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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흰개미는 목조건축문화재의 주요 손상 원인 중 하나이며, 방제를 위해 살충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흰개미 피해가 심한 국가들은 화학적 방제법의 대안으로 흰개미가 통과하지
못하는 망, 입자 등을 이용한 물리적 방어벽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방어벽의
적용을 위해 국내 전역에 서식하는 R. speratus kyushuensis의 유입을 차단하는 모래의 적정 입도
범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0.85∼4.00 mm의 입도별 모래로 흰개미 유입 차단성을 평가한 결과
1.00∼2.80 mm 입도 조건에서 흰개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보다 작은 입도 조건
에서는 흰개미들이 모래 입자를 옮겨서 선형에 가까운 흰개미 길(mud tube)을 구축하여 모래층
을 관통하였으며, 이보다 큰 입도 조건에서는 흰개미들이 모래 사이의 공극을 지나다니는 방법
으로 모래층을 관통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중심어 흰개미, 목조건축문화재, 물리적 방어벽,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입도, 터널링
ABSTRACT Termites cause massive damage to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structures. Chemical

treatments have been commonly used to control them. In foreign countries, physical barriers made
of sheet and particles impenetrable to termite are being u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hemical method.
To study the efficacy of physical barriers, we investigated the appropriate sand particle size that can
prevent the penetration of R. speratus kyushuensis. Upon evaluating the barrier properties of sand with
particle sizes ranging from 0.85 to 4.00 mm, the penetration of termites was found to be effectively
blocked at a particle size range of 1.00 to 2.80 mm. At smaller particle sizes, termites managed to
move the sand particles and build an almost linear mud tube to penetrate the sand layer. At larger
particle sizes, the termites could penetrate the sand layer by passing through the sand gaps.

Key Words Termite,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Physical barrier,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Particle size, Tunneling

1. 서 론

축물이나 농작물 등을 손상시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약 80여 종의 흰개미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

흰개미는 개미, 벌과 같은 진사회성 곤충(eusocial insect)의

히는 종으로 간주되는데, 2010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400

일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3,106종이 분포한다(Krishna et al.,

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피해의 약 80%는 지중

2013). 흰개미는 목재, 낙엽, 농작물 등 모든 종류의 식물

흰개미(subterranean termite)에 의해 발생하였다(Rust and

성 재료를 체내 공생자(symbiont) 또는 효소를 이용하여

Su, 2012). 흰개미 피해의 대부분이 지중흰개미로 인해 발

분해하고 영양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산림생태계의 분

생하기 때문에, 흰개미 방제법은 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해자로 생태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목조건

목조건축물 하부나 주변에 살충제(termiticide) 또는 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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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제(bait)를 사용하여 지중흰개미의 유입을 차단하는

을 수 있는 최적의 입도 조건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화학적 방어벽(chemical barrier)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

2. 재료 및 방법

개되어 왔다. 약제를 이용한 방제법들은 흰개미 개체나
군체를 직접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축에 유독한
약제를 사용하며 주기적인 재처리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2.1. 연구재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지중흰개미 피해가 심한 곳에
서는 친환경 흰개미 방제법의 일종으로 물리적 방어벽
(physical barrier)이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 방어벽은 흰개
미가 통과할 수 없는 망(sheet)이나 입자(particle)를 건물 기
단 상면이나 기단 외곽에 조성하여 지중흰개미가 목조건축
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설치 후 장기간 효력
이 유지되며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Verma et al., 2009).
물리적 방어벽은 흰개미 종마다 적합한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그동안 외국에서는 주요 지중흰개미 종을 대상
으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 종류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1957년 적정한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여 지중흰개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연
구 결과가 최초로 보고되었으며(Ebleing and Pence, 1957)
모래(Smith and Rust, 1990; Su et al., 1991; Su and
Scheffrahn, 1992; Myles, 1997)와 현무암(Tamashiro and
Yates, 1987; Tamashiro et al., 1991; Yates et al., 2000; Yates
et al., 2002), 골재(Keefer et al., 2013), 화산쇄설물(Acda
and Ong, 2005) 등 다양한 재료들이 여러 지중흰개미 종을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결과들에 근거하여 제품들이
상용화되기도 하였다.
반면 국내에서는 물리적 방어벽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
지 않다가 최근 외국 사례를 참조하여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피해를 막기 위해 물리적 방어벽의 적용을 제안한 연구(Gu
and Cheon, 2018)와 망 형태(sheet type)의 물리적 방어벽 적
용을 위해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의 최소 통과 직경
을 평가한 연구(Kim et al., 2020)가 수행되었으나 아직 입자
형태(particle type)의 물리적 방어벽 적용을 위한 연구는 수
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 또는 문화재 시공
현장 등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를 재료로 국내
우점 흰개미인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의 침투를 막

2.1.1. 모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래의 입도 조건은 Coptotermes와
Reticulitermes 속(屬) 지중흰개미에 대한 선행 연구(Ebeling
and Pence, 1957; Smith and Rust, 1990; Su et al., 1991;
Myles, 1997)를 참조하여 0.85-4.00 mm까지 총 9가지 조건
(0.85-1.00 mm, 1.00-1.18 mm, 1.18-1.40 mm, 1.40-1.70 mm,
1.70-2.00 mm, 2.00-2.36 mm, 2.36-2.80 mm, 2.80-3.35 mm,
3.35-4.00 mm)을 적용하였다. 해사(sea sand, Wako Co.,
JPN)를 Tyler screen scale에 따른 표준체(청계상공사,
KOR)로 입도별 분리한 뒤 가압멸균기(Maxterile 60, 대한
과학, KOR)로 121oC에서 15분간 가압멸균(15lb psi) 뒤 건
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1.2. 공시충

공시충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의 야산(N36°18′31″,
E126°53′49″)에서 총 3개의 흰개미 군체를 채집하여 사용
하였다. 흰개미 군체가 서식 중인 목재를 채집하여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원예용 배양토와 함께 두고 주기적으로
증류수를 분무하여 보관하다가 평가 전 해체하여 공시충을
분리하였다. 세 군체 모두 병정개미를 분리하여 현미경
(SMZ18, Nikon, JPN)으로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두부(head capsule)의 형태, 상순(labrum)과 전흉배판
(pronotum)의 강모 등을 통해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
임이 확인되었다(Figure 1).
2.1.3. 시험 용기

시험에 사용된 용기는 좌⋅우의 원통형 용기(직경 50 mm,
높이 120 mm)와 이를 연결하는 통로(직경 20 mm, 길이
30 mm)로 구성된 U자형 투명 유리 용기이다(Figure 2A).

Figur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est termite (left: head capsule, middle: labrum, right: pron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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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ure 2. Penetration method (2A) and apparatus (2B).
2.2. 연구 방법

해 여부, 모래 입자층의 관통 여부 및 관통 높이를 확인하
였으며 실험은 각 조건별 3배수로 실시되었다.

2.2.1.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일본목재보존협회(Japan Wood Protection

3. 결과 및 고찰

Association)의 표준시험법 중 ‘입자에 의한 물리적 흰개
미 유입 방지층(입자 물리 배리어)의 관통 저지 효력 성능

3.1. 흰개미 침입을 방지하는 최적의 입도 조건

기준 및 그 시험 방법(粒子による物理的防蟻層(粒子物理
バリア)の貫通阻止効力性能基準及びその試験方法,

8주간 입도별 관통실험 결과 모든 입도 조건에서 공시

JWPAS-TS-2, 2018)’을 일부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충이 생존하였으며 대조군은 목재시험편이 가해되어 표

시험 용기의 좌측(이하 시험실)에는 사양토(sandy loam)

준시험법의 시험 요건을 만족하였다. 평가 결과는 공시충

에 증류수를 4:1(w/w)로 혼합하여 40 mm 높이까지 채우

이 입자층을 완전히 관통하여 목재시험편을 가해한 경우,

고, 그 위에 입도별 모래를 30 mm 쌓아 입자층을 만들었

공시충이 입자층 일부만을 관통하여 목재시험편까지는

다. 입자층 상부에 30 × 30 × 30 mm 크기의 소나무(Pinus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공시충이 입자층을 전혀 관통하지

Densiflora) 시험편을 두어 공시충이 입자층을 관통하여

못한 경우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목재 시험편을 섭식하는지 확인하였다. 시험 용기의 연결

입도별로 살펴보면 0.85-1.00 mm 조건에서는 세 실험

부와 우측(이하 배양실)에는 사양토에 증류수를 4:1(w/w)

군 모두 공시충들이 입자층을 완전히 관통하여 입자층 상

로 혼합하여 높이 20 mm까지 채웠다. 대조군은 시험실에

부의 목재시험편 하부를 가해하였다(Table 1). 반면에

입자층 없이 사양토만 70 mm 높이까지 채운 뒤 시험군과

1.00 mm부터 2.80 mm까지의 입도 조건에서는 공시충이

동일하게 목재 시험편을 두었다(Figure 2A, 2B).

입자층을 전혀 관통하지 못하였다(Table 1). 2.80-3.35 mm

각 실험군의 배양실에 공시충(일개미 200마리와 병정

조건에서는 세 실험군 중 한 실험군에서는 입자층을 완전

개미 10마리)과 먹이용 정량여과지(Advantec Co., JPN)를

히 관통하여 상부의 목재시험편까지 도달하였으나 나머

투입하고 시험용기 상부를 알루미늄 호일로 밀폐한 뒤

지 두 실험군은 30 mm의 입자층 중 약 20 mm 높이까지

20-25oC가 유지되는 실험실에서 8주간 배양하였다. 배양

관통하였으며 목재시험편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Table 1).

종료 후 육안관찰 및 사진촬영을 통해 목재 시험편의 가

3.35-4.00 mm 조건에서는 세 실험군 모두 입자층을 부분

Table 1. Penetration length of termites by particle size (unit: mm)
Particle size

0.851.00

1.001.18

1.181.40

1.401.70

1.702.00

2.002.36

2.362.80

2.803.35

3.354.00

Control

Penetration length
(M±SD)

30

-

-

-

-

-

-

23.3
±4.7

13.3
±2.4

30

Damage of woodblock*

O

X

X

X

X

X

X

△

X

O

*

O: damaged, △: partially damaged, X: non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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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ive sand particle size against subterranean termites
Species

Effective particle size (mm)

Reference

Reticulitermes hesperus

1.2-2.7

Ebeling and Pence, 1957

Reticulitermes hesperus

0.85-2.36

Smith and Rust, 1990

Coptotermes formosanus

1.7-2.36

Su et al., 1991

Reticulitermes flavipes

1.00-2.36

Su et al., 1991

Reticulitermes flavipes

1.4-2.8

Myles, 1997

적으로 관통하였으며 목재시험편에는 도달하지 못하였
다(Table 1). 따라서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의 침
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래의 입도 조건은
1.00-2.80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흰개미들은 입도가 작아 입으로 옮길 수 있는 모래들
은 이동시켜 흰개미 길을 형성하며, 입도가 커서 그 공극
사이로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입자 사이의 공극을
통과한다. 따라서 턱(mandible)이 크면 상대적으로 더 큰
모래도 입으로 옮길 수 있고, 머리의 폭(head width)이 더
작다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모래 사이도 지나다닐 수 있
으므로 흰개미 종, 개체의 발달 정도에 따라 옮기거나 지
나다닐 수 있는 모래의 최적 입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
다(Su et al., 1991). 여러 지중흰개미 종을 대상으로 입도
별 모래의 유입 차단 효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동일한 종이라도 실험 결과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공시충의 발달 단계에 따라 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모
래의 입도 외에도 입자가 구형에 가까운지나 조도(粗度,
roughness)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Yanase et al., 2005;
Keefer et al., 2013).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볼 때, Reticulitermes 속에
속한 다른 2종(R. hesperus, R. flavipes)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C. formosanus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입도 범
위가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A

3.2. 입도별 굴파기(tunneling) 양상 비교
입도 조건별로 공시충들이 터널링을 통해 흰개미 길
(mud tube)을 형성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최적 입도 조건인 1.00-2.80 mm보다 작은
입도 조건(0.85-1.00 mm)에서는 공시충들이 입자층을 매
우 효과적으로 터널링하여 선형에 가까운 흰개미 길이 형
성되었다(Figure 3A, 3B). 반면에 최적 입도 조건보다 큰
입도 조건(2.80-4.00 mm)에서는 공시충들이 모래 입자 사
이를 지나다니며 비선형적인 흰개미 길을 형성한 것이 확
인되었다(Figure 4A, 4B).
흰개미들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는 여
러 방향으로 탐색하며 먹이를 찾고, 먹이원의 위치를 특
정한 이후로는 기존에 형성된 여러 경로 중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Lee and Su, 2010).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도가 작은
경우에는 흰개미들이 모래를 직접 옮길 수 있으므로 여러
흰개미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형에 가까운 에너지 효율
적 경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입도가 큰 경우
에는 흰개미들이 모래를 옮길 수 없으므로 입자 사이를
지나다니는 비효율적인 경로가 유지되어 위 결과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흰개미가 관통하지 못하는 1.00-2.80 mm 입도 조건에

B

Figure 3. Penetration of sand layer using mud tube (A, B) (particle size: 0.85-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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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Curved mud tube between sand particles (A, B) (particle size: 2.80-3.35 mm).

A

B

C

D

Figure 5. Tunneling under sand layer (A, B) (particle size: 1.70-2.00 mm (A), 2.00-2.36 mm (B)), dropped sand (C, D)
(particle size: 1.70-2.00 mm).
서는 입자층 하부를 수평⋅수직 방향으로 파내려가다가

해 흰개미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흰

(Figure 5A, 5B) 공동의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상

개미(R. speratus)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부 하중으로 인해 모래 입자 일부가 떨어져 빈 공극을 채

바 있다(Yanase et al., 2019).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

우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Figure 5C, 5D). 본

와이에서는 파쇄된 현무암을 현장에 시공할 때 입자층의

실험에서는 입자층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우므로 하부의

두께를 4인치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제안하였다(Yates et

모래 일부가 떨어져 내려와도 상부의 모래들이 빈 공간을

al., 2000; 2002). 향후 국내의 목조건축, 문화재 현장에 입

다시 채워 흰개미들이 관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야외

자형 물리적 방어벽을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지반과 상부

현장에서 적용 시 초기에 설치한 입자층이 흰개미 침입을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입자층이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막는 효력이 있더라도 입자층 하부의 지반 일부가 침하된

부분적인 침하가 발생하여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

다면 부분적으로 입자층이 붕괴될 수 있다. 이 부위를 통

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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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흰개미로 인한 목조건축물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목조건축문화재
에서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었다. 흰개미 방제는 주로 토
양처리제, 군체제거제 등 화학적 방제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과 주기적인 재처리 등
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방제법의
대안으로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방어벽을 국내
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 우점 흰개미인 흰
개미(R. speratus kyushuensis)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효과
적인 모래 입도 범위를 평가하였다.
0.85 mm부터 4.00 mm까지 총 9가지 입도 조건을 적용
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2.80 mm의 입도 범위에서
공시충들이 모래 입자층을 통과하지 못하여 이 범위가 지
중에서의 흰개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건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보다 작은 0.85-1.00 mm 입도 조
건에서는 공시충들이 입자층을 완전히 관통하며 선형에
가까운 흰개미 길을 조성하였다. 또한 적정 범위보다 큰
2.80-4.00 mm의 입도 조건에서는 공시충들이 모래 입자
사이를 지나다니며 비정형적인 흰개미 길을 조성하였으
며, 일부 시험군만이 입자층을 완전히 관통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흰개미(R. speratus kyushuensis)
의 유입 차단을 위한 입자형⋅망형 물리적 방어벽의 적용
조건이 규명되었다. 물리적 방어벽은 이미 건립된 건물에
는 적용이 어렵지만 목조건축물의 해체보수 또는 신축 시
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목조건축물마다 기초, 지정, 기
단 높이 등이 각기 다르므로, 추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 방법을 마련하기 위
해 폭넓은 현장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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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창경궁 명정문 목부재에 대해 수종과 연륜연대분석을 진행하여 재질과
건축역사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명정문 목부재(79점)의 수종은 소나무류 78점, 전나무속 1점으
로 확인되었다. 연륜연대분석은 코어링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TSAP 프로그램으
로 크로스데이팅을 하였다. 연륜연대분석 결과, 소나무류 목부재 58점에 대한 최외각 연도는
1604년 초봄-1615년 늦가을, 1706년 늦가을-1707년 초봄, 1828년 늦가을-1834년 늦가을로 총
3개의 벌채시기가 확인되었다. 1600년대와 1800년대 벌채시기들은 조선왕족실록, 광해군일기,
창경궁영건도감의궤의 수리기록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1700년대 벌채시기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리기록을 연륜연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연륜연대기, 소나무류, 명정문, 수종분석, 연륜연대, 목부재
ABSTRACT This aimed to species identification and tree-ring dating of wooden elements used in the

Myeongjeong-gate of the Changgyeong-palace, Seoul, Korea. Of the 79 wooden elements evaluated,
78 were confirmed to be hard pines and one belonged to Abies spp.. Cores of the wooden elements
were collected using a drill for tree-ring dating, and ring-width plots of individual samples were
constructed using the TSAP software. The tree-ring dating results for the outermost ring of 58 hard
pine wooden elements revealed the following felling dates: early spring of 1604-late fall of 1615, late
fall of 1706-early spring of 1707, and late fall of 1828-late fall of 1834. The obtained felling dates
of the 1600s and 1800s were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construction and repair records
of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Gwanghaegun’s Diary and Changgyeonggung Yeonggeondogam Uigwe.
However, the obtained felling dates of the 1700s were not consistent with those in the construction
and repair records. Therefore, additional confirmation of repairs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records
was possible using tree-ring dating.

Key Words Chronology, Hard pine, Myeongjeong-gate, Species identification, Tree-ring dating, Wooden

element

1. 서 론

빛, 풍우 등 자연환경으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생물에
의한 충해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Kim

우리나라 목조문화재는 크게 매장문화재(수침목재)와

and Han, 2019). 따라서 오랜 기간 목조건축물을 유지하기

전승문화재(건조목재)로 분류할 수 있고, 그중 전승문화

위해서는 수리 및 부재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재에서 외부 환경에 주로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로는 부동

따라 축성 시기뿐만 아니라 수리 및 교체시기를 파악하는

산문화재인 목조건축문화재가 있다. 목조건축물은 대기,

것이 중요하다. 연대측정 방법 중 오차 없이 연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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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륜 폭을 이용하는 연륜연대분석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특히 명정문은 현존하는 궁

법이 있으며, 연륜연대분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궐 정전의 정문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17세기의 목조건

별, 수종별로 표준 연륜연대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Lee

축양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Figure 1).

et al., 2018). 특히, 한국 산림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는 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창경궁 명정문의 목부재에

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건축 자재이었으며(Park and Lee,

대한 연륜연대분석을 실시하여 중건과 수리기록 연대와

2007), 현재 소나무 표준 연륜패턴이 고려 말까지 작성되

비교하고 기록에 확인되지 않은 수리시기가 있는지 확인

어 다수의 목조건축물에 대해 연륜연대측정이 이루어지

하고자 하였으며, 연륜연대분석 대상 부재들에 대한 수종

고 있다(Lee et al., 2021).

분석을 실시하여 사용된 수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목조건축물에 관한 연륜연대분석은 경복궁 경
회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건물에 적용되었다. 특
히 연륜연대분석법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경회
루와 창경궁이 있다. 경회루 목부재는 대부분 1865-1866
년으로 1867년이 넘지 않아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하였다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0). 창경궁 통명전 목
부재들의 경우 19세기 초(1826-1833)와 20세기 초(19101913)에 벌채된 목재가 확인되어 19세기 목재는 순조 34
년(1834) 통명전 중건 당시의 부재였고, 20세기 목재는 한
일합방 직후 통명전의 평면구조가 방에서 마루로 변경된
시점을 확인시켜 주었다(Park et al., 2003). 이러한 궁궐건
물뿐만 아니라 향교, 사찰 건물들에 대해서도 연륜연대분

Figure 1. Myeongjeong-gate of Changgyeong-palace, Seoul,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석이 이루어졌다. 양평 지평향교 대성전에서는 목부재에

2. 재료 및 방법

대해 수종 및 연륜연대분석을 진행하여 소나무류 43점,
잣나무류 6점을 식별하였고, 연대가 부여된 목부재들의
벌채시기가 1718년과 1720년으로 과거 기록과 비교하여
수리시기를 확인하였다(Son et al., 2011). 또한, 서울 화계
사 대웅전 목부재에 대한 수종과 연륜연대분석을 진행하
여 소나무류 26점, 전나무속 1점이 확인되었고, 연대가 부
여된 목부재들의 벌채시기가 1869년과 1870년으로 확인
되어 중건기록 및 종도리 복장물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Lee et al., 2020).
서울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은 보물 제385호로 서울특별
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에 위치하고 있다. 행각의 일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철거되었다가 1986년 복원되었고, 명정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성종 15년(1484)
창경궁 창건 당시 지은 것이지만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광
해군 8년(1616년)에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ultural

2.1. 분석 대상
명정문 목부재 중 연륜이 50개 이상인 79점을 대상으
로 수피부에 근접한 부위에서 코어링법으로 시료를 채취
하였다(Table 1). 시료는 특수 제작된 코어형 비트를 전기
드릴에 결합하여 코어(직경 6 mm, 길이 8 cm 이내)를 채
취하는 코어링법으로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하여 뚫린 부
분은 방부제(Wood keeper-A, Hanchem, KOR)로 방부처리 후,
목재문화재 보수용 수지(주제: SV 427, 경화제: HV 427)
로 시료를 채취한 공동을 충전하였다. 코어링법은 2000년
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 후 목재문화재 보수용 수지를 이용하여 복원하
기 때문에 목부재의 열화나 변형이 문제시된 적은 없다.

Table 1. The numbers of samples for analysis of Myeongjeong-gate
Sample

Number

Pillar

Gidung

Beam

Jongbo

Sample

Number

2

Truss

Dae gong

4

Daebo

2

Roof materials

-

3

Chungbo

1

Angle rafter

Chunyeo

3

5

End angle rafter

Sarae

4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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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Head-penetrating tie

Number
Changbang

Sample

2

Number

Roof panel

Gae pan

4

Pyongbang

2

Jang yeon

3

Purlin

Dori

9

Sunja yeon

3

Jangyeo

-

4

Heoga yeon

1

Capital
Bracket arm

Rafter

Judu

1

Bu yeon

2

Jegong

1

Sunja bu yeon

2

An chogong

1

-

20

2.2. 분석방법

Jeoksim

기와 크로스데이팅을 진행하여 절대연도를 부여하였다.




  × 


   × 

2.2.1. 수종분석

연륜연대분석을 위해 채취한 코어를 대상으로 면도날
을 이용한 핸드섹션방법을 통해 약 20 µm 두께로 3단면
박편을 제작하였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3단면을 올려
놓고, 50%의 글리세린 수용액을 떨어뜨린 뒤 기포가 생

(r: 표본과 표준 연대기간의 상관계수, Si: 표본연대기,
S: 표본연대기 평균, Ri: 표준연대기, R: 표준연대기 평균)

기지 않도록 주의해 수종분석용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Eclipse LV100, Nikon,
JPN)으로 조직을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t : 상관계수로부터 변환된 t 값, r: 상관계수, n: 비교중첩
년수)

2.2.2. 연륜연대분석

채취한 코어를 고정대 위에 부착시키고 사포로 연륜이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연마하였다. 각 시료의 연륜
은 스테레오 현미경(LEICA-S4E, Leica, DEU)과 소프트웨

*

G(Gleichlaeufigkeit) 값: 표본연대기와 표준연대기 사이의

sign test 값(부호일치도)

어(TSAP-Win, Rinntech, DEU)에 연동된 연륜폭측정기

3. 결과 및 고찰

(LINTAB, Rinntech, DEU)를 이용하여 0.01 mm 정확도로
측정하였다. 크로스데이팅은 측정된 시료들의 위(僞)연륜
과 실(實)연륜을 파악하고, 각 연륜에 정확한 연대를 부여
하기 위해 진행하였다(Kim and Park, 2005; Speer, 2010;

3.1. 수종분석
창경궁 명정문 79점의 목부재를 대상으로 수종분석을

Soltani et al., 2021). 연륜연대학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진행한 결과, 소나무류 78점, 전나무속 1점으로 식별되

크로스데이팅 방법은 연륜연대기간의 상호 적합성을 계

었다. 부재 종류별 수종 식별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

산하는 통계적인 방법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그래프를 비

였다.

교하는 방법이 포함된다(Schweingruber, 1988; Norrgård
and Helama, 2021).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크로스데이

3.1.1. 수종별 해부학적 특징

팅의 유의성은 상관계수(r), t 값, G 값* 등의 통계량으로

3.1.1.1. 소나무류(Hard pine) - 소나무과(PINACEAE) 소나

검정하였다(Baillie, 1982). 100년 이상 기간의 연륜폭 그래

무속(Pinus spp.)

프를 상호 비교할 때 t 값은 3.5 이상, G(gleichläufigkeit)

침엽수재로 조·만재의 이행이 비교적 급하며, 박벽의

값은 65% 이상의 값인 경우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에피데리얼세포를 가지고 있는 수직수지구가 관찰되었

고 볼 수 있다(Park et al., 2003). 따라서 연륜분석은 그래

다(Figure 2A). 방사조직은 방사유세포와 방사가도관으로

프 비교방법(graphic method)과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루어져 있고, 직교분야벽공은 1개의 창상형이 주로 관

작성된 명정문 연대기에 절대연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

찰되었다(Figure 2B). 특히, 소나무속 중 경송류의 주요한

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나무 표준연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치상비후가 방사가도관 내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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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graphs of hard pine species. (A) Cross section (×100). (B) Radial section (×400). (C) Tangential section (×100).
찰되었다. 축방향가도관 내의 유연벽공 배열은 1열로 관

3A). 방사조직은 방사유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사

찰되었다. 접선단면에서는 수평수지구가 관찰되었고, 방사

유세포의 수평벽에는 단벽공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염

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방추형방사조직이 모두 관찰되었

주상말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직교분야벽공은 삼나

다(Figure 2C). 소나무속에는 경송류와 연송류가 존재하며,

무형으로 2-3개로 관찰되었으며, 축방향가도관의 유연벽

거치상비후가 관찰되므로 최종 소나무류로 식별하였다.

공은 1-2열로 배열되어 있었다(Figure 3B). 접선단면에서

3.1.1.2. 전나무속(Abies spp.) - 소나무과(PINACEAE)

다(Figure 3C).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전나무속에는 전나무,

수평수지구는 관찰되지 않았고, 단열방사조직만 관찰되었
침엽수재로 가도관의 조·만재 이행은 비교적 완만하

분비나무, 구상나무 등 3종이 생장하고 있으나, 해부학적

고, 횡단면에서 정상수지구는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최종 전나무속으로만 식별하였다.

Figure 3. Micrographs of Abies spp. species. (A) Cross section (×100). (B) Radial section (×400). (C) Tangential section (×100).
Table 2. The result of species identification for Myeongjeong-gate
Sample
Pillar

Beam

Species

Gidung 8

Hard pine

Gidung 12

Hard pine

Daebo 1

Hard pine

Daebo 2

Hard pine

Jongbo 1

Hard pine

Jongbo 1-repair

Hard pine

Jongbo 2

Hard pine

Jongbo 2-repair1

Hard pine

Jongbo 2-repair2

Hard pine

Chungbo 1

Hard pine

Sample
End
angle
rafter

Roof panel

Rafter

Species
Sarae 1

Hard pine

Sarae 2

Hard pine

Sarae 3

Hard pine

Sarae 4

Hard pine

Bu yeon gaepan 1

Hard pine

Bu yeon gaepan 2

Hard pine

Bu yeon gaepan 3

Hard pine

Bu yeon gaepan 4

Hard pine

Jang yeon 1

Hard pine

Jang yeon 2

Hard pine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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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pecies

Changbang 1
Head
penetrating
tie

Purlin

Jang
yeo

Jang yeon 3

Hard pine

Changbang 2

Hard pine

Sunja yeon 1

Hard pine

Pyongbang 1

Hard pine

Sunja yeon 2

Hard pine

Pyongbang 2

Hard pine

Sunja yeon 3

Hard pine

Jongdori 1

Hard pine

Heoga yeon

Hard pine

Jungdori 1

Hard pine

Bu yeon 1

Hard pine

Jungdori 2

Hard pine

Bu yeon 2

Hard pine

Jungdori 3

Hard pine

Sunja bu yeon 1

Hard pine

Jusimdori 1

Hard pine

Sunja bu yeon 2

Abies spp.

Jusimdori 2

Hard pine

Sarae 1

Hard pine

Naemokdori

Hard pine

Sarae 2

Hard pine

Hard pine

Sunja yeon 1

Hard pine

Oemokdori 2

Hard pine

Sunja yeon 2

Hard pine

Jungdori Jangyeo 1

Hard pine

Sunja yeon 3

Hard pine

Jungdori Jangyeo 2

Hard pine

Sunja yeon 4

Hard pine

Jangyeo 1

Hard pine

Sunja yeon 5

Hard pine

Oemokdori jangyeo 1

Hard pine

Sunja yeon 6

Hard pine

Judu 1

Hard pine

Sunja yeon 7

Hard pine

Juganpo jegong

Hard pine

Mokgi yeon 1

Hard pine

Bracket arm

Jeoksim

An Chogong

Hard pine

Mokgi yeon 2

Hard pine

Dae gong 1

Hard pine

Mokgi yeon 3

Hard pine

Horizontal element

Hard pine

Mokgi yeon 4

Hard pine

Daegong element 1

Hard pine

Mo tang 1

Hard pine

Daegong element 2

Hard pine

Mo tang 2

Hard pine

Galmo sangbang

Hard pine

Galmo sangbang 1

Hard pine

Roof
material
Angle
rafter

Hard pine

Species

Oemokdori 1

Capital

Truss

Sample

Baechuggori

Hard pine

Galmo sangbang 2

Hard pine

Habgak material

Hard pine

Chungpan 1

Hard pine

Chunyeo 1

Hard pine

Chungpan 2

Hard pine

Chunyeo 2

Hard pine

Pyonggodae

Hard pine

An attached Chunyeo

Hard pine

3.2. 연륜연대분석
창경궁 명정문에서 채취한 79점 중 전나무속으로 식별
된 1점을 제외한 소나무류 78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78점 중 42점이 서로 간에 일치하여 연대기 1(MJPD 1S)
이 작성되었다(Figure 4). 연륜연대기 기간은 170년으로
절대연도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소
장하고 있는 소나무 표준연대기와 크로스데이팅하였다.
분석 결과, tBP 값 4.7 G 값 63%로 비교적 높은 통계값이
확인되었고 그래프상으로도 일치하였다(Figure 5). 따라

Total

79

서 명정문 소나무류 연대기 1(MJPD 1S)은 1446-1614년으
로 부여하였고, 일부 부재들은 수피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1604년 초봄부터 1615년 늦가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벌
채된 목재를 이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대기
에 포함된 부재들은 기둥, 보, 창방과 같은 주요 구조재와
추녀, 서까래, 적심 등과 같은 지붕부재들이 포함되어
1615년 이후 중건 당시 부재들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지붕부재인 사래 4와 부연개판 2가 서로 일치하여 연
대기 2(MJPD 2S)가 작성되었고, 연륜연대기 기간은 118
년으로 소나무 표준연대기와 분석한 결과, tBP 값 4.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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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Myeongjung-gate chronology (MJPD 1S) made from wood elements (red graph: the
Myeongjung-gate chronology, under graph: each series of 42 wood elements).

Figure 5. The Myeongjung-gate (MJPD 1S) cross-dated with master-chronology (red graph: MJPD 1S,
under graph: master-chronology).

Figure 6. The Myeongjung-gate (MJPD 2S) cross-dated with master-chronology (red graph: MJPD 2S,
under graph: master-chronology).

Figure 7. The Myeongjung-gate (MJPD 3S) cross-dated with master-chronology (red graph: MJPD 3S,
under graph: master-chr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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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68%로 비교적 높은 통계값을 가지며 그래프상으로 일

연륜연대분석으로 총 3구간의 벌채시기가 확인되었다

치하였다(Figure 6). 사래 4는 수피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Figure 8). 확인된 벌채시기를 창경궁 명정문 수리기록(조

1706년 늦가을부터 1707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것으로 확

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창경궁영건도감의궤)과 비교하

인되어 중건 이후 90년이 지나 지붕 수리가 있었던 것으

였다(Table 3). 창경궁 명정문에 대한 기록 중 ｢조선왕조

로 판단되었다. 세 번째 연대기(MJPD 3S)는 고주, 종보,

실록-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 중 초본｣에 선조 36년

종보 수리부, 중도리와 같은 구조재와 사래, 부연개판, 적

(1603)에 임진왜란 이후 국가적인 재건사업에 대한 논의

심 같은 지붕부재 14점이 일치하여 작성되었고, 연륜연대

가 되어 선조 40년(1607)부터 궁궐의 중건공사가 시작되

기 기간은 175년으로 소나무 표준연대기와 tBP 값 5.0 G

었고, 광해군 8년(1615)에 명정전의 중건 및 단청이 완료되

값 66%로 비교적 높은 통계값을 가지며 그래프상으로 일

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치하였다(Figure 7). 대부분의 부재들이 수피를 가지고 있

2020). 따라서 창경궁 명정문도 이 시기에 중건되었을 것

었으므로, 1828년 늦가을부터 1834년 늦가을 사이에 벌채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붕 수리 이후 120년이 지나 대규모

재들이 동일한 시기로 확인되어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하였다. ｢조선왕조실록-순조실록｣과 ｢창경궁영건도감
의궤｣의 기록에서는 순조 31년(1831)에 창경궁 재건에 대

4. 결 론

해 논의가 되어 순조 33-34년(1833-1834)에 창경궁의 다수
의 건물들이 중건 및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명정문도

창경궁 명정문 목부재 79점의 수종분석을 진행한 결

이 시기에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고 있었고(Cultural

과, 소나무류 78점, 전나무속 1점(선자부연)으로 식별되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구조

었다. 소나무류에 속하는 소나무는 한반도의 북부 고원지

재와 지붕부재 일부가 1828-1834년 사이에 벌채된 것이

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서

확인되어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가공성이 좋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전 연구

연륜연대분석에서 1706-1707년 사이에 지붕부재 일부가

에서 조선시대의 목조건축물 목부재에 주로 사용되었고

벌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Park and Lee, 2007; Jo and Kim, 2021), 이번 연구에서도

1707년 직후 간단한 지붕수리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확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나무속의 수종에는

인할 수 있었다.

전나무, 분비나무, 구상나무가 존재하지만, 분비나무와

창경궁 명정문은 기록을 통해 중건 및 수리기록이 확

구상나무는 주로 고산지대에 분포하여 전나무가 사용된

인되었으며, 연륜연대분석 결과와 일치하여 연륜연대분

것으로 판단된다(Lee, 1997). 전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강

석의 정확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기록에서 확인되지

도가 낮아 건축부재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이다. 따라서

않는 수리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1830년대에 벌

창경궁 명정문은 대부분 소나무를 주로 이용하여 건축

채된 것으로 확인된 부재들로 제작된 연대기가 강원도 표

하였고,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주 교체되는 지붕부

준연대기와 가장 높은 통계값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강원

재 일부에는 침엽수재인 전나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도 지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공급하여 수리 및 교체를

된다.

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able 3. The comparison with repair records and tree-ring dating results
Result of
tree-ring dating

Repair records
Year

Contents

Felling year

Repair scale

1484

Construction of Myeongjeong-gate

-

-

1592

Destruction by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

-

1616

Reconstruction of Changgyeong palace
(estimated reconstruction of Myeongjeong-gate)

1605-1615

Most
materials

1706

-

1706-1707

Roof materials

1834

Reconstruction of many buildings in Changgyeong palace
(estimated repair of Myeongjeong-gate)

1828-1834

Flame and ro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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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endrochronological dates of individual wood elements included in chronologies (◆ indicated the outermost
annual rings that are just below barks and have completed latewood formation, ◇ indicated the outermost
annual rings that form earlywood,
Jeoksi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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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한글 고소설의 발생과 보급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인쇄물의 간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간행 연대의 추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고소설 방각본(坊刻本) 중에서 전주지역에서 간행된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36장본을
중심으로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를 통하여 목판인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과 차이점을 조사하
고 각각의 판본의 간행 연대를 추정하였다.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원간계열의 판본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판본에서 어떠한 보각이 이루어졌고, 보각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
했는지에 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여러 판본의 조사를 통하여 목판인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목판인쇄 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른 인출특성의 변화와 보각이 이루어지는 원인
과 과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목판인쇄의 다양한 특징들이 고서와 전적류의
인쇄방법과 간행시기의 선후관계를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어 완판본(完板本) 홍길동전, 이미지 비교, 목판인쇄, 인출특성, 목판 보각, 간행연대 추정
ABSTRAC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ncient Korean novels under

the Joseon dynasty and Japanese occupation,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publication of various
printed materials and estimating their publication date through various methods is extremely importan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that appeared in the woodblock printing process were
investigated using image comparison among editions of the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of Wanpanbon (完板本) (published in the Jeonju region) with other commercial editions of the ancient
Korean novels. Additionally, the publication year of each edition was estimated. Printed images of
different vers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recently discovered original series version and the
changes in the process of carving replacement woodblocks were investigated and summarized. Various
phenomena, such as differences in fonts, borderline shapes and integrity of printed characters, appearing
in woodblock prints provided useful information for determining chronolog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nts and estimating the approximate publication year for each editi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woodblock printing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ting method and the approximate publication date of old books and
paper-based printed historical records.
Key Words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Image comparison,

Woodblock printing, Printing characteristics, Replacement woodblock, Estimation of print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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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 인천의 소장자가 완판본 35장본과 36장본의 원간본을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홍길동전 완판본 및 홍길동전

홍길동전(洪吉童傳)은 국민 누구에게나 친숙한 작품
으로 그 지명도만큼이나 여러 가지 수식어와 논란이 따

이본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Newsnbook, 2021;
Yoo, 2021).

라붙는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수식어와 더불어 누

본 연구에서는 완판본 홍길동전 보각본과 원간본의

구의 작품인가 하는 내용까지 매우 다양하다. 허균(許筠,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판본 간에 나타난 목판인쇄의

1569–1618년)이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실제로는 그

특징의 차이점을 관찰하고 이를 통한 각 판본의 간행 연

렇지 않고 18세기 후반에 알 수 없는 어떤 작가가 창작

대를 추정하고 보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시기를 추정

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Kyunghyang Shinmun, 2019).

하였다. 완판본 홍길동전 보각본과 원간본의 내용이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작자미상인 셈이다. 홍길동전은

철자의 차이 등에 관해서는 관련학회에 별도로 보고할

개신교 선교사이자 의사이며 조선주재 미국대사로 활동

예정이다.

했던 Horace Newton Allen (1858–1932년) (Wikipedia,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021a)이라는 사람에 의해 1895년에 조선 후기의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의 일부로 전래되는 설화들 중의 하나로
흥부와 놀부, 춘향전, 심청전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되어

2.1. 다섯 종류의 완판본 홍길동전 36장본

소개되었다(Allen, 1889). 1883년 7월에 미국에 보빙사
(報聘使) (Wikipedia, 2021b)로 민영익, 유길준, 홍영식,

본 연구에서는 완판본 홍길동전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

서광범, 고영철, 변수, 현흥택, 최경석 등이 파견된 시기

된 36장본만을 모아 이미지 비교를 통하여 원간본과 보각

로부터 12년 후의 일이다. 은둔의 나라였던 조선이라고

본의 차이를 관찰하고 보각이 이루어진 시기, 각 판본의

하는 미지의 세계를 미국에 소개하면서 선정한 소설이니

인출시기의 선후관계, 보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보

당시에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는지 짐작하고

각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도 남음이 있다.

에서 비교한 판본의 종류와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Table 1과

홍길동전에도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

같다.최근에 발견된 완판본 36장 원간본은 인천의 소장

에서 인쇄된 경판본(京板本), 경기도 안성에서 인쇄된 안

자의 것으로 글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형태로 되

성판본(安城板本), 전주지방에서 인쇄된 완판본(完板本),

어 있어 동일한 인물이 글을 쓰고, 그 들을 바탕으로 목

필사본(筆寫本) 등 네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줄거리는 비

판을 판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책판 전체가 완

슷하지만 내용의 분량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나 종이가 접혀진 부분으로 손이

사건의 전개와 묘사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완판

많이 닿는 곳의 일부는 종이가 접히거나 얇아져 보존처

본의 경우는 사투리도 사용되었으며 판소리의 대본과 비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자의 희망에 따라 이미

슷한 표현도 많이 등장한다. 경판본으로는 한남본(翰南

지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전

本) 24장, 야동교본(冶洞橋本) 29장, 어청교본(漁靑橋本)

체를 확인하며 비교 분석하였다. 소장자의 양해를 구해

23장, 송동교본(宋洞橋本) 20장으로 구성된 이본이 있다.

서 상징성이 높은 첫 장의 이미지만 복각본과의 비교에

안성판본은 19장 또는 2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판본은

사용하였다.

35장본과 36장본이 알려져 있다(Song, 1998). 참고로 Allen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의 이미지, 완판본문화관에

이 소개한 홍길동전은 서울에서 인쇄된 경판본의 내용을

서 홍길동전 영인본을 발간하면서 사용했던 이미지, 서울

정리하여 번역한 것이다.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이미지와 국립중

홍길동전의 이본(異本)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고소설

앙도서관 소장본의 이미지의 5종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의 발생, 변화, 인쇄, 보급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함과 동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전체 36장 중에서

에 당시 사회에서의 인적, 물적, 사상적 교류와 출판산업

제1, 13, 14 및 16장이 없는 상태이고 제31장의 뒷면과 제

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경판 홍길동전의 경우

32장의 앞면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에는 상당한 연구의 진전이 있었으나 완판본의 경우에는

도 8장은 일부가 없어진 상태이다. 다만 내용이 다른 보각

기존에 알려진 판본의 절반(36장 중 18장)이 보각(補刻)된

본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글자체의 비교와 인쇄상태의 비

것이어서 국문학계에서는 원간본(原刊本)이 발견될 때까

교를 통하여 인쇄시기를 추정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로 활

지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Yoo, 2021). 이번에 강릉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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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five prints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Description of print

No. of
folding leaf

Newly found version

Font style

Publisher information

Publication date
information

36

Uniform throughout the print

Not open to public

Not open to public

36

Leaf
Leaf
Leaf
Leaf
Leaf
Leaf
Leaf
Leaf

Not available

Not available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36

Leaf 1-18 new font
Leaf 19-36 original font

Not available
Joseon GovernmentGeneral Library
classification seal

Not available
Joseon GovernmentGeneral Library seal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36

Leaf 1-18 new font
Leaf 19-36 original font

Jeonju, Wanseo
(完西開板)

Not availabl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36

Leaf
Leaf
Leaf
Leaf

Daga publishing
(多佳書鋪)

Publication October 8,
1916 (大正 5年)
Printing October 10,
1916 (大正 5年)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1 missing
2-12 new font
13, 14 missing
16 missing
19-30 original font
31 back missing
32 front missing
33-36 original font

1-18 new font
19-24 new font
25-26 newer font
27-36 new font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완판본문화관의 이미지와

3.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와 고찰

본문의 내용은 같으므로 지면관계상 이미지 비교는 생략
한다. 다만, 표지와 마지막장에 남아 있는 조선총독부 도

3.1.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

서관의 도서분류 표시와 스탬프가 소장경위와 시기를 밝
혀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된 원간본과 완판본문화관에서 영인본을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의 경우에는

제작할 때 사용했던 완판본 홍길동전 36장본의 첫 장의

언뜻 보기에는 제1장-제18장까지는 보각 목판을 사용하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서체의 차이와 보각 시에 발생한

여 인쇄하고 제19장-제36장까지는 원판 목판을 사용한 듯

오류 등을 빨간 점선의 원으로 Figure 1에 표시하였다. 왼

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완판본문화관의 이미지와

쪽의 원간본의 경우에는 약간의 흘림체로 되어 있으나 오

동일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제25장과 제26장의 두 장이

른쪽의 보각본에서는 글자가 전체적으로 각이 진 형태로

새롭게 보각된 목판으로 인쇄된 것이 확인된다. 글자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간본에서는 받침으로 사용되는

크기, 간격 등이 기존의 보각 목판과도 확연히 다르다. 자

‘ㄹ’과 ‘ㅂ’이 매우 독특한 형태의 흘림체로 되어 있다. 원

세한 내용은 이미지 비교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간본과 보각본은 모두 15행으로 되어 있고 글자의 숫자와
배열까지 같다. 다만 원간의 단어 철자를 보각하면서 잘

2.2.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

못 새겨진 곳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원간
본의 ‘중’이 보각본에서는 ‘승’으로, ‘조이더니’가 ‘조의더

본 연구에서의 이미지 비교, 분석, 윤곽 추출, 크기 측

니’로, ‘춘픙’이 ‘풍’으로, ‘아안고’가 ‘암암고’로

정, 크기 비교, 면적 계산 등은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졈졈드러가니’가 ‘젼젼드러가니’로, ‘폭포되여’가 ‘폭포

(PicMan, WaferMasters, CA, USA) (Kim et al., 2019; Yoo,

되어’로 여섯 군데나 다르게 판각되었다. 한 장의 반쪽면

2020; Yoo and Yoo, 2021; Kim et al., 2021; Yoo et al.,

에서 여섯 군데에 다른 글자로 새겨졌다면 단순한 계산만

2021a; Yoo et al., 2021b)를 사용하였다. 각 판본 이미지의

으로도 제1장부터 제18장까지의 보각과정에서 6 × 2 × 18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인쇄당시의 목판의 상태, 인쇄 시

= 218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추론과 더불어 각 판본의 인출시

다.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오자가 발견되고 있다.

기의 선후관계에 관한 합리적인 추론을 시도하였다.

현재로서는 보각과정에서의 실수의 원인은 알 수 없으
나 원간의 이미지를 다른 종이에 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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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age comparisons between two prints of the
first page (front side of 1st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Newly discovered, one of original editions and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with totally different
fonts due to woodblock replacement.
것이 아닐까 싶다. 목판을 판각할 때는 종이에 글을 적고
그 들을 나무판에 뒤집어 붙이고 글자를 따라서 판각하기
때문에 원간본이 인쇄된 종이를 반대로 붙이고 많은 글자
를 전혀 다른 형태의 글자체로 판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원간본과 보각본의 정밀한 대조를 마치
게 되면 그동안 잘못 알려져 있던 내용도 바로잡아질 것
이며 우리말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Figure 2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제외한 4종에서
첫 장(제1장의 앞면)의 윗부분에 동일한 면적의 이미지를
예시하였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은 해당하는 면이
유실되어 회색바탕으로 공간을 채웠으나 바로 뒷장의 제
2장의 이미지의 비교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원간본을 제

Figure 2. Image comparisons between four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first page (front side of 1st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Newly discovered, one of original
editions, (B)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missing
page), (C)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D)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nts of book titles are binary
switched using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and are
added to the right side for easy comparisons.

외한 나머지 3본과 동일함은 확인되었다(Figure 2). 원간
본 소장자의 요청으로 첫 장의 이미지만 공개할 수밖에

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간기(刊記)가 없더라

없어 부득이하게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으로 비교할

도 목판인쇄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각 판본의 인출

수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시하게 되었다. 그림의 일

시기의 전후관계를 추정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부만 발췌하여 표시하게 되어 판본 간의 글자 모양의 차

다. Figure 2D의 왼쪽에 빨간 점선의 사각형으로 ‘흥’과

이와 보각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식하기 쉬워졌다. 제목인

‘초’를 강조한 것은 먹이 글자 주변에 뭉쳐 있어 고서의

‘홍길동젼’을 원문과 제목만 따로 추출해서 표시한 이미

인쇄방식을 논할 때 금속활자 자체의 문제라든가 너덜이

지를 비교해 보면 글자체가 확연하게 다르다. 오른쪽에서

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현상과도 유사하여 주의 깊게 살

4번째 행의 첫 부분의 ‘니’로 시작되는 부분의 높이가

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본과 보각본과는 사뭇 다르다. 오른쪽에서 6번째 행의

Figure 3에는 두 번째 장의 뒷면의 윗부분의 이미지를

가운데에 있는 ‘와’는 원판본에서는 깨끗하게 인쇄되어

비교한 것을 표시하였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A)은

있으나 보각본에서는 모두 글자의 일부가 깨진 상태로 인

일부가 찢겨 나간 상태이나 나머지 부분의 글자체를 비교

쇄되어 있다. 아마도 보각 목판에 손상이 생겼던 것으로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완판본문화관(B)과 규장

보인다. 이러한 손상의 정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커지

각 소장본(C)의 왼쪽 광곽 부분에 빨간 점선의 원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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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nd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 not available to
public).

Figure 4.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front side of 19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 not available to
public).

시한 곳은 광곽의 일부에 할렬(割裂)이 생긴 것이 확인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다. 같은 부분에 비슷한 모양의 할렬이 있는 것으로 보아

Figure 4-6에서도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을 제외하

인출시기에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오죽헌 시립

고 광곽에 할렬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Figure 6C의 왼쪽

박물관 소장본에서는 할렬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윗부분의 광곽에는 특이한 비스듬하게 빗살무늬 모양이

이 판본을 인출할 당시까지만 해도 광곽의 형태는 온전했

관찰되는데 이것은 목판에 먹솔질을 할 때 먹 솔이 지나

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Figure 3B

간 방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판본에서

의 경우 인쇄된 글자와 같은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이 옅

는 보이지 않는 것은 먹솔질을 하는 사람마다 몸에 밴 습

게 이중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쇄 시

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유독 규장각 소장본에서만 자주 관

에 종이를 살짝 붙였다가 다시 떼어 위치를 조정해서 붙

찰되고 있는 것으로도 그러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 인쇄하면서 생긴 글자 겹침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후에 소개하는 이미지에서 광곽 부분에 빨간 점선으로

현상도 활자 인쇄본의 경우에는 활자의 흔들림이라고 주

옆으로 긴 사각형으로 표시해 놓은 곳을 관찰하면 공통점

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한 글자씩 떼어서 보지 않고

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쇄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활자의 움직임인

Figure 7과 Figure 8에 규장각 소장본에서 사용된 추가

지 종이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생긴 현상인지의 구별은 가

로 보각된 목판으로 인쇄한 제25장과 제26장의 뒷면의 이

능해진다. 목판인쇄의 경우에는 수정된 글자가 목판에 삽

미지를 다른 판본의 이미지와 비교하였다. 모든 판본은

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글자가 움직이는 일은 없으므로 종

원판의 글씨체이지만 규장각 소장본만 확연하게 다르다.

이를 붙였다가 뗀 경우 또는 인쇄 시에 종이가 살짝 밀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오죽헌 박물관 소장본, 완판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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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19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 not available to
public).

Figure 6.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4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 not available to
public).

화관본의 제1장-제18장까지 사용된 목판의 글씨체와도

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오죽헌 박물관 소장본에서부터

전혀 다르다. Figure 8B의 빨간 점선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판본에서 동일한 부분의

광곽의 이미지는 A의 오죽헌 소장본의 이미지와 비슷하

광곽 손상이 관찰되고 있다. Figure 11에서는 반대로 규장

지만 광곽이 거의 인쇄되지 않았다. 아마도 광곽의 대부

각 소장본의 광곽이 완판본문화관의 이미지보다 선명하

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완판본문화관

게 나타나고 있고 본문의 글자도 훨씬 상태가 좋다. 광곽

이미지에는 글자에 수평방향으로 먹이 묻지 않은 부분이

에 빗살무늬 먹솔흔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인쇄 작업자의

자주 눈에 띈다. 목리문과 할렬이 심해져서 인쇄의 질이

숙련도와 작업의 세심함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추정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이 목판의 열화가 지속

된다.

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목판 손상과 열화 때문

Figure 12에 표시된 마지막 장인 제36장 뒷면의 인쇄상

에 규장각 소장본을 인쇄하기에 앞서 제25장과 제26장을

태를 보면 모든 판본에서 인쇄된 부분에서는 광곽의 특징

추가 보각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추가 보각본에서는

이 반영되어 인쇄되었으나 완판본문화관의 이미지 이외

원간본의 내용 표현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으며 옛 한글의

의 판본에서는 왼쪽의 반 이상을 의도적으로 인쇄하지 않

사용빈도도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았다. 完西開板이라는 내용을 인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

과 표현의 변화에 관해서는 관련학회에서 추가로 발표할

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먹칠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

예정이다.

이로 가리고 인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목판

Figure 9과 Figure 10에서도 규장각 소장본의 광곽 부분

인쇄의 특성상 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먹칠을 하고 인쇄를

에서 먹솔자국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또한 광곽의 일부

하게 되면 종이에 먹이 묻어나기 때문에 계선을 전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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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5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otally different fonts due to woodblock replacement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애고 完西開板이라는 글자를 지웠다고는 생각하기 어렵

Figure 8.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6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otally different fonts due to woodblock replacement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1. 원간본은 글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소장자가 가필을 해 놓았는데 수

a. 제1장–제36장: 글자체가 흘림체이다.

호전 등을 참고로 허균이 지었다고 전한다는 내용이 적혀

2. 원간본을 제외한 모든 보각본은 제1장부터 제18장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원간본에서는 모든 목판에서 이엽화
문흑어미(二葉花紋黑魚尾) 위에 <홍>이 새겨져 있는 반

까지는 보각된 목판을 사용했다.
a. 제1장-제18장: 글자체가 각지다.
b. 제19장-제36장: 글자체가 흘림체이다.
(원본과 같다.)

면 보각판인 제1장–제18장까지는 흑어미(黑魚尾) 아래에
<홍>이 새겨져 있다. 규장각 소장본에서 사용된 추가로
보각된 목판인 제25장과 제26장에서는 원간본과 비슷하
지만 도안이 다른 이엽화문흑어미(二葉花紋黑魚尾) 위에
<홍>이 새겨져 있다. 보각된 목판 중에서 제15장과 제16
장, 2장의 목판은 다른 목판보다 광곽의 세로방향의 폭이
약 10% 정도 좁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규장각 소장본은 추가로 보각 목판이 2장 포함되어
있다.
a. 제1장-제18장: 글자체가 각지다.
(1차 보각본과 같다.)
b. 제19장-제24장: 글자체가 흘림체이다.
(원본과 같다.)
c. 제25장-제26장: 글자체가 각지다.

3.2. 판본 간의 전후관계의 추정

(1차 보각본과는 다르다.)
d. 제27장-제36장: 글자체가 흘림체이다.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를 통해서 전후관계를 추정하는
데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과 같다.)
4. 1차 보각본에서는 원본과 글자수, 글자 간격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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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각하였으나 오기가 있다.
5. 2차 보각본에서는 원본과 글자수와 내용에도 차이
가 있다.
6. 판본에 따라 광곽과 글자의 인쇄상태가 다르다.
7. 글자에 목리문이 관찰되는 판본도 있다.

제1차 부분 보각본에 해당하는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
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완판본문화관본의 인출
시기의 전후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각 판본의 종이 상태나 먹의 농담, 보관
상태, 훼손상태로 판단하면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이
국립중앙도서관 및 완판본문화관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각 판본의 인출시기의 전후관
계를 추정하면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인출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보다 명확한
인출시기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장의 이미
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인출 시의 목판의 손상 정도의 차

1. 새로 발견된 원간본
2. 1차 부분 보각본 (제1장-제18장 보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출시기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제1차

-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

부분 보각본에 해당하는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 국립

- 완판본문화관본

중앙도서관 소장본과 완판본문화관본의 비교가 가능한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3. 2차 부분 보각본 (제25장–제26장 보각)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모든 장의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목판의 손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증거를 제18장 후엽의 마지막행의 중간 정도
에 위치한 글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홍모난집의로…”
에서 ‘집’자의 받침인 ‘ㅂ’자의 일부가 완판본문화관본에

Figure 9.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7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Figure 10.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28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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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front side of 36th (last)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identical except for a few
marked areas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서는 원간본과 같이 ‘집’으로 인쇄되어 있으나 오죽헌 시

Figure 12. Image comparisons between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backside of 36th (last)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images from three versions are quite different
due to (A) intentional masking of printing, (B) normal
printing with edition information, and (C) intentional masking
of printing and personal notes afterwards (newly discovered
versions not available to public).

립박물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및 규장각 소장
본에서는 모음인 ‘ㅣ’가 길어진 ‘진’자처럼 인쇄되어 있음

39-46으로 가장 짙고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이 53-54

이 발견되었다(Figure 13). 따라서 원간본의 다음에 인쇄

로 중간 단계이고 규장각 소장본이 71-101로 가장 옅은

된 것은 완판본문화관본임을 확정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

것으로 측정되었다. 세 종류의 판본 이미지의 일부를 밝

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기의 평균치가 168, 125, 60 이상인 경우에 흰색으로 처리

의 인출시기는 다른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

하는 스레시홀드 스위칭(threshold switching) 기능을 사용

정해야 할 것이다.

하여 먹과 종이의 색상 및 명도의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종이의 밝기는 규장각 소장본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

3.3. 인출본 발묵 특성의 정량측정

본 
완판본문화관본의 순서이고 먹은 완판본문화관본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의 순서로

다섯 종류의 판본 중에서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본,
완판본문화관본과 규장각 소장본의 제36장 앞면의 광곽

옅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종류의 판본 비교에 있어서 종이의 질에 대한 검

의 먹의 농담을 세 군데에서 측정한 값과 일정한 밝기 이

토도 필요하나 실물을 조사할 수 없어서 사진을 활용한

상의 화소를 흰색으로 처리하여 각 판본 간의 먹의 농담

조사로 연구가 한정되었다. 종이의 색상으로 판단할 때

의 차이와 발묵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Figure 14에 정리하

완판본문화관본의 경우는 다른 판본과는 다르게 고정지

였다. 먹의 농담은 8-bit (28 = 0-255)의 밝기 단계인 256단

(藁精紙)에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

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값으로 완판본문화관본의 먹이

장본의 경우 평량이 매우 낮은 종이에 인쇄한 관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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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Switching Values (28 = 0 ~ 255)

Backside of 18th Leaf
1st – 18th Leaves
Re-carved

Woodblock
Damaged

168/256

24th, 25th Leaves
Re-carved

Brightness

125/256

60/256

(A)

(B)

(A)

(B)

(C)

(D)

(E)

Figure 13. Images of the backside of 18th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Recently discovered original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C)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D)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and (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Variations in a specific
printed character (집) indicating timing of re-carving and
woodblock damage.

(C)

Figure 14. Brightness of ink on border lines and partially
saturated images of three prints of top portions of the front
side of 36th (last) folding leaf of Wanpanbon (完板本)
editions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A)
Ojukheon Municipal Museum version, (B) Wanpanbon
Culture Center version and (C)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른 판본에서 관찰되지 않는 먹의 불균일한 인쇄특성들이
보이고 있다. 한지에 인쇄한 다른 판본의 경우에도 한지

은 조선통감부,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

의 평량과 표면가공에 따라 광곽 및 인쇄상태에 큰 차이

府)의 인가를 받아 출판에 관한 정보를 명시하여 출판하

가 발생하므로 인쇄에 사용된 종이의 물성 평가결과도 반

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붙인 것으

영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 추정된다. 실제로 목판의 판각은 판권지에 적힌 1916
년 이전에 완료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출판 연대추정

류탁일의 연구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판본은
1911년에 다가서포(多佳書鋪)에서 검열을 위해 조선총독

다섯 종류의 판본에서 유일하게 판권지가 붙어 있어

부에 제출했던 원고본이다(Ryu, 1981). 오죽헌 박물관, 국

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규장각 소장본이

립중앙도서관 및 완판본문화관 판본의 인쇄에 사용된 목

다(Figure 15). 판권지에는 大正五年十月八日發行, 大正五

판은 1911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규장각 한

年十月十日印刷라고 적혀 있어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제25장과 제26장이

발행, 인쇄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출판물에 간기를 추

추가로 보각된 것으로 대체되어 인쇄된 것이므로 이 두

가하게 된 것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또는 韓国併

장의 보각 목판은 1911년에서 1916년 사이에 보각이 이루

合に関する条約: 1910년 8월 22일 조인, 8월 29일 발효)

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전인 1909년 2월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가 법률 제6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Figure 13의

호로 시행한 출판법(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순서처럼 원간본의 다음에 인출된 것은 완판본문화관본

Song and Jung, 2015)의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출판물

이고, 이어서 오죽헌 시립박물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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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llen은 미국 북장로교회의 의료 선교사로1883년 10
월 11일에 중국의 상하이(上海)에 도착했다. 외국에 문호
를 개방하기 시작한 조선행을 결심하고 선교회의 허가를
받아 1894년 9월 20일에 조선에 왔다.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부상을 당하여 빈사상태의 명성황
후의 조카인 민영익의 수술과 치료를 맡아 고종의 정치고
문이 되었고 1885년에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세웠으며 1887년에는 참찬관에 임명되어 주미 전권 공사
박정양의 고문으로 미국에 가서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국무성에 밝히기도 했다. 1890년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
관이 되어 외교 활동을 했으며 총영사, 대리 공사 등을
지냈다. 1905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Wikipedia, 2021a).
그가 홍길동전을 소개한 책이 출간된 것이 1889년이며 그
책의 서문은 1889년 7월 1일에 작성됐다(Allen, 1889). 조
선에 도착해서 책을 출판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이 책은 1887년에 미국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조선을 소개하는 책자를 쓰게
된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갈 때 홍길동전을 포함하여 무
려 7편의 조선 소설을 소개할 준비를 하고 귀국길에 오르
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을 만큼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참고 삼을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Allen이 소개한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경판본을 바탕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판 중에서 가장 앞선 30장본 홍길동전이 출판
된 것이 1890년이라는 견해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하
Figure 15. Imprint image of the Wanpanbon (完板本)
edition of Honggildongjeon (Tale of Honggildong) from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vers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ing October 8, 1916 for
publication and October 10, 1916 for printing.

는 의문이 든다. 물론 목판본이 아닌 필사본은 그보다 더
빠른 시기부터 보급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
국인 선교사에게까지 고소설이 전해져서 영어로 번역되
어 출판될 정도라면 이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고소설들이
보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홍길동전
완판본 36장본의 보급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

본, 규장각 소장본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인출시기를 확

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할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11년이고
규장각 소장본은 1916년이며 완판본문화관본과 오죽헌

3.5. 목판인쇄의 특징에 관한 고찰

시립박물관 소장본은 1911년 이전에 인출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완판본 36장본 홍길동전의 여러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현재 학계에서는 완판 홍길동전이 경판보다 후대에 간

비교하면서 글자의 모양, 간격, 광곽의 크기, 모양, 목판의

행되었고 경판 중에서 가장 앞선 30장본 홍길동전이 1890

할렬, 손상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광곽부분의 인쇄에

년 무렵이라는 점을 들어 완판 홍길동전이 1890년 이후에

서 눈에 띄는 먹솔의 궤적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Yoo, 2021). 완판본 36장

다. 인쇄과정에서 종이의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생기는 이

본의 판형과 서체를 보면 정사(丁巳)년에 발행된 조웅전

중인쇄의 흔적도 발견했다. 글자 주변의 먹의 뭉침과 인

과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간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쇄 농담의 차이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목판

간행시기를 1857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yu, 1981).
홍길동전을 미국에 소개한 Allen이 한국과 어떤 인연
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

의 상태, 인쇄기술,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관한 귀중한 정
보가 될 수 있다. 인쇄에 사용된 종이의 재질, 발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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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 폭, 산지 등의 정보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

각 소장본의 두 종류의 판본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인쇄시

게 되면 보다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를 특정하였고 판본에 사용된 글자체와 목판의 손상정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자료는 인출된 글자의 자형변화,

도 등의 정보를 바당으로 원간본과 보각본의 구별과 인쇄

획 탈락, 광곽의 탈락, 목리문의 크기 변화 등으로 목판으

시기를 추정하였다. 인쇄시기의 추정에 있어 판본의 정보

로 인쇄된 기록문화재의 이본여부와 인출시기의 추정에

이외의 경판본 홍길동전을 포함하여 19세기 후반에 미국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기록문

에 영문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책자와 그 저자의 이력을

화재가 유일본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도 시기를 판단하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시도하였다. 학계의 일반적인

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복수의 판본이

견해와 달리 홍길동전이 조선 후기의 상당히 이른 시기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으로도 여러 가

터 널리 퍼져 있었음을 시사하는 고찰결과를 얻었다. 원

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간본의 인쇄에 사용되었던 목판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

1916년까지는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는 1940년

쇄된 판본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지만 사진 이미

대까지 간행이 지속되었으므로 목판의 수명과 인쇄상태

지로만 관찰해도 사용된 종이의 지질에도 차이가 있어 보

의 상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이고 변색 및 손상의 정도에도 많은 차이가 관찰되었다.

었다.

최근에는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여겨지던 보물

원간본의 발견으로 보각본과의 차이를 세밀히 조사하

로 지정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면 한글 고소설의 변화와 목판 보각과정에서의 오류 등의

이본(異本)인 삼성본(三省本)과 공인본(空印本)이 이미지

정보를 바탕으로 원간본의 표현에 충실한 완판본 홍길동

의 비교분석으로 동일한 판으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전의 복원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과 이제까지 알려졌던 인쇄 순서와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
지기도 하였다(Yoo and Kim, 2021; BTN New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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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륜연대기와 가도관 길이, 단열방사조직 크기를 이용하여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
지는 국내산 소나무(Pinus densiflora)와 외래산 소나무(Pinus resinosa, Pinus sylvestris)를 연륜해
부학적 방법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13곳의 국립공원에서 국내산 소나무 시료
를 채취하였고 외래산 소나무 시료는 목재수입업체 2곳에서 확보하였다. 가도관 길이 측정은
조재와 만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단열방사조직 높이와 구성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외래산
소나무로 제작된 연륜연대기는 외국의 표준연륜연대기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아 벌채된
국가 및 지역, 정확한 벌채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가도관 길이와 단열방사조직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러시아 소나무의 가도관이 국내산
소나무들보다는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내었다. 향후 다수의 외래산 소나무 시편을 확보하여 추가
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연륜연대기, 국내산소나무, 외래산소나무, 가도관, 연륜, 단열방사조직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and exotic pines (Pinus resinosa,

Pinus sylvestris) with a similar anatomical structure using a dendro-anatomical method that applied
dendrochronology, tracheid length, and uniseriate ray cell size. Korean red pin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3 national parks, while exotic pine samples were secured from two wood importers. Tracheid
length was measured by distinguishing earlywood from latewood, and uniseriate ray height and cell
number were determined. As the exotic pine tree-ring chronology was consistent with the foreign
standard tree-ring chronology and displayed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country and region where
the pine samples had been felled and the exact felling date were confirmed. According to the results,
which compared tracheid length and uniseriate ray size, no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Korean
red and Russian pines. However, the tracheid length of the Russian pines turned out to be slightly
longer than the length of the Korean red pine. Additional research securing a larger number of exotic
pines (P.resinosa, P.sylvestris) is required to yield more accurate results in the future.

Key Words Chronology, Pinus densiflora, Pinus sylvestris, Tracheid, Tree-ring, Uniseriate ray

1. 서 론

있다. 현재 목조건축문화재 수리 시 교체가 필요한 부재
에 한해 대부분 국내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S. et Z.)로

한국 산림의 주요 수종인 소나무는 과거부터 가장 선

교체되고 있으나, 일부 외래산 소나무가 혼입되어 사용된

호되는 건축 자재이었으며, 우리나라 목조건축문화재에

경우가 확인되었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는 대부분 소나무가 사용되어왔다(Park and Lee, 2007). 따

Center, 2016). 이는 국내산과 일부 외래산 소나무의 해부

라서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에는 “문화재수리

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교체부재에 대한 식별 검증

에 사용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

이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산 소나

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육송 또는

무와 해부학적 구조에 차이가 없는 외래산 소나무(Pinus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목재를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resinosa, Pinus sylvestris)를 식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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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외래산 소나무 식별은 대부분 해부학적 구조 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소나무와 유사한 해부학

찰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나 국내산 소나무와 유사한 해부

적 구조를 가지는 외래산 소나무를 대상으로 연륜해부학

학적 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DNA를 이용한

적 방법으로 식별하고자 국내 지역별 연륜연대기를 구축

방법, 근적외선을 이용한 방법 및 영상장치를 이용한 방

하고 가도관 및 단열방사조직 세포의 크기를 측정 및 비

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교를 통해 외래산 소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

DNA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외래산 소나무 식별 가능성

인하고자 하였다.

은 확인되었지만 정확히 식별하여 연구결과가 도출된 사

2. 재료 및 방법

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Hwang, 2015; Yoo et al.,
2020; Hong et al., 2014; Kim and Jung, 2007; Yang, 2019).
따라서 외래산 소나무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의

2.1. 조사지 및 시료채취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산 소나무 시료는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 13곳에

소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가도관은 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2-4 mm 길이를 가지고 있다(Park et

자생하는 수고 7-20 m, 흉고직경 39-72 cm 이상의 성숙재

al., 1987). 또한 이전 연구에서 ‘소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20본을 채취하였다. 각 국립공원에서 채취된 20본의 시료

가도관 길이의 변화는 임목이 갖는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중 연륜개수가 50개 이하인 시료를 제외한 11-20본의 시

결정된다’라고 하였고(Seo et al., 2014), ‘수목이 생장하고

료가 연륜분석에 사용되었다(Table 1). 시료는 이상재를

있는 기후조건에 의해 세포의 마이크로피브릴 각도를 비

피할 수 있는 흉고의 양방향에서 생장추를 이용하여 코어

롯한 해부학적 특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시료 형태로 채취하였다. 국내산 소나무와 유사한 해부학

하였다(Kim et al., 2020). 따라서 국내산 소나무와 유사한

적 구조를 가지는 외래산 소나무 시료들을 확보하고자 전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는 외래산 소나무는 생물학적 특징

국에 목재 수입 및 가공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후 및 환경 조건에서 생장하

국내산 소나무와 해부학적으로 분류가 되는 Ponderosa

였으므로 연륜폭과 연륜을 구성하는 세포 크기의 차이도

group (Pinus radiata류)과 Taeda group (Pinus rigida류)들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식물방역법으로 인

Table 1. The information of site characteristics and sample replication
National
park

Region
Seoul
Gangwon
Chung
cheong
Pinus
densiflora

Gyeong
sang

Jeolla

Pinus
Sylvestris

Number of trees
Latitude / longitude

for
chronology

for cell
analysis

Range of
sampling altitude
(m a.s.l.)

Bukhan

37°39’N/126°58’E

20

3

318-720

Seorak

38°07’N/128°28’E

20

3

383-840

Odae

37°48’N/128°41’E

11

3

298-520

Worak

36°59’N/128°15’E

20

3

351-940

Songni

36°33’N/127°51’E

20

3

348-890

Gyeryong

36°20’N/127°11’E

13

3

627-732

Juwang

36°24’N/129°11’E

20

3

305-884

Sobaek

36°57’N/128°29’E

20

3

548-1274

Gaya

35°48’N/128°06’E

20

3

388-988

Jiri

35°16’N/127°33’E

19

3

310-1024

Byeonsan

35°36’N/126°35’E

12

3

30-413

Mudeung

35°09’N/126°59’E

18

3

138-629

Deogyu

35°50’N/127°44’E

20

3

418-989

Russia

-

-

30

3

-

Europe

-

-

3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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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입되는 소나무들은 대부분 원목이 아닌 가공된 형태

유의성 있는 결과의 기준은 t값 3.5 이상이며, G값 65%

로 약제 및 열처리가 진행되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

이상이다(Park et al., 2003).

확한 벌채연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연륜연대학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연륜수를 가지고 있는 시료 확보가 매우 어

2.2.3. 연륜별 시료 채취 및 세포 측정

려웠다. 따라서 전국의 사업장 중 Sylvestris group 소나무

크로스테이팅을 통해 국내의 13개 지역별 소나무 연대

를 수입 및 가공하는 업체 2곳만이 확인되어 러시아와 유

기와 2개의 외래산 소나무연대기가 작성되었다. 각 연대

럽에서 벌채되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료를 디스크

기에 포함된 시료들 중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높은 시료

의 형태로 각각 30점씩 채취할 수 있었다(Table 1).

3점씩을 선별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가도관 길이가 안정
화되는 기간은 40년이었다(Seo et al., 2014). 따라서 선별

2.2. 분석방법

된 시료를 관찰하여 수에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변재부
위에서 30년(1987-2016년)간 연륜을 조재와 만재로 구분

2.2.1. 수종분석

러시아와 유럽에서 벌채되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시편 각 30점씩 총 60점에 대해 모두 수종분석을
진행하였다. 면도날을 이용하여 3단면 박편을 제작하여
수종 분석용 프레파라트를 제작한 후 광학현미경
(ECLIPSE LV100, Nikon, JPN)으로 관찰하였다.
2.2.2. 연륜폭 측정

국내산 소나무 시료들은 코어 형태로 채취하였으므로
연륜 고정대에 부착하였고, 외래산 소나무는 디스크 형태
로 별도의 전처리 없이 진행하였다. 각 시료는 밸트샌더
로 연마하여 연륜의 경계가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연륜의 폭은 컴퓨터에 부착된 연륜폭측정기
(Lintab, Rinntech, DEU)를 이용하여 0.01 mm 정확도로 측
정하였다. 정확한 생육연대를 각 연륜에 부여하기 위해

하여 면도날로 재단하였다(Figure 1A). 재단된 시료들의
가도관을 측정하기 위해 Schurz 용액(질산 35% 100 ml +
염소산칼륨 6 g)에 일주일간 담가두어 해리하였다. 해리
된 가도관들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였으며, 정
확한 가도관 길이 측정을 돕기 위하여 샤프라닌으로 염색
하고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Figure 1B). 단열방사조직
의 높이와 각 단열방사조직당 구성 세포수 측정을 위해
방사방향 폭을 고려하여 3년 간격으로 1987년부터 2016
년까지 총 10개의 시료를 제작하였고, 시료의 접선단면에
서 박편을 채취하여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각 프레파라트에서 가도관과 단열방사조직을
30개씩 선택한 후 광학현미경에 부착된 이미지 분석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0.01 mm단위로 측정하였고, 각 단열방
사조직당 구성 세포수도 측정하였다(Figure 1C).

크로스데이팅을 실시하였다. 크로스데이팅은 연륜연대

3. 결과 및 고찰

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TSAP-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고, 생장경향을 비교하는 그래프방법(graphic method)과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t값 및 부호검정을 응용한

3.1. 수종분석

G값(gleichläaufigkeit) 등의 통계 기능을 이용하였다(Rinn,

러시아와 유럽에서 벌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60점

2011; Schweingruber, 1988; Baillie and Pilcher, 1973; Eckstein

모두 국내산 소나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

and Bauch, 1969). 100년 이상의 연대기를 상호 비교할 때,

되었다. 횡단면에서 조⋅만재의 이행은 급하고, 수직수지

Figure 1. Sample preparation for the measurement of tracheid length and uniseriate ray height. (A) Splitting tree rings
in longitudinal direction considering earlywood and latewood. (B) Staining tracheids in Safranine. (C) Measuring
uniseriate ray height and counting uniseriate ray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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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graphs of Pinus sylvestris. (A-C) Samples imported from Russia. (D-F) Samples imported from Europe.
구가 분포하였다(Figure 2A, 2D). 방사단면에서 축방향가도

그래프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내

관 유연벽공의 배열은 대부분 1열이었고, 방사조직은 방사

소나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P. sylvestris, P. resinosa,

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분야벽공은 창

P. kesiya, P. merkusii, P. nigra의 28개국 396개 표준 연

상형에 방사가도관에는 거치상비후가 관찰되었다(Figure

륜연대기를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2B, 2E). 접선단면에서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를 포

Administration)에서 제공받아 크로스데이팅하였다. 러시

함하는 방추형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Figure 2C, 2F).

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연륜연대기는 러

3.2. 연륜연대분석

대기와 t값 4.9, G값 69%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통계적

시아 Verhnaja Toima와 Arkhangelsk 지역의 P. sylvestris 연

러시아와 유럽에서 벌채되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30점의 소나무 연륜패턴은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
으며, 각각 119년, 112년의 소나무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 작성된 연륜연대기를 이용하여 벌채지역과 벌
채시기를 확인하고자 우선 국내 소나무 표준연륜연대기
와 크로스데이팅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낮고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육안상으로도 그래프가 서로 일
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3). 또한 유럽 소나무 연륜
연대기는 독일 Hessen 지역과 Nordrhein-Westfalen 지역
연대기와 t값 5.1, G값 64%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통계값
을 나타내었으며, 육안상으로도 그래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4). 따라서 러시아와 유럽에서 벌
채되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 외래산 소나무들은 러시아

Figure 3. The statistic value of cross-dating between representative chronology of samples imported
from Russia (red) and standard chronology of Pinus sylvestris in Russia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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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statistic value of cross-dating between representative chronology of samples imported
from Europe (red) and standard chronology of Pinus sylvestris in Germany (black).
모스크바 북부지역과 독일 중서부지역 주변에서 자생하

소나무의 연륜별 조재 가도관 평균 길이는 2.74-3.88 mm 사

고 있었으며, 2019년에 벌채되어 가공 후 2020년과 2021

이로 측정되었고, 만재 가도관 평균 길이는 2.64-3.73 mm

년에 각각 수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사이로 측정되었다. 반면 러시아 소나무의 연륜별 조재

3.3. 가도관 길이

재 가도관 평균 길이는 3.84-3.92 mm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가도관 평균 길이는 3.74-4.02 mm 사이로 측정되었고, 만
유럽 소나무의 조재와 만재 가도관 평균 길이는 3.43-3.69 mm

국내 각 국립공원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들의 30년간 연

와 3.47-3.65 mm 사이로 측정되었다(Figure 5, 6). 국내 소

륜별 가도관 길이는 매년 차이는 있지만 성숙재에서 채취

나무의 가도관 길이를 측정한 이전 연구들에서도 성숙재

하였으므로 길이가 증가하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내

의 가도관 길이는 조재의 경우 3.25-4.07 mm, 만재는

Figure 5. Annual variations of tracheid length in earlywood. Black graphs indicates the
Pinus densiflora by region in Korea. Red graph indicates the Pinus sylvestris
in Russia. Yellow graph indicates the P. sylvestris in Germany.

Figure 6. Annual variations of tracheid length in latewood. Black graphs indicate the
Pinus densiflora by region in Korea. Red graph indicate the Pinus sylvestris
in Russia. Yellow graph indicates the P. sylvestri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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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verage length of tracheid on each region (blue: earlywood, red: latewood).
3.15-3.81 mm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와

결과가 확인되었고, 북양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내 수종

거의 일치하였다(Seo, et al., 2014; Kim et al., 2018; Kim

들에 비해 가도관 길이가 약간 긴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

and Kim, 2018). 또한 폴란드, 라트비아, 핀란드에서 자생하

가하였다(Lee, 1990). 따라서 추가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는 P. sylvestris 성숙재 가도관 길이를 연구한 이전 연구들에

외래산 소나무 중 일부 소나무들은 국내산과 가도관 길이

서도 국내 소나무 가도관 길이와 유사하게 약 2.7-3.8 mm

차이를 보이며, 이는 당시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

사이로 측정되었다(Irbe et al., 2013; Mäkinen and Hynynen,

적인 특징(기후, 토양, 주변식생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

2014; Fabisiak and Fabisiak,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된다.

러시아 소나무의 가도관 길이가 표준편차 내에서 벗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7). 러시아에서 수
입된 P. sylvestris의 변재부 가도관 길이를 측정한 이전 연
구에서도 평균 길이가 4.00 mm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3.4. 단열방사조직 높이
접선단면상에서 국내 소나무들의 단열방사조직 높이

Figure 8. Average height of uniseriate ray on each region.

Figure 9. Average number of cells per uniseriate ray o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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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120-140 μm이었고, 축방향을 기준으로 각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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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고대 유리에서 납바륨유리 3점, 납유리 3점, 포타쉬유리 10점 그리고
소다유리 10점을 중심으로 라만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고대 유리의 융제 분류와 납유리에서
납의 정량 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축 진동 영역에서 납바륨유리가
1040 cm-1, 납유리가 1000 cm-1으로 라만 피크 에너지의 차이를 보이며 포타쉬유리와 소다유리
는 굽힘 진동 영역에서 Na과 K 양이온의 차이에 따라 포타쉬유리는 490 cm-1에서, 소다유리는
560 cm-1에서 라만 피크의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 납유리는 PbO 함량에 따라 라만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가 비례하므로 이를 통하여 납유리의 주성분인 PbO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라만분광분석법으로 납바륨, 납, 포타쉬 그리고 소다유리에 대한 분류와 납유리에서
PbO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다.
중심어 유리구슬, 융제 특성, 납유리, 라만분광분석, 적색 변이, 납 함량
ABSTRACT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ing

Korean ancient glasses via Raman Spectroscopy. We subjected four categories of Korean traditional
glasses, namely, lead-BaO, lead, potash, and soda glasses (3, 3, 10, and 10 pieces, respectively), to
this analytical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retching and bending
Raman vibration regions corresponding to these different Korean ancient glass types. Specifically, the
stretching vibration regions corresponding to lead-BaO and lead glasses showed peaks at 1040 and
1000 cm-1, respectively; the stretching vibration region of normal glass appears at 1100 cm-1. The
bending vibration regions corresponding to potash and soda glass showed Raman peaks at 490 and
560 cm-1,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Raman spectra of the lead and lead-BaO glasses showed red
shifts, which depended on the amount of PbO present. Thus, our findings highlighted the possibility
of quantitatively determining the amount of PbO, a major component of lead glasses, via Raman
Spectroscopy.

Key Words Glass beads, Flux, Lead glass, Raman Spectroscopy, Red shift, PbO content

1. 서 론

조를 안정화하고 내수성을 갖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CaO,
Al2O3 성분을, 착색제는 유리 색상을 결정하는 물질로 티

한국의 고대 유리는 일반적으로 주제(Former), 융제

타늄(Ti), 망간(Mn), 철(Fe), 구리(Cu) 등 전이금속을 포함

(Flux), 안정제(Stabilizer) 그리고 착색제(Colorant)로 조성

한다. 이와 같은 첨가 물질을 기준으로 한국의 고대 유리

을 구분하고 있다. 주제는 석영광물 또는 모래가 원료이

는 융제 특성에 따라 군(Group)을 분류하고 안정제 특성에

고 융제는 주제에 첨가되는 용융물질로 Na2O, K2O, PbO

따라 계(System)를 구분하고 있다. 즉, 융제 특성은 납유

성분을 포함한다. 융제는 주제인 석영의 1850 ℃인 높은

리군(Lead glass group), 포타쉬유리군(Potash glass group),

용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안정제는 유리 조성과 구

소다유리군(Soda glass group), 알칼리혼합유리군(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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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 glass group)으로, 안정제 특성은 CaO, Al2O3의 함량

펙트럼의 구별 특성과 납유리군에서 PbO의 함량에 따른

에 따라 HCLA계(고칼슘)와 LCHA계(고알루미나)로 구분

라만 피크의 변화에 따른 정량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 구분은 한국의 고대 유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Kim, 2001; Kim, 2013).

2. 이론적 배경

한국의 고대 유리는 납유리군과 알칼리유리군으로 대
분되며 납유리군은 바륨의 함유 여부에 따라 납바륨유리

라만 분광학은 물질에 의한 빛의 산란을 관찰하는 방

군(SiO2-PbO-BaO)와 납유리군(SiO2-PbO)으로, 알칼리유

법으로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빛과 물질 사이의 에너지 교

리군은 포타쉬유리군과 소다유리군으로 세분된다. 납바

환을 측정하여 물질의 특성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입사

륨유리군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한 빛의 에너지에서 일부가 물질의 진동 운동으로 전달이

주로 확인되는 조성으로 한국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되고 이로 인하여 줄어든 빛에너지는 산란되어 관찰되는

후 3세기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유리군은

데 이를 (진동) 라만 산란이라고 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납바륨유리군에 비하여 후행 시기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모든 물질의 진동 에너지는 그 화학 조성과 구조에 의해

에 확인되는 사리병의 조성으로 대표적인 출토지는 익산
미륵사지이다. 반면에 알칼리유리군 중에서 포타쉬유리
군은 납바륨유리군와 함께 한국의 초기 유리의 조성이라
고 알려져 있으며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인 기원후 3세기
까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된다. 삼국시대에는 포타쉬유리
군의 빈도수가 적어지고 소다유리군이 주된 유형으로 나
타난다. 따라서 한국의 고대 유리는 함유 조성에 따라 시
기적, 공간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1990; Kwon, 2017; Park, 2021).
지금까지 한국의 고대 유리의 조성은 복원할 수 없는
유리 편을 중심으로 에너지분광분석기(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Kim, 2001; Kim, 2013; Kim et al., 2020). 그러나 깨진
유리 편에 대한 분석은 유리 조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적에서 출토되는 완형 유리구슬을
모두 측정할 수 없으므로 측정 대상에 대한 대표성의 한
계를 가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분석법으로 에너지분
산형 X-선형광분석기(ED-XRF,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를 활용한 비파괴분석법으로 완
형 구슬이 표면 조성을 측정할 수 있다(Kim, 2019; Kim

결정되므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시료에 대하여 비파괴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라만 분광계는 광원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산란광과
입사광을 구분하는 광학 필터, 빛을 분산하는 다색화장치
(Polychromator)와 검출기(CCD, charge coupled device)로 구
성된다. 입사광과 산란광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라만 변
이(Raman shift)는 라만 산란 스펙트럼으로 주로 사용하는 단
위는 파수(wavenumber, cm-1)이고 파장의 역수에 해당한다.
유리와 같은 고체는 고유한 주파수(에너지)의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라만분광법으로 측정한 결정성이 없는 비
정형 규산염유리(silicate glass)의 고유 진동이 나타난다.
규산염유리는 SiO2가 반복,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산소
와 규소의 진동을 라만 스펙트럼에서 측정할 수 있다. 비
정형 유리는 산소 원자(O)와 실리콘 원자(Si)의 결합이 끊
어진 상태가 존재한다. 특히, 결합이 불완전한 산소 원자
는 비가교 산소(NBOs, NonBridging Oxygens)라고 한다
(Stebbins and Xu, 1997). 그리고 라만 스펙트럼은 비가교
산소의 구성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유리
는 2개의 주요 라만 피크가 나타난다(Figure 1). 545 cm-1의
피크는 -Si-O-Si- 단위의 굽힘 진동에 의한, 1088 cm-1

et al., 2021). 그러나 X-선형광분석기를 활용한 유리구슬
의 조성 분석은 매장 환경에서 풍화된 유리구슬의 표면을
측정하므로 정확한 유리 조성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파괴분석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
다. 최근에는 라만분광법(Raman Spectroscopy)을 활용한
비파괴분석법이 시도되고 있으며(Colomban et al., 2018),
고대 유리의 조성 분석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국
외에 한정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Saminpanya et al., 2019;
Colomba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라만분광법을 활용하여 한국 고대 유리의
융제 성분에 대한 분류 가능성을 처음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한국 고대 유리의 융제 특성에 따른 라만스

Figure 1. Raman spectrum of general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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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기존에 분석이 진행된 유리 편에서 융제
별로 포항 옥성리 유적에서 납바륨유리군 3점, 익산 미륵
사지 유적에서 납유리군 3점,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포타
쉬유리군 10점와 소다유리군 10점을 포함하여 총 26점을
선정하였다(Kim, 2001). 선정된 유리 편에 대한 조성은 별
Figure 2. The bonding process between metal oxide and
silicate. (A) Monovalent cation. (B) Divalent cation.

도 정리하였다(Table 1).

5. 연구 결과

의 피크는 비가교 산소의 신축 진동에 따른 결과이다
(Colomban, 2003).
고대 유리는 제작 과정에서 금속산화물의 양이온이 규
산염의 결합 구조를 끊어내고 비가교 산소를 형성하게 된
다(Figure 2). 이온 결합을 형성한 금속산화물 양이온과 비
가교 산소는 금속산화물의 산화수와 크기에 따라 비가교
산소의 진동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유리는 조성과
함량에 따라 비가교 산소의 진동 운동이 달라지며 이 차
이점은 라만 스펙트럼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를 측정하여
고대 유리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라만 분광 시스템(Raman optical
system)은 532 nm 다이오드 레이저(532S-50-COL-PP,
Oxxius, France), 광학계, 다색장치(SR-303I-A, Andor, United
Kingdom)와 광검출기(DU420A-BEX2-DD, Andor, United
Kingdom)로 구성된 장비를 이용하였다(Figure 3). 측정조
건은 레이저 파워를 23 mW 아래로 유지했으며, 광검출기
의 노출시간은 3초로 고정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은 비대칭 최소 자승법 방식을 통해 배
경 신호를 제거하고 각 유리 융제에 따라 주요 라만 피크
들에 색 도형과 파수를 표기하였다. 각 유리는 금속 양이
온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편에 존재하는 비가교 산소의
인접한 위치에 Na+, K+, Pb2+ 및 Ba2+ 등의 양이온이 위치
하여 규산염의 진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결합
된 비가교 산소들의 신축/굽힘 진동 운동은 양이온과 산
소 음이온의 쿨롱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변화하므로 이를
측정하여 유리의 조성 분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규산염유리에서 융제에 따라 구분
된 납바륨, 납, 포타쉬, 소다 유리군의 라만 스펙트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납유리 계열은 2가 양이온인 Pb의 화학적
조성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영향에 의해 규산염유리의 신
축 진동영역에서 에너지가 조성에 비례해서 작아지는 적
색 편이(Red shift)가 일어나게 된다. 즉, 규산염유리의 신
축 진동 영역에서 납바륨유리는 1040 cm-1(적색 동그라
미), 납유리는 1000 cm-1(녹색 역삼각형)으로 라만 피크 에
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Figure 4A, 4B). 반면에 포타쉬유
리와 소다유리는 K+, Na+의 조성 비율이 높고 1족 알칼리
금속으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비슷하므로 비가교 산소

Figure 3. Layout of Raman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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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glass beads selected for Raman analysis
Site

Flux

os-41

Pohang
Oksongri
Iksan
Mireuksaji
Temple

Sample
Number
os-13

lead

os-16
mr-1
mr-2
mr-3
GY-63-01
GY-63-02
GY-63-03
GY-63-04

Potash

GY-66-06
GY-68-01
GY-68-02
GY-71-01
GY-71-03
yd-14

Gimhae
Yangdong-ri

GY-66-04
GY-67-01
GY-67-02
GY-67-04
Soda

GY-68-04
GY-68-05
GY-68-06
yd-22
yd-23
yd-5

Chemical Composition (wt. %)

Remark

SiO2 Na2O K2O

CaO Al2O3 MgO TiO2 MnO Fe2O3 CuO PbO

BaO

SO3

P2O5

Cl

37.70
36.00
34.90
27.90
28.30
28.10
76.05
75.33
75.63
63.95
69.68
70.05
69.98
66.58
72.96
74.90
66.04
66.20
63.15
66.04
63.74
65.44
65.50
63.20
62.60
70.90

37.80
37.70
39.50
72.10
71.70
71.90
0.09
0.14
0.21
0.14
0.17
0.13
0.33
0.11
0.06
0.14
0.10
0.23
0.00
0.10
0.00
0.05
0.01

12.50

0.12

-

3.40

PbO-BaO-SiO2

12.60

<0.1

-

3.70

PbO-BaO-SiO2

12.60

<0.1

-

3.70

PbO-BaO-SiO2

-

-

-

-

-

-

-

-

-

-

-

-

0.00
0.00
0.00
0.04
0.00
0.00
0.01
0.02
0.05
0.26
0.04
0.03
0.38
0.04
0.01
0.00
0.01
1.30
1.20
0.36

0.04
0.04
0.04
0.08
0.06
0.05
0.06
0.07
0.08

4.70

<0.1

2.90

0.14

1.30

0.23

<0.1

0.14

0.81

5.10

<0.1

2.90

<0.1

1.40

<0.1

<0.1

0.15

0.45

4.80

,0.1

2.80

<0.1

1.20

0.13

<0.1

0.13

0.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1.26
1.15
1.13
0.78
0.88
0.80
1.16
0.97
1.50
19.18
19.14
19.51
19.18
20.06
20.35
20.51
20.20
20.30
16.40

16.17
16.41
16.25
22.33
20.75
19.70
19.82
20.58
16.06
17.30
0.81
0.65
3.64
0.81
0.50
0.29
0.36
3.10
3.10
1.20

1.01
1.10
1.00
2.43
0.39
0.42
0.44
2.02
0.87
0.33
4.69
5.09
3.18
4.69
9.75
8.46
8.26
2.70
2.60
2.60

2.08
1.92
2.10
3.34
4.66
5.18
5.13
3.37
3.59
2.70
2.92
3.43
5.30
2.92
2.81
2.41
2.57
5.00
4.90
2.70

0.53
0.50
0.58
0.70
0.36
0.35
0.32
0.69
0.65

0.06
0.12
0.04
0.13
0.14
0.17
0.14
0.12
0.11

1.75
1.92
1.79
3.20
0.08
0.00
0.02
2.90
2.41

0.79
0.81
0.80
2.16
0.65
0.50
0.39
2.12
1.86
<0.1 <0.1 <0.1 0.46
0.54 0.21 2.25 1.26
0.58 0.30 1.69 1.12
1.76 0.27 0.09 1.19
0.54 0.21 2.25 1.26
0.92 0.09 0.02 0.62
0.78 0.09 0.03 0.39
0.82 0.07 0.02 0.41
1.30 0.31 0.11 1.50
1.30 0.28 <0.1 1.50
0.62 0.33 2.30 1.50

0.05
0.08
0.02
0.01
2.08
2.34
2.41
0.03
0.02
1.50
0.04
0.04
0.84
0.04
0.06
0.00
0.04
1.30
1.30
<0.1

0.20
0.22
0.27
0.19
0.04
0.05
0.07
0.17
0.28

0.17
0.13
0.10
0.16
0.17
0.18
0.09
0.07
0.03
0.19
0.35 0.22
0.33 0.04
0.05 0.34
0.35 0.22
0.00 0.46
0.04 0.41
0.03 0.33
<0.1
0.65
<0.1
0.60
<0.1 <0.1 0.35

<0.1

1.35
1.13
0.31
1.35
0.95
1.27
1.06
0.30
<0.1

0.60

Figure 4. Raman spectra of glass beads depending on the chemical composition. (A) Lead-Barium glasses.
(B) Lead glasses. (C) Potash glasses. (D) Soda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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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rithmetic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glass beads Raman spectra depending on chemical
composition. (A) Lead-Barium glasses. (B) Lead glasses. (C) Potash glasses. (D) Soda glasses.
의 신축 진동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나, Na, K 양이

쉬, 소다유리는 라만 피크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라만 스

온의 차이로 인하여 굽힙 진동영역의 구조가 달라진다.

펙트럼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한국 고대 유리의

즉, 포타쉬유리와 소다유리는 모두 신축 진동영역 1100

융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1

cm 에서 라만 피크가 유사하게 확인되나, -Si-O-Si- 단위

라만 스펙트럼의 형태와 모양의 차이점으로 고대 유리

의 굽힘 진동영역에서 포타쉬유리는 490 cm-1(황색 별표)

의 융제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에서, 소다유리는 560 cm-1(자색 오각형)에서 확인된다

납바륨유리, 납유리, 포타쉬유리 그리고 소다유리별 평균

(Figure 4C, 4D). 또한 포타쉬유리와 소다유리는 규산염의

(흑색 실선)값과 표준편차(회색 박스)와 함께 대표 스펙트

굽힘/신축 진동영역의 라만 피크 이외에 다른 피크를 보

럼을 도식하였다(Figure 5). 도식 결과, 규산염의 굽힘/신

이는데, 포타쉬유리는 590, 980 cm-1에서, 소다유리는 990

축 진동영역에서 연구 대상이 3점인 납바륨유리군과 납

cm-1에서 라만 피크가 나타난다. 따라서 납바륨, 납, 포타

유리군은 표준편차가 작은 편이나 연구 대상이 10점인 포

Figure 6. Raman shift location and calibration curve depending on PbO composition (wt %). (A) Raman shift
location of maximum intensity in NBOs’ stretching vibration region. (B) Scatter plot on relationship between
PbO compositions and Raman shift location of maximum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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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쉬유리군과 소다유리군은 표준편차가 큰 편으로 이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만 분광분석법을 활용하여 한

연구 시료에 따른 라만 피크의 세기 차이로 볼 수 있다.

국 고대 유리의 융제 특성인 납바륨, 납, 포타쉬 그리고

그러나 라만 피크가 나오는 파수의 위치는 일정하다는 점

소다유리에 대한 분류 기준과 납유리에서 PbO의 함량을

에서 고대 유리의 융제별 라만 스펙트럼의 재현성은 검증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할 수 있다.

사 사

납유리는 규산염 비가교 산소의 신축 진동 영역에서
라만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가 나타나며 적색 편이는 PbO
의 함량에 따라 규칙적인 변화 양상을 보인다(Figure 6A).

이 논문은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또한, 신축 진동 영역에서 가장 강한 라만 세기의 Raman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NRF-2021R1I1A2040339)

shift 값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도식한 결과에서 라만 스펙

와 201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트럼의 적색 편이는 PbO 함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집단연구지원사업임(NRF-

다 (Figure 6B). 따라서 라만 분석으로 납유리에서 PbO 함

2016R1A5A1012966).

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
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6점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라만 분석을 통하여 납유리의 PbO 함량에 따른
정량 함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납유리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자료가 축적되면 라만 분석을 통하여
납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결 론
한국의 고대 유리는 융제 성분에 따라 납바륨, 납, 포타쉬,
소다유리로 분류하고 있다. 고대 유리의 융제 특성은 어떤
금속 양이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가에 따라 비가교 산소
의 진동이 달라지며 이 차이는 라만 스펙트럼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고대 유리의 융제 특성에 따른 납바
륨, 납, 포타쉬, 소다유리의 분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납유리 계열은 규산염유리의 신축 진동 영역에서 라만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Red shift)가 일어난다. 납바륨유리
는 1040 cm-1, 납유리는 1000 cm-1에서 라만 피크 에너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반면에 포타쉬유리와 소다유리은 Na과
K 양이온의 차이로 인하여 굽힘 진동 영역의 구조가 달라
-1

-1

진다. 포타쉬유리는 490 cm 에서, 소다유리는 560 cm 에
서 나타나며 이외에도 포타쉬유리는 590, 980 cm-1에서,
소다유리는 990 cm-1에서 라만 피크가 확인된다. 따라서
납바륨, 납, 포타쉬, 소다유리군은 라만 피크의 위치와 모
양에 따라 라만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라만분광
법을 활용하여 한국 고대 유리의 융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납유리는 PbO 함량에
따라 규산염유리의 비가교 산소의 신축 진동 영역에서
라만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라만 분석을 통하여 납유리의 주성분인 PbO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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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가민속문화재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매듭과 테두리 장식에 사용된 ‘금속
장식지’를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금속 장식지는 SEM-EDS
분석을 통해 은(Ag) 및 황(S)이 확인되어 은제 금속박을 배지에 부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황(S)은 농도와 접촉시간에 따라 은(Ag)을 황색부터 흑색까지 변색시킬 수 있다. 현재
는 황색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은(Ag)으로 가금사를 만든 사례가 있어 본래 색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배지는 배면까지 적갈색이다. 함께 검출된 알루미늄(Al)과 규소
(Si), 철(Fe)은 전통 편금사(片金絲)의 붉은색 접착제로 추정되는 주토(朱土)의 주성분으로, 금속
장식지의 접착제 관련 성분으로 추측된다. GC/MS 분석 결과에서 접착제 성분은 아교(阿膠)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금속 장식지, 황화은
ABSTRACT Through scientific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metal foil

decorating the border line and knotting of the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Throug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results, it was estimated that silver (Ag) and sulfur (S) were present in the metal foil,
and silver leaf was also attached to the medium. S may discolor Ag from yellow to black depending
on its concsentration and contact time. Yellow color could not be identified in metal foil at present.
But there existed an example of the preparation of a gold-colored flat silver thread;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stimate the original color. The lamella was reddish brown on the back.
Aluminum, silicon, and iron were also detected and were the main components found in red soil.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d adhesive in traditional flat gold thread and is considered to be an
adhesive-related component of the metal foil. From the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results,
the adhesive component was confirmed to be animal glue.

Key Words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Metal foil, Silver sul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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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라니 주머니의 금속 장식지는 부분 박락이 심해 자연
탈락한 시편 중 재부착이 불가능한 시편이 확인되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월수(日月

이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재질 분

繡) 다라니(陀羅尼) 주머니(국가민속문화재 제42호)는 왕

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19세기 중

실 상궁의 발원품으로 일수(日繡)와 월수(月繡)로 구성된

반 금속 장식지의 재질 정보를 도출하여 유물의 제작 과

두 개의 주머니의 구성과 섬세한 자수 표현이 조형적으로

정의 일면(一面)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뛰어난 유물이다. 특히 매듭과 주머니의 테두리에는 금속
장식지를 활용하여 제작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것은 장식

2. 연구 대상 및 방법

지의 색상과 광택의 차이만 있을 뿐 19세기 초⋅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봉수 향낭(雲鳳繡 香囊, 국가
민속문화재 제41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운봉수 향
낭과 유사한 1837년의 덕온공주 가례 차(次) 향낭 수본(繡
本)도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고궁
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소장의 서각 및 연화 자수 노리
개에서도 금속 장식지로 꾸민 사례가 있어, 매듭 및 자수
공예품에 금속 장식지로 테두리 장식하는 것은 상당히 드
물지만 19세기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금속 장식지는 직조 및 자수에
사용되는 금속사(metal threads)처럼 일정 너비로 자르지
않았으며, 더 두껍게 제작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명칭
을 제안한 선행 연구는 없었으며, 섬유가 확인되는 배지
위에 금속면이 확인되므로 재질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금속 장식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장
식지가 확인되는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를 대상으로, 매듭
과 자수 주머니의 테두리 장식에 활용된 금속 장식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질 분석은 주사전자현
미경(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과 GC/MS(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를 활용하여 금속 장식지의 금속 및 접
착제 성분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섬유 유물
금속 장식지의 경우,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일월수

A

B

2.1. 유물 개요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Figure 1)는 불화나 불번(佛幡)
에 다는 복장낭(服藏囊)이다. 주머니 부분만 길이 20 cm,
너비 약 13 cm의 크기로, 매달 수 있도록 달린 끈목은 매
듭 부분을 포함하여 16 cm로 전체 길이가 약 57 cm 정도
된다(An et al., 2021). 주머니에 수놓은 발원문을 통해 왕
실 상궁 김씨와 류씨가 불사에 참여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머니의 앞면에는 발원자인 기유생(己
酉生, 1789년 추정) 동갑내기 상궁 김씨와 상궁 류씨의 극
락왕생을 기원하는 발원문을 한문 자수로 놓고, 뒷면에는
발원자의 부모 및 형제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궁서체의
한글 묵서가 남아 있다.
다채롭고 정교하게 수를 놓은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끈목의 석씨매듭 표면과 주머니 테두리에는 금속 장식선이
있다. 가장자리 선장식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거나 결실되
어 장식선의 심사(心絲)로 사용한 흰색 실이 노출된 상태
이다. 장식선은 육안상으로 먹색에 가깝지만, 현미경 관
찰 시에는 은회색의 광택을 띠고 있다. 이는 적갈색 배지
(lamella)에 금속박(金屬箔)이 부착된 일종의 금속 장식지
(metal foil)로, 구체적인 금속 성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석씨매듭 위쪽에는 금속 장식지를 마름모 형태로
잘라 붙였으나, 부분적으로 떨어지면서 홍색 매듭까지도

C

Figure 1. Photograph of the metal foil used in the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日月繡陀羅尼). (A) Sun design (left)/moon design (right), (B) Edge of pouch, (C) Suksee-k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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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장식지는 광택이 있는 금속면과 섬유 재질의 배지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금속 장식지는 직금단에 삽입하는 편
금사(片金絲)와 유사하게 배지 위에 금속박이 얇게 부착
된 상태이다. 따라서 금속 부분과 접착제 성분 분석을 진
행하였다.
금속 장식지의 앞면과 뒷면의 상태 및 특성을 관찰하
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High Performance Multi
Figure 2. Decorative line of the Sutra Pouch.

Digital Microscope, DG-3x, Scala社, JPN)을 이용하여 25
배, 50배, 100배, 200배로 촬영하였다.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금속 장식지의 성분을 확인하
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SEM, JSM-IT300, JEOL, JPN)
과 에너지분산형엑스선분광기(EDS, X-MAXN, Oxford,
UK)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는 별도의 코팅을 하지
않았으며,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20 kV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장식지 배지면의 접착제 성분은 열분해장치
(PY-3030D, Frontier Lab, JP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
래피/질량분석기(7890A GC/ 5975C MSD, Agilent,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
피/질량분석법은 교착제(binder) 및 접착제(adhesive)와 같

Figure 3. Connection state of the Sutra Pouch.

은 고체 형태의 고분자 동정에 적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21; Yu,
2019; Park, 2015). 접착제 분석의 레퍼런스로 사용한 알아
교(Nakagawa, JPN) 0.2 mg과 금속 장식지 시편 약 0.44 mg
을 열분해용 컵에 각각 취하였다. 미리 가열되어 있는 열
분해장치 속에 시료가 든 컵을 투입하여 500℃에서 0.2분
간 열분해하였다. 열분해 산물을 GC/MS로 온라인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분석칼럼으로
DB-1HT column(100% dimethylpolysiloxane, 30 m × 0.25

Figure 4. Metal foil of
Norigae embroidery with
lotus [蓮花] 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Figure 5. Metal foil of
Norigae embroidery with
rhinoceros’ horn [犀角] in
National Museum of Korea.

mm id, 0.10 μm film thickness)을 사용하였으며, 50℃에서
3분 유지한 다음 300℃까지 10℃/분의 속도로 승온한 후
10분간 유지하여 총 38분 동안 분석하였다. 이동상 기체
는 헬륨(0.5 ml/분)을 사용하였다. 검출을 위한 질량분

손상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머니의 가선에는 곡선 처리

석기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MS transfer line temp.

시 금속 장식지가 꺾이거나 마모되는 등의 물리적 손상이

(280℃), MS ion source temp. (230℃), MS quadrupole temp.

관찰되기도 한다(Figure 2). 또한 금속 장식지를 가는 선

(150℃), mass range (m/z = 33-550). 데이터의 획득과 해석

형태로 말아 감아 주머니 앞과 뒤 사이에 끼워 넣어 바느

은 ChemStation Software(Agilent, USA)를 사용하였고, 화

질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3). 금속의 광택과 장식지를 재

합물 규명은 Wiley library와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졌다.

단한 문양에는 차이가 있지만 운봉수 향낭과 국립중앙박

3. 분석 결과

물관의 수서각(繡犀角)노리개, 국립고궁박물관의 자수연
화(刺繡蓮花)노리개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4, 5).

3.1. 표면 관찰
금속 장식지(Figure 2)는 약 0.09 mm의 두께로, 석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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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icrograph of metal foil (front).

Figure 7. Micrograph of metal foil (back).

5

Figure 8. The SEM images of metal foil. (A) Point 1-3 (× 2,000). (B) Point 4-5 (× 5,000).
듭에는 약 3 × 2 mm2 크기의 평행사변형 형태로 잘라 붙

중⋅일의 편금사 평균 두께가 0.08-0.1 mm로 비슷함에도

였다. 또한 주머니의 테두리 부분은 심사(心絲) 2올을 Z방

장식지의 배지는 배면까지 붉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향으로 꼬아 합사(合絲)한 후, 금속 장식지로 감싸 주머니

(NRICH, 2014). 금속 장식지의 배면에서 확인되는 섬유는

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끼워 고정하였다. 금속 장식지는

불규칙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난다.

곡면에 위치하여 현미경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아, 접합면
이 열화되어 자연 탈락한 시료를 대상으로 표면을 관찰하
였다.
금속 장식지의 앞면은 광택이 있는 짙은 회색의 금속
면(Figure 6)으로, 금속박의 박락과 균열이 전반적으로 관
찰된다.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표면의 색은 균일하지 않
은데, 박리 부분 등 가장자리가 더 짙게 흑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자연 탈락된 시료의 크기가 측정경보다 작
아 색도는 측정할 수 없었다.
장식지의 배면과 금속박이 박락된 표면의 균열을 통해
관찰된 배지는 적갈색(Figure 7)이다. 이는 접착제의 영향
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금사(金絲)를 만들 때 아교와 주
토, 물 등의 재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붉은색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뺷의궤뺸 등의 문헌 기록과 금사 유물 조사 결
과로 미루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붉은색 접착제를 사용
해 접착 면에 붉은 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National
Research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4; Sim and Lee,
2014). 편금사(片金絲)는 금박을 배지에 붙인 후에 일정
너비로 자른 것이나, 장식사 또한 얇은 금속박을 배지에
접착시키는 방법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3.2. 금속박지의 성분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장식에 사용된 금속박지는 전반
적으로 짙은 회색의 표면색을 띠고 있다. 다만 Figure 8에
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표면이 균일하지 않아 표면색 또
한 고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Figure 8은 금속 장식지
시료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으로 2,000배,
5,000배로 관찰하였으며, EDS 분석(Table 1)을 통해 Point
1-5에 해당하는 성분 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EDS
mapping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 장식 시료 표면의 성
분 조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Table 1은 Figure 8에 표시된 point 1-5에 대한 EDS 분석
결과이다. EDS 분석 결과 은(Ag)이 최대 51.86 wt%로 검
출되어, 은이 주성분인 금속 장식지임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Al)과 규소(Si), 철(Fe)은 접착제와 관련된 성
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규산알루미나(silica-alumina)와 미
량의 철은 무기안료인 주토(朱土)에서 검출되는 성분이
며, 주토는 전통 편금사의 붉은색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
된 바 있다(Kim et al., 2016). 현재로서는 접착제의 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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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DS analysis of metal foil used in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Element (weight, %)

Surface
analysis

C

O

Na

Mg

Al

Si

S

K

Ca

Fe

Cu

Zn

Br

Ag

Point 1

27.79

9.47

0.24

0.13

-

-

7.99

-

-

-

1.44

1.08

1.41

50.45

Point 2

32.45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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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여러 금사 시료를 EDS 분

은의 부식생성물은 황화은(Ag2S), 황산은(Ag2SO4), 염화

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규소는 4.97-3.76 wt%, 철은

은(AgCl), 산화은(Ag2O), 질산은(AgNO3), 탄산은(Ag2CO3)

1.01-0.65 wt%로(NRICH, 2014), 본 분석의 결과도 범주 안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황 성분은 미량이라도 있으면

에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함량이 높은 지점에서 구리(Cu)와 아연(Zn)이 비교

은과 결합하여 황화물을 형성하여 심각하게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and Lee, 2000).

적 균일하게 검출된다. 구리는 은과 합금하면 강도가 높

그러나 황의 농도나 접촉시간 등에 따라 은의 표면색

아지고, 아연은 황과 반응하여 흑변되는 것을 막는 특성

상은 ‘황→적→청→녹→흑’의 순서로 점진적으로 착색된

이 있다(Sehwa, 2001). 이와 같은 특성이 조선시대 가금사

다(Kwak, 1985; Kim, 2009). 이 점을 이용하여 은에 옅은

제작에 반영되었을지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색을 내어 사용하기도 한다. 은박을 입힌 배지에 유황

현재 금속 장식지 표면이 짙은 회색인 것은 황화은

(硫黃, sulfur)으로 훈증(薰蒸)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은

(Ag2S)이 생성됨에 따라 변색된 것이라 생각된다. 맵핑 이

박이 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청금(淸金)이라 하며 금

미지(mapping image)를 통해 보다 명확한 은층을 확인하

사(金絲) 중 가장 옅은 금색을 띤다고 한다(No, 2006). 세

였으며, 은과 황의 분포가 대체로 일치하였다(Figure 9).

종대학교 소장 동궁비 원삼의 청색 색동과 한삼의 편은사

Figure 9. Photographs showing the surface texture and element mapping images of metal foil used in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from the studied sites using SEM-E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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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Donggungbi-Wonsam (東宮妃圓衫) in Sejong University Museum.
(A) Saekdong (blue), (B) Hansam (NRICH, 2019).

Figure 11. Silver Thread of Chaekgap (帖匣)
in Oryundae Korean Martyrs Museum
(Baek et al., 2016).

Figure 12. Siver Thread of Gold Rounded Figure 13. Silver Thread in Dankook Figure 14. Great Master (大師)
Pattern (金圓紋) jacket excavated from University Seok Juseon Memorial
Kyungwoon’s Kasaya [袈裟] in Sungbo
Yeongdeok-dong Yongin (NRICH, 2014). Museum (NRICH, 2014).
Museum of Tongdosa (通度寺) Temple
(NRICH, 2014).
(Figure 10)는 주성분이 은이나 금빛을 띠며, 황이 함께 검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금속 장식지는 표면에서 황색이

출되었다(Lee et al., 2021).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

확인되지 않아 청금(淸金)이 부식된 결과라고 생각되지

장 첩갑(帖匣) 표지의 가금사(Figure 11)도 은이 주성분인

않는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황의 농도와 접촉시

편은사(銀絲)로 흑색으로 표면이 검게 변색된 부분이 확

간에 따른 청금사(淸金絲)와 은사(銀絲)의 색 변화 연구가

인되었으며,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결과 황과 철이 검출되었다(Baek et al., 2016).
본래 색상을 추정하기 어려울 만큼 흑변한 은사 사례
도 확인된다. 용인 영덕동 출토 금원문(金圓紋) 저고리
(Figure 12)의 편은사도 황이 함께 검출되며(Sim, 2014), 황
에 의해 전반적으로 흑변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외에도
단국대 소장의 녹금선단(綠金線緞)(6)(Figure 13)이나 통
도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경운대사 가사의 직물(Figure 14)
도 이와 같은 사례로 보인다(NRICH, 2014).
두께 0.1 mm, 50 × 50 mm2 크기의 순도 99.9% 은판은
이산화황(SO2) 농도 0.01-5,000 ppm에서

색차(ΔE*ab)가

0.5

이하로 나타나 색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Kim et al., 2013). 우리나라의 이산화황(SO2)의 연평균 농도
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0.004
ppm을 나타내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20). 박물관 및 보존시설 내 환경제어가 양호
한 전시실, 수장고의 경우 3.6 ppb 이하, 유물이 수장 및
전시되는 공간은 3-19 ppb의 농도로 보고되어 있다(Kim
et al., 2013).

3.3. 금속박의 접착제
Figure 15의 아교 레퍼런스와 시편의 열분해/GC/MS 크
로마토그램을 나타냈다. 두 개의 크로마토그램 패턴이 매
우 유사해 시편에 아교가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Table 2에 크로마토그램의 주요한 피크(peak)에 대한
화합물을 표시하였다. 레퍼런스와 시편에서 3.536분에서
나타나는 이황화메틸(dimethyl disulfide)을 포함하여 25개
의 화합물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1H-pyrrole,
2-methyl-1H-pyrrole, pyrrole-2-carboxamide, ethyl pentyl
disulfide, hexahydro-pyrrolo[1,2-a]pyrazine-1,4-dione, 3,9diazatricyclo[7.3.0.0(3,7)]dodecan-2,8-dione,

hexahydro-3-

(phenylmethyl)-pyrrolo[1,2-a]pyrazine-1,4-dione 등 아교에
서 유래하는 열분해 성분이 시편에서도 공통적으로 검출
되었다. 이로부터 시편에는 주요 성분으로 아교(또는 젤
라틴 함유 물질)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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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y/GC/MS chromatograms of the sample. (a) Glue reference. (b) Metal foil.

Table 2. The compounds of the labeled peaks in the py/GC/MS chromatograms of glue reference, metal foil used in Pouch
for the Sutra Embroidered with a Sun and Moon Design
No.

Retention time (min.)

Compound (matched)

Major ions (m/z)

3.541

dimethyl disulfide

94,79

3.630

3.636

1H-pyrrole

67,39,40,41

3.848

3.860

toluene

91,92

4

4.268

4.267

1H-pyrrole, 1-ethyl-

80,95,67,53,39

5

4.634

4.628

1H-pyrrole, 2-methyl-

80,81,53,39

6

7.213

7.219

phenol

94,66,39

7

7.697

7.703

benzylamine

106,79,52

8

11.847

12.007

*

98,42

9

12.048

12.379

pyrrole-2-carboxamide

110,94,66

10

15.017

15.088

*

136,107,80,53

11

16.003

16.133

ethyl pentyl disulfide

94,164,66

12

16.836

16.853

*

186,93,65,130

13

16.924

17.101

*

70,168,97,125

14

17.208

17.414

pyrrolo[1,2-a]pyrazine-1,4-dione, hexahydro-

111,83,154,70,41,55

15

18.252

18.323

*

94,150,206

16

18.406

18.441

*

190,94,134,162

17

18.943

19.008

3,9-diazatricyclo[7.3.0.0(3,7)]dodecan-2,8-dione

70,194,41,96

18

20.023

20.094

*

117,186,90

Ref.

Sample

1

3.536

2
3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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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tention time (min.)

Compound (matched)

Major ions (m/z)

Ref.

Sample

19

20.933

20.986

*

108,205

20

21.281

21.434

*

70,86,210,170,124,41

21

21.635

21.741

*

70,208,96

22

22.456

22.526

pyrrolo[1,2-a]pyrazine-1,4-dione,
hexahydro-3-(phenylmethyl)-

125,244,153,91,70

23

22.833

22.881

*

125,244,70,91,153

24

23.955

24.049

*

134,162,94

25

24.740

24.781

*

229,200,172

* Cannot be identified or has a low quality of library matching (quality <80)

4. 결 론

는 접착력을 부여하였을 뿐 배지의 색상은 첨가된 주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 공예품에는 다양한 장식기법과 소재가 사용되어

이상의 연구 결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을

은제 장식지의 사용이다. 금속 장식지의 본래 색상을 추

소재로 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소재의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나, 은은 미량의 황

금속사는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

에 의해서도 황화물을 형성하여 심각하게 취약해지므로

서는 19세기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자수 공예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19세기 초

에 장식된 금속 장식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재료적인

중반 자수 공예품에서 다수 확인되는 만큼 유물의 재현과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존 관리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일월수 다리니 주머니는 끈목의 석씨매듭과 주
머니 둘레에 짙은 흑색의 금속판과 아교 등으로 구성된

사 사

장식지과 홍색 견사로 된 끈 등 이중으로 꾸며 조형적으
로도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가장자리 선장식이

본 논문은 2020년과 2021년에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문

19세기 초중반 자수 공예품에 다수 관찰되어 유사 사례에

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며,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유기질문

둘째,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의 금속 장식지는 EDS 분

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석 결과 은이 주성분이며, 황과 분포가 일치하여 나타난
다. 황은 은을 황색에서 흑색까지 변색시킬 수 있는데
(Cronyn, 1990; Lee and Cho, 2014), 일월수 다라니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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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대구근대역사관 소장 인력거의 재질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재질이 복합
적으로 사용되는 근⋅현대문화재의 재료를 확인하고, 보존 및 관리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금속, 목재, 섬유, 도료를 대상으로 P-XRF, 수종분석, 섬유동정, 도막층 분석(층상 구조,
SEM-EDS, FTIR)을 실시한 결과, 금속은 구리(Cu), 아연(Zn), 황동(Brass)과 철(Fe)로 확인되었
다. 목재는 상수리나무류, 삼나무, 대나무아과, 비자나무속이 식별되었으며, 이 중 삼나무는 일
본 자생종으로 인력거 제작 당시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하여 제작하고, 근대 일본 인력거의 제
작 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섬유는 면(Cotton)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가죽(Leather)도 확인되었다, 도막층은 캐슈(Cashew)를 사용하여 1회 이상 도포한 것으로 관찰
되었으며, 특히 인력거 몸체부는 섬유층, 토회층, 도료층, 채색층이 중복되어 관찰되고, 성분이
다른 적색 안료(산화철 및 진사)층이 관찰된 점을 보아, 과거 일부 보수 및 보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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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ickshaw (Owned by the Daegu Modern History Museum)

by measuring each material.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materials in modern cultural
assets that utilize a variety of materials in a complex way, and establish basic data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Using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s (P-XRF), species identification, fiber
identification, paint film analysis (microscope observation, SEM-EDS, FTIR) on metal, wood, fiber
and paint was carried out. Brass, an alloy of Copper, Zinc and Iron, was measured in the metal parts.
Further, wooden parts, such as Oak (Quercus acutissima), Japanese Cedar (Cryptomeria japonica),
Bamboo (Bambusoideae). Torreya nucifera (Torreya spp.) were identified in the body. Fiber parts
consisted mainly of cotton, but some parts were also made of leather. In terms of paint, rickshaws
were applied with multiple layers, using cashew (synthetic paint used in place of lacquer). In sum,
the rickshaw body part appeared to overlap with layers of fiber, metal (soild), paint, and colored (black,
red) layer.

Key Words Rickshaw, Modern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nalysis, Japanese Cedar (Cryptomeria

japonica), Paint layer analysis, Cashew

1. 서 론

즉, 1876년 개항을 전후로 하여 우리의 고유문화와 외국
문화가 접촉하면서 형성된 새로운 유형의 문화유산을 의

근⋅현대문화재란 법적 정의는 없지만, 통념상 우리나
라의 근⋅현대기(개항기 무렵-현대)에 생산된 유형의 역
사⋅문화적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이러한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문화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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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2013년 근⋅현대 산업기술 유물

사용하였으나, 1910년대 고무바퀴가 등장하면서, 압

을 등록하면서 근⋅현대 유물의 장르와 소재가 다양해지

축공기를 이용한 타이어를 사용하였다(Cho, 1989; Lee,

고 보존과학적 수요가 많아졌으며, 동시에 소재에 대한

1969).

분석과 보존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인간이 인간을 태우고 끌고 간다는 인류의 퇴보, 착취

있다(Jang and Choi, 2014).

의 상징으로 낙인찍히기는 하였으나, 가마나 마차의 진보

근⋅현대문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적인 형태로 인정을 받았으며, 중국, 한국, 일본에서 관리,

재료와 함께 근대에 발명되고 생산된 신재료가 공존한다

중산층, 노약자 등 도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해주었

는 것이다(Yang, 2008). 즉, 단일 재질로 된 문화재가 많았

다. 그 예시로 1911년 말 전국 인력거 수는 1,217대, 1923

던 고대와 달리 다양한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각

년에는 4,647대로 늘어났으며, 1908년 인력거의 영업허

종 기계 및 공예품에 금속과 함께 목재, 유리, 플라스틱

가, 인력거꾼의 자질, 운임, 속도, 정원, 두 대가 마주쳤을

등의 재질이 부속품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때 길을 비키는 법 등을 정한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이 개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정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개항기 이후 택시가 등장하기

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전인 약 40년간 우리나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기본원칙으로 하며(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rticle

이처럼 인력거는 개항기 시절 이용된 우리나라 주요 교통

3, 2012), 베니스헌장과 나라문서에는 문화재 원형 보존

수단으로 근대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Lee, 2004).

원칙 및 보존⋅복원에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서 원형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문화재인 대구근대역

동일해야 한다는 재료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사박물관 소장 인력거를 대상으로 각 재질에 대한 과학적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신소재 및 다양한 재질이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에 사용된 다양한 재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근⋅현대문화재는 보존⋅복원 전

료를 확인하고, 장기적 보존 및 관리의 기초 자료를 구축

상태 조사 및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재료의 진정성을

하고자 하였다.

확보해야 하며, 소재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여야

2. 연구대상 및 방법

한다.
인력거는 서양의 마차를 본떠 만들어진 일본에서 제작된
교통수단으로, 1869년 일본을 시작으로, 홍콩, 상해를 거쳐

본 연구 대상은 대구근대역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

1883년 박영효에 의해 국내로 도입되었다. 1894년(고종 31)

력거(人力車)로 햇빛을 가리는 포장 부분(이하 덮개부),

인력거 운영 영업 허가를 받았고, 일본인 하나야마(花山帳

사람을 태우는 자리 부분(이하 몸체부), 큰 두 바퀴 부분

場)가 10여 대를 수입, 서울 시내 및 서울과 인천 사이 운행

(이하 바퀴부)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속⋅목재⋅섬유⋅도

하면서 우리나라 교통수단으로 첫선을 보이게 되었으며,

료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복합재질 유물이다. 덮개부

이후 부산, 평양 등 지방에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초기의

장막을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며, 압축공기를 이용한 타

인력거는 몸체 위로 고정시킨 네 귀의 기둥에 장막을 쳐

이어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1910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서 지붕을 삼은 간단한 구조였으나, 훗날 장막을 여닫을

추정된다. 분석 대상(Figure 1) 및 재질 분석 방법은 다음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또한, 초기에는 철 바퀴를 그대로

과 같다.

B

A

C

D

Figure 1. Photograph of Rickshaw. (A) Rickshaw. (B) Rickshaw body part. (C) Richshaw cover part. (D) Richshaw whee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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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XRF analysis point
No.

Name

No.

Name

No.

Name

1

Handle decorations

2

Body decorations

3

Body horizontal axis

4

Body plate spring

5

Body back axis

6

Body-cover connection

7

Wheel spoke

8

Wheel rim

9

Wheel hubs

2.1. 금속

Razor Blade(ST-300, Dorco, Korea)을 이용해 삼단면 박편

인력거에 사용된 금속 장식에 대한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Portable XRF(VantaTM, Oylmpus, Japan)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력거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 재질(바퀴살, 바퀴
축, 장식 휘장, 스프링 등) 총 9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
며(Table 1), 분석 조건은 전압 0-40 kV, 전류 10-50 μA에
서 Alloy mode로 30초씩 두 번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2.2. 목재

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박편은 Slide Glass 위에 Glycerin
수용액(50% aq. soln)을 떨어뜨린 뒤 Cover Glass를 덮어
수종분석용 Preparat를 완성하였다. 제작된 Preparat는 광
학현미경(ECLIPSE LV100, Nikon, Japan)으로 조직을 관
찰하였다. 수종 식별은 ‘목제조직과 식별(Park, 1987)’, ‘한
국산 목제의 구조(Lee, 1994)’, ‘한국산 목제의 성질과 용
도 Ⅱ(Lee, 1997)’를 참조하였다.
2.3. 섬유

인력거에 사용된 목재의 수종을 확인하기 위해 수종분
석을 실시하였다. 자연탈락 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최소량
의 수종 시편을 확보하였으며(Table 2), 확보된 시편은

인력거에 사용된 섬유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섬유동
정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인력거 의자, 덮개부 차양막 등
총 4점를 선정하였으며(Table 3), 자연탈락 되는 부분을

Table 2. Species identification analysis point
No.

Name

No.

Name

No.

Name

1

Handle connection

2

Left handle

3

Body (left side)

4

Body (back side)

5

Body (front side)

6

Body (inside)

7

Cover support wood

8

Left Chair handle

-

-

Table 3. Fibers identification analysis point
No.

Name

No.

Name

1

Chair cover

2

Body inside

3

Underside sunblock cover

4

Upside sunbloc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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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최소량의 섬유 시편을 확보한 후, Distilled water

서 관찰하였다.

에 1주간 침지시켰다. 이후 현미경 관찰을 통해 1차 동정

도료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

을 실시하고, 적외선분광분석(FTIR)을 통해 2차 동정을

현미경-에너지분산형 분석기(SEM-EDS)를 사용하여 분

실시하였다.

석하였다. 분석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 시편을 이

현미경 관찰은 1주간 침지시킨 시편을 세척 후 해리하

용해 진행하였으며,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

여 표면 관찰용 Preparat를 제작해 광학현미경(ECLIPSE

층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금(Au)으로 코팅한 후

LV100, Nikon, Japan)으로 섬유 특징을 관찰하였다. 섬유

시료대에 고정해 전압 20 kV, 작업 거리 20 mm 조건으로

동정은 ‘천연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National Folk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useum Korea, 2005)’를 참조하였다.

Microscope, JSM-550LV, JEOL, Japan)을 사용하여 고배율

적외선분광분석기(Cary620 Microscope, Agilent, USA)

로 관찰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 분

는 ATR 모드, 분해능 4 cm-1, 분석 범위 400-4000 cm-1, 스

석기(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INCA X-ACT,

캔 횟수 32회 측정하였다.

Oxford, UK)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료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분광분석

2.4. 도료

(FTI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

인력거에 적용된 도료의 재료 특성 및 제작 기법을 확
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시료는 인력거 손잡이와 몸체의
흑색⋅적색칠 총 4점을 선정하였으며(Table 4), 분석을 위

시편에서 도료로 추정되는 부분을 적외선분광분석기(Cary
620 Microscope, Agilent, USA) ATR 모드, 분해능 4 cm-1,
분석 범위 400-4000 cm-1, 스캔 횟수 32회 측정하였다.

한 시편은 자연탈락 된 시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시

3. 결 과

편을 지름 15 mm Silicone 고정틀에 임시 고정하고, 에폭
시수지(Epofix, Struers, Denmark)로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완전 경화시켰다. 경화된 에폭시는 시료절단기(Minitom,

3.1. 금속

Struers, Denmark)를 이용해 10-15 μm 크기로 절단 후 초

인력거에 사용된 금속 장식에 대한 Portable XRF 결과,

음파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해, 재료 특성 및 제작 기법

주로 구리(Cu), 아연(Zn)으로 이루어진 Cu-Zn 합금의 황

분석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동(Brass)과 철(Fe)이 주성분을 이루는 철(Fe) 합금, 일부

제작 기법용 시편은 제작된 시편을 Slide Glass 위에 부

에서는 구리(Cu), 아연(Zn), 니켈(Ni) 합금이 사용된 것으

착해 고정한 다음 Sand Paper #5,000으로 시편 두께 5 μm

로 확인되었다(Table 5). Cu-Zn 합금의 황동은 주로 인력

이하까지 연마하였으며, 초음파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거 장식 금속과 힘을 지탱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되었으

하였다. 그 후 Slide Glass 위에 Glycerin 수용액(50% aq.

며, 철(Fe) 합금의 부분은 힘을 받는 곳이나 지탱이 필요한

soln)을 떨어뜨린 뒤 Cover Glass를 덮어 제작기법 관찰용

곳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외부노출이 심한

Preparat를 완성하였다. 제작된 Preparat는 편광현미경

곳은 구리(Cu), 아연(Zn), 니켈(Ni)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DM2700P, Leica, German)으로 투과광, 편광, 낙사광상에

추정된다.

Table 4. Paint layer analysis analysis point
No.

Name

No.

Name

1

Left handle (Black part)

2

Left handle (Red part)

3

Body (Black part)

4

Body (Red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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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P-XRF analysis
No.
1

Name
Handle decorations

Elements (wt%)
Fe

Cu

Zn

Ni

Mn

Al

S

Pb

0.54

48.27

44.22

2.16

0.01

2.24

0.00

2.56

2

Body decorations

3.41

66.15

20.99

3.29

0.05

5.32

0.00

0.79

3

Body horizontal axis

93.37

0.16

0.11

0.04

0.51

4.02

1.79

0.00

4

Body plate spring

94.55

1.07

0.22

0.00

0.27

2.06

1.83

0.00

5

Body back axis

0.21

70.73

15.99

2.62

0.00

1.23

8.60

0.62

6

Body-cover connection

0.38

54.39

33.80

2.68

0.00

0.65

7.87

0.23

7

Wheel spoke

96.97

0.37

0.17

0.63

0.48

0.00

1.38

0.00

8

Wheel rim

95.79

0.23

0.19

0.00

0.42

2.24

1.13

0.00

9

Wheel hubs

0.78

59.30

24.22

11.29

0.01

1.52

0.00

2.88

3.2. 목재
수종분석 결과, 인력거 몸체부 손잡이 부분에서는(No.
1, 2) 활엽수재로 횡단면상에서 공권 관공이 대략 1-2열,
공권 외 소관공(대체로 원형-타원형)은 후벽인 환공재가
관찰되었으며, 축방향유조직은 주위상을 띠었다. 방사단
면상 천공판이 1개의 큰 천공을 형성한 단천공이 보였으
며, 접산단면상 방사조직은 평복세포로만 이루어진 동성
형으로 광방사조직과 단열방사조직이 확인되었다. 이러

었고, 방사단면에서 가도관 내 유연벽공은 대부분 1열, 방사
조직이 방사유세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편백형의 직
교분야벽공은 보통 4개씩 산재, 그 밖에 나선비후가 확인
되었다. 접선단면에서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으로 이루
어진 특징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주목과(Taxaceae)의 비
자나무속(Torreya spp.)으로 최종 식별하였다(Figure 2D).
3.3. 섬유

한 특징은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 상수리나

섬유의 해부학적 특성을 관찰한 결과, 인력거 의자(No.

무아속(Lepidobalanus) 상수리나무류(Quercus acutissima)

1)에서는 여러 개의 섬유가 뭉쳐져 있는 다발의 형태가

의 특징으로 최종 상수리나무류(Quercus acutissima)로 식

보였으며, 인력거 몸체부 내부(No. 2) 및 덮개부 차양막

별하였다(Figure 2A).
인력거 몸체부에서는(No. 3, 4, 5, 6) 침엽수재로 횡단

(No. 3, 4)에서는 표면이 매끄럽고, 섬유가 편평한 리본의
형태로 꼬임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Table 6).

면상 조⋅만재 이행이 급하고 축방향 유세포가 산재상 및

적외선분광분석(FTI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력거 의

대상배열로 존재하였다. 방사단면상 가도관 내 유연벽공

자(No. 1)에서는 3286 cm-1의 N-H 신축진동, 2919 cm-1,

은 대부분 1열로 보였으며, 방사조직은 방사유세포만으

2850 cm-1의 메틸렌기(-CH2-)와 메틸기(-CH3)의 C-H 신축

로 구성, 수평벽은 두껍고, 말단벽이 평활하게 관찰되었

굽힘이 보였으며, 1634 cm-1에서 C = O Stretching Band,

다. 또한, 직교분야 벽공은 삼나무형으로 교분야당 1-3개

1536 cm-1에서 C-H-N Banding Band, 1450대 cm-1 C-H

가 존재하였으며, 접선단면상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

Banding Vibration이 관찰되었다(Figure 3A). 이는 각각

과 말단벽이 평활한 축방향 유세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amide Ⅰ, amide Ⅱ, amide Ⅲ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낙우송과(Taxodiaceae) 삼나무속(Cryptomeria)의

결과는 단백질로 구성된 Gelatin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의 특징으로 최종 삼나무

로 판단된다(Jang et al., 2016).

(Cryptomeria japonica)로 식별하였다(Figure 2B).

인력거 몸체부 내부(No. 2) 및 덮개부 차양막(No. 3, 4)

그 밖에 인력거 덮개부 지지대(No. 7)에서는 유관속이 대

에서는 2920 cm-1대 C-H 신축진동, 1640 cm-1대 C = O 신축

형의 세포로 이루어진 도관과 사관이 중앙의 1차 조직의 주

진동이 보였으며, 1420 cm-1대 C-H 굽힘진동과 1030 cm-1

위로 산재하여 분포하고, 그 주위를 둘러싼 후벽의 섬유들

대 C-O-C 굽힌진동이 관찰되었다(Figure 3B). 이와 같은

이 관찰되기 때문에 대나무아과(Bambusoideae)로 식별하였

결과는 천연 섬유인 Cellulose계 섬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으며(Figure 2C), 인력거 몸체부 의자 손잡이(No. 8)는 침엽

것으로 판단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수재로 횡단면상 조⋅만재 이행이 점진적인 형태가 관찰되

Heritag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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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 100)

Radiol section (× 400)

A

A

Tangential section (× 200)
A

A (Handle connection (No. 1)): Quercus acutissima
B

B

B

B (Body (back side)(No. 4)): Cryptomeria japonica
C

C

C

C (Cover support wood (No. 7)): Bambusoideae
D

D

D

D (Left chair handle (No. 8)): Torreya spp.
Figure 2. Micrograph of wooden sample. (A) Handle connection (No. 1). (B) Body (back side)(No. 4). (C) Cover support
wood (No. 7). (D) Ledt Chair handle (No. 8).
Table 6. Micrograph of surface fiber
No.

Surface of fiber

No.

1
(Chair cover)

3
(Underside
sunblock cover)

2
(Body inside)

4
(Upside
sunblock cover)

Surface of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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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FTIR spectrum. (A) Chair fiber (No. 1) - Leather. (B) Body inside (No. 2) and sunblock
cover (No. 3, 4) - Cotton fiber.
따라서 인력거 의자(No. 1) 섬유는 가죽, 인력거 몸체

료의 층상구조를 확인한 결과, 인력거 좌측 손잡이 흑색

부 내부(No. 2) 및 덮개부 차양막(No. 3, 4) 섬유는 면

부분(No. 1), 인력거 좌측 손잡이 적색 부분(No. 2)에서는

(Cotton)섬유로 식별하였다.

2개의 층(No. 1: 도료층(30 μm)-흑색층(10 μm), No. 2: 도
료층(30 μm)-적색층(20 μm))이 관찰되었다(Figure 4, 6).

3.4. 도료

편광상 인력거 좌측 손잡이(No. 1) 흑색층에서는 광물 및
안료 결정 입자가 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매를 사용해

3.4.1. 층상구조

인력거에 적용된 도료의 제작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도

흑색층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인력거 좌측 손잡
이(No. 2) 적색층에서는 적색 광물 입자가 관찰된 점을

Transmitted light (× 400)

Polarized light (× 400)

Fallout light (× 400)

A

A

A

B

B

B

Figure 4. Microscopic observation results. (A) Left handle Black part (No. 1). (B) Left handle Red part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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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d light (× 200)

Polarized light (× 200)

Fallout light (× 200)

A

A

A

B

B

B

Figure 5. Microscopic observation results. (A) Body Black part (No. 3). (B) Body Red part (No. 4).

A

B

Figure 6. Microscopic observation layer expansion results. (A) Left handle Black part (No. 1). (B) Left handle Red part
(No. 2).
보아 적색 무기 안료를 이용해 적색층을 올린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인력거 몸체부 흑색 부분(No. 3)에서는 목재 위로 총
9개의 층(섬유층(200 μm)-토회층(800 μm)-도료층(200 μm)-

편광상 섬유의 결정과 토회층 안에 광물의 결정 입자가
관찰되었으며, 흑색층에서는 결정 입자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매를 사용해 흑색층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
었다.

도료층(40 μm)-토회층(100 μm)-도료층(40 μm)-흑색층(5 μm)-

인력거 몸체부 적색 부분(No. 4)에서는 목재 위로 총

도료층(10 μm)-흑색층(5 μm))이 관찰되었다(Figure 5A, 7A).

9개의 층(섬유층(300 μm)-토회층(350 μm)-도료층(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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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Figure 7. Microscopic observation layer expansion results. (A) Body Black part (No. 3). (B) Body Red part (No. 4).
섬유층(300 μm)-토회층(400 μm)-적색층(20 μm)-적색층

석 결과(Table 7), 인력거 좌측 손잡이 적색층과 인력거

(20 μm)-토회층(100 μm)-적색층(20 μm))이 관찰되었다

몸체부 적색층(1, 3)에서는 철(Fe), 인력거 몸체부 적색층

(Figure 5B, 7B). 편광상 섬유의 결정과 토회층 안에 광물

(2)에서는 수은(Hg)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철(Fe)을

의 결정 입자가 관찰되었으며, 적색층에서는 서로 다른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 안료로는 산화철 계열의 적색 토양

색 및 입자 모양의 적색 광물 입자가 확인된 점을 보아

을 사용하는 석간주(규산염 광물 및 Fe₂O₃, Fe₂O₃⋅H₂O,

다른 적색 무기 안료를 이용해 적색층을 올린 것으로

FeO(OH) 등) 또는 적철석(Fe₂O₃)이 있으며, 수은(Hg)을

판단되었다.

주성분으로 하는 적색 안료로는 진사(HgS)가 있다. 따라
서 인력거 적색층의 경우 석간주(규산염 광물 및 Fe₂O₃,
Fe₂O₃⋅H₂O, FeO(OH) 등) 또는 적철석(Fe₂O₃)과 수은

3.4.2. SEM-EDS

인력거 좌측 손잡이 적색층, 인력거 몸체부 적색층

(Hg)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사(HgS)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

(Figure 8)에 사용된 적색 무기 안료에 대한 SEM-EDS 분

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20).

Figure 8. Analysis part of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Table 7. Result of inorganic component of the samples
Name

Elements (wt%)
O

Si

Al

K

Ca

Mg

Fe

Hg

Left handle Red paint layer

41.11

11.03

0.00

1.20

3.18

1.45

42.03

0.00

Body Red paint layer (1)

40.96

5.63

2.54

1.28

3.23

2.21

44.15

0.00

Body Red paint layer (2)

37.89

9.90

0.25

2.87

5.24

0.00

1.32

42.53

Body Red paint layer (3)

47.37

9.57

1.24

2.45

3.88

1.88

33.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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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TIR spectrum for Handle (Red, Black) and Body (Red, Black) paint-cashew.

3.4.3. 적외선분광분석(FTIR)

점(Kong, 2019), 덮개부 장막이 여닫을 수 있는 구조, 압축

적외선분광분석 결과, 인력거 손잡이 및 몸체부에 사

공기를 이용한 타이어가 사용한 점으로 보아, 1910년 이

용된 도료에서는 3560-3200 cm-1(수산기(O-H)), 2920-

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Kim et al., 2016).

2850 cm-1(메틸렌기(-CH3, = CH2), 1730-1600 cm-1(이중 결

2. 수종분석 결과, 인력거 몸체 손잡이에는 상수리나무

합에 의한 신축진동(C = C), (C = O)), 1455 cm-1(메틸렌기

류(Quercus acutissima), 몸체부는 삼나무(Cryptomeria

(-CH3, = CH2)) 굽힌 진동), 1100-1000 cm-1(–OH기)의 넓

japonica), 그 밖에 대나무아과(Bambusoideae), 비자나무속

은 흡수 스펙트럼대가 관찰되었으며, 920 cm-1 부근(공역

(Torreya spp.)이 식별되었다. 인력거의 손잡이는 인력거

트리엔 구조), 860 cm-1 부근(1.2.3.5-치환 벤젠구조를 가지

꾼의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강도가 높은 상수리나무류

는 디페닐형 고분자체), 760 cm-1, 730 cm-1, 700 cm-1 부근

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이 원산인 삼나무가 사

(1, 3-Disubstituted benzene 굽힌 진동)에서의 흡수 스펙트

용된 것은 인력거 제작 당시 일본에서 목재를 수입하여

럼이 관찰되었다(Figure 9).

제작, 그에 따라 인력거의 구조도 근대 일본 인력거 양식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는 캐슈의 주성분인 Cardanol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Wanju National

polymer의 특징에 의한 성분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인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20; Kim, 2019).

력거에 사용된 도료는 캐슈를 사용하여 도료층을 올린 것
으로 판단되었다(Choi and Kim, 2018; Lee, 2021).

4. 결론 및 고찰

3. 섬유동정 결과, 인력거 몸체 내부 및 덮개부 차양막
은 모두 면섬유(Cotton)로 확인되었으며, 의자에 사용된
섬유는 가죽(Leather)으로 확인되었다.
4. 도료의 층상구조 및 성분 분석 결과, 인력거 외부에
칠해진 도막층은 2개의 층이, 인력거 몸체부에 칠해진 도

이번 대구근대역사관 소장 인력거 재질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막층은 9개의 층으로 보였다. 특히 몸체부의 경우 섬유층,
토회층, 도료층이 중복되어 관찰되었고, 적색 몸체부의

1. 인력거에 사용된 금속은 철(Fe), 황동(Brass)을 사용

경우 성분이 다른 적색 안료(산화철 및 진사)층이 관찰된

하였다. 특히 입자가 안전한 철을 바퀴, 몸체 지지부에 사

점으로 보아, 인력거 몸체부는 과거에 일부 보수 및 보존

용해 하중의 무게를 버티게 했으며, 황동을 이용해 인력

처리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인력거에 사용된

거 장식부를 제작하였다. 그 외 바퀴부에서는 니켈(Ni)이

도료는 옻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천연 도료인 캐슈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Cashew)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슈는 1939년 일

부분의 부식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본 회사가 개발한 도료로 광택⋅내열성⋅내유성⋅내약

니켈(Ni)이 1900년대 초 일본을 통해서 수입되어 사용된

품성⋅전기절연도 등이 우수하고, 목재와 금속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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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력이 좋으며, 옻칠보다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가구의
도장에 많이 사용되었다(Tetsuo, M.Y.K.S., 2007; Choi and
Kim, 2018; Lee, 2021).
이번 대구근대역사관 소장 인력거 재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시기에 사용된 다양한 재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근⋅현대동산문화재인 인력거에
대한 기초자료 외 우리나라 근⋅현대문화재 재질 분석 및
보존⋅복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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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지역 유품 중 지상작전 사령부 전시관에 소장된 7건
(정화제병, 독수리문양 단추, 계급장, 반합, M1 Grand-총기손질도구, 카빈완탄, 탄통)의 6⋅25
전사자 유품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FT-IR 분석 결과 정화제병 내부
잔존물이 Trisodium phosphate와 유사 스펙트럼으로 확인되어 전쟁 시 식수 및 식품 정화제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3차원 디지털 촬영기법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탄통의 각인된 명문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미경 및 육안 관찰 등을 기초로 한 상태조사
를 진행하여 각각의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 방향성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양한 전쟁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어 6⋅25전쟁, 전사자 유품, 전쟁 유품, 유품 보존처리, 유품 과학적 분석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scientific analysis and preservation treatment for the local 7 relics

(depurator bottle, eagle patten button, rank insignia, mess tin, M1 Grand-gun cleaning tool kit, Carbine
bullet, cartridge) of the fallen of Korean War excavated through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that are possessed in the exhibition hall of the Ground Operations Command. FT-IR
analysis results show that remainder of depurator bottle is assumed to play a role of water and food
purifier during the war for its spectrum similar to Trisodium phosphate, and inscription carved on
the cartridge that is hard to observe with naked eyes was also confirmed through 3D digital shooting
method. This study also established directivity of preservation treatment of relics for stable treatment
by carrying out a survey of conditions based on the microscope and visual observation.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of future directivity of preservation treatment
for a variety of war relics.

Key Words Korean War, Articles of the fallen, War relics, Preservation treatment of relics, Scientific

analysis of re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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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료가 되며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
되고 있어 수습된 유해에 대한 감식 및 유전자 분석 또는

6⋅25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
난 전투로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군인들 중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해유품에 대한 연구와 보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군의 전사자는 약 137,89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

유해와 동반 출토되는 유해유품 이외에 발굴지역에서

고 있다(Park, 2014). 이러한 전쟁에 대한 평가 또는 연구

유품만 단독으로 출토되는 지역유품은 유해와 동반 출토

는 전쟁의 성격, 국제관계, 정치적 요소 등 기원적 연구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보존⋅연구적 가치가 낮다고 분류

서부터 6⋅25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사회적 구성원들의

하고 있으나 전투지역에서 발굴된 유품은 신원, 계급, 피

고충과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 후 사회적 영향력까지 다

아(彼我) 식별과는 다른 전쟁 당시의 전투 및 시대 상황을

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

추정할 수 있는 유품으로서 보존처리되어 실제 전시와 교

참여했던 군인, 전사자, 전쟁포로 등에 대한 연구는 “6⋅

육,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이루어

그러나 충분한 연구와 보존이 필요한 유품들임에도 불

졌으며, 이 중 전사자에 대한 연구는 유해발굴이 추진되

구하고 보존 사례 연구 및 과학적 분석, 보존 기술, 보존

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Ju, 2014).

재료 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사례

전쟁 초기의 전사자 수습은 육군본부 인사국이 담당하

로는 단일 금속 유품의 탈염처리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였으나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각 부대가 붕괴와

진행된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수습 철제

재편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사자 수습체계는 무너지

총기류의 보존처리와 탈염처리 방법(Jo et al., 2021)이 있

게 되었다(Kim, 2017). 이후 낙동강 방어 전투가 종반에

으며, 실제 유품을 중심으로 보존처리 사례에 대한 연구

접어든 1950년 9월 5일 전사자 수습을 전담하는 “묘지등

를 진행한 대전 보훈공원 전시실 소장 6⋅25 전사자 유품

록부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정전 후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의 과학적 보존처리(Yang et al., 2021)와 6⋅25 전사자 유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1954년 8월 17

해발굴 현장 수습 유품의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Yang

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7차 본 회의에서 비준해 지속하였

et al., 2020)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유품

다(MND Agency for KIA Recovery Identification, 2013). 이

에 대한 초기연구 단계로 유물의 상태조사 및 과학적 분

와 같은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관계, 정치적 판

석을 통해 재질별 보존처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품에

단에 의해 갈등과 노력이 반복되다 1996년 7월 평안북도

대한 연구 확장성을 보여주었다.

운산지역에서 최초로 미⋅북 6⋅25전쟁 전사자 공동발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R⋅O⋅K⋅Joint Chiefs of Staff,

지역유품 중 지상작전사령부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7

2001).

점의 유품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으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전사자 유해발굴은 2000년

며, 처리된 유품을 통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분석 및

4월 3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소재의 다부동 지역으로

재질별 보존 방법, 처리 재료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6⋅25전쟁 기념 사업단 소속의 유해발굴조직에 의해 진

하고 향후 전사자 유품 처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되었다(Cho, 2009). 이후 사회적,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

유의할 점 등을 제시해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 방안을 정

으나 짧은 사업 기간과 조직 및 예산의 한계 등으로 독자

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적인 유해발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6⋅25전쟁 전사
자 유해발굴을 전담하는 국방부 소속의 유해발굴감식단
이 2007년 1월 1일 창설되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19년
까지 총 12,071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한국군 전사자는 10,562구로 확인되었다(Ko, 2021).
이러한 유해발굴은 전투기록 분석 및 참전용사 증언

2. 대상 유품 및 과학적 분석
2.1. 대상 유품
6⋅25전쟁 전사자 유품은 크게 유해유품과 지역유품

등을 통한 조사와 탐사, 문화재 발굴 기법을 이용한 발굴

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

및 수습, 유해감식 및 유전자 검사,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MND

화장 및 현충원 안장, 신원 미확인 유해는 중앙감식소 보

Agency for KIA Recovery Identification, 2018). 본 논문에

관의 후속조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출토되는

서 진행한 보존처리 대상 유품은 지상작전사령부 소장 지

유해와 유품은 전사자의 피아(彼我) 식별을 위한 근거자

역유품으로 탄약류 2건, 장구류 2건, 기타류 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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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ervation treatment
Name

Classification

Number of cases

Material
classification

Water purifier bottle

Etc.

2

Complex

Eagle-patterned button

Etc.

2

Complex

A badge of rank

Etc.

2

Complex

Mess tin

Equipment

2

Complex

M1 garand rifle
maintenance equipment

Equipment

1

Complex

30 Carbine

Ammunition

1

Metal

Ammunition box

Ammunition

1

Metal

Table 1과 같다. 탄약류는 비활성화가 완료된 카빈완탄 1

Note

6 Points disabled

2.2.1. 육안 및 현미경 조사

점과 탄통 1점, 장구류는 반합 2점과 M1 Grand-총기손질

정화제병은 육안 및 현미경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속

도구 1점, 기타류는 정화제병 2점과 독수리문양 단추 2점,

재질의 마개와 내부에 잔존해 있는 정화제 및 유리병으로

계급장 1점 총 7건 10점에 대해 과학적 분석 및 보존처리

이루어져 있는 복합재질로서 매장 환경으로 인해 철제로

를 진행하였다.

추정되는 정화제 마개 부분이 부식되어 표면에 부식산화
물이 생성된 상태이다. 또한 부식생성물과 흙, 이물질 등

2.2. 과학적 분석

이 혼합되어 유리병과 마개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확
인되며 유리병 내부에는 정화제로 추정되는 약 4 mm의

유품의 보존 상태는 육안 관찰과 현미경 조사(Scalar,

백색 알약이 잔존해 있다(Figure 1A).

Digital Microscope DG-3, Japan), 3차원 디지털 스캐닝

독수리 문양 단추는 육군 장교 정복에 달려 있는 플라

(Shining 3D社, Ein Scan-Pro+, China), FT-IR 분석

스틱 재질로 현미경 조사 결과 미세균열이 관찰되었으며

(SHIMADZU社, IRSpirit, Japan) 총 4가지를 진행하여 조

(Figure 1B), 이는 뒷면 단추 고리의 부식산화물이 팽창하

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품의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

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물과 연결하는 뒷면 고리

하였다.

Figure 1. (A) Confirmation of water purifier bottle. (B) Eagle-patterned button surface
confirmation. (C) The surface of a badge of rank. (D) The surface of mess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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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부식생성물은 철산화물로 판단되어 플라스틱 단

지털 기록화하기 위하여 3차원 디지털 스캐닝을 진행하

추와 철 고리를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였다. Scanning은 Turn Table을 사용하여 대상물의 모든

계급장은 하사 계급으로 추정되며 금속 표면에 에나멜

부분을 scanning하고 대상물의 점군 data를 획득한 후 잉

로 추정되는 도료를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여 data를 제거하였으며, 대상물의 scan data상에서의 이상

면에 도포된 도료는 일부 박리⋅박락 현상이 확인되었으

이 발견되지 않으면 점군 data를 3D Polygon data로 변환

며(Figure 1C), 뒷면에 부식산화물이 생성되어 표면에 고

하였다. Mesh화 과정은 Software상에서 자동으로 진행되

착된 상태이나 부식생성물과 도료, 이물질 등이 혼합되어

며 3차원 Polygon 모델을 scan 대상물과 비교하여 최종

금속 재질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data를 확인하였다(Figure 2A).

반합은 알루미늄 부식 산화물인 백색의 수화 산화물이

최종 data를 확인한 결과, 탄통의 표면에는 ‘CAL, .30

관찰되며, 수화 산화물과 흙이 혼합된 형태로 오염물이

M1 AMMUNITION BOX’라는 영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

유품 표면에 전체적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다. 알루미늄의

며, 이는 30구경 기관총 탄 벨트를 보관하는 탄약통임을

경우 얇은 산화알루미늄 피막으로 뒤덮혀 있는 상태로 매

표기한 것으로 미군이 전쟁 당시 사용 또는 한국군에게

장환경에서 발생되는 염화이온이나 알칼리 성분에 의해

지원해주었던 유품으로 추정된다(Figure 2B).

피막이 손상되는 부식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알루미늄 재질은 전면부식이 발생하는 철이나 동합금

2.2.3. 적외선분광(FT-IR) 조사

제와는 다르게 국부 부식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화제병 내부에 잔존해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을 확

Figure 1D와 같은 부식형태가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조

인하고 정화제로서 기능 및 진위 여부를 추정해보고자 적

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외선분광분석을 진행하였다. 부식생성물로 인해 마개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병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파손이 발생할 수

총기손질도구는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다. 브러시와

있기 때문에 유품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손잡이 부분으로 구분되며, 브러시 부분은 동합금제로 제

일한 현장에서 출토된 정화제병을 이용해 내부 시료를 채

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손잡이 부분은 철제로 제작되어 철

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3A, B).

산화물이 표면에 고착되어진 상태로 발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은 ATR이 장착된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 정화제의
분말 시료를 동정해 보았으며, 분석조건은 4000-500 cm-1

카빈완탄은 탄클립에 결합된 상태로 출토 후 비활성화

영역을 범위로 resolution은 4 cm-1, scan time은 24회로 설

가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부식 산화물과 흙, 이물

정하여 획득한 스펙트럼은 소프트웨어 내 라이브러리를

질 등이 혼합되어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통하여 그 정보를 검색하였다.

탄통은 부식생성물의 팽창으로 인해 도색층이 모두 열

Spectrum search 결과 3443.91 cm-1, 3373.80 cm-1, 3133.71
-1

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압축 각인으로 새겨진 옆면의

cm , 2311.92 cm-1, 1674.06 cm-1, 1464.45 cm-1, 1255.61 cm-1,

문자가 일부 보여지고 있으나 명확한 확인을 위해 3차원

1006.84 cm-1, 848.36 cm-1, 815.08 cm-1, 724.61 cm-1, 686.71 cm-1,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611.81 cm-1, 547.31 cm-1대의 순수한 Trisodium phosphate(인
산삼나트륨, Na3PO4)의 스펙트럼(Devi Meenakshi et al.,

2.2.2. 3차원 디지털 스캐닝 조사

2017)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Trisodium phosphate

탄통 표면에 각인된 문자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를 디

Figure 2. (A) Polygon data. (B) 30 caliber M1 ammunition box. In Korea, 20 November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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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Purifier powder sample. (B) Academic research sample. (C) FT-IR results.
은 주로 수화된 형태로 이용되어 무수 Na3PO4에서부터

한 마개의 부식으로 인한 미세균열 등은 육안으로 확인이

수화물인 Na3PO4⋅12H2O까지 다양하며, pH 12의 알칼리

어렵기 때문에 세척 과정에서 액상형의 세척제를 사용할

성으로 정화제, 세정제, 식품첨가제, 탈지제 등에 사용되

경우 병의 내부로 침투해 잔존해 있는 정화제가 용해될

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각종 규

수 있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에 의해 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쟁이 일

독수리 문양 단추는 세척 시 플라스틱 재질의 변⋅탈

어난 시기인 1950년대에는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척제의 선정을 위한 예

되어 정화제를 제조하는 데 첨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테스트가 필요하며, 뒷면의 고리 부분에 물리적인 충격

또한 3673 cm-1, 3658 cm-1, 1062 cm-1, 666 cm-1대가 나

이 가해질 경우 약해진 플라스틱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깨

타나고 있어 Talc(활석, Mg3Si4O10(OH)2)로 판단할 수 있는

질 수 있어 처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화제 제조 시

계급장은 열화된 상태의 도료층이 박락되지 않도록 처리

Talc 성분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값이다.

과정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며, 금속 재질의 부식 생성물의

Talc는 의약품 제조 시 산포제, 환제, 정제의 부형제, 활택

무리한 제거는 두께가 얇은 계급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제 등의 용도로 첨가되고 있어 정화제 제조 시 살균 및

있어 최소한의 제거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부의 목적으로 산포제로서의 정제된 Talc가 혼합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3C).

알루미늄 재질의 반합은 산화알루미늄 피막의 손상으
로 인해 지속적인 부식이 이루어질 수 있어 강화처리가
필요하며, 피막의 결함으로 발생되는 국부적 공식은 반합

3. 보존처리

의 구조적 손상요인이 될 수 있어 복원 과정에서 합성수
지 등을 이용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탄통은 3차

3.1. 보존처리 계획 수립

원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 확인된 영문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세척과 지속적인 부식 방지를 위한 강화처리가 진

유품의 보존처리는 세척 → 강화처리 → 접합 및 복원 →

행되어야 한다. 총기손질도구의 경우 철제와 동합금제가

고색처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유물의 보존 상태에

혼용된 유품으로 각각의 재질에 적합한 세척과 강화처리

따라 단계별 세부 처리방안을 계획해 적용하였다. 먼저

가 필요하지만 손잡이와 브러시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가

정화제병은 복합재질로 마개 부분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

어려워 유의해야 한다.

하는 과정에서 유리병 표면이 훼손될 수 있어 각각의 처

이와 같은 유품의 상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진

리 과정 시 내열마스킹 테이프 처리 등을 통해 다른 재질

보존처리 계획은 처리과정 중 유품의 세부적인 상태 및

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예비테스트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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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

리병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distilled water는 혼합

존처리를 진행하였다.

해 사용하지 않았다. 계급장 표면의 도료층과 독수리 문
양 단추의 재질인 플라스틱은 표면의 박리 및 용제에 의

3.2. 세척
금속재질의 유품(카빈완탄, 반합, 탄통)은 1차적으로
유화용 붓과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건식세척을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삼전화학의 Ethyl alcohol 94.5% (in distilled
water 70%)를 이용하여 침적법(Figure 4A) 및 도포법으로
세척을 진행하였다. 복합재질인 총기손질도구의 경우, 손
잡이의 철제 사이 고착된 이물질의 제거가 소도구로 이뤄
지지 않아 정밀분사가공기(Sandmaster, Fine Blaster,
Swiss)를 이용하여 건식세척을 실시하였다(Figure 4B). 이
후 브러시 부분 틈 사이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한 용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건식세척을 진행하였다. 이후 삼전화학의 Ethyl
alcohol 94.5% (in distilled water 50%)를 혼합하여 부드러
운 솔로 된 소도구를 이용하여 고착된 흙을 제거해주었다
(Figure 4C). 독수리 문양 단추의 경우 비교적 유품의 현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파악하여 삼전화학의 Ethyl
alcohol 94.5% (in distilled water 70%)를 혼합한 후 면봉을
이용하여 단추 균열 틈 사이에 대하여 세척을 진행하였다.
3.3. 강화처리

정밀 핀셋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내부에 고착된 나무뿌

강화처리는 형태적으로 안정된 유품에 한하여 1차적

리 및 이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삼전화학의 Ethyl

으로 Acrylic계 Paraloid B-72 (in Acetone) 15% 용액을 이

alcohol 94.5% (in distilled water 70%)를 면봉 및 소도구를

용하여 자연 함침으로 48시간 진행하였으며(Figure 5A),

이용하여 틈 사이를 습식세척을 진행하였다.

함침 후 유품의 안정성을 위하여 상온에서 자연건조를 실

정화제병은 내부 잔존해 있는 정화제의 보호를 위하여

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강화처리가 필요한 유품에 대하여

건식세척 후 소도구를 이용하여 습식세척을 진행하였으

2차적으로 도포법으로 3-5회에 걸쳐 강화처리를 진행하

며, 유리병 표면은 3차 증류수를 이용해 세척하였다. 마개

였다. 카빈완탄은 내부에 잔존한 화약의 흔들림 및 흘러

부분은 Scratch brush와 삼전화학의 Ethyl alcohol 94.5%를

나옴을 방지하기 위해 Acrylic계 Paraloid B-72 (in Acetone)

교차 적용하여 녹 제거 및 습식세척을 진행하였으며, 유

15%로 용해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내부 화약에 대하여

Figure 4. (A) Ammunition box cleaning. (B) Gun maintenance equipment air-brasive. (C) A badge of rank cleaning.

Figure 5. (A) Mess tin reinforcement. (B) Internal gunpowder enhancement. (C) Carbin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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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처리를 진행하였다(Figure 5B). 이후 표면에 대한 강

그라인더(Marathon3, Saeyang marathon, Korea)을 사용하

화처리는 동일한 용액을 이용하여 붓으로 3-5회 도포하여

여 표면 연마를 진행하고(Figure 7A), 이후 신한 Acrylic

마무리하였다(Figure 5C).

물감을 Sponge 및 세필 붓을 이용한 도포법으로 고색처리
를 하였다(Figure 7B, 7C).

3.4. 접합 및 복원
접합 및 복원은 파손되거나 구조적 불안성을 확인할

3.6. 기록카드 작성 및 보관

수 있는 카빈완탄과 반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카빈

지상작전사령부 소장 탄약류 2건, 장구류 2건, 기타류

완탄의 경우 세척 단계에서 흙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1,

3건의 총 7건 10점의 유품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 및 보존

4번째 탄의 흔들림과 형태적 불안정이 확인되어

처리를 완료한 후 처리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 후 사

Cyanoacrylate계 접착제(Loctite 401, Henkel, Germany)를

진을 촬영하였다(Table 2). 처리과정 중에 사용된 사용 약

주사기에 주입하여 접합, 고정하였다(Figure 6A). 복원은

품 및 기기, 처리 중 발견된 문자 및 문양, 분석 결과 등을

반합에서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제거되어 공식이 발생하

기록카드에 작성해 다음 처리 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

여 일부 결손부가 나타나 열경화성 Epoxy계 Rapid type의

관하였다. 또한 보존처리 완료 후 각각의 재질에 맞는 보

복원제(5 Minute Epoxy, Devcon, USA)를 이용해 색맞춤에

존환경에 수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류 및 유리

용이하도록 백색의 무기안료를 혼합하여 형태 복원을 진

류 유품은 온도 20±2℃, 상대습도 45% 이하, 조도 250 lx

행하였다(Figure 6B).

의 보존환경에서 관리되어야 재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계급장의 경우 표면에 도포된 도료의 특성상 온

3.5. 성형 및 고색처리
성형 및 고색처리는 복원을 진행한 반합에 적용되었으
며, 복원 부위의 질감 및 색상 차이로 인한 이질감을 해소
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성형에서 원 유품 표면과
유사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포(#120, #400) 및 핸드

도 20±2℃, 상대습도 50±5%, 조도 50-80 lx의 보존환경에
서 수장되어야 박리와 박락, 변탈색으로 인한 손상을 예
방할 수 있으나 금속재질과 혼용된 유품의 특성상 금속
부의 재부식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 (A) Carbine junction. (B) Mess tin restoration.

Figure 7. (A) Mess tin molding. (B) Mess tin coloring. (C) Completion of col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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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fore and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Before

Water purifier bottle

Eagle-patterned
button

A badge of rank

Mess tin

M1 garand rifle
maintenance equipment

30 Carbine

Ammunition box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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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을 통해 발굴된 지역
유품 중 지상작전사령부 전시관에 소장된 6⋅25 전사자

않고 교육, 연구, 홍보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품의 안정적 보존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유품에 대하여 재질별 보존처리 방법 및 처리 재료, 유품

이와 같은 결론은 6⋅25전쟁 중 발생한 전사자의 신원

의 분석, 3차원 디지털 기록화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유해발굴 및 신원 확인이

하고자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가능한 유품 등에 대한 연구 이외에 지역 유품의 보존성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과 보존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첫째, 탄통 3D 스캔 결과 유품에 대한 3차원 디지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해발굴단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Scan data를 통하여 탄통 표

창설된 지 약 15년이 지나 발굴 유품에 대한 보존 인식이

면에 ‘CAL, .30 M1 AMMUNITION BOX’ 영문이 새겨져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탄통의 제조

으로 유품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미국) 및 정확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다양한 유품에 대한 지속

면의 녹과 이물질 고착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적인 연구와 분석, 처리방안 표준화 등이 이루어져 데이

문자를 X선 영상 촬영이 아닌 3D scanning 기법 등을 이용

터베이스가 구축되어진다면 학술적, 역사적, 교육적 목적

해 규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FT-IR 분석 결과를 통해 유리병 내에 잔존해 있

으로 유품을 전시, 활용하여 6⋅25전쟁의 의미를 되짚을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알약의 정화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
보하였다. 분석결과 정화제, 세정제, 식품첨가제 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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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유산의 현색(顯色)은 제작기법 해석, 보존처리 활용, 상태 모니터링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응수 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색관리시스템 기반 색재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유산 기록 및 보존에 적합한 현색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적인
색재현 과정은 촬영 환경 세팅, 색기준차트 측정, 디지털 사진 촬영, 색보정, 색공간 설정 순으
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사진기 제조사 프로파일이 적용된 디지털 이미지는 현색과 비교하여
평균 Δ10.1의 색차를 보인 반면, 디지털 색재현 이미지는 평균 Δ1.1의 색차를 보여 현색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디지털 사진 촬영 환경과 조건을 최적화했더라도 디지
털 사진기 제조사의 보정 알고리즘에 의존할 경우 대상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은 RAW 이미지 기반의 색보정 및 색공간 설정을 통해 디지털
색재현이 필요하며, 이는 현색 기록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또한 디지털 색재현을
통한 현색 기록은 문화유산의 보존상태 평가와 보존처리 및 복원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퇴색 및 변색 현상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데이터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색재현, 색관리시스템, 색차, 현색, 기록화, 권응수 초상
ABSTRACT The color appearance of cultural heritage are essential factors for manufacturing technique
interpretation, conservation treatment usage, and condition monitoring.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established color reproduction procedures based on the digital color management system for the portrait
of Gwon Eungsu. Moreover, various application strategies for recording and conserving the cultural
heritage were proposed. Overall color reproduction processe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photography condition setting, standard color measurements, digital photography, color correction, and
color space creation. Therefore, compared with the color appearance, the digital image applied to a
camera maker profile indicated an average color difference of Δ10.1. However, the digital reproduction
result based on the color management system exhibits an average color difference of Δ1.1, which
is close to the color appearance. This means that although digital photography conditions are optimized,
recording the color appearance is difficult when relying on the correction algorithm developed by the
camera maker. Therefore, the digital color reprod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required through color
correction and color space creation based on the raw digital image, which is a crucial process for
documenting the color appearance. Additionally, the recording of color appearance through digital color
reproduction is important for condition evaluation, conservation treatment,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standard data of imaging analysis are available for discoloration monitoring.
Key Words Color reproduction, Color management system, Color difference, Color appearance,

Documentation, Portrait of Gwon Eu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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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연구대상

디지털 사진 촬영은 전자기파 중 가시광 영역의 파장

권응수는 임진왜란 초기에 영천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

을 이미지 센서가 기록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사진은 문

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큰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Kim,

화유산의 형태(Yun et al., 2009), 상태(An et al., 2010), 색

2012). 이에 따라 선무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초상화는

상(Park et al., 2018) 등 다양한 보존 정보들을 포함하고

이때 공신도감에서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상화

있을 뿐 아니라 이차적인 영상처리를 통해 다양한 비가시

속의 권응수는 무신을 상징하는 호랑이 흉배가 부착된 흑

적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기록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

단령을 입고 있으며, 사모와 흑화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

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털 사진은 피사체를 예술적으로

로 볼 때 공신초상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표현하거나 시간의 변화 및 공간적 특징을 기록하는데 초

을 알 수 있다(Lee and Kim, 2019). 권응수 초상은 영정,

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사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색상

선무공신교서, 병풍, 장검 등 다른 유품들과 함께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재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

권응수 초상화는 제작된 지 약 400년이 경과되면서 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화유산의 현색(顯色)을 디지털

색 및 퇴색이 진행되고 있고, 안료가 박락되는 문제점이

로 기록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촬영자가 주변 환경, 사

관찰된다. 또한 초상화 무릎 하부에는 가로 방향의 접힌

진촬영 조건, 영상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흔적이 나타난다. 육안관찰로 파악하기 어려운 초상화의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색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정립된

보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근적외선 및 자외선 반사 촬영

다면 문화유산의 제작기법 해석, 재료 특성, 보존상태 평

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근적외선 촬영 결과는 가시광 이

가, 고색처리 활용, 보존처리 전⋅후 비교에 유용하게 사

미지와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외선 촬영 이미지를 보면, 얼굴에 5개소 이상의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
법은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색도 분석이다(Možina et al.,

흑색 반점 형태가 관찰되는데, 이는 제작과정 또는 후대
에 덧칠한 흔적으로 추정된다(Figure 1).

2019; Vujcic et al., 2019; Castaldo et al., 2020). 이는 고유

3. 연구방법

색상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흡수 및 반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측정
범위가 좁고, 대상에 직접 접촉해야 하며, 표면의 곡률이

3.1. 색재현 이론

심할 경우 빛이 차폐되지 않아 오차율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Choi et al., 2007). 또한 ‘점(占)’적 개념의 데이터 획

카메라, 모니터, 휴대폰 등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는

득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분석 위치를 알 수 없어 측색 재

RGB, CMYK, HSL 등과 같은 다양한 색공간을 통해 영상

현성과 모니터링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을 출력한다. 이는 동일 이미지더라도 개별 장치에 적합한

이러한 분광측색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면적의 색 분

색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색상의 표현 방법과 수치가 달라

석 및 현색 기록을 위해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색관리

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색관리

시스템(color management system, CMS)이 널리 사용되고

시스템을 이용한 색재현 과정이 필요하다(Cho et al., 2004).

있다. 특히 디지털 색관리시스템은 사진(Kim and Lee,

색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장치독립적 색공간

2008), 인쇄물(Choi, 2008), 디스플레이(Kyung et al., 2011)

을 기반으로 색역과 색특성을 반영한 보정이다(Cho et al.,

등의 색재현 정확도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

2008). 장치독립적 색공간은 국제조명위원회(International

유산의 경우 현색 기록 및 재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Commission on Illumination)의 CIE L*a*b*를 사용하고 있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고, 이는 사람의 시각과 유사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Smith and Guild, 1931). CIE

문화유산의 현색을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

L*a*b*는 보색 관계인 적색-녹색도 및 청색-황색도와 밝기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현색 기록 및 보존처리가 필요

차이인 명도를 3차원 좌표로 나타내며, 기준색과 측정색

한 회화, 지류, 벽화 문화유산에 디지털 색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색재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고,
문화유산 기록 및 보존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의 차이를 색차(ΔE*)로 표현한다. 이 색차를 산출하는 방
식은 최초로 1976년도에 3차원 유클리드 공간 계산 식의
ΔE*ab가 사용된 것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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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servation conditions for the portrait of Gwon Eu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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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면적을 갖고, 파장 범위는 380-730 nm이다. 측색 조
건은 그래픽 아트 이미지를 위한 분광광도 측정과 측색
계산 방식인 ISO 13655:2017을 이용하였다.
권응수 초상화의 디지털 사진은 50메가픽셀(MP)의 일
안반사식 사진기(5DS, Canon, JPN)와 50 mm 표준단렌즈
(EF 50 mm F1.8 STM, Cannon, JPN)로 촬영되었고, 5,500
K의 색온도를 갖는 순간광 조명(HD 600, FOMEX, KOR)
이 이용되었다. 또한 디지털 색재현 과정에는 이미지 보
정(Lightroom, Adobe, USA)과 프로파일 생성 및 적용
(i1Profiler, X-rite, USA)에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
며, 기준색과의 색차 비교에는 BabelColor 사의 PatchTool

3.2. 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화 방법을 제안하
기 위해 권응수 초상을 대상으로 색재현 과정을 정립하였

이 활용되었다.
3.3. 환경설정 및 이미지 획득

고, 각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

디지털 사진을 이용하여 권응수 초상의 현색을 기록하

안하였다. 기준색 구축에 사용된 색기준차트는 140개의

기 위해서는 기준색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색 패치를 가지고 있는 X-rite 사의 Color Checker Digital

CMS 전용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140개의 개별 색 패치

SG이다. 또한 색기준차트를 측정하기 위해 색재현 전용

를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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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측정 조건은 D50 밝기의 광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

이 연구에서는 표준광원 D50과 유사한 파장 및 색온도를

표준관찰자 함수를 적용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보정 기

가진 순간 조명을 권응수 초상 양쪽에 설치하였다. 여기

준이 되는 각 패치의 CIE L*a*b*의 값을 기준색으로 구축

서 D50은 정오의 태양광선을 대표하는 국제 표준광원이

하였다.

다. 사용된 인공조명이 태양광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

디지털 이미지 획득 과정에 있어 촬영 환경은 현색 취

내는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 Ra)는 96이 산출되었

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색온도, 연색지수를 종합적으로 고

고, 이는 1A의 연색지수 등급으로 태양광과 아주 가까운

려해야 한다(Choe, 2021). 피사체의 색을 기록하는 디지털

정도를 의미한다. 연색지수뿐만 아니라 조명의 색 표현

사진의 경우 CIE가 규정한 표준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99개의 표본에 평균 95% 이상을
보였다(Figure 2).
권응수 초상의 디지털 이미지는 사람의 시야각과 비

Table 1. Color analysis of standard patches

슷하고 왜곡이 적은 50 mm 표준 단렌즈와 중형급 사진
기로 획득하였다. 또한 산란광을 막기 위해 렌즈 후드를
장착하였고, ISO 100의 감도로 촬영하였다. 특히 권응수
초상에 배경 흐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개는 F11
으로 설정하였고, 조명의 광량이 충분하여 1/100초로 셔
터 속도를 고정하였다. 또한 인위적인 흔들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컴퓨터와 사진기를 연동한 유선 촬영을 수행
하였고, 색기준차트 유⋅무에 따라 각각 한 장씩 촬영하
였다.

4. 디지털 색재현 과정 및 결과

L*

a*

b*

001

96.7

-0.7

2.8

023

19.0

0.3

-37.4

024

19.0

0.3

-37.4

053

36.0

12.2

-49.9

064

36.1

64.0

41.0

065

65.5

0.2

0

074

81.2

2.7

88.4

079

51.5

-49.0

43.4

095

15.0

-0.4

-0.9

달라진다(Hong, 2007). 이 연구에서는 사진기 제조사에서

116

63.2

51.4

82.9

제공한 프로파일의 색재현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광측색

140

96.4

-0.7

3.0

계 색도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Representative patch

4.1. 디지털 사진기 프로파일의 색재현도 분석
일반적으로 디지털 사진기는 빛의 세기를 기록하며,
이를 RAW 포맷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RAW 포맷을 이미
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색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한다.
색 프로파일은 개별적으로 제작하거나 디지털 사진기 제
조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RAW 포맷에 어떤
프로파일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의 색감은

Figure 2. Color standard fidelity (%) of the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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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제조사 사진기 프로파일이 적용된 색은 분광

의 휘도를 측정하고, 이 값을 전용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

측색계 기준색에 비해 채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전체

모니터 밝기를 맞추었다. 그런 다음 측색계로 모니터 상

적으로 최소 Δ2.4에서 최대 Δ19.4 범위의 색차가 산출되

태를 분석하고 보정하여 최적의 색 출력 조건을 설정하였다.

었고, 평균 색차는 Δ10.1로 계산되었다(Figure 3). 전체적

모니터 교정을 통해 색재현 환경 구축이 완료되면

인 표준편차는 Δ4.1로, 명확한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고

RAW 포맷의 디지털 이미지를 대상으로 노출, 색온도, 명

Δ5-6과 Δ10-15 사이의 색차에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나타

도, 색상 및 렌즈 왜곡을 순차적으로 보정하였다. 이 중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촬영했음에

노출은 명도 50에 가깝고 채도 0인 중성 회색 패치의 CIE

도 불구하고 제조사 프로파일을 적용한 디지털 이미지는

L*a*b*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사진기는 광

권응수 초상의 현색 기록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에 따라 백색을 기준으로 색온도를 인식하는데(Lee et

4.2. 디지털 색보정 과정 정립

위해 중성 회색 패치를 이용하여 색온도를 보정하였다.

al., 2012), 밝기 차이에 대한 색 표현의 정확도를 높이기

앞의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진기 제조사에서 제
공하는 색 프로파일은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 및 재현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색기준차트와 분광
측색계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색보정 과정을 진행하였
다. 먼저 디스플레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색 표현을 일
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 교정을 수행하였다(An and

그런 다음 색기준차트 가장자리의 무채색 패치들을 이
용하여 이미지의 밝기인 명도를 보정하였다. 이때 각 패
치의 L*값과 유사하게 보정하고, a*와 b*는 유채색 패치
약 80개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이렇게 완료된 이미지는
50 mm 표준단렌즈의 구면수차를 적용하여 렌즈와 이미
지 센서 사이의 왜곡을 개선하였다(Figure 4).

Zhu, 2008; Park and Har, 2008; Cho, 2015). 먼저 주변 환경

Figure 3. Color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and camera colors.

Figure 4. Digital color correction procedures for the portrait of Gwon Eu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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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지털 색공간 설정

4.4. 권응수 초상의 색재현 결과

모든 디지털 이미지는 고유의 색 영역인 색공간을 가

이 연구에서는 분광측색계로 측정된 기준색과 권응수

지고 있다. 특히 입⋅출력 장치에 따라 동일한 RGB와

초상과 함께 촬영된 색기준차트의 색재현 정확도를 분석

CMYK 색 수치를 갖더라도 색공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하였다. 이 결과, 검은색 색재현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있

출력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컬러협회

지만 전체적으로 색의 일치도가 매우 높으며, 앞의 디지

(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 ICC)는 일관적으로 나타

털 사진기 프로파일 결과와 비교할 때 확연히 좋아진 것

낼 수 있는 색공간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색공간 설정은

을 알 수 있다. 색재현 이미지의 색차는 Δ0.1-Δ6.0 사이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색을 사람의 시각적 인지력에 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Δ1.1의 색차가 산출되었다(Figure

깝게 보정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같은 색을 출

7). 이 결과는 디지털 사진기 프로필의 색차에 비해 약 10

력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배 정도 개선된 수치이다. 특히 정규분포도를 보면, Δ1.5

색 보정이 완료된 이미지를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하기

이상에서 낮은 빈도수의 높은 색차들이 확인되지만, 전반

위해서는 RGB로 출력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디지털

적으로 앞의 사진기 프로파일의 색차 분포와 달리 Δ0.5를

색공간 설정이 필요하다(Figure 5). 이 연구에서는 보정된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표준편차 역시 Δ1.1

색기준차트를 RGB 신호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백색점과

로 4배 이상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흑색점을 기반으로 색공간을 생성하였다(Figure 6). 마지

따라서 색재현이 완료된 프로파일을 색기준차트가 없

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색공간에 색기준차트와 권응수 초

는 권응수 초상 이미지에 동기화하여 최종 디지털 이미지

상을 적용하여 색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를 완성하

를 완성하였다. 색재현이 완료된 권응수 초상의 디지털

였다.

이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지고 밝기가 감소

Figure 5. Establishment procedures of the color space.

Figure 6. The color space customized for the portrait of Gwon Eungsu. (a) CIE a*b*. (b), CIE x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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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lor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and reproduction colors.

Figure 8. Digital images the portrait of Gwon Eungsu before (a) and after (b) the color reproduction.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초상의 배경에 주로 사용된 황

이러한 디지털 색재현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

색의 채도가 확연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색이 가장 다양

광측색계를 이용한 직접 측색과 교차비교를 수행하였다. 분

한 흉배부는 색온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 영역은 권응수 초상에서 가장 많은 색 분포를 보여주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2단의 흑사모를 보면, 디지털 사진기

흉배부이며, 지점은 임의적으로 10지점을 선정하였다(Figure

프로파일 이미지에서는 낮은 채도로 인해 거의 동일 색상

9a). 분광측색계의 측정 조건은 D50의 표준광원으로 설정하

으로 보이지만, 색재현 이미지에서는 앞⋅뒤의 색의 차이

였으며, 데이터 취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색계를 초상화

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Figure 8).

에 최대한 밀착시켜 CIE L*a*b*를 획득하였다(Figure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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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color measurements. (a) Random measurement
points of the rank badge. (b) Direct color measurements using the color spectrometer. (c)
Indirect color measurements using the digital color reproduction image.
Table 2. Color measurement results of the rank badge with
tiger design
Point

한편 색재현 이미지의 간접 측색 결과는 분광측색계와
동일한 영역인 직경 3.5 mm 내 240개 픽셀의 평균 값을

Direct measurement

Indirect
measurement

ΔE00

이용하였다(Figure 9c). 직접 및 간접 측색의 색차를 비교
한 결과, 두 방법은 평균 Δ2.6(Δ1.8-3.8)의 색차가 있는 것

L*

a*

b*

L*

a*

b*

1

27.3

0.0

-8.7

27.1

-1.0

-6.7

2.0

2

63.1

9.1

2.8

63.2

12.6

3.9

3.1

3

75.6

2.1

14.2

77.7

3.3

16.8

2.5

4

54.1

5.1

24.1

51.8

7.3

26.8

3.2

5

71.6

4.7

22.8

72.3

6.3

23.0

1.8

6

53.7

4.1

22.4

55.1

6.2

24.9

2.7

7

33.2

1.1

15.3

29.4

2.7

17.9

3.8

8

41.6

22.9

25.1

40.0

24.9

24.9

2.1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색재현 과정은 크게 촬영환경 세

12.5

2.2

팅, 색기준차트 측정, 디지털 사진 촬영, 색보정, 색공간

51.0 -19.3 12.6

3.0

9

40.1

10

48.3 -21.3 12.5

2.2

11.6
Mean

39.7

3.9

2.6

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이 색차 중 Δ1.1 정도는 디지털
색재현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판단된다. 또한
Δ1.5는 분광측색계의 위치 재현성, 초상화의 표면 요철
및 빛 반사도 등 측정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 오차가 반영
된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10).

5.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화 가치

설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색도, 광원파장, 색온도, 휘도
등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촬영 환경을 세팅한다. 이후 분
광측색계로 색기준차트의 절대색을 기록하고, D50의 색
온도 및 파장이 유사한 광원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색기준차트의 유무에 따라 각각 한 장씩
의 RAW 이미지를 획득한다. 그런 다음 색기준차트를 이
용하여 RWA 이미지의 노출, 색온도, 명도, 색도 등 일련
의 색보정을 수행하고, 이 프로파일을 대상 문화유산에
동기화하여 맞춤형 색공간을 생성한다(Figure 11). 이러한
수동형 색관리 과정은 분광측색계를 이용한 색기준차트
측정, 측색된 정량 수치 기반의 140개 색 패치 보정, 전용
색공간 생성 등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
어 의존적 자동색관리시스템과 비교할 때 높은 색재현률
을 갖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응수 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색재현

Figure 10. Comparison of the color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ous color measurement methods.

을 수행하였고, 이를 사진기 제조사 프로파일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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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와 비교하여 현색 기록화로서의 가치를 고

이는 현색 기록화로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찰하였다. Figure 12의 색차 비교 그래프를 보면, 디지털

색차에 대한 사람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

사진기와 색재현 이미지의 색차는 Δ0.23-Δ18.85의 범위

로 다양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본 전

에서 평균 Δ9.0으로 산출되었다. 정성적으로는 높은 채도

색공업주식회사(Nippon Denshoku Industries)와 미국국립

를 갖는 색 패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상대

표준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에서 제시하고

적으로 청색 계열에서 약 Δ10 이상의 높은 색차를 나타냈

있는 색차 인지 기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Table 3). 두

다. 이 결과는 디지털 사진 촬영 환경과 조건을 최적화했더

기준에 따르면 제조사 프로파일이 적용된 디지털 사진기

라도 디지털 사진기 제조사의 보정 알고리즘에 의존할 경

이미지는 Δ10.1의 색차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본 전색공

우 대상 문화유산의 현색 기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

업주식회사 기준으로 먼셀컬러차트의 다른 색을 의미하

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유산의 디지털 색재현을 위해서는

며, NBS 기준으로는 극히 두드러진 색 변화로 분류된다.

RAW 이미지 기반의 색보정 및 색공간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반해 색재현 결과의 Δ1.1은 일본 전색공업주식회사

Figure 11. Color reproduction procedures for recording the color appearance.

Figure 12. Comparison of the color differences between camera and reproduction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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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references of expressing color differences
ΔE*
0-0.2

Nippon Denshoku Industries
The extent that Human can’t discriminate.

Δ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NBS

0-0.5

Extremely slight change

0.5-1.5

Slight change

0.2-0.4

Using the special adjusted measuring instruments.

0.4-0.8

Standards with the decision of the human visual.

0.8-1.6

People can tell the color differences, if samples are put side by side.

1.5-3.0

Perceivable change

1.6-3.2

This level is regarded as unrecognized and same color in general.

3.0-6.0

Marked change

3.2-6.5

Inks industry will make complaints about the color difference.

6.5-13.0

This color tolerance corresponds to the color difference of Munsell.

6.0-12.0

Extremely marked change

12.0

Change to another color

13.0-25.0 Each colors over ΔE* 13 are not same color anymore.

기준으로 색 샘플을 나란히 놓아야만 색차를 인지할 수

일본 전색공업주식회사와 미국 NBS에서 제시한 색차 기

있을 정도이고, NBS 기준으로는 미약한 색변화에 해당된

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산업 분야에 최적

다. 색재현 결과가 평균 Δ1.1의 낮은 색차를 보였더라도

화되어 있으므로 향후 문화유산 색상정보에 대한 빅데이

환경 균질성, 이미지 센서 성능, 촬영 조건에 따라 색차를

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색차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색재현 결과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

되었으면 한다.

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현재 국내외적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고, 문화재청은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여
기록화 수준을 고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Cultural

1. 권응수 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사진기 제조사에서

Heritage Administration, 2013; 2018). 그러나 이 자료들에

제공한 프로파일의 색재현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광측색

는 사진촬영 방법에 대한 가이드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계 색도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이 결과, 최소 Δ2.4에

현색 기록을 위한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회화, 벽화, 단청

서 최대 Δ19.4의 범위의 색차가 산출되었고, 평균색차는

등 우리나라에는 색 보존이 필요한 문화유산이 매우 많으

Δ10.1로 계산되었다. 최적의 환경조건에서 촬영했음에도

며, 이들 문화유산들은 다양한 자연적 및 인위적 환경에

불구하고 제조사 프로파일을 적용한 디지털 이미지는 문

노출되어 변색 및 퇴색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화유산의 현색 기록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색재현을 통한 현

2. 디지털 색재현 과정은 크게 촬영환경 세팅, 색기준

색 기록은 보존상태 평가와 보존처리 및 복원의 중요한

차트 측정, 색보정, 색공간 생성으로 진행되었다. 연색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디지털 기록화 과정

광원파장, 색온도, 휘도 등 측정치를 바탕으로 촬영 조건

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색재현이

을 설정하였고, D50과 유사한 광원을 사용하여 디지털 사

완료된 디지털 이미지는 각 픽셀마다 고유의 색 정보를

진을 촬영하였다. 그런 다음 RAW 이미지를 이용하여 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하여 통계

출, 색온도, 명도, 색도 등 일련의 색보정 과정을 진행하였

분석 한다면 채색문화유산의 변색 및 퇴색 분석에 적극

고, 맞춤형 색공간 설정을 통해 색재현을 완료하였다.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색재현이 완료된 권응수 초상은 전체적으로 색의 일

이번 권응수 초상의 디지털 색재현 연구는 현재 색을

치도가 매우 높았으며, 평균 색차는 Δ1.1(Δ0.1-Δ6.0)로 산

분광측색계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출되었다. 이 결과는 디지털 사진기 프로필 색차보다 약

결과는 현재 시점의 기록화 자료이기 때문에 보존상태 모

10배 정도 개선된 수치이다. 특히 초상화는 색재현 전에

니터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보존처리 및 복제까지 확

비해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아지고 밝기가 감소한 경향을

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입체 형상이 두

보였으며, 흑사모의 경우 앞뒤 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

드러진 문화유산은 그림자로 인해 현색 기록이 어렵고,

났다.

반사도가 심한 경우 색 포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4. 색차에 대한 사람의 인지 정도는 일본 전색공업주식

대한 현색 신뢰도 확보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연구가

회사와 미국 NBS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널리 사용되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고 있다. 두 기준에 따르면 제조사 프로파일이 적용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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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사진기 이미지는 다른 색 또는 두드러진 색 변화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색재현 결과는 일본 전색공업
주식회사의 분류표에 의하면 색 샘플을 나란히 놓아야만
인지되는 색으로, NBS 기준으로는 미약한 색 변화에 해
당되었다.
5. 현재 국내외적으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현색 기록을 위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색재현을 통한 현색 기
록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과정에 반영되어 원형 보
존과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구축한 권응수 초상의 디지털 색재현 결과는
현재 시점의 기록화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변색 및 퇴색
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보존
처리 및 복제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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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목판 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위해 열화된 소나무를 이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고 Dammar, Beeswax, Paraloid B-72, 아교, H.P.C 처리제 적용에 따른 시험편의 중량변화
와 수축률, 색 변화, 침투확산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목재 본래의 색을 유지하며 재질
강화에 효과적인 처리제로 Dammar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목판
문화재와 손상 상태가 유사하며 목판 문화재의 주요수종과 유사한 열화된 산공재 수종을 이용
하여 시험편을 제작하고 Dammar의 적용농도 및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자 Dammar 농도별(2%,
5%) 도포와 Dammar 농도별(10%, 15%) 함침을 진행하였으며 중량변화, 침투확산 특성 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목재 본연의 색을 유지하면서 재질 강화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Dammar
2% 도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해 및 열화가 심한 목판 문화재의 강화처리
에는 Dammar 2% 도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목판 문화재, 보존처리, 열화, 강화처리, Dammar
ABSTRACT A test piece was produced using deteriorated pine tree for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woodblocks cultural heritage, and weight change, color change and penetration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the test piece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Dammar, Wax, Paraloid B-72, Animal glue and H.P.C
treatment agen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Dammar is the most suitable treatment agent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terial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color of the wood. A test piece was
produced using deteriorated porous natural wood, which the damage condition is similar to that of
woodblocks cultural heritage and the main tree of woodblocks cultural heritage based on above result,
and the application of each Dammar concentration (2%, 5%) and wetting of each Dammar
concentration (10%, 15%) were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application concentration and
treatment method of Dammar, and weight change, penetration diffusion characteristics, etc. were
observ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ammar 2% application was the best as an effective
metho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terial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color of the woo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Dammar 2% application is most suitable for the strengthening treatment
of woodblocks cultural heritage with severe insect damage and degradation.

Key Words Woodblocks, Conservation treatment, Damaged, Consolidation, D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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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용한 방부⋅방충처리를 진행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
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목판(木板)이란 나무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새긴 인쇄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 목판은 치과용 소도구와 스

용 판(版)을 뜻한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2).

패출러 등을 이용한 건식 세척과 물, 유기용제, 식물성 신

목판에는 서적을 인출, 간행하기 위한 책판(冊板), 역사

너 등을 이용한 습식세척을 병행해가며 세척을 진행하였

적, 문학적으로 뛰어난 시(詩), 문장(文章), 각종 계언(啟

다. 이후, 목판 표면의 광택을 살리기 위해 예비실험을 거

言) 등을 찍어내기 위한 서판(書板), 각종 그림이나 문양

쳐 Beeswax를 이용한 코팅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약 8개월

을 새긴 도판(圖板; 혹은 능화판(菱花板)), 편지지용 시전

간 코팅처리 후 경과를 확인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지를 인쇄하기 위한 시전지판(詩箋紙板) 등의 종류가 있

(Seo and Park, 2011).

다(Korean Studies Institute, 2022).

위의 목판의 잔존상태와 보존처리 사례를 종합하여 볼

이러한 목판은 불교 경전, 글, 그림 등 당시의 사상과

때, 목판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세척단계가 큰 비중을 차

기록을 담고 있어 중요한 기록학적 가치를 가진다. 또한,

지하며 방부⋅방충 처리 혹은 코팅처리 등 충해 예방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

표면정리 등을 중심으로 보존처리가 진행됨을 알 수 있고

光大陀羅尼經)｣과 같이 8세기 중엽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충해, 열화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목판 문화재의 재질을

시작되어 이후 고려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판각

보존하는 방안은 연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이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해, 열화 등으로 인해 재질이

인쇄술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Cultural Heritage

취약해 향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목판 문화재의 보존

Administration, 2020).

을 위해 강화처리 방안을 연구하여 목판 문화재의 재질

위의 목판 문화재는 파손, 균열, 비틀림 등의 물리적

약화에 따른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요인과 가해균, 가해충에 의한 생물학적 요인, 관리 부주
의, 도난, 훼손, 화재, 누수와 침수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

2. 재료 및 방법

해 손상될 수 있으며 가해충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는 목
판의 표층부만 얇게 남아있고 내부는 갉아먹은 가루로 채
워진 상태로 남게 된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0). 이러한 목판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크게 예비조사,

2.1. 연구재료
2.1.1.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

세척, 방충⋅방부처리의 단계로 진행된다(Lee, 2012). 위

실험재료는 전건비중 0.17-0.44인 충해로 인해 열화된

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목판 문화재의 보존처

건축부재를 이용하였으며 수종은 목판의 주요수종은 아

리는 주로 재질 강화, 안정화보다는 세척과 충해 예방을

니지만, 목제문화재에서 많이 나타나며 목판 마구리 제작

중심으로 보존처리가 시행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에 주로 쓰이는 수종 중 하나인 소나무를 이용하였다. 시

of Cultural Heritage, 2010).

험편은 관련 선행 연구사례(Kim, 2003; Kim and Shin,

목판 문화재의 선행 보존처리 사례를 보면, 월봉서원

2007)를 참고하여 30(T) × 30(R) × 30(L) mm의 정방형으

소장 고봉문집목판은 건식세척, 습식세척, CO2 세척의 3

로 제작하였다(Figure 1a). 제작된 시험편은 육안관찰 결

단계에 걸친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손상된 마구리를 목제

과 충해로 인한 가해 정도가 적은 시험편은 ‘A’, 충해로

쐐기로 보강하고 목판 및 장판각에 대해 Woodkeeper A를

인한 가해 정도가 큰 시험편은 ‘B’로 분류하였다. 시험편

Figure 1. Wood sample (a) Deteriorated hard pine building material, (b) Deteriorated diffuse porous natural wood, (c):
Consolid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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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화처리제 종류 및 농도에 따라 3배수로 제작하였다.

험군을 ‘A’, 심재만 존재하고 충해가 다수 관찰되는 시험

강화처리제로는 선행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Kim

군을 ‘B’, 충해에 의한 가해 정도 B 실험군에 비해 적은

and Shin, 2007) Agathis, Hopea, Shorea속 식물 수액인

심재부 시험군을 ‘C’로 분류하였다. 제작된 시험편은 자

Dammar(C6H12N2O3)과 현재 금속문화재의 강화처리에 주

연목 시료이므로 실험에 앞서 모든 시험편의 함수율을 유

로 쓰이며 과거 열화된 건조목재의 강화처리제로 쓰였던

사하게 설정하기 위해 열풍건조기를 60℃로 설정하고 24

Paraloid B-72(Kyotaro and Kenzo, 1994), 문화재의 광택을

시간 건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살리고 막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Beeswax(Seo and Park, 2011), 단청 제작 전 바탕층(목재)

강화처리제로는 위의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Dammar를 이용하였다.

보호를 위해 쓰이는 아교, 선행연구에서 건조고목재 보존처
리 시 표면 코팅에 효과가 있고(Kim and Shin, 2007) 수침

2.2. 연구방법

고목재의 보존처리 후 표면 강화에 쓰이는 Hydroxypropyl
2.2.1. 강화처리

Cellulose(Mw: 370,000)를 사용하였다(Kim, 2016).

(1)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

2.1.2. 강화처리제 적용 실험

실험재료는 목판 문화재 제작에 주로 쓰이는 수종과

시험편의 강화처리를 위해 Dammar 1%(in Xylene),

유사한 조직구성을 가진 활엽수재 산공재 자연목을 이용

Dammar 2%(in Xylene), Paraloid B-72 1%(in Acetone),

하였다. 시험편은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에서 제작한 규격

Paraloid B-72 2%(in Acetone), Beeswax 1%(in Xylene),

과 동일한 30(T) × 30(R) × 30(L) mm의 정방형으로 제작

Beeswax 2%(in Xylene), 아교 1%(in D.I. water), 아교 2%(in

하였다(Figure 1b). 시험편 제작과정에서 변재부 전반과

D.I. water), Hydroxypropyl Cellulose 0.5%(in Ethyl alcohol),

심재부 일부에서 충해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어 강화처리

Hydroxypropyl Cellulose 1%(in Ethyl alcohol) 용액을 각각

제 선정 실험과 달리 육안상 심재와 변재가 같이 있는 시

중량비(wt/wt)로 만들어 적용하였다(Table 1). 목판 문화재

Table 1. Treatment methods of selection study of consolidation
Consolidating material

Animal glue

Dammar

Beeswax

Paraloid B-72

Hydroxypropyl Cellulose

Solvent

D.I. water

Xylene

Xylene

Acetone

Ethyl alcohol
Total

Concentration
(treatment method)
1%
(coating)
2%
(coating)
1%
(coating)
2%
(coating)
1%
(coating)
2%
(coating)
1%
(coating)
2%
(coating)
0.5%
(coating)
1%
(coating)

Classification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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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목의 형태로 제작되므로 강화처리 시 처리제 투여는

량을 측정하였다. 각 시험편의 강화처리 전⋅후 전자저울

목재의 접선단면 혹은 방사단면에 침투시켰다. 강화처리

(FX-5000i, AND, Korea)을 이용하여 0.001 g 단위까지 측정

는 선행 연구(Kim and Shin, 2007) 내용을 통해 스포이드

하였으며 중량 측정결과를 통해 중량변화율을 확인하였다.

로 시험편의 방사단면에 한 방울씩 용액을 떨어뜨려 30초
간격으로 총 5방울의 강화처리제를 시험편에 도포하였다
(Figure 1c). 아교와 Hydroxypropyl Cellulose와 같이 침투
과정에서 건조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강화처리제는

 
중량변화율   ×


Wa: 강화처리 후 중량(g), Wb: 강화처리 전 중량(g)

표면이 건조될 때까지 30초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 이를

2.2.3. 수축률

1회로 하여 일정 간격으로 하루 3회 도포하는 과정을 총
5일간 진행하였으며 각 강화처리제를 시험편에 총 75방
울씩 도포하였다. 강화처리 후 약 7일간 흄후드 내에서
건조를 진행하였다.

약제에 의한 시험편 수축률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
처리제를 도포할 시험편의 표면에 면도날을 이용하여
‘□’ 표시를 한 다음 연륜폭측정기(LINTAB, Rinntech,
Germany)를 이용하여 길이를 측정하였다. 처리 전⋅후 길
이 측정결과를 통해 수축률을 확인하였다.

(2) 강화처리제 적용 실험
시험편의 강화처리를 위해 약제 도포 시험편은 선정 실

 
수축률   ×


험과 동일한 Dammar 2%, 선정 실험보다 높은 농도인
Dammar 5%(in Xylene)을 스포이드로 시험편의 방사단면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총 20방울의 강화처리제를 도포하였

La: 강화처리 후 길이(mm), Lb: 강화처리 전 길이(mm)

다. 이를 1회로 하여 하루 3회 도포하는 과정을 총 7일간

2.2.4. 색도 측정

진행하였으며 강화처리제를 시험편에 총 420방울씩 도포
하였다. 또한, 약제 함침 시험편은 수침고목재 및 초본류의
Dammar 함침처리에서(Cha et al., 2014; Song and Jung,
2013) 이용되는 함침농도의 평균인 Dammar 10%와 15%(in
Xylene) 용액에 일주일간 함침 후 건조해주었다(Table 2).

강화처리 전⋅후 시험편의 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후 표면의 색도를 분광측색계(A-6800, BYK,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강화처리 전⋅후 색도
값을 통해 색차값을 산출하여 색 변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  ∆  ∆
∆  

2.2.2. 중량변화

△E: 색차값, △L: 밝기, △a: 적색도, △b: 황색도

처리제의 침투, 확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편의 중
Table 2. Treatment methods of application study of consolidation
Consolidating material

Solvent

Concentration
(treatment method)
2%
(coating)
5%
(coating)

Dammar

Xylene
10%
(impregnation)
15%
(impregnation)
Total

Classification
A

4

B

4

C

4

A

4

B

4

C

4

A

4

B

4

C

4

A

4

B

4

C

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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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표면관찰

찰되었다. 위 결과는 유기용제에 용해한 처리제를 침투시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에서 A, B 실험군에 대해 도포를

키는 과정에서 도포 후 후드 내에서 건조하였으며 이에

이용한 강화처리 전⋅후 시험편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따라 유기용제와 함께 목재 내 잔류 수분의 일부가 함께

위해 시험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표면관찰을 통해 표면

증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의 광택, 변형, 색 변화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군 B는 Paraloid B-72 2% > Beeswax 2% > 아교 2% >

또한, 강화처리제 적용 실험에서 도포 및 함침 시험편

Dammar 2% > Paraloid B-72 1% > 아교 1% > Beeswax 1% >

의 표면관찰을 진행하였으며 시험편 중 도포법을 적용한

H.P.C 1% 순으로 중량증가가 나타났다. Dammar 1%와

시험편 중 임의로 선정하여 단면관찰을 진행하였다. 핸드

H.P.C 0.5%의 경우 각각 0.73%, 0.04%의 중량 감소가 관

섹션으로 박편을 제작하여 광학현미경(ECLIPSE LV100,

찰되었다. 본 결과 또한 위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Nikon, Japan)을 통해 시험편 약제 침투양상을 미시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찰하였으며 광학현미경 관찰에서 도관 및 목섬유 내 약
제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주사전자현미경(SU3800,

3.1.2. 수축률

Hitachi, Japan)을 통해 침투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찰

시험편의 처리 전⋅후 수축률 측정 결과, 실험군 A에
서는 H.P.C 0.5%, H.P.C 1%, Paraloid B-72 2%, Beeswax

하였다.

1%, 2%, 아교 2%는 수축하였으며 나머지 아교 1%,

3. 결과 및 고찰
3.1.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

Paraloid B-72 1%는 1% 내외로 팽윤하였다. 또한, 실험군
B에서는 아교 1%, 2%, Dammar 2%, Paraloid B-72 1%, 2%
는 수축하였으며 나머지 Beeswax 1%, 2%, H.P.C 0.5%,
1%는 팽윤하였다(Figure 3).
실험 결과 강화처리 전⋅후 수축⋅팽창에 가장 안정적

3.1.1. 중량변화

시험편의 중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약제가 목재 내부로

인 처리제는 Dammar 1%, 2% 약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침투하여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and Shin,

아교 2%, Dammar 1%, Paraloid B-72 2%를 제외한 나머지

2007). 실험 결과 약제 도포에 따른 중량증가는 실험군 A

에서 실험군 A와 B 간에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위 결

에서는 Paraloid B-72 2% > 아교 2% > H.P.C 1% > 아교

과는 목재의 부후 및 가해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1% > H.P.C 0.5% > Beeswax 2% > Dammar 2% 순으로

수축률 측정을 위한 표시 당시 칼날의 깊이, 접선단면과

나타났다(Figure 2). 그 외 Dammar 1%, Beeswax 1%,

방사단면을 임의로 나누어 강화처리하여 나타난 목재의

Paraloid B-72 1%의 경우 약 0.3% 내외의 중량 감소가 관

이방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Figure 2. Weight change rate for selection study of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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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raction percentage for selection study of consolidation.

3.1.3. 색도 측정

약제에서 L, a, b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Table 3).

시험편의 강화처리 전⋅후 색도 측정결과 모든 약제에

위의 결과는 부후와 가해가 다수 발생한 목재에 남은 먼

서 처리 전⋅후 A 실험군의 L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경향

지 등의 오염물과 약제가 함께 응고되고 이는 빛을 흡수

이 나타났으며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

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만, B 실험군의 경우 Beeswax와 Dammar를 제외한 모든

Table 3. Chromaticity value for selection study of consolidation
Before treatment

Sample

Animal glue 1%

Animal glue 2%

Dammar 1%

After treatment
b

L

a

b

△E

L

a

A1

56.56

11.84

26.88

62.87

11.75

28.92

6.63

A2

56.16

9.91

22.70

57.33

14.99

28.53

7.82

A3

55.63

14.30

29.51

54.96

11.99

25.29

4.85

B1

61.02

14.10

30.87

45.93

11.83

23.27

17.04

B2

66.49

12.25

28.15

37.17

7.97

15.58

32.18

B3

58.90

15.53

31.52

35.93

5.53

10.99

32.38

A1

60.95

13.24

28.11

68.30

10.31

34.01

9.87

A2

53.32

10.49

22.63

45.08

9.19

20.40

8.63

A3

51.54

11.82

24.25

56.96

12.68

29.34

7.48

B1

56.76

16.64

32.40

48.08

14.76

28.54

9.68

B2

63.48

12.74

31.82

45.87

16.94

30.37

18.16

B3

61.76

14.32

30.86

43.30

11.76

23.91

19.89

A1

59.48

11.62

24.58

60.85

11.32

24.76

1.41

A2

58.63

10.53

23.88

44.74

14.43

24.39

14.43

A3

56.85

11.02

25.80

62.98

13.00

29.80

7.58

B1

59.05

14.15

32.16

43.14

13.64

21.57

13.94

B2

58.52

10.11

22.01

40.77

12.50

22.34

17.91

B3

63.85

11.83

29.16

40.00

11.89

22.47

24.7

Mean

6.43

27.2

8.66

15.91

7.80

18.85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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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reatment

Sample

Dammar 2%

Beeswax 1%

Beeswax 2%

Paraloid B-72 1%

Paraloid B-72 2%

H.P.C 0.5%

H.P.C 1%

After treatment

△E

L

a

b

L

a

b

A1

52.67

12.73

25.98

62.92

12.89

27.4

10.34

A2

69.68

12.23

29.20

69.77

11.09

25.72

3.66

A3

60.52

14.39

31.65

61.61

13.76

28.46

3.42

B1

59.05

14.15

32.16

43.14

13.64

21.57

19.11

B2

60.20

15.69

32.99

36.46

12.40

21.52

26.57

B3

58.65

14.52

27.56

43.30

13.63

23.32

15.94

A1

53.58

11.98

26.29

59.03

12.94

26.19

5.53

A2

63.68

12.53

31.45

55.86

14.24

28.71

8.46

A3

61.24

12.51

29.34

61.44

13.39

29.43

0.90

B1

59.32

10.14

23.21

50.18

11.87

23.27

9.30

B2

60.13

14.14

29.20

57.37

14.80

31.30

3.53

B3

67.73

12.65

28.85

56.33

13.89

28.52

11.47

A1

61.75

15.55

28.18

50.44

10.13

22.93

13.59

A2

63.21

13.72

30.65

62.16

13.10

28.79

2.22

A3

61.40

14.09

29.03

66.44

12.11

27.69

5.57

B1

61.64

13.80

30.12

37.24

10.80

18.13

27.35

B2

57.77

15.55

29.84

49.39

13.17

26.01

9.51

B3

60.05

14.18

27.28

39.54

11.26

19.43

22.15

A1

59.91

10.48

23.32

55.98

13.92

30.98

9.27

A2

62.55

14.18

30.90

59.38

13.85

29.97

3.32

A3

55.07

13.09

26.62

62.88

14.20

28.41

8.08

B1

60.20

13.89

30.78

41.72

11.11

21.76

20.75

B2

59.30

9.61

22.15

35.64

9.22

15.97

24.45

B3

60.34

10.04

26.39

44.76

18.13

30.28

17.98

A1

62.29

13.90

29.79

58.92

14.98

30.85

3.69

A2

62.84

14.07

31.73

60.36

14.84

30.46

2.89

A3

56.88

12.71

26.02

64.30

12.48

30.02

8.43

B1

59.85

15.02

28.36

49.88

13.34

21.93

11.98

B2

61.87

11.77

27.78

41.58

14.80

22.97

21.07

B3

60.59

8.34

23.59

39.91

12.84

22.44

21.19

A1

52.44

8.45

19.09

47.30

12.23

23.43

7.71

A2

59.61

9.56

24.02

51.88

14.29

29.76

10.72

A3

62.43

14.43

28.56

69.22

12.20

28.27

7.15

B1

63.94

14.24

27.02

40.53

12.71

22.27

23.93

B2

58.38

10.08

23.26

36.89

6.98

13.36

23.86

B3

62.25

13.73

30.48

42.23

12.12

21.19

22.12

A1

59.60

10.45

22.91

59.02

11.70

31.18

8.38

A2

57.97

10.20

21.88

52.06

11.09

26.55

7.58

A3

60.48

14.50

28.76

58.00

15.17

30.34

3.01

B1

62.82

14.56

32.00

48.54

11.60

25.19

16.09

B2

63.05

11.06

24.97

58.29

13.04

27.68

5.82

B3

60.76

13.75

28.67

43.41

14.00

23.78

18.02

Mean

5.80

20.54

4.96

8.1

7.12

19.67

6.89

21.06

5.00

18.08

8.52

23.30

6.3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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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lor difference value for selection study of consolidation.
각 약제별 색차값을 보면(Figure 4), A 실험군에서는

3.1.4. 표면관찰

Beeswax 1% > Paraloid B-72 2% > Dammar 2% > H.P.C

각 시험편의 강화처리 전⋅후 표면관찰 결과, A 실험

0.5% > 아교 1% > Paraloid B-72 1% > Beeswax 2% >

군의 모든 시험편에서 육안상 변형이 관찰되지 않았다.

Dammar 1% > H.P.C 1% > 아교 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지만, Dammar, Beeswax, Paraloid B-72를 제외한 나머지

B 실험군에서는 Beeswax 1% > H.P.C 0.5% > 아교 2% >

처리제에서 광택이 관찰되었다(Table 4). 특히, 아교 2%와

Paraloid B-72 2% > Dammar 1% > Beeswax 2% > Dammar

H.P.C 0.5%, 1%의 경우 표면에 두꺼운 막의 형태로 약제

2% > Paraloid B-72 1% > H.P.C 1% > 아교 1%로 나타났

가 남은 것이 관찰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에서는 얇은 막

다. 위의 결과에서 볼 때, A, B 실험군 모두에서 색상변화

의 형태로 남은 것이 보였다.

가 적은 것은 Beeswax 1%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나머

B 실험군 표면관찰 결과, A 실험군과 동일한 양상으로 광

지 약제의 경우 시험편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판

택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Beeswax와 Paraloid B-72 처리제

단되었다.

도포 후 충해흔 부위가 어둡게 변한 것이 확인되었다(Table 5).

Table 4. Sulface observation of ‘A’ experimental group
Sampl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Animal glue 1%

Animal glue 2%

Dammar 1%

Dammar 2%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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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eswax 1%

Beeswax 2%

Paraloid B-72 1%

Paraloid B-72 2%

H.P.C 0.5%

H.P.C 1%

Table 5. Sulface observation of ‘B’ experimental group
Sampl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Animal glue 1%

Animal glue 2%

Dammar 1%

Dammar 2%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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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Beeswax 1%

Beeswax 2%

Paraloid B-72 1%

Paraloid B-72 2%

H.P.C 0.5%

H.P.C 1%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량증가는 다른 약제에 비해

약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낮게 나타났으나 수축률과 색차, 표면관찰에서 상대적으
로 변화가 적으며 광택이 적은 Dammar 2%가 가장 적합

3.2.2. 수축률

한 강화처리제로 판단되었다. 위의 결과에 따라 Dammar

Dammar 강화처리 조건에 따른 수축률 관찰결과, 2%

약제의 적용방안 수립을 위해 적용실험을 진행하였다.

도포와 5% 도포에서는 A 실험군과 B 실험군에서는 2-6%
의 팽윤이 관찰되었으며 C 실험군에서는 1-6%의 수축이

3.2. 강화처리제 적용 실험

관찰되었다. 또한, 10%, 15% 함침에서는 10% 함침한 A
실험군을 제외한 모든 시험편에서 수축이 관찰되었다

3.2.1. 중량변화

(Figure 6). 위의 결과를 통해 도포에서는 약제가 표면에

Dammar 강화처리 조건에 따른 중량변화 관찰결과, A,

침투하여 목재 세포내강에서 결정화하는 과정에서 팽윤

B, C 실험군 모두에서 중량증가가 확인되어 충해로 인한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함침의 경우 Xylene에 녹

손상 여부와 심⋅변재량에 관계없이 약제가 잘 침투한 것

인 Dammar 수지에 함침하는 것이므로 함침과정에서 치

으로 판단하였다(Figure 5). 하지만, 중량변화율로 보았을

환이 발생하여 수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때, A 실험군의 조건에 따른 평균 중량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 B 실험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위의 결과에

3.2.3. 색도 측정

서 충해로 인해 손상된 심재부의 경우 충해가 거의 남지

Dammar 강화처리 조건에 따른 색도 측정결과, 모든 실

않은 심재부에 비해 중량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험군에서 10 이상의 색차가 나타났다(Figure 7). 그중, A

이는 충의 가해 과정에서 목섬유 및 도관요소가 폐쇄되어

실험군의 색차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 C 실험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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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Weight change rate for Dammar consolidating treatment.

Figure 6. Contraction percentage for Dammar consolidating treatment.

Figure 7. Color difference value for Dammar consolidat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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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약제의 농도에 따라 색차

재부의 Dammar 함침의 경우 10% 이하의 저농도 함침을

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함침의 경우 10% 함침보다 15%

진행하는 것이 색도 변화에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함침의 색차가 더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도포
의 경우 2%와 5% 도포 간의 색차가 크지 않지만, 2% 도

3.2.4. 표면 및 단면관찰

포가 더 색도 변화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함침의

강화처리제 도포에 따른 표면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처

경우 10%와 15% 함침 간의 색차가 크지 않으나 A 실험군

리 전⋅후의 표면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험편의

의 경우 농도 상승에 따른 색차값 증가가 크게 나타나 변

색상이 어둡게 변화하였다. 특히, 함침법을 이용한 강화

Table 6. Sulface observation for application study of consolidating treatment material
A experimental group
Coating 2%
Before

After

Coating 5%
Before

After

Impregnation 10%
Before

After

Impregnation 15%
Before

After

B experimental group
Coating 2%
Before

After

Coating 5%
Before

After

Impregnation 10%
Before

After

Impregnation 15%
Before

After

(Continue on the next page)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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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erimental group
Coating 2%
Before

After

Coating 5%
Before

After

Impregnation 10%
Before

After

Impregnation 15%
Before

After

Figure 8. Section observation of Dammar coating sample (a, b) Light microscope cross section ×400, (c) Scanning
electraction microscope cross section ×300, (d) Scanning electraction microscope cross section ×850.
처리 시험편은 도포법보다 색상변화가 육안상으로 크게

Dammar 2% 용액 도포법을 적용하는 것이 표면 색상변화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약품의 농도가 높을수록

가 가장 적었다(Table 6).

색상변화가 큰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가장 낮은 농도인

또한, 도포법을 적용한 시험편의 단면의 광학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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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결과, 접선단면과 방사단면으로 약제를 도포하였지

는 것보다 저농도로 도포하는 것이 목재의 재색과 수축률

만 관공과 목섬유에서 갈색의 농물질이 다수 관찰되었으

등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저농도 도포 시험

며(Figure 8a, 8b)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광학현미경

편의 절단면 관찰결과,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모

과 동일하게 관공과 목섬유 내 매끄러운 형태의 농물질이

두에서 관공 및 목섬유 내 약제가 충진된 것으로 확인되

확인되었다(Figure 8c, 8d). 위 결과를 통해 섬유직각방향

어 도포를 통한 강화처리에서도 약제가 목재 내강에 잘

으로 약제를 도포한 시험편 또한 함침과 유사하게 도관요

침투함을 확인하였다.

소에 약제가 잘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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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목제문화재 보존처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처리제로 사용되는 용제와 용매의 종류, 처리농도
및 시간 등의 제반조건이 처리대상 목재의 재질 상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Kim amd Shin, 2007). 목판 문화재
의 보존처리를 위한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에서 약제별,
농도별 도포를 통해 강화처리를 진행하였으며 강화처리
결과, 대부분의 시험편에서 중량증가가 관찰되었다. 또
한, 수축률 측정결과 H.P.C를 제외한 모든 약제 처리 후
변형에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색도 측정결
과, 약제 처리 전⋅후 시험편의 재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표면 관찰결과에서도 색도 측정값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아교, H.P.C는 처리 후 약제
피막에 의한 광택이 관찰되었으며 Beeswax와 Paraloid
B-72의 경우 충해흔이 나타난 부분의 흑변이 크게 관찰되
었다. 따라서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을 통해 Dammar 수지
를 이용한 강화처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강화처리제 선정 실험을 토대로 선정된 처리제인
Dammar 수지의 적용방법을 찾기 위해 Dammar 2%, 5%를
도포하는 방법과 Dammar 10%, 15%를 함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중량변화는 Dammar를 함침하여 처
리하는 것이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수축률의 경우 함침 시험편에서 모두 수축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위의 결과는 약제를 함침하여 보존처리하는 과정
에서 약제의 침투에 앞서 목재 내 수분과 Dammar의 용매
인 Xylene 간의 치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색도 측정결과, Dammar 2% 도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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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보존과학회지(JCS)는 1992년 최초로 발간된 한국문화
재보존과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는 두 달
에 한 번씩 발간되며, 발간날짜는 2월 20일, 4월 20일, 6월
20일, 8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이다.
보존과학회지(JCS)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계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과학기술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
는 다양한 과학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 공학자, 문화재 보
존가, 문화재 복원가를 위한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
을 한다. JCS는 문화재 재료 및 특성 분석, 과학적 진단과
문서화 및 모니터링, 새로운 과학기술 방법론, 보존 및 복
원 재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CS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작
성해야 한다.
2.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아카이브 정책
2.1. 저작권
모든 게재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한국문화재보존
과학회가 소유한다.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는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로 JCS 전자 투고 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자는 과거에 게재되었던 자료를 JCS에 다시 게재하기
위해 원 자료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
2.2. 라이선스
JCS는 원저작물이 적절히 인용되는 전제 하에 모든
매체를 통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제한적으
로 이용 및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
포되는 오픈 액세스 학회지이다. 저자는 JCS에 게재된 모
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회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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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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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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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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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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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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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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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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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및 고찰
3.1. 피해 평가
3.1.1 물리적 풍화

균열 및 틈새

5.4.4.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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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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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본문 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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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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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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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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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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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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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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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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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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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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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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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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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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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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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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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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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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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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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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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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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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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Geographic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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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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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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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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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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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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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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