으로,
고대 몽골어 경전은 흑색의 필사 재료가 먹으로 추정되었다. SEM-EDS와 Micro-XRF 분석 결과
를 통해 연단(Pb3O4)과 진사(HgS) 혼합 또는 진사(HgS)로 적색 외곽선을 긋고 은니로 경전의
내용을 적었음이 확인되었다. 글씨의 은니는 칼슘과 함께 염화은(AgCl)이 확인되었으며, 황색
선에서는 칼슘(Ca)과 석황(As2S3)이 확인되었다. 고대 몽골어 경전의 종이는 초본류 섬유와 인
피섬유가 혼합된 특징을, 티베트어 경전은 인피섬유의 특징을 나타냈다.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 경전의 바탕으로 사용된 종이가 15-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전
의 보존처리는 출토된 종이의 형태 변형과 취약함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강지
(Pre-coated paper) 제작 및 보강 방법에 대한 실험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처리 후 경전의
보관 및 앞⋅뒤로 기록된 경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운팅하고 중성지로 상자를 제작하였
다. 이번 보존처리는 보존처리 가역성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보존처리 재료와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이다.
중심어 몽골 경전, 출토 지류 유물, 미소부 X-선 형광분석, 자외-가시광 분광분석, 연대측정,
보강지(Pre-coated paper)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materials with Buddhist paper

scriptures excavated from architectural sites in ‘Sum Tolgoi’ of the 17th century and carried out
conservation treatment base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criptures were covered in dust and
foreign substances, and were so crumpled that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form. The damage,
loss, and discoloration have been identified. Buddhist scriptures written in Tibetan used indigo and
ink sticks on paper as a result of UV-Vis analysis, and ink sticks as black character materials from
scriptures written ancient Mongolian. SEM-EDS and Micro-XRF analyses revealed that the outlines
were drawn with red lines using a mix of Minium (Pb3O4) and Cinnabar (HgS), or Cinnabar (HgS)
alone, and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were written with silver paint. Silver chloride (AgCl) and
Calcium (Ca) were identified in the silver paint component of the characters, while Calcium and
Orpiment (As2S3) were identified in the yellow lines. Concerning the paper ground, Buddhist scriptures
written in ancient Mongolian were characterized by herbal plant fiber and bast fiber, and those written
in Tibetan, by bast fiber. Radiocarbon dating indicates that the paper for the scriptures was produced
between the 15th and 17th centuries.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scripture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experiment on the production of pre-coated paper and how to coat that to prevent the second
damage due to the deformation and fragility of the excavated paper. The scriptures were preserved
and mounted, and a neutral box was made to identify the contents of the scriptures recorded on both
sides after the treatment. This conservatio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 study that applied new
conservation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treatment
reversibility.
Key Words Buddhist scriptures in Mongolia, Excavated paper relics, 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tandard AMS dating analysis, Pre-coate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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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종이 경전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고고학연구소
의 2018-2019년 ‘17세기의 몽골 도시들’을 주제로 한 발굴
조사에서 수도 울란바토르 서쪽에 자리한 자브항
(Zavkhan)주 테스(Tes) 지역의 ‘숨 톨고이(Sum tolgoi)’ 건
축 유적지에서 발견된 경전이다(Figure 1). 숨 톨고이(Sum
tolgoi)는 몽골어로 “사원이 있는 언덕”을 뜻하며 17세기
유명한

호탁트1)가

건설한 티베트 양식의 건축물이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21). 이곳
에서 고대 몽골어와 티베트어가 쓰인 종이 경전 및 백화
수피(白樺樹皮)2)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이 고고학자에 의
해 발굴되기 전의 상태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인자에 의
해서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인 작용이 계속되고 있
으므로 대부분이 파손, 열화(劣化)된 상태로 존재한다
(Lim and Park, 2003). 종이 경전 또한 표면에 발굴 지역의
토양과 이물질이 고착되고, 오랜 시간 매장되어 있었던
탓에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었으며, 악취를
풍기는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토된 종이 유물의 안
정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유물의 재질 구조 등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전의 양면
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를 최대한 살리고 오랜 고착으로
손상된 유물을 분리하여 더는 유물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
도록 최소한의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몽골 숨 톨고이 유적에서 출토된 종이 경전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총 5점으로 고대 몽골어 경전 1점
(CT19-21)과 티베트어 경전 4점(CT19-19, CT19-20,
CT19-22, CT19-23)이다. 유물에서 탈락한 조각 일부를 사
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파괴 조사법으로 분
석하였으며, 유물명은 유물 수습 현장에서 부여된 임시번
호를 적용하였다(Figure 2).
2.2. 분석 방법
종이 경전의 구조 및 제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몽
골어 경전(CT19-21)과 티베트어 경전(CT19-22, CT19-23)
의 단면을 에폭시 수지로 고정해 시편을 제작하고 표면을
연마하여 3차원현미경(DVM6, Leica, GER)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휴대용현미경(DG-3, Scalar, JPN)으로 촬영한
표면과 교차 비교하였다.
경전의 종이 바탕 위에 칠해진 바탕색과 글자에 사용
된 재료의 성분을 파악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JSMIT300, Jeol, JPN)과 에너지 분산형 분광 분석(X-MAXN,
Oxford, GBR)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시료는 백금 코팅
(platinum coating)한 뒤 가압 전압 15 kV, 작업 거리 10.0
mm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소부 X-선 형광분석기(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Eagle Ⅲ-XXL, EDAX, USA)
를 이용하여 전압 40 kV, 전류 800 μA, 측정영역은 지름
300 μm의 원으로 경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압
조건에서 Fundamental Parameter 방법으로 정성 분석하였
다. 이러한 미소부 X-선 형광분석기(Micro-XRF)로 검출
되지

않는

유기염료는

자외-가시광

분광분석기

(UV/Visible Spectrophotometer, Ocean optics, USA)를 활용
Figure 1. Historic site of Sum tolgoi, Mongolia.

해 분석하였으며, 경전 표면에 사용된 흑색과 청색의 반

Figure 2. Subject to conservation treatment (A: CT19-19, B: CT19-20, C: CT19-21, D: CT19-22, E: CT19-23).
1) Khutagt, 몽골인들이 활불(活佛) 및 고승을 일컫는 말.
2) 자작나무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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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펙트럼을 통해 색 재료의 종류를 알기 위한 목적으

미생물을 제거하고,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피해

로 광원은 HL-2000-FHSA를 사용, 백색 교정하여 200-850

를 방지하였다. 훈증제는 Hygen-A (Ethylene oxide 15% +

nm 영역을 5회 측정 후 분석하였다.

HFC134a 85%)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밀폐훈증법으로 훈

종이의 원료 섬유는 종류에 따라 물리⋅화학적 성질이

증하였다. 또한, 각각 10 cm 이상 크기의 유물을 선정하여

다르므로 염색 처리를 하면 특유의 색으로 발색되고, 이

크기, 두께 측정기(ID-C1012XBS, Mitutoyo, JPN)를 이용

때 발생하는 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섬유 식별이 가능하다

한 두께(KS M ISO 534),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면적

(Cheon, 2014). 또한, 지류 유물의 바탕 재료에 대한 해부

(Image J)을 구하여 밀도와 평량을 측정하고 손상상태 지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섬유를 식별할 경우, 섬유

도를 작성하여 유물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의 길이와 폭이 매우 중요한 식별 요소가 된다(Lee, 2006).

경전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분리하기 위해 미세가습을

형태적 특성 관찰을 위해 종이 경전의 섬유를 Safranine

이용한 챔버를 만들어 유물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염색하여 광학현미경(Eclipse NI-E, Nikon, JPN)으로 관찰

분리된 유물은 건식 클리닝을 통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Graff-C 염색법(KS M ISO 9184-4)과 Herzberg 염색

하고 미세가습 펜슬(Preservation Pencil 805-0011, Pel,

법(KS M ISO 9184-3)으로 정색반응을 확인하였다. 탈락

GBR)을 이용하여 펼침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번짐

한 종이 경전 조각 일부를 찢어 비커에 넣고 NaOH 용액

테스트로 유물의 상태를 확인 후, 정제수를 이용한 습식

(0.05 mol)을 더하여 가열한 후, 페트리 접시에 섬유를 올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존처리 전후 유물의 색상

려 Safranine을 1-2방울 떨어뜨려 염색시킨다. 염색된 섬

비교를 위해 색도를 측정하였다. 색도계(CM-700D,

유를 증류수로 2회 세척하여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Konica Minolta, JPN)을 이용하며 CIE LAB 표색계 및 표

섬유를 균일하게 분산시킨 후 커버글라스로 덮어 광학현

준 광원 D65(주광, 색온도 6500K), 10° 조건에서 측정하였

미경으로 섬유를 관찰하며 길이와 폭을 측정하였다

다. 각 유물에서 3 point를 지정하여 측정 지점마다 5회

(Browning, 1977).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습식 클리닝 전후의

유물의 제작연대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속기 질량분석

변화를 표면 pH 측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pH 측정은

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AMS)에 의한 방사성탄

평판 유리전극이 부착된 pH 측정기(F-72/6261, Horiba,

소연대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이 연대측정법은 유기물에

JPN)를 이용하여 색도 측정 지점과 동일하게 조사하였으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14C)와 안정 동위원소(12C)의 비

며 경전 보존처리 전후 산성도를 평가하였다(Figure 4).

율(14C/12C)로부터 유기물의 생물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으

두꺼운 고서의 표지를 보강하는 경우, 표지 앞면과 배

로 종이를 비롯한 토양, 목탄, 나무, 조개류 등 탄소화합물

접지를 갈라서 분리한 후, 유물의 두께와 비슷한 보강지

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료로부터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
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8; KIST, 2018). 몽골 출토
지류 유물 중, 필사 재료와 염료 및 안료로 추정되는 재료
가 없는 순수한 종이 부분의 시료 채취가 가능한 몽골어
경전(CT19-21)과 티베트어 경전(CT19-23)에서 10 mg을
채취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3. 보존처리 방법
몽골 숨 톨고이 출토 지류 경전의 보존처리 과정은 다
음과 같다(Figure 3).
보존처리 전, 훈증을 통하여 유물에 존재하는 곤충과

Figure 3. Conservation process.

Figure 4. Chromaticity and pH measurement points.

726 | 보존과학회지 Vol.37, No.6, 2021

로 결실부와 약해진 부분을 보강처리 한다(Ahn et al.,

하고 그 위에 흑색을 칠한 뒤, 적색으로 외곽선을 그리고

2015). 그러나 경전은 양면에 글씨가 적혀 있고 전체적으

은니(銀泥)3)로 경전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로 찢어지고 불규칙한 결실부가 많은 상태로 특히 가장자
리 부분이 취약하였다. 따라서 위의 보강 방법은 약한 지
질 부분에 영향을 주어 펼침 상태의 원형 형태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결실부 보강 작업이 양면 경전의
글자를 확인하는 데 방해되지 않고, 티베트 경전의 청색
바탕 면이 고려된 이질감을 주지 않는 보강지 제작이 필
요하였다. 양지 보존처리 방법 중 손상된 지류에 Precoated paper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은 거의 30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하던 보존 기법이다. Klucel G와 같은 접착
제를 이용한 Pre-coated paper는 최소한의 노출로 글씨를
가리지 않고 부식으로 인해 지질이 약해진 부분을 보강하
는 데 이상적이다(Christopher, 2018). 보강지로는 닥 섬유
로 제작된 평량 2 g/m2 종이(KM-09 Tengucho 2 g Haini,
Hiromi,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접착제로는 Hydroxypropyl
cellulose (Klucel®G)를 사용하였다. Pre-coated paper를 제
작하기 전, 염색을 진행하였다. 미색 바탕의 몽골어 경전
보강지로는 오리나무 열매를, 청색과 흑색을 띠는 티베트
어 경전 보강지에는 보채에 사용되는 봉채 안료 외에 근
접한 색을 낼 수 있는 분채, 쪽 염료, 먹을 이용하였다.
침지법, 분무법으로 염색한 뒤, 비교하여 유물 바탕색에
근접한 색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염
색된 보강지에 접착제를 이용하는 Pre-coated paper 제작
을 통해 보강지 제작을 완성하였다. 찢어지거나 충해 등
에 의해 결손된 유물을 그대로 두고 계속 사용할 경우,
그 결손 부분과 유물의 경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손상이
진행된다(Cheon et al., 2001). 보강지로 결실부 보강 전 경
전에서 분리된 작은 조각은 제자리를 찾아 레이온지로 임
시 고정하고, 종이가 층상으로 분리되는 부분은 소맥 전
분풀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조
각 외에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조각들은 따로 보강 처리하
거나 시료 봉투에 수집하였다. 보존처리는 경전의 양면을
제작된 보강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재단하여 마무
리하였다.

3.2. 안료 및 염료 분석
3.2.1.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
(EDS)를 통해 육안상 적색이 확인되었던 티베트 경전
(CT19-19)은 납(Pb), 수은(Hg), 황(S)이 주성분으로 확인되
었으며(Figure 5A), 은니로 추정되었던 티베트 경전
(CT19-22)에서는 은(Ag)과 염소(Cl)가 주성분으로 확인되
었다(Figure 5B). 더불어 두 시료 모두 칼슘(Ca)이 소량 확
인되었다.
3.2.2. 미소부 X-선 형광분석기(Micro-XRF)

몽골어 경전(CT19-21)은 바탕과 글자 모두 Ca, Fe, K
등의 원소가 검출되었다. 흑색 글자의 경우 주로 흑색 아
래의 바탕층 성분 이외에 별도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탄소(C)가 주 구성 성분인 먹(墨)을 사용하여
채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Lee et al., 2017). 티베트어 경
전(CT19-19, CT19-20, CT19-22, CT19-23)의 백색 글자에
서는 은(Ag)이 다량 검출되어 은니(銀泥)로 확인되었다.
적색 글자에서는 납(Pb)과 수은(Hg)이 주로 검출되었고,
적색 외곽선에서는 수은(Hg)이 검출되어 연단[Minium,
Pb3O4]과 진사[Cinnabar, HgS]를 혼합하거나 진사를 단독
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황색 선은 황(S)과 비소
(As)가 확인되어 석황[Orpiment, As2S3]으로 추정되었다
(Table 2, Figure 6).
3.2.3. 자외/가시광 분광(UV/Visible spectrophotometer) 분석

몽골어 경전(CT19-21)의 흑색 글자와 티베트어 경전
(CT19-19)의 바탕색인 청색과 흑색을 분석하였다. 몽골어
경전(CT19-21) 흑색 글자의 반사도는 약 200 nm대에서 반
사도가 증가 후 감소하며, 약 400 nm 초반 영역대 이후
일직선에 가까운 반사 스펙트럼을 보였다. 이는 먹의 반
사 스펙트럼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먹의 사용을 추정해

3. 연구 결과
3.1. 종이 경전의 구조
종이 경전의 단면과 표면 관찰 결과, 몽골어 경전
(CT19-21)은 두 겹의 종이를 합지(合纸)하고, 양면에 흑색

볼 수 있었다(Figure 7). 또한, 반사도가 약 420 nm 영역대
까지 반사도 증가 및 감소 형태는 바탕 재질 및 다른 물질
의 영향으로 추정되었다(Lee et al., 2019).
티베트어 경전(CT19-19) 또한 흑색의 반사도가 일직선
을 나타냈으며, 먹의 반사 스펙트럼 패턴과 유사하여 먹
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티베트어 경전

의 필사 재료로 경전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었다. 티베트
어 경전(CT19-22, CT19-23)은 종이 바탕 위에 청색을 칠

3) 은가루를 아교로 개어 채색 시 사용하는 것으로 은분(銀粉)
이라고도 한다(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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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direction and surface images of the excavated paper
No

Z-direction image

Surface image

CT
19-21

CT
19-22

Black character (×500)

Black character (×100)

Black character (×100)

Black ground (×500)

Black ground (×100)

Black ground (×100)

Red line (×300)

Red line (×100)

Red line (×100)

Blue and black ground
and red line (×500)

Blue and black ground
and red line (×50)

Blue and black ground
and red line (×100)

CT
19-23

Figure 5. SEM-EDS Results of the paper (A: CT19-19 Red line, B: CT19-22 Silver paint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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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Micro-XRF analysis of pigments
Sample

Location
Ground

CT19-19
Character
Ground
CT19-20

CT19-21

Major element

Pigment

Light blue

Ca

-

B

Black

Ca

Carbon (assumed)

C

White

Ag

Silver

D

Red

Pb, Hg, S

Cinnabar + Minium

E

Blue

Ca

-

F

Black

Ca

Carbon (assumed)

G

White

Ca, Ag

Silver

Line

H

Red

Ca, Hg

Cinnabar

Ground

I

Yellow

Ca

-

J

Black

Ca

Carbon (assumed)

K

Blue

Ca

-

Character

Character
Line

CT19-23

Color

A

Character

Ground
CT19-22

XRF point

Ground
Line

L

Black

Ca

Carbon (assumed)

M

White

Ag

Silver

N

Red

Hg, S

Cinnabar

O

Blue

Ca

-

P

Black

Ca

Carbon (assumed)

Q

Yellow

S, As

Orpiment

Figure 6. Points of Micro-XRF analysis of pi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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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UV-Visible Spectrum
of black character in CT19-21.

Figure 8. UV-Visible Spectrum
of black character and ground
in CT19-19.

Figure 9. UV-Visible Spectrum
of ground in CT19-23.

(CT19-19, CT19-23) 바탕화면 청색의 반사도는 약 420 nm

고 폭이 넓은 섬유가 혼재되어 있었고 Graff-C 염색법에

영역대에서 감소하다 약 680 nm 영역대에서 증가하는 양

따른 반응에서 청색 및 어두운 보라색의 염색 반응이 관

상을 보였다(Figure 8, 9). 이는 약 400 nm 초반대와 약 700

찰되었다. 또한, Herzberg 염색법에 따른 정색반응에서는

nm 부근의 파장 영역대에서 반사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라색이 확인되었다.

가진 쪽의 스펙트럼과 거의 일치함으로, 쪽이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되었다(Kwon, 2019).

티베트어 경전의 섬유장은 가장 긴 것이 8.00 mm로 확
인되었고, 섬유폭은 11.30-26.13 μm이었다. 몽골 경전은
짧은 섬유의 양 끝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섬유가 일부 있었

3.3. 종이 섬유 동정

고, 가장 긴 섬유가 1.40 mm, 섬유 폭은 5.80-23.25 μm로

섬유의 형태 분석 결과, 티베트어 경전(CT19-19)은 마
디(cross-marking)와 왜곡(dislocation)이 관찰되며 Graff-C
염색법과 Herzberg 염색법에 따른 정색반응에서 적갈색
을 나타냈다. 몽골어 경전(CT19-21)은 원료 섬유의 형태
에서 섬유 측면의 마디가 확인되는 섬유와 표면이 매끄럽

확인되었다. 종이의 열화로 인해 섬유의 전체 길이를 확
인하고 섬유장과 폭의 평균값을 구하는 데 제한적이었으
나, 섬유 형태와 정색반응 결과를 종합했을 때 티베트어
경전은 인피섬유 단일 섬유임을, 몽골어 경전은 인피섬유
와 초본류 섬유를 혼합하여 초지한 종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4).

Table 3. Microscopy images of the excavated paper relics fiber
No.

Safranine

C-stain

Herzberg stain

(×400)

(×400)

(×400)

(×400)

(×200)

(×200)

CT
19-19

CT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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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ber length and width of the excavated paper relics
Fiber length (mm)

No.

Fiber width (μm)

Range

Average

Range

Average

CT19-19

0.90 - 8.00

-

11.30 - 26.13

17.46

CT19-21

0.30 - 1.40

-

5.80 - 23.25

12.21

3.4. 연대측정(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몽골 출토 지류 유물 중 몽골어 경전(CT19-21)과 티베
트어 경전(CT19-23)에서 채취한 시료의 연대 눈금 맞춤
(Calibrated Ages) AMS 결과에 따라 몽골어 경전(CT19-21)
은 A.D. 1470-1640년의 연대 구간이 산출되었고, 티베트
어 경전(CT19-23)은 A.D. 1436-1522년의 연대 구간이 산
출되어 두 종류의 지류 유물은 모두 15-17세기로 확인되었
다(Table 5). 따라서 몽골 출토 지류 유물과 17세기 유적지
인 숨 톨고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상태로 매우 건조하고 유물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
도로 접히고 뭉쳐진 모양이 딱딱하게 굳어 부스러지는 상
태였다. 따라서 자세한 물성 및 상태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분리 및 건식 클리닝 이후 관찰하였다(Table 6).
유물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경전과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
는 경전으로 분류되었으며, 한 겹이 아닌 2-3겹이 겹쳐져
만들어진 종이임이 확인되었다. 미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적힌 몽골어 경전(CT19-21)을 제외한 티베트어 경전 4점
에서는 흑색과 청색의 바탕색에 적색, 황색 선, 백색과 흑
색의 글자가 확인되었고 바탕색의 변색 부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미세 광택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가장자리

3.5. 보존처리

부분의 훼손과 찢어짐, 결실부가 많은 상태로 지질이 약
해져 취급이 어려운 상태로, 습식 클리닝을 진행하기 전

3.5.1. 훈증 및 보존상태 조사

훈증이 끝난 유물의 표면은 흙먼지와 각종 이물질이

각 대상에 대한 손상상태 지도를 작성하였다(Figure 10).

Table 5. The results of the radiocarbon dating
CT19-21

No.

CT19-21

CT19-23

CT19-23

Calibrated ages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340±30 (BP)

95.4% probability

95.4%

1470 - 1640 Cal AD
(480 - 310 Cal BP)

68.2% probability
30.7%

1557 - 1602 Cal AD
(393 - 348 Cal BP)

23.2%

1490 - 1525 Cal AD
(460 - 425 Cal BP)

14.3%

1610 - 1632 Cal AD
(340 - 318 Cal BP)

76.3%

1436 - 1522 Cal AD
(514 - 428 Cal BP)

60.8%

1444 - 1490 Cal AD
(506 - 460 Cal BP)

19.1%

1574 - 1624 Cal AD
(376 - 326 Cal BP)

7.4%

1602 - 1611 Cal AD
(348 - 339 Cal BP)

400±3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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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properties investigation
Size
(cm)

NO.
CT19-19
CT19-20

CT19-23

Weight
(g)

Basis weight
(g/m2)

Density
(g/cm3)

Height

Width

17.50

20.50

0.68

2.73

164.31

0.02

①

14.50

7.20

0.33

0.60

94.13

0.02

②

15.00

14.70

0.37

0.92

70.25

0.01

③

14.20

7.40

0.38

0.78

128.43

0.03

18.70

32.30

0.34

3.93

99.53

0.02

①

22.50

30.00

0.45

6.93

154.72

0.03

②

23.10

32.30

0.32

3.67

78.83

0.02

③

10.50

17.00

0.28

0.91

108.00

0.03

①

22.30

70.40

0.45

15.96

130.59

0.02

②

11.20

18.70

0.31

1.25

93.31

0.03

CT19-21
CT19-22

Thickness
(average/mm)

Figure 10. Dam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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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분리 및 클리닝

으로 오염 정도에 따라 클리닝의 횟수와 시간을 조절하였

3.5.2.1. 분리

다(Figure 11E). 습식 클리닝이 끝난 유물은 평판 작업을

출토된 유물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시행하였으며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흡습지를 계속 교체

주면서 온⋅습도에 적응시켜야 한다. 그런 뒤 분리용 도

해주어 형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와 최소한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분리

습식 클리닝 이후 전체적으로 유물의 L*값은 평균

한다(Lim and Park, 2003). 경전은 표면의 흙먼지와 이물

50.55에서 51.39로 0.83 point 증가하였고, a*값은 0.97에서

질이 고착된 상태로 오랜 시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0.01로 0.98 point, b*값은 평균 0.45 point 감소하였다. 보

그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상

존처리 전⋅후의 ∆E 변화(Figure 12)를 살펴보면 다른 유

태였다. 온도 21-23℃, 습도 60-80%로 유지되는 미세 가습

물의 차이보다 a, h point의 ∆E값의 변화가 큰데, 이는 클

챔버 안에서 2-3시간 이상 온⋅습도에 적응시킨 뒤, 뭉쳐

리닝을 통한 표면의 이물질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본래 유

있는 유물 표면의 이물질을 일차적으로 제거하는 건식 클

물의 표면 색상이 드러나면서 달라진 값이라 볼 수 있으

리닝을 실시하였다(Figure 11A). 이후 미세가습 펜슬을 이

며 L*값의 증가로 클리닝을 통해 유물이 밝아졌음을 알

용하여 분리하고자 하는 부분의 유연성을 계속 높여주며

수 있었다.

건식 클리닝과 분리 과정을 반복하였다(Figure 11B). 분리
된 유물은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pH는 보존처리 전후 pH 측정결과, 클리닝 전 평균 7.20
에서 클리닝 후 평균 6.84로 감소하였으나 세척 전후 모두
중성 기준인 7.0 부근을 유지하고 있었다(Table 7, Figure

3.5.2.2. 건식 클리닝

분리되어 습기를 머금은 상태의 유물을 펴기 위해 우
선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
식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경전의 글자 번짐 유무를 확인
후, 고습 환경에서 정제수를 면봉에 묻혀 안료가 묻어나

13). pH의 변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물 표면에 있던
토양의 pH를 측정한 결과, 7.99-8.22로 나타났다. 약알칼
리를 띄는 토양이 건식 및 습식 클리닝을 통해 유물 표면
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pH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 않는 압력으로 펴주었다(Figure 11C). 또한, 지질이 약

3.5.3. 보강지 제작 및 결실부 보강

한 부분과 꺾임이 있는 부분의 2차 손상 예방 및 화면 보

3.5.3.1. 보강지 염색

호를 위해 레이온지와 정제수를 이용하여 페이싱(facing)

염색 안료는 봉채, 분채, 쪽 염료, 먹 그리고 오리나무

하고 유물의 양면에 산모아지와 블로팅 페이퍼를 덧대주

열매를 이용하여 침지법, 분무법으로 염색하였다. 침지법

고 흡수지 사이에 넣어 눌러서 건조했다(Figure 11D).

은 산모아지 사이에 보강지를 넣어 종이를 염색 용액에
침지시키고 정제수를 이용하여 종이 위에 점착되지 않은

3.5.2.3. 습식 클리닝

여분의 안료를 세척하였다(Figure 14B). 분무법도 침지법

면봉으로 제거되지 않았던 이물질과 얼룩을 제거하기

과 동일한 상태로 판 위에서 미세분무 스프레이로 염색하

위해 습식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지질이 약해진 상태의

고 정제수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하였다(Figure 14A). 자연

유물 세척은 부서질 수 있으므로 유물 아래에 흡습지를

건조 후 손에 묻어나는 정도와 안료 입자 뭉침 유무를 휴

깔아 증류수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대용 현미경(DG-3, Scalar, JPN)을 통해 관찰한 결과, 분채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와 쪽 염료는 손에 묻어남의 정도가 봉채에 비해 심해 보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7). 흡습지 위에 유물을 놓

강지로 사용 시 유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

고 정제수를 분무하여 흡습지를 여러 번 교체해주는 방법

다. 또한, 침지법은 분무법에 비교하여 안료 입자의 뭉침

Figure 11. The process of separating and cleaning (A: Micro-humidification chamber, B: Dry cleaning, C: Spread the
paper, D: Facing, E: Wet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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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H and chromaticity value of before and after wet cleaning
Before wet cleaning
(Mean value of 5 times)

Position of target

CT19-19

CT19-20

CT19-21

CT19-22

CT19-23

After wet cleaning
(Mean value of 5 times)

∆E

pH

L*

a*

b*

pH

L*

a*

b*

a

7.05

38.08

0.37

4.78

6.78

45.55

-1.74

5.49

7.79

b

6.99

50.37

-0.06

8.19

7.01

50.57

-0.74

7.10

1.30

c

7.24

60.12

1.92

10.67

7.21

61.00

1.96

10.59

0.88

d

7.35

29.08

-0.31

0.64

6.77

27.95

-1.40

-1.94

3.02

e

6.82

31.32

0.16

1.94

6.64

29.31

0.13

1.36

2.09

f

7.46

51.15

-3.00

4.02

6.88

51.28

-3.35

3.21

0.89

g

7.04

76.82

2.55

14.69

6.59

77.40

2.38

15.24

0.82

h

7.46

74.20

11.54

11.19

7.27

75.17

1.62

11.21

9.97

i

6.68

55.64

4.07

13.38

6.34

57.32

3.22

11.65

2.56

j

7.34

55.06

1.54

9.60

6.82

58.59

1.78

9.75

3.54

k

6.94

28.56

-2.49

-6.41

6.57

27.54

-1.98

-6.03

1.20

l

7.66

63.99

1.45

10.95

7.35

64.90

1.60

11.50

1.07

m

7.64

43.10

-2.18

-3.90

7.04

43.51

-2.87

-5.43

1.73

n

7.05

40.66

-1.25

-1.85

6.42

40.17

-1.42

-3.04

1.30

o

7.30

60.24

0.35

8.95

7.04

60.66

0.65

9.34

0.65

Figure 12. Color difference (ΔE) of before and after
treatment.

Figure 13. Ph value of before and after treatment.

Figure 14. Reinforcement paper dyeing (A: Spray method, B: Immersion method, C: Microscope image of fiber dyed with
spray method, D: Microscope image of fiber dyed with Immer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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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Figure 14C, 14D). 따라서 염색에는 봉채,

름을 깔고 그 위에 보강지를 올려주었다. 결손 부분을 그

먹, 오리나무 열매를 사용하였으며 미세분무 스프레이를

린 선을 따라 모양대로 자르고 핀셋을 사용하여 Mylar 필

이용한 분무법으로 염색하였다.

름에서 접착제가 코팅된 보강지를 떼어내어 소량의 에탄
올 또는 2% Klucel-G (in ethanol)로 활성화해 보강하고자

3.5.3.2. 보강지(Pre-coated paper) 제작

하는 부분 위에 두고 붓을 이용하여 접착하였다. 부드러

닥 섬유로 제작된 두께 2 g/m2 종이(KM-09 Tengucho

운 붓으로 보강지가 찢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두드려 고착

2g Haini, Hiromi, JPN)를 염색하여 Pre-coated paper를 제

시키고, 여분의 접착제는 레이온지를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하였다(Table 8).

방식으로 양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보강 처리하였다. 보

제작된 Pre-coated paper로 결실부 보강 시 화면의 경전

강 시 경전의 글씨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고, 손상이

글씨에 대한 가독성을 적외선반사사진장비(Infrared

되지 않은 부분에 최소한으로 겹치도록 하였다(Figure

photography camera, 645D IR, PENTAX, JPN; IRRS-300,

16A).

Hamamatsu, JPN) 촬영을 통해 경전 글씨를 읽는 데에 영
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ure 15D).

3.5.4. 재단 및 보관 상자 제작

보강처리가 끝난 경전은 지질이 약한 가장자리 부분에
3.5.3.3. 결실부 보강

보강된 여분의 보강지를 재단하였다. 유물을 필름과 필름

유물은 모두 크기가 다르고 손상 전의 원 유물의 크기

사이에 넣어 문진을 이용하여 고정한 뒤 0.5 cm 이내로 여

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펼침이 진행된 원형 형태

유를 두고 보강 처리된 부분의 잔여 보강지를 재단해주어

그대로를 살려 보강하였다. 유물의 바탕색에 맞게 제작된

완료하였다(Figure 16B). 보강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안정적

Pre-coated paper를 이용하여 결실부와 찢김, 훼손이 심한

인 상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마운팅(mounting) 처리 후 중성

가장자리 부분에 보강하였다. 먼저 결손 부분에 맞추어

종이를 이용하여 상자를 제작하였다(Figure 16C, 16D).

보강지를 대고 결손 부분을 그린다. 결손 부분을 그려줄
때는 손상 안 된 부분 쪽으로 약간 겹칠 수 있게(0.2-0.3
cm) 그려주었으며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필
Table 8. Pre-coated paper production process
Adhesives

Preparation guidelines

Reactivation method

Hydroxypropyl cellulose
(Klucel-G), 1.5-2%
in ethanol (100%)
1.5 g of Klucel-G powder
+
100 ml of ethanol
(% w/v)

① Stirring until Klucel G is completely decomposed on
ethanol.
② Placing an iron-free net on top of Mylar film.
③ Coating hydroxypropyl cellulose (Klucel®G) in 1.5 to
2% ethanol evenly on the net with a soft flat brush
(Figure 15A).
④ Spraying ethanol (100%) to remove surface tension
after removing the net.
⑤ Putting 2 g/m2 thick Tengucho paper (Japan) made
of dyed paper on the adhesive surface and drying it
on a flat surface completely (Figure 15B).
⑥ Labeling manufacturing information on completely
dried pre-coated paper (Figure 15C).

Reactivating it with alcohol,
or 2% Klucel-G in alcohol
for very thin tissues to
prevent the coating from
being rinsed out.

Figure 15. Pre-coated paper production process (A: Evenly coated Klucel®G, B: Put down the paper on the adhesive
surface, C: Labeling on pre-coated paper, D: Readabil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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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Reinforcement using pre-coated paper. (B) Cutting the reinforcement paper. (C) Fix and mounting.
(D) Packing.

4. 결론 및 고찰

이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티베트어 경전
은 인피섬유의 단일 섬유를, 몽골어 경전은 인피섬유와

보존처리를 진행한 지류 경전은 5점으로 표면에 흙먼

초본류를 혼합하여 초지한 종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와 이물질이 고착되고,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뭉쳐

다섯째, 보존처리 과정에서 건⋅습식 클리닝을 통해

있는 상태였다. 몽골 ‘숨 톨고이(Sum tolgoi)’ 건축 유적지

pH는 감소하였으나 중성 기준인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

에서 출토된 지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에 관한 결과는

으며, 색차 값의 경우 L*값의 증가로 클리닝을 통해 유물

다음과 같다.

이 밝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값의 변화가 큰 부

첫째, 3차원 현미경을 이용한 단면 관찰과 휴대용 현미

분은 출토 유물의 특성상 표면의 색상이 일정하지 않고

경으로 조사한 표면과 교차 비교를 통해 몽골 경전(CT

흙과 이물질로 인해 클리닝 후, 본 유물의 바탕 색상이

19-21)의 경우 종이 위에 흑색의 필사 재료로 글자를 쓴

드러난 것을 고려한 색의 차이라고 판단되었다.

것을 확인하였으며, 티베트 경전(CT 19-22, CT 19-23)은

여섯째, 유물의 보존처리는 미세가습 챔버를 통해 유

청색 바탕 위에 흑색을 칠한 후 적색으로 외곽선을 그리

물을 분리하고 오랜 시간 구겨진 표면을 펼치는 작업과

고 글씨는 은니(銀泥)로 쓴 것이 확인되었다.

결실부 보강 작업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 유물의 상태를

둘째, SEM-EDS와 ED-XRF를 이용한 화학성분 분석을

고려하여 보강지를 염색 후 pre-coated paper로 제작된 보

통해 경전의 적색에는 진사(HgS)와 연단(Pb3O4)을 혼합하

강지를 이용하여 경전의 양면을 보강 처리하였다. 본래

여 채색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은니 추정 부위는 칼슘과

유물의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펼침 원형 형

함께 염화은(AgCl)이 확인되어, 염료를 칼슘 계통 안료와

태 그대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보강 작업은 결실되거

함께 채색한 후에 은니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X선

나 지질이 약해진 부분을 구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목

형광분석 결과 탄소성분이 주 구성 성분인 먹을 사용하여

적으로 보강지가 유물과 직접 맞닿기 때문에 안정된 성분

채색된 것으로 추정되며 더불어 황색 부위는 칼슘(Ca)과

의 것을 사용하였다.

석황(As2S3)이 확인되어 바탕칠 위 석황을 이용한 황색 선
을 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전은 불교의 신앙과 교리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기
록 유산으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유물

셋째, UV-VIS 측정결과 흑색 바탕은 먹을 사용한 것으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출토 지류 유물에 대한 분석

로 보이며, 청색 바탕은 쪽과 같은 반사 스펙트럼을 나타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가역적 보

내어 쪽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연대측정 결과 유물

존처리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집중하였다. 이는

은 15-17세기에 제작된 경전으로 분석되어 출토지와의 연

향후 출토 지류 유물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섬유의 형태 분석 결과, 티베트어 경전(CT19-19)

사 사

은 마디(cross-marking)와 왜곡(dislocation)이 관찰되었으
며 Graff-C 염색법과 Herzberg 염색법에 따른 정색반응에
서 적갈색을 나타냈다. 몽골어 경전(CT19-21)은 원료 섬

이 연구는 202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

유의 형태에서 섬유 측면의 마디가 확인되는 섬유와 표면

센터의 ｢유기물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 성과물의 일

이 매끄럽고 폭이 넓은 섬유가 혼재되어 있었다. Graff-C

부이다.

염색법에 따른 반응에서 청색 및 어두운 보라색의 염색
반응이, Herzberg 염색법에 따른 정색반응에서는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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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NO.

CT19-19

CT19-20

CT19-21

CT19-22

CT19-23

Front side

Back side

몽골 숨 톨고이 출토 지류 유물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 배수빈, 양민정, 권윤미, 유지현, 정희원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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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철원료별 직접제련법 복원실험으로 생산된 단조박편의 재료과학적 분석을 통해 금속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제련을 위해 경주감포사철과 양양철광석을 이용하며, 각각 4개의 그룹을 설정하였
다. 분석은 주성분, 광물 동정, 미세조직 관찰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 정련⋅단접이 진행될수록 Fe의
함량은 증가하고 비금속개재물의 함량은 감소하였다. 광물을 동정한 결과 산화철 계열의 광물이 확
인되었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Wüstite, Fayalite가 관찰되었으며, 일부에는 응집된 Wüstite가 관찰되
었다. 일부 다각형, 장주상의 Magnetite도 확인되었다. 또한, 공극 및 불순물, 비금속개재물은 점차
감소하였다. 차후 다양한 제철원료를 이용한 복원실험을 통해 생산된 단조박편의 재료과학적 분석을
통해 금속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유적에서 출토된 단조박편과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어 단조박편, 정련⋅단접, 제철원료, 직접제련법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etallurgical characteristic through material

scientific analysis of hammer scale produced as a direct smelting method restoration experiment for
each raw material of iron. To this end, four hammer scale groups were set up, respectively, by
experimenting with Gyeongju-Gampo Iron sand and Yangyang Iron ore. For the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ompound analysis, microstructure observation, and chemical composit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s forging and refining progressed, the content
of Fe increased and the content of non-metallic objects decreased. As a result of compound analysis,
iron oxide-based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confirming micro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Wüstite and Fayalite were observed overall, and agglomerated Wüstite were observed
in some. Magnetite on shape of polygon and pillar was observ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defects, impurities, and non-metallic interventions gradually decreas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metallurgical characteristic through material scientific analysis of hammer
scale produced through restoration experiments using various raw material of iron, and compare them
with those excavated from Iron manufacture ruins.

Key Words Hammer scale, Forging and refining, Raw material of iron, Direct smelting method

1. 서 론

무기류 혹은 농⋅공구류로 활용하려면 내부의 슬래그 제
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련⋅단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 고대국가는 직접제련법을 이용하여 철물 제작

고체 상태의 괴련철 또는 해면철로 불리는 저탄소의 소재

에 필요한 소재를 제작하였다. 직접제련법은 제련을 통한

를 생산하는 저온환원법(직접제련법)과 용융상태의 탄소

괴련철 생산단계, 괴련철의 정련⋅단접을 통한 소재 생산

량이 높은 소재를 생산하는 주철제련법(간접제련법)이

단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철부산물

함께 운용되었다(Park and Jung, 2004).
직접제련법 과정에서 생산된 괴련철의 내부에는 비금
속개재물(슬래그)이 다량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괴련철을

로 제련슬래그(제련재), 정련슬래그(정련재), 단조슬래그
(단야재), 단조박편, 괴련철, 소재 등이 생산된다.
제철과정 및 유적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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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분석하면 된다. 현재까지 국내의 제철부산물 연구

원형의 3단 제련로를 제작하였다. 이를 이용해 제련실험

는 슬래그를 비롯하여 괴련철, 노벽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을 진행하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6; Lee et

하지만 단조박편 연구는 미진하다. 괴련철을 정련⋅단접

al., 2017; Cho et al., 2018).

을 하는 과정에서 가열⋅단타 공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산

괴련철의 소재화를 위해 Figure 1과 같이 정련⋅단접을

화층이 발생하고 작업 공간 주변으로 흩어져 떨어지게 된

하였다. 먼저 가열된 괴련철을 모루 위에서 망치를 이용

다. 이때 흩날린 얇은 조각을 고고학 용어로 단조박편

하여 단조하였다. 이후 숯(1.16 kg), 숯과 볏짚의 혼합물

(hammer scale)이라 한다(Song and Woo, 2012).

(1.00 kg), 황토물(황토: 1.16 kg, 물: 10.52 kg)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조박편의 재료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단조한 괴련철의 표면에 발라 침탄과 탈탄방지를 진행한

직접제련법 과정 중 정련⋅단접을 설명하고, 금속학적 특

후, 다시 제철로에서 가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

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향후 제철유적에서 출토되는 단조

여 총 12회를 정련⋅단접을 한 소재를 최종적으로 생산하

박편의 분석을 통해 제철 공정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였다(Figure 1; Cho, 2015; Oh et al., 2018).

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련⋅단접은 총 12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차별로
단조박편이 생산되었다. 단조박편의 미세조직은 기본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으로 Figure 2와 같이 산화철의 형태를 보이며, 표면층은
Hematite(Fe2O3), 중간층은 Magnetite(Fe3O4), 내부로 갈수

2.1. 연구대상

록 Wüstite(FeO)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Song and Woo,
2012). 하지만 단조를 통해 생산된 단계별 단조박편의 미

단조박편의 생산을 위해 직접제련법을 토대로 제련 및
정련⋅단접을 하였다. 먼저 괴련철 생산을 위해 제련실험

세조직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련⋅단접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

을 하였다. 제철원료는 경주감포사철과 양양철광석을 이

정련⋅단접의 회차별로 생산된 단조박편은 양이 적어

용하였으며, 제철연료는 송탄(松炭)을 이용하였다. 또한

3회차씩 묶었다. 사철을 통해 생산된 단조박편은 Sand

Figure 1. Material production process through the refining and forge welding of the iron bloom. (A) Blowing
with the bellows. (B) Forge welding. (C) Fold iron in half and forge. (D) Apply charcoal. (E) Apply red clay
water. (F) Heating. (G) Iron bar by number of forging.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hammer scale (Song and Wo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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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ammer scale. (A) IO-a. (B) IO-b. (C) IO-c. (D) IO-d. (E) SI-a. (F) SI-b. (G) SI-c. (H) SI-d.
Iron(SI)라 명명하였으며, 철광석을 통해 생산된 단조박편

화학조성 확인을 위해 SEM에 부착된 EDS(QUANTAX

은 Iron Ore(IO)로 명명하였다. 단조박편은 A(1-3), B(4-6),

200, Bruker, DEU)를 이용하였다. EDS 분석은 SEM 분석

C(7-9), D(10-12)로 분류하였으며, Figure 3과 같다.

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2.2.4. 단계별 소재의 불순물 및 공극 확인

정련⋅단접을 통해 단계별로 생산한 소재의 불순물과
2.2.1. 주성분 분석

단조박편의 주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WD-XRF(S8 Tiger,
Bruker, DEU)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4 kW(power),
Helium(ATM), Liquid cup(powder, sample prep), 34 mm
(sample mask)이다. 단조박편은 분말화한 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련⋅단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성분의 함
량 추이를 확인하였다.
2.2.2. 광물 동정

단조박편을 구성하는 광물을 동정하기 위해 XRD(D8
Advance, Bruker, DEU)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LYNX
EYE XE(detector), 40 kV, 40 mA(generator), 5-70

공극을 확인하여, 정련⋅단접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확인
하였다. 확인을 위해 사철을 이용한 소재를 이용하였다.
단계별 소재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도면으로 그렸으며,
이를 Eq. (1)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하였다. 금
속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금속조직 부분은 백색으로 나타내었으며 비금속개재물
과 공극이 확인된 부분은 흑색으로 나타내었다.
불순물과 공극의 면적  
× 

미세조직 전체의 면적  

Eq. (1)

(Formula of Porosity Calculation)

degree(2theta range), 1 sec/step(scan speed)이다. 단조박편

3. 연구결과

은 분말화한 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별 단조박편
을 구성하는 광물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SI의 내용은 보존과학회지 논문
2.2.3. 미세조직 관찰 및 화학조성 확인

중 ｢정련⋅단접 공정 재현 실험을 통해 생산된 소재 및 부

단조박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금속현미경

산물의 재료학적 특성｣(Oh et al., 2018)에 언급되었다. 본

(DM-2500M, Leica, DEU)과 SEM(MIRA3, TESCAN, CZE)

논문에서는 기존 SI 연구내용과 별도로 재분석하여 결과

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에폭시수지로 마운팅하여 고

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SI와 IO의 결과를 비교검토 하였다.

정하였으며, sand paper(#220∼#4000)로 연마하였다. 이후
연마제(1, 3 µm)를 이용하여 미세연마를 하였다. 완성된
시료로 먼저 금속현미경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을 관찰하
였다. 이후 백금(Pt)으로 코팅한 후 SEM 분석을 통해 금
속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을 다시 고배율로 확대하
여 관찰하였다.

3.1. 주성분 분석
SI와 IO의 주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Table 2,
Figure 4와 같다. SI를 확인한 결과 Fe의 함량이 SI-c는
SI-a에 비해 낮았으나, 이후 증가하였다. 반대로 Si, A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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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WD-XRF of the main components of samples by SI (%)
Sample

Fe

Si

Al

K

Ca

Ti

Mg

P

Mn

SI-a

64.49

22.95

6.69

3.45

0.97

0.63

0.38

0.29

0.14

SI-b

56.36

26.49

7.86

5.01

2.34

0.81

0.55

0.35

0.24

SI-c

74.03

16.61

5.15

2.43

0.76

0.38

0.32

0.22

0.10

SI-d

82.91

10.63

3.25

1.61

0.76

0.29

0.21

0.19

0.14

Table 2. Results of WD-XRF of the main components of samples by IO (%)
Sample

Fe

Si

Al

K

Ca

Ti

Mg

P

Mn

IO-a

81.98

10.82

3.19

1.08

1.55

0.31

0.64

0.24

0.20

IO-b

84.19

9.24

2.64

1.22

1.65

0.28

0.35

0.24

0.20

IO-c

76.40

15.33

4.74

1.90

0.63

0.25

0.35

0.23

0.17

IO-d

88.15

7.30

1.98

0.78

1.11

0.12

0.23

0.18

0.15

Figure 4. The XRF result graph of elements measured above 1%. (A) SI graph. (B) IO graph.
Ca와 같이 함량이 1% 이상의 원소는 SI-b에서 증가하였

다. IO는 모두 산화철 계열의 Fayalite와 Magnetite가 관찰되

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IO를 확인한 결과 Fe의 함량이

었다. SiO2 계열의 Quartz가 동정이 되었다(Table 3, Figure 5).

IO-c에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반대로 Si,

산화철 계열 광물의 동정 이유는 정련⋅단접이 진행되면

Al, Ca, K와 같이 함량이 1% 이상의 원소는 정련⋅단접이

서 괴련철의 표면에서 산화철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으로

진행될수록 감소하였다(Table 1, 2, Figure 4).
주성분 분석을 통해 Fe의 함량과 비금속개재물의 함량

추정된다. Quartz의 경우 침탄과 탈탄방지를 위하여 바른
황토 혹은 내부의 존재하였던 석영 입자 때문으로 추정된다.

은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련⋅단접이 진
행될수록 단조박편의 Fe 함량이 제철원료의 종류와는 상
관없이 증가하였다.
3.2. 광물 동정

3.3. 미세조직 관찰 및 화학조성 확인
3.3.1. SI

SI의 미세조직을 금속현미경과 SEM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SI-a, SI-b, SI-c는 Fayalite가 바탕

SI와 IO의 광물을 동정한 결과는 Table 3, Figure 5과 같

에 분포하였으며, 그 위로 수지상의 Wüstite가 관찰되었

다. 먼저 SI는 모두 산화철 계열의 Goethite와 Magnetite,

다. 특히 부분적으로 응집된 Wüstite가 관찰되었으며, 이

Fayalite가 동정이 되었다. SiO2 계열의 Quartz가 동정이 되었

는 단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SI-b, SI-c는 다각형과 장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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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able of XRD analysis results for each group
Sample

Compound

SI-a

Quartz (Q), Fayalite (F), Magnetite (M), Goethite (G)

SI-b

Quartz (Q), Fayalite (F), Magnetite (M), Goethite (G)

SI-c

Quartz (Q), Fayalite (F), Magnetite (M), Goethite (G)

SI-d

Quartz (Q), Fayalite (F), Magnetite (M), Goethite (G)

IO-a

Fayalite (F), Quartz (Q), Magnetite (M)

IO-b

Fayalite (F), Quartz (Q), Magnetite (M)

IO-c

Fayalite (F), Quartz (Q), Magnetite (M)

IO-d

Fayalite (F), Quartz (Q), Magnetite (M)

Figure 5. Graph of XRD analysis results for each group. (A) SI. (B) IO.
Table 4.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SI-a
C

Al2O3

FeO

SiO2

K2O

CaO

01

3.91

1.54

94.54

-

-

-

Wüstite

02

1.79

1.16

97.04

-

-

-

Wüstite

03

4.03

3.35

68.20

22.49

1.38

0.53

Fayalite

Table 5.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SI-b
C

Al2O3

FeO

SiO2

K2O

CaO

TiO2

01

3.73

0.89

95.12

0.26

-

-

-

02

2.70

-

97.30

-

-

-

-

Wüstite

03

4.42

10.69

82.07

1.10

-

-

1.71

Magnetite

04

3.67

5.56

63.79

23.19

2.89

0.90

-

Fayalite

Magnetite

전통 제철실험을 통해 생산된 단조박편의 재료과학적 특성 연구 / 조성모, 조남철 | 743

Table 6.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SI-c
C

Al2O3

FeO

SiO2

K2O

CaO

TiO2

01

1.89

8.26

59.95

25.83

2.01

2.07

-

Fayalite

02

3.65

11.43

62.49

17.79

2.77

1.19

0.68

Magnetite

03

3.93

6.89

82.98

5.01

-

-

1.18

Magnetite

04

2.79

3.77

82.74

9.59

0.65

0.46

-

Wüstite

Table 7.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SI-d
C

Al2O3

FeO

SiO2

K2O

CaO

TiO2

01

2.85

-

97.15

-

-

-

-

Ferrite

02

2.06

-

97.94

-

-

-

-

Ferrite

03

1.96

-

98.04

-

-

-

-

Wüstite

04

3.29

4.63

59.80

25.62

2.66

3.24

0.77

Fayalite

No.1
(SI-a)

No.2
(SI-b)

No.3
(SI-c)

No.4
(SI-d)

Figure 6. Metallurgical microscope image of SI. (A) Metallurgical microscope picture (×5). (B) Metallurgical microscope
picture (×20). (C) SEM image and analysis location of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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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agnetite가 관찰되었다. SI-d는 전체적으로 Ferrite가

Wüstite가 관찰되었다. 특히 부분적으로 응집된 Wüstite가

관찰되었다. 더불어 모든 시료에서 기공과 균열, 비금속

관찰되었으며, 이는 단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IO-c는 장주

개재물, 불순물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정련⋅단접이 진행

상의 Magnetite가 확인되었다. 또한 IO-b에서 철 입자가

될수록 비금속개재물과 불순물은 제거되고, 기공과 균열

확인되었다. IO-d는 lamella 구조의 Pearlite가 관찰되었다.

은 미세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6).

특히 Pearlite의 입계면에서 입계 내로 생성된 widmannstӓ

E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ure 6, Table 4-7과

tten ferrite(과열냉각조직)가 관찰되었다. 이는 가열된 단

같다. SI-a(No.1)의 1_01, 02는 산화철 계열의 Wüstite로

조박편이 냉각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모

확인되었다. 1_03은 철감람석 광물의 Fayalite로 확인되

든 시료에서 기공과 균열, 비금속개재물, 불순물이 관찰

었다. SI-b(No.2)의 2_01, 03은 FeO 함량이 높은 다각형과

되었다. 하지만 정련⋅단접이 진행될수록 비금속개재물

장주상의 Magnetite, 02는 Wüstite로 확인되었다. 2_04는

과 불순물은 제거되고, 기공과 균열은 미세해지는 것을

Fayalite로 확인되었다. SI-c(No.3)의 3_01은 Fayalite로

확인하였다(Figure 7).

확인되었다. 3_02, 03은 다각형과 장주상의 Magnetite가

E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Figure 7, Table 8-11과

관찰되었으며, 04는 Wüstite로 확인되었다. SI-d(No.4)의

같다. IO-a(No.1)의 1_01, 02는 산화철 계열의 Wüstite로

4_01, 02는 순철조직인 Ferrite로 확인되었다. 4_03은

확인되었다. 1_03, 04는 철감람석 광물의 Fayalite가 확인

Wüstite, 04는 Fayalite로 확인되었다(Table 4-7, Figure 6).

되었다. IO-b(No.2)의 2_01, 02는 Wüstite로 확인되었다.
2_03, 04는 Fayalite가 확인되었다. IO-c(No.3)의 3_01, 04

3.3.2. IO

는 다각형의 Magnetite가 확인되었다. 3_02는 Fayalite가

IO의 미세조직을 금속현미경과 SEM을 이용해 관찰한

확인되었다. 3_03은 Wüstite가 확인되었다. IO-d(No.4)의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IO-d를 제외한 모든 IO에서

4_01, 02, 03은 Widmannstӓtten ferrite로 확인되었다. 4_04는

Fayalite가 바탕에 분포하였으며, 그 위로 수지상의

lamella 구조의 Pearlite가 확인되었다(Table 8-11, Figure 7).

Table 8.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IO-a
C

MgO

Al2O3

FeO

SiO2

CaO

K2O

01

3.49

0.65

3.27

92.59

-

-

-

Wüstite

02

1.92

-

6.86

89.47

1.30

0.44

-

Wüstite

03

2.99

-

3.77

61.77

17.90

11.61

1.97

Fayalite

04

3.42

6.47

1.46

70.40

16.40

1.87

-

Fayalite

Table 9.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IO-b
C

Al2O3

FeO

SiO2

CaO

K2O

01

2.34

-

97.66

-

-

-

Wüstite

02

3.30

-

96.70

-

-

-

Wüstite

03

2.96

5.22

59.00

27.26

2.43

3.14

Fayalite

04

2.54

6.33

54.02

31.29

2.67

3.16

Fayalite

Table 10.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IO-c
C

Al2O3

FeO

SiO2

CaO

K2O

01

3.27

-

96.73

-

-

-

Magnetite

02

1.43

7.27

56.25

29.87

1.61

3.56

Fayalite

03

3.02

-

96.98

-

-

-

Wüstite

04

2.84

0.85

95.29

1.02

-

-

Magne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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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DS result table by analysis location of IO-d
C

FeO

01

5.86

94.14

Widmannstӓtten ferrite

02

5.48

94.52

Widmannstӓtten ferrite

03

5.63

94.37

Widmannstӓtten ferrite

04

9.92

90.08

Pearlite

No.1
(IO-a)

No.2
(IO-b)

No.3
(IO-c)

No.4
(IO-d)

Figure 7. Metallurgical microscope image of IO group. (A) Metallurgical microscope picture (×5). (B) Metallurgical
microscope picture (×20). (C) SEM image and analysis location of picture.
3.4. 단계별 소재의 불순물 및 공극 확인
정련⋅단접 과정에서 단계별로 생산된 소재의 금속현
미경 관찰을 통해 단조박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철로 제작된 소재 내부의 공극의 면적과 내
부의 불순물을 Figure 8과 같이 도면으로 작성하였으며,
Table 12에 수치로 작성하였다. 단계별 소재 내에 불순물

과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은 1차 소재부터 12차 소재까
지 각각 26.09%, 8.26%, 4.3%, 2.5%, 1.8%로 감소하였다.
정련⋅단접이 진행될수록 금속조직이 치밀해지고 불순
물과 공극이 줄어듦을 확인하였다(Table 12, Figure 8)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7; Oh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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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ercentage of nonmetallic inclusions and voids in 1th∼12th forge welded bar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7;
Oh et al., 2018)
Times (sample)

Total area (cm2)

1 (A)
3 (B)

Nonmetallic inclusions and empty area
Extent (cm2)

Percentage (%)

1.22

0.32

26.09

1.14

0.09

8.26

6 (C)

1.21

0.05

4.34

9 (D)

1.13

0.03

2.5

12 (E)

1.14

0.02

1.8

Figure 8. The porosity image of forge welded bar. (A) folded once. (B) folded 3 times. (C) folded 6 times. (D) folded
9th times. (E) folded 12 tim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7; Oh et al., 2018).

4. 고찰 및 결론

계열의 Quartz가 동정이 되었다. 제철원료와 상관없이 산
화철 계열 광물의 동정 이유는 괴련철이 정련⋅단접이 되

단조박편의 재료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련⋅단접 과정

면서 표면의 산화철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을 설명하고, 금속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

또한 Quartz의 경우 침탄과 탈탄방지를 위하여 바른 황토

철과 철광석을 이용하여 직접제련법의 복원실험을 하였

이거나 내부의 존재하였던 석영 입자 때문으로 추정된다.

으며 총 12회차의 단조박편을 생산하였고, 다시 4개의 그

3. SI와 IO의 미세조직 관찰 및 화학조성을 분석한 결

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은 WD-XRF(주성분 분

과, 정련⋅단접의 초기에는 Wüstite와 Fayalite가 주로 관

석), XRD(광물 동정), 금속현미경과 SEM(미세조직 관찰),

찰되었다. 또한, 공통으로 응집된 Wüstite 형태가 관찰되

EDS(화학조성 확인)를 이용하였다.

었는데, 이는 단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련⋅단접

SI의 연구는 기존에 보존과학회지에 발표된 적이 있어,

중기에서 다각형과 장주상의 Magnetite가 관찰되었다. 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발표된 연구대상이 아닌 새롭게 연구

련⋅단접 후기에는 Ferrite, Pearlite가 관찰되어 순철임을

대상을 선택하여 재분석하였다. 더불어 SI와 IO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IO-d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widmannstӓ

비교검토하였다.

tten ferrite(과열냉각조직)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과열된

1. SI와 IO의 주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련⋅단접 과정

조직이 냉각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 제철원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Fe의 함량은 증가하

4. 사철로 제작된 소재 내부의 공극 면적과 내부 불순

고 비금속개재물과 관련된 원소(Si, Al, K, Ca 등)의 함량

물을 확인한 결과, 단계별 소재 내에 불순물과 공극이 차

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Fe의 함량과 비금속개재물의

지하는 비율은 1차 소재부터 12차 소재까지 각각 26.09%,

함량은 반비례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괴련철에서 소

8.26%, 4.3%, 2.5%, 1.8%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정련⋅

재가 되는 과정에서 불순물과 비금속개재물은 점차 제거

단접의 진행에 따른 불순물의 양과 공극 면적이 줄어듦을

되고, 순철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확인하였다.

2. SI와 IO의 광물을 동정한 결과, SI는 산화철 계열의

단조박편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괴련철과 소재의 비

Goethite, Magnetite, Fayalite와 SiO2 계열의 Quartz가 동정

교를 위해 양양철광석과 경주감포사철의 제련을 통해 생

이 되었다. IO는 산화철 계열의 Fayalite, Magnetite와 SiO2

산된 괴련철을 금속현미경과 SEM-EDS를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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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양양철광석의 괴련철은 대부분 Ferrite와 공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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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익산 쌍릉은 대왕릉과 소왕릉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백제 사비기(538∼660 AD)의 횡혈
식석실묘이다. 소왕릉의 발굴과정에서 노출된 봉분 동측 토층은 하부로부터 기반층, 정지층,
백제시대 판축층, 도굴층 및 일제강점기 복토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층준을 세분
하여 시료를 확보하고 재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층의 입도분석 결과, 대체로 사양토의
토성을 보이며, 백제시대 판축토층에서는 양질사토가 성토되어 있고 그 위로 사양토가 판축의
주를 이룬다. 백제층의 중앙부와 최상부에는 점토 함량이 많고 일정한 입도를 가진 양토를 사
용하였다. 모든 토층은 층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보여
토양의 모재와 성인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X-선 회절분석으로 모든 층위에서 카올리나
이트를 동정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소왕릉 봉분의 백제시대 판축토층은 유적 일대에서 조달한 고령토가 함유된 사양토로 성토
하였으며, 중상부에 점성이 강한 양토를 사용하여 불투수층을 조성하고 봉분 최상부를 밀실하
게 마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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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 tomb) and the Sowangneung (small royal tomb), were constructed in the typical style of stone
tunnel and chamber tombs in the Baekje Kingdom during the Sabi period (538 to 660 AD) of ancient
Korea. Soil layers exposed during excavation of Sowangneung in a trench east of the tomb are: the
bottommost layer, the ground level layer, the Panchuk (rammed earth) layer of the Baekje, the layer
created by a grave robbery, and soil recover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il samples were
obtained by segmenting an easy stratigraphic horizon into sub categorized soil layers, and their material
properties were analyzed; they are composed mainly of sandy loam based on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s. In the site foundation, loamy sand is packed in the bottommost layer, and sandy loam
with high sand and silty sand fills most of the overlying layer. The central and topmost portion of
the Baekje layer is composed of loam with high clay content. All soil layers show geochemical
behaviors similar to those of the bottommost layer. X-ray diffraction analysis verified kaolinite in all
layers, also observed in soil layers displaying high crystallinity. Kaolinite and halloysite were identifi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us, we conclude that the Baekje layer of the Sowangneung is
composed of sandy loam containing kaolin procured from near the site. An impermeable middle to
upper layer was created using viscous loam. The top of the tomb was closed tightly.

ABSTRACT The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 pair of tombs comprising the Daewangneung (large

Key Words Ssangneung in Iksan, Sowangneung, Soil layer, Particle size analysis, Geochemi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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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2. 연구방법

한반도의 횡혈식석실묘는 삼국시대에 등장하여 유행

이 연구를 바탕으로 소왕릉 봉분의 층위별 토양을 대

했던 대표적인 양식으로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 주체부 한

상으로 산출상태와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들고 상부에 봉토를 씌운

재료의 동질성과 봉분의 축조기법을 검토하였다. 분석시

묘제이다(Lee, 2013).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익산 쌍릉은

료는 발굴현장에서 봉분의 토층별로 수습하였으며 밀봉

익산시 석왕동에 위치하며 대왕릉과 소왕릉을 포함하는

하여 보관하였다. 각 토층의 정확한 색상정보를 획득하기

명칭으로 정교하게 가구식으로 축조한 백제 사비기의 전

위해 먼셀토색첩과 색도계(JP/CH-2600, Konica Minolta,

형적인 횡혈식석실묘이다(Figure 1).

JPN)를 활용하였다.

익산 쌍릉은 오랜 기간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

토양은 건조 전후로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조 전

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인골

과 후에 모두 측정을 하였으며 건조 후의 색상을 기준으

을 분석하여 대왕릉의 피장자는 무왕으로 비정하였다

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층위별 미세자기적 특징을 규명

(Lee et al., 2018; Lee, 2019). 그러나 소왕릉은 정확한 증거

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대자율은 10-7 SI 단

는 불분명하나 무왕의 왕비로 추정되며(Kim, 2014), 특히

위의 측정한계를 지닌 ZH Instrument사의 SM-30을 이용

발굴을 통해 묘표석 및 석렬 등 여러 석재시설물이 확인

하였으며, 단위는 10-3 SI로 표기하였다.

되어 백제의 왕릉조성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Figure 1).
소왕릉 봉분의 직경은 약 13 m이며, 높이는 지표를 기

대부분의 시료는 점착력이 매우 낮아 5%, 10%, 15%
및 20%의 Paraloid B-72(in Acetone)를 사용해 순차적으로
진공함침하고 강화처리 및 건조한 시료를 에폭시수지로

준으로 약 2.5 m이다. 백제시대 봉분의 토층은 판축기법

콜드마운팅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연마 후 실체

으로 성토되고, 석실을 중심으로 판축층이 얇고 단단하게

현미경(SNZ 1000, Nikon, JPN; RH-2000, Hirox, JPN)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점차 바깥쪽으로 갈수록 두껍고 느슨하

관찰하고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광현미경(Eclipse LV100N

게 구성하였다. 또한 묘도는 석실 입구를 기점으로 남쪽

POL, Nikon, JPN)을 통해 미세조직 및 구성광물을 동정하

구역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묘도 중앙에 생토를 굴착하

였다. 또한 대표적인 시료를 선별하여 휴대용 에너지 분

여 배수로를 설치하였다(Lee, 2019; The Research Institute

산형 성분분석기(Quantax 200, Burker, DEU)가 부착된 전

for the Mahan-Baekje Culture, 2019). 대왕릉 동측 트렌치

계 주사전자현미경(TESCAN, MIRA3)으로 광물의 미세조

와 소왕릉 북측 트렌치의 토층은 전사하였으며, 대왕릉의

직를 관찰하였다.

토층은 국립익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모든 시료와 일부 특징적인 토층은 2 μm 이하로 분말

이 연구에서는 익산 쌍릉 소왕릉의 발굴과정에서 확인

화하여 X-선 회절분석으로 광물조성을 검출하였다. 분석

된 토층의 층위별 토양을 대상으로 재료과학적 분석을 수

기기는 Rigaku사의 MiniFlex600으로 CuKα를 활용하였으

행하여 고고과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봉분의 층위

며, 시료는 40 kV, 15 mA, 3∼50° 및 1°/min의 조건으로

별 토층분석을 통해 토양의 수급과 동질성 및 제작기술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시료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검토하였다. 이 결과는 소왕릉의 역사적 및 고고학적 해

및 분광분석(ICP-MS, ICP-AES)과 중성자방사화분석

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INAA)을 통해 지구화학적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 Photographs showing the Sowangneung in Iksan. (A, B) General and excavation views of the Sowangneung.
(C) Inside view of tunnel stone chambered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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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분을 구성하는 토층의 층위별 입도특성을 확인

표토는 작은 입상을 보이고 부슬부슬한 기질을 가지며

하기 위해 5% 과산화수소와 5% 염산 침적과정을 거쳐

점착성과 가소성이 약하다. 심토는 다소 큰 괴상의 구조

유기물 및 탄산염 성분을 제거하고, 습식체질법과 레이저

를 지니고 단단하며 점착성과 가소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

회절법을 거쳐 입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습식체질법은 1

다. 모재에는 반문이 존재하며 단단하고 점착성과 가소성

mm 이상을, 레이저회절법은 1 mm 이하의 입자에 대하여

이 없다. 이 모재는 화강암에 기반하여 장석과 운모 및

수행하였으며, 레이저회절법은 Malvern Instrument(GBR)

석영과 같은 화강암의 석비레를 포함한다.

사의 Mastersiaer 2000을 활용하였다.
3.2. 토층구성

3. 산출상태와 재료학적 특성
3.1. 토양분포

연구대상 토층단면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최하단 기반
층과 그 위로 백제시대 판축층, 도굴층 및 일제강점기 발
굴 이후 복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3). 이 연구에서

쌍릉 일대의 기반암은 고생대 변성퇴적암류이며 주로

는 최하단의 기반층부터 최상부 복토층까지 각각의 성토

연구지역의 북동쪽과 남서쪽에 분포한다. 이는 중생대 쥐

층위에 따라 총 30개의 층위로 세분하여 토양시료를 수습

라기의 대보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었으며, 쌍릉은 이 화

하였다(Figure 3B, 3C). 모암에 가장 가까운 기반층

강암지대에 있다. 이 대보화강암류는 운모류를 포함하며,

(SSR-T30)에서는 점성이 느껴지며 암석의 풍화체가 관찰

지역에 따라 흑운모와 백운모의 함량이 상이하다. 이들은

된다. 이는 쌍릉 일대의 지질학적 및 토양학적 특성이 반

암석학적 특징과 산출위치에 따라 복운모화강암, 흑운모

영된 것으로 기반토 역시 화강암질암의 풍화체로 이루어

화강암, 흑운모화강섬록암 및 백운모화강섬록암 등으로

져 있으며, 그 위로 축조한 백제시대 판축층은 주로 사질

세분된다(Kim et al., 2011; Yang et al., 2006). 또한 화강암

토로 성토하였다.

류의 풍화에 의해 형성된 신생대 제4기의 충적층이 넓
게 분포한다.

백제시대 토층은 다른 층에 비해 비교적 세립질 또는
중립질의 석영 및 장석 입자가 두드러진다. 일부시료

쌍릉 대왕릉 일대의 토양 특성은 송정통에 해당한다

(SSR-T10, SSR-T13, SSR-T18, SSR-T20)에서 목탄질 유기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21). 송정통 토

물이 확인되며, 우백색 또는 연황색 점토질 토양이 포함

양은 저구릉 내지 구릉지에 발달하며, 모암이 매우 깊게

된 시료(SSR-T18, SSR-T19, SSR-T20, SSR-T22, SSR-T27)

풍화된 화강암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식양토에 해당하며

도 관찰된다. 백제시대 토층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표토는 주로 적갈색의 자갈이 없는 양토이며 심토는 적색

다른 층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하단 기반층(SSR-T30)

의 자갈이 없는 식양토이다(Figure 2). 모재는 황적색과 암

의 토층에서는 화강암 기원의 암편이 관찰되며 점성도

황갈색의 양토이다.

비교적 강하다.

Figure 2. Soil maps around the Ssangneung area in Iksan. (A, B) Topsoil and sub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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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romaticity analysis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L*

a*

b*

SSR-T01

56.14

10.26

SSR-T02
SSR-T03
SSR-T04

56.45
54.58
54.86

13.58
10.43
11.19

SSR-T05
SSR-T06

59.27
57.30

SSR-T07
SSR-T08
SSR-T09

Sample number

Recovered layer
Robbery layer
Recovered layer
Robbery layer
Baekje layer
Robbery layer
Baekje layer
Robbery layer

Baekje layer

Robbery layer
Baekje layer
Bottom layer

ΔE*

16.31

Group
1.375

All samples
5.017

18.67
15.71
16.42

2.801
2.058
1.169

5.223
6.665
6.186

13.77
11.74

19.59
17.69

2.697
1.637

3.700
3.664

58.53

11.91

17.21

0.889

2.642

55.73
57.29

11.91
13.35

17.35
19.02

3.280
6.074

5.258
4.477

SSR-T10

52.92

11.58

15.96

9.932

8.202

SSR-T11
SSR-T12
SSR-T13

53.51
59.32
63.47

12.08
10.56
10.72

17.11
16.84
18.88

5.515
3.474
1.228

7.485
1.901
2.792

SSR-T14
SSR-T15
SSR-T16

65.71
66.12
60.58

12.00
8.59
11.48

20.91
17.77
19.02

4.496
4.040
1.961

5.814
5.743
1.284

SSR-T17
SSR-T18
SSR-T19

55.63
60.57
60.45

8.75
10.66
9.88

14.28
17.84
18.62

8.091
2.009
2.233

6.711
0.361
1.276

SSR-T20
SSR-T21
SSR-T22

66.17
62.18
66.16

10.13
9.79
9.39

18.84
17.19
17.97

3.706
1.194
3.765

5.447
1.862
5.511

SSR-T23
SSR-T24
SSR-T25

63.42
65.97
66.04

10.05
9.71
8.76

16.89
18.59
17.44

1.554
3.532
7.680

2.887
5.290
5.622

SSR-T26
SSR-T27
SSR-T28

66.43
63.74
65.08

10.70
12.13
9.97

19.77
20.38
18.38

4.226
3.062
2.589

5.879
3.996
4.347

SSR-T29
SSR-T30

65.26
66.67

10.12
10.91

17.93
19.11

2.737
-

4.472
5.938

Figure 3. Excavation site and soil profiles of the Sowangneung. (A) Excavation trench showing the east side of the tomb.
(B) Detail soil layers of the trench. (C) Simplified soil layers by age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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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리적 특성
3.3.1. 색도분석

연구대상 토층 단면에서 수습한 총 30점의 시료에 대
한 색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조 전에는 황적색 또는 진
갈색 계통으로 적색도가 강하다. 건조 후에는 백제시대
토층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복토층에 비해 더욱 담황색
을 보인다. 색도의 정량 분석 결과, 명도(L*)는 일제강점
기 복토층 54.58∼57.30(평균 55.87), 도굴층 53.51∼66.04
(평균 58.94), 백제시대 판축층 52.92∼66.43(평균 62.55)으
로 측정되었다(Table 1). 층위별로 비교할 때, 백제시대 조
성층이 다른 층위에 비해 넓은 명도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소 높은 명도를 보였다(Figure 4).
적색도(a*)는 복토층 10.26∼13.58(평균 11.44), 도굴층
8.76∼13.77(평균 11.65), 백제 판축층 8.59∼13.35(평균
10.45)로 각 층위의 분포범위는 유사하며, 도굴층이 가장
적색을 띠었다. 또한 황색도(b*)는 복토층 15.71∼18.67(평
균 16.96), 도굴층 17.11∼19.59(평균 17.95), 백제 판축층
14.28∼20.91(평균 18.11)로 백제층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였고, 가장 황색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
최하단 기반층(SSR-T30) 토양의 색도와 비교한 결과,
기반층의 명도는 66.67로 모든 층위의 명도보다 높았다.
적색도는 10.91로 일제강점기 복토층 및 도굴층보다 낮았
으며, 백제층보다 높았다. 또한 황색도는 19.11로 일제강
점기 복토층, 도굴층 및 백제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전반

적으로 일제강점기의 복토층과 도굴층은 적색도가 강한
황적색을 띠며, 백제층은 다소 밝은 담황색계열을 보였으
나, 최하단 기반층은 적색이 강한 황색을 띤다.
전체 토층의 색도로 볼 때 백제층은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의 범위가 일제강점기 복토했던 층위와 도굴층의
색도보다 넓다(Figure 4). 이는 백제층 토양이 다른 층위의
토양보다 정선되었고, 의도적으로 성질이 다른 흙을 사용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각 토층의 층위별 색도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토양의 평균값으로 색차
를 산출하면 Table 1 및 Figure 4와 같다.
이 결과, 모든 층위의 토양은 넓은 색도범위를 나타내며,
시기별 토층에 따라 구분되는 영역으로 도시된다. 각 그룹별
색차분포 또한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 토양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층위별 그룹 간의 차이와 동일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광물학적 및 지
구화학적 특성분석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3.3.2. 미세자기적 특징

소왕릉 토층의 미세자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
대자율을 측정하였다(Table 2). 전암대자율은 지각구성물
질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물리적 성
질로 문화재 분야에서는 재료의 동질성과 산지추정 및 보
수재료의 조달뿐만 아니라, 토층의 고고과학적 해석에도
적용되어 왔다(Kim et al., 2010; 2011; 2013; Lee et al.,
2007; Lee and Jin, 2016).

Figure 4. Diagrams showing the color changes and magnetic susceptibility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Table 1.

익산 쌍릉 소왕릉 봉분 토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조영과정 해석 / 채준, 박석태, 조지현, 이찬희 | 753

Table 2. Summary on the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soil

토양과 대자율 분포범위 및 평균값이 대체로 유사하여,

layers from the Sowangneung

토양의 성인적 환경 및 재료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것

Soil layers

Min

Max

Mean

Recovered layers

0.380

1.422

0.940

Robbery layers

0.367

2.345

1.078

Baekje layers

0.008

5.980

1.351

Bottom layers

0.177

2.420

0.844

Average

0.309

2.522

1.234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모든 토층은 0.008∼5.980(평균

으로 판단된다.
백제시대 판축토층에서 가장 넓은 대자율 분포를 보이
며 모든 그룹별 층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다양한 성질의 광물이 함께 섞여 성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Table 2, Figure 4). 그러나 대자율 값은 재료의 혼
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토양의 재료학적 동질성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다.
3.4. 입도분포 및 분급

-3

1.234) × 10 SI unit의 분포를 보였다(Table 2, Figure 4).
최하단 기반층 토양은 모암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토양은 점토, 실트, 모래 및 자갈 등으로

시료이며, 기반층의 대자율을 기준으로 여러 층준별 차이

구성된다(Figure 5). 모래는 토양의 골격을 형성하며 공극

를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복토층은 최하단 기반의

을 통해 통기 또는 배수를 조절하나 점착성과 응집성은

Figure 5. Ternary diagrams of soil texture showing the relative contents of sand, silt and clay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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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다. 미사는 점착성은 없으나 응집력은 있다. 점토는

는 근거가 된다(Figure 5, Figure 6).

표면흡착 및 이온교환 등 물리화학적 반응을 하며 점착성

미사는 모든 층위에서 20∼40%의 함량 범위를 보이며

및 응집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토양의 상대적 구성비는

평균 27.90%가 함유되어 있다. 최하단 기반층의 미사는

토성차이와 형성과정 해석에도 도움이 된다.

25.86%이며, 백제시대 판축토층은 평균 24.94%로 모든

소왕릉 봉분 축조의 인위적 개입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층위에서 가장 낮다. 점토는 전체 입자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 및 층위별 토양의 입도와 토성을 살펴보고 이를 종

비율을 차지하며, 모든 층위에서 평균 7.89%의 함량을 보

합하여 재료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각 토층의 토성분류

였다. 최하단 기반층의 점토는 11.17%이며, 일제강점기

결과, 대부분 사양토(sandy loam), 양토(loam) 및 양질사토

복토층은 평균 11.60%로 유사한 범위이다.

(loamy sand)의 영역 내에 도시되었다(Figure 5). 따라서 점
토 함량이 15% 이하의 모래와 미사 함량이 80% 이상으로
다소 거친 촉감을 갖는 토성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Figure 5).
각 토층의 구체적인 입도 및 토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
든 구성요소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자갈,
모래, 미사 및 점토의 함량이 조금씩 달라 재료의 선별과
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갈은 토층의 위치에 상
관없이 전반적으로 다소 상이한 함량을 보이며, 전체의
평균 함량은 11.88%이다. 백제시대의 판축토층은 평균
12.73%로 기반층 및 다른 층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갈
의 함량을 보였다(Table 3).
모래는 토층의 모든 층위에서 40% 이상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평균 함량은 52.33%이다. 백제시대 판축층은 평
균 55.75%로 모든 층위 중에서 가장 높은 모래 함량을 보
였다(Table 3). 이는 백제시대 토층의 성토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배합하며 입도분포를 조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Figure 7. Diagram showing the mean particle size versus
sorting degree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Figure 6. Diagrams showing the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curves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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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and sorting degree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Sample number

USDA
standard

Gravel
(%)

Sand
(%)

Silt
(%)

Clay
(%)

Mean
(Φ)

Median
(Φ)

SD
(Φ)

9.56

41.72

38.51

10.21

3.34

3.89

3.42

Loam

SSR-T02

8.10

42.14

37.80

11.96

3.52

3.97

3.47

Loam

SSR-T03

10.92

43.44

35.28

10.36

3.19

3.61

3.42

Loam

SSR-T04

9.62

40.67

35.30

14.41

3.63

3.95

3.72

Loam

SSR-T06

11.48

40.15

37.33

11.05

3.36

3.89

3.52

Loam

Average

9.94

41.62

36.84

11.60

3.41

3.86

3.51

-

SSR-T05

14.65

44.15

32.31

8.89

2.91

3.28

3.45

Sandy loam

SSR-T07

11.55

44.13

34.61

9.71

3.13

3.54

3.39

Loam

SSR-T08

10.26

42.46

37.07

10.22

3.28

3.80

3.39

Loam

SSR-T11

7.41

50.47

33.08

9.04

3.16

3.37

3.25

Sandy loam

SSR-T16

11.00

62.31

21.16

5.52

2.16

1.88

2.96

Sandy loam

SSR-T25

13.03

61.52

19.66

5.80

2.13

2.06

2.97

Sandy loam

Average

11.32

50.84

29.65

8.20

2.80

2.99

3.24

-

SSR-T09

12.66

43.91

34.64

8.79

3.03

3.50

3.38

Loam

SSR-T10

9.51

39.40

39.52

11.58

3.49

4.08

3.49

Loam

SSR-T12

8.69

50.37

32.30

8.63

3.03

3.28

3.25

Sandy loam

SSR-T13

10.03

48.41

33.28

8.27

2.98

3.47

3.25

Sandy loam

SSR-T14

12.58

56.64

24.47

6.32

2.41

2.53

3.11

Sandy loam

SSR-T15

13.49

58.50

22.41

5.60

2.29

2.39

3.02

Sandy loam

SSR-T17

14.48

56.50

23.56

5.46

2.19

2.13

3.03

Sandy loam

SSR-T18

13.62

57.72

23.25

5.41

2.16

2.01

3.02

Sandy loam

SSR-T19

14.66

61.51

18.95

4.88

1.91

1.73

2.89

Sandy loam

SSR-T20

9.75

64.40

20.06

5.79

2.22

2.17

2.90

Sandy loam

SSR-T21

10.25

57.25

25.27

7.23

2.51

2.51

3.14

Sandy loam

SSR-T22

15.37

56.96

22.67

5.00

2.16

2.27

2.98

Sandy loam

SSR-T23

17.28

41.13

31.82

9.77

2.89

3.31

3.54

Loam

SSR-T24

13.04

59.51

21.05

6.40

2.18

1.88

3.13

Sandy loam

SSR-T26

15.39

65.06

15.13

4.42

1.47

0.89

2.72

Loamy sand

SSR-T27

9.23

55.19

28.33

7.25

2.79

3.08

3.14

Sandy loam

SSR-T28

14.53

65.42

16.46

3.59

1.67

1.45

2.70

Loamy sand

SSR-T29

14.56

65.54

15.81

4.08

1.68

1.45

2.70

Loamy sand

Average

12.73

55.75

24.94

6.58

2.39

2.45

3.08

-

SSR-T30

9.70

53.27

25.86

11.17

2.99

3.01

3.44

Sandy loam

Average of all samples

11.88

52.33

27.90

7.89

2.66

2.81

3.19

-

SSR-T01
Recovered
layer

Robbery
layer

Baekje
layer

Bottom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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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 판축층의 점토 함량은 평균 6.58%로 모든 층

실체 및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이 결과, 소왕릉 토

위에서 가장 낮다(Table 3). 이는 양토부터 양질사토까지 다

층은 전반적으로 화강암질 모재가 풍화되어 황갈색을 보

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각 층위별로 불량한 입도분포를

이며, 부분적으로 적갈색을 띠는 부분이 나타난다. 또한

보여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입경과 누적분포곡선 및 균

모든 토층은 화강암류의 풍화산물로 구성되어 있어, 층위

등계수로 볼 때(Blair and Mcpherson, 1999; Folk and Ward,

에 상관없이 유사한 조직을 보인다(Figure 9).

1957; Folk et al., 1970), 백제시대 판축층의 구성은 봉분을

각 토층에서 확인되는 광물들은 모두 화강암류의 풍화

성토할 당시 재료의 정선 또는 토성이 다른 흙을 섞는 등

산물이며, 다각형, 아각형 및 아원형 등 매우 다양한 형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복토층과

로 산출된다. 또한 풍화가 진행된 은미정질 기질과 함께

가까운 도굴층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다(Figure 6).

주로 세립에서 중립질의 규장질 광물이 나타난다. 규장질

이를 Folk and Ward(1957)의 분류에 따라 평균입도, 중

광물은 대부분 석영이며, 견운모화된 미사장석, 알칼리

앙값 및 분급도(표준편차, SD)를 산출하여 각 층위의 토

장석 및 사장석이 관찰된다. 또한 기질에서는 판상조직의

양특성을 검토하였다. 전체 토층의 평균입도와 분급도는

운모류가 특징적이다(Figure 9G, 9I, 9J).

2.66 Φ 및 3.19 Φ이며, 최하단 기반층은 2.99 Φ와 3.44 Φ로

표층을 이루는 일제강점기 복토층은 유기물과 점토집

나타났다. 백제시대 판축층은 평균 2.39 Φ의 입도와 3.08

적물이 두드러지고 광물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풍화가 많

Φ의 분급도를 보였다. 일제강점기 복토층과 도굴층은 전

이 진행되어 은미정질 기질을 이루며, 일부 중조립질의 석립

체 평균보다 높은 분급도를 가지며, 복토층은 기반층보다

을 볼 수 있다(Figure 9A, 9B). 도굴층 토양은 분급이 불량하

높다(Table 3, Figure 7). 특히 백제시대 판축층은 세립사부

고 풍화가 심하여 은미정질 기질을 이루며, 중세립질의 석영

터 중립사까지 다양한 입도를 가지며 전체 토층의 평균보

과 장석이 관찰된다. 또한 불투명 광물과 판상조직을 갖는

다 낮은 가장 양호한 분급을 보였다.

운모류를 포함한다. 기질을 이루는 광물들은 풍화로 인해 현

분급도가 높다는 것은 균등한 입도분포를 갖지 않음을

미경으로 동정하기는 어렵다(Figure 9C, 9D).

의미하며, 일제강점기 복토층은 계단식 입도분포를 보였

백제시대 판축층에서는 미세립질의 비현정질 기질과

다(Figure 6). 이는 토층구성에 낮은 기술의 정선 또는 별

함께 2∼3 mm 내외의 석영과 장석 입자가 나타난다. 특

다른 정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할

징적으로 일부 시료(SSR-T10, SSR-T23)에서는 점질의 우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판축층은 상당

백색 토양이 관찰된다(Figure 9E∼9J). 최하단 기반층에서

히 인위적인 정선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는 적색의 철산화물이 넓게 나타나며 석영과 장석 및 흑
운모로 구성된 화강암 모재의 조립질 석립이 관찰된다

3.5. 광물 및 조직적 특성
3.5.1. 광물 및 조직적 특징

X-선 회절분석으로 소왕릉 토층의 광물학적 조성을 보
다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결과, 층준에 관계없이 석
영이 가장 우점광물로 확인되며, 알칼리 장석과 녹니석,
운모 및 일라이트 등 화강암류를 구성하는 수반 및 변질
광물이 검출된다. 또한 모든 층위에서 광물조성 및 함량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의 동일한 모암 및 토
양생성 조건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모든 토층에서 저각도의 카올리나이트(kaolinite)
가 다소 높은 결정도를 보였다. 최하단 기반층도 카올리
나이트가 다소 높은 결정도를 보인다(Figure 8). 이는 쌍릉
일대에 분포하는 기반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상당
한 풍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카올리나이트는 백제시
대 판축토층에서도 두드러져, 봉분의 축조과정을 해석하
는 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시한다.
모든 토층의 광물조성과 조직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Figure 9K∼9L).
이 판축층은 대체로 은미정질 기질을 가지며, 중조립
질의 광물입자를 볼 수 있다. 철산화물로 인해 적색을 보
이기도 하며, 견운모화된 미사장석과 운모류가 풍화되어
생긴 녹니석이 있다. 양토에 속하는 토층(SSR-T10)은 일
부 조립질 광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풍화가
심하여 밀실한 기질을 갖는다. 반면 양질사토(SSR-T26)에
서는 조립질의 석영과 장석 등 기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Figure 9E, 9I).
3.5.2. 미세조직적 특징

모든 토층에서 카올린족 점토광물을 확인하기 위해 주
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으
로 카올리나이트의 결정도가 높았던 시료와 우백색 토층
에서 선별하였다. 이 결과, 선별한 모든 시료에서는 판상
과 침주상조직을 이루는 점토광물이 다량 관찰되었고, 이
들은 고령석군에 속하는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
그룹의 광물로 동정하였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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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Ch: chlorite, M/I: mixed layer of mica and
illite, Ka: kaolinite, Q: quartz, Af: alkali feldspar.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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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presentative photographs showing the stereoscopic and polarizing microscopic images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A, C, E, G, I, K) Stereoscopic images of soil layers. (B, D, F, H, J, L) Polarizing microscopic
images of soil layer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판상조직을 이루는 카올리나이트는 단일 또는 군집체

외에도 판상조직의 광물집합체가 다수 관찰되는 것으로

로 관찰되거나 벽개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판상광

보아 동정이 어려운 다른 점토광물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

물이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카올리나이트

된다(Figure 10B). 또한 우백색 점질 토양에서는 카올리나

Table 4. Analytical results of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for the whiteness clay of SSR-T23 sample from
the Sowangneung.
Sample numbers

SiO2

Al2O3

Fe2O3

MgO

TiO2

K2O

C

SSR-T23_01 (wt%)

46.35

41.80

-

-

-

4.66

7.20

SSR-T23_02 (wt%)

47.28

43.04

-

-

-

1.50

8.18

SSR-T23_03 (wt%)

57.13

34.05

-

-

-

4.96

3.86

SSR-T23_04 (wt%)

54.03

35.34

-

-

-

6.62

4.01

Figure 10. Representativ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A, B) SEM images
of kaolinite. (C) SEM images of kaolinite and halloysite.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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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판상결정과 할로이사이트로 보이는 침주상결정

Zn에서 부화경향을 나타낸다. Yb은 일제강점기 복토층에

이 모두 관찰되었다(Figure 10C).

서 결핍되는 거동 정도가 약한 편이며, 봉분의 하부층으

이 카올린족 점토광물의 구성원소를 파악하고자 에너
지분산분광분석(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cscopy, EDS)

로 내려갈수록 더욱 결핍되는 양상을 나타냈다(Table 6,
Table 7, Figure 11).

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분석 시료의 단면에서 SiO2와 Al2O3

각 토층의 동질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위해 희토류

함량이 모두 40 wt%를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K2O는

원소의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7). 이들의 거동특성은

비교적 낮은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원소는 검출되지

Figure 11과 같으며, 주성분 원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않는 것으로 보아 카올리나이트로 동정하였다(Table 4).

토양에서 유사한 거동양상을 보였다. 모든 희토류원소는
기준치보다 크게 부화하며 경희토류에서 중희토류로 갈

3.6. 지구화학적 특성
소왕릉 토층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토양의
재료학적 동질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주성분, 미량, 희토
류, 호정 및 불호정 원소 함량을 분석하고 특정 기준치로
표준화하여 원소의 거동양상을 검토하였다. 주성분과 미량
원소 함량은 알칼리 화강암의 평균조성(Govindaraju, 1989;
Nockolds, 1954)으로, 희토류 원소는 콘드라이트 운석의 초
생치(Taylor and Mclennan, 1985)로, 호정 및 불호정 원소는
원시맨틀 조성(Pearce, 1983)을 적용하여 표준화하였다.
토층의 주성분 원소 함량은 모두 SiO2가 가장 높은 것
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Al2O3가 높게 검출되었다. 전체
적으로 SiO2와 Al2O3 및 Fe2O3의 평균함량은 각각 55.24
wt%, 23.99 wt% 및 5.69 wt%로 나타났다(Table 5). 주성분
원소의 거동특성은 토층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시료에
서 Al2O3, Fe2O3, MgO 및 TiO2 등은 부화되었으며 CaO,
Na2O, K2O와 P2O5는 결핍하는 양상이다(Figure 11).
미량원소의 거동특성은 토층에 관계없이 Ce과 Pb에서
평균조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토층에서 Ba, Be,
Cu, Sr 및 Yb 등이 결핍하며, 특히 Cu와 Sr 및 Yb에서 크
게 부족한 양상이다. 또한 모든 시료는 Cd, Co, Sc, V 및

수록 부화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모
두 음의 기울기를 보이고 Yb와 Lu에서 다소 분산된 경향
성이 있다. 특히 백제층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봉
분의 표층에서 기반암으로 갈수록 중희토류 원소에서 더
결핍된 양상을 나타낸다(Figure 11).
연구대상 토층의 지구화학적 동질성을 보다 다각적으
로 해석하기 위해 분석한 모든 시료의 전체 원소에서 상대
적 호정성과 불호정성을 갖는 원소를 선별하고, 이들을 원
시의 맨틀조성(Pearce, 1983)으로 표준화하였다(Figure 11).
이 결과, 토층의 위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토양에서 매우
유사한 거동양상이 확인되며, Th을 기준으로 대칭된 기울
기를 보인다. 이러한 대칭적 기울기는 분화과정이 충분히
진행된 환경에서 나타나며, P2O5 등의 원소에서 나타나는
결핍은 마그마의 정치환경에서 확인되는 특징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왕릉 토층의 지구화학적 거동양상을
검토하면 거의 모든 토층에서 일치하나 일부 원소에서 부
화와 결핍 정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층
위에서 대체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매우 일치하는 것
으로 보아 동일한 모암을 기원으로 하는 풍화토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백제시대 판축층에서 입도와 점토
광물의 함량 및 조성변화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특징으로

Figure 11. Normalized geochemical variations of major, minor, rare earth, compatible and incompatible elements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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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centrations (wt%) of major elements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No.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SSR-T01

58.72

19.78

4.68

0.05

0.71

0.12

0.27

3.03

0.66

0.07

10.47

98.56

SSR-T02

60.00

20.24

5.66

0.04

0.69

0.05

0.16

2.94

0.79

0.05

9.14

99.76

SSR-T03

54.70

23.62

5.86

0.05

0.78

0.05

0.15

3.00

0.80

0.04

10.48

99.53

SSR-T04

57.55

22.60

5.53

0.05

0.78

0.04

0.16

3.11

0.83

0.05

9.36

100.06

SSR-T05

55.98

23.34

5.63

0.04

0.85

0.04

0.16

3.44

0.79

0.04

9.95

100.26

SSR-T06

58.89

20.99

5.78

0.04

0.78

0.05

0.19

3.37

0.84

0.03

8.87

99.83

SSR-T07

57.56

22.09

5.34

0.04

0.80

0.05

0.20

3.49

0.80

0.05

9.22

99.64

SSR-T08

57.81

22.20

5.63

0.04

0.77

0.05

0.21

3.50

0.84

0.04

9.08

100.17

SSR-T09

53.58

25.02

6.28

0.04

0.93

0.03

0.14

3.03

0.82

0.04

10.45

100.36

SSR-T10

55.80

22.83

5.41

0.04

0.83

0.03

0.15

2.94

0.81

0.04

9.83

98.71

SSR-T11

55.94

24.15

5.36

0.04

0.82

0.05

0.20

3.39

0.80

0.03

10.47

101.25

SSR-T12

55.98

24.24

5.70

0.05

0.93

0.03

0.14

3.02

0.86

0.04

9.14

100.13

SSR-T13

53.12

25.52

5.87

0.05

0.99

0.02

0.13

3.28

0.80

0.03

10.48

100.29

SSR-T14

54.01

24.55

5.87

0.05

1.01

0.02

0.14

3.43

0.81

0.04

9.36

99.29

SSR-T15

53.86

24.43

5.88

0.06

1.07

0.02

0.14

3.39

0.83

0.03

9.95

99.66

SSR-T16

53.21

26.09

5.83

0.05

0.97

0.02

0.13

3.34

0.81

0.04

8.87

99.36

SSR-T17

54.10

24.29

5.97

0.05

1.05

0.02

0.15

3.45

0.85

0.03

9.22

99.18

SSR-T18

53.76

23.96

5.65

0.05

1.00

0.02

0.15

3.65

0.81

0.03

9.08

98.16

SSR-T19

53.29

25.74

5.76

0.06

1.09

0.02

0.14

3.69

0.88

0.03

10.45

101.15

SSR-T20

53.78

25.15

6.01

0.05

1.02

0.02

0.14

3.51

0.85

0.06

9.83

100.42

SSR-T21

53.30

25.62

5.91

0.05

0.94

0.02

0.15

3.64

0.82

0.03

9.83

100.31

SSR-T22

53.95

25.20

5.88

0.06

1.07

0.02

0.14

3.53

0.89

0.03

9.52

100.29

SSR-T23

54.34

24.42

5.91

0.05

0.99

0.02

0.15

3.47

0.86

0.03

9.57

99.81

SSR-T24

54.28

24.75

5.73

0.05

0.96

0.02

0.15

3.68

0.85

0.04

9.39

99.90

SSR-T25

54.11

25.54

5.61

0.06

1.07

0.02

0.14

3.65

0.82

0.03

9.70

100.75

SSR-T26

54.15

25.51

5.59

0.05

1.00

0.02

0.16

3.88

0.83

0.03

9.57

100.79

SSR-T27

54.85

24.85

5.63

0.05

0.97

0.02

0.16

3.72

0.82

0.04

9.62

100.73

SSR-T28

55.76

24.05

5.61

0.06

1.03

0.02

0.15

3.70

0.84

0.03

9.18

100.43

SSR-T29

54.85

24.74

5.72

0.05

0.97

0.02

0.14

3.51

0.84

0.04

9.67

100.55

SSR-T30

55.94

24.15

5.50

0.05

0.86

0.02

0.17

3.86

0.85

0.04

9.09

100.53

보여, 토층을 구성할 때 인위적인 선택적 혼합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한 분포가 확인되나 기반층과 복토층에 비해 백제층과
도굴층의 색차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백제층이 인
위적인 정선을 통해 일정하게 성토한 층이며, 도굴층은

4. 고고과학적 고찰

도굴에 의해 여러 토층들이 교란되어 섞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토층의 토색과 조성 및 대자율

4.1. 토층의 특성과 구성

은 백제 판축층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임에 따라 백제
층은 여러 곳의 성질이 조금 다른 흙을 섞어 성토한 것으

소왕릉 토층의 색도 및 색차분석 결과, 각 층위별로 다

익산 쌍릉 소왕릉 봉분 토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조영과정 해석 / 채준, 박석태, 조지현, 이찬희 | 761

Table 6. Concentrations (ppm) of some minor elements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No.

Ba

Be

Co

Cr

Cu

Hf

Ni

Pb

Rb

Sr

Th

V

Zn

SSR-T01

460

4

10

45

18

6.1

18

40

220

73

29.1

69

95

SSR-T02

522

3

12

44

17

7.9

21

36

250

78

27.9

87

93

SSR-T03

504

4

13

41

14

10.4

17

33

280

81

34.2

83

109

SSR-T04

523

3

13

55

20

8.6

20

38

200

77

31.5

86

107

SSR-T05

546

4

11

41

15

7.6

17

39

210

91

34.7

85

116

SSR-T06

569

3

14

58

15

8.7

18

36

260

97

35.0

88

101

SSR-T07

577

3

10

40

13

9.3

16

37

250

100

31.4

82

105

SSR-T08

580

3

13

46

12

9.9

18

39

250

101

32.9

85

99

SSR-T09

483

4

13

47

16

6.8

17

38

270

79

35.7

91

123

SSR-T10

492

3

14

49

17

7.5

21

36

220

75

34.1

85

113

SSR-T11

543

3

13

38

13

8.1

18

33

300

94

34.9

80

110

SSR-T12

512

4

13

41

14

8.0

17

30

210

77

34.1

85

116

SSR-T13

541

4

13

41

15

7.2

11

33

270

87

42.8

80

129

SSR-T14

578

4

13

33

11

9.1

11

32

290

96

37.7

78

125

SSR-T15

561

4

11

25

11

7.3

9

31

260

94

38.4

75

137

SSR-T16

522

4

13

28

14

8.1

13

33

270

83

41.1

80

132

SSR-T17

608

4

12

25

11

7.3

11

30

280

100

37.9

77

132

SSR-T18

613

4

12

24

12

7.2

11

33

260

96

36.6

77

130

SSR-T19

588

4

12

28

10

7.0

9

33

240

97

41.6

77

136

SSR-T20

582

4

12

18

10

7.9

9

32

290

93

43.5

78

127

SSR-T21

603

4

10

29

11

6.7

12

33

220

96

40.2

77

120

SSR-T22

598

4

12

35

10

8.4

8

34

260

97

41.1

75

133

SSR-T23

611

4

9

25

11

9.0

12

33

280

100

52.3

82

124

SSR-T24

624

4

11

15

11

9.7

11

34

300

103

41.4

79

126

SSR-T25

571

4

12

23

11

8.6

10

34

320

93

39.2

76

137

SSR-T26

636

4

11

23

10

9.5

10

34

310

104

40.5

75

123

SSR-T27

638

4

11

18

10

9.6

11

33

310

106

40.6

78

120

SSR-T28

626

4

10

12

9

8.5

7

33

290

105

41.5

74

122

SSR-T29

592

4

11

17

10

9.8

10

35

270

97

38.0

75

122

SSR-T30

641

3

11

22

9

7.6

10

37

230

108

38.0

77

115

로 해석할 수 있다(Figure 4).

을 모재로 하는 암편들이 관찰된다. 일제강점기 발굴 후

소왕릉 토층의 토성분포 검토 결과, 각각의 층준에 따

복토할 때 기반층을 이루고 있는 흙을 재사용한 것으로

른 특별한 토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양토와 사

판단되며, 도굴층은 토층의 교란이 매우 심하여 일관된

양토 및 양질사토가 나타난다. 그러나 최하단 기반층은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Figure 12).

사양토로, 일제강점기 복토층은 양토로, 백제시대 판축층

백제시대 판축층의 하부는 자갈을 포함한 다소 거친

과 도굴층은 양토와 사양토 및 양질사토가 혼재하는 양상

양질사토로 성토하고 그 상부는 주로 사양토를 사용하였

을 보였다. 최하단 기반층은 다소 점성이 강하고 화강암

다. 또한 점성이 비교적 강한 양토를 백제층의 최상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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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centrations (ppm) of some rare earth and minor elements for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No.

La

Ce

Nd

Sm

Eu

Tb

Yb

Lu

Cs

Sc

Ta

Zr

SSR-T01

51.5

97

23

5.4

1.3

<0.5

2.2

0.34

SSR-T02

43.4

102

29

4.8

1.2

<0.5

1.9

0.27

8.7

9.1

<1

198

7.7

10.3

2

290

SSR-T03

51.2

110

32

5.2

1.7

<0.5

1.6

0.32

8.1

10.1

<1

377

SSR-T04

47.8

116

30

5.2

1.2

<0.5

2.0

SSR-T05

59.2

114

30

6.3

1.4

<0.5

1.5

0.38

6.2

10.7

<1

282

0.26

10.0

9.8

<1

284

SSR-T06

51.2

112

29

5.3

1.5

<0.5

1.8

0.28

9.2

9.5

<1

313

SSR-T07

50.0

99

39

5.4

1.3

<0.5

1.8

0.29

8.6

9.1

<1

296

SSR-T08

50.2

106

30

5.1

1.4

0.5

1.9

0.31

7.7

9.5

<1

348

SSR-T09

50.8

120

33

5.5

1.4

<0.5

1.6

0.26

7.5

10.6

<1

257

SSR-T10

54.3

110

42

6.0

1.4

<0.5

1.6

0.26

8.7

11.2

2

249

SSR-T11

49.7

115

33

5.5

1.5

<0.5

1.5

0.32

7.1

9.9

<1

270

SSR-T12

47.3

106

33

5.3

1.5

<0.5

1.7

0.38

6.3

10.5

<1

282

SSR-T13

50.8

115

38

5.4

1.3

<0.5

1.2

0.23

7.7

9.4

<1

257

SSR-T14

48.2

102

39

5.1

1.3

<0.5

1.1

0.19

7.9

8.9

<1

264

SSR-T15

47.6

109

28

5.0

1.2

<0.5

0.9

0.21

5.3

8.8

2

274

SSR-T16

56.0

116

43

6.2

1.6

<0.5

1.4

0.38

8.9

9.5

<1

260

SSR-T17

45.7

112

30

5.0

1.3

<0.5

1.2

0.21

6.4

9.0

<1

256

SSR-T18

47.5

111

31

5.0

1.5

<0.5

1.4

0.26

8.5

9.0

<1

237

SSR-T19

47.2

121

32

4.9

1.3

<0.5

1.1

0.17

5.6

8.6

<1

230

SSR-T20

47.2

120

30

5.1

1.2

<0.5

1.2

0.21

7.5

9.1

<1

269

SSR-T21

46.8

111

35

5.2

1.3

<0.5

0.7

0.26

7.3

9.2

<1

252

SSR-T22

45.3

111

35

5.0

1.3

<0.5

1.3

0.30

6.1

8.5

<1

276

SSR-T23

54.1

111

37

6.4

1.4

<0.5

1.1

0.23

7.9

9.7

<1

264

SSR-T24

55.7

122

40

6.6

1.4

<0.5

1.0

0.20

7.0

8.9

<1

256

SSR-T25

53.0

115

45

6.0

1.1

<0.5

1.3

0.22

7.4

8.4

<1

250

SSR-T26

57.8

117

33

6.9

1.4

<0.5

1.3

0.28

10.4

9.4

<1

260

SSR-T27

57.6

108

35

6.8

1.4

<0.5

1.1

0.26

8.5

8.4

<1

248

SSR-T28

54.3

112

45

6.5

1.3

0.9

1.1

0.24

8.1

8.0

<1

252

SSR-T29

46.6

117

41

5.6

1.3

<0.5

1.1

0.21

7.2

8.4

<1

271

SSR-T30

36.8

107

26

4.3

1.0

<0.5

0.9

0.18

9.0

8.3

4

262

중간 위치에 구성하여 조영당시부터 견고성을 높였을 것으

화학적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들은 평균 SiO2(55.24

로 판단된다. 각 토층의 점토 함량비로 볼 때, 토성분포와 대

wt%)와 Al2O3(23.99 wt%) 및 Fe2O3(5.69 wt%)의 함량이 높

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백제시대의 판축토층에서

게 검출되며(Figure 12), 다른 원소는 1 wt% 미만이다. 각

가장 현저한 차이가 있다. 최하단 기반층과 일제강점기 복토

토층의 미량원소 거동특성도 출토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층은 모두 점성이 높은 점토를 포함하고 있다(Figure 12).

토양에서 Ce과 Pb의 함량이 화강암의 평균조성과 유사하

소왕릉 봉분의 층위를 일제강점기 복토층, 도굴층 및
백제시대 판축층 및 지반층 등으로 분류하여 토양의 지구

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층준에서 희토류 원소는 부화하며, 경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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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presentative diagrams showing the some material analysis of soil layers from the Sowangneung.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3B and Figure 4.
류에서 중희토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복토층에서 중희토류가 평탄
한 패턴을 보이나, 백제시대 판축층에서는 매우 다양한
기울기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소왕릉 토층을 구성하는
토양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은 거의 일치하나 일부 원소
에서 부화와 결핍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과 매우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동일한 모암을 기
원으로 하는 토양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토양산지 및 봉분축조 검토
쌍릉 소왕릉 토층의 산출상태, 입도분포, 토성,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으로 보아 층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모암과 모재의 성인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 결과는 익산지역의 심토 및 표토의 토성과 잘 부합
한다. 이를 종합할 때, 소왕릉의 봉분을 조성한 모든 토양
은 연구대상 일대의 충적토양에서 자급자족하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일정한 조달체계를 거쳐 수급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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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Schematic illustrations showing the presumed construction procedures of burial mound in the Sowangneung.
은 봉분을 조영하기 위해 간단한 정선과 선택적 혼합과정

으로 해석하였다.

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5. 결 언

토층의 재료학적 분석을 근거로 봉분의 축조과정을 검
토하였다. 모든 토양은 층위에 따라 구성성분 및 유기물
함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토층별 토성 및 분급도 조

1. 쌍릉 소왕릉의 봉분 토층은 하부로부터 기반암 풍화

금씩 다르나 토양의 모재와 성인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

토, 정지층, 백제시대 판축층, 도굴층 및 일제강점기 복토

타났다. 소왕릉 일대의 토양은 송정통에 해당하고 표토는

층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층준을 세분하여 연구용 시

주로 적갈색의 자갈이 없는 양토이며, 심토는 적색의 식

료를 확보하고 재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모

양토이다. 이상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봉분의 축조과정

든 토층은 층위에 따라 토색과 구성성분 및 유기물 함량

을 모식도로 제시하였다(Figure 13).

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토층별 토성 및 분급도 조금씩

백제시대 지반으로 보이는 최하단 기반층은 점질이 다
소 강하고 화강암류의 암편이 존재하여, 송정통의 심토와

다르나 토양의 모재와 성인은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백제시대 토층은 판축기법으

2. 소왕릉 최상위의 일제강점기 발굴 이후 복토한 토층

로 조성하였으며, 기반층 위로 성질이 조금씩 다른 토양

은 양토로 구성하였으며, 최하단 기반층과 유사한 지구화

을 비교적 정연하게 교차성토하였다(Figure 13A∼13C).

학적 거동특성을 보여 유적 인근의 토양을 다소 정선한

이후 도굴로 봉분과 석실이 훼손되었으며 이를 다시 메우

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굴층의 토양은 심하게 교

고,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 이후 복토하여 고분의 형태를

란되어 일정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복토층과 인접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13D∼13F).

한 층위에서는 이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백제층과 인

최하단 기반층 위로 봉분의 최하부 토층은 모래가 많
이 섞인 양질사토이며, 백제시대 판축층은 대체로 사양토

접한 층위는 백제층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다.
3. 백제시대 판축층에서 기반층과 접하는 최하부 층위

로 구성하였다. 점성이 강한 점토층을 백제층의 최상부와

는 모래가 많은 양질사토가 성토되었고 그 위로 모래와

중간부에 성토한 것으로 보아, 백제층의 상부를 구성하는

미사의 함량이 높은 사양토가 판축의 주를 이룬다. 백제

토층은 정선과정을 통해 고운 흙을 사용하여 봉분을 보다

층의 중앙부와 최상부에는 점토 함량이 많고 일정한 입도

견고하게 조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석실의 천

를 가진 양토를 사용하였다. 이 판축층은 입경 및 입도누

장 상부에 점토를 성토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석실로 유

적분포 범위가 넓게 도시되어 고분 축조 당시에 재료의

입되는 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불투수층 역할을 하였을 것

정선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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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왕릉 토층을 구성하는 토양에는 모든 층위에서 카
올리나이트가 확인되었으며, 백제시대 층위에서 결정도
가 높았다. 특히 카올리나이트의 결정도가 높은 층위의
토양에서는 고령토로 보이는 우백색 토양이 관찰된다. 여
기에는 카올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가 결정상으로 산
출되는 것으로 보아 고령석을 다량 함유한 점토의 인위적
인 첨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소왕릉의 봉분을 조영하기 위한 토양은 유적 주변의
채토장에서 수급한 심토로서 조성이 조금씩 다른 흑운모
화강암의 풍화퇴적토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토양은
토색과 토성 및 조성이 조금씩 다르나 근본적으로 동일한
지질학적 작용을 거친 성인이 매우 유사한 모재에서 만들
어진 것이다. 백제시대 판축층은 대체로 사양토로 성토되
었지만, 중간에 양토를 사용하여 불투수층을 조성하고 최
상부를 단단하게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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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과 담양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거울의 금속학적 분석으로 제작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한 대상 유물은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거울 2점,
고흥 봉룡리에서 발견된 청동거울 1점으로 총 3점이다. 분석 결과 X선을 이용한 조사에서 육안
으로 관찰되지 않던 균열과 부식으로 인해 발생된 결실부와 주조제작으로 인해 형성된 기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동거울의 주성분은 Cu-Sn-Pb이며 Cu 73∼79 wt%, Sn 17∼21 wt%, Pb 3∼4
wt%로 2 wt% 이상의 Pb이 포함되어 있어 청동거울에 필요한 주조성 및 기계적 성질을 조절하
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미세조직 관찰 결과 주조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열처리가 이루
어지지 않은 α상과 α+δ공석상의 조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청동거울로
추정할 수 있다.
중심어 청동거울, 전라남도, 미세조직, 제작기술, 고흥 봉룡리, 담양 제월리 고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icrostructure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ree samples of

bronze mirrors excavated in the Jeollanam-do region, particularly Goheung and Damyang. Under x-ray
irradiation, the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e broken parts and pores caused by cracks, casting, and
corrosion. Major and minor element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ree mirror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ith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EDS)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The result shows that the bronze mirrors contained Cu-Sn-Pb alloys.
Alpha phase and eutectic phase were observed in the microstructure, confirming that the casting was
performed without additional heat treatment. Notably, Three bronze mirrors were mad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Key Words Bronze mirror, Jeollanam-do, Microstructure, Manufacturing technique, Goheung

Bongryong-ri, Damyang Jewol-ri Tomb

1. 서 론

齊｣에 청동거울 제작을 위한 합금비율이 작성되어 있으
며, 이를 감수지제(監燧之齊)라 한다. 감수지제에 Cu와 Sn

유리로 만든 현대의 거울과 달리 조선시대까지 거울은

의 합금비율이 작성되어 있으나 해석에 따라 조성비가 달

주로 금속인 철(Fe)이나 구리(Cu)로 제작하였다. Cu와 Sn

라진다(금을 순동으로 해석할 때 Cu 66.7 wt%, Sn 33.3

의 합금인 청동으로 제작되어 보급된 거울을 청동거울(銅

wt%, 금을 Cu-Sn 합금으로 해석한 경우 Cu 50 wt%, Sn

鏡)이라 칭한다. 청동거울을 사용할 때에는 표면이 부식

50 wt% (Rho, 2000)).

되지 않도록 경면을 닦아서 사용하였으나, 현재 박물관에

우리나라 청동거울은 모양, 제작방법, 문양에 따라 다

서 전시되는 청동거울은 주로 매장환경에 의해 출토 당시

양한 형식으로 나누어 존재하며, 시대에 따라 특징이 뚜

의 상태 그대로 표면 전체가 부식되어 있다. 청동기물은

렷하다. 청동거울은 사물을 비추어 보는 경면을 앞, 고리

제작대상과 그 방법에 따라 Cu, Sn, Pb 합금비율이 달라지

가 위치하는 배면을 뒤라고 하여 구분한다. 경면은 광택

는데, 주나라 관제를 기록한 뺷周禮뺸 ｢考工記｣의 ｢金之六

을 가진 면으로 문양이나 장식은 없으며, 단면 형태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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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제작하였다. 배면은 거울의 장식성을 나타내는 부

들을 수습하였다. 석실묘에서 청동거울, 금동제 이식, 호

분으로, 뉴(鈕)가 위치한다. 뉴는 배면에 위치하며 대부분

박제 곡옥, 유리구슬, 대도, 제갈, 등자, 철모 등이 공반되

하나인데, 여러 개의 뉴가 존재하기도 한다. 뉴의 바깥으

었다. 청동거울은 피장자의 머리부분 좌우에 위치하였는

로 추상적인 문양이나 문자와 같은 도안들이 있는 장식성

데, 좌측에는 변형육수경, 우측에는 주문경이 있었다. 유

을 가지는 뉴좌, 문양대(내구, 외구)가 있다. 문양대에 새

적의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겨진 문양에 따라 거울의 명칭이 정해지며, 이를 통한 형

(Choi, 1976; Bokcheon Museum, 2009). 피장자 좌측에서

식분류로 제작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확인된 변형육수경은 S자 형태의 수상(獸像)이 6개가 불

현재까지 청동거울에 대한 연구는 편년, 문양, 종류별

규칙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상의 크기는 일정하

형식, 유입경로, 변천과정, 제작기법 등 고고학과 미술사

지 않다. 수상 주위에 운문(雲文)이 관찰된다. 외구에 직

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선의 즐치문이 있고, 내구외주에 복선파문이 있다. 이러

별, 국가별 청동거울에 대한 계통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한 형태는 마한·백제권 지역인 담양 제월리 고분과 해남

의견을 제시(Lee, 2004; Yi, 2010)하거나, 한반도 출토 청

만의총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담양 제월리 고분의 것이

동거울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사를 검토하는 연구(Nam,

해남 만의총 1호분보다 정밀성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2014)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한국 출토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청동거울

청동거울에 대한 성분 분석과 미세조직에 대한 연구

은 피장자 우측에 배치된 주문경으로 내구에 2줄의 주문

(Hwang, 2011), 원산지 추정 연구(Kang et al., 2003; Huh

이 있으며, 외구에는 거치문(鋸齒文)과 복선파문이 둘러

et al., 2007; Yu, 2009; Choi, 2014; Han et al., 2018)가 진행

져 있으며, 변형육수경보다 크기가 작다(Kim, 2020).

된 바 있으며, 제작기술과 보존처리에 대한 연구(Park and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 고흥 봉룡리 출토 청동거울

Yu, 2009; Yun and Cho, 2012), 매장환경에서 청동거울의

은 굴착기로 지면 평탄화 작업 중 발견되었다. 청동거울

부식 특성을 연구(Jang, 2020)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청

과 함께 유공광구호, 대도 등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들

동기시대나 초기 철기시대에 제작된 청동거울을 대상으로

이 함께 발견·신고되었다. 유물이 발견된 위치의 현지 조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삼국시대 청동거울의 출토사례와

사를 진행하였지만,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이미 훼손되어

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사례가 미비한 실정이다.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함께 신고된 유물을 통해 삼

본 연구에서 삼국시대 고분인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국시대 유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동거울은 2개 편으

출토된 청동거울과 고흥 봉룡리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을

로 파손되었고, 내구 일부는 결손되었으나 수상(獸像) 3

대상으로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담양 제월리 고분

개가 확인된다. 결손된 부분에 수상이 일정한 간격을 두

에서 출토된 2점의 청동거울은 형식상 외래경(外來鏡)으

고 위치하였을 것을 추정할 때 수상의 개수가 5개인 변형

로 구분되며, 고흥 봉룡리 발견 신고 청동거울 1점 또한

오수경으로 볼 수 있다. 외구에 이중거치문과 복선파문이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제작시기와 출토시기가 명확하

연결되어 있다.

고 형태적으로 유사한 청동거울 3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분석 대상 청동거울 3점 중 담양 제월리 고분 청동거울

실시하여 각각의 제작기술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

2점은 재보존처리 과정 중 주연부에서 금속심이 확인되

으로 고대 청동거울의 선행연구 자료와 비교해보고자 하

었으며, 고흥 봉룡리 청동거울 1점은 파손된 상태로 발견

였다.

되어 단면에서 금속심을 확인했다. 이들 청동거울은 X선
투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

2. 분석대상 및 방법

위 내에서 시편 일부를 채취하였다. 이를 통해 청동거울
의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제작기술을 해석하

2.1. 유적 및 분석대상

고자 하였으며, 적용한 분석과 시료를 채취한 위치를 표
에 정리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출토된 주문경(珠
文鏡) 1점, 변형육수경(變形六獸鏡) 1점, 고흥 봉룡리에서

2.2. 분석 방법

발견된 변형오수경(變形五獸鏡) 1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Table 1).

대표적인 비파괴 분석법으로 시료의 전처리 없이 다양

담양 제월리 고분은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뒤편

한 재질의 성분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선 비파괴 조사로 청

에 위치한 석실묘로 1959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유물

동거울의 내부구조와 상태를 관찰하였다. 먼저 X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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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bronze mirrors position for analysis
Analysis

Analysis position

Sample
No.

Site

Pattern

1

Damyang
Jewol-ri

Roundel

○

○

○

○

2

Damyang
Jewol-ri

Rounded
six beasts

○

○

○

○

Goheung
Rounded
Bongnyong-ri five beasts

○

○

○

○

3

Micro SEM- ICPX-RAY
structure EDS MS

장치(M-150, Softex, JPN)로 대상물을 투과하고 감쇄된 X

Back of mirror

Mirror surface

3. 분석 결과

선 에너지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획득하는 CR방법
(CRx Vision, GE, DEU)으로 청동거울의 내부구조를 관찰

3.1. 방사선 비파괴 조사

하였다. 관전압은 100∼130 kV, 관전류 2∼3 mA, 조사시
간 50초의 조건으로 조사하였다.

X선 투과 조사로 청동거울의 내부구조를 확인하였다

시료 내 함유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유도결합플라즈

(Table 1). 담양 제월리 고분 출토 주문경(sample 1, Table

마 질량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2A∼C)은 100 kV, 2 mA, 50 sec로 조사하였으며, 필터 효

(ICP-MS), Elan 5100, Perkin Elmer, USA)으로 청동거울의

과를 주었을 때 문양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X선 투과

주성분을 분석하였다. 시료는 전처리 후 수 시간 내에 분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검은색 원형 점들은 유물 내부에 주

석하고, 각 시료를 5회 분석하여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

물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넓은 영역에 옅게 보

개의 값을 평균하였다.

이는 부분은 부식에 의한 것으로 유물 표면에서도 부식물

미세조직 관찰과 소지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이 확인되었다. 변형육수경(sample 2)은 130 kV, 3 mA, 50

위해 유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하

sec로 조사하였으며, 필터 효과를 통해 S자의 서수(瑞獸)

여 조밀 순서대로 연마한 뒤, 3 μm, 1 μm의 diamond

문양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며, 문양이 동일하지 않음을

suspension을 이용하여 표면을 미세 연마하였다. 연마가

확인하였다. 검은색 둥근 점들은 유물 표면에서 확인되지

완료된 시편은 에칭액(FeCl3 + HCl + Ethyl Alcohol)을 이

않는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으로 주물기공으로 보이며, 유

용하여 에칭하였다. 미세조직은 금속현미경(DM-2500M,

물 표면에 부식물로 둥글게 패어 있는 부분들은 X선 이미

Leica, DEU)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마운팅한 시편을 탄

지에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낮게 확인되었다(Table 2D∼

소(C) 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7100F,

F). 변형오수경(sample 3)은 130 kV, 3 mA, 50 sec로 조사

JEOL, JPN)으로 좀 더 정밀하게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하여 서수 문양을 확인하였고 문양 머리와 꼬리 부분 형

에너지분산형 분석기(EDS, X-MaxN150, OXFORD, GBR)

태가 다름이 관찰되었다. 또한 주연부에 유물 표면에서

로 조직에 포함된 개재물 및 기지 조직을 분석하였다.

확인되지 않고 주조기포로 추정되는 미세한 검은색 원형
점들이 확인되었다(Table 2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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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on destructive analysis of bronze mirrors
Sample Width
No.
(cm)

Depth
(cm)

Weight
(g)

1

9.00

0.08∼
0.70

51.5

2

11.40

0.13∼
1.00

118.7

3

14.00

0.13∼
1.02

173.3

X-ray image
Non-filter

Filter

Magnification

인하기 위해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조직 내 포함된 개재

3.2. 성분 분석

물 및 기지조직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다(Table 4∼6).

청동거울 3점(sample 1∼3)을 대상으로 시료 내 포함된
주성분의 보다 정밀한 정량값을 확인하기 위해 ICP-MS

3.3.1. 주문경(sample 1)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함량

주문경(sample 1)은 금속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

의 평균값이 담양 제월리 고분 출토 청동거울인 주문경

하였을 때 밝은 색의 α상이 수지상으로 분포하며, 좌측

(sample 1)은 Cu 79.0 wt%, Sn 16.9 wt%, Pb 2.9 wt%, 변형

하단 α상 사이에 밝은 회색의 α + δ 공석상이 확인된다.

육수경(sample 2)은 Cu 73.9 wt%, Sn 17.5 wt%, Pb 4.2 wt%

조직 내에 붉은색 입자는 이차생성구리로 추정되는 물질

가 검출되었다. 고흥 봉룡리 발견 변형육수경(sample 3)의

로 α + δ 공석상 조직이 부식된 곳에서 관찰된다. 수지상

합금비는 Cu 72.9 wt%, Sn 21.3 wt%, Pb 3.3 wt%임을 확인

정은 주조공정으로 형성된 조직으로, 두드림이나 담금질

하였다. 3점의 청동거울에서 모두 주요성분인 Cu-Sn-Pb가

과 같은 열처리 공정은 확인되지 않았다(Table 4A).

73∼79 : 17∼21 : 3∼4 비율로 확인되었고, 극히 미량으

고배율의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조직 및 개재물을

로 포함되어 있는 As, Fe, Ni, Ag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관찰하고 EDS로 성분을 확인하였다(Table 4B). 분석지점

3.3. 미세조직 분석

13.97 wt%, Pb 3.81 wt%가 검출되었다. 금속현미경에서

1은 분석영역 전체를 면분석한 것으로 Cu 79.05 wt%, Sn
관찰되는 둥근 형태의 입자는 SEM image에서 흰색으로

청동거울 제작에 사용된 합금의 종류와 제작방법을 확

관찰되며, EDS로 포인트 분석한 결과 67.70 wt%의 Pb가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range of bronze mirrors (ICP-MS)
Element (wt%)

Sample
No.

Cu

Sn

Pb

Fe

Co

Ni

Zn

As

Ag

Sb

P

1

79.0

16.9

2.9

0.009

0.001

0.007

0.001

0.019

0.016

0.034

0.002

2

73.9

17.5

4.2

0.007

0.001

0.007

0.001

0.023

0.014

0.036

0.001

3

72.9

21.3

3.3

0.033

0.001

0.008

0.001

0.020

0.149

0.34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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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crostructure and SEM-EDS results of sample 1
Microstructure

SEM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 points

Element (wt%)

Analysis
position

Cu

Sn

Pb

As

O

S

Cl

1

79.05

15.97

3.81

0.60

-

0.27

0.30

2

1.73

-

67.70

-

21.70

8.86

-

3

100.00

-

-

-

-

-

-

4

15.71

43.55

13.75

-

2.97

-

1.01

5

73.02

26.98

-

-

-

-

-

6

87.64

9.78

-

-

2.58

-

-

Table 5. Microstructure and SEM-EDS results of sample 2
Microstructure

SEM image and chemical composition points

Element (wt%)

Analysis
position

Cu

Sn

Pb

As

O

1

81.92

14.74

2.70

0.64

-

2

2.47

-

87.34

-

10.20

3

92.94

7.06

-

-

-

4

70.13

26.04

3.83

-

-

5

67.16

30.57

2.28

-

-

검출되었다(Table 4A, 5B). 또한 주원소인 Pb 이외에 O,

있었다. 분석지점 4는 α + δ 공석상에서 밝은 회색의 부

S가 일부 검출되었지만, 이는 Pb의 원재료나 산화 과정에

분은 δ상으로 Cu32Sn8 (32.5%Sn)의 조성에 해당한다. 하지

서 포함된 원소들로 판단된다. 짙은 회색의 분석지점 3은

만 Sn이 43.55 wt%로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분석한 위

Cu가 100 wt% 검출되었으며, 다른 금속성분은 확인되지

치의 주변에 생성되어 있는 납과 부식물의 영향으로 판단

않아 순수한 Cu로 구성된 이차생성구리임을 확인할 수

된다. Table 4C에서 조직 내 바탕이 되는 밝은 회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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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crostructure and SEM-EDS results of sample 3
Microstructure

SEM images and chemical composition points

Element (wt%)

Analysis
position

Cu

Sn

Pb

O

Si

S

Cl

Fe

Au

1

76.63

14.42

1.44

5.15

0.25

0.32

0.17

0.25

1.37

2

72.88

27.12

-

-

-

-

-

-

-

3

55.33

-

-

6.3

1.86

23.14

-

13.37

-

4

51.79

8.44

19.96

12.53

7.28

-

-

-

-

5

87.24

9.29

-

3.47

-

-

-

-

-

6

100.00

-

-

-

-

-

-

-

-

(분석지점 5)과 어두운 영역(분석지점 6)을 분석하였다.

의 α + δ 공석상, 좌측에 부식된 공석상이 확인된다. 부식된

Sn의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밝은 회색 영역에서는 Sn 함

공석상 조직에서 이차생성구리로 추정되는 붉은색 입자와

량이 높게 검출된 δ상과 α + δ 공석상이 혼재된 공석상이

원형의 검은색 입자를 관찰된다. 또한 미세조직에서 인위

며, 어두운 영역은 α상임을 알 수 있다.

적인 공정인 두드림이나 담금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주조
공정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A).

3.3.2. 변형육수경(sample 2)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EDS로 분석한 결과 미세조

변형육수경(sample 2)은 수지상의 α상과 α + δ 공석상

직에서 최대한 부식되지 않은 부분(Table 6B, 분석지점 1)

이 형성된 전형적인 청동 주조 합금의 미세조직으로 둥근

을 분석한 결과 Cu 76.63 wt%, Sn 14.42 wt%, Pb 1.44 wt%

형태의 hole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열처리나 인

와 Fe, S이 미량으로 포함되었다. 밝은 회색 부분인 분석

위적인 가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Table 5A).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분석영역

지점 2에서는 Cu 72.88 wt%, Sn 27.12 wt%가 확인되어 δ
상으로 확인되었다. 바탕인 α상보다 짙은 색을 나타내는

전체를 EDS로 면분석한 결과 Cu 81 wt%, Sn 14.7 wt%,

분석지점 3은 S, Fe가 함께 검출되어 황화물 계열의 개재

Pb 2.7 wt%가 검출되었다(Table 5B, 분석지점 1). SEM

물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흰색 개재물(분석지점

image상에서 흰색 개재물로 관찰되는 둥근 형태의 입자는

4)은 Pb를 포함하는 입자로 확인되었다. Table 6C에 분석

EDS로 분석한 결과에서 Pb가 87.34 wt% 검출되었다(Table

지점 5로 표시한 α상에서는 Cu 87.24 wt%, Sn 9.29 wt%가

5B, 분석지점 2). 분석지점 3은 미세조직의 바탕 영역에

검출되었다. 부식된 공석상의 공극 내에서 이차생성구리

해당하며 α상으로 Cu 92.94 wt%, Sn 7.06 wt%가 검출되었

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금속성분이 나타나지 않아 순수한

다. 밝은 회색 영역(분석지점 4)은 Cu 70.13 wt%, Sn 26.04

구리임을 확인하였다(분석지점 6).

wt%로 분석된 α + δ 공석상이며, Sn 함량이 30.57 wt%
검출된 분석지점 5는 금속간 화합물인 δ상이다.
3.3.3. 변형오수경(sample 3)

변형오수경(sample 3)은 밝은 노란색의 α상과 밝은 회색

4. 고 찰
담양 제월리 고분 출토 청동거울과 고흥 봉룡리 발견
청동거울 총 3점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으로 청동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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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법을 확인하였다.
담양 제월리 고분에서 출토된 주문경(sample 1)의 X선

우 경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때 δ상 화합물이 형성되
면서 재료의 취성도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주석의 함량

을 이용한 조사 결과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던 문양과 형

에 따른 합금 색상도 변하여 0∼3 wt%는 적색, 4∼10

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부에 육안으로 관

wt% 적황색, 11∼15 wt%는 백황색, 16∼20 wt%는 담황

찰되지 않는 미세한 기공이 관찰되었다. 이는 금속을 용

색, 21∼24 wt%는 회백색, 25∼32 wt% 은백색(Yum,

해하여 주형에 흘려 넣고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1995)이 된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 청동거울들은 거울로

로, 용탕 중에 함유된 가스가 방출되지 못한 상태로 잔

써 목적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붉은색의 구리색상이 백색

류하여 형성된 주물공임을 알 수 있다(Park and Yu,

으로 변화할 정도의 주석을 합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 Choi, 2014). 또한 미세조직에서도 밝은 색의 α상

Pb의 함량이 3∼4 wt%로 확인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

바탕에 δ상이 발달되어 있어 주조 공정으로 제작된 것

이 S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계적 성질을 보

으로 확인된다. 부분적으로 α + δ공석상이 부식된 곳에

완하기 위하여 Pb를 첨가하여 용융온도를 낮추고 주조성

서 이차생성구리와 둥근 형태의 Pb가 분포하고 있다.

과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정으로 보인다

제련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S이 확

(Hermann and Heinrich, 2005; Park and Joo, 2017; Han et

인되어 황이 포함된 구리광석을 구리재료로 사용한 것

al., 2019).

으로 추정된다.

출토지와 시대가 분명한 한강 이남에서 출토된 고대

같은 유적에서 출토된 변형육수경(sample 2)에서도 내

청동거울의 기존 성분분석 결과 26점을 정리하여 비교하

부에 작고 고르게 분포하는 다수의 주물공이 확인되며,

였다(Table 7). 선행된 연구 결과 중 초기철기시대에 해당

특히 서수문양이 명확히 드러남을 X선 투과 분석으로 확

하는 14점의 성분분석 결과는 평균 Cu 64.54 wt%, Sn

인하였다. 시료 내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청동 주조 합금

27.63 wt%, Pb 4.05 wt%이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통일신

의 조성으로 수지상의 α상과 α + δ 공석상으로 구성되어

라시대에 해당하는 12점의 청동거울은 평균 Cu 71.55

있다.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둥근 형태의 입자는 Cu에 용

wt%, Sn 23.77 wt%, Pb 2.93 wt%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융되지 않고 편석된 납 편석물로 보인다.

대상인 청동거울 3점은 초기철기시대의 평균 조성보다

고흥 봉룡리에서 발견된 변형오수경(sample 3)도 X선

Cu 함량은 높고, Sn 함량은 낮게 측정되었다. 삼국-통일신

투과 분석으로 육안으로 선명하게 관찰되지 않던 배면의

라시대 평균 조성과 비교하였을 때 변형오수경(sample 3)

서수문양을 확인하였으며, 내부에 포함된 주물기공이 확

은 유사하였으나, 주문경(sample 1)의 Cu 함량은 높게 측

인되었다. 미세조직에서 열처리가 행해지지 않은 전형적

정되었고, Sn 함량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으나, 광주 쌍

인 주조조직인 α상과 α + δ 공석상이 확인되며, 둥근 형

암동 고분 출토 주문경과 유사한 성분조성을 나타내는 것

태의 납 편석물이 분포하고 있다. 부식된 α + δ 공석상에

으로 확인되었다.

형성된 붉은색의 이차생성구리는 오랜 기간 매장환경에

먼저 기술한 것처럼 미세조직을 관찰한 3점의 청동거

서 반복된 Cu의 부식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울 모두 인위적인 열처리 공정이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Bosi et al., 2002). 또한 비금속개재물에서는 S, Fe가 검출

주조의 미세조직이며, 대체로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미세

되어 황동석(CuFeS2)이나 반동석(Cu5FeS4) 등 황이 포함

조직들이 형성된 청동 재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

된 구리광석을 제련하여 생산된 구리 재료가 청동거울 제

기철기시대의 청동거울은 다량으로 합금된 Sn 함량에 따

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δ상, α + δ상이 주요 미세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출토지는 상이하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청동거울 3점

(Park, 2004; Park and Yu, 2009; Choi, 2014; Han et al.,

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주물공과 수지상으로 발달된

2018; Jang, 2020), 대체로 삼국시대 이후에 제작된 청동거

미세조직을 통해 모두 주조 공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

울들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다.

되었다. 구성된 미세조직은 α상의 기지에 α + δ상이 분포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γ상, 마르텐사이트가 확인된 청동

하고 있으며, 1차 가공 후 열처리 등 인위적인 공정을 하

거울에 대하여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동거울 제작에 사용된 재료의

있다(Park, 2004; Huh et al., 2007). 분석 대상 유물은 주조

정밀한 성분 조성을 분석한 결과 Cu-Sn-Pb으로 구성된 3

과정 이외에 다른 인위적인 처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

원계 합금으로 Cu 73∼79 wt%, Sn 17∼21 wt%, Pb 3∼4

술적인 측면에서 삼국시대에 제작된 청동거울들 가운데

wt%가 포함되어 있다. Cu-Sn 합금은 내식성, 주조성이 좋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청동거울로 분류할 수 있

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석 함량이 15 wt% 이상일 경

다. 그러나 통일신라 말기에 해당하는 청해진 출토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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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과 고려시대 유적지인 단양 현곡리에서 출토된 청동

도 열처리 공정을 하지 않는 주조 기술이 함께 적용되었

거울은 열처리 등으로 변화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

으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Hwang, 2011; Hwang et al., 2014). 이와 같이 늦은 시기에

Table 7. Main composition of excavated bronze mirrors in the south region of the Han River
Age

Site

Element (wt%)
Cu

Sn

Pb

Zn

Ag

Ni

Methods

Co

As

Sb

Fe

C

O

-

0.23

-

-

-

-

Han et al., 2018
(EPMA)

0.21 0.06 0.01 0.32

-

0.05

-

-

Han et al., 2018
(EPMA)

0.27 0.86 0.41

-

-

Kang, 2003
(ICP)

Early iron
Buyeo
63.30 28.90 6.00
age
Chongsong-ri

0.10 00.14 0.15

Early iron
age

Chungju
68.20 28.80 5.80
Hoam-dong

0.07

Early iron
age

Nonsan
71.40 22.60 5.90 ≤0.02 0.05 0.02
Wonbuk-ni

-

Early iron
National
61.68 32.62 5.46
age
treasure 141

0.16

0.23 0.16

-

-

-

0.07

-

-

Yu, 2009
(ICP, XRF)

Early iron
age

Hwasun
Baekam-ri

65.06 28.40 6.33

0.05

0.04 0.16

-

-

-

0.01

-

-

Yu, 2009
(XRF)

Early iron
age

Hwasun
Daegok-ri

65.76 28.57 5.43

0.05

0.23 0.16

-

-

-

0.03

-

-

Yu, 2009
(XRF)

Early iron
age

Hwasun
Daegok-ri

65.30 28.80 5.70

0.04

0.16 0.14

-

-

-

0.03

-

-

Yu, 2009
(XRF)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1)

64.30 28.20 0.85

tr

0.02 0.16 0.12 0.17 0.07 0.02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2)

62.50 29.60 2.42

tr

0.03 0.16 0.01 0.13 0.08 0.04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3)

65.30 29.10 2.81

tr

0.02 0.16 0.13 0.13 0.07 0.20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4)

60.80 25.60 1.21

tr

0.02 0.08 0.04 0.36 0.18 0.08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5)

61.60 26.40 0.85

tr

0.02 0.09 0.05 0.25 0.11 0.03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Wanju
Sinpung
(no. 6)

63.09 28.30 1.10

tr

0.03 0.16 0.15 0.19 0.09 0.07

-

-

Jang, 2020
(ICP-AES)

Early iron
age

Gyeongsan
Yimdang

65.30 20.90 6.90

-

-

-

Lee, 2013
(ICP-AES)

Average

64.54 27.63 4.05

0.08

0.09 0.13 0.07 0.23 0.21 0.09

-

-

S.D.

2.71 2.85 2.26

0.04

0.08 0.05 0.05 0.08 0.27 0.11

-

-

-

-

Chung et al.,
1992
(ICP, AAS)

-

-

Hwang, 2011
(ICP-AES)

3 kingdoms
period

Mireuksaji

67.40 25.8 4.88

tr

3 kingdoms
period

Ssang
amdong

74.70 20.70 2.60

0.01

-

-

-

-

0.05

-

0.10 0.06

tr

-

-

-

0.02 0.14 0.25
-

0.23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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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Site

United silla
period

Element (wt%)
Cu

Sn

Pb

Zn

Ag

Mireuksaji

66.80 22.90 6.31

0.01

0.31 0.15 0.08

United silla
period

Mireuksaji

69.10 24.90 5.48

Baekje∼
united silla
period

Mireuksaji

75.30 21.60 0.54

3 kingdoms
period or
united silla
period

Icheon
Seolbong
Fortress

76.20 23.80

United silla
period

Cheonbuk,
Gyeongju

-

72.12 25.55 2.24

O

0.63 0.55

-

-

Huh, 2006
(ICP)

0.01

0.06 0.13 0.05 0.29 0.13 0.18

-

-

Huh, 2006
(ICP)

0.02

0.58 0.15 0.05

-

-

Huh, 2006
(ICP)

-

-

Park, 2004
(SEM-EDS)

-

Gyeongju
national
museum, 2007
(XRF,
surface)

-

-

-

-

-

Co

-

-

As
-

-

-

-

Sb

Fe

Methods

C

-

Ni

0.50 0.41

-

-

-

0.10

-

65.00 28.22 6.55

-

-

-

-

-

-

0.23

-

-

Gyeongju
national
museum, 2007
(XRF,
surface)

United silla Boonhwang
period
Temple

73.0 27.0

-

-

-

-

-

-

-

-

-

-

Jung and
Park, 2005
(EDS)

United silla Boonhwang
period
Temple

74.0 24.0

-

-

-

-

-

-

-

-

-

-

Jung and
Park, 2005
(EDS)

United silla Boonhwang
period
Temple

73.0 19.0

-

-

-

-

-

-

-

-

-

-

Jung and
Park, 2005
(EDS)
Hwang et al.,
2014
(ICP-AES)

United silla
period

Cheonbuk,
Gyeongju

Late united
Cheonghaejin 72.00 21.80 6.50
silla period

0.01

0.17 0.10 0.47 0.11 0.48 0.04

-

-

Average

71.55 23.77 2.93

0.01

0.26 0.11 0.06 0.15 0.33 0.30

-

-

S.D.

3.48 2.59 2.71

0.01

0.21 0.04 0.01 0.14 0.20 0.14

-

-

5. 결 론

음을 알 수 있다. 미세조직에서 α상이 바탕을 이루고 α + δ
공석상을 가지고 있으며, 주조공정으로 제작되었고, 청동

본 연구는 삼국시대 출토유물로 추정되는 청동거울 3

거울 배면의 문양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의도적으

점의 제작방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

로 납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재석출구리

할 수 있다.

의 존재로 오랜 세월 매장환경에서 존재한 것을 짐작할

연구 대상인 청동거울 3점은 Cu, Sn, Pb 3원계 합금으

수 있다.

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철기시대보다 Sn 함량이 비교적

삼국시대 청동거울은 다른 시대와 비교하였을 때 유물

낮은 삼국시대에 제작되었다. 변형오수경의 경우 황동석

의 수량이 많지 않아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

이나 반동석, 담양 제월리 주문경은 황화물이 포함된 원

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완형의 유물일 경우 시료 채취에

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Sn의 함량을 조정하

어려움으로 분석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 경면 색상을 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분석된 Sn 함

이유로 제작시기의 기술의 보편성이나 특징을 밝히는 것

량을 고려하였을 때 담황색과 은백색의 경면을 가지고 있

은 쉽지 않았으나,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유물 대부분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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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만을 거치고 후대로 갈수록 주조공정과 두드림 공정
이 진행되므로 기술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청동거울 3점의 경우 미세조
직에서 주조공정 외에 그 어떤 다른 공정을 확인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청동거
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와 같이 고고
학적 형태학적 분류로 제작연대 추정이 가능한 청동거울
에 자연과학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동거울의 시기별 제
작정보와 제작기술의 발전과정을 세세히 열거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지역 및 문화권역별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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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6세기 고구려 불상의 양식을 갖춘 중요
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이다. 이들 석불상의 보존현황 파악 및 보존계획 수립을 위해 보존과
학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구성암석은 세립 내지 중립의 전
형적인 흑운모화강암으로, 0.2(x10-3 SI unit) 미만의 낮은 대자율 분포, 구성광물에서 서로 유사
한 특성을 보여 동일한 기원의 암석으로 판단된다. 석조여래삼존상은 인근 노두의 암석과 광물
조성 및 입도, 전암대자율, 지구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성인적 동질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비중리 석조불상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석조여래삼존상과 여래입상 모두 전면에서 탈락이, 후면에서
균열과 박리박락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야외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에서는 입상분해와 흑
색조류가 발달하여 열악한 보존환경과 함께 풍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비
파괴 물성진단 결과, 석조여래삼존상과 여래입상의 풍화등급은 완전 풍화된 상태(CW)로 나타
나 매우 낮은 물성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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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designated heritage (treasure) statues having the Buddha style of the Goryeo dynasty from the
6th century. Conserv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reservation status
of these stone Buddha statues and to establish a conservation plan.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are composed of fine-medium grained biotite granite, which is considered
to be of the same origin owing to their low magnetic susceptibility distribution of less than 0.2 (×10-3
SI unit) and similar mineral characteristics.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has highly homogenous
miner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whole-rock magnetic susceptibility,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nearby outcrop. It was confirmed that a combination of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affects the Stone Buddha statues. In particular, both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tend to be chipped off from the front and cracked
and scaled from the back. The Stone Standing Buddha located outdoors experiences granularity
decomposition and black algae formation, which accelerate the weathering under unfavorable
conservation environments. The result of non-destructive physical property diagnosis using ultrasonic
velocity showed that both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have been
completely weathered (CW), indicating very poor physical properties.

ABSTRACT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in Bijung-ri are

Key Words Stone Buddha statue, Material characteristics, Homogeneity investigation, Nondestructive

diagnosis, Deterioration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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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월 4일 문명대와 이융조에 의해 확인되어 언론에 최초로
보도 되었다(Moon, 1982). 처음 발견 시의 석조여래삼존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삼국

상은 세 부분으로 분리된 상태였는데 불상은 현재 위치한

시대의 청주시(당시 상당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덕에 산재되어 있었으며 광배는 경작지의 한복판에 방

석불상들이다. 암석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만들어진 입상

치되어 떨어져 있었는데, 1988년에 현 언덕의 남쪽에 화

들은 6세기 고구려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강암의 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석조상들을 세웠다

당시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장이었던 청주의 지역

(KNUE Educational Museum, 1991).

사 연구에도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석불상들의 역사적⋅

이후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에서 비중리 석조불상 일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17년에는 국가문화

대의 지표 및 발굴조사를 수행한 결과, 비중리 사지는 삼

재(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국시대에 창건되어 18세기까지 존속하였다가 화재에 의

그러나 이러한 인문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해 소실되었으며, 언덕부분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

재질에 대한 정보, 구성암석의 기원, 물성 및 표면손상 등

로 보이는 불당의 존재가 추정되었다(KNUE Educational

보존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가 전무하였다. 주요한

Museum, 1991). 당시의 발굴조사에서 석조여래삼존상의

석조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재질규명, 원산지 추정, 손

소실된 왼쪽 협시보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상의 원

상도 진단, 보존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외에서

위치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불당이 존재했던 풍화 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Yi et al., 2006; Kim et al., 2013;

반층 언덕에 보호시설을 세우자는 방안이 건의되어 1997

Jin et al., 2014; Park et al., 2017; Lee et al., 2017). 더욱이

년에 이르러서는 보호각의 건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이 국가지

지 석조여래삼존상을 보호하는 보존환경이 조성되어 있

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5년마다 정기조사가 실

다(Figure 1C). 그러나 보호각의 규모가 작아 석조여래입

시되어야 하므로 석불상의 과학적 조사가 시급히 요구되

상과 석조광배는 야외에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 별도의 보

는 상황이다.

호시설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비중리 석불 세 구 중 먼저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석조

의 보존과학적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

여래삼존상으로, 1982년 12월 17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

였다. 이를 통해 석불상의 재질을 규명하고 이들과 인근

재 제114호 비중리 석조일광삼존불상으로 지정되었다

암석과의 동질성을 검토하였으며, 석불상의 물성분석 및

(Figure 1D). 이후 가치 제고가 이루어져 2017년 6월 23일

손상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표면손상 특성을 해석하였다.

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석

이 연구결과는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장기

조여래삼존상뿐만 아니라 석조여래입상과 석조광배가

적 관리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될 것이다.

함께 지정되어(Figure 1E)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
래입상의 암석기재적 특징을 밝히고, 석불 인근의 노두에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淸州飛

대한 분석을 병행하여 동질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中里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立像)은 충청북도 청주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육안관찰을 통해 암종을 분류

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에 위치한다(Figure 1A,

하였으며, 구성광물의 정밀한 동정을 위해 석불에서 탈락

1B). 석조여래삼존상은 사자좌가 표현된 일광삼존불이라

한 미세 암편과 주변 노두 시료를 수습하여 박편제작 및

는 희소한 양식으로 조성된 6세기 중반의 대형석조불상

관찰, X-선회절분석(XRD), 지구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며, 석조여래입상은 석조여래삼존상보다 후기에 조성

암석박편을 통한 광물 조성 및 조직 규명에는 Leica사

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중리에는 이 석불상 외에도 석조

(DEU)의 편광현미경인 DM2700 P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광배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다른 시기에 제작된 것

Panalytical사(GBR)의 다기능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인

으로 추정된다(Kim, 2016).

Empyrean 모델을 통해 X-선회절분석을 실시하여 광물조

청주 비중리의 석조불상들이 현대에 알려진 것은 1978

성을 교차분석하였다. 석불과 인근 암석 간의 동질성을

년 충북대 역사과 박걸순의 제보에서 기인했으며 1979년

밝히기 위한 지구화학분석은 캐나다 ACTLABS에 의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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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and appearance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A) Location map
of study area. (B)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C) Shelter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D) Stone Seated Buddha Triad. (E) Stone Standing Buddha.
여 수행하였다. 이때, 주성분 분석에는 Fusion ICP, 미량

3. 암석학적 특성 및 동질성 해석

및 희토류원소 분석에는 Fusion ICP, INAA, TD-ICP가 각
각 사용되었다.

3.1. 암석학적 특성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물성
을 파악하고 복합적인 표면손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현장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이 위치한 청주 비중

조사를 통한 손상현황 기재⋅비파괴 진단을 수행하였다.

리의 기반암은 중생대 쥐라기의 반상화강암으로, 이는 한

석불의 물성진단을 위해 Proceq사(CHE)에서 제작한 초음

반도를 북동방향으로 가로지르며 발달한 거대한 대보화

파 속도 측정기인 PUNDIT Lab을 사용하였으며, 위치별

강암체의 중앙부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반상화강암, 화

초음파 속도를 토대로 2D 등고선도를 제작하여 물성분석

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 암체의 중심부는 중

을 수행하였다. 전암대자율은 ZH Instruments사(CZE)의

립 내지 조립질인 데 반하여 연변부는 세립 내지 중립질

휴대용 대자율 측정기인 SM-30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

의 양상을 띤다(Lee and Kim, 1971). 실제로 석조여래삼존

-3

였으며, 측정치는 10 의 SI 단위로 표기하였다.
석불상들의 비파괴 진단을 위해 우선 석불의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양상을 관찰하여 유형별로 정리하

상과 석조여래입상 인근에 존재하는 노두는 회색의 흑운
모화강암으로 세립 내지 중립질의 입도를 보인다.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은 모두 담회색의 세

고 이를 도면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유형의 손상들을

립 내지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여 기록하였다. 석불 표면에 존

(Figure 2A) 야외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은 풍화에 의해

재하는 박리를 검출하고 그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FLIR

연갈색을 띠고 있다(Figure 2B). 석조여래삼존상을 구성

사(USA)의 적외선열화상 카메라인 SC660 모델을 사용하

하는 흑운모화강암에서는 부분적으로 석영세맥이 관찰

였다. 획득한 자료를 종합하여 손상유형에 따른 손상지도

된다(Figure 2C). 구성암석의 광물조성 및 조직, 풍화에 의

를 제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상율을 산출하여 석조여래

한 변질광물을 알아보기 위해 석조여래삼존상에서 탈락

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의 복합적 손상도 해석에 활용하

된 미세시편을 수습하였으며, 석조여래입상은 입상분해

였다.

가 시료 수습이 불가했다. 미세시편을 박편으로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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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trography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nearby outcrops. (A) Surface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B) Surface of the Stone Standing Buddha. (C) Quartz vein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D) Photomicrograph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E) Outcrop around the Buddha statues. (F)
Photomicrograph of the outcrop. (G) X-ray diffraction patterns. (H)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I) Magnetic susceptibility of Buddha statues and nearby outcrop. Af:
Alkali feldspar, Bt: Biotite, M: Microcline, P: Plagioclase, Q: Quartz.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석조여래삼존상을 이루는

일 조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2G). 석불상의

암석은 세립 내지 중립의 세리에이트 조직을 보이는 타형

미세자기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의 석영, 알칼리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

석조여래삼존상의 대자율은 0.045∼0.171(×10-3 SI unit)의

성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D).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0.091(×10-3 SI unit)로 산출되었

육안 및 편광현미경 관찰로 확인한 광물을 교차검증하

다(Figure 4A). 또한 석조여래입상의 대자율은 0.009∼

기 위하여 석조여래삼존상 수습 시료에 대하여 X-선 회절

0.066(×10-3 SI unit)의 범위에서 0.050(×10-3 SI unit)의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석조여래삼존상과 인

값을 보였다(Figure 2H). 이렇듯 석조여래삼존상의 대자

근 노두의 암석이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의 동

율은 석조여래입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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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모두 0.2(×10-3 SI unit) 미만의 좁은 영역에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원소는 마그마의 분화, 맨틀의 용융 등에서 기
인하는 광물 정출의 진화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Taylor
and Mclennan(1985)의 운석 초생치로 표준화하고(Figure

3.2. 석불상 및 추정산지 암석의 동질성 해석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바로 인근에는 회색
의 흑운모화강암 노두가 존재한다. 이 노두는 세립질 내
지 중립질의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석조여래삼존
상과 매우 유사한 암상을 보인다. 따라서 석조여래삼존상
구성암석의 원산지를 검토하기 위해 인근의 노두(Figure
2E)에서 석불상과 유사한 암상을 보이는 시료를 수습하

3C), 호정 및 불호정 원소는 원시 맨틀조성(Pearce, 1983)
으로 표준화하였다(Figure 3D). 이들 결과에서 석조여래
삼존상과 노두 2의 전반적인 거동경향은 Eu의 부의 이상
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mpositions of the major,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outcrops

였고 편광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인근 노두

Stone Seated
Buddha
Outcrop 1 Outcrop 2
Triad

No.

Unit

영과 반자형 내지 타형의 알칼리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SiO2

wt%

70.03

70.61

70.05

흑운모 등으로 구성된 동일한 광물조성을 보였으며

Al2O3

wt%

14.29

14.28

14.74

Fe2O3(T)

wt%

1.82

1.77

1.81

MnO

wt%

0.03

0.02

0.02

MgO

wt%

0.28

0.3

0.26

CaO

wt%

1.25

1.2

0.8

의 암석 또한 세립질 내지 중립질 입도를 가진 타형의 석

(Figure 2F),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도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가 동정되어 석조여래삼존상과 동일한 광
물조성이 확인되었다.
석불상 인근 노두의 전암대자율은 0.012(×10-3 SI unit)
에서 0.126(×10-3 SI unit)으로 평균값은 0.067(×10-3 SI unit)
이다(Figure 2I). 이는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에
서 측정된 전암대자율의 분포영역을 대부분 포함하는 범
위로, 양자 간의 미세자기적 유사성을 지시한다. 이어서

Na2O

wt%

3.81

3.7

3.29

K2O

wt%

5.28

4.92

5.16

TiO2

wt%

0.303

0.343

0.364

P2O5

wt%

0.05

0.09

0.05

LOI*

wt%

0.72

0.78

1.51

Total

wt%

97.86

98.01

98.05

Ba

PPM

1340

1460

1510

를 토대로 Middlemost(1994)가 제안한 총알칼리도(total

Cr

PPM

669

324

376

alkali-silica diagram)에 맵핑한 결과, 이들은 화성암의 분

Hf

PPM

5

6

8

류상 모두 화강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

Sc

PPM

1

1

1.5

로 매우 유사한 성분조성을 가져 도표상에서 매우 근접

Sr

PPM

391

444

424

분포하였다(Figure 3A). Cheong et al.(2011)은 지구화학적

Ta

PPM

< 1

< 1

< 1

연구를 통해 청주 화강암체가 칼크-알칼리 계열의 중알루

Th

PPM

15.6

16.7

17.8

미나 성분의 화강암-섬록암에 속하며 섭입과 관련되어 생

Y

PPM

3

2

2

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하였으며, 청주 화강암을 형성한

Zr

PPM

160

225

204

석조여래삼존상과 인근 노두 구성암석의 동질성 검토를
위해 지구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주성분 원소와 희토류
원소, 호정 및 불호정 원소의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1).
석조여래삼존상과 인근 노두들의 주성분 원소 측정치

마그마가 부화된 하부지각물질의 부분 용융 산물이거나
맨틀기원의 모마그마와 지각 물질의 혼염에 의해 생성되
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석조
여래삼존상 및 노두의 주성분을 Nockolds(1954)가 제시한
칼크-알칼리 화강암(Calc-alkali granite)의 평균조성을 기
준으로 표준화하였다(Figure 3B). 이 결과, 흑운모화강암
의 주 구성광물인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를 이
루는 주원소인 SiO2, Al2O3, Fe2O3, MgO, Na2O, K2O의 부
화와 결핍 경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La

PPM

40.7

14.4

44.5

Ce

PPM

63

54

69

Nd

PPM

17

< 5

27

Sm

PPM

2.4

1.2

2.4

Eu

PPM

0.7

0.7

< 0.1

Tb

PPM

< 0.5

< 0.5

< 0.5

Yb

PPM

< 0.1

< 0.1

< 0.1

Lu

PPM

< 0.05

< 0.05

< 0.05

LOI: Loss on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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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존상이 큰 단일 암체를 가공하여 제작된 것이며, 현재
위치의 암상이 세립 내지 중립질로 불상의 조각과 표현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더 먼 지역에서 별도의 거대한 암석
을 구하여 운반하여 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손상도 평가
4.1. 유형별 표면손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주요
손상유형은 균열⋅박리박락⋅탈락⋅입상분해와 같은 물
리적 손상과 갈색⋅흑색⋅황색 변색의 화학적 손상, 조
류⋅지의류 등에 의한 생물손상으로 확인된다(Figure 4).
물리적 손상 중 균열은 수 mm 폭을 보이는 미세균열
(Figure 4A)로부터 수 cm의 폭으로 나타나는 구조상 균열
(Figure 4B)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폭으로 발달해 있다. 균
열의 방향은 수직⋅수평⋅대각선으로 고르게 나타나 특
별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균열에 의한 손상은 석조
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 모두 전면보다는 후면에서
뚜렷하게 발달하여 있으며, 특히 석조여래삼존상의 후면
에는 미세균열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균열대가 관찰되
었다.
박락과 박리는 석조여래입상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
었던 반면, 석조여래삼존상에서는 다양한 크기 및 형태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C, 4D). 입상분해는 야외
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에서만 나타나는데(Figure 4E) 이
는 야외 환경요인에 의한 풍화 가속화의 결과로 판단된
다. 석조여래삼존상에서는 과거 분리되어 발견되었던 불
상을 접합하는 데 사용된 보존처리물질이 관찰되며
(Figure 4F) 이로 인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암과
는 다소 이질적인 색상과 질감을 띠고 있다.
화학적인 손상으로는 백색변색(Figure 4G), 황색변색
Figure 3. Geochemical graphs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nearby outcrops. (A) Total alkali versus silica
(TAS) diagram. (B) Major element diagram. (C) Rare earth
element diagram. (D) Incompatible element diagram.

(Figure 4H), 갈색변색(Figure 4I), 흑색변색(Figure 4J) 등
다양한 색상의 변색이 석조여래삼존상의 상부와 후면에
서 넓은 부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물학적
손상으로는 지의류(Figure 4K)와 조류(Figure 4L)의 군집
이 나타났는데, 특히 석조여래삼존상에 반해 보호각 외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중리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석조여래삼존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립 내지 중립
질의 흑운모화강암과 동일한 암석이며, 이는 두 암석이

에 위치한 석조여래입상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4.2. 박리부 검출

성인적으로 같은 종류의 암석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따라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암석

서 석조여래삼존상을 구성하는 암석은 현 위치 인근에서

표면에 존재하는 박리영역은 외부에 노출된 부분과 암석

조달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석불상

내부 부분이 혼재하므로 육안으로는 정확한 영역을 분별

의 지근거리(0.7km)에 석화천이 흐르고 있으나 석조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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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terioration form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A) Micro crack. (B)
Structural crack. (C) Break-out. (D) Scaling. (E) Granularity decomposition. (F) Conservation material. (G) White
discoloration. (H) Yellow discoloration. (I) Brown discoloration. (J) Black discoloration. (K) Lichen. (L) Algae.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박리

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을 박리영역으로 추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박리는 향후 박락으로 발전할 가능

화상 영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적외선열화상 촬영은 비

성이 크므로 향후 보존관리를 위하여 손상지도에 도시하

파괴⋅비접촉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기술로, 기존에 건축

였다.

물과 시설물 등에서 널리 사용되던 방법을 응용한 것이
다. 열원으로는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수 분 동안 열을 공
급하는 능동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가온 후 자연냉각하
면서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로 박리부를 촬영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촬영은 박리가 다수 발생한 석조여래삼
존상의 전면과 후면을 대상으로 각각 4지점과 3지점에서
실시하였으며(Figure 5), 석조여래입상의 경우 박리가 거
의 나타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석조여래삼존상
의 암석 표면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열
을 공급한 후의 표면 온도는 27.2℃∼100.4℃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박리영역의 온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8에서 촬
영한 총 7지점의 열화상에 대하여 선형 열 분포를 분석한
결과, 박리가 발생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27.2℃∼51.7℃
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지만 박리가 발생한 영역에서는 온
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48℃∼100.4.℃의 온도분포를 보
였다(Figure 5). 이렇듯 동일한 열을 공급하였음에도 박리
영역의 온도가 높은 이유는 박리 내부의 빈 공간에 존재
하는 공기층이 표면의 석재와 비열의 차를 가지기 때문으

4.3. 손상지도 작성 및 손상율 산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정밀
한 현장조사를 통해 손상양상을 물리적 손상(Figure 6A∼
6D)과 화학적⋅생물학적 손상으로 분류한 손상지도를 작
성하였다(Figure 6E∼6H). 여기에 적외선열화상 영상을
이용해 가시화한 박리영역 분포도를 종합하여 디지털 손
상지도를 완성하였다.
손상지도의 각 훼손유형 점유율은 색상분류에 적합한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
로 한 정량적인 훼손율을 산출하였다(Table 2). 석조여래
삼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훼손유형은 균열, 탈락,
박리박락과 같은 물리적 풍화와, 황색⋅갈색⋅흑색변색
의 화학적 풍화이다.
오랜 과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탈락을 제외
하면 모든 풍화양상이 후면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함이 확
인되었다. 특히 석조여래삼존상 후면의 넓은 영역에서 관
찰되는 박리(12.9%) 및 박락(9.3%)과 미세균열은 석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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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ling part using infrared thermal image in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Each thermal image numbers
are shown in upper image.
래삼존상이 경험한 심각한 풍화이력을 지시한다. 또한 미

수분, 토양 내의 유기물 및 무기물, 활발한 생물활동 등에

세균열의 발생위치는 황색변색의 분포영역(50.5%)과 상

의하여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생물학적 풍화가 다

당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석조여래삼존

른 면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상이 밭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석조여래입상의 물리적 풍화 양상에서, 입상분해는 주

때 토양과 오랜 시간 접촉한 후면부가 토양에 머무르는

로 전면(57.4%)에서 나타나는 반면 미세균열은 대부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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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erioration rate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State

Stone Seated Buddha Triad

Stone Standing Buddha

Front

Back

Front

Back

Break-out (%)

18.1

9.3

12.4

-

Scaling (%)

0.1

12.9

-

-

Granularity decomposition (%)

-

-

57.4

13.6

Conservation material (%)

2.3

4.3

-

-

White discoloration (%)

0.7

-

-

-

Yellow discoloration (%)

7.6

50.5

2.2

27.1

Brown discoloration (%)

-

7.6

-

-

Black discoloration (%)

8.2

15.9

-

-

Green lichen (%)

-

-

1.0

0.1

Grey lichen (%)

6.5

-

4.4

-

Dark algae (%)

-

-

80.7

51.2

Figure 6. Deterioration map. (A∼D) are physical deterioration and (E∼F) are chemical and biological deterioration.
(A, E) Front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B, F) Back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s. (C, G) Front of
the Stone Standing Buddha. (D, H) Back of the Stone Standing Buddha.
면에 두드러진다. 석조여래입상의 탈락은 12.4%로 전면

환경조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만 관찰되며 대부분 좌측방향에 편중된 모습을 보인
다. 석조여래입상의 전후 표면 대부분 영역은 지의류⋅조
류와 같은 생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별도의 보호시설 없이 오랜 기간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던

4.4. 초음파 물성진단
초음파 속도법은 현장에서 휴대 및 측정이 간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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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2D contour map using ultrasonic velocity of the Stone Seated Buddha Triad and Stone Standing Buddha.
흔적도 남지 않아 석조문화재 물성의 비파괴 진단에 널리

로 보정하기 위한 보정계수는 석불상의 비정형적인 형태

사용되는 방법이다(Chun et al., 2008; Cho et al., 2012). 이

특성에 따라 직접 산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므로 Lee

연구에서는 대상 문화재의 형태를 고려하여 초음파 탐촉

et al.(2009)에 의해 보고된 화강암의 평균 보정계수인 1.5

자의 배열방법을 간접법하고 탐촉자 간의 거리는 15 cm

를 적용했다.

로 설정했다. 또한 간접전달방법을 직접전달방법의 속도

측정지점은 석조여래삼존상의 전면에서 93지점,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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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5지점을 측정하여 총 188지점의 초음파 속도를 획

로 석영, 알칼리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

득했으며 석조여래입상의 경우 전면 26지점, 후면 30지점

성되어 있다. 두 석불의 전암대자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

으로 총 56지점을 측정하였다. 각 석불상의 초음파 속도

지만 모두 0.2(x10-3 SI unit) 미만의 낮은 대자율 값에서

분포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측정위치에 따른 속도를 색

분포를 보여 동일한 기원의 암석으로 판단된다. 비중리

상화했으며 측정하지 않은 부분은 Kriging법에 의한 보간

석조여래삼존상 구성암석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삼존상

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2D 등고선도로 도시하였다

에서 수습한 암석과 인근 노두에서 채취한 암석에 대한

(Figure 7).

동질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양자 사이의 육안기

석조여래삼존상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의 초음파속

재적 특징, 박편상에서의 광물의 조성 및 입도, 전암대자

도는 전면의 경우 552∼2,988 m/s의 범위에 평균속도는

율, 지구화학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845 m/s이며, 후면의 경우는 560∼2,492 m/s의 범위에

는 비중리 석불상이 인근 기반암과 성인적으로 같은 종류

평균속도가 1,536 m/s로 이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 분

의 암석으로 제작되었음을 지시한다. 다만 이를 근거할

포하는 화강암들에서 측정된 직접전달방법 환산 초음파

고문헌 자료나 채석흔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석조여래

속도 평균치가 대체로 3,000∼5,500 m/s 사이에 분포하는

삼존상의 규모를 고려하면 별도의 채취 과정 없이 노두에

것으로 보고된 것(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거대 암석을 다듬어 사용하였을 가

Heritage, 2012)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저속도 범위이다.

능성도 존재한다.

석조여래삼존상의 초음파속도 분포 경향에서, 전면의 경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보존

우 중앙에 위치한 삼존불좌상의 머리 위와 우측 어깨 위

현황 및 손상양상 조사 결과,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로 발달한 균열에 의한 저속도대가 나타나며 후면의 경우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훼손유형이 확인되었다. 물리적 손

는 상단의 박락 및 박리영역에서 수평방향으로 넓은 저속

상의 경우,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 모두 전면에

도대가 분포한다.

서는 탈락이, 후면에서는 균열과 박리박락이 우세하였다.

석조여래입상의 초음파속도는 전면 545∼2,460 m/s(평

특히 석조여래입상에서는 입상분해가 넓게 발달하였는

균속도 1,307 m/s)이며, 후면 543∼2,481 m/s(평균속도

데 이는 야외에 위치한 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

1,519 m/s)로 석조여래삼존상보다 전면과 후면 모두 낮은

단되며 외부의 수분침투를 저감하기 위한 보존관리가 필

초음파 속도를 보였다. 석조여래입상에서는 전면이 후면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초음파속도 분포를 보였으

황색 및 갈색 변색은 석조여래삼존상의 후면 하단에서

며 특히 불신의 우측방향이 전후면 모두에서 저속도대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과거 언덕 위에 눕혀져 있었던

나타내는 편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불신의 우측방향에

삼존상의 상태로 인해 토양과 수분으로 인한 풍화 가속화

서 미세균열이 집중적으로 분포할 뿐만 아니라 입상분해,

로 Fe 성분이 침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풍화심도

흑색조류가 함께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가 깊어 변색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암을 손상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에서 측정된 초음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단계의 세정처리가 요구된다.

속도를 평균하면 각각 1,689 m/s와 1,421 m/s으로, 이는

생물에 의한 피해는 석조여래삼존상의 경우 전면 상부

5,000 m/s 이상을 신선(fresh) 등급으로 보는 Iliev(1966)의

에서 일부 지의류 군집이 관찰되었으며, 야외에 위치한

기준에 의하면 completely weathered(완전풍화) 등급에 속

석조여래입상에서는 전후면에 걸쳐 대부분의 암석면이

하는 가장 심한 풍화 단계이다. 단, 석불상을 구성하는 원

지의류와 조류로 피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양광

암의 초기 물성 자체가 낮은 암석학적 특성을 가졌을 가

에 의한 급격한 온도변화, 강우로 인한 수분침투와 함께

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

작용하여 석조여래입상 전면에 두드러진 입상분해를 발

조여래입상의 정확한 풍화등급 산출을 위해서는 차후 석

생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풍화속도 저감을 위해

불상의 원산지에서 충분한 수량의 시료를 확보하여 추가

필히 세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잔디로 피복된 석조

적인 물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불상 주변 사이트 환경을 변경하여 생물손상을 미연에 방
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5. 고찰 및 결론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의 물성 추정을 위한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 이들은 모두 완전 풍화된 상태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구성

(CW)의 풍화등급으로 판정되어 현저히 낮은 물성을 지시

암석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전형적인 흑운모화강암으

하였다. 석조여래삼존상(평균 1,689 m/s)과 석조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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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421 m/s)의 초음파속도는 일반적으로 보고된 화
강암의 초음파속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단, 풍화로 인한 속
도감소뿐만 아니라 풍화 전 원암의 속도가 일반적인 화강
암에 비해 저속도 특성을 보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향후 원산지 암석의 보다 정밀한 물성연구가 요구된다.
보존환경의 측면에서 현재 비중리에는 석조여래삼존
상에만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외에 위치한 석조여
래입상은 기상환경에 의한 자연적인 풍화에 노출되어 있
다. 보호각은 석조여래삼존상 하나를 보호하기에도 규모
가 다소 작고, 비행 조류의 침입을 저지할 별도의 시설이
없어 배설물에 의한 이차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사람과 장비의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통로가
부재하여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진단 및 보존처리, 모니
터링에 불리한 환경이다. 이 밖에 석불 인근에 위치한 철
가공소로 인한 소음과 냄새, 방문객 주차장의 부재, 포장
되지 않은 관람로 등도 방문객들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
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의 재질 및 물성특성과 복합적 손상 현황
정보는 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들이다.
이들은 향후 비중리 석불상들의 장기적인 관리와 보존상
태 모니터링, 추가 연구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제시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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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삼성본(三省本: 보
물 제 758-1호)과 공인본(空印本: 보물 제758-2호)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두 판본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공인본의 보물지정 당시인 2012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개의 판본은
모두 같은 판에서 인출된 것이며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쇄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두 개의
판본은 구성, 광곽의 형태, 글자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사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만으로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전문가들의 주관적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추정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판본상에 나타난 인쇄특징을 바탕으로 인출
시기의 전후관계 및 동일한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면밀한 이미지 비교와 분석의 결과, 삼성본과
공인본은 서로 다른 판에서 인출된 것이며 인출시기도 공인본이 삼성본에 비해서 후쇄본이라
는 보고서의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삼성본에서 볼 수 있는 목판
인쇄의 특징과는 사뭇 다른 특징들이 관찰되어 공인본의 인출에 사용된 인쇄기술 및 인출시기
에 관한 추가조사 및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어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삼성본(三省本: 보물 제758-1호), 공인본(空
印本: 보물 제758-2호), 판본 간의 차이점, 이미지 비교, 이미지 분석
ABSTRACT Photographic images of the Samseong-version (三省本: Korea’s Treasure No. 758-1) and

the Gongin-version (空印本: Korea’s Treasure No. 758-2) of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南明泉和尙頌證道歌: Nanmingquan Song Zhengdaog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ersions. According to a report in 2012 at the time of
the designation of the Gongin-version as Korea’s treasure, both versions were printed from the same
woodblocks. The Gongin-version is presumed to be a later print than the Samseong-version. The two
versions are very similar in format and shape of border lines and character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with the naked eye, even for exper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observed from each version through image analysis, useful evidence to determine whether it was printed
using the same or different woodblocks and the order of printing was collected. As a result of careful
image comparison and analysis, we concluded that the Samseong- and the Gongin-version were printed
from different woodblocks, or possibly different typesetting. It wa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content
of the report that the Gongin-version was a later print than the Samseong-version.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the Gongin-version print has characteristics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woodblock printing seen in the Samseong-version. Additional investigations and follow-up studies
on the printing technology used for Gongin-version print and the timing of printing are recommended.
Key

Words Nanmingquan

Song Zhengdaoge (南明泉和尙頌證道歌), Korea’s Treasure,
Samseong-version (三省本), Gongin-version (空印本), Differences between versions,
Image comparisons,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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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하 삼성본)은 보물 758-1호로, 공인박물관본(이하 공인
본)은 보물 758-2호로 지정되었다. 삼성본과 공인본은 종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Nammyeongcheon

이의 질이나 인쇄상태에 차이가 있을 뿐 외관상 매우 유

Hwasangsong Jeungdoga 또는 Nanmingquan Song Zhengdaoge),

사하여 동일한 판을 사용하여 인쇄된 것이며 인쇄 시기에

이하 증도가｣는 당(唐)나라의 영가대사현각(永嘉大師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

覺: 665-713)이 중국 선종(禪宗)의 육조(六祖) 혜능대사(慧

도이다. 증도가 판본 연구의 초기인 1970년대부터 인쇄방

能大師: 638-713)를 뵙고 크게 깨닫은 내용을 송(宋)나라

법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나 삼성본과 다른 판본의

의 남명대사(南明大師) 법천(法泉: ?∼1001) 이 그 깨달은

경우에는 인쇄상태의 특징으로 판단할 때 금속활자본을

바를 7자(字) 3구(句) 또는 7자 4구의 칠언시(七言詩) 319

모본으로 복각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

편으로 옮긴 책이다(Chǒn, 1988; Park, 1988; Park, 2020a;

은 없는 상태이다. 공인본의 전 소장자였던 박동섭을 비

2020b).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옮겨간 무인정부의 제

롯하여 현 소장자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일인자인 중서령(中書令) 최이(崔怡)가 고려 고종(高宗)

최이의 지문의 해석방법과 공인본이 금속활자 인쇄본이

26년 (1239) 9월에 쓴 지문이 남아 있다. 간기(刊記)를 통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

하여 출판 배경, 연대, 인쇄방법 등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이하 증도가자

수 있다. 간기를 통해서 증도가의 초판본은 주자(鑄字),

(證道歌字))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즉 주조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고 책이 더 이상 유통되지

더욱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문

않아 다시 펴낸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증도가에 남아 있

화재분야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학계, 언론인들까

는 지문에 나오는 모공중조주자본(募工重彫鑄字本)의 해

지 가세하여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며(Shon, 1971; Chǒn,

있는 상황이다(Bulgyo News, 2015; Kang and Lee, 2015;

1988; Park, 1988)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Song

National Forensic Science, 2015; Nam and Kwon, 2015;

and Jung, 2015; Park, 2020a; 2020b). <공인을 모아 기존의

Yonhapnews, 2015; Hankyoreh, 2015; KBS, 2016; KBS,

주자본을 거듭 새겼다>는 해석과 <공인을 모아 원전을

2017; Kyunghyang Shinmun, 2020; DNEWS, 2020;

주자본으로 중간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전자의 경우

Yonhapnews, 2021; Dabosung Gallery, 2021).

에는 전해지는 증도가는 금속활자본이 아닌 것으로 해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금속활자본으로 해석되는 정반대

제한된 시간 내에서 319편의 절구로 구성된 8,659자의 인

의 결과를 낳게 된다. 적어도 1239년 9월 이전에 금속활자

쇄된 한자를 하나씩 판본별로 비교해 가면서 특징을 살펴

로 인쇄된 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현재 전해

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

지고 있는 증도가가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 경우, 현존

해 집중력 있고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진1377

를 제시하지 않는 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년(고려(高麗) 우왕(禑王) 3년)에 청주(淸州)의 흥덕사(興

는 어렵다. 공인본의 초기 소장자였던 고 박동섭의 경우,

德寺)에서 간행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

1969년에 소장하게 되면서 1970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 要節), 이하 직지(直指)｣보다 금속

1973년에는 소장본의 글자의 모양(字樣)을 판단의 근거

활자 인쇄의 역사가 138년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로 활자로 인쇄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금속활자

가능성도 있어 실체의 규명이 필요하다(Kyunghyang

로 인쇄된 것이라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Shinmun, 2020).

기울여 왔다. 1988년에는 안동시 향토사연구회가 발간한

증도가는 현재 2권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다른

향토안동(鄕土安東) 창간호에 본인 소장본(현 공인본)과

소장본도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했거나 지정절차를 밟

구 김종규소장본(현 삼성본)의 축소 영인본을 서로 비교

고 있다. 구 김종규(舊 金宗圭) 소장본을 삼성출판박물관

하기 쉽게 정리하여 부록에도 싣고 그동안의 자신의 연구

(三省出版博物館)이 소장하게 되면서 1984년에 보물 758

결과를 소개하였다. 2020년 1월에는 박상국이 ‘세계최초

호로 지정되었고 안동본(安東本)으로도 불리웠던 구 박

금속활자본의 탄생 남명천화상송증도가’라는 책을 출판

동섭(舊 朴東燮) 소장본은 공인박물관(空印博物館)이 소

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개정판으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장하게 되어 2012년에 삼성출판박물관본과 동일본으로

본 남명증도가’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박동

판단되어 역시 보물로 지정되었다(Park, 2020a; 2020b). 두

섭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Park, 2020a; 2020b; 1988).

개의 판본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삼성출판박물관본

신문지상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 금속활자

이미지 분석을 통한 매우 유사한 증도가(證道歌) 이본(異本)에 대한 비교연구 / 유우식, 김정곤 | 793

본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목판인쇄에서도 쉽게 찾

의 겹침의 정도, 유사도 등도 정량화가 가능한 이미지 분

아볼 수 있는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아

석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가능한 것으로 저자들의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2018년부터 수집한 삼성본(보

그룹에서 개발한 PicMan(WaferMasters, CA, USA) (Kim,

물 제758-1호), 공인본(보물 제758-2호)를 비롯한 현존하

et al., 2019; Yoo, 2020; Kim, et al., 2021; Yoo and Yoo,

는 다양한 증도가 판본의 고해상도 사진 이미지들을 바탕

2021; Yoo, et al., 2021c; Oh et al., 2021)을 주로 사용하였

으로 이미지 비교와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

으며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 소프트 (Microsoft)사의 Office

에서는 공인본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Package에 포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

은 보류하고 인쇄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인본과 목판

하였다. PicMan은 공학, 생물학, 의학 및 문화재 분야에서

본 인쇄본으로 확인된 삼성본의 이미지 비교와 이미지 분

도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본이 같은 판으로 인쇄된 것인

이미지 비교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충분하다(Zhu, et

가, 다른 판으로 인쇄된 것인가, 같은 판으로 인쇄되었다

al., 2019; Kim, et al., 2020; Wakamoto et al., 2021).

고 가정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인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3. 공인본과 삼성본의 이미지 비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판인쇄로 판명된 삼성본과의 차이를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주장하는 공인본의 이미지를 삼성본의 이미지와 비교 분
석하는 관계로 공인본의 이미지를 왼쪽에 놓고 기준이 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증도가 중에서 1984년에 보물

는 비교대상인 삼성본의 이미지를 오른쪽에 배치하여 정

제758호(후에 758-1호로 개칭)로 지정된 삼성본과 2012년

리하였다. 이미지는 광곽(匡郭)의 폭이 같도록 배율을 조

에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된 공인본이다. 증도가는 44장

정하여 표시하였다. 한지상의 목판인쇄의 특징을 조사한

으로 인쇄되어 접어서 제본한 책으로 88쪽으로 구성되어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출과정에서 한지가

있으며 본문과 지문까지 합쳐 87쪽까지만 인쇄되어 있다.

특정한 방향으로 약간 늘어나거나 밀리기도 하므로 같은

제44장의 후엽은 인쇄되어 있지 않다. 주로 고해상도 사

판으로 인쇄한 판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지 배율의 조정

진 이미지를 대상으로 이미지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

만으로 이미지가 완벽하게 겹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

며 사진 이미지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소장자

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의 양해를 구해 공인본의 실물을 확인하였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은 공인본의 경우 가필(加筆) 또는
보사(補寫)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가필 여부는 실물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가필 또는 보사된 부분의 이미지는
비교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삼성본과 공인본 모두에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글자, 오기로 판단되는 글자 및 현
재 사용되지 않는 한자, 이체자(異體字)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현존하는 다른 판본의 이미지와의
비교 및 중국 원전(原典)의 정보를 텍스트화하여 제공하
는 내용과도 대조하였다(Wikisource, 2021).
이미지의 비교 분석에는 이미지의 확대, 축소, 회전, 위
치조정 등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색상 또는 밝기 등의 특
징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희망하는 영역만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는 하
이라이트 기능, 일정한 기준(threshold)을 정하여 그 기준
에 따라 색을 입히거나 투명한 배경으로 만들어 겹쳐볼
수 있는 기능 또한 필요하다. 글자의 윤곽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글자의 면적, 단위면적당의 점유율, 글자 간

3.1. 첫 인쇄면의 이미지 비교
Figure 1에 증도가 (A) 공인본과 (B) 삼성본의 첫째면
(제1장의 전엽(前葉))의 사진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책자
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광곽의 상하 부분의 여백의
크기의 차이일 뿐 내용은 동일하며 글자체도 매우 유사하
다. 제1행의 두 번째의 밝을 명(明)자는 고체자(古體字)인
朙으로 인쇄되었으며 제2행의 두 번째의 들을 문(聞)자의
문 문(門)자 아래의 귀 이(耳)자의 아래 부분이 끊어져 점
으로 표시된 것까지 동일하다. 제6행의 네 번째의 따를
수(隨)의 좌부변(阝) 오른쪽의 책받침(辶) 모양도 제8행의
세 번째 자의 같은 글자와 다른 것까지 유사하다. 또한
제8행의 두 번째 글자인 서로 상(相)자의 나무 목 변(木)
의 윗부분이 끊어져서 점으로 표현된 것까지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판으로 인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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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A)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B)

Figure 1. Photograph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A)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B)

Figure 2. Photographs of the la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this production of this script: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3.2. 마지막 인쇄면의 이미지 비교
점 등을 들고 있다(Chungbukin News, 2015). 대다수의 서
Figure 2에 증도가 (A)공인본과 (B)삼성본의 마지막 인

지학자들은 공인본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1472년 조선

쇄면 (제44장의 전엽)으로 진양공 최이의 지문이 기록된

성종 3년 이후에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후쇄본이라는

사진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이면 역시 공인본이 삼성본보

판정을 내리고 있다. 글자의 인쇄상태로 판단하게 되면

다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제2행의 후서(後序)라고 적혀

삼성본이 먼저 인쇄되고 공인본은 목판이 많이 손상된 후

있는 부분을 보면 삼성본의 경우에는 목판의 글자가 일부

대에 조악하게 인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탈락되어 차례 서(序)자의 나 여(予)자의 일부가 끊어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序자의 予자 부분의 일

인쇄되어 있으나 공인본에서는 인쇄상태는 좋지 않지만

부가 끊어진 것이 다시 복원되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

이어져 인쇄되어 있다. 3행의 세 번째 글자인 밝을 명(明)

다. 육안으로 관찰한 느낌만으로 같은 판으로 인쇄되었다

자는 첫 면과 다르게 고어체가 아닌 후대의 明자로 인쇄

거나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대에 인쇄되었다고 판단하

되어 있는 것까지 같다. 글자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삼성

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본이 공인본보다 크게 느껴진다. 2015년에 보조사상연구
원 월례학술대회에서 금속활자본임을 주장하는 연구자
와 많은 서지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공인본은
삼성본과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3.3. 첫 인쇄면의 묵흔의 채색, 분리, 이미지 겹침을 통
한 비교

하였으며 그러한 판단의 이유로는 공인본에서도 삼성본

Figure 3에 증도가 (A) 공인본과 (B) 삼성본의 첫째면

처럼 광곽의 일부가 끊어져 인쇄되어 있는 점, 금속활자

의 글자와 광곽 부분의 묵흔(墨痕)을 빨간색과 파란색으

라면 너덜이가 없을 수 없으나 너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로 다르게 채색하여 비교하였다. 채색된 묵흔만을 분리하

의 묵색이 문자와 동일하지 않은 점, 광곽의 흠집이 모두

여 흰색 바탕에 옮겨 비교한 그림을 준비하여 Figure 4에

동일한 점, 각 장마다 각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점, 글

비교하였다. 두 이미지를 겹쳐보면 글자의 위치 크기 모

자의 흠집이나 칼자국 등이 동일한 점, 목판이 낡아서 흐

양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5). 이미

리게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한지의 질이 떨어지는

지를 오른쪽 위의 광곽을 기준으로 맞추어 왼쪽 아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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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B)

Figure 3. Modified photograph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after coloring
black letters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Very Similar Korea’s Treasures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5. Superimposed image of characters in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in
red (No. 758-2) and blue (No. 758-1)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분에서는 약간의 불일치가 확인되지만 이것은 한지상의
목판인쇄의 특징의 선행연구(Yoo et al., 2021a; 2021b)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쇄과정에서 한지를 밀대로 밀면서
한지에 먹을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한지가 늘어나는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A)

(B)

Figure 4. Images of the first page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after coloring black letters and
background elimination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Korea’s Treasure (A)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nd (B)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앞서 지적한 글자의 모양이 특이하게 인쇄된 朙, 聞,
隨, 相의 경우는 모두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이미지가 비
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판으로 인쇄했다고 하면 목판을 만들
때 매우 정교하게 복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정도의 유사도와 일치도를 가지고 있다면 두 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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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
고 볼 수 있다. 두 장의 이미지를 옆에 놓고 육안으로 관
찰하여 판단한 결과라면 더욱 그러하다. 아마도 실물을
옆에 두고 비교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문화재의 특성상 해체해서 비교할 수도 없는 상
황이라서 이미지의 면밀한 비교와 분석에 의한 판단이 요
구된다.
3.4. 판본 간 이미지 비교를 통한 인쇄시기의 전후관계
추정
공인본과 삼성본 전체의 이미지를 자세히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중
에서 한 면에서 비교적 많은 차이가 관찰된 이미지 비교
결과를 Figure 6에 소개한다. 이 이미지에서는 차이가 크
게 보인 곳의 묵흔을 공인본에서는 빨간색으로 채색하고
파란색 테두리로 영역을 표시하였다. 삼성본에서는 반대
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묵흔을 파란색으로 채색하고 빨간
테두리로 영역을 표시하였다.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공인본에서는 약간 가늘어 보이지만 모든 글자가 정확
하게 인쇄되어 있는 반면 삼성본에서는 목판에서 여러 글
자의 획이 탈락하여 불완전한 형태의 글자로 인쇄되어 있

Front Side of 6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Figure 7. Cropped images of selected characters in the
front side of the 6th folding leaf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No. 758-2 and No. 758-1),
suggesting sequence of the printing and/or printing
technique.

음을 알 수 있다. 삼성본의 오른쪽의 광곽도 일부 탈락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7에 해당되는 한자 10자(與,
物, 無, 萬, 木, 是, 眞, 道, 晩, 空)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공인본에서는 획탈락이 없으나 삼성본에서
는 획탈락과 목판인쇄의 특징 중의 하나인 목리문(木理
紋)을 볼 수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삼성본과 공인본 모두 같은 판
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인본에서는 획탈락이
거의 없는 글자도 삼성본에서는 획탈락이 확인되는 글자
가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에 공인본이 삼성본보다 후대에
인쇄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오히려 공인본이 삼성본에 비해서 먼저 인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5. 판본 간 이미지 비교를 통한 동일 판본사용여부의

(A)

(B)

Figure 6. Photographs of the front side of the 6th folding
leaf of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證道歌).
Differences in printed characters and a portion of the
frame are highlighted in red (A) No. 758-2 and blue (B)
No. 758-1 u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PicMan).

조사
Figure 8에 제14장 전엽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주목
해야 할 글자는 제3행의 마지막 글자인 언덕 안(岸)자이
다. 이미지 전체를 보면 같은 구성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므로 공인본과 삼성본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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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Side of 14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Difference between Scripts
No. 758-2
3.5%
6.5%
11.5%
78.5%

No. 758-1

156 x 158
= 24, 648 pixels
3.5%
6.5%
11.5%
78.5%

22.3%
Larger Area
3,931 Pixels
3,213 Pixels

(A)

(B)

Figure 8. Notable shape difference in (岸) characters
between scripts surrounded by blue and red squares
suggesting mistakes in the replication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Front side of 14th folding
leaf)

Figure 9. Detailed images of (岸) characters between
scripts, showing highlights, outline of characters, and
overlapping, by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3,931화소로 삼성본의 글자 면적이 공인본의 글자의 면적
보다 22.3%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두 글자를 겹쳐보면
사각형 면적의 약 11.5%만이 겹치고 공인본의 글자는
3.5%, 삼성본의 글자는 사각형 전체면적의 약 6.5% 정도

다. 특히 여러 장의 비슷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면서 심

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공인본 글자의 면적

리적으로 동일한 판으로 인쇄된 것이라는 암시를 무의식

인 3,213화소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26.9%가 삼성본의

적으로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특별한 심리적 저항감 없

글자와 면적이 겹치지 않고, 삼성본 글자의 면적인 3,931

이 두 판본은 같은 것이라는 잠재적인 결론에 도달하여

화소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공인본의 글자와 겹치지 않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쉽다.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

는 부분의 면적이 40.7%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밀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도 여러 장에서 발견되었다. 전부

한 이미지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두 종류의 이미지를 인

를 소개할 수는 없으나 다른 면에서의 사례도 추가로 하

쇄면 전체, 글자 및 획단위까지 세밀하게 비교한 결과 공

나 더 아래에 소개한다.

인본과 삼성본에 인쇄된 岸자는 단순히 목판 인쇄에서 발
생하는 획탈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에 문제가 되는 岸자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채

Figure 10에 제36장 후엽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이
면에서는 가리킬 지(指)자가 유난히 많이 사용되었다. 총
4번 사용되었는데 그 4개의 指자를 비교하면 4개 중에서

색하여 겹쳐서 비교한 이미지와 각각의 판본에서 추출한

50%에 해당하는 2개의 指자의 모양이 공인본과 삼성본에

岸자의 윤곽을 다른 판본의 글자에 겹쳐서 비교한 결과를

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도 목판본에서의 획의 탈락으로

표시하였다. 岸자의 삐침의 길이가 단순하게 짧아진 것이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指자의 방의 윗부분에 해당하

라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삐침의 길이뿐

는 비수비 匕자가 확실하게 새겨진 것은 그대로 새기고

만 아니라 각도가 다르다. 이것은 같은 판으로 인쇄해서

비수비 匕자의 모양이 불분명한 삼성본에서 파란색 네모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인본과 삼성본은

로 표시한 指자의 방의 위부분은 비수비 匕자 대신에 머

각각 다른 판을 사용해서 인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岸

리두 亠자로 인위적으로 통일시켜 놓았다. 실제로 공인본

자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한 사각형 영역은 156 x 158

의 제7행의 다섯 번째 글자는 指자의 방의 위부분이 머리

= 24,648화소로 공인본(보물 758-2)에서의 글자의 면적은

두 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성본에 사용된 목판

3,213화소이고 삼성본(보물 758-1)에서의 글자의 면적은

을 판각할 때 이 글자에 맞춰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79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6, 2021

Backside of 36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A)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B)

Figure 10. Notable shape difference in two out of four
(指) characters between scripts surrounded by red squares
suggesting mistakes in replication of the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Backside of 36th
folding leaf).

자세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Figure 11에 따로 정
리하여 표시하였다.
Figure 12에 제34장 후엽의 이미지 중에서 석 삼(三)자
가 집중적으로 네 번 나타난 ‘전삼삼여후삼삼(前三三與
後三三)’ 부분을 빨간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공인본에
서는 네 자 모두 석 삼(三)으로 바르게 인쇄되어 있으나
삼성본에서는 석 삼(三)자의 가운데 한 획이 탈락하여 두

Figure 11. Detailed images of (指) characters between
scripts. Two out of four (指) characters have been
modified in the replication woodblock carving process in
making No. 758-1.

이(二)자로 인쇄된 부분을 빨간색 정사각형으로 표시하
였다. 만약 공인본과 삼성본이 같은 판본을 사용하여 인

다른 판본으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인본이 다른

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공인본이 먼저 인쇄되고 삼성본

목판으로 인쇄되었는지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는지는 추

을 인쇄하기 전에 석 삼(三)자의 가운데 한 획이 탈락하여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두 이(二)자로 인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Figure 7–12에서 소개한 사례와 비슷한 우연으로 보기 어
려운 삼성본과 공인본 간의 인쇄상태의 차이는 증도가 44

4. 고찰 및 결론

장의 전엽과 후엽 중에서 인쇄되어 있지 않은 44장 후엽

공인본의 전(前) 소장자 박동섭(Park, 1988)과 박상국

을 제외한 87쪽의 약 반수 정도의 인쇄면에서 발견되었

(Park, 2020a; 2020b)이 꾸준히 제기해온 공인본의 금속활

다. 따라서 공인본과 삼성본은 인쇄면 전체의 육안 관찰

자설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공인본상에서 나타나는 너덜

로는 매우 유사하게 보이나 인쇄된 글자를 하나씩 비교하

이, 획의 탈락, 보사, 활자의 움직임, 뒤집힌 글자, 활자의

게 되면 동일한 판목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서

높낮이에 의한 농담의 차이 등은 어디까지나 느낌을 표현

로 다른 판본을 사용해서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

한 것일 뿐 객관적이거나 정량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

성이 있다. 따라서 공인본은 삼성본을 인쇄한 목판과는

고 있다. 실제로 서지학 분야를 개척한 천혜봉(千惠鳳)이

이미지 분석을 통한 매우 유사한 증도가(證道歌) 이본(異本)에 대한 비교연구 / 유우식, 김정곤 | 799

Backside of 34th Folding Leaf
No. 758-2
(Designated on June 29, 2012)

No. 758-1
(Designated on May 30, 1984)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공인본이 금속활자 인
쇄본으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이라면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直指)보다 빠른 시기에 인쇄된 것이
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쇄기술의 역사를 다
시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자들 간의 이견이나 대립을 해소
하고 공인본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과학
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장자들
의 협조를 얻어 한지의 물성, 먹의 물성, 먹의 인출상태,
글자의 두께의 차이, 글자 간의 자형의 차이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인본이 목판 인쇄
본인지 금속활자 인쇄 본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
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의 역사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A)

Figure 12.
characters
surrounded
woodblock
leaf).

(B)

Obvious difference in one out of four
for number three (三) between scripts
by a red square suggesting damage of the
of No. 758-1 (Backside of 34th folding

정리하여 소개한 활자본과 번각본의 식별법, 목활자본과
금속활자본의 식별법의 내용으로 검토해 보아도(Cheon,
1993a; 1993b)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와 주장은 해석 방법
에 따라서 목판인쇄의 특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하는 것만이 그동안의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합
리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향해서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온 증도가 판
본이 동일한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 다른 판에서 인쇄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저자들의 그룹에
서 개발한 최신의 이미지 비교 및 분석 소프트웨어
(PicMan)를 사용하여 각 판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
밀하게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어 수많은 전문가들이 간과해왔던 차이점을 객관화하
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보물 제758-2호 공인
본은 보물 제759-1호 삼성본과는 다른 판으로 인쇄된 것
으로 인쇄시기도 삼성본보다 빠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또한 인쇄상의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보아 목판 인
쇄된 삼성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금속활자 인쇄
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판을 사용했는지가 규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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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통 접착 소재인 아교의 사용성과 해초 추출물 카라기난의 겔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두 재료를 혼합하여 목재 보존용 액상형 접착제를 제조하였으며, 9종의 천연 및 합성 접착제와
의 물성 비교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조한 목재 접착제는 15 wt% 아교 수용액과
λ-carrageenan, 항균제, 소포제 등을 혼합하였으며, 1.80 Mpa의 최대 접착 강도를 확인하였다.
비교 결과 5종의 전통 천연 접착 성분(수용액)과 Polyvinyl acetate 기반 접착제 1종보다 우수한
접착 강도가 나타났으며, 총호기성생성균수와 유해성(TVOC, HCHO, 중금속) 시험 결과 불검출
로 항균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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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glue, a traditional adhesive material, and the g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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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seaweed extract carrageenan, a liquid adhesive for wood preservation was prepared by
mixing the two materials. The prepared wood adhesive was mixed with a 15 wt% aqueous solution
of glue, λ-carrageenan, an antibacterial agent, an antifoaming agent, and the maximum adhesive
strength of 1.80 Mpa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comparison, the adhesive strength was superior
to that of 5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natural adhesive ingredients (aqueous solution) and 1 type
of polyvinyl acetate-based adhesive.
Key Words Wood glue, Gelatin, Glue, Seaweed, Carrageenan, Conservation material

1. 서 론

착제의 경우 쌀, 밀가루, 감자, 옥수수 등의 전분을 사용하
는 녹말풀과 옻, 송진 등과 같은 목재 추출물, 해조 식물

고문헌에 나타나는 접착제는 크게 동물성 접착제와 식
물성 접착제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성 접착제의 경우 동

인 도박과 우뭇가사리, 파해(까막과 청조류), 김, 미역, 톳
(갈조류)을 이용한 접착 성분이 있다(Oh et al., 2020).

물의 뼈와 가죽에서 추출한 아교(阿膠)와 어류의 껍질과

아교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서기｣는 610년

부레를 원료로 하는 어교(魚膠)가 있으며(Wi, 2021), 주로

종이, 먹의 제조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민어의 부레를 이용하여 부레풀이라고도 한다. 식물성 접

아교를 혼합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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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이후 1715년 홍만선이 작성한 산림경제(山林經

에서 해초풀을 섞어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濟)에는 중국의 거가필용을 인용한 아교 제조 방법이 자

그러나 재료의 종류 및 산지, 채취일 등에 따라 특성이

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1834년 이규경에 의해 기술된 오

다르고 건조와 탈염과정 및 끓이는 시간 등 제작자와 방

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는 소가죽을 원

법에 따라 접착제의 균일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부패

료로 하는 아교의 제조방법이 나타나 있다. 또한 ｢경국대

방지를 위해 해초풀을 끓인 후 1일 이상 두고 사용할 경

전｣과 ｢조선왕조실록｣ 등에서는 나무나 자개를 붙여 공

우에 석회가루를 뿌려주어야 하며, 이마저도 임시방편에

예품을 제작하고 어교(부레풀)와 아교를 혼합하여 활이

불가하여 사용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해초 추출물

나 군수품 제작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Encyclopedia

중 카라기난의 경우, 사용성이 뛰어나고 그 응용성이 있

of Korean Culture, 2019). 또 전주장이나 통영장 등의 전통

으며, 종이에 대한 접착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나, 목재

목가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접착 재료로 아교와 부레

에의 적용 시에는, 특히 접착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재

풀 어교를 반씩 섞어 사용하여 강한 접착도를 유지시키고

접착용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있어 목가구 및 고정 건축재의 접착 재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So,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교의 사용성 개선과 동시에 카
라기난의 겔화 현상 및 접착력 증진을 위해 아교와 카라

그러나 아교는 접착력이 우수하고, 건조 중에 위치 및

기난을 배합하여 상호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접착제 개발

접착 보정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통상 고체상으로 존재

을 시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아교의 수용화 이후 부패

하여 보관 및 취급이 간편하기는 하나(Kwon et al., 2003),

의 문제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점도 증가 현상

이를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탕하여 녹이고, 접착

을 없애면서 안정한 접착 강도를 유지하는 접착제를 제조

력 및 점도 조절을 위해 물을 섞어서 사용하여야 하는 등

하고자 하였다. 또 이들 재료의 최적 배합 조건을 연구하

의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아교는 아교

여, 우수한 접착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작업성(발림성)까

의 원료 및 제조방법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 두루 갖춘 새로운 목재 접착제를 개발하고 이의 활용

그 농도에 따라 상이한 접착력을 나타내는 등 최선 또는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최적의 접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에 따른 농
도 조절 등이 요구되어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Wi

2. 재료 및 방법

et al., 2019).
해초풀은 홍조류인 도박, 우뭇가사리 등과 갈조류인

2.1. 시약 및 기기

다시마, 미역, 대황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접착력이 좋은
것은 홍조류인 도박과 우뭇가사리이며, 특히 도박은 당을

Carrageenan은 국내산 홍조류 도박을 K2CO3 용액 내에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접착력이 가장 좋아서 풀을 만드는

서 가열한 후 에틸알코올 침강법을 이용하여 직접 추출하

데 주로 쓰는 해초류이다(Oh et al., 2019). 해초풀은 채취

여 분리 정제한 λ-carrageenan을 사용하였으며(Han et al.,

해 물에 씻고 햇볕에 말리고 두들겨주고 다시 건조 후 5

2018) 용해도 조절과 풀림성 향상을 위해 사용한 Dextrin

∼6시간 정도 약한 불에 끓여 사용하였으며, 바랜 정도에

은 삼정화학(KOR)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점도 조절 및 접

따라 색의 정도가 다르며, 하얗게 되면 풀을 쒀서 찌꺼기

착 보조제로 사용된 Polyvinylpyrrolidone 120(PVP-120/Mw

는 걸러내고 사용하였다.

1,300,000)은 Yuanye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소포제

이렇게 만들어진 해초풀은 예로부터 주로 명주나 비단

FD330A는 새한실리켐(KOR)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

을 풀할 때 또는 한지를 만들 때 닥풀 대용으로 사용하기

된 방부제는 두 종류로 ethylhexylglycerine(EHG)과

도 한다. 또한 문화재 보존에 있어 해초풀은 안료의 박락

2-phenoxyethanol(POE)이었으며 각각 신승하이켐(KOR)

방지용으로 사용되는데 처리 후 광택이나 얼룩을 남기지

의 제품과 삼전화학(KOR)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첨가되

않으며, 약 1% 정도의 저 농도라도 상당한 점조성이 있어

는 EHG와 POE, FD330A는 식품과 화장품에 첨가되는 제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안료층의 두께가 얇을 경우 광택이

품으로 원하는 소포성과 항균성을 가질 수 있는 최소량을

나 얼룩을 거의 생기게 하지 않고 접착할 수 있는 장점이

찾아 첨가하였다. 아교는 Nakagawaho-gofun사(JPN)의 아

있다. 뿐만 아니라 물에 잘 녹고 투명 균일한 용약이 되어

교(播州粒膠)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접착제 제조에 사

직물조직의 심부까지 잘 침투하여 옷감에 탄성을 주며 오

용된 재료들은 모두 분석급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염방지와 세척성도 향상되고, 문화재수리에 이용되고 있

제조된 목재 접착제의 비교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

는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의 미장공사 항목

용의 천연 및 합성 접착제 9종을 선정하여 접착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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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천연 접착제들은 모두 15 wt% 수용액으로

항균성 평가는 총호기성생균수 시험으로 진행하였으

제조한 5종(아교, 토끼교, 감자 전분 풀, 소맥전분 풀, 카

며, 직경 9 cm 페트리 접시에 굳힌 변형 레틴 한천 배지

라기난)과 시판용 목재 합성 접착제 중 polyvinyl acetate

표면에 검액 1.0 mL를 도포하였다. 이를 35℃에서 48시간

기반 접착제 3종(이하 M, D, A 접착제), PVA 기반 접착제

배양하였으며, 총세균수를 측정하였다.

(이하 P 접착제) 1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합성 접착제는

3. 결과 및 고찰

별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험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는 일본 Shimadzu사의 AG-X plus 5 kN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유해성 평가에는 ICP mass는

목재 접착제 제조 중 소포성은 주로 카나기난 용액의

PerkinElmer사(USA)의 Nexion 2000B 모델과 OES Optima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0.18% 미만 사용 시 일부

8300 모델, HPLC A-10altus 모델, Clarus 600 모델, Agilent

미세한 기포들이 제조 과정에서 남게 되어 0.20%를 사용

사(USA)의 GC-mass 7890B 모델을 이용하여 카드뮴(LoQ

하였다. 접착제 내의 기포의 유무는 접착제 물성에는 큰

1.0 μg/g), 납(LoQ 2.0 μg/g), 크로뮴(LoQ 2.5 μg/g), 에틸벤

차이를 나타내지를 않지만 기포 발생으로 인한 혼합도의

젠 (LoD 2.5 × 10-4%), 자일렌 (LoD 6.0 × 10-4%), 포름알데

문제와 미관의 문제, 미세 기포들로 기인한 접착제의 추

하이드(LoQ 40.0 μg/g), 벤젠(LoD 2.0 × 10-5%), 톨루엔

후 내부 건조 문제들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첨가를 결정하

(LoD 2.0 × 10-5%)의 함유량을 분석하였다.

였다.
아교 용액의 경우, 농도를 5%에서 30%까지 조정하면

2.2. 접착제 제조
목재용 접착제는 아교 수용액과 카라기난 수용액을 함
께 혼합할 수 있는 reflux condenser와 온도 조절 센서, 회
전용 임펠라가 삽입될 수 있는 3구 분리 반응 초자에서
90℃에서 가열하여 제조하였다. 아교와 λ-carrageenan을
이용한 목재 접착제는 봉황 아교 용액과 λ-carrageenan 수
용액을 따로 준비하고 이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
였다. 아교 수용액은 5.0∼30.0%의 함량이 되도록 제조하
였으며 제조된 아교 수용액 50 g의 온도를 80℃로 낮추었
다. dextrin 0.20∼0.38 g, 카라기난 1.60∼3.42 g, PVP 2.0∼
3.8 g를 증류수에 용해시킨 50 g의 수용액에 0.1 g의 소포
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λ-carrageenan 수용액을 80℃의 아
교 수용액과 혼합하여 교반하면서 1시간 동안 가열하였
다. 화원을 제거하고 바로 전체 용량의 0.5%에 해당하는
양의 EHG와 0.2%에 해당하는 POE를 첨가하여 용액이 균

서 접착강도를 측정한 결과, 15%까지는 아교 농도 증가
에 따라 접착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5% 이후
에는 접착 강도가 완만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교
농도 10% 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 혼합성과 제조 과정에
서 우수하였으나 많은 희석으로 아교 본래의 접착성(<
0.7 MPa)을 나타내기 힘들었으며 또 20%가 넘어가게 되
면 접착성은 증가하나 추후 혼합 용액 제조 시에 하층부
에서 λ-carrageenan 용액과 충분치 못한 혼합의 문제가 생
기고 실온화 후 점도가 비이상적으로 증가하여 사용성에
문제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접착성과 제조 과정, 실온
화 후 점도들을 고려하였을 때 아교 농도는 2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나, 아교 농도 15∼20% 사이에서는
접착 강도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카라기난과의 혼합액 제
조 시에 혼합이 보다 편리한 15.0%를 아교 수용액의 농도
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Figure 1).

일해질 때까지 교반한 후 밀봉하였으며 안정화를 위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이상 유지시킨 후 사용하였다.
2.3. 인장 전단 접착 강도 및 항균성 평가
인장 전단 접착 강도는 KS M 3720(접착제의 목재 인장
전단 접착강도 시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목재
시편 겹치는 부위에 0.3 g의 제조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온에서 클램프를 이용해 고정하여 24시간 건조하여 만
능재료시험기에서 2 mm/min의 인장 속도로 측정하였다.
총 샘플의 수는 10개였으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결
과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Figure 1. Changes in adhesive tensile strength of
animal glu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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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의 15% 아교 수용액에 혼합될 50 g의 λ

목재 접착에 적용할 만큼 접착도가 증가하는 인자는 아닌

-carrageenan 수용액은 PVP량을 2.8 g으로 고정하고 λ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첨가된 PVP는 접착 보조와 점도

-carrageenan의 사용량을 변화시켰을 때, 2.8 g의 λ

저하제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carrageenan 함량에서 가장 높은 1.80 Mpa 접착 강도를

항균제는 전체 함량의 EHG를 단독으로 사용 시 1.3%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λ-carrageenan의 사용량이 3.0

이상의 EHG가 첨가되어야 호기성균이 검출되지 않았으

g을 초과하면, 접착 강도의 저하도 발생하지만 고점도화

나 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POE 0.2%를 함께 첨가하

로 인하여 사용상의 문제가 나타나서 접착제로서의 특성

여 EHG 사용량을 총량의 0.5%로 낮추어 제조하였다. 이

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2). 또 PVP

두 종류의 방부제는 화장품 첨가제로서의 안전성이 비슷

의 사용량을 2.4 g으로 고정시키고, λ-carrageenan의 사용

하여 총사용량이 40% 이상 감소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량을 변화시켰을 때, 최고 접착 강도는 1.55 Mpa였으나

에 총호기성 생균수 배양 결과가 1.3% 이상의 EHG가 첨

이 역시도 λ-carrageenan의 사용량이 2.6 g을 초과하면, 점

가되어야 나타나는 결과와 같이 0 cfu/g의 결과를 나타내

도 증가로 인하여 접착제로서의 사용 불가능하였다

고 있어서 두 항균제의 혼합 사용이 최소의 항균제 사용

(Figure 3). PVP의 사용량을 3.2 g으로 증가시키고, λ

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carrageenan의 사용량을 변화시켰을 때, 최고 접착 강도

이렇게 제조된 목재 접착제는 밀폐 시 6개월 이상 물성

가 1.60 Mpa를 나타내었으나 여기에 λ-carrageenan의 사용

의 변화나 표면의 고화 문제, 균주로 인한 부패나 색변

량을 증가시켜도 접착 강도가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지

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않는 것으로 보아 PVP가 일정 부분 접착에 관여하지만

등의 TVOC와 HCHO 및 납, 카드뮴, 크로뮴 등의 중금속
들도 모두 불검출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환경 친화적 접착
제로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5% 아교 수용액 50 g과 PVP 2.8
g과 λ-carrageenan 2.8 g가 포함된 50 g의 λ-carrageenan 수
용액 두 가지를 혼합한 접착제가 가장 우수한 접착 강도
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교만을 이용한 수
용액의 접착 강도를 λ-carrageenan이 첨가되어 접착 강도
가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아교 수용액 단독 사용으
로 인한 부패 현상과 단독 사용 시 나타나는 점도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성을 향상시킨 변형 아교 접착
제 제조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아교만을 이용한 수용성
접착제의 경우, EHG와 POE의 첨가로 인하여 부패 현상

Figure 2. Adhesive strength chan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λ-carrageenan used (PVP 2.8 g).

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일부 방사선 처리한다 하여도 점
도의 변화가 나타나서 사용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반면에
본 혼합 접착제의 경우, 접착도 및 점도의 변화가 없이
항변성 접착 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목재 보존용 액상 접착제의 최종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최종 조성으로 합성된 액상형 목재 접착제와 전통 천
연 소재 접착제 및 합성 접착제의 비교 접착 강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천연 접착제의 경우 목재 접착제 제조 시
사용한 아교 수용액과 동일한 조건인 15 wt% 수용액을
제조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15 wt% 감자 전분 풀
(0.12 Mpa)과 15 wt% 밀가루 전분 풀(0.15 Mpa)은 카라기
난과 아교 수용액에 비해 낮은 접착 강도를 나타내었으

Figure 3. Adhesive strength chan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λ-carrageenan used (PVP 2.4 g).

며, 1.10 Mpa의 토끼교는 천연 접착제 중 가장 높은 결과
를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조한 목재 접착제보다는

목재 보존용 액상 접착제의 제조 및 물성 연구 / 오승준, 한원식, 위광철 | 805

Table 1. Composition of wood adhesive
Total ratio
Animal glue
aqueous solution
(animal glue 15 wt%)

λ-carrageenan
(in Dextrine 10%)

PVP

EHG

POE

FD330A

50 g

2.8

2.8

0.5

0.2

0.2

Table 2. Result of comparative physical property test
Natural adhesiv
Adhesiv

Synthetic adhesiv

Potato starch
Wheat starch λ-carrageenan
Animal glue Hare glue
adhesive
adhesive
adhesive

M

D

P

A

(Aqueous solution 15 wt%)
Adhesion
(Mpa)

0.12

0.17

1.10

Wood
adhesiv

1.80

0.15

0.16

3.77 1.75 3.41 3.76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접착성분의 혼합

-carrageenan 수용액에 식품용 혹은 화장품용 소포제와 항

농도에 따라 증감이 있겠으나 실제 사용 시 처리자 또는

균제가 소량 첨가하여 제조되었다. 이들의 최고 접착 강

작업자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특성에 맞춰볼

도은 1.80 Mpa로 아교 수용액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때 목재 접착제로서의 충분한 접착 강도를 확보한 것으로

증진된 접착 강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판단된다. 또한 시판용 합성 접착제는 Polyvinyl acetate 기

온 전통 천연 소재 접착제를 상회하는 접착 강도를 확인

반 접착제인 D 접착제는 개발 접착제보다 낮은 접착 강도

하여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3종의 합성 접착제는 M 접착제

또한 중금속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은

3.77 Mpa, P 접착제 3.41 Mpa, A 접착제 3.76 Mpa로 제조

친환경 목재 접착제로 제조되었으며 첨가제의 양을 극소

한 목재 접착제보다 높은 접착 강도를 확인하였다. 이는

화하기 위하여 최소량의 소포제를 사용하였으며 항균제

개발 접착제가 합성 접착제보다는 다소 낮으나, 기존 천

도 두 가지를 사용하여 기존 항균제의 사용량을 40% 이

연 접착제에 비해 우수한 접착 강도를 가지는 것을 보여

상 감소하여도 호기성 균주의 배양을 없앨 수 있는 결과

주는 결과였으며 또한 개발 접착제는 친환경성과 항균성

를 나타내었다. 제조 후 밀폐 보관 시 6개월 이상 물성

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시판 합성 접착제에 대한 대체 가

변화와 부패 및 점도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전통

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천연 접착제의 보관성을 개선하고 사용성이 편리한 친환
경 목재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 결 론

다만 합성 접착제의 접착 강도 및 경제성, 사용성은 카
라기난 추출공정의 단순화와 안정적인 평활도, 점도 조절

본 연구에서는 현재 목재를 이용해 제작된 목재 문화

에 다른 사용성 최적화, 아교와 카라기난의 배합 농도를

재 또는 목공예품 등의 보존에 사용 가능한 천연 접착제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교의 젤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틴 성분과 도박의 carrageenan 성분을 혼합해 최적의 합성

이다.

조건을 찾아 액상형 목재 접착제를 제조하고 물성 및 안

사 사

정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접착제는 아교의 사용성 증진을 위하여 수용화할
경우 나타나는 부패 현상, 고점도로 인한 사용성의 문제

본 논문은 2018년 문화기술연구개발(지정과제) 사업

등을 해결한 항변성 접착제로 50 g의 15% 아교 수용액과

(과제 번호 R2018020045)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λ-carrageenan 2.8 g과 PVP가 2.8 g이 포함된 50 g의 λ

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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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노벽을 대상으로 자연과학적 분
석을 통해 지역 간 재료나 배합비율, 피열온도 등 상관성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라
지역의 김제 은곡, 남원 성산리 투구봉,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과 경상지역의 고성 소을비포
성지, 합천 야로 유적에서 출토된 노벽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성의 정도에 따라
층위변화가 존재하며, 고성 노벽은 2개의 층위, 나머지 유적 노벽은 3개 층위로 구성되었다.
김제 은곡과 성산리 투구봉, 합천 야로 유적은 각상의 입자상, 성산 유적은 아각상, 고성 유적은
아원마상의 입자상을 보여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유적에 따라 피열온도는
1300°C와 1100°C 정도로 구분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주요
성분함량에서 TiO2는 대부분의 시료가 1%를 넘지 않아 사철제련이 아니거나 저티탄 사철을
사용한 노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 간 유사성은 크지 않으며, 유적의 성격과 제철원료,
노벽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성분조성에 따라 상관성이 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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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oseon Dynasty’s furnace walls, excavated from south Kore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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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s and differences of the furnace walls found in Jeolla and
Gyeongsang regions. Three ruins in the Jeolla region and two in the Gyeongsang regio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a layer change depending on the degree of plasticity and difference
in the number of layers and particle phase. Furthermore, although the temperature to be subjected
to heat was divided into 1300°C and 1100°C, it was not a phenomenon that appeared according to
the region. Additionally, analysis result of major components revealed that the TiO2 content of most
samples does not exceed 1wt%, This means that the furnace did not smelt iron sand or smelted it
into low-titanium sand. This study indicated a slight similarity between the furnace walls found in
the two regions, and the correlation was determined based on the nature of the ruins, raw materials
of the metals ores, and composition of the raw materials constituting the furnace walls.

Key Words Furnace wall, Smelting furnace, Iron sand, Joseon Dynasty, Firing temperature

1. 서 론

해 아직 쉽게 단정지을 수 없으나, 주조 기술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제철 기술사와 단조 기술을 중심으로 이

한반도 철기문화는 중국의 발달된 철기문화가 대부분
이 그대로 한반도에 유입되어, 유구에서 출토되는 중국계

어지는 한반도의 제철 기술사는 차이를 보이며, 독자적인
발전을 일군다.

유물을 근거로 빠르게는 기원전 4-3세기경으로 보고 있으

한반도 제련로의 형태적 발전은 반지하식 원형로를 기

며, 제철기술은 늦어도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한반도 동

반으로 하는 반지하식 제련로가 반지하식 방형로-반지하

남부 지역에 독자적인 철기의 제조기술이 정착되어 있었

식 상형로로 발전하며, 조선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석축형

다(Kim, 2003). 한반도 제철기술의 기원시기와 발전에 대

제철로 또한 등장한다(Choi, 2021). 제련로의 형태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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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벽 재료의 변화도 야기했는데, 특히 조선시대 상형로의

소을비포성지 발굴조사 결과, 1호는 철재 폐기장, 3호는

경우, 노벽 재료를 점토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석재를 추

원형 정련로지로 판단되었으며, 조업시기는 17∼18세기

가하여 축조하였다. 제련로의 양 단벽으로 석재를 사용해

대로 추정된다(Foundation of East Asian Cultural Properties

노벽을 고정하는 작업은 노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하고,

Institute, 2007). 합천 야로 노벽은 폐기장 수습 노벽이나

노 내 생산물을 꺼낼 때 단벽 만을 제거하여 반영구적인

유적 내에 원형로의 제련시설이 존재하며, 주변 채집 유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Jeonnam Cultural Heritage Research

물을 보았을 때(Shin, 2006), 조선시대에 운영된 원형로였

Institute, 2017).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련로의 형태적 변화들이 노벽 구성재료의 변

따라서 6점의 노벽 시료 분석을 통해 한반도 남부지역

화를 야기했는가를 이번 연구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국

조선시대 제철산업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의 경우에는 지역과 시대별로 유적을 분류하여 고고학적

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대 미상의 노벽으로 분류된 남원

조사와 보존과학적 분석의 교차연구를 통해 학제 간 융합

성산리 노벽의 시대구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을 시도하여 어느 정도 정립되었으나(Liu et al., 2017) 국

기대된다.

내 연구에서는 그 사례가 드물며(Han, 1993; Cho et al.,
2013; Lee, 2015; Hong, 2015), 앞서 언급했듯 한반도와 중
국 간 주요 철 생산품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유
적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연구들
이 축적되어 노의 형태와 재료, 나아가 노의 성격을 규명

2.2. 연구방법
층위별 기공과 입자의 분포 및 크기, 색상, 구성광물
등을 확인하고자 마운팅 시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Eclipse lv100n pol, Nikon, JPN)에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
으며, 구성광물을 확인하고자 층위를 구분하여 다이아몬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드 디스크휠로 일부를 채취하여 분말화 한 후 시료 홀더

2. 재료 및 방법

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조건은 분석 조건은 40kV,

2.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벽은 전라지역에서 출토된 김제

에 담아 X-선 회절분석기(Miniflex, Rigaku, JPN)로 결정구
15mA, 5°∼80°, 2°/1min이다. X-선형광분석은(S8 Tiger,
Bruker, USA) 열처리가 완료된 분말화 시료 1.0 g + X-Ray
flux (lithium tetraborate 66% : lithium metaborate 34%) 10g
을 혼합하여 비드머신에서 1000°C로 녹여 glass bead를 만

장흥리 은곡 유적, 남원 성산리 투구봉, 화순 쌍산 항일의

들고, 가속전압 30∼60kV, 전류 67∼135 mA를 가하여 정

병 유적 노벽과 경상지역에서 출토된 고성 소을비포성지,

량 분석하였다. 노벽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합천 야로 유적 노벽이다(Figure 1).
김제 은곡과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출토 노벽은 유
구와 유물의 편년을 통한 조업시기를 추정한 결과, 18세

차열중량분석기(SDT 650, TA instrument, USA)를 이용하
였다. 온도범위 50∼1200°C, 승온속도는 20°C/min으로 분
석조건을 설정하였다.

기에 운영된 반지하식 상형제련로로 판단된다. 원료는 사

3. 연구 결과

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를 축조할 당시에 점
토블럭을 쌓아 제작했고, 이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체가
존재한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철을 이용
해 괴련철을 생산한 제련로로 고찰하였다(Korea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2011; Jeonnam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7). 남원 성산리 노벽은 해당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만 이루어져,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인접한 남원 고기리 유적이 조선시대 유적이며
(Jeonju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6), 슬래그
에서 Leucite가 검출되었고, 조직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있어(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조선시대 노벽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고성

3.1. 단면관찰
연구대상 노벽들의 일부를 채취하여 단면관찰을 실시
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제철 조업으로 인해 생성된 흑색
탄화층과 비소성층이 구분되었으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정질의 백색 광물이 모든 층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라지역 노벽 중 김제 장흥리 은곡과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시료는 내부층과 중간층, 외부층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였으며, 색상으로 쉽게 구분이 가능하
다. 반면에 남원 성산리 시료는 내부 소성층이 중간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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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ST

SS

GO1

GO3

SKK

Figure 1. Picture of furnace wall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JE: Kimjae Jangheung-ri Eungok Ruins,
ST: Seongsan-ri Tugubong, SS: Hwasun Ssansan Anti-Japanese Army ruins, GO1⋅GO3: Goseong Soeulbipo fortress ruins,
SKK: Hapcheon Yaro ru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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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감싸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 두 시료와는

지로 내부층과 외부층에서 모두 백색의 작은 점과 같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상지역 노벽에선 합천 야로 유적

입자가 확인되었다. 합천 야로 유적 노벽은 내부층, 중간

노벽만 내부층, 중간층, 외부층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였

층, 외부층으로 구분되며, 장방형과 원형의 조립질 입자

고, 고성 소을비포성지 유적의 노벽들은 내부층과 외부층

들이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관찰된다(Table 1,

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성 1호 노벽의 내부층 중앙에

Figure 2).

위치한 장방형의 거대한 백색 입자를 임의로 중간층으로
명명하여 관찰했다.

3.2. 결정구조

김제 장흥리 은곡 시료는 3개의 층위로 구분이 가능하

노벽의 결정구조 분석 결과, 모든 시료에서 노벽 제작

며, 색상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

시 사용되는 토양 원재료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석영

부층과 중간층에서도 철 성분의 영향으로 인해 생성된 것

(Quartz)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성분은 시료와 그 층위

으로 보이는 흑색의 흡착물 등이 확인되어 제철조업의 영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향이 외부층까지 미쳤음을 확인했다. 남원 성산리 투구봉

김제 장흥리 은곡 시료의 외부층에서는 일반적인 토양

시료는 흑색 내부층이 외부 토양을 감싸는 형태였기 때문

구성광물인 석영과 장석(Microcline/Albite), 운모(Mica)가

에 다른 노벽 시료와 같은 중간층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

확인되었으나, 중간층부터 장석 피크가 급격하게 감소하

로 추정된다. 내부층에서 블로팅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며, 뮬라이트(Mullite) 피크가 확인되어 피열을 받은 것을

중간층에서 철 성분이 흡착되어 있는 것은 김제 장흥리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층은 헤르시나이트(Hercynite)와

은곡 시료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

자철석(Magnetite) 피크가 나타났으며, 고온으로 피열됨

적 노벽은 내부층보다 안쪽에 위치한 슬래그층이 확인되

과 동시에 슬래그 성분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었다. 침상의 크림색 바탕층과 철 슬래그로 보이는 흡착

남원 성산리 투구봉 노벽의 분석 결과, 외부 토양층과

물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외부층과 중간층에서 확인되던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내부층으로 구성된 시료였는데, 외

백색의 거정질 입자가 내부층과 슬래그층에서는 확인되

부층의 경우에는 김제 장흥리 은곡 시료와 마찬가지로 일

지 않았다.

반적인 토양의 구성 광물들이 확인되었으나 운모류 광물

고성 소을비포성지 1호 노벽은 흑색 내부층과 적갈색

이 확인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내부층은 모두 헤르시

의 외부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내부층 한가운데 거대한

나이트가 확인되어 고온으로 피열됐음을 확인하였고, 내

장방형의 백색 입자가 존재한다. 단면에 분포하고 있는

부층-2는 자철석과 철감람석(Fayalite) 피크가 추가로 확

조립질 입자는 아원마상이며, 현미경상에서 확인되는 백

인되어 상대적으로 슬래그에 의한 침투가 존재했을 것으

색의 작은 점과 같은 입자가 특징이다. 고성 소을비포성

로 추정된다.

지 3호 노벽은 다수의 비소성 외부층과 일부 흑색에 가깝
게 변색된 내부층으로 구성된 단면을 보였다. 색상을 제
외하고 층위 간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1호와 마찬가

Table 1. Microscope image results of the furnace wall
Classification
Sample Group

Furnace
type

JE

Smelting
furnace

ST

Unknown

SS

Smelting
furnace



GO1

Dump site



GO3
SKK

Reducing
furnace
Dump site

Inner


Layer
Middle Outer


Etc



Angular



Angular





Subangular

Slag layer exists





Subround

Middle layer(white minerals of
rectangular is existed in the firing layer)



Subround

White small particle distribution



Angular







Particl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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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Middle

Outer

Inner-1

Outer

Inner-2

Slag

Inner

Middle

Outer

Inner

Middle

JE

ST

SS

GO1

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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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Outer

Inner

Middle

GO3

Outer

SKK

Figure 2. Microscope images of the furnace wall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에서 잔존한 철 성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노벽의 분석 결과, 외부층에서
는 석영과 적철석(Hematite), 장석이 확인되었으며, 중간층

고성 소을비포성지 1호 유적 노벽은 외부층에 석영, 적

부터 적철석과 뮬라이트가 확인되어 피열을 받은 것을 확

철석, 장석이 확인되었으며, 중간층부터 뮬라이트가 확인

인하였다. 내부층은 뮬라이트와 철감람석 그리고 크리스토

되어 피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층에서 크리스

발라이트(Cristobalite)로 구성되어 고온의 피열과 제련과정

토발라이트와 자철석 피크가 함께 나타나 고온으로 피열됨

Table 2. The results of XRD analysis for the furnace walls
Sample

Minerals

Quartz Feldspar

Mica

Mullite Hematite Magnetite Hercynite Cristobalite Faylite Brookite Kaolinite

JE inner

●

●

●

●

●

JE middle

●

●

JE outer

●

●

ST inner-1

●

●

ST outer

●

●

ST inner-2

●

●

SS inner

●

●

SS middle

●

●

●

SS outer

●

●

●

GO1 inner

●

1050∼1275°C

GO1 middle

●

●

GO1 outer

●

●

GO3 inner

●

●

●

●

●

GO3 outer

●

●

●

●

●

SKK inner

●

●

1050∼1275°C

●

550∼800°C
●

●

1050∼1275°C

●

550∼800°C
●

●

Firing
temperature

●

●
●

●
●

●

●

●

●

●

1050∼1275°C

●

1300°C∼
1050∼1275°C
1050∼1275°C

●

●

1300°C∼
1050∼1275°C
1050∼1275°C

●

●

∼550°C
∼550°C
1300°C∼

SKK middle

●

●

●

1050∼1275°C

SKK outer

●

●

●

1050∼12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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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슬래그 성분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천 야로 유적의 노벽 분석 결과, 석영과 장석, 뮬라이

고성 소을비포성지 3호 유적 노벽은 현미경상으로 확인하

트 등이 외부층에서 확인되어 피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

였을 때, 2개의 층위로 분류되었다. 석영, 장석, 운모와 함께

었다. 중간층은 비소성층과 검출되는 광물이 동일하였으

고령석(Kaolinite)과 브루카이트(Brookite)가 외부층에서 확인

며, intensity의 차이만 존재하였다. 내부층의 경우에는 크

되었으며, 내부층에서도 성분 변화 없이 intensity만 약간 감소

리스토발라이트와 자철석 피크가 확인되어 고온으로 피

한 채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소성 지시광물이 확인되지 않

열됨과 동시에 슬래그 성분에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

아 고온으로 인한 피열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였다(Table 2, Figure 3).

Figure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furnace walls (Qz: Quartz, F: Feldspar, Mi: Mica, Mu: Mullite, He: Hematite,
Mag: Magnetite, Her: Hercynite, Cb: Cristobalite, F: Faylite, Bk: Brookitre, Kl: Kaolinite).

Figure 4. WD-XRF graphs of the furnac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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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igenvalues, contribution rates, and cumulative contribution rates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n content
of major components
Components
1
2

Eigenvalues
3.895
1.959

% of variance
38.951
19.588

Cumulative %
38.951
58.539

3
4
5

1.532
0.986
0.530

15.323
9.864
5.303

73.862
83.726
89.029

6
7

0.427
0.329

4.271
3.287

93.301
96.588

8

0.236

2.362

98.950

9
10

0.080
0.025

0.796
0.254

99.746
100.000

Table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omponent matrix for the content of the major components
Variable
Al2O3
CaO

Component 1
0.160
0.568

Component 2
-0.777
0.559

Component 3
0.383
0.411

Fe2O3
K2O
MgO

0.671
-0.494
0.805

0.372
0.408
0.042

-0.378
0.050
0.305

MnO
Na2O
P2O5

0.708
-0.654
0.615

0.552
0.500
-0.409

0.405
0.021
0.215

SiO2
TiO2

-0.444
0.838

-0.017
-0.113

0.792
-0.376

3.3. 화학적 특성
한반도 남부지역 출토 노벽 약 1 g을 WD-XRF로 분석
하여 주요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Table 5, Figure 4). 주요성분 10가지를 분석하
였으며, 평균적으로 Al2O3 16.74 wt%, CaO 0.95 wt%,
Fe2O3 7.6 wt%, K2O 3.14 wt%, MgO 1.1 wt%, MnO 0.08
wt%, Na2O 0.79 wt%, P2O5 0.16 wt%, SiO2 62.44 wt%, TiO2
0.56 wt%의 값을 보였다.
분석된 성분 함량을 이용하여 시료 간의 재료학적 상
관 특성을 확인하고자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IBM SPSS를
활용한 주성분 분석 및 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요 성분의 함량을 가지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전체 그룹에 대해 계
산된 고유값 및 기여율은 Table 3과 같다. 주성분 1은 기
여율이 38.951%, 주성분 2는 19.588%, 주성분 3은 15.323
으로 나타났으며, 주성분 1∼3의 누적기여율은 73.862%

Figure 5. Component diagram drawn using a componen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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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ntents of major components for furnace wall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t%)
Sample

Components

Al2O3

CaO

Fe2O3

K2O

MgO

MnO

Na2O

P2O5

SiO2

TiO2

L.O.I

Total

JE inner

11.26

0.41

13.24

3.51

0.40

0.03

0.81

0.03

51.27

0.53

18.50

100

JE middle

13.42

0.34

2.00

3.42

0.47

0.02

1.02

0.01

56.31

0.19

22.79

100

JE outer

15.53

0.38

2.02

4.27

0.41

0.02

1.24

0.01

67.22

0.23

8.67

100

ST inner-1

15.87

1.17

9.44

3.89

0.85

0.08

1.71

0.04

65.97

0.57

0.40

100

ST outer

16.30

1.00

4.22

2.86

1.00

0.06

1.29

0.03

60.61

0.40

12.24

100

ST inner-2

12.22

1.65

12.68

2.43

1.52

0.13

0.78

0.06

42.73

1.27

24.52

100

SS inner

14.98

1.03

14.62

4.23

1.52

0.12

0.40

0.09

62.50

0.50

0.00

100

SS middle

19.28

0.19

6.60

3.62

1.64

0.07

0.42

0.04

66.71

0.53

0.89

100

SS outer

18.30

0.19

6.68

3.55

1.62

0.07

0.39

0.05

66.76

0.58

1.80

100

GO1 inner

17.61

3.63

9.12

3.26

1.84

0.22

0.60

0.41

62.72

0.59

0.00

100

GO1 middle

10.23

1.33

7.19

2.46

1.37

0.12

1.24

0.17

75.21

0.37

0.31

100
100

GO1 outer

18.82

1.11

8.63

2.71

1.41

0.14

0.38

0.39

63.65

0.70

2.07

GO3 inner

20.91

0.73

7.94

2.30

1.32

0.04

0.22

0.97

57.08

0.91

7.56

100

GO3 outer

22.30

0.54

9.34

2.11

1.47

0.06

0.20

0.20

55.35

0.82

7.60

100

SKK inner

16.80

1.21

7.98

2.82

0.72

0.09

0.80

0.12

68.87

0.59

0.00

100

SKK middle

20.39

0.63

3.92

2.84

0.64

0.03

0.98

0.02

69.15

0.38

1.01

100

SKK outer

20.26

0.55

3.66

3.12

0.55

0.03

1.00

0.02

69.33

0.37

1.12

100

Figure 6. Discriminant analysis graph of the furnace walls.

이다. 또한 Table 4와 Figure 5는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Figure 6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이들 상관계수들은 어느 성분이 많으며, 어떤 성분이 그

출토 노벽을 정준판별함수로 도식화하였다. 그래프에서

룹을 분리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듯이 집단 중심값이 일치하지 않아 응집되어

(Noh, 2005). 성분 1에서 TiO2와 같은 성분이 Al2O3와 같은

있지 않고, 출토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즉, 노벽의 축조과

성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크다는 것을

정에서 다른 재료와 배합비율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였으

알 수 있다.

며, 유적에 따라 주요성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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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eight reduction rate for TG-DSC graphs of furnace walls (%)
Sample

Weight reduction rate

Sample

Weight reduction rate

JE inner

-0.17

GO1 inner

0.624

JE middle

0.565

GO1 middle

0.994

JE outer

0.872

GO1 outer

3.076

ST inner-1

0.024

GO3 inner

9.403

ST outer

1.506

GO3 outer

9.513

ST inner-2

-0.27

SKK inner

0.536

SS inner

0.103

SKK middle

1.608

SS middle

1.009

SKK outer

1.719

SS outer

1.86

적으로 고성 소을비포성지 1호와 3호 유적만 집단 중심값

소을비포성지 3호 노벽을 제외하면 유사한 결괏값을 보

이 가까워 공방지는 달라도 동일 유적에서는 유사한 배합

인다. 유적과 관계없이 내외부층 모두 유사한 값을 보였

비율로 노를 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 그래프상에서는 석영 상전이 피크를 제외한 나머지
피크가 확인되지 않았다.

3.4. 열분석
출토 노벽의 지역에 따른 열중량-시차주사열량분석
(TG-DSC) 결과는 Figure 7, 8과 같다. 모든 시료에서 석영
의 상전이 피크인 573°C의 흡열피크가 확인되나 고성 소
을비포성지 3호 노벽의 경우에는 굉장히 희미하게 피크
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약 500°C에서 나타나는 흡열피크
와 900°C 부근에서 나타는 뮬라이트 발열피크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피열을 받지 않은 시료로 추정된다. 노벽

중량감소율의 경우, 대부분의 시료가 0∼3%의 범위에
위치하나, 고성 소을비포성지 3호 노벽의 경우에는 9.5% 부
근에 위치해 다른 노벽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6).
따라서 열흐름 그래프에 따르면 내외부 시료 모두
1000°C 이상의 피열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XRD 결과
에서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광물이 확인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열흐름 그래프에서 내외부층의 차이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의 층위 따른 결과는 Figure 9, 10과 같으며, 이 역시 고성

Figure 7. TG-DSC graphs of furnance walls in the Jeoll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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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G-DSC graphs of furnance walls in the Gyeongsang region.

Figure 9. TG-DSC graphs for inner layer of furnance walls.

4. 고찰 및 결론

제련로임을 밝힌 고고학적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노벽의
TiO2의 함량을 이용하여 사철 제련 여부를 파악하는 기존

노벽의 경우, 정확한 출토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

의 연구방법을 적용했을 때, 내부층이 0.528%의 함량을

세조직과 성분분석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노벽과 유적의

보여 0.99%로 밝혀진 원료시료의 1/2 정도로 나타나 낮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노벽

수치이지만 다른 시료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값을 보

은 대부분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어 있고, 유적의 특성에

인다. 이는 저티탄 사철을 원료로 이용해 제련을 실시했

대한 고고학적 고찰이 이루어져 이번 연구에 활용하였다.

을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와 같다.

김제 장흥리 은곡유적 노벽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또한 김제 장흥리 은곡유적

1100°C 부근에서 확인되는 뮬라이트와 열분석 그래프를

과 같은 상형로로 파악되나, 결정구조 분석과 열분석을

참고했을 때, 저온환원 제철법 이용하여 괴련철을 생산한

통해 노벽의 피열온도는 1300°C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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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G-DSC graphs for outer layer of furnance walls.
적 요인과 TiO2 함량 등을 이유로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

의 연구에 활용된 노벽은 폐기장 수습 노벽이나 제련로와

하였을 것으로 고찰(Jeonnam Cultural Heritage Research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벽의 피열온도는 1300°C

Institute, 2017)되었으나 일부 슬래그의 미세조직 등에서

이상으로 보이며, 외부층에서도 뮬라이트가 확인되어 상

사철의 특징이 나타나며, 소성층에서 TiO2 함량이 0.498%

대적으로 높은 피열을 받았거나 여러 번 사용됨에 따라

이고, 철재의 평균 TiO2 함량이 0.91%임을 감안 했을 때,

고온성 광물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

함량의 약 1/2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저티탄 사철을 원료

리시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따르면 해당 유적 일대는 사

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철이 토산품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 제철원료가 사

성산리 투구봉은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료는

철일 가능성이 높다. 소성층의 TiO2 함량은 0.588%로 나

투구봉 북기슭 지표 채토과정에서 획득하여 노의 성격과

타나 사철제련을 실시하였다면 김제 장흥리 은곡유적과

생산품을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단면관찰

같은 저티탄 사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과에서 앞서 조사한 시료들과 유사하며, 내부층은 모두

선행된 분석 연구(Shin et al., 2006)에 따르면 노벽편에 대

1100°C 이상의 피열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층-2

한 TiO2의 함량이 2.35%와 0.64%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는 결정구조분석에서 철감람석의 존재도 확인되며,

데이터의 해석에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D-XRF에서도 내부층-2가 상대적으로 높은 Fe2O3값을

제철 부산물인 슬래그 내에 존재하는 TiO2 함량은 기

보여 최종적으로 제철조업에 영향을 받은 부분은 내부층

존의 연구에서 사철 제련의 증거로서 활용이 되었으나

-2로 추정된다.

(Yoon, 1986; Choi et al., 1994), 노벽의 경우에는 TiO2 함

고성 소을비포성지 유적은 단면관찰 결과에서 확인할

량을 이용한 제련 원료의 추정을 한 사례가 드물어(Korea

수 있듯이 1호와 3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백색의 작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2011) 이번 연구에서 해

은 점과 같은 입자가 특징이다. 폐기장 유적으로 고찰된

석을 시도하였다. 노벽에 포함된 TiO2 함량을 이용해 제

1호 노벽은 1300°C 이상의 피열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철 원료의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시료가 1%를 넘지 못하

정련로 유적의 3호 노벽은 고온지시광물의 부재와 열분

고 낮은 값을 보여 사철제련이 아니거나 저티탄 사철을

석 그래프의 형상을 미루어보아 상대적으로 낮은 피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고고학적 연구를 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호 노벽은 다른 노벽들에 비해

해 사철 제련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김제, 합천

피열온도가 현저히 낮으며, 소결된 점토의 특징을 보이지

의 경우에는 내부층과 외부층 간의 격차가 약 2배 정도이

않으므로 노벽이 아니거나 정련로의 최외곽 부위에서 채

며, 이는 원료가 사철로 고려되지 않는 타 지역 노벽에

취한 시료일 가능성이 있다.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논리로 원

합천 야로 유적은 조선시대 운영된 원형제련로로 금번

료가 불명인 성산 투구봉 유적을 접근하면, 외부층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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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층-2 간 함량이 약 3배 차이가 나므로 사철제련을 했을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층위에 따라 TiO2 함량 차이를

이번 연구에 한반도 남부지역, 조선시대 유적에 한정

보이지 않은 고성 소을비포성지 3호 노벽은 사철제련의

하여 지역적 차이에 따른 유적출토 노벽의 특징을 비교하

영향이 아닌 토양 내에 존재하는 브루카이트의 영향으로

였으며, 추후 노벽의 시대에 따른 변화와 지역에 따른 변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화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피열온도에 의한 분류로는 1300°C 이상의 피열을 받

수 있을 것이다.

은 유적은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고성 소을비포성지
1호, 합천 야로 유적 노벽이며, 1100°C 부근의 김제 장흥

사 사

리 은곡, 성산리 투구봉 그리고 500°C 이하의 고성 소을
비포성지 3호 노벽으로 분리된다. 같은 원료를 사용했을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피열온도의 차이가 확인되며, 이는

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중 보호연구지원사업의 지

해당 유적의 성격에 따라 발생한다. 1300°C 이상에 해당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0R1I1A2072253)이며, 시

하는 유적은 선철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1100°C

료를 제공해 주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감사드린다.

부근의 유적은 괴련철 생산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일부 노벽편에서 확인되는 송풍구의 형태를 통해
피열온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노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김제 장흥리 은곡과 화순 쌍산 항일의
병 유적 보고서의 경우, 송풍관의 관입각도에 대한 서술
이 존재한다. 김제 장흥리 은곡의 경우, 노 바닥 기준 수
평에 가까운 각도이며,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노벽은
송풍방향이 사선인데, 이와 같은 송풍구의 관입각도 차이
또한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노벽의 피열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가 아직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밝혀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성 소을비포성지 1호와 3호 노벽은 현미경상 특징과
주요성분 함량의 판별분석 결과를 통해, 피열온도의 차이
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같
은 결과는 출토 위치가 달라도 동일유적 내라면 유사한
재료와 배합비율을 사용하여 노를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
시한다. 고성 소을비포성지와 같은 사례가 이례적일 가능
성도 존재하므로 단정 지어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유적지
의 추가적인 시료와 연구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노벽의 지역 간 유사성은 크지 않으
며, 유적의 성격과 제철원료, 노벽을 구성하는 토양의 성
분조성에 따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열온도는
지역에 따른 기술력의 차이라기보단 해당 유적의 성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온도 구분
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간 차이로 볼 수 없다. 주요
성분 함량을 이용한 제작재료의 상관성에서도 고성 소을
비포성지 출토 노벽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 간 상관성이
부족하여 조선시대 노벽의 지역에 따른 분류는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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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비무장지대에서 수습한 총기류 유품은 매장된 상태로 있다가 출토되는 순간 급격한 환경변화
로 인해 부식에 취약하다. 특히 철제 총기류에 있어서 활성부식을 일으키는 염소이온(Cl⁻)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지만 근현대에 제작되었다는 재질 특성과 매장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고고유물과 동일
한 탈염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 내 6⋅25 한국전
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한 총기류를 대상으로 보존처리와 탈염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탈
염 실험은 탈이온수와 소디움 세스퀴카보네이크 용액에 온도별로 침적시키는 방법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안정적인 보존방안을 모색하였다. 탈염 실험을 통해 탈염처리 방법에 따른 염소이온의 추출
정도를 비교 실험한 결과, 100℃ 소디움 세스퀴카보네이트에서 가장 많은 용출량을 보였으며 탈염
기간이 1∼2주로 매우 짧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나머지 유품 중 총신과 방아틀 뭉치는 100℃로
가열하여 8시간, 상온에서 16시간씩 매주 1회 약품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총 6회 탈염처리를 실시하
였다. 그러나 탄약이 장전된 총신의 경우 탈염처리 시 고온 및 진공함침으로 인한 압력으로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탈염처리와 진공함침 강화처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심어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보존처리, 탈염처리, 총기
ABSTRACT The weapons excavated from the de-militarized zones (DMZ) of Korea are vulnerable

to corrosion due to the immediate and drastic environmental change. Especially, the chloride ions (Cl⁻)
in iron weapons cause active corrosion and require removal. In this study, conservation treatment and
de-salination was performed for the discovered weapons from excavation site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during the Korean War. Furthermore, an attempt was made to prepare the most stable plan
for conservation treatment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soaking weapons in distilled water without
chemicals and in a solution of sodium (SSC) at different temperatures. In the preliminarily experiments,
the comparison of the eluted Cl⁻ ions according to different conditions of de-salination showed that
the highest number of ions were detected from the de-salination with SSC at a temperature of 100℃,
and its duration was much smaller, i.e., 1∼2 weeks. Accordingly, for the parts from the guns and
rifles amongst other objects, a six-time de-salination was conducted in the SSC solution for 8 hours
at 100℃ and subsequently, for 16 hours at room temperature during which the distilled water and
SSC were exchanged every week. However, in the case of a loaded rifle, the de-salination was not
conducted, considering the risk that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by impregnation in vacuum
could cause an explosion
Key Words DMZ, Korean War, Conservation treatment, De-salination,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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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응을 일으켜 염소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인 탈염처리 방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염에 의한 재부식

종래의 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경관적

을 방지할 수 있다(Lee et al., 2009a). 그러나 근⋅현대 유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 무형,

품은 고대에 제작되어 매장된 철기에 비해 매장 기간도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격동기

짧고, 비닐과 플라스틱 등 다양한 유기물이 결합된 복합

의 근대를 거쳐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변화 속에 전통시대

재질이 많기 때문에 고고유물과 동일한 탈염조건을 적용

와 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로서 근⋅현대 자료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가열하는 기존 탈염처리 방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근⋅현대자료도

법을 적용할 경우 유기물 부속품의 형태 변형이 발생하

‘등록문화재’ 제도 속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관심을

며, 탄환이 장전된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

기울이기 시작하였다(Kim, 2013).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

으므로 유해발굴 총기류에 대한 적합한 보존처리가 요구

로서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이라는 국면과 밀접한 관련

된다.

이 있지만 고고유물이나 미술사 등의 연구에만 치중했던

본 연구에서는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 6⋅25 한

학계의 변화를 의미한다(Kang, 2013). 지난해 2020년에는

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총기류 유품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사자 유품을 공개하는

보존처리하고, 다양한 조건으로 탈염 실험을 실시하여 철

특별전시가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다수 개최되었으며,

제 총기류 유품에 효과적인 탈염처리 조건을 찾아보았다.

문화재청에서는 ｢6⋅25 전쟁 군사 기록물(육군)｣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근⋅현대자료의 문화재 등록

2. 보존처리 대상 및 연구 방법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처음으로 유해발굴한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일대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유품을 국
방부와 문화재청이 협업을 통해 보존처리하고 있다. 비무
장지대(DMZ) 내에서의 첫 유해발굴 사례로 역사적 의미
가 큰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총 9만 5,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되어 보존처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6⋅
25 전사자 유품의 종류에는 개인 소지품, 군복⋅군화 조
각, 총기류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근현대 생산품이다. 이들 유품은 종래의 유적지 출토 문
화재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재질로 제작되어
손상되는 속도나 부식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유
품을 잘 보존하여 그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려면 기존의
출토유물과는 다른 방법의 보존처리와 관리가 반드시 필
요하다. 그러나 근⋅현대 자료에 대한 보존처리나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특히 출토
되는 유품의 종류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금속제 유품에 대
한 보존처리 방법의 학술적 공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해발굴 철제 유품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을 정립하기
어렵다.
유해발굴을 통해 출토되는 철제 무기는 매장된 상태로
있다가 노출되는 순간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부식이 발
생하기 때문에 재질에 적합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고대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내부에 있는 염
-

소이온(Cl )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므로 부식의 원인인 수
용성 염소이온을 제거하는 것이 철기 보존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알칼리 용액에 침적시키고 화학적

2.1. 보존처리 대상 총기류 유품의 형태
보존처리 대상 유품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
대 비무장지대에서 수습한 M1 개런드 소총의 총신⋅총
열 2점, M1 개런드 소총 방아틀 뭉치 2점, M1 개런드 소
총 개머리판 부속품 6점으로 철제 총기류 10점이다
(Figure 1A). 전쟁에 사용되는 총기류는 그 시대의 첨단 기
술을 도입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시대사, 기술사를 역사적
으로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Lee et al., 2020). M1
개런드 소총은 세계 최초로 보병부대에 보급된 반자동 소
총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보급되었던 M1903 스프링필드
를 대체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우위를 점하는 것
을 가능하게 했다(Dougherty, 2016). 6⋅25 전쟁 당시 미국
원조를 통해 무상 제공받은 M1 개런드 소총은 한국전쟁에
서도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소총으로 사용하였다(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 2018).
총기는 용도의 특성상 총열, 약실, 탄창 등 주요 부위와
부속은 철로 제작되고, 손에 쥐는 몸체나 어깨에 받치는
개머리판은 나무 등의 유기물로 만들어진다. M1 개런드
소총은 총열과 가스실린더, 가늠쇠, 약실, 가늠쇠 조정나
사, 총열덮개 고정나사(델타링), 개머리판으로 구성되는
외형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8발이 한 번에 장전되는 클립
을 탄창으로 사용하는데, 사격이 끝나면 클립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노리쇠가 후퇴 고정되어 새 탄창으로 교환하는
장전방식이다. 따라서 약실 내부에 탄약이 장전된 상태로
그대로 수습되기도 한다.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간 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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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tail of gun barrel and gas cylinder

(A) M1 garand rifles

(C) Detail of gunstock’s wood part

Figure 1. Appearance before conservation of M1 garand rifles.

에 묻혀 있던 총기류의 대부분은 목재로 만들어진 개머리

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총

판과 총열 덮개는 삭아서 없어지고 금속제 부위와 부품만

기류 유품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고선명 이미지의

남아 있다.
보존처리 대상인 M1 개런드 소총의 일부 또는 부속품

획득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X선 영상촬영법
(Computed Radiograph, CR)으로 투과조사했다. CR은 고감

10점도 유기물 부위는 거의 다 삭아서 없어지고 금속제

도의 휘진성 발광체를 도포한 이미지플레이트를 사용하

부분만 남아있다. M1 개런드 소총의 총열 아래 부착된 가

므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필름보다 우수한 고해상의 X

스실린더는 총열과 달리 짙은 회색으로 부식되어 있다

선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총기류 유품을 이미지

(Figure 1B). 또한 약실에서 분리된 방아틀 뭉치는 부식이

플레이트(image plate) 사이에 놓고, 기벽의 두께 및 재질,

심하고, 두 점의 방아쇠 위치가 조금씩 다른 형태적 특징

밀도에 따라 관전압(kVp), 관전류(mA), 노출시간을 조절

을 가지고 있다. 개머리판 6점은 실제 목재 개머리판은

하여 X선 투과 영상을 획득하였다. 비파괴 투과조사를 위

모두 삭아서 없어지고 그 끝을 마감하는 철제 부속품만

해 X선 투과조사(M-150, Softex, JPN)하고, 유품을 투과한

남아 있다. 철제 부식물이 형성되어 있으며, 흙이 표면을

X선 이미지는 CR 장비(CRxVision, GE, USA)로 획득하였

덮고 있다. 또한 총기의 개머리판이 목재였음을 확인할

다. X선 투과조사는 120∼150 kVp, 2∼3 mA, 30∼60초의

수 있는 목흔이 일부 관찰된다(Figure 1C).

조건으로 조사하였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P-XRF)은 별도의 시료 채취 없

2.2. 연구 방법

이 보존처리 현장에서 유물 표면의 성분 원소와 함량 등
을 파악하는 비파괴 분석법이다. 일반적으로 XRF는 표면

2.2.1. 비파괴 조사 및 성분 분석 방법

내부구조 관찰 및 부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투과조사를 실시하였다. X선 투과조사는 본래의 형태와
부식의 상황 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치밀한 조사연구가
가능하다(Sawada, 2000). X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
아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으며 가시광선과 마찬가지
로 필름에 감광시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X선을 물체에
조사하면 감광필름에 밀도 혹은 원소의 차이를 반영하여
그 흑백의 농도차로부터 문화재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

에 X선이 조사되면서 입사된 X선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
어 유물에 들어 있는 원소들을 들뜨게 하여 특성 X선을
방출하는 데 이때 방출되는 빛이 형광 X선이며, 이들을
에너지(energy) 또는 각도(angle)별로 분류하여 측정된 값
을 해석하면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다(Lee, 2018). 총기류 유품의 재질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Vanta-M, Olympus, JPN)로
성분을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50 kV, 80∼200 μA, Rh
Target, spot size는 15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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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탈염처리 비교 실험 방법

로 검출 가능한 7가지의 F⁻, Br⁻, Cl⁻, NO2⁻, NO3⁻, SO42⁻,

유해발굴을 통해 수습된 철제 총기류에 적합한 탈염처

PO43⁻ 음이온을 분석하였다.

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일한 용도 및 형태로 제작된
M1 소총의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 6점을 각각 다른 탈염

3.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처리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모두 화살머리 고지에서 수습
된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은 유사한 부식 양상을 가지고

3.1. X선 투과조사 및 비파괴 성분 분석 결과

있어 탈염 비교 실험에 매우 적합하다.
탈염처리 방법은 고고유물에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

Figure 2는 화살머리 고지 수습 M1 개런드 소총의 일부

하는 소디움 세스퀴카보네이트(sodium sesquicarbonate,

와 부속품을 X선으로 투과조사한 사진으로 내부 구조와

Na2CO3⋅NaHCO3⋅2H2O)법으로 실험하였으며, 각각 온

사용 당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2A는 총구 끝에

도 조건을 다르게 실험하였다. 소디움 세스퀴카보네이

서 약실까지 한 개체로 온전히 남아 있는 총신을 X선 조

트 방법은 철제유물의 염소이온 제거에 효과적인 탈염

사한 사진으로 총열과 약실에 탄약 3발이 장전되어 있다.

처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특히 약실에서 격발된 탄환이 총열에 그대로 남아 있는

Cultural Heritage, 2018). 탈염처리 실험을 위한 탈염 용액

내부 특징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 중에 매장되었음을 잘

으로 0.1 M 소디움 세스퀴카보네이트(이하 SSC) 용액을

보여 준다. Figure 2B는 개머리판의 끝 부분 보호를 위해

선정하였으며, 탈염 방법으로는 상온(25℃)과 60℃, 10

결합시키는 철제 부속품으로 표면 부식은 심하지만 부식

0℃에서 가열하는 조건에서 각각 탈이온수와 탈염 용액

으로 인한 내부 균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면에 흙

에 침적시켰다.

이 덮여 있어 자세한 관찰이 어렵지만 X선 투과조사를

탈염처리 실험은 일주일을 주기로 탈염 용액을 교체하

통해서는 표면의 촘촘한 격자문이 관찰되므로, 표면의 세

는 방법으로 Table 1과 같이 총 6차례 실시하였다. 탈염

부 형태를 찾아주는 이물질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 방아

실험 대상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 ①은 상온(25℃) 탈이온

틀 뭉치를 X선 조사한 Figure 2C를 자세히 보면 방아쇠

수, ②는 상온(25℃) SSC, ③과 ④는 60℃ SSC, ⑤와 ⑥은

위치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아쇠와 연

100℃ SSC에 침적시키는 방법으로 탈염처리하고, 탈염

결된 부품의 내부 구조와 형태의 차이를 통해 하단의 방

용액의 음이온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탈염 용액에 대

아틀 뭉치는 방아쇠가 당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음이온 분석은 용액 교체시기에 맞춰 채취하고 분석하

Table 2는 M1 개런드 소총의 총열과 총신을 P-XRF로
비파괴 성분 분석한 결과이다. 적갈색으로 부식되어 있는

였다.
음이온 분석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총열과 총열덮개 고정나사(델타링), 방아틀 뭉치에서는

ICS-3000, Dionex, USA)로 측정한 분석 결과를 기준 데이터

주 원소로 철(Fe)이 검출되어 강철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로 비교 검토하였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초순수와

있다. 하지만 비파괴 조사기의 분석 한계로 인해 경원소

SSC 0.1 M 수용액을 3회 이상 측정하였으며, 개머리판

인 탄소(C)는 검출되지 않으므로, 철에 포함된 탄소 합금

철제 부속품의 탈염 용액은 1회 측정하였다. 탈염 용액

비 파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비파괴 분석을 보완

내에 포함된 수용성 염소 이온의 농도가 10 mg/L가 초과할

할 수 있는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야만 정확한 합금 조성

경우 10배 희석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을 파악할 수 있다. 짙은 회색의 가스실린더에서는 주 원

Table 1. Subjects and method of desalination test
Name

Iron part of the
gunstock
(6EA)

Number

Desalination test and temperature control

①

Room temperature (25℃), deionized water

②

0.1 M sodium sesquicarbonate
(room temperature (25℃), SSC)

③
④
⑤
⑥

0.1 M sodium sesquicarbonate
(60℃, SSC)
0.1 M sodium sesquicarbonate
(100℃, SSC)

method

Change the solution
for week
(1st∼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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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P-XRF) of M1 garand rifle
① Gun barrel

② Gas cylinder

③ Delta ring

④ Cartridge chamber

Element (wt%)

Analysis area

Fe

Mn

Cr

Cu

Sn

Ni

Mo

Ir

Total

① Gun barrel

98.71

0.75

0.03

0.30

0.04

0.04

0.01

0.12

100.00

② Gas cylinder

85.93

0.46

13.44

0.08

-

0.09

-

-

100.00

③ Delta ring

99.14

0.35

0.06

0.22

-

0.09

0.03

0.11

100.00

④ Chamber

98.14

0.62

0.31

0.13

-

0.40

0.28

0.12

100.00

(A) Gun barrel

(B) Gunstock

(C) Trigger assembly

Figure 2. X-ray image of M1 garand rifle’s parts.
소로 검출된 철(Fe)과 함께 크롬(Cr)이 높은 함량으로 분

거하고(Figure 3), 이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부식화합물

석되어 철에 크롬을 합금하는 스테인리스강임을 알 수 있

은 수술용 칼과 치과용 소도구로 제거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강에는 약 11% 내외의 크롬

총신의 경우 총열 아래에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가스

(Cr)을 합금하며, 크롬 산화물이 표면의 부식 생성을 억제

실린더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적갈색의 총열과

한다.

달리 짙은 회색이므로 각기 다른 재질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존처리가 필요했다. 두 가지 금속 재질 간의 특징

3.2. 보존처리 방법

을 한 번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의 표면 색
상을 최대한 노출시켰으며, 이때 가스 실린더의 표면 부

3.2.1. 표면 이물질 제거

보존처리에 앞서 총기류 유품에 대한 육안 관찰 및 사
진촬영과 실측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에
는 X선 투과조사 이미지를 참고하여 표면에 부착되어 있
는 흙과 이물질을 붓으로 건식 세척하였다. 금속 재질의
총기류 표면에 단단하게 고착된 이물질과 부식화합물들
은 정밀분사가공기(air-brasive)로 유리가루를 분사하여 제

식 색상인 짙은 회색을 최대한 유지시켜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건식 세척 후에는 에틸알코올과 탈수를 50:50으로 혼
합한 용액을 가는 붓, 면봉 등에 적셔 흙과 이물질을 제거
하였다(Figure 4). 에틸알코올에 침적시키거나 도포하는
방법으로 총기류 유품 내부에 잔존하는 수분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시키고,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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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move corrosion and soil using air-brasive.
3.2.2. 탈염처리

일반적으로 철제유물의 보존처리에 주로 이용하고 있
는 탈염처리 방법은 알칼리 용액에 침적시켜 염소을 확산

Figure 4. Wet washing with ethyl alcohol.
로마토그래피(IC)로 탈염 용액의 음이온을 측정하여 Cl⁻
농도가 10 ppm 이하의 수치로 유지될 때까지 탈염처리하
였다.

시키는 방법이다(Lee et al., 2009b). 철을 기본 소재로 만들

탈염처리에 사용한 알칼리성 약품이 유물에 잔류하지

어진 M1 개런드 소총에 적합한 탈염 조건을 찾기 위해 개

않도록 탈염 완료 후 이온수에 유물을 침적 후 60℃로 가

머리판 철제 부속품 6점을 각각 다른 탈염처리 조건으로

온하여 8시간, 상온에서 16시간 후 이온수를 교체하는 탈

예비 실험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은

알칼리 처리는 pH가 중성(7∼8)이 될 째까지 총 4회를 실

부식 양상이 유사하며, 내부에 탄환 등 화약 없기 때문에

시하였다(Figure 6).

같은 조건의 탈염방법으로 실험할 수 있었다.
크로마토그래피(IC) 분석 결과, 소디움 세스퀴카보네
이트(Sodium Sesquicarbonate, Na2CO3⋅NaHCO3⋅2H2O) 0.1

3.2.3. 건조 및 재질 강화처리

탈염처리가 완료된 후 105℃로 유지된 열풍건조기에

M에 침적시켜 100℃로 가열하였을 때 Cl⁻ 의 용출량이

서 48시간 이상 건조시키며 총기류 유품의 내부에 남아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을 주기로 총 6회 탈염 용액을 교체

있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한편 목흔이 부착되어 있거나

하였다(Figure 5). 따라서 나머지 유품 중 탄약이 남아 있

탄약이 장전된 총신은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변형 또는

지 않은 소총 1점과 총기부속 2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연 건조하였다. 재질 강화처리

조건으로 탈염처리를 실시하였다. 탄약이 장전된 총신의

는 아크릴계 합성수지인 Paraloid NAD-10을 나프타

경우에는 가열 방식의 탈염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naphtha)에 10%로 희석시킨 용액에 침적시키는 방법으

성을 고려하여 탈염처리를 실시하지 않고, 수와 에틸알코

로 총기류 유품의 내⋅외부를 강화시켰다. 이때 내부에

올을 50:50으로 혼합한 용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건조

화약을 포함한 탄약이 장전되어 있는 총신의 경우, 가압

시키는 방법으로 유해인자를 최대한 제거하였다. 이온크

하는 진공함침은 총기에 급격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폭

Figure 5. Dipping in the solution for desalination.

Figure 6. Heating using a constant temperature water bath.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수습 철제 총기류의 보존처리와 탈염처리 방법 고찰 / 조하늬, 남도현, 김미현, 이재성 | 827

Figure 7. Consolidation using acrylic resin.

Figure 8. After conservation of M1 garand rifle’s parts
from DMZ.

발의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진공함침 방법을 적용하지 않

시키고 2차 이후 1.51 ppm 이하로 측정되어 1차에서 대부

았다(Figure 7).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품은 전국의 안보 현

분의 SO42⁻ 이온이 용출되었다. 또한 F⁻ 이온은 소량 검출

장에서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한 보관

되었지만 탈염처리 효과와의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을 위해 총기류 유품의 형태에 맞게 PE 폼으로 보관틀을
제작하였다(Figure 8).

가열한 상태의 60℃ SSC를 이용한 침적 탈염 방법은
③과 ④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F⁻, Cl⁻, SO42⁻ 이온이
검출되었다. ③의 Cl⁻ 농도 측정 결과, 탈염 1차에서 26⋅

4. 탈염처리 실험 결과의 비교 검토

25 ppm, 탈염 2차에서 6.13 ppm, 탈염 3차에서는 0.55 ppm
이 측정되었으며, 서서히 용출양이 감소하여 탈염 6차에

탈염 온도와 용액의 종류에 따라 용출되는 음이온의

서 0.37 ppm이 측정되었다. SO42⁻ 이온은 1차에서 25.56

종류와 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ion

ppm을 용출하고 2차에서 3.27 ppm이 용출되어 용출량이

chromatography, IC)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탈염

크게 감소하였다. 3차 이후 탈염에서 용출량이 서서히 감

1차에서 6차까지 침적방법으로 탈염을 실시하였다.

소하여 탈염 후반에는 0.08 ppm으로 측정되어 SO42⁻ 이온

탈염실험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검출된 음이

의 용출이 완료되었다. 또한 F⁻ 이온도 소량이지만 탈염

온은 F⁻, Cl⁻, NO3⁻, SO42⁻, PO43⁻이며, Br⁻과 NO2⁻는 검출

1차에서 0.12 ppm으로 측정되었으며, 2차에서는 0.03 ppm

되지 않았다. 음이온별 탈염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으로 감소하면서 그 이후로는 검출되지 않았다. ④의 Cl⁻

먼저 상온의 탈이온수에서 침적 탈염 방법을 실시한

이온농도 측정 결과, 탈염 1차에서 13.67 ppm로 6점의 개

①에서 검출된 음이온은 Cl⁻, NO3⁻, SO42⁻ 이다. ①의 Cl⁻

머리판 철제 부속품 중 Cl⁻ 농도가 가장 낮았다. 탈염 2차

이온 농도 측정 결과, 탈염 1차에서 13.98 ppm, 탈염 2차

에서 3.84 ppm으로 측정되며 이후 0.34 ppm까지 낮아지며

에서 3.97 ppm으로 측정되었다. 그 이후 약 0.38 이하의

용출될 수 있는 Cl⁻ 이온은 대부분 용출되었음을 알 수

값을 보이며 용출양의 변화가 없어 용출될 수 있는 Cl⁻

있다. SO42⁻ 이온은 탈염 1차에서 7.11 ppm을 용출시키고,

이온은 대부분 용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SO42⁻ 이온은 탈

2차부터 0.56 ppm 이하로 용출되어 1차에서 대부분의

염 1차에서 1.68 ppm을 용출시키고, 2차에서는 1.30 ppm,

SO42⁻ 이온이 용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 이온은

이후 0.10 ppm 내외로 측정되어 1∼2차에서 대부분 용출

소량 검출되었으나 탈염 2차 이후로 검출되지 않았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NO3⁻ 이온은 소량 검출되어
탈염처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상온의 SSC 용액에 침적 탈염 방법을 실시한 ②에서

가열한 상태의 100℃ SSC에서의 침적 탈염방법을 실
시한 ⑤와 ⑥에서 검출된 음이온은 F⁻, Cl⁻, NO3⁻, SO42⁻,
PO43⁻이다. 육안 관찰 시 가장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던 ⑤

검출된 음이온은 F⁻, Cl⁻, SO42⁻ 이다. ②의 경우, Cl⁻ 이온

의 경우는 Cl⁻ 이온은 탈염 1차에서 71.29 ppm이 측정되

은 탈염 1차에서 20.14 ppm, 탈염 2차에서는 4.43 ppm이

어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 중 가장 높은 Cl⁻ 이온의 용출을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0.39∼0.42 ppm 사이의 값이 측정

보여주었다. 탈염 2차에서 3.40 ppm이 측정되었으며, 그

되어 ②개 Cl⁻ 이온은 1∼2차에서 대부분 용출되었음을

이후 탈염 6차까지 0.33 ppm 내외로 검출되었다. SO42⁻

알 수 있다. SO42⁻ 이온은 탈염 1차에서 16.83 ppm을 용출

이온은 Cl⁻ 이온 다음으로 용출량이 높은데, 탈염 1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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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on chromatography result of the desalination test (ppm)
No.

① Iron part of gunstock

② Iron part of gunstock

③ Iron part of gunstock

F⁻

Cl⁻

NO3⁻

SO4²

PO4³

F⁻

Cl⁻

NO3⁻

SO4²

PO4³

1

-

13.98

-

1.68

-

-

20.14

-

16.83

-

0.12 26ㆍ25

2

-

3.97

1.06

1.30

-

0.01

4.43

-

1.51

-

0.03

6.13

-

3.27

-

3

-

0.38

-

0.11

-

-

0.42

-

0.09

-

-

0.55

-

0.24

-

4

-

0.38

-

0.14

-

-

0.39

-

0.07

-

-

0.43

-

0.14

-

5

-

0.35

-

0.10

-

-

0.41

-

0.07

-

-

0.39

-

0.12

-

6

-

0.32

-

0.08

-

-

0.39

-

0.07

-

-

0.37

-

0.08

-

No.

④ Iron part of gunstock
F⁻

Cl⁻

3

F⁻

⑤ Iron part of gunstock
3

Cl⁻

NO3⁻ SO4²
-

PO4³

25.46

-

⑥ Iron part of gunstock

NO ⁻

SO4²

PO4³

F⁻

Cl⁻

NO ⁻

SO4²

PO4³

F⁻

Cl⁻

1

0.04 13.67

-

7.11

-

0.27

71.29

0.90

20.40

-

0.08

28.03

0.87

8.98 17.88

2

0.01

3.84

-

0.56

-

0.02

3.40

-

0.70

8.50

0.01

5.99

-

1.41 15.74

3

-

0.41

-

0.03

-

-

0.40

-

0.05

-

-

0.53

-

0.12

-

4

-

0.36

-

0.05

-

-

0.33

-

0.02

-

-

0.43

-

0.04

-

5

-

0.35

-

0.03

-

-

0.34

-

0.03

-

-

0.38

-

0.04

-

6

-

0.34

-

0.03

-

-

0.33

-

0.02

-

-

0.36

-

0.05

1.60

서 20.40 ppm, 2차에서 0.70 ppm이 검출되어 용출량이 크

NO3⁻ SO4²

PO4³

5. 고찰 및 결론

게 감소하고, 3차부터 0.3 ppm 내외로 매우 낮은 양을 보
였다. F⁻ 이온과 NO3⁻ 이온은 탈염 1차에서 용출되었으나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에서 수습된 총기류 유품을 과학

탈염 3차 이후로는 검출되지 않았다. ⑤에서는 ①∼④와

적으로 보존처리하고, 이들 총기류에 적용 가능한 탈염방

는 다르게 PO43⁻ 이온이 검출되었는데 탈염 2차에서 8.50

법을 찾아보았다. 유해발굴을 통해 수습된 철제 총기류에

ppm이 측정되고 그 이후로 검출되지 않았다. ⑥의 경우,

적합한 탈염처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일한 용도 및

Cl⁻ 이온은 탈염 1차에서 28.03 ppm, 탈염 2차에서 4.35

형태로 제작된 M1 소총의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 6점을

ppm이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0.36 ppm으로 용출량이 낮

각각 다른 탈염처리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총기류 유품에

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SO42⁻

이온은 1차에서 8.98 ppm을

용출하고 3차 이후로는 0.12 ppm 이하로 측정되어 용출량

대한 보존처리와 탈염실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외에 F⁻ 이온과 NO3⁻ 이온은 탈염

1. 총기류 유품의 보존처리는 예비조사로서 육안관찰

1차에서 소량 검출되었으나 3차 이후로는 검출되지 않았

및 사진 촬영 그리고 X선 투과조사를 실시하였다. X선

다. 또한 ⑥에서도 PO43⁻ 이온이 검출되었으며, 탈염 1차

투과조사 결과, 총구 끝에서 약실까지 한 개체로 온전히

에서 17.88 ppm이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1.60 ppm으로

남아 있는 총신 1점에서는 탄약 3발이 장전되어 있었다.

측정되었다.

특히 약실에서 격발된 탄환이 총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상온에서 비가열식으로 탈염처리한 개머리판 철제 부

한국전쟁 당시 사용 중에 매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기

속품의 염소이온 용출량을 보면, 처음에는 더디게 용출되

류 유품은 대체로 표면의 부식이 심하지만 부식으로 인한

다가 최종 단계인 6차에서는 가열식 탈염처리와 큰 차이

내부 균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아틀 뭉치

없이 염소이온이 용출되었다.

1점은 방아쇠와 연결된 부품의 내부 구조와 형태의 차이

오랜 기간 다량의 철제유물을 탈염처리하면서 검증된

를 통해 방아쇠가 당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갈색

가열식 방법에 비해 동일하게 탈염의 효과를 비교하기는

으로 부식된 총열과 총열덮개 고정나사(델타링), 방아틀

어렵다. 하지만 비교적 부식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유

뭉치에서는 주 원소로 철(Fe)이 검출되는 철 재질로 확인

기물이 부착되어 있어 가열식 탈염처리가 어려운 한국전

되었으며, 짙은 회색의 가스실린더는 주 원소로 검출된

쟁 유품에는 충분히 대안의 가능성을 가진 탈염처리 방법

철(Fe)과 함께 크롬(Cr)이 높은 함량으로 포함된 스테인리

으로 생각된다.

스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종류의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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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을 보여주는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조사 이

침적탈염방법의 모든 효과를 객관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후에는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탈염 실험 결과를 토

또한 실제 현장에 매장되어 있는 근현대 철제 유품의 적

대로 탈염처리를 실시하였다. 이후 총기류 유품의 잔존

용에 있어서 주변 토양 환경이나 유품의 구조적 다양성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 과정과 재질의 안정성 부여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위한 강화처리 순서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한국전쟁 철

2. 탈염용액에 대해 음이온을 분석한 결과, 시료에서
검출된 음이온은 F⁻, Cl⁻, NO3⁻, SO42⁻, PO43⁻이다. 기존의

제 유품뿐만 아니라 근⋅현대 철제 문화재에 더 적합한
탈염방법이 다양하게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출토유물 탈염방법인 침적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온도와

사 사

탈염용액의 종류에 따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
행하였다.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 ①∼⑥은 탈염 1차∼2차
에서 대부분의 Cl⁻ 이온을 용출시키는 양상을 갖는다. 그

본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연구(R&D)

중에서도 ⑤∼⑥의 경우 가장 많은 용출량을 보여주며,

뺷무기질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뺸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그 이후로 서서히 용출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100℃

수행되었다.

SSC에서 실시한 침적탈염방법이 나머지 탈염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더 많은 용출량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효과
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Cl⁻ 이온 이외에 F⁻, NO3⁻, SO42⁻,
PO43⁻ 이온에서도 탈염 1, 2차에서 대부분의 음이온이 용
출되며 그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탈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⑤∼⑥에서는 나머지
시편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NO3⁻, PO43⁻가 확인되어
이온들의 용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DMZ 내 출토 전쟁유품은 매장된 지 70여 년 정도이
므로 고고유물에 비해 비교적 짧은 매장 기간을 가진 만
큼 부식층의 염소이온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출토 고고유물과 동일한 탈염시간, 온도,
횟수 등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비실험을 통해
탈염처리 방법에 따른 염소이온의 추출 정도를 비교 실험
한 결과, 개머리판 철제 부속품의 경우 100℃ SSC에서 가
장 많은 용출량을 보였으며 탈염기간이 1∼2주로 매우 짧
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나머지 유품 중 총기부속과
소총은 100℃로 가온하여 8시간, 상온에서 16시간씩 매주
1회 약품을 교체하여 총 6회 탈염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러나 탄약이 장착된 소총의 경우 탈염 시 고온 및 진공함
침으로 인한 압력으로 폭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탈염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 보아 매장 고고유물의 침적탈염
방법도 근현대 철제 전쟁유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
사한 탈염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탈염기간에서 그
차이를 보이며 탈염 종료 후 염소이온의 수치는 유품의
재부식을 촉진시키기에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최
대한 보존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처리에 임하되 처리 후
에는 금속에 적합한 보관 관리에 더 집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실험은 근현대에 제작된 개머리판 철제 부
속품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대상의 숫자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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