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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문화재의 방사선 비파괴 투과 조사 방식은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을 하는 아날로그 형태의
이미지 방식에서 이미지플레이트(Imaging Plate, IP)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템
(Computed Radiography, CR) 방식의 도입으로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로 교체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
털 방사선 영상시스템의 도입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화질에 대한 규격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금속 문화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철재를 기준으로 X선 투과 특성 및 현상 시간에
대한 이미지 화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를 획득
하였다. 획득한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Gray Scale)과 선형 식별계를 이용하여 투과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구조적 유사지수(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와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MSE) 및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를 통하여 현상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심어 디지털 X선 투과시험, 방사선 영상시스템, 최대 신호 대 잡음비
ABSTRACT In the non-destructive radiographic testing methods used for specimens with cultural

heritage, analog film radiography is being replaced with digital radiography by the introduction of
an imaging plate computed radiography system. Adoption of the computed radiography system has
helped standardize digital image quality.
This study analyzed the X-ray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and evaluated image quality according to
image developing time for iron, the most important metal in cultural heritage. Computed radiography
images were acquired. The transmittance of the images was determined based on Gray Scale and
Duplex-wire Image Quality Indicator data. In addition, the change in images with the image developing
time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mean square error,
and peak signal-to-noise ratio.

Key Words X-ray non-destructive testing, Computed radiography, Peak signal to noise ratio

1. 서 론

투과 조사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식은 감광된 필름(Film)
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아날로그 형태(간접 촬영)

X선을 이용한 문화재의 비파괴 투과 조사는 다양한 재

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

질과 형태를 가진 문화재를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템(Computed Radiography, CR)이 도입되면서 별도의 과정

이다. X선을 이용한 비파괴 분석은 문화재의 내부 구조에

없이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다.

대한 정보와 제작기법,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하고 기록하

필름은 젤라틴으로 된 외부 보호막층과 할로겐화은으

는 데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조사방법이다. X선 투과 조사

로 구성된 감광유제층, 폴리에스테르 지지층 등으로 구성

는 별도의 손상을 남기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되어 있다. 빛에 민감한 할로겐화은은 형광등과 같은 외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X선

부 광선에 노출되거나 X선, 감마선 등의 광자를 흡수하고

이미지 평가 기법을 활용한 철재 시편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시스템(Computed Radiography) 이미지 해석 연구 / 김한슬, 김다솔, 송정일 | 361

반응하여 물체의 상을 맺히게 한다(Cultural Heritage

변화를 해석을 위한 두 번째 기초 연구로서 현상 지연시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FUJIFILM Coperation,

간에 따른 이미지플레이트의 화질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

2009). CR 방식에 사용되는 이미지플레이트(Imaging

였다.

Plate, IP)는 두께 1 mm 이하의 판으로 바닥체 위에 지지

X선 투과 조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금속 문화재 중에

층, 접착층, 형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플레이트

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철 재질인 철판을 기준으로 동일

의 형광층에 X선 에너지가 저장되고 형광층을 보호하기

한 두께의 시편에 대한 X선 투과 조사를 실시한 후 투과

위해 미세 크리스탈로 된 보호막이 덮여 있다. 휘진성 발

도 및 현상 시간에 따른 화질 변화를 비교 실험하였다.

광체(PSL)가 도포된 이미지플레이트의 X선 정보는 전용

이를 위해 2021년 송정일, 김한슬의 논문 실험 방법을 참

스캐너의 내부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GE

고하여 관전압(kVp), 관전류 및 노출시간, 현상 시간에 따

Measurement & Control Technologies, 2018; Cultural

라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값의 변화와 금속선 선지름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식별 및 식별률을 평가하였다(Song and Kim, 2021). 또한

CR 방식은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발생

Park(2009), Jeong and Kim(2014), Lee(2016)과 같은 영상

하는 이미지의 변형이나 왜곡, 화소 저하 등의 단점을 보

분석 분야와 Kang and Lee(2009), Lee(2014) 등의 의료 분

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X선이 감쇄된 이미지플레이트를

야에서 객관적으로 이미지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활

레이저 리더기로 스캐닝하면 이미지플레이트에 축적된

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구조적 유사지수 측정(Structural

X선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고해상의 디지털 이미지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 평균제곱오차(Mean

데이터로 전환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

Square Error, MSE) 및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비해 촬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름 방식보다 5∼20%

Signal-to-Noise Ratio, PSNR)의 이미지 평가 기법을 활용

의 더 낮은 방사선 조사선량으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하여 현상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화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때문에 문화재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하였다. 특히 투과 조사 직후 현상 한 이미지와 3시간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사선 투과 촬영에서 필름은 재사

씩 차이를 두고 현상한 이미지를 영상 화질 평가에 널리

용이 불가능한 반면 이미지플레이트는 리더기를 통과하

사용되고 있는 최대 신호 대 잡음비 평가를 이용하여 변

면서 노출된 X선 정보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지워지

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2. 재료 및 방법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규격(KS A4054)이나 미국재
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TM)
E 747 등의 이미지 화질 규격을 통해 CR 방식의 투과 조
사 이미지 화질을 검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McEntee and
Foley(2010)는 CD RAD phantom을 사용하여 관전압의 변
화에 따른 이미지의 투과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Shetty et al.,(2011)을 중심으로 CR 방식을 활용하여 투과
조사 이미지를 촬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문화재는 다양한 재질적 특성과 형태 및 두께 등을 가지
고 있으므로 산업 분야의 이미지 화질 규격을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문화재의 비파괴 투과 조사
방법 및 이미지 화질 규격화를 위한 기초 실험 및 연구 역
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원을 중심으로
X선 이미지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해 방사선의 후방산란에

2.1. 연구재료
투과 조사 실험을 위해 연X선 장비인 Softex 社(Japan)
의 M-150(150 kVp, 3 mA) 방사선 발생장비와 국제 규격
의 상질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의 획득을
위해 GE 社(USA)의 CRX Vision 스캐닝 장비와 이미지플
레이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IPS 타입을 활용하
여 투과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된 이미지의
분석을 위해 원본 형태인 TIFF 형식으로 투과 조사 이미
지를 변환하여 CRX Vision의 Rhythm Review와 영상 데이
터를 시각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ICY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의한 이미지 영향(Song et al., 2018)과 목재 수종별 X선

2.2.1. 실험 방법

투과 이미지 해석 등의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ong

실험에는 14×17 inch의 이미지플레이트, 철(Fe) 재질의

and Kim, 2021). 이 연구는 X선 투과 조사 이미지의 화질

KS A4054규격 바늘형 04F 및 0.032∼0.8 mm의 금속 1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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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이중 선형 상질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CRX Vision

안정적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3번의 촬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접 화소 사이 간격은 70 µm, 70

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투과 조사된 이미지의 동일한

plates/hour의 속도로 이미지플레이트의 스캐닝을 진행 하

위치에서 그레이스케일을 측정하여 동일한 값이 나오는

였다. 실험에는 14.5×10 cm, 두께는 2 mm의 철재 시편을

것을 확인 한 뒤 세부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하였다. 투과조건은 금속문화재 촬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균 투과 조건인 관전압(90, 120 kVp)과 관전

2.2.2. 이미지의 해상도 측정

류량(관전류 2-3 mA, 노출 시간 30 sec⋅60 sec)으로 촬영

X선 투과 이미지의 해상도 파악을 위해 ASTM E2002

을 한 후 투과도를 평가하였다(Figure 1).
인체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사선량은 짧은

규격의 이중선형 상질계(Duples-wire Image Quality Indicator,
DW IQI)와 Convergent Line Pair Gauge를 사용하였다(Park

시간동안 측정되므로 노출의 표현을 관전류량(전류량×노

et al., 2011). DW IQI는 텅스텐과 백금으로 된 침금의 쌍

출 시간)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문화재는 인체에 비해 밀

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질계이며, 이미지의 선명

도가 높고 다양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되는 방

도와 공간해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Line Pair

사선량은 관전압, 관전류, 노출 시간과 같은 각 조건에 따

Gauge는 납 또는 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이지의 한쪽

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조건의 변화를 주며 실험을 진

끝에 있는 선이 반대쪽 끝에 수렴할수록 간격이 넓어지는

행하였다.

형태이며, 실제 식별 가능한 최소 수준의 이미지 해상도

또한 촬영 직후 바로 스캔한 뒤 3시간씩 차이를 두어

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Han, 2008).

총 24시간, 9회에 걸쳐 투과 조사된 이미지플레이트에 대

DW IQI의 측정은 X선 투과 조사 이미지에서 Rhythm

한 스캔을 실시하여 촬영 직후의 데이터와 비교하며 현상

Review 소프트웨어의 Line Profile을 통해 그레이스케일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Line Pair Gauge는 투과 이미지에서

투과 조사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투과도와 이미지 화
질 평가로 구분되며, 그레이스케일과 금속선 선지름 식별

확인되는 1 mm 너비에서 식별할 수 있는 line의 개수를
통해 공간 분해능 lp/mm를 확인하였다.

을 기준으로 식별률을 산출하여 투과도를 평가하였다. 또
한 SSIM, PSNR, MSE 항목을 통해 이미지의 화질을 평가

2.2.3.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평가

하였다.

필름의 이미지 감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하면 광학농도

실험 방법은 Figure 1과 같이 X선 선원과 이미지플레

가 ‘S’자 형태로 떨어지는 로그함수의 특성을 보인다

이트의 거리를 700 mm로 고정하였으며, 십자선 가운데에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그러

철재 시편을 위치시키고 철재 시편의 밑 부분 중앙에 식

나 디지털 방식의 이미지 감도는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직

별계(04F)를 배치하였다. 또한 시편의 하단에 이중 선형

선형태로 그레이스케일 값이 증가하는 선형(Linearity)의

상질계와 구형파 차트를 배치하였다. 투과 조사 이미지의

특성이 확인되며(Figure 2), 0부터 65,233의 16bit 명암 단

분석은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Rhythm Review, GE) 및

계로 구분된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IC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또한 X-ray 장비의 출력이

Center, 2020).

Figure 1. Diagram of test.

Figure 2. Compare phosper and filme (Obuchowsk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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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금속선 선지름 식별 및 식별률 평가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최근 영상평가 및 화질을 객

시편 밑 중앙부에 철(Fe)재질의 KS A4054규격 선형 식

관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Pixel을 나타내는

별계 04F를 부착하였으며, 투과 이미지에서 금속선이 보

8bit(0∼255)의 최댓값인 255에 대한 두 영상 간의 잡음

이는 수에 따른 투과 정도와 이미지의 화질을 판별하였다

(Noise)을 측정하는 방법이다(Lee, 2014).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2015). 식별률은 동일한 두

PSNR을 활용하여 영상의 화질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께에서 식별이 가능한 금속선의 최소 선지름이 낮을수록

있다. 영상의 압축 시 발생하는 화질 저하 및 노이즈 발생

화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식별률은 보통 시험재의

등의 압축 코덱 평가,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화질저하를

두께 2% 이내로 제작되므로 식별률의 값이 2% 이내일

최소화하는 연구 등의 산업분야에서 PSNR을 이용한 연

때 영상의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Kang et al., 2010; Han,

구가 활발하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영상의 압축

2008).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Kang, 2011).

이 실험에서는 X선 투과 조사 이미지의 현상 시간에
따른 최소 식별 선의 개수와 식별률을 확인하였다.

PSNR은 MSE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단위는 dB로 표
현한다. 일반적으로 11 dB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유사한 영
상으로 판단하기도 그러나 사실상 30 dB을 기준으로 그

투과도계식별최소선지름
식별률   ×
시험편투과두께

2.2.5. 구조적 유사지수 측정(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 평가

이하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화질수준이 떨이진다고 판단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상의 화질은 인간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PSNR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영
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Kang and Lee, 2009).

구조적 유사지수 측정은 이미지 안에서 구조적 정보를


   ∙ log   


추출하여 이미지의 화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압축
및 변환으로 발생하는 왜곡에 대한 원본 영상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Park and Lee, 2009). 시각

3. 실험 결과

에서 인식하는 휘도, 명암비, 구조의 유사도를 서로 곱함
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의 구조적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
이다. 구조적 유사지수 측정은 1에 가까울수록 원본 이미
지와 유사하며, 0에 가까울수록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2016).

3.1. 투과 조건에 따른 이미지 투과도 분석 결과
3.1.1.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평가

그레이스케일은 물체를 투과한 X선의 감쇄 정도를 0

        
   
          

2.2.6. 평균제곱오차(Mean Squard Error, MSE) 평가

평균제곱오차는 오차의 제곱에 평균으로, 두 영상의
같은 위치 또는 두 개의 같은 양의 데이터 값의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영상이 차이가 없이 동일한 데이
터라면 MSE 값은 ‘0’이다(Kang and Lee, 2009; Kim and
Ko, 2017). 이러한 평균제곱오차는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구하는 것에도 사용된다.
     
  
  
      



2.2.7.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평가

최대 신호 대 잡음비는 영상처리 시 두 영상의 차이를

∼65,233의 명암 단계로 구분하여 수치화된 디지털 화소
측정의 결과이다. 65,233의 값에 가까울수록 X선의 투과
도가 높고, 이미지의 명암이 어둡다. 반면, 0의 값에 가까
울수록 X선의 투과도는 낮고 이미지의 명암은 밝다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0).
관전압과 관전류가 동일한 상태에서는 노출 시간이 30
초보다 60초일 때 90 kV⋅2 mA에서는 2.27배, 90 kV⋅3
mA의 조건에서는 1.85배, 120 kV⋅2 mA는 2.16배, 120
kV⋅3 mA는 1.67배 그레이스케일 값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또한 관전압과 노출 시간이 동일하고 관전류에 변화
를 주었을 경우, 90 kV의 경우 2 mA보다 3 mA일 때 1.37
∼1.67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120 kV에서는 1.24∼1.60배
로 관전류가 3 mA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철재 시편의 투과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관전
류보다는 노출 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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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Iron Sample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90 kV 2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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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Iron Sample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90 kV 3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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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s in Iron Sample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120 kV 2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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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s in Iron Sample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120 kV 3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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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선형 식별률 평가

등 다시 식별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Figure 3-6,

철재 시편의 투과 이미지에서 식별되어지는 선형 개수

Table 1, 2).

를 측정하여 식별률을 구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관전압
(kVp)과 관전류(mA)일 때는 노출 시간이 길수록 금속선
의 식별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전압 120 kV의 조
건에서는 관전류량에 관계없이 금속 시편 하단의 7개 식
별선 중 6개의 식별선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관전압 120
kV⋅180 mAs(3 mA×60 sec)의 조건에서는 금속선의 식별
률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Figure 3-6, Table 1, 2). 이것은 시편의 두께 및 밀도에
비해 투과 조건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노출
시간이 길수록 식별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3.2. 현상 시간에 따른 이미지 분석 결과
3.2.1. 그레이스케일(Gray Scale) 평가

모든 관전압과 관전류량(관전류×노출 시간)에서 투과
조사 후 3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레이스케일의 값이 감
소하기 시작하며 현상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선형
(Linearity)의 직선 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Park et
al., 2011). 특히 촬영 후 3시간이 지난 시점의 데이터 값이
촬영 직후의 데이터 값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2).
또한 120 kV, 180 mAs(3 mA⋅60 sec)의 조건일 때 촬
영 직후의 그레이스케일이 최댓값 65,233에 가장 근접한
값을 보인다. 이는 시편의 두께 및 밀도에 비해 관전압
(kVp)와 관전류량(mAs)의 값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현상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육안
으로 볼 때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6).
3.2.2. 선형 식별률 평가

철재 시편의 투과 이미지에서 식별되어지는 선형 개수
의 변화를 측정하여 식별률을 구하였다. 실험 결과, 전체

3.2.3. 구조적 유사지수(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 평가

구조적 유사지수 평가 결과 관전압이 90 kVp의 조건에
서는 현상시간에 관계없이 구조적 유사지수가 0.94∼0.99
사이로 1에 근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관전압이 120
kVp의 조건에서는 앞선 조건에 비해 구조적 유사지수의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값이
최대치에 가까웠던 120 kVp⋅120 mAs의 조건과 120 kVp⋅
180 mAs에서는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구조적 유사지수
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이를 통해 위의
두 조건은 시편의 두께와 밀도에 비해 투과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과력이 지나치게 높았던
이미지일수록 현상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확인되
었다.
3.2.4. 평균제곱오차(Mean Squard Error, MSE) 평가

철재 시편의 투과 조사 이미지에서 동일한 위치를 선
정하여 해당 부분의 평균제곱오차를 평가하였다. 모든 투
과 조사 조건에서 현상 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평균제곱오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또
한 구조적 유사지수의 변화 폭이 컸던 조건에서 평균제곱
오차의 변화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2).
이처럼 현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제곱오차가 커지는
것은 촬영 직후 현상한 이미지와 현상 시간의 차이를 둔
이미지 사이의 화질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으로 판단
되다.
3.2.5.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평가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활용한 이미지 화질은 30 dB을
기준으로 화질의 수준을 평가한다. 30 dB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화질이 높다고 평가한다.

적으로는 현상시간이 증가될수록 식별률은 감소하는 경

최대 신호 대 잡음비 실험결과, 촬영 후 현상 시간이

향을 보인다. 또한 노출 시간이 짧을수록 현상 시간에 의

짧을수록 데이터의 화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해 선형 식별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8). 투과력이 과한 이미지들은 다른 이미지들에 비해 최

(Table 1, 2). 특히 120 kV, 180 mAs(3 mAㆍ60 sec)의 조건

대 신호 대 잡음비의 수치가 급격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일 때 투과 조사 직후에는 1개의 식별선이 판별되었다.

있었다(Table 1, 2). 또한 시편의 두께나 밀도에 비해 투과

그러나 투과 조사 후 3시간이 지난 뒤에는 5개의 식별선,

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경우에는 선형 식별률이나 그레이

6시간부터 9시간 후까지는 6개의 식별선이 관찰되는 등

스케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호해지는 반면, 최대 신호

오히려 식별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2시간

대 잡음비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난 후에는 5개, 21시간 이후부터는 4개가 판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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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s in MSE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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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s in PSNR according to developm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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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age analysis results of Iron Sample
Tube
voltage

Tube
current

Expose
time

30 sec

2 mA

60 sec

90 kVp

30 sec

3 mA

60 sec

Scan time Gray scale

PSNR

MES

SSIM

Number of Discrimination
IQI line
(%)

-

9237

-

-

-

5

1.07

3 hour

6140

26.33

151.50

0.99

4

1.33

6 hour

5567

24.79

215.87

0.99

4

1.33

9 hour

5008

23.52

289.17

0.99

3

1.67

12 hour

4703

23.12

317.14

0.98

3

1.67

15 hour

4484

22.26

386.21

0.99

3

1.67

18 hour

4216

22.18

392.96

0.99

2

2.13

21 hour

4077

21.95

414.83

0.99

2

2.13

24 hour

4019

21.77

432.37

0.99

2

2.13

-

20922

-

-

-

6

0.83

3 hour

13940

18.94

829.69

0.98

5

1.07

6 hour

12424

17.39

1185.4

0.98

5

1.07

9 hour

11576

16.67

1401.19

0.98

5

1.07

12 hour

10354

15.69

1754.59

0.97

5

1.07

15 hour

9931

15.31

1913.34

0.97

4

1.33

18 hour

9865

15.21

1955.64

0.97

4

1.33

21 hour

9491

14.97

2071.68

0.97

4

1.33

24 hour

9228

14.75

2175.83

0.97

4

1.33

-

15450

-

-

-

6

0.83

3 hour

10040

21.55

455.32

0.99

5

1.07

6 hour

8925

19.93

661.23

0.99

4

1.33

9 hour

8646

19.56

719.79

0.99

4

1.33

12 hour

8047

18.88

842.05

0.99

4

1.33

15 hour

7196

17.87

1062.27

0.99

4

1.33

18 hour

7115

17.95

1043.63

0.99

4

1.33

21 hour

7004

17.80

1078.08

0.99

4

1.33

24 hour

6233

17.34

1199.16

0.98

4

1.33

-

28640

-

-

-

6

0.83

3 hour

18381

16.43

1480.84

0.96

5

1.07

6 hour

17539

15.55

1812.66

0.95

5

1.07

9 hour

15785

14.30

2415.64

0.95

4

1.33

12 hour

15002

13.75

2744.91

0.95

4

1.33

15 hour

14310

13.37

2993.96

0.94

4

1.33

18 hour

13321

13.06

3215.84

0.94

4

1.33

21 hour

13427

12.89

3342.60

0.94

4

1.33

24 hour

13021

12.59

3579.58

0.94

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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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age analysis results of Iron Sample
Tube
voltage

Tube
current

Expose
time

30 sec

2 mA

60 sec

120 kVp

30 sec

3 mA

60 sec

Scan time Gray scale

PSNR

MES

SSIM

Number of Discrimination
IQI line
(%)

-

24386

-

-

-

6

0.83

3 hour

15695

17.29

1212.95

0.98

6

0.83

6 hour

14325

15.79

1715.58

0.97

5

1.07

9 hour

12625

14.55

2282.54

0.96

5

1.07

12 hour

12214

14.28

2428.91

0.96

4

1.33

15 hour

11917

14.17

2489.42

0.96

4

1.33

18 hour

11281

13.76

2735.72

0.96

4

1.33

21 hour

10797

13.37

2990.59

0.95

4

1.33

24 hour

10722

13.30

3039.17

0.95

4

1.33

-

52575

-

-

-

6

0.83

3 hour

33631

10.76

5462.48

0.69

6

0.83

6 hour

31405

9.82

6772.41

0.66

6

0.83

9 hour

28668

8.66

8846.93

0.62

5

1.07

12 hour

27490

8.29

9629.07

0.61

5

1.07

15 hour

25663

6.65

14076.29

0.55

5

1.07

18 hour

25025

7.48

11616.06

0.58

5

1.07

21 hour

24398

7.24

12290.68

0.57

5

1.07

24 hour

22922

6.81

13549.64

0.55

5

1.07

-

39116

-

-

-

6

0.83

3 hour

25268

13.32

3029.59

0.9

5

1.07

6 hour

23172

12.25

3873.13

0.89

5

1.07

9 hour

21983

11.56

4542.75

0.88

5

1.07

12 hour

19719

10.52

5763.09

0.85

5

1.07

15 hour

18678

10.08

6390.38

0.85

5

1.07

18 hour

18501

10.25

6144.33

0.85

5

1.07

21 hour

18699

10.04

6438.74

0.84

4

1.33

24 hour

17278

9.53

7252.22

0.83

4

1.33

-

65162

-

-

-

1

2.67

3 hour

49049

12.62

3558.43

0.07

5

1.07

6 hour

44741

10.63

5618.31

0.06

6

0.83

9 hour

41384

9.03

8128.82

0.05

6

0.83

12 hour

39427

8.54

9098.38

0.04

5

1.07

15 hour

38334

8.26

9703.62

0.04

5

1.07

18 hour

37142

7.47

11631.11

0.04

5

1.07

21 hour

35478

7.70

11032.53

0.04

4

1.33

24 hour

34647

6.94

13144.28

0.04

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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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고찰

정되었을 경우 촬영 후 3시간부터 9시간 지난 시점까지는
이미지의 화질이 처음에 비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X선 투과 조사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금속 유물 중에서
도 주요 재질로 사용되는 철 재질의 시편을 CR 투과 조사
이미지를 관전압(kVp)와 관전류량(관전류×노출 시간)를
구분하여 투과도를 평가 하였다. 그리고 획득한 이미지의
현상 시간을 3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총 24시간동안 이미
지의 화질 변화를 그레이스케일, 선형 식별률, 구조적 유
사지수, 평균제곱오차, 최대 신호 대 잡음비 5가지로 평가
하였다.
실험 결과, 철재 시편의 투과도는 관전압(kVp) 및 관전
류(mA)보다는 노출 시간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그레이스케일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레이스케일의 변화는 관전류의 값이 3
mA일 때보다 2 mA일 때 상대적으로 노출 시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금속선 식별선의 구분과 식별률에도 노출 시간의
변화가 관전압(kVp) 및 관전류(mA)보다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과 조사 후 현상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레이스케일의

나,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상질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철재 시편에 대한 투과도 및 이미지 화질 평가 실험을
통해 철재 시편의 투과 정도와 시간에 따른 화질 변화 정
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투과 조건을 설정
하여 조건 변화에 따른 금속 재질의 투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철재 시편 이외에도 방사
선 투과 촬영의 수요가 많은 도토기, 목재 및 철재 이외의
다양한 금속을 대상으로 현상 시간을 세분화하고 각 재질
의 특성과 두께를 고려한 적절한 투과도를 찾는 등의 추
가 실험을 진행하여 기초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촬영 조건에 의한 실제 문화재의 투과 정
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문화재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들과 함께 X선 투
과 조사 및 이미지 표준화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도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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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하여 내후성(Xenon arc lamp), 장파장 자외선(UV-A
lamp)과 건열(Dry heat) 조건으로 획득한 견직물의 열화거동을 비교하였다. 두께가 다른 견직물
2종을 24, 72, 120, 168시간 동안 열화 처리한 후 인장강도와 황변화 지수, 섬유 표면의 변화를
검토하여 각 특성을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내후성 열화 견은 상대적으로 인장강도 감소가 완만하고,
황변화 지수는 낮았다. 자외선 열화 견은 가장 급격한 인장강도 감소가 나타났으며, 처리시간 대비
황변화 지수도 가장 높았다. 반면 100℃의 건열 열화 견은 거의 노화되지 않아 미처리 시료 물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건 간 비교에서 노화 속도가 완만한 내후성 열화 견도 바느질이 어려운
정도까지 강도가 감소하는 데 168시간 미만이 소요되므로 열화 견 제조에 있어 적정한 제조 시간을
가진다고 보며, 인장강도 감소가 비슷한 자외선 열화 견과 비교하였을 때 황변 지수가 낮아 염색활용
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심어 인공열화 견, 제논 아크 램프, UV-A, 건열, 인장강도, 황변화 지수
ABSTRACT This study wa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rtificial degradation of silk by Xenon arc

lamp, long-wavelength ultraviolet(UV-A), and dry heat. Two types of silk specimens with different
thicknesses were treated under each condition for 24, 72, 120, and 168 hours. Tensile strength,
yellowing index, and fiber surface changes were analyzed. Deterioration behavior after treatment was
examined. The factor that most rapidly promoted degradation was UV-A exposure. The Xenon arc
lamp produced a gentle decrease in tensile strength and a low yellowness index. Heat produced little
change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ilk specimens. The comparative data indicated that silk
degradation upon exposure to Xenon arc lamp was slow, with a low yellowness index. Thus, Xenon
arc lamp is acceptable for the conservation of textile cultural heritage, along with reinforcement by
sewing.

Key Words Artificial degradation silk, Xenon arc lamp, UV-A, Dry-heat, Tensile strength, Yellowness

index

1. 서 론

성을 인지하고 화학적 방법(Jeon et al., 2005a, 2005b; Jeon
and Cho, 2005a, 2005b)과 광조사 방법(Lee et al., 2006a

지류⋅직물 문화재의 복원재료로서 인공열화 섬유 필

and 2006b; Oh et al., 2011) 등에 의한 인공열화 섬유의

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Oka, 2021; Seiji et

특성이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외에 유물의 본래 특성을

al., 1977). 일본에서는 전자선으로 인공열화한 보존처리

추정하고자 인공열화하는 비교 분석 연구는 지속적으로

용 견직물이 제작⋅공급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보존

이루어져 왔다.

처리 적용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The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ional Treasures, 2022).
국내에서도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직물 열화의 필요

그러나 실제 보존처리에 인공열화 섬유가 적용된 것은
지류 문화재(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2)를 포함
해도 이진숭 묘 출토복식의 보강 직물 및 보수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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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0), 상원사목조문수동

무형문화재 명주짜기 보유단체 두산손명주연구회에서

자좌상 복장 저고리의 보수용 실(Kwon and Baek, 2006)

제직한 15새 명주이나 한 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 실

등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접착하여 보강하는 경우에는

험에는 기계직 명주로 대체하였다. 두산손명주연구회의

자연 열화된 유물의 물성과 유사하게 맞추어도 무방하나

15새 명주 두께는 약 0.19∼0.20 mm로 시판 기계직 명주

(Oh et al., 2011), 바느질하여 보강해야 하는 직물 문화재

중 두께가 유사한 것과 얇은 것 2종을 선정하였다. 시료의

의 경우 보강이 필요할 만큼 열화된 원 유물이 기준이 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직물의 두께는 두께측정기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강 과정에서 쉽게 해지거나 파

(PK-1012APX, Mitutoyo, JPN)로 측정하였다.

열되지 않고 처리 이후 전시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동
할 때 2차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있되, 유
물의 피로도는 증진시키지 않을 인공열화 방법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유물의 열화 정도는 각기 달라 기준 제안에 어
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수가사 보존처리를
위한 보강용 직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열화 방법과 조건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여 보강용 직물의 열화 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2. 실험 조건
섬유 노화에 의한 황변은 일광⋅습기⋅열에 의해 가속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Cho, 1998). 열화 조건
은 열화 시험에서 많이 활용되고, 시험기의 안정성이 확
보되는 내후성 및 자외선, 건열방식 열화를 채택하였다.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제논 아크 램프(Xenon arc lamp, 이
하 Xenon)를 사용하는 내후성 시험기(Ci4000 WeatherOmeter, Atlas, USA)는 KS K ISO 105-B06에 의거한 열화
조건을 준수하였다. 본 조건은 창유리가 있는 실내를 기

2. 실험 방법

준으로 하며, 방사조도 범위는 0.61∼2.76 W/m2이다. 자외
선 시험기(UV2000, Atlas, USA)와 항온건조기(OF-22GW,

2.1. 시료

Jeio tech, KOR)는 이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각 시험기에

자수가사 보존처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견직물은 국가

서 24, 72, 120, 168시간 동안 열화하였다. 열화방법에 따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lk specimens
Specimen

Yarn type

Plain weave_thin (A)

Filament

Plain weave_thick (B)

Filament

Yarn count (denier)

Density (1/㎠)

Weft

Warp

Weft

Weight
(g/㎠)

Thickness
(mm)

Weave
method

45

60

50

35

0.006

0.10

Plain

105

165

35

23

0.008

0.19

Plain

Warp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Artificial degradation method

A

Condition

Time (hrs)

2

Weathering resistance (W)

Irradiation 420 nm, 1.20 W/m , BPT 100℃, RH 30%

Ultraviolet irradiation (UV)

80℃, UV A-340, UV irradiation 0.77 W/m2

Dry-heat thermal (DH)

100℃
B

24/72/120/168

C

Figure 1. Speciem placement in accelerated aging tester. (A) Weathering resistance, (B) UV irradiation, (C) Dry-heat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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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처리 기간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

른 세부 조건은 Table 2와 같다.
후면 및 선단 복원이 필요한 보물 자수가사는 1폭(약

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료 A보다 시료 B의 감

38 cm)의 명주가 최소 68 cm 이상 필요하다. 이에 기기

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직물의 두께가 두

챔버 규모와 거치 가능한 최대 크기를 확인하였다. Figure

꺼울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었으며, UV > W > DH

1은 각 장치에 시료를 거치한 사진으로 내후성 시험기 및

순으로 인장강도 감소율이 급격하게 나타났다.

건조기는 38 cm × 68 cm의 시료도 수용 가능하였으나,

A-W 및 B-W는 강력유지율이 50∼60% 수준이 될 때까

자외선 노화시험기는 최대 폭이 30 cm로 한계가 있었다.

지 72시간이 소요되었다. 이후 감소율이 점차 완만해져

2.3. 분석 방법

는 약 25%까지 감소되었다.

열화 168시간 경과 시 A-W의 강력유지율은 약 10%, B-W

시료에 대한 물리적 손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만능재료
시험기(3365, Instron, US)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는 KS K ISO 139:2005에 따라 조습처리 하였다. 파지거리
는 75 mm, 인장속도(crosshead speed) 50 mm/min의 조건
으로 표준상태에서 실시하였다. 각 시료의 크기는 6 cm
× 15 cm이며, 경⋅위사 방향으로 3회씩 측정하고 평균값
을 대표값으로 제시하였다.
견섬유의 열화는 황변(yellowing)으로 가시화된다. 시
료의 광학적 손상도를 확인하기 위해 분광측색계
(CM-700d,

Konica

Minolta,

JPN)로

황변화

지수

(Yellowness Index)를 구하였다. CIE 표준광 D65, 10° 표준
관측자일 때 CIE XYZ 삼자극치 값으로 표시한 황색도
지수 산출식은 아래 식과 같으며(ASTM E313-20; Berns,
2019), 시료 표면에서 임의로 13지점을 측색하고 평균값

UV-A 340(이하 UV-A)을 사용하여 장파장 자외선을
조사한 시료는 Xenon에 노출되었을 때보다 급격한 강력
유지율 감소를 나타냈다. A-UV는 24시간 만에 60.7%,
B-UV는 72시간 경과 후 60.4%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시
료 A의 경우 자외선 조사 120시간 이후 경사 방향 절단하
중이 4 N으로 인장강도 측정이 어려울 만큼 강도가 저하
되었다.
반면 별도의 광원 없이 건열로 열화한 A-DH와 B-DH
는 인장강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 조건에
서 500시간 이상 열화하여도 인장강도는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견은 천연섬유 중에서도 내열성이 좋
아 235℃의 고온에서 분해되며, 변색되지 않는 안전 다림
질 온도는 150℃이다(Kim, 2014). 본 연구에서는 광원을
제외한 시험환경을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고자 100℃로

을 도출하였다. 황변 경향은 대조 표준시료(YIO)와 인공
열화한 시료(YI)의 황변도 차( ∆YI)로 분석하였다.
    

Yellowness Index (YI) =  
 

∆YI = YI – YIO

직물 표면의 화학적 손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현미경(TM3000, Hitachi, JPN)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
료는 백금(Pt)으로 코팅한 후 가속전압 15 kV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화 조건에 따른 견직물의 인장강도
각 열화 조건에 따라 물리적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인
장강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2는 미처리 및 A, B 시료의
경⋅위사 방향 인장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미처리

Figure 2. Tensile strength changes of specimens after
artificial degradation treatment.

378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Figure 3. Relative irradiance of sunlight and artificial light lamp(Atlas Material
Testing Technology, 2019).
설정하였으나, 가열온도를 150℃ 이상으로 높여야 강도

못한 한계가 있다. 빛은 입사각과 거리 등에 따라 매질에

저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달되는 에너지가 감쇠한다. 광열화기는 광원의 빛이 매

견직물이 건열열화보다 광열화 시 강도가 빠르게 감소

질에 최대한 균일히 수직 조사되도록 설계되었으나, 내후

한 것은 견섬유가 다른 섬유에 비하여 일광견뢰도가 약하

성 시험기(Figure 1A)에는 넓은 면적의 직물을 거치하면

기 때문이다. 견은 특히 자외선에 취약하여, 자외선이 조

서 전용 시편 홀더에 고정하지 못하였다. 시편의 모서리

사되면 견을 구성하는 티로신(tyrosine, -CH2C6OH)과 세린

4곳을 금속 링과 실로 최소한만 고정하여 챔버에서 회전

(serine, -CH2OH) 등 아미노산의 수산기(-OH)가 분해 또는

하는 과정에서 유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빛이 수직

변형되어 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1982; Lee et

으로 조사되지 못했을 수 있다. 자외선 시험기는 시료를

al., 2006b). 세리신(sericin)이 제거된 정련견은 생견보다

금속판에 고정할 수 있었으며(Figure 1B), 광원과의 거리

빠르게 노화되어 자외선 조사 2.5시간이면 강도가 반으로

도 4.8 cm로 30 cm인 내후성 시험기보다 가깝다. 즉 자외

저하된다(Kim, 2014).
빛 에너지에 의한 열화라도 Xenon과 UV-A를 사용했

선 시험기의 거치방식이 광자(photon) 도달에 더 효율적
이라 빠른 인장강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을 때 열화거동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광원 특성에서 기

인장강도는 시험편이 단절되는 파괴분석이며 일정 크

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외선은 파장 범위에 따라 세분화

기 이상의 시료가 필요하므로 유물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

되며, 파장에 따라 빛 에너지가 다르다(The Korean

움이 있다(Sehwa, 2001). 직물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보

Physical Society, 2022). 실제로 파장 범위가 다른 자외선

강직물은 바늘의 삽입과 스티치를 유지할 정도의 강도는

을 사용했을 때 인공열화 견직물의 물리적 특성이 서로

필요하므로 원 유물이 강도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다만

상이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Oh et al., 2011). Figure 3은

인장강도는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므로 처리

시험기에 사용된 인공광원과 태양광의 스펙트럼 특성 비

대상 유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보강 직물의 인장강도 범위

교 자료이다. 자외선 파장 범위(10∼400 nm) 내에서

를 산출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Xenon과 UV-A의 스펙트럼이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
으며, 내후성 열화기는 제논 아크 램프에 필터를 장착하
여 창유리가 있는 실내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실외 자외선

3.2. 열화 조건에 따른 견직물의 황변화 지수

을 기준으로 하는 자외선 열화기에서 조사된 자외선과 복

빛과 열에 의해 가속 열화시킨 섬유를 처리 시간별로

사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광원의 서로 다른 특성이

색도를 측정하여 열화 조건에 따른 황변 양상의 차이를

각 열화 견의 물리적 특성 차이를 유발했을 것으로 짐작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4는 시료 A와 시료 B의 열화

된다.

처리 전⋅후의 황변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열화 기기를 활용하는

시료 B보다 시료 A의 황변이 급격하였으나, 시료의 두

과정에서 광원과의 거리 및 거치 형태를 동일하게 하지

께와 무관하게 처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변화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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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시료 A(warp)를 기준으로 비
교하였을 때, A-UV 72 h의 인장강도는 46 N, 황변화 지수
는 29.48이나 A-W 120 h의 인장강도는 48 N으로 거의 유
사함에도 황변화 지수는 14.93에 불과하다.
A-UV와 B-UV의 인장강도 감소가 가장 급격하였던 것
은 광원과의 거리가 가까운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전술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도달의 효율성이 강도 감소와
황변에 개별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열화
거동의 차이는 광원의 특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추측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광조사 환경
을 균일하게 맞춘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열 또한 견의 황변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건열 열화 시료의 황변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열화될 만큼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Xenon와 UV-A의 열화
거동 차이가 온도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었다.
황변이 가시적인 섬유의 노화라면, 고른 황변을 섬유

Figure 4. Yellowness index changes of specimens after
artificial degradation treatment.

의 균일한 열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시료의

증가하였다. 황변도는 UV > W > DH의 순서로 증가폭이

이 색차(∆E)를 구하였다.

뒷면의 표면색을 측정하여 앞면과 비교하여 Table 4와 같

커 건열보다 빛이 견의 변색을 가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Xenon과 건열 열화 시료의 앞⋅뒷면 색차는 0.03∼

Table 3은 미처리 시료와 열화 이후 시료의 황변화 지수

0.25로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it에 근거하

차(∆YI)를 구한 것이다.

면 극미한(trace) 구간에 해당된다. 다만 W-B는 72시간 경

견섬유의 광열화는 일반적으로 티로신과 트립토판
(tryptophan)이 빛 에너지에 의해 산화되어 일어나는 것으

과 이후 색차가 0.69로 증가하고, 처리 168시간 후 색차가
1.39로 커졌다.

로 이해되고 있다(Jang and Choi, 1994; Jang, 2002). 즉,

상대적으로 가장 황변이 빨랐던 A-UB와 B-UV는 다른

Xenon과 UV-A를 조사한 시료는 빛 에너지에 의해 구성

시료보다 앞⋅뒷면의 색차가 크게 나타났다. 처리 72시간

아미노산의 조성이 감소됨에 따라 황변하여 열화가 가시

만에 광 조사면과 뒷면의 색차가 1.5 이상 3.0 이하로 눈

화된 것이다(Lee et al., 2006). 주목할 점은 같은 광열화라

에 띄는 정도(Noticeable)로 나타나며, B-UV 168 h의 색차

할지라도 광원의 차이로 변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가 3.4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외선 시험기에

것이다. 견섬유의 광열화는 일광 중에서도 233∼355 nm

는 시료가 알루미늄 패널에 거치되었기 때문에 산란광이

파장의 자외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티로신은

발생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33∼325 nm, 세리신과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CH2C6H5)

앞⋅뒷면의 색차는 처리 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증가하

은 299∼355 nm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연구된 바 있

였으며,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시료 B가 시료 A보다 색차

다(Kim, 1982).

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광열화 시료의 경우 광 조사 면과

그러나 이를 모두 포괄하는 Xenon(185∼2000 nm)보다
일부 파장영역에 속하는 UV-A(315∼400 nm)에 의해 황

뒷면의 색차가 0.03 이상 나타났으며, B-UV 168 h의 경우
앞⋅뒤의 색차가 3.4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Table 3. Yellow index difference between untreated and artificial degradation specimens(× 1,500).
Specimen

W
24 h

W
72 h

W
120 h

W
168 h

UV
24 h

UV
72 h

UV
120 h

UV
168 h

DH
24 h

DH
72 h

DH
120 h

DH
168 h

A

3.03

5.09

8.22

10.46

11.47

22.77

25.97

31.67

0.12

0.12

0.50

1.32

B

12.81

12.68

13.25

16.06

17.56

26.15

27.85

28.83

9.13

9.63

11.33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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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lor differences by L*, a*, b* of artificial degradation specimens
A
Obverse side
L*

a*

B
Reverse side

b*

L*

a*

b*

ΔE

Obverse side
L*

a*

Reverse side
b*

L*

a*

b*

ΔE

W
24 h

97.72 -0.69

5.59

97.75

-0.70

5.58

0.04

94.87

0.09

10.63 94.79

0.01

10.86

0.25

W
72 h

97.34 -0.83

6.80

97.28

-0.82

6.65

0.17

95.08

-0.44

10.82 95.08

-0.26

10.15

0.69

W
96.86 -1.04
120 h

8.65

96.88

-0.97

8.55

0.12

94.98

-0.38

11.11 94.92

-0.64

11.85

0.79

W
96.98 -1.34
168 h

10.09 96.94

-1.41

9.99

0.13

94.89

-0.65

12.87 94.86

-1.08

14.20

1.39

UV
24 h

96.80 -1.32

10.68 96.68

-1.20

10.76

0.19

94.74

-0.74

13.80 94.84

-0.52

13.31

0.55

UV
72 h

94.94 -1.10

17.32 95.11

-0.81

15.71

1.65

93.39

-0.40

18.74 93.59

0.17

15.90

2.91

UV
94.34 -0.86
120 h

19.12 94.47

-0.52

17.49

1.67

92.45

0.12

19.38 92.75

0.70

16.25

3.19

UV
93.75 -0.86
168 h

22.79 94.01

-0.49

20.29

2.54

93.06

-0.31

20.39 93.25

0.37

16.97

3.49

DH
24 h

98.14 -0.44

3.88

98.10

-0.42

3.81

0.08

95.82

-0.31

8.77

95.75

-0.27

8.77

0.08

DH
72 h

98.09 -0.39

3.86

98.14

-0.42

3.81

0.08

95.78

-0.33

9.07

95.77

-0.33

9.04

0.03

DH
97.96 -0.43
120 h

4.09

98.04

-0.42

3.95

0.15

95.23

-0.25

9.96

95.20

-0.20

9.85

0.13

DH
97.85 -0.47
168 h

4.55

97.92

-0.47

4.45

0.13

94.71

-0.08

10.71 94.60

-0.02

10.68

0.13

Table 5. SEM images of artificial degradation specimens
W
A
24 h

72 h

120 h

168 h

UV
B

A

DH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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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The SEM images of 17C plain weave silk. (a): × 1,500, (b): × 2,700.
앞⋅뒷면의 색차 차이는 시료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의

레스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처리 재료로서의

투과율과 산란광의 유⋅무가 원인으로 짐작된다. 섬유가

안정성을 규명하고 각 유물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구축

노화하여 황변되는 만큼 색차는 앞⋅뒷면의 열화 정도가

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자수가사 보존처리에 적합한

상이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거

인공열화 직물 선정을 위하여 Xenon 또는 UV-A 조사하

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거나, 빛을 제외한 채 건열만으로 견섬유의 열화를 가속
시켜 각각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3. 열화 견의 표면 특성
견섬유는 피브로인(fibroin)과 세리신으로 구성된 단백
질섬유이다. 정련하지 않은 생사(生絲)는 표면에서 피브
로인의 구분에 의한 줄무늬가 관찰되나, 정련견의 표면은
매끈한 특징이 있다(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5). 각 조건에 따라 열화한 시료의 섬유 표면 전자현미
경 사진은 Table 5와 같다. 정련견의 매끄러운 표면은 가
속 열화된 이후에도 큰 외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다. 168시간 처리하였을 때 섬유 표면이 부분적으로 피
브릴화(fibrillation)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Bae and Lee,
2013; Hearle and Morton, 2008), 인장강도 저하에 비견될
만큼의 외형적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ure 5는 17세기 전세 견직물 유물의 현미경 사진으
로, 주사전자현미경(JSM-IT300, JEOL, JPN) 백금 코팅, 가
속전압 10 kV 조건으로 1,500배와 2,700배로 관찰하였다.
섬유 표면이 이물질로 덮여 있으나 섬유 방향으로 미세하
게 갈라진 부분을 제외하면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열화한 견섬유와 통제된 환경하에 가속 열화된 견섬유 모
두 표면에서 노화에 의한 손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견섬유의 열화는 표면 상태의 변화보다는 섬유 내부
의 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빛 에너지가 분자 사슬을 절단해 섬유가 노화되는
Xenon과 UV-A에 의한 광열화 거동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처리 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인장강도가 감소하
고 황변도는 증가하였다. Xenon보다 견섬유의 열화에 영
향을 주는 파장대의 조사 강도가 강한 UV-A에 의한 섬유
열화가 상대적으로 급격하였으며, 황변화 지수도 높았다.
UV-A 방식은 빠른 열화 속도와 염색하지 않은 섬유의 고
색(古色) 구현에 있어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UV-A 열화 견은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누적된 유물
과 유사한 상태로 빠르게 열화시킬 수 있어 전자선 열화
견과 함께 주목받았지만(Higuchi and Nishiura, 1977;
Kawano, 1996; Oh et al., 2011), 상대적으로 열화가 완만한
Xenon 열화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직물 문화재 보
존처리를 위한 보강직물의 경우 바늘의 삽입과 스티치를
유지할 정도의 강도는 보존될 필요가 있으므로 Xenon의
견직물 열화속도도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비슷한 강도로 열화된 UV-A 열화 견과 비교했을 때 황변
도가 낮아 염색 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Xenon과 UV-A를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화 거동
의 차이는 광원의 특성 혹은 거치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실험에서는 상용화된 기기를
기준으로 하여 시료와 광원의 거리, 조사 각도를 통제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광원에 따른 열화 거동의 차이가
광원의 특성 때문인지 거치 방식의 차이인지 명확히 하기

4. 결 론

위해서는 조사 조건을 통일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원 외 환경 조건을 가능한 한 동일하

보존처리 재료로서 인공열화 섬유는 유물이 받을 스트

게 맞추어 비교하고자 건열 열화 온도를 100℃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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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내열성이 고려되지 않아 건열에 의한 강도 저하
및 황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외선
시험기의 최대온도가 80℃로 다른 열화 환경보다 낮았음
에도 열화거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건열 방식은 100℃에서 500시간 이상 처리하여도
열화가 촉진되지 않아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다만 다량의 직물을 한 번에 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내열성을 고려한 고온에서 재실험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존처리가 필요한 직물 문화재의 상태는 제각각이지
만, 전통 소재 혹은 보존처리 재료로서 안정성을 인정받
은 보수용 직물의 종류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
물 자수가사 보존처리에 필요한 명주에 국한하였으나 후
속 연구를 통하여 각 보강직물의 열화에 따른 특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존처리 재료로서 인공열화
직물이 실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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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화학조성의 삼원계 출토 청동유물을 대상으로 부식층 및 부식생성물
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납 함량에 따른 청동유물의 부식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출토 청동유물 2점의 부식층 및 부식생성물 분석결과, 선택부식, 고주석부식층의 형성, 납화합물의
부식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 함량이 높은 시편과 납 함량이 낮은 시편은 부식층위구조와 소지금
속 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의 종류 등에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납 함량이 높은
시편에는 적색 계열의 산화납과 백색, 적색, 황색, 녹색 등의 다양한 색상을 가진 탄산납 계열의
부식생성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만으로는 시료의 개수가 부족
하여 납 함량비에 따른 부식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양한 합금조성비의 청동유물을
대상으로 한 부식층위구조 및 부식생성물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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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bronze artifacts according

to lead contents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n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focusing on excavated bronze artifacts of ternary alloys with various chemical compositions.
From the research outcome, the selective corrosion, high-tin corrosion layers, and lead compounds
were identified in two excavated bronze artifacts,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tructure of
corrosion layers and the corrosion products of core metal between high lead content bronze and the
lowest lead content bronze. Especially, based on the specimen with the highest lead content, it was
identified that lead oxide in reddish color and a large quantity of lead corrosion products including
lead carbonate in various colors such as white, red, yellow, and green are distributed inside the base
metal.
In this study, the number of analyzed samples is insufficient to represent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bronze artifacts made of the ternary alloys. Therefore, it is judged that basic data should be
accumulated by conducting a corrosion characteristic study on bronze artifacts with various alloy
composition ratios in the future.

Key Words Excavated bronze artifacts, Leaded bronze, Lead, Corrosion characteristics

1. 서 론

로, 용탕의 용융점을 낮추어 주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
여, 주조품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납의 산지는

청동은 기본적으로 구리(Cu)와 주석(Sn)의 합금이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자원이 풍부하고 값이 저렴하므

경제적 측면과 작업성 개선을 이유로 납(Pb)을 첨가하여

로, 값비싸고 귀한 주석을 대신하여 청동기 합금 시 투입

구리(Cu)-주석(Sn)-납(Pb)의 삼원계 합금으로 제작하기도

되는 양이 증가하였다(Choi, 2014). 특정 시대에는 사회상

한다.

의 변화에 따라 납 함량을 높여 청동제 생활용품을 제작

납의 녹는점은 구리의 녹는점보다 낮은 374.2℃이므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가공정이 필요 없으며 저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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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Jeon, 2013). 따라

동검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추론 및 부식특성 연구가 수행

서 고대 한반도에서는 납과 주석의 금속학적 특징을 이해

되었으며, 청동유물의 부식특성은 매장환경 내 다양한 요

하고,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도록 합금비율을 조절하여 청

인들에 의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동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강도를 필요

(Jang, 2020).

로 하는 화살촉, 동과(銅戈) 등의 무기류는 주석의 함량을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합금조성비 및 특정 합금원소

높여 경도를 높임과 동시에 납의 함량을 적게 하였으며,

에 초점을 맞춘 부식특성연구는 비교적 미비하다는 한계

세밀한 문양 표현이 요구되는 공예품에는 주조성의 향상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 함량에 차이가

을 위해 납을 보다 많이 첨가하였다(Hwang, 2009).
삼원계 청동합금에 포함된 납은 편석의 형태로 존재하

있는 삼원계 출토 청동유물 시편 2점을 대상으로 부식층
위구조 관찰과 함께 부식생성물의 형태학적 관찰, 성분분

며 구조적 불안정성과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석 및 화합물 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비교분

된다(M. Bernabanale et al., 2019). 납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석하여 청동유물의 납 함량에 따른 부식특성을 규명하고

청동합금 내부의 전위차는 커지게 되어 금속 표면에 수많

자 하였다.

은 전지가 형성되고, 전류를 통해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2. 연구대상 및 방법

부식인자들이 출입하며 산화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따
라서 청동합금의 내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다(Lee, 2000). 또한 일부 납 이온은 외부로 이동하여

2.1. 연구대상

빈 공간을 만들고, 해당 빈 공간에 구리 이온이 침적되어
납 편석은 Cuprite로 대체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Marta

연구대상은 보은 성주리유적의 조선시대 토광묘에서

Quaranta, 2014), 납은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특성을 결정

출토된 청동경 1점 및 부여 호암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성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

뿐만 아니라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특성은 매장환경을

동잔 1점이다. 유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토양의 수분 함량, pH, 유기물질의 유무

극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금속현미경을 이용하여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형성되며, 유물이 장기간 부식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SEM-EDS를 이용하여 유물의 주성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형성된 부식생성물이 지하수에 의

분 및 합금조성비를 확인하였다. 합금조성 분석 시 부식

해 운반되는 부식인자와 반응하여 2차적으로 변환되기도

되지 않은 소지금속을 대상으로 면분석을 3회 실시하여

한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건들에 의해 출토 청동유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납 함량비

물에는 다양한 부식특성이 나타나며(Vanessa Muros&

약 26 wt%, 5 wt%의 청동유물 2점을 선정하였다(Figure

David A. Scott, 2016),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1, Table 1).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청동유물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
을 실시하여 부식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동유물 부식층위의 단면관찰 및 부식생
성물의 성분분석 등을 통해 합금성분의 선택적 부식인 탈
구리⋅탈주석 현상과 고주석부식층의 형성, 이차생성구
리 및 납화합물의 존재 등 출토 청동유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식특성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3). 또한 라만

Table 1. Information of archaeological bronzes
No.

Sample
Manufacturing
Microstructure
name
techniques

1

Mirror
(SJ-1)

3

Bowl
(HA-1)

α(dendrite),
α+δ,
lead globules

Cast-slow
cooling

Alloy
ratio
Cu-Sn-Pb
64:10:26
Cu-Sn-Pb
75:20:5

분광분석을 통해 출토 청동유물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의
정확한 화합물을 동정하였고(Kim, 2015), Cu-Sn 이원계
합금과 Cu-Sn-Pb 삼원계 합금의 부식특성을 비교분석함

2.2. 연구방법

으로써 제작기법 및 합금조성비에 따른 부식층 및 부식생

2.2.1. 부식층위구조⋅부식생성물 형태 관찰 및 성분분석

성물의 차이점을 규명한 바 있다(Jang et al., 2020). 또한,

전처리된 마운팅 시료를 대상으로 에칭하지 않은 상태

동일한 청동유물 내에서도 유물의 외측면과 내측면에 접

에서 금속현미경(EPIPHOT 200, NIKON, JPN)의 암시야

한 환경의 미시적인 산화⋅환원조건의 차이에 의해 부식

(Dark Field mode)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하여 부식층 층위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고대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특정 부위를 100배, 200배, 500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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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chaeological bronze samples (right: SJ-1, left: HA-1).
관찰하였다. 이후 시료를 Pt-coating하여 주사전자현미경

™ Project의 표준 데이터 및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화

(SU-3800, HITACHI, JPN)의 후방산란전자상(Backscattered

합물 종류를 확인하였다.

Electron Image)으로 확대 관찰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
전압 15 kV, 작동거리(Working Distance) 9∼12 mm, Spot

3. 연구결과

size 10∼16으로 설정하였다.
부식층 및 부식생성물은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

3.1. 부식층 층위구조 관찰

너지분산형 X-선분광기(Ultim Max-40, Oxford Instrument,
GBR)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조건은 가

SJ-1의 부식층 층위구조 관찰결과 유물 표면을 기준으

속전압 15 kV, 작동거리(working distance) 9∼12 mm, Spot

로 보았을 때, 유물의 내부 표면에 밀집하여 형성되는 내

size 10∼16, 분석 시간은 60 s로 설정하였다.

부부식층과 소지금속의 이중구조로 확인되며, 유물 표면
외부에 형성되는 외부부식층은 관찰되지 않는다(Figure

2.2.2. 부식생성물의 화합물 분석

2). 내부부식층은 비교적 얇게 형성되어 있고, 내부부식층

부식생성물의 화합물 분석은 라만분광분석기(LabRam

과 소지금속의 경계에 백색, 적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과

ARAMIS, Horiba Jobin Yvon, FRA)를 이용하였다. 광원의
종류는 Nd:YAG 532 mm이며, 분석조건은 강도 30 mW,

형태의 부식생성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어, HA-1의 부식층 층위구조 관찰결과 청동합의 내

필터 D1(10%), 노출시간은 60∼200 sec, 측정범위는 100

측면에는 소지금속을 중심으로 외부부식층이 형성되어

∼2000 cm-1로 설정하였다. 누적 분석횟수는 3회로 고정

있으며, 외부부식층과 소지금속 사이에 적색과 황색계열

하였으며, 분석조건 변경 시 Silicon 샘플을 Calibration하

의 경계층위가 존재한다(Figure 3). 또한, 시료의 분석위치

였다. 분석결과는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RRUFF

별로 층위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2. Optical microscope image of cross-sections of SJ-1 (×100, not etched, DF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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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ptical microscope image of cross-sections of HA-1 (×200, not etched, DF mode).
3.2. 부식생성물 관찰 및 성분분석
3.2.1. Pb계열 부식생성물

SJ-1의 내부부식층 및 소지금속에서 다수 관찰되는 다
양한 색상과 형태의 부식생성물 및 HA-1의 내부부식층에
존재하는 적색 계열 부식생성물을 확대 관찰하였다(Figure

4). SJ-1의 내부부식층 균열부에는 백색, 적색이 혼재된
구형의 부식생성물이 관찰되었으며, 비교적 희뿌연 형태
의 녹색 계열 부식생성물 및 적색, 황색 등의 입자형 부식
생성물이 관찰되었다. 소지금속 내부에 존재하는 납 편석
은 일부분이 부식되어 적색을 띠고 있다. HA-1의 경우,
α상 선택부식부 사이로 적색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Figure 4. Cross-section of internal corrosion layers and Pb corrosion products in SJ-1, HA-1
(left) Optical microscope image (DF mode, not etched); (right) SEM image (BS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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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M-EDS analysis results of Pb corrosion products
No.
ⓐ-1

SJ-1

HA-1

Element (wt%)

Color
White

Total

Cu

Sn

Pb

O

Si

S

0.26

0.20

73.63

25.58

0.06

0.27

100.00

ⓐ-2

Red

-

0.06

87.64

12.25

0.06

-

100.00

ⓐ-3

Pale Yellow

3.59

0.49

84.04

11.84

0.05

-

100.00

ⓑ-1

White

0.79

0.05

73.75

18.83

6.58

-

100.00

ⓑ-2

Red

0.23

-

87.75

11.94

0.08

-

100.00

ⓑ-3

Dark Red

3.77

-

84.44

11.77

0.01

-

100.00

ⓐ-1

Red

42.09

-

45.30

0.29

-

-

100.00

ⓐ-2

Orange

10.57

9.34

64.26

15.83

부식생성물의 SEM-EDS 성분분석결과(Table 2) SJ-1의

100.00

층과 소지금속의 경계면에는 적색, 황색의 부식생성물이

백색, 적색 부식생성물은 모두 Pb, O가 주 원소로 검출되

존재한다.

므로 납계열 부식생성물로 판단된다. 내부부식층 균열부

부식생성물의 SEM-EDS 성분분석결과(Table 3) SJ-1의

및 공동에 형성된 미정질의 백색, 연한 녹색의 부식생성

녹색 부식생성물인 분석지점 ⓒ-1, HA-1의 구형 부식생

물 또한 Pb, O가 주성분인 납계열 부식생성물로 추정된

성물인 분석지점 ⓑ-2, 외부부식층을 구성하는 청록색 부

다. HA-1의 적색, 주황색 입자형 부식생성물은 Pb, Cu, O

식생성물인 분석지점 ⓒ-3은 Cu, O가 주성분인 구리계열

가 주성분인 부식생성물로, 여러 합금성분이 혼재되어 있

부식생성물로 확인되었다. HA-1의 경계층위를 구성하고

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 보아 납계열 부식생성물은

있는 적색 계열 부식생성물 ⓒ-2 또한 Cu, O가 주성분으

다양한 색상⋅형태로 소지금속 내에 형성된다는 점을 알

로 검출되었다.

수 있다.
3.2.3. Sn계열 부식생성물

SJ-1, HA-1의 내부부식층은 전반적으로 녹색 혹은 백

3.2.2. Cu계열 부식생성물

SJ-1, HA-1의 내부부식층에 존재하는 녹색의 구형 부

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균열 및 공극이 발생한 상

식생성물 및 HA-1의 외부부식층을 확대 관찰하였다

태이다(Figure 5). 내부부식층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 미정

(Figure 4). SJ-1의 내부부식층 균열부에 존재하는 구형의

질 부식생성물인 SJ-1의 분석지점 ⓒ-1, HA-1의 ⓑ-1, ⓑ

부식생성물은 상단의 연녹색과 하단의 에메랄드색이 혼

-3, ⓒ-2의 SEM-EDS 성분분석결과(Table 3) Sn, O가 주성

재되어 있으며, HA-1의 내부부식층 균열부에도 구형의

분으로 검출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경과 청동합

녹색 부식생성물이 밀집해 있다. 또한, HA-1의 내부부식

의 내부부식층은 주석계열 부식생성물로 판단된다.

Table 3. SEM-EDS analysis results of corrosion products
No.
SJ-1

HA-1

Color

Element(wt%)
Cu

Sn

Pb

O

Si

Al

Fe

S

Total

ⓒ-1

Emerald

59.76

0.40

6.08

33.11

0.19

-

-

0.46

100.00

ⓒ-2

Green

36.86

26.83

11.84

22.53

1.78

-

-

0.21

100.00

ⓑ-1

Green

15.58

51.51

7.00

22.84

1.37

-

-

-

100.00

ⓑ-2

Emerald

69.72

-

-

30.28

-

-

-

-

100.00

ⓑ-3

Green

26.83

41.30

4.65

26.09

1.14

0.64

1.06

-

100.00

ⓒ-1

Red

67.71

14.65

5.25

12.39

-

-

-

-

100.00

ⓒ-2

Dark green

17.80

48.68

10.93

21.26

1.33

-

-

-

100.00

ⓒ-3

Emerald

68.83

-

-

31.17

-

-

-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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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section of internal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in SJ-1, HA-1
(left) Optical microscope image (DF mode, not etched); (right) SEM image (BSE mode).
3.3. 부식생성물 화합물 분석
SJ-1, HA-1에서 관찰되는 부식생성물을 대상으로 라만
분광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생성물의 화합물을 동정하였
다(Figure 6). ⓐ, ⓑ는 납계열 부식생성물의 라만분광분석
결과이며, SJ-1의 적색 입자형 부식생성물은 Litharge(PbO)
로 확인된다. 황색, 연녹색 계열의 납계열 부식생성물은

식화합물의 결과로, Cerussite(PbCO3)와 Cuprite(Cu2O)의
Raman shift가 함께 나타난다.
ⓔ는 구리계열 부식생성물의 라만분광분석결과로,
SJ-1에 존재하는 구형의 구리계열 부식화합물 및 HA-1의
외부부식층과 내부부식층에 존재하는 구형의 입자는
Malachite(Cu2CO3(OH)2)의 Raman shift가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염기성 탄산구리는 출토 청동유물의 외부부식층

Cerussite(PbCO3)로 확인되므로. SJ-1에 존재하는 다양한

뿐 아니라 소지금속, 내부부식층 등 다양한 공간에 형성

색상과 형태의 납계열 부식생성물은 Litharge(PbO)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Cerussite(PbCO3) 두 종류의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는 두 시료의 내부부식층을 구성하는 녹색 부식생성

또한, 백색과 적색이 혼합된 구형 부식생성물 중 백색 부

물의 분석결과로, 550, 630 cm-1 부근에서 Raman shift가 검

분의 경우 Litharge(PbO)의 Raman shift와 Cerussite(PbCO3)

출되며, RRUFF™ Project에서 제시하는 Cassiterite(SnO2)

의 Raman shift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분석위

의 표준 스펙트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화주석

치의 라만분광분석 결과인 ⓒ는 두 화합물이 혼재되어 있

의 나노 입자크기와 관련이 있는데(Jang, 2022), Nano-SnO2

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HA-1의 Pb, Cu, O가 혼재된 부

의 경우 482, 486, 568, 622, 706 cm-1의 peak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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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products.
(Ospitali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와 SEM-EDS

부부식층에서는 주석 계열 부식생성물인 Cassiterite가 확

성분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봤을 때, 주석계열 부식생성물

인되었다. 납 계열 부식생성물은 적색 계열의 Litharge와

은 산화주석인 Cassiterite(SnO2)로 판단된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Cerussite, 납 편석이 일부 부식되어
적색의 Litharge와 혼합되어 있는 화합물, Litharge와

4. 고 찰

Cerussite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구분되어진다(Table 5).
HA-1에서 구리 계열 부식생성물은 Malachite, Cuprite
가 존재하는데, Malachite는 외부부식층을 구성하거나, 고

4.1.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특성

주석부식층의 내부에 구형의 입자형태로 존재하기도 한
납 함량이 약 26 wt%, 5 wt%인 삼원계 출토 청동유물

다. Cuprite는 외부부식층과 소지금속 간 경계층위 또는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식층위 관찰 및 부식생성물

소지금속 내부에서 입자형태로 존재한다. 내부부식층은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납 함량

주석 계열 부식생성물인 Cassiterite로 구성되어 있다. 소

비에 따른 부식특성을 정리하였다(Table 4). 2점의 청동유

지금속 내부의 납 편석 부식부에서는 Cuprite와 Cassiterite

물에서는 외부부식층, 내부부식층 등 부식층위구조가 확

가 혼합된 형태의 부식생성물이 확인되었다(Table 6).

인되었으며, 미세조직의 선택부식과 합금원소인 구리⋅

이어, 본 연구대상 2점의 부식특성을 심층 고찰하기 위

주석⋅납계열의 부식생성물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 국내에서 발표된 삼원계 출토 청동유물 부식특성 선행

이어, 각 유물별 부식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을 정리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대

였다. Pb 함량이 약 26 wt%인 SJ-1에서 구리계열 부식생

상은 총 7점으로, 경산 임당 출토 청동경 및 동검(Lee et

성물은 Malachite, Cuprite가 확인되었으며, Malachite는 내

al., 2013), 세종 봉안리 출토 청동합 1점(Jang et al., 2020),

부부식층에 구형의 입자형태로 존재하였다. Cuprite는 내

완주 신풍유적 출토 동검 3점(Jang, 2020), 부여 송국리 출

Table 4. Characterization of archaeological leaded-tin bronze artifacts
Name

Alloy ratio
Cu-Sn-Pb

Outer corrosion layer

Internal corrrosion layer

Selective
corrosion

SJ-1

64:10:26

X

O (Cassiterite)

O

HA-1

75:20:5

O (Malachite)

O (Cassiterit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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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osion products and characterization of SJ-1
Type

Mineral name

Fomula

Color

Characterization

Malachite

Cu2CO3(OH)2

Green

It exists as spherical particles in
the internal corrosion layer and is
mixed with lead corrosion
compounds

Cuprite

Cu2O

Red

Spherical particle shapes, mixed
with some lead corrosion products

Cassiterite

SnO2

Green, White

Formed relatively wide in the
internal corrosion layer and is
amorphous form due to its low
crystallinity

Litharge

PbO

Red

Spherical particle shapes, a solid
form due to its high crystallinity

Cerussite

PbCO3

Red, Yellow,
White, Green

Low crystallinity, Partial powder
form, a wide range of colors

Pb ①

Pb+PbO

Red

-

Pb ②

PbO+PbCO3

White

-

Cu

Sn

Pb

Mix

Table 6. Corrosion products and characterization of HA-1
Type

Mineral name

Fomula

Color

Characterization

Cuprite

Cu2O

Red

Constructs outer corrosion layer
and surface boundary or exists as
particles in the metal

Malachite

Cu2CO3(OH)2

Green

Forming an outer corrosion layer
or existing in the internal
corrosion layer in the form of
spherical particles

Sn

Cassiterite

SnO2

Green, White

Formed relatively wide in the
internal corrosion layer and
isamorphous form due to its low
crystallinity

Mix

Cuprite+Cerussite

Cu2O+PbCO3

Red

Spherical particles in lead
globules corrosion site

Cu

토 청동유물 1점(Jang, 2022)이다. 비교분석대상 7점의 합

표면에 고주석부식층이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

금비, 출토지, 부식층위구조, 선택부식양상, 부식생성물

였다.

의 종류 등을 Table 7에 정리하였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삼원계 청동유물 7점 모두 소지금

이와 더불어 Malachite(Cu2CO3(OH)2), Cuprite(Cu2O) 등
의 구리계열 부식생성물과 주석계열 부식생성물인

속 내부의 α상 및 α+δ상 선택부식이 발생하였으며, 부

Cassiterite(SnO2),

식층위가 형성되었다. 세종 봉안리 출토 청동합(No.3), 경

Cerussite(PbCO3) 등이 검출되므로, 출토 청동유물에서는

산 임당 출토 세형동검(No.2), 부여 송국리 출토 청동유물

합금성분에 따라 다양한 부식생성물이 형성된다는 특성

(No.7)은 외부부식층과 내부부식층이 존재하며, 경산 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납계열

부식생성물

Litharge(PbO),

당 출토 청동경(No.1)은 외부부식층은 관찰되나 내부부식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결과 국내에서 출토된 삼

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완주 신풍유적 출토 세형동검 3점

원계 청동유물은 부식층위의 형성, 미세조직의 선택부식,

(No. 4, 5, 6)은 유물 내부 표면에 주석 함량이 밀집한 내부

다양한 부식생성물의 형성 등과 같은 부식특성이 있음을

부식층이 존재한다. 또한, 주석함량이 약 2.9 wt%로 낮은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2점의 시료는 출토 청동

경산 임당 출토 청동경을 제외한 6점 모두 소지금속 내부

유물의 고유한 부식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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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racterization of archaeological leaded-tin bronze artifacts
No.

Alloy ratio
Cu-Sn-Pb

1

79.6:2.9:18.0

2

65.4:20.9:6.9

3

65:20:15

Corrosion
structure

Selective
corrosion

Corrosion products

Outer corrosion layer (Cu) –
Core metal

O

Cu corrosion products
Sn corrosion products

Outer corrosion layer (Cu) –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O

Cu corrosion products
Sn corrosion products

Outer corrosion layer (Cu) –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O

Malachite(Cu2CO3(OH)2)
Azurite(Cu2CO3(OH)2)
Cassiterite(SnO2)

O

Cuprite(Cu2O)
Cassiterite(SnO2)
Litharge(PbO)
Anglesite(PbSO4)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O

Malachite(Cu2CO3(OH)2)
Cuprite(Cu2O)
Cassiterite(SnO2)
Anglesite(PbSO4)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O

Cassiterite(SnO2)
Anglesite(PbSO4)
Cerussite(PbCO3)

Outer corrosion layer (Cu) –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O

Malachite(Cu2CO3(OH)2)
Cassiterite(SnO2)
Cerussite(PbCO3)

Site
Imdang
Site in
Gyeongsan
Bongan-ri Site
in Sejong

Core metal – Internal
corrosion layer (Sn)

4

77.73:17.58:3.58

5

Sinpung Site in
Wanju
70.89:23.22:4.48

6

74.33:20.43:5.24

7

78:16:6

Songguk-ri Site
in Buyeo

4.2. 출토 청동유물의 납 함량에 따른 부식특성
본 연구에서는 납 함량비에 따른 청동유물의 부식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납 함량비가 서로 다른 청동유
물 2점의 부식특성 분석결과 부식층위구조, 내부부식층
의 형태, 소지금속 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의 특성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J-1은 외부부식층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물의 표면
부근에 구형의 납계열 부식생성물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반면 HA-1은 외부부식층이 존재하며, 녹색 계열의 미정

질 내부부식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내부부식층
과 소지금속의 경계면에 적색 입자형 부식생성물이 다수
밀집해 있다. 따라서 출토 청동유물은 납 함량에 따라 부
식층의 층위구조 및 부식층을 구성하는 부식생성물의 종
류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7).
이어, 소지금속 내에서 관찰되는 부식생성물의 종류
및 형태를 비교하였다. SJ-1은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납계
열 부식생성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
면, HA-1에서 관찰되는 적색 계열의 입자는 Cuprite 또는
Litharge, Cerussite 등 구리와 납이 혼합된 형태의 화합물

Figure 7. Comparison of corrosion structure between SJ-1 and H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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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corrosion products between SJ-1 and HA-1.
이다(Figure 8). 이를 통해 납 함량이 높은 청동유물일수록

식특성 간 연관성을 해석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다수 진행

납의 선택부식이 우세하게 발생하여 다양한 납계열 부식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물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납 함량비는 부식층 및 부
식생성물의 형성과정, 부식특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사 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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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basic study on the artwork of the artist Ji Yeong Kim,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currently being exhibited in the sculpture park of Suwon World Cup Stadium
and it was confirmed that tiles used in the artwork production are classified into 2 types, namely,
porcelain tile and ceramic tile, through scientific analytic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tiles that
form the overall background of the artwork are unglazed porcelain tiles with the same exterior and
interior physical state that experienced absorption rate of 0.4% and firing at high temperature of more
than 1,300℃. It was possible to discern that tiles used for the portion presumed to have embodied
fish tail are 3 types with the different exterior and interior physical state from each other that have
experienced absorption rate of more than 10% and firing at temperatures in the range of 1,000∼1,20
0℃, and that they were manufactured by being coated with glaze in which pyrophylite or dolomite
range mineral has been mixed. As the result, it was possible to discern that porcelain tiles were used
as the material for outdoor tile sculpture artwork due to its advantages including stability such as
durability and water-resistance, etc. while ceramic tiles were used due to their ability to realized
diversified colors and patterns through scientific analysis.

Key Words Tile sculpture artwork, Outdoor piece artwork, Porcelain tile, Ceramic tile, Mosaic tile

artwork, Tile artwork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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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mass production of tiles beginning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after having

The term tile i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Teagula’

undergone various stages including colored potteries of Italy

meaning covering up and signifies thin and small ceramic

during the era of Renaissance, imaginary picture tiles of

plate with gloss on the surface or those manufactured by

England and Netherlands, and ceramic tiles of Germany, etc.

firing clay as the raw material for use as decoration by

Since then, the development of terracotta type plate imparted

attaching to wall or floor, etc.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influence on modern architectural ceramics, which was then

origin of tile through the cases of discovery of tile beginning

led to the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art, ceramic wall

with tiles with blue colored overglaze estimated to be

mural, and ceramic and tile arts (Park, 2016).

produced at about 3,000 BC found in 3 locations in the

In the case of Korea, it is estimated the bricks were used

Saqqara of Egyptian pyramid and excavation of tiles with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era of the Three States beginning

observation of trace of the use of glaze in the remains of

with their uses in the tombs in Goguryo and Baekje before

Abydos Temple estimated to be produced at about 1500 BC

advancing to their uses in decoration of building exterior and

(Jung, 2000).

floor, etc (Ko and Ko, 1992). It is estimated that the tiles

Tiles began to be used in full scale due to the influence

with the formats used nowadays were first introduced to

of Islam that began to be propagate at around 610 AD with

Korea at about a century ago and, as a case for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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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use of such tile by means of written record, it was

durability, water resistance and hygiene, etc. has been proven,

disclosed through restoration works that tile manufactured by

demonstrated its value as an artwork material. In addition,

Minton Hollins of England was used at the time of

since it is possible to endow pictorial, sculptural and aesthetic

construction of a large greenhouse in Changgyeonggung

functions to til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the artist

Palace as the first western style greenhouse in Korea

and directionality of the artwork, achieve economic valu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through mass production and differentiation in patterns and

In addition, majority of tiles used in Korea during this era
were supplied through Japan and tiles began to be

color designs, it has been used as an artwork material until
today.

manufactured in Korea as a single product when Goryeo

Although tile sculpture artwork includes small tile craft,

Special Ceramics began to manufacture tiles at its factory in

majority are the artworks that are exhibited in the exposed

1955. Since then, the tile industry began to be developed and

outdoor environment including buildings, public art,

advanced in full scale with the commencement of

environmental sculptures and large-scale sculptures that

introduction of the latest facilities necessary in tile production

utilize mosaic or art-tile method. Tile sculpture artwork is

including spray dryer, kiln and press, etc. along with rapid

produced in the format of pasting tiles on walls, creation,

increase in the residential construction in the middle of

pillar, tunnel and sculpture made of concrete, brick and/or

1970’s.

metal, etc. by using synthetic resin adhesives in accordance

The body for ceramic tiles that have been manufactured

with the intents of the artwork and artist. Given the

after having equipped mass production system in Korea was

characteristics of tile sculpture artwork exposed to the

composed by using natural raw mineral materials and has

atmosphere, phenomenon of damages to such artworks are

been used widely as internal and external finishing material

occurring due to discoloration and bleaching of tile due to

due to its outstanding durability, water resistance, chemical

diversified external environmental damaging factors including

resistance and fire resistance, etc. (Lee, 2014). These tiles are

atmospheric pollutants,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classified into porcelain tile, ceramic tile and stoneware tile

acid rain and UV ray, etc., exfoliation of tile due to

in accordance with their absorption characteristic and are

degradation

subdivided into interior tile, exterior tile and floor tile, etc.

deterioration of adhesive, weathering phenomenon due to

in accordance with their uses (Park, 2012).

external impact, rain and wind, loss and erosion of detached

in

the adhesion

strength

arising

from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find data on studies conducted

and exfoliated tile, erosion and weathering of the creation

intensively on the history of the use of tiles, which have been

being exposed to external environment due to exfoliated tile

used as interior and exterior finishing material in buildings,

and biological damages (Figure 1).

as material for artworks, it is deemed that the characteristic

However, there in fact are insufficient studies on

that artistic value can be manifested on the tile, for which

investigation of the causes and types of damages, and

the excellence as a construction material based on its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through analysis of the

Figure 1. Damages to tile sculpture artwork. (a) Types of damages to mosaic tile sculpture
artwork with concrete foundation, (b) Types of damages to mosaic tile sculpture artwork with
stee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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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ion conditions of adhesives and tile manufacturing

Current condition of the artwork displays substantial

techniques, etc. for better preservation of tile sculpture

phenomenon of detachment and exfoliation of the fillers

artwork.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between the tiles (Figure 3a) along with partial prog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firing

of exfoliation of tiles due to the aging of adhesive (Figure

temperature of tile and manufacturing technique by

3b). In addition, moss has set in the sections at which tiles,

conducting physicochemical analysis study on the tile

fillers and adhesives have been exfoliated along with settling

sculpture artwork,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in of mixed pollutants of soil, foreign matters and mosses,

...” exhibited in the sculpture park of Suwon World Cup

etc. at the bottom portion of the artwork, thereby damaging

Stadium.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basic data

the original configuration and conveyance of the messages

for restoration or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s of

intended by the artwork (Figure 3c). It was confirmed that

tile at the time of preservation of tile sculpture artworks.

a total of 4 different types of tiles were used for this artwork
and detached tile pieces are eroded or scattered in the soil

2. SUBJECT AND METHOD OF ANALYSIS

at the bottom of the artwork exhibited. Some of these pieces
were collected for use as analytic specimens in this study

2.1. Subject of analysis

(Figure 4).

A total of 50 sculptures including 40 artworks selected
through “Open competition of outdoor sculptures by young
artists” and artworks of 10 invited artists are exhibited in the
sculpture park of Suwon World Cup Stadium established as
a composite cultural and recreational venue at which sports,
culture and arts are harmonized in commemoration of the
FIFA Korea-Japan World Cup 2002 (Gyeonggi-do, 2002).
The only tile sculpture artwork among the artworks exhibited
in the sculpture park,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by the artist Ji Yeong Kim, is an artwork that
expressed the powerful image of mankind capable of
overcoming and ascending out of any adversities through
analogy to the tail of a fish. It is produced with overall
dimension of 210 × 200 × 375 cm by pasting tiles onto the
underlying artwork produced with concrete in mosaic format
(Figure 2)(Gyeonggi-do, 2002).

Figure 2. Artwork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artist: Ji Yeong Kim).

Figure 3. Preservation condition of the artwork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a) Exposure of concrete
surface due to exfoliation phenomenon of the tiles, (b) Phenomenon of detachment and exfoliation of fillers, and (c)
Occurrence of biological damages at the sections of tile de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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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nalysis of powdered specimen with Spinner under the
measurement conditions of 45 kV, 40 mA, 6∼70° and
0.02°/150 sec. For thermal analysis, clay was pulverized into
powder after having removed the glaze layer, and caloric
change (differential thermal) and change in thermal mass
(thermogravimetry) in accordance with the temperature
change were confirmed by using simultaneous thermal
Figure 4. Tiles subjected to analysis. (a) Tile samples
in black color range (hereinafter, a-t), (b) Tile samples
in green color range (hereinafter, b-t), (c) Tile samples
in white color range (hereinafter, c-t), and (d) Tile
samples in red color range (hereinafter, d-t).

analyzer (SDT 2960, TA Instruments, GBR) by increasing
the temperature in the range of 0∼1400℃ at the increment
of 20℃/min under the environment filled with N2 gas by
taking approximately 20 mg of the powdered specimen in
order to indirectly estimate the firing temperature and
physicochemical change of the clay used as the raw material

2.2. Analytic method

for the tile.
External and internal surfaces of the tile was repetitively
measured 3 times to compute the average value by using

3. RESULTS AND CONSIDERATIONS

spectrum colorimeter (CM-2600d, Minolta, JPN). After
having completely removed the glaze layer on the specimen
surface, and measured each of the weight taken after having

3.1. Chromaticity analysis

completely dried the specimen over 2 days at 100 ± 5℃

Analytic value of chromaticity of tile was measured by

(W1), weight after having removed all the surface moisture

using CIE LAB color space that indicates chromaticity with

following immersion in distilled water for 2 days (W2) and

corresponding

a*

(green–red),

b*

(yellow–blue)

and

*

weight while being immersed in water (W3), specific gravity

L (brightness) with the KS A 0067 (method of expressing

(apparent and bulk), absorption rate and porosity by using

color of object in accordance with L.A.B colorimetric system

precision electronic scale (AR2140, Ohaus, USA) and

and L.U.V colorimetric system), which is a method of

electronic gravimeter (SD-200L, Mirage, JPN) in accordance

indicating color under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 as

with the KS L 4008.

the standards. In addition, since 3 of the 4 types of samples

Observation of the cross-sectional structure was made by

with the exclusion of a-t tile have different colors for the

mounting the tile specimen with 2 liquid epoxy resin and then

outer surface and inner surface (main body), measurements

grinding the specimen surface with #400∼#4000 sandpaper,

were taken by distinguishing them (Table 1).

abrasive cloth and grinder with the use of DP-Suspension

As the results of measurement, a-t tile for which the outer

solution. Specimen was prepared by removing foreign matters
by replacing distilled water several times using ultrasonic

Table 1. Result of color analysis of the sample

cleaner after grinding, and observed and photographed under
reflected

light

by

using

optical

microscope

(Axio

ImagerA2m, Upright Microscope, Zeiss, Germany).
Components of the tile was analyzed by confirming the

Samples
a-t

average value of the measurements taken on the tile sample
that has been turned into powder state with analytic

b-t

conditions of 20 kV, 68 μA and spot size 60 by using 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ZSX Primus-II, Rigaku, JPN).

c-t

Estimation of the key composition minerals of the clay and
the firing temperature using them was made by means of
X-ray diffraction analyzer (SmartLab, Rigaku, JPN) along

d-t

Color

L*

a*

b*

Inner surface

32.74

1.62

0.86

Outer surface

32.35

1.14

0.44

Inner surface

57.11

4.56

8.38

Outer surface

62.67

-3.85

-0.53

Inner surface

50.94

3.15

15.27

Outer surface

93.95

-0.24

0.17

Inner surface

49.12

2.75

14.69

Outer surface

70.67

13.70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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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ner surfaces are the same each of L* (outer surface

tiles to their original form when conservation processing is

32.35, inner surface 32.74), a* (outer surface 1.14, inner

performed on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

surface 1.62) and b (outer surface 0.44, inner surface 0.86)

which could help conservation processors and decision

values were measured and similar chromaticity values were

makers establish the preservation direction of the work.

confirmed. However, the gloss on the outer surface is
determined to be generated from the polishing process during

3.2. Measurement of absorption rate, porosity and

the surface finishing procedure while the inner surface is

specific gravity

estimated to have physical state of matt porcelain tile. b-t,
c-t and d-t tiles are produced with the use of glaze and, as

Apparent specific gravity, bulk specific gravity, absorption

such, the inner surface and outer surface displayed physical

rate and porosity were measured for the 4 types of tiles

states of ceramic tile tha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L*

(Table 2) and, as the results, a-t tile was found to have

(outer surface 62.67, inner surface 57.11), a* (outer surface

apparent specific gravity of 0.42, bulk specific gravity of

–3.85, inner surface 4.56) and b* (outer surface –0.53, inner

0.42, absorption rate of 0.46% and porosity of 1.10%. Based

surface 8.38) values were measured for b-t tile. a* value of

on such results, absorption rate of less than 3% is determined

the outer surface was confirmed to be –3.85, thereby

to be the range included in the standards of KS L 1001

*

illustrating the color value of green color range while the b

(ceramic tile) for determination of porcelain tile. In addition,

value of inner surface was confirmed to be 8.38, thereby

porosity measured to be 1.10% displayed low resultant value

confirming the color value of yellow color range.

similar to the absorption rate due to small amount of pores

L* (outer surface 93.95, inner surface 50.94), a* (outer
*

given the characteristic of porcelain tile with high strength.

surface –0.24, inner surface 3.15) and b (outer surface 0.17,

As it can be confirmed from the chromaticity analysis results,

inner surface 15.27) values were measured for c-t tile. L*

the absorption rates of all of b-t, c-t and d-t tiles were found

value of the outer surface is 93.95, illustrating high chroma,

to be more than 10%, thereby leading to the presumption that

which is determined to be the result of surface color in white

they are ceramic tiles. This is a phenomenon that manifests

*

color range. b value of inner surface is 15.27, which is the

due to occurrence of a lot of pores in ceramic tile at the time

color value of yellow color range, thereby reconfirming that

of manufacturing since it is fired at relatively lower

the outer surface and inner surface have colors that are

temperature in comparison to that for porcelain tile. As s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addition, L* (outer surface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tile

*

70.67, inner surface 49.12), a (outer surface 13.70, inner

types through the correlation manifested between porosity of

surface 2.75) and b* (outer surface 6.53, inner surface 14.69)

more than 20% in proportion to the absorption rate.

*

values were measured for d-t tile. Since a value of the outer
surface is confirmed to be 13.70, it displayed color value in
the red color range while b* value of the inner surface is

3.3. Observation of cross-section

14.69, which is the color value in the yellow color range,

Cross-section was observed to check the extent of

thereby leading to the presumption that it is an ceramic tile

elutriation and magnetization of tiles through distribution

in red color range.

appearance and formats of internal pores and crystals of clay

These measurements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restoring

used at the time of tile production, aspects of existence of

Table 2. Result of specific gravity and water absorption ratio and porosity of the sample
Analysis

Apparent specific gravity

Bulk specific gravity

Water absorption ratio

Porosity

a-t

0.42

0.42

0.46

1.10

b-t

0.52

0.69

16.27

23.70

c-t

0.55

0.71

16.10

22.75

d-t

0.59

0.78

19.46

24.83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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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ult of a photograph of cross section of the sample. (a) a-t (× 200), (b) b-t (× 200), (c) c-t (× 200), (d)
d-t (× 200).
air bubbles and crystals inside the glaze layer, etc. As the

Fe2O3 9.39 wt%, Na2O 4.36 wt%, K2O 8.61 wt%, and MgO,

results of observation, the clay of a-t tile displays dense and

CaO, TiO2 and MnO in the range of 0.09∼0.89 wt%. Such

compacted texture due to excellent hyalinization and is

results of analysis led to the presumption that silica, feldspar,

confirmed to be an unglazed tile with absence of glaze layer.

mica and pottery stone, etc. were included in the raw

This is a characteristic of porcelain tile, which is used mostly

materials used for the manufacturing of a-t tile. In particular,

as an exterior tile due to its high strength and low absorp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alumina is substantially

rate as the results of excellent hyalinization arising from high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3 tiles, thereby leading to the

firing temperature (Figure 5a).

presumption that kaolin is included in the clay. Kaolin, unlike

Although hyalinization occurred while the clay has been

other clay, is a silicate range mineral that can withstand high

coated with glaze for b-t, c-t and d-t tiles, a lot of crystals

temperature of more than 1300℃ very well and, as such, is

that appear to be incompletely molten quartz or feldspar

used extensively as the raw material for earthenware and

granules are observed inside the glaze layer along with

ceramic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orrelation that

widely spread minute air bubbles. This is presumed to be the

coincides with the results of thermal analysis executed in this

result of the failure of air bubbles inside the glaze layer to

study.

be discharged due to rapid temperature increase and short

It was confirmed that clays for b-t, c-t and d-t tiles

firing period. Glaze layers of b-t, c-t and d-t tiles displayed

contained SiO2 54∼59 wt%, Al2O3 14∼15 wt%, Fe2O3 3

green substrate, white substrate and light red substrate,

wt%, Na2O 0.6∼2 wt%, K2O 6∼9 wt%, CaO 14∼15 wt%,

respectively, thereby coinciding with the results of

and MgO, TiO2 and MnO in the range of 0.1∼1.5 wt%.

chromaticity analysis. The clay layers of b-t, c-t and d-t tiles

Based on this result,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raw

display gray, brown and orange colored substrates,

material used in the tile production is a clay containing

respectively. Moreover, although there exist some large

feldspar, silica and pottery stone, etc. Moreover, since CaO

quartz particles in all of 3 types of tiles, it is deemed that

contents is detec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a-t tile, it is

refined raw materials have been used for all the tiles since

presumed that raw material containing lime was used. In

the shapes of the pores are not irregular and their sizes are

addition, the glaze layer of b-t, c-t and d-t tiles contained

small. Accordingly, it is presumed that the colors of the clays

SiO2 50∼51 wt% and Al2O3 15∼17 wt%, thereby leading

were consistently hyalinized and the pores have relatively less

to the presumption that pyrophylite is one of the minerals

defects (Figure 5b∼d).

included in the glaze. Pyrophylite is used extensively as a
material for glaze treatment of tile substrate and plays the

3.4. Fluorescent X-ray analysis

role of reducing thermal expansion, moisture expansion and
cracks that the tile experiences. Detection of other minerals

Component contents of the file were analyzed by

including CaO (14∼15 wt%), K2O (2∼3 wt%) and MgO

classifying them into glaze layer and clay layer, and the

(0.8∼1.5 wt%) in the order of the quantity of their contents

results are given in Table 3 below. First, clay of a-t tile with

thereof leads to the presumption that glaze containing

no glaze layer contains SiO2 54.57 wt%, Al2O3 28.61 wt%,

dolomite was used. This is used extensively in hardened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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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inorganic component of the sample
Samples
a-t
b-t
c-t
d-t

Elements (wt%)

Analysis
SiO2

Al2O3

CaO

Na2O

Fe2O3

MgO

K2O

TiO2

MnO

Glaze

-

-

-

-

-

-

-

-

-

Body

54.57

28.61

0.89

4.36

9.39

0.29

8.61

0.51

0.09

Glaze

51.12

17.03

14.90

0.34

2.87

1.55

2.78

0.31

0.05

Body

59.41

14.21

15.08

2.28

3.54

1.54

9.85

0.59

0.15

Glaze

50.60

16.43

14.11

0.45

1.72

0.98

3.41

0.21

0.04

Body

54.75

14.85

14.65

1.04

3.68

0.41

6.08

0.71

0.11

Glaze

51.32

15.12

15.05

0.34

2.16

0.85

3.24

0.16

0.19

Body

56.12

15.34

15.57

0.69

3.18

0.47

6.57

0.29

0.12

and as a substitute for limestone since it can increase the

is deemed that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porcelain tile

firing speed by promoting reaction with feldspar, silica and

and ceramic tile in accordance with the firing temperature in

clay if dolomite is mixed with substate that contains feldspar.

the manufacturing of the tiles (Figure 6b∼d).

3.5. X-ray diffraction analysis

3.6. Thermal analysis

Results of analysis by identifying the compositional

Diversified minerals mixed in the clay display thermal

minerals through X-ray diffraction analytic method and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physicochemical

estimating the firing temperature through such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are presented in the Figure 6 below. As the results of

conditions at the time of firing the tile, and, as such, the

confirmation of compositional minerals, all the clay minerals

firing temper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iles were estimated

of a-t tile became extinct and quartz, mullite and cristobalite

through such thermal behaviors. A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identified, thereby leading to the presumption that the

the heat absorption peak observed at temperatures below 20

tile would have been fired at the temperature higher than

0℃ is determined to be due to evaporation of water

1200℃. Such high temperature firing is correlated with high

physically adsorbed onto the specimen surface, while

level of magnetization of clay and, as illustrated in the results

pyrogenic peak due to partial disintegration with beginning

of cross-sectional observation, would have affected the

of melting through reaction between part of silica (SiO2) and

generation of cristobalite due to extensive progress of

other minerals was observed in the thermal absorption peak

hyalinization (Figure 6a).

manifest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700∼900℃.

Quartz and mullite were identified for b-t, c-t and d-t tiles

Changes in mullite are observed in the temperature range

with all the clay minerals becoming extinct. As such, it can

of 950∼1000℃ in all 4 tile types with display of thermal

be presumed that all these tiles were fired at similar

absorption peak in a wide temperature range of 1100∼120

temperatures of approximately 1100℃. From these results, it

0℃, which is the result manifested due to hyalinization of

Figure 6. Result of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the sample. (a) a-t, (b) b-t, (c) c-t, (d)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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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ult of TG-DTA analysis of the sample. (a) a-t, (b) b-t, (c) c-t, (d) d-t.
clay arising from the melting of quartz, etc. It is estimated

environment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duced.

that b-t, c-t and d-t tiles were fired at temperatures below

It was confirmed that the til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1200℃. In the case of a-t tile, since the appearance of

the artwork can be classified into 2 types, namely, porcelain

thermal absorption that occur lowly and slowly after having

tile and ceramic tile, and it is determined that it was produced

reached the temperature of 1200℃ was observed, thereby

by applying mosaic technique by cutting tile and pasting tile

signifying that the temperature range for thermal absorption

onto the concrete underlying structure with adhesive and joint

peak is very high at 1100∼1250℃ and caloric value being

sealant for the tiles. Tile in black color range (a-t tile) for

absorbed is very large. Accordingly, it is determined that a-t

forms the overall background of the artwork is a porcelain

tile has the property of porcelain tile for which hyalinization

tile with the same outer and inner surfaces without the

occurs extensively (Figure 7a∼d).

presence of glaze layer. Moreover, it was confirmed through
visual and microscopic cross-sectional observation that the

4. CONCLUSION

porcelain tile was produced with glossy outer surface through
polishing process. In addition, results of component analysis,

This is a basic study on the artwork “Ascending up the

thermal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minerals, etc. support

river against the current ...” of the artist Ji Yeong Kim being

the presumption that the tile has 0.4% absorption rate and

exhibited in the sculpture park of Suwon World Cup Stadium

experienced firing at a high temperature of more than 1,30

and tiles of the said artwork was analyzed through scientific

0℃. Porcelain tile is used mostly as floor or exterior tile due

analytic metho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rtwork

to its high strength and low absorption rate arising from very

include contamination of pasted tile due to diversified

high firing temperature. In the case of unglazed tile used for

environmental factors and damages to the original

this artwork, it was fired once without the application of

configuration of the artwork due to detachment of tile arising

glaze. It is deemed that such porcelain tile would have been

from aging of adhesive used to paste the tiles. In addition,

a material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outdoor tile sculpture

shattering of the tiles and cracks in the glaze layer, etc. are

artwork due to its outstanding water resistance, durability and

making restoration of the materials used for the artwork

wear resistance, etc.

difficul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3 types of tiles are used for the portion of the artwork

to secure basic data of artwork undergoing continuous

presumed to have embodied the tail of a fish as the intent

damages with passage of time by being exposed to outdoor

of the artwork and the artist, It is confirmed that thes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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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tiles with different physical states between the outer

preservation materials and technologies along with securing

and inner surfaces, and with presence of glaze layer. The

of basic data through such scientific analytic works at the

colors of the tiles are in white, green and red ranges, and

same time in the future. It is anticipated that data secured

it was confirmed that they have absorption rate of more than

through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preservation of and

10% and experience of having been fired in the temperature

restoring the message to be conveyed by the artwork while

range of 1,000∼1,200℃ through thermal analysis and

maintaining the intention of the artist and originality of the

identification of minerals. In addition, it was estimated

artwork if system for simultaneous accomplishment of

through component analysis and cross-sectional observation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etc. with

of the glaze layer that these tiles are manufactured through

the actual decision makers such as the artist, foundation or

nd

2

firing executed by using glaze containing minerals in

assistant, etc. can be introduced and adopted.

pyrophyllite or dolomite range following the 1st firing. Such
manufacturing technique is used widely in the production of
mosaic tile sculpture artwork due to high economic value and
ease of producing diversified colors and patterns since the
firing temperature is relatively low. However, ceramic tile,
due to its relatively lower firing temperature in comparison
to that of porcelain tile, has low strength and high absorption
rate. As such, it is not appropriate as a material for outdoor
tile sculpture artwork since cracks can occur due to repetitive
freezing and thawing if used as an exterior material.
However, it is deemed that it can sufficiently perform its
function as a material for artwork by retaining diversified
patterns and colors continuously if continuous care for
preservation of tiles is provided.
Although there was difficulty in making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artwork
“Ascending up the river against the current ...” due to the
absence of preceding study, it is deemed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having secured basic data to be used as
reference in selecting the materials and establishing the
directionality for preservation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rvation management of artworks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pursue continuous studies on the

REFERENC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A report repair of
renovations of Grand Greenhouse of Changgyeonggung
Palace. 348. (in Korean abstract)
Gyeonggi-do, 2002, Suwon WORLD CUP stadium
sculpture park. Gyeonggi-do, 6-7. (in Korean abstract)
Jung, H.Y.,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eramic tile applying the vines: Round decorative tile for
interior floor.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o, S.J. and Ko, P.J., 1992, Urban environmental graphic
design. Mijinsa, Seoul, 102. (in Korean abstract)
Lee, Y.O., 2014, A study on cause and improvement of
side-failure of ceramic til.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Daejeon.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H.N., 2016, A study on ceramic tiles as an expressive
medium in contemporary art.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nam.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M.J., 2012,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ile design
using graphic murals. Monthly Ceramic Art, 2012(2), 35.
(in Korean abstract)

JC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Research Article

이미지 분석을 통한 금속활자본과 번각 목판본의 구별과 번각순서 판정: 뺷남명천화상송
증도가 (南明泉和尙頌證道歌)뺸 여섯 가지 판본 간의 비교
Identification of Metal Type Prints, Recarved Woodblock Prints and Woodblock
Recarving Sequences through Image Analyses: Comparisons among Six
Versions of Jeungdoga Scripts
유우식1,2,*
1

웨이퍼마스터스, 2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Woo Sik Yoo1,2,*
1

WaferMasters, Inc., CA 94568, U.S.A.

2

Institute of Humanities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Received August 10, 2022
Revised September 7, 2022
Accepted September, 20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woosik.yoo@wafermasters.com
Phone: +1-650-796-8396

초 록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간행된 금속활자본과 목판 번각본 고서가 여러 종류 전해지고 있다.
고서에 인쇄방법, 인쇄시기 및 인쇄에 이르게 된 배경을 기록한 간기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간기에
적혀 있는 정보만으로는 인쇄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동일한 고서의 판본이 여러
종류 존재할 경우에는 간기 및 고서 판본 간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 판본의 인쇄방법과 인쇄시
기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13세기에서 16세기에
금속활자와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유사한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
歌)뺸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여 각 판본의 인쇄방법, 인쇄순서와 인쇄시기를 추정하
였다. 동일한 위치에 인쇄된 동일한 글자의 인쇄면적을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번각에 따른
자획 굵기와 인쇄면적이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번각과정에서 글자체의 변형과 여러 글
자에서의 판각 실수도 확인되었다. 여섯 가지 판본 중에서 공인본(空印本)은 1239년 9월 상순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가장 이른 판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나머지 다섯 가지 판본은 목판으로
번각하여 인쇄된 것으로 인쇄순서는 반야사본(般若寺本), 대구본(大邱本), 삼성본(三省本), 종로도서
관본(鍾路圖書館本), 국립중앙도서관본(國立中央圖書館本)의 순으로 판명되었다.
중심어 고인쇄(古印刷), 금속활자본, 번각 목판본, 이미지비교, 이미지분석, 인쇄면적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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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ies. In some cases, there are postscripts that record the printing method, printing period, and
the background that led to the print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printing
dates based solely on that information. When there are several versions of the same old book, it is
possible to obtain evidence that can provide clues to determine the printing method and date of each
version by image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versions. In this study, images of six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Scripts (南明泉和尙頌證道歌) estimated to have been printed with metal type
and woodblocks between the 13th and 16th centu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rinting
method, sequence, and date were estimated. By quantifying and comparing the inked areas of randomly
selected characters and corresponding characters in identical locations of different versions, the increase
in stroke thickness and printing area in recarved versions was confirmed. Deformation and engraving
errors in several characters were found in later versions. Of the six vers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Gongin version (空印本) was printed in early September 1239 with metal type, and is the earliest
version. The other five versions were printed after being engraved with woodblocks in the following
order: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Daegu version (大邱本) in 1472, Samseong version (三省
本), Jongno Library (鍾路圖書館本) in 1526,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version (國立中央圖書館
本).
Key Words Early printing, Metal type print, Duplicated woodblock print, Image comparisons, Ink color

and brightness, Quantification of print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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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기록 등을 참고하여 추정하게 된다. 인쇄방법의 판단
은 인쇄된 글자의 위치, 줄, 모양, 획, 간격, 마멸, 칼자국,

우리나라에는 13세기인 고려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먼
저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사용한 인쇄 선진국이었다. 금속
활자의 발명 이전에는 목판인쇄술이 사용되었고 금속활
자의 발명 이후에도 목판인쇄는 20세기 초인 개화기까지
도 지속되었다(Cheon, 1984; Cheon, 1988; Cheon, 1993a;
Cheon, 1993b; Ok, 2013; Yoo and Yoo, 2022).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한 뺷직지
(直指, Jikji)뺸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뺷백운화
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
節)뺸이 2001년 9월 4일에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
물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우
리나라의 찬란했던 금속활자 인쇄술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권(下卷)만 전해지고 있으며
원본은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UNESCO,
2022). 근래에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인쇄된 고서들이

너덜이(활자 주조시의 결함), 묵색(墨色), 반점, 번짐, 광곽
(匡郭), 어미(魚尾)의 형태 등의 다양한 특징 등이 금속활
자본과 번각본을 구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그러
나 판단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Cho, 2015; Son, 2017; Choy, 2021). 조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주관적 판단하에 고서를 정밀 촬영
한 이미지처리를 통한 종이와 인쇄된 글자의 특징을 추출
하고 정량화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객
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고서의 여러 가지 판본의 인쇄
방법, 인쇄순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
준을 판본 간의 이미지 비교분석을 진행하여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어 소개한다.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서는 주로 서지학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감정을 거쳐 문화유산으로서의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가치를 가늠하게 된다. 고서의 기본적인 정보로 인쇄시기
와 방법을 판정하게 되는데 서지학 분야에서 경험에 근거
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2.1. 연구대상

많다(Cheon, 1993a; Cheon, 1993b; Ok, 2013). 인쇄방법은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뺸는 여러

금속활자본, 목판 인쇄본, 금속활자의 목판 번각본(飜刻

종류가 전해지고 있으나 고려 무신정권의 실력자인 진양

本), 목판본, 목활자본 등으로 구별한다.

공(晉陽公) 최이(崔怡)의 발문(跋文)이 적혀 있는 것은 여

고서의 인쇄시기는 책의 간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인

섯 가지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 글자체까지 매

쇄 시기를 기록한 간기(刊記)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간기

우 유사한 것은 네 종류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게 되고 간기가 없는 경우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모아 판본 간의 이미지를 연

에는 인쇄에 사용된 종이, 인쇄상태, 고서의 내용, 문헌상

구대상으로 하였다. 여섯 가지 판본에 관하여 Table 1에

Table 1. Brief description of six very similar versions of Jeungdoga Scripts (南明泉和尙頌證道歌: The Song of Enlightenment)
Symbol

Name

Printing technique

Printing date

Designation status

A

Gongin version
(空印本)

Metal type (?)

September 1239 (?)

Treasure
June 29, 2012

B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Woodblock

?

-

C

Daegu version
(大邱本)

Woodblock

June 1472

Application denied 2017

D

Samseong version
(三省本)

Woodblock

?

Treasure
May 30,1984

E

Jongno Public Library
version
(鍾路圖書館本)

Woodblock

June 1526

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Seoul City March 11, 2021

F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國立中央圖書館本)

Wood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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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추정된 인쇄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Yoo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A: 공인본(空印本)에 관해서는 금

and Kim, 2021; Yoo, 2022a; Yoo, 2022b). 뺷남명천화상송증

속활자본이라는 주장과 금속활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뺸의 유래와 내용에 관해서는

목판으로 인쇄된 목판본이라는 주장이 50년 이상 대립하

많은 선행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고 있다(Sohn, 1959; Sohn, 1971; Park, 1988; Cheon, 1984;

여섯 가지 판본 중에서 A: 공인본(空印本)과 D: 삼성본

Cheon, 1988; 1988; Cheon, 1993a; Cheon, 1993b; Ok, 2013;

(三省本)은 2012년과 1984년에 각각 보물로 지정되었다.

Cho, 2015; Son, 2017; Park, 2020a; Park, 2020b; Choy,

E: 종로도서관본(鍾路圖書館本)은 2021년에 서울시 유형

2021; Yoo and Kim; 2021; Yoo, 2022a; Yoo, 2022b). 여섯

Figure 1. Images of the first page of six versions of Jeungdoga script (南明泉和尙頌證道歌:
The Song of Enlightenment) with a highlighted character to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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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판본 중에서 간행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C:

et al., 2022))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각 판본 이미지의

대구본(大邱本)과 E: 종로도서관본(鍾路圖書館本)의 두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각 판본에서의 글자 모양의 변화를

가지 판본으로 각각 1472년과 1526년에 인쇄되었다(Song

가시화하고 글자 크기의 변화를 정량화하여 판본 간에 나

and Jung, 2015; Yoo, 2022a; Yoo, 2022b).

타나는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는 소장자와 서지학자들이 고

이미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판본 간의 글자 인

해상도로 촬영된 것과 소장 도서관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쇄면적 변화의 경향성과 인쇄시기와 방법이 정확하게 알

제공받아서 이미지의 배율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 비교

려진 두 가지 판본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정

분석 하였다. F: 국립중앙도서관본(國立中央圖書館本)은

된 각 판본의 인쇄방법, 인쇄순서, 인쇄시기의 타당성을

스캔본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다섯 가지 판본은 사진 촬영

검토하였다.

된 것이다. 여섯 가지 판본의 첫 페이지의 이미지를 Figure
1에 정리하였다. B: 반야사본(般若寺本)은 제1장 전엽과

3. 금속활자본과 목판 번각본의 이미지 비교

후엽(1페이지와 2페이지에 해당)이 없는 상태로 이미지
를 실을 수 없었다. 제1장을 제외한 나머지 43장분은 모두
남아 있어 이미지의 비교분석에 큰 지장은 없다. 각 판본
의 제4행의 12번째 글자인 意자를 흰색 사각형으로 표시

3.1. 판본 간의 개별 글자 모양과 인쇄면적 비교
앞에서 Figure 1에 소개한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

해 놓은 것은 차후 각 판본의 행별 이미지를 사용하여 동

泉和尙頌證道歌)뺸 첫 페이지의 제4행의 글자 중에서 12번

일한 위치의 동일한 글자의 이미지 분석 사례로 사용하는

째 글자인 意자의 모양과 인쇄면적의 차이를 이미지분석

글자이므로 페이지 내에서의 위치를 미리 알려 두기 위함

소프트웨어 PicMan으로 가시화 및 정량화하는 작업화면

이다.

을 Figure 2에 소개하였다. B: 반야사본은 첫 장이 낙장인
관계로 글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나머지 다섯 가지 판본

2.2. 연구방법

의 경우에는 판본별로 글자의 모양에도 차이가 있으며 인
쇄된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A: 공인본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의 인쇄면적은 3,636화소로 계산되나 C: 대구본에서는 면

같은 반곽(半郭)의 크기가 오차 1% 이내로 동일하도록 이

적이 4,963화소로 증가하고 D: 삼성본에서는 4,625화소로

미지의 크기를 조정하여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에 사용하

대구본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A: 공인본과 D: 삼성본 사

였다. 이미지의 배율은 각 판본 이미지의 가로세로의 비

이에는 면적비로 약 27.2% 증가한 셈이다. 인쇄된 글자의

율을 고정하고 상하 광각의 폭이 일치하도록 축척을 조정

모양도 A: 공인본과 C: 대구본 및 D: 삼성본 사이에는 글

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자의 모양과 획의 두께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판본의 이미지 크기 조정 후의 이 이미지는 1화소(pixel)

있다. 이것은 A: 공인본과 C: 대구본 및 D: 삼성본은 근본

의 크기가 92 mm × 92 mm의 해상도에 해당하며 길1 mm

적으로 다른 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판을

는 10.8화소에 해당한다. 인쇄 시의 해상도는 274 dpi (dot

번각하게 되면 판각을 위해서 뒤집어 붙인 판하본(板下

per inch)에 해당한다. 페이지, 행, 글자별로 광곽(匡郭)과

本)을 바탕으로 판각하게 되는데 각수의 심리상태를 고려

글자의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각 판본에서 인쇄된

하면 판하본의 글씨의 안쪽으로 판각하는 것보다는 바깥

글자의 면적을 측정하여 정량적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쪽으로 판각하게 되어 번각본에서는 이전의 판본보다 획

종이의 변색 또는 흑화 정도에 따라서 글자를 구별하기

이 두꺼워지는 경향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각 판본의 종이의 색을 흰색으로 처

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리하여 인쇄된 글자의 윤곽과 영역을 정량화 하기 쉽게

특히 D: 삼성본에서 E: 종로도서관본으로 넘어가면서

가공하였으며 가공 전후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수의 실수로 글자가 바뀌게 되며 F: 국립중앙도서관본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에서도 잘못 판각된 상태로 번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이미지 분석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근래에 문화재

수 있다. E: 종로도서관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이 동일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이미지 분석

한 목판으로 인쇄된 판본일 가능성에 관해서도 검토해보

소프트웨어(PicMan, WaferMasters, Inc., Dublin, California,

았으나 意자를 잘못 판각한 글자의 日과 心에 해당하는

USA (Kim et al., 2019; Yoo, 2020; Yoo and Yoo, 2021; Yoo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et al., 2021a; Yoo et al., 2021b; Yoo et al., 2021c; Chua

있다. 따라서 E: 종로도서관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은

408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Figure 2. A screen capture of PicMan analyzing inked area selection and area measurement of a character 意, the
12th character in line 4 on page 1. (A) Gongin version (空印本), (B)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C) Daegu
version (大邱本), (D) Samseong version (三省本), (E) Jongno Public Library version (鍾路圖書館本) and (F)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國立中央圖書館本).
서로 다른 판본이며 먹색은 옅지만 글자의 인쇄면적이

적인 판단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단의 객관

3,884화소에서 4,739화소로 약 22.0% 증가하는 것으로 보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 판본의 이미지를

아 F: 국립중앙도서관본은 E: 종로도서관본을 저본(底本)

수집하여 비파괴적인 방법인 이미지비교 및 분석을 통하

으로 번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여 결론을 얻게 된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

C: 대구본과 E: 종로도서관본에는 최이의 발문 다음에 간

이다.

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 번각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판본 중에서 글자의

3.2. 판본 간의 행별 글자 모양과 인쇄면적 비교

획이 가장 가는 것이 가장 먼저 인쇄된 것이고 번각을 거

특정한 글자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게 될 경우, 특별

듭하면서 글자의 획이 두꺼워져 글자도 커지고 인쇄면적

한 경우만을 골라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

도 넓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 종로

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글자를 추출

도서관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잘못 판각된 意자의

하여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작위의 진실성에 관한 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번각을 하는 경우에는 앞의

문이 제기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판본에서 결함이 있더라도 결함까지도 그대로 답습하여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가 확보 가능한 첫 페이지인 제3

판각하는 것이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

페이지(제2장 전엽에 해당)에서 글자가 가장 많이 인쇄된

지 판본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지 않고 눈대중

첫번째 행인 제3행에 인쇄된 15글자(南朙禪師泉公昔居千

으로 페이지별로 판식과 글자의 배열 내용만을 훑어보고

頃復頌證道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개별 글자의 모양과

판단하게 되면 판본 간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이제

인쇄된 글자의 면적의 판본 간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정량

까지는 이러한 이미지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

화하였다. Figure 3에 여섯 가지 판본의 15글자의 이미지

문에 경험이 풍부한 서지학자들의 눈썰미에 의존한 주관

를 비교하고 인쇄된 글자만 남기고 종이의 색을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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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ages of 15 characters in the 3rd line on page 3 of all six versions before and
after inked area selection by threshold switching using PicMan. (A) Gongin version (空印本),
(B)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C) Daegu version (大邱本), (D) Samseong version
(三省本), (E) Jongno Public Library version (鍾路圖書館本) and (F)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國立中央圖書館本).
Switching 기능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처리하여 글자의 윤

교하더라도 A: 공인본에 비하여 B: 반야사본, C: 대구본,

곽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한 예를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D: 삼성본, E: 종로도서관본, F: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순서

앞의 예처럼 글자를 한 자씩 비교할 경우에는 글자 간의

로 면적이 5.6%, 24.9%, 39.3%, 20.1%, 36.8% 증가한 것으

작은 차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행별로 비교하는 경우에

로 나타났다. E: 종로도서관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의

는 육안으로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경우에는 D: 삼성본에서 번각하면서 글자의 모양이 크게

종이의 색상이 판본마다 다른 경우에는 글자와 종이의 명

변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별로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해

도 대비의 차이가 판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보인다. 번각에 따른 인쇄면적의 증가율을 보면 A: 공인

더욱 어려워진다. 페이지별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 기억에

본에서부터 D: 삼성본까지는 번각 단계별로 각각5.6%,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글자의 크기나 모양이 현저하

18.2%, 11.5% 증가하고, E: 종로도서관본에서 F: 국립중

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판본을 육안으로 판단

앙도서관본으로 번각할 때의 인쇄면적 증가율은 13.9%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타났다. 따라서 번각할 때마다 인쇄면적이 단조롭게 증

본 연구에서는 Figure 2의 해상도로 글자별로 인쇄면적

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글자별, 판본별로 정리

Figure 4에 매우 유사한 판본인 A: 공인본, B: 반야사본,

하였다.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A: 공인본부터 B: 반야사

C: 대구본, D: 삼성본의 네 가지 판본에 인쇄된 南朙禪師

본, C: 대구본, D: 삼성본, E: 종로도서관본, F: 국립중앙도

泉公昔居千頃復頌證道歌 15자의 글자의 글자별 면적의

서관본의 순서로 인쇄면적이 단조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頌, 證 2자의 경우에는 B:

이 확인된다. 제3행 15자 전체의 인쇄면적을 기준으로 비

반야사본에서 인쇄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인쇄면적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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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inked area per character in six versions and increase of inked area per recarving step
Unit: pixels
No.

Character

A

B

C

D

E

F

1

南

3,375

3,585

4,225

4,487

4,508

4,496

2

朙

3,504

3,639

5,036

5,411

3,943

4,922

3

禪

4,624

3,757

5,258

5,529

4,365

5,230

4

師

2,771

4,424

3,959

4,052

3,248

4,143

5

泉

3,130

4,008

4,403

4,813

3,303

4,119

6

公

1,154

1,200

1,939

2,522

1,928

2,366

7

昔

3,041

3,752

3,940

5,064

3,388

4,032

8

居

2,813

2,859

3,662

4,476

3,202

4,238

9

千

1,514

1,624

2,044

2,630

2,042

2,536

10

頃

3,608

3,829

3,746

4,595

3,986

4,477

11

復

3,977

3,837

4,721

5,314

4,695

6,105

12

頌

3,531

2,523

4,143

4,942

4,473

4,682

13

證

3,585

2,979

4,778

5,175

5,693

6,136

14

道

3,562

4,120

4,029

4,185

4,806

4,568

15

歌

4,424

5,219

4,831

4,531

4,819

4,456

Sum (pixels)

48,613

51,355

60,714

67,725

58,399

66,506

Increase from A (%)

Reference

5.6%

24.9%

39.3%

20.1%

36.8%

Increase per recarving (%)

Reference

5.6%

18.2%

11.5%

Reference

13.9%

Figure 4. Comparisons of inked area per character in the 3rd line in page 3 of four nearly
identical versions.
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매번 번각을 하면서

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자의 획이 두꺼워져 인쇄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이 확인

南朙禪師泉公昔居千頃復頌證道歌 15자의 면적의 합

된다. 마지막 글자인 歌의 경우에는 광곽에 가깝기 때문

을 여섯 가지 판본에 대하여 판본별로 비교하여 그래프로

에 인쇄 시 종이를 문지르는 압력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작

표현하면 Figure 5와 같다. A: 공인본, B: 반야사본, C: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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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ends of increase in inked area due to recarving woodblocks.
Interruption of trend was found between the version D: Samseong version (三省
本) and D: Jongno Library version (鍾路圖書館本) due to woodblock recarving
based on an upside-down copy of newly handwritten characters in 1526.
구본, D: 삼성본의 네 가지 판본 간의 관계는 A: 공인본을
저본으로 하여 목판으로 번각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E: 종로도서관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의 경우에는 D:
삼성본보다 면적이 좁은 것은 새롭게 번각하면서 글자의
모양이 현저하게 변형된 결과이다. 아울러 E: 종로도서관
본과 F: 국립중앙도서관본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쇄면적이 13.9% 증가한 것은 F: 국립중앙도
서관본이 E: 종로도서관본을 저본으로 번각이 이루어졌
음을 시사하고 있다.

3.3. 서지학자들의 주장의 모순
서지학자들은 A: 공인본은 종이의 질이나 인쇄상태로
판단할 때 D: 삼성본보다 한참 후대에 인쇄된 것으로 주
장해왔다(Cheon, 1984; Cheon, 1988; Cheon,1993b). 그 원
인으로 든 것은 목판을 많이 사용하면서 마멸되어 획이
가늘어졌다는 주장으로 현재 대부분의 서지학자들도 같
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
장이다. 이것이 A: 공인본이 번각된 목판으로 인쇄된 목

Paper
Woodblock wear

Paper

Inked Area Increase

Woodblock wear

Inked Area
Increase

Figure 6. Possible effect of woodblock wear and tear on printed characters.
Increase of character size and width of strokes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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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목판이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멸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검토해볼 필요가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려

있다.

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Figure 6에 목판의 이미지와 목판의 단면을 도식화해
보았다. 목판에 글자를 판각할 경우, 목판 이미지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직각보다 각도가 큰 둔각으로 판
각을 하기 때문에 목판이 마멸될 경우에는 글자의 획이
두꺼워지게 된다. 그러나 획은 전체적으로 두꺼워지지만
삐침과 같은 예각의 구성요소는 두루뭉실하게 무너지게
된다. Figure 2의 C: 대구본, D: 삼성본의 即, 言, 皆자에서
보이는 글자의 수려함은 목판을 새롭게 번각하면서 각수
의 예술혼이 더해지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유리한 증거만을 골라서 제시하거
나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3.4. 공인본에서만 나타나는 주물제작 결함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뺸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정
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주물로 금속활자를 제작할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결함이 발견되는 판본은 A: 공인본이
유일하다. 금속활자의 주물 제작 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되는 결함(Park, 1988; Park, 2020a; Park, 2020b)이 50개
이상 발견되었다. Figure 7에 제41페이지에서 발견된 捨,
休, 慧, 正, 4개의 금속활자 주물제작 결함을 정리하였다.
동일한 위치의 동일한 글자가 각 판본마다 어떻게 다른지

Figure 7. Four examples of metal casting defects (highlighted in red color) observed only
from the A: Gongin version (空印本). Corresponding characters in other five versions of
the B: Banyasa Temple version (般若寺本) C: Daegu version (大邱本), D: Samseong version
(三省本), E: Jongno Public Library version (鍾路圖書館本) and F: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國立中央圖書館本) are shown fo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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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할 수 있다. 주물로 활자를 제작할 때 생긴 것으로

2022b)에서 소개한 글자모양의 변화, 목리문의 발생, 목판

판단되는 결함은 유일하게 A: 공인본에서만 발견되고 다

의 손상으로 인한 획탈락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인쇄순서

른 판본에서는 유사한 인쇄특징도 찾아볼 수 없다.

를 판정하였다. 다섯 가지 판본의 인쇄순서는 B: 반야사

이것은 A: 공인본이 최이의 발문에 적힌 대로 금속활

본(般若寺本), C: 대구본(大邱本), D: 삼성본(三省本), E:

자를 주조하여 인쇄된 것으로 1239년 9월 상순에 인쇄된

종로도서관본(鍾路圖書館本), F: 국립중앙도서관본(國立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中央圖書館本)의 순으로 판명되었다.

1959년부터 1988년까지는 F: 국립중앙도서관본, D: 삼성

고서에 인쇄 방법, 인쇄 시기 및 인쇄에 이르게 된 배

본과 A: 공인본만 세상에 알려진 상태였다. 모든 판본에

경을 기록한 간기가 없더라도 동일한 고서의 판본이 여러

최이의 지문이 적혀 있었고 인쇄상태가 양호한 F: 국립중

종류 존재할 경우에는 고서 판본 간의 이미지를 비교 분

앙도서관본과 D: 삼성본은 목판인쇄본의 특징이 명확하

석하여 각 판본의 인쇄방법과 인쇄시기를 합리적으로 추

게 나타났으므로 목판인쇄본으로 결론 내려지게 되었고

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A: 공인본은 판식이 같다는 이유로

였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서지학자들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뺸 공인본(空印本)은 뺷직지뺸가 인

의 느낌만으로 목판인쇄본으로 평가절하되어 현재에 이

쇄된 1377년보다 138년 앞선 시기로 뺷상정고금예문뺸이

르고 있다. 뺷직지뺸보다 인쇄시기가 138년이나 빠르고 현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1234년의 5년 후에 해당한다.

존하는 세계최고(世界最古)의 금속활자본일 가능성이 매

현재는 뺷직지뺸가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우 높은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뺸의 A: 공인본에 대한 재조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뺸 공인본(空印本)이 금속활자로 인
쇄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될

4. 고찰 및 결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뺷남명천
화상송증도가뺸의 인쇄방법, 인쇄순서 및 인쇄시기의 판
정에 관하여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한 인쇄된 글자의
특징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종래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
역에서 객관적인 판단의 영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13세기에서 16세기에 금속활자와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
로 추정되는 매우 유사한 여섯 가지 판본의 이미지를 비
교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근거로 각 판본의 인쇄방법, 인
쇄순서와 인쇄시기를 추정하였다. 동일한 위치에 인쇄된
동일한 글자의 인쇄면적을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방법으
로 번각에 따른 자획의 굵기와 인쇄면적이 증가되는 현상
과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목판의 거듭되는 번각과정에서
글자체의 변형과 여러 글자에서의 판각 실수도 확인되었다.
금속활자 주조 시에 발생한 결함이 함께 인쇄된 글자
의 유무와 인쇄상태의 특징, 글자의 모양, 글자를 구성하
는 획의 굵기, 인쇄면적의 대소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였
다. 여섯 가지 판본의 개별 글자, 행별, 페이지별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A: 공인본(空印本)은 1239년 9월
상순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여섯 가지
판본 중에서 가장 이른 판본이며 금속활자로 인쇄된 원본
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나머지 다섯 가지 판본은 금속활
자본을 목판으로 번각하여 인쇄한 것으로 인쇄면적의 증
가경향과 다른 논문(Yoo and Kim, 2021; Yoo, 2022a; Yoo,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위한 준비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
없는 뺷직지뺸의 명예에만 안주하지 말고 1239년의 인쇄 당
시부터 국내에 남아 있으며 어언 800년간 우리 민족의 곁
에서 동고동락을 함께해온 뺷남명천화상송증도가뺸 공인
본(空印本)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인쇄기술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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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 궁궐 안의 공간을 분할하거나 궁중의 특정한 공간을
장엄하기 위해 제작된 대표적인 궁중장식화이다. 과거에 여러 차례 수리되었으나 어좌 뒤에 설치되
어 외부 자외선과 오염으로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인정전영건도감의궤(1805) 등의 문헌기록과
유사유물을 비교⋅연구하여 조선시대 일월오봉도의 장황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보존
처리 후 장황하였다. 장황 과정에서 회장 비단을 새로 제작하여 금박을 접착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병풍에 회장 비단이 장황된 경우를 가정하여 접착제의 적절한 농도와 금박의 안정화 처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점도, 접착력 등을 측정하여 접착제의 특성을 비교하고, 접착된 금박의 안정화
처리 전⋅후 색도, 광택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금박 접착에는 농도 5%의 토끼아교와 농도 4%
풀가사리를 5:1(v/v) 비율로 배합한 접착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박 표면에
농도 1%의 토끼아교를 덧칠했을 때 금박의 황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표면의 묻어남을 방지하여
안정화 처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심어 일월오봉도, 장황, 금박, 토끼아교, 풀가사리, 창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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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in Injeongjeon, Changdeokgung

Palace is a representative royal decorative painting made to divide the space inside the palace or to
decorate and direct a specific space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inting has been repaired several
times, but severely damaged by external ultraviolet rays and pollution. To study the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from the Joseon Dynasty, records and similar cultural heritages
were researched. Conservation treatment was perform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concentration of adhesive and gold leaf stabilization treatment. The study
assumed that the silk was mounted on a folding screen to make a new decorative silk and attach
gold leaf during the mounting process. Properties of the adhesives were compared by observing and
measuring viscosity and adhesion, and color values, and gloss of the specimens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treatment. The most suitable adhesive for gold leaf adhesion was rabbit skin glue 5%
and funori 4% in a 5:1(v/v) ratio. In addition, when the gold leaf surface was coated with 1% rabbit
skin glue, the yellow color of the gold leaf was further emphasized. This stabilization treatment was
effective in preventing peeling of the gold leaf surface.

Key Words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Mounting, Gold leaf, Rabbit skin glue,

Funori, Changdeokgung Palace

1. 서 론

어좌(御座) 뒤에 놓였다(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22). 왕실의 의례에 사용한 일월오봉도는 궁중장식화로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는 화면 상단에 해와 달을 배

서 왕실의 번영과 왕의 장수를 희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

치하고 중단에 다섯 봉우리와 폭포, 하단에 파도와 소나

다. 또한, 일월오봉도는 병풍(屛風), 부벽화(付壁畵), 삽병

무 등을 그린 회화 작품으로 조선시대 궁궐 정전(正殿)의

(揷屛), 장지(障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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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in Injeongjeon, Changdeokgung
Palace.
진연이 열린 곳이라든지 혼전, 빈전, 진전 등에 각각 배설

로 제작되었다. 병풍틀 앞⋅뒷면에는 시권(試券)2) - 1960

(背設)되어 조선시대 궁궐 안의 공간을 분할하거나 궁중

년대 신문지 순서로 배접하고,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청

의 특정한 공간을 장엄하고 연출하였다(Moon, 2013). 그

색의 광목으로 1폭에서 4폭까지 뒷면 전체와 하단부를 감

중에서도 국가 의례가 열리는 궁궐 정전의 화려한 당가

싼 뒤, 병풍 앞면에 그림을 올리고 회장(回粧) 비단을 두

(唐家)는 왕의 위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장 비단은 가장 안쪽부터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08). 궁궐 정전에 목

적색 무문(無紋) - 흰색 무문 - 주황색 운보문(雲寶紋) -

조물로 당가를 세운 후 일월오봉도를 제작한 대표적인 사

흰색 무문 명주 띠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으며 회장 비단

례는 덕수궁 중화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이 있

에 금박 문양은 없었다(Figure 2).

다(Jeon, 2020). 특히 현재 창덕궁 인정전 당가의 모습은

창덕궁 인정전과 일월오봉도는 일제강점기와 근대에

경복궁 근정전, 덕수궁 중화전 당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들어 수차례 보수되었기 때문에 뺷인정전영건도감의궤(仁

다른 정전들의 당가에는 용상과 곡병 뒤편으로 커다란 일

政殿營建都監儀軌)뺸(1805)와 뺷인정전중수도감의궤(仁政

월오봉도 대병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창덕궁 인정

殿重修都監儀軌)뺸(1857)의 기록에서 일월오봉도의 옛 모

전 당가에는 그것보다 작은 4폭의 일월오봉도 병풍과 사

습과 사용된 재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Cultural Heritage

령도 장식이 상⋅하 2단으로 설치되어 있다(Figure 1).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는 4폭 첩병(貼屛)1) 형식으
1) 여러 폭의 종이나 비단을 돌쩌귀식으로 엇갈리게 붙여 연결
한 병풍. 절첩과 마찬가지로 아코디언식으로 접어 간단하

게 이동⋅보관할 수 있는 병풍이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08).
2)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합격하지 못한 낙폭(落幅) 시권
을 병풍틀 배접지로 재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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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mounting silk of the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in Injeongjeon, Changdeokgung Palac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1; Park, 2021b). 또한, 궁궐

와 왕권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부와 권력을 나타내

에서 조성된 일월오봉도들의 장황 형태 및 회장 금박 문

는 상정성을 지닌다(Seo, 2011). 조선시대에 저술된 서유

양의 표현 등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Jeon, 2020; Cultural

구의 뺷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뺸와 이규경의 뺷오주서종박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21; Park, 2022c)를

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뺸에는 금박을 만드는 법이 기

종합하여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의 장황 복원에 반영

재되어 있는데, 중국 명대에 저술된 뺷천공개물(天工開物)뺸

하였다.

제련(製鍊)편에서 “금박(金箔)을 만들려면 금을 쳐서 박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장황 과정에서 과거 회장

편을 만들고, 다시 오금지(烏金紙)3)에 싸서 쇠망치로 힘

비단을 제거한 후, 녹색 운보문단의 회장 비단을 새로 제

껏 쳐서 얇게 펼쳐서 만든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작하여 금박으로 원형과 반원형의 꽃문양이 교차되도록

(Sim et al., 2009). 현재 국내에서 손으로 금을 두드려 만

접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폭 병풍에 회장 비단이 장황

드는 수공 금박기술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

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단 표면에 금박을 접착할 때 접착

산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종류가 다양하

제의 흔적으로 인한 얼룩이 남지 않고, 표면 경화가 일어

지 않은 실정이다(Sim et al., 2009; Yu et al., 2014). 본 실

나지 않는 접착제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접착된 금

험에서는 동양금박(KOR)의 순금 99.9%, 두께 1.2 µm, 크

박의 표면에 잔류하는 기름을 제거하여 접촉으로 인한 묻

기 5.5 × 5.5 cm의 금박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어남을 방지하고, 박리⋅박락 등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
는 안정화 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

2.1.2. 접착제

루어진 일월오봉도에 관한 보존과학적 연구로는 채색안

접착제는 문헌기록과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토끼아교,

료에 대한 분석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Han and Hong,

풀가사리, 어교를 사용하였다. 아교는 뺷가례도감의궤(嘉

2005; Choi, 2020).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禮都監儀軌)뺸(1759) 이방의궤(二房儀軌)의 품목질(稟目

와 해반도도는 과학적 분석과 원형실측, 의궤 기록 조사

秩)에서 부금장(付金匠)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아교 4냥,

등을 통하여 원형의 장황으로 복원한 바 있다(Ahn et al.,

사발 1닢, 석자황(石紫黃) 1냥, 명주 2자, 풀솜 4돈(錢), 황

2014). 본고에서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접착제의 특성

필(黃筆) 1자루[柄]로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에 의한 금박의 형태적 변화를 확인하여 전통 장황의 보

(Yu et al., 2014; Park, 2022c). 아교는 회화 및 문화재 보수

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 많이 이용되는 천연접착제로서, 과거에 금박을 접착할
당시 사용한 접착제와 가장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재료 및 방법

(Hong, 2010). 본 실험에서는 동양회화의 제작이나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교에 관한 접착특성 연구(Ahn, 2010)를

2.1. 연구재료
2.1.1. 금박

금은 예로부터 매우 구하기 힘든 귀한 금속으로 종교

3) 중국의 쉬저우, 항저우 등지에서 산출된다. 바닷가에서 나
는 큰 대나무의 껍질을 등잔불의 연기로 그을려서 만든다.
오금지 한 장으로 금박을 50차례 치고 버린다(Jeong,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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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list of gold leaf with adhesive
No.

Silk

Gold leaf

1
2
3
4
5

Satin damask
+
Hanji

Gold
(99.9%)

Adhesive

Sample name

Rabbit skin glue (5%)

G5

Rabbit skin glue (10%)

G10

Funori (4%)

F4

Rabbit skin glue (5%) : Funori (4%) 5 : 1 (v/v)

GF

Fish glue : Glycerin (10%) 1 : 1 (v/v)

FG

참고하여, 저농도에서도 안정적인 접착강도를 나타내고

세린을 액상 어교와 1:1(v/v) 비율로 희석하여 본 실험에

유연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로 인한 표면손상을 예방할

사용하였다.

수 있는 토끼아교(Rublev Colours, Rabbit Skin Glue, USA)
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재 보존과 기법(Lee, 2014)
에서 화면에 금박을 접착할 때, 농도 5%의 토끼아교와 농
도 4%의 풀가사리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토끼아교의 농도를 5%로 적용하였다. 또한, 금박이 직물
에 직접 접착되기 때문에 고농도인 토끼아교 10%도 적용
하였다.
풀가사리는 예로부터 주로 식용과 접착제로 사용되었
으며, 문화재 수리나 금박 작업에 꼭 필요한 재료이기도
하다(Lee, 2014). 풀가사리는 용도에 따라 추출 방법을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실험에서는 풀가사리
(TALAS, Funori Sheets, USA)를 물에 담가 추출하는 침적
추출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4) 풀가사리의 농도는 위에
서 언급한 금박 접착 방법을 참고하여 농도 4%를 적용하
였으며, 농도 5% 토끼아교와 4% 풀가사리를 혼합한 접착
제는 예비실험 결과 5:1(v/v)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금박의 표면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실
험에 적용하였다. 어교는 과거에는 활의 제작이나 목재류
의 접착에 사용하거나 채색, 아교포수, 니금(泥金) 등의
회화용으로 사용되었다(Ahn, 2010). 전통 방법으로 말린
민어의 부레를 끓여 얻은 교액을 사용하면 순도가 낮아
사용감이 부드럽지만, 불순물 함유량이 많고 부패하기 쉽
다는 단점이 있어 본 실험에서는 액상 어교(TALAS, Fish
Glue, US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어교는 다른 접착제
에 비해 고강도⋅고점도이기 때문에 금박을 접착할 때 원
액을 사용하면 건조 후 급격한 화면 수축에 의한 표면 균
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연성 향상과 건조 후 수
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 실험 결과 농도 10%의 글리
4) 풀가사리는 추출 방법에 따라 물에 담가 추출하는 침적 추
출과 끓는 물에 중탕하는 중탕 추출이 있다. 추출 방법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는데, 침적 추출한 풀가사
리보다 중탕 추출한 풀가사리의 농도와 점도가 더 높으며
불투명하다. 따라서 유물에 직접 도포할 때 침적 추출한
용액을 사용하면 잔류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Lee, 2014).

2.2. 연구 방법
2.2.1. 시편제작

문헌조사와 예비실험을 통해 선정한 5종의 접착제로
금박을 접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접착력 측정용 시
편은 따로 제작하였으나 사용한 접착제에 따라 시편명은
동일하게 표기하였다(Table 1). 시편은 창덕궁 인정전 일
월오봉도의 복원용 회장 비단으로 제작된 운보문단(雲寶
紋緞, 밀도 620 × 225/5 cm)을 의령에서 제작한 한지(평량
23.1 g/m2)와 배접하여 건조한 후, 7 cm 폭으로 재단하였
다. 운보문단 위에 꽃문양으로 재단한 OHP필름을 올려
문양 안쪽에 각각 5종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금박을 올려
약 60℃로 열을 가한 뒤 솜으로 두드린 후 문양 모서리를
대나무 집게로 문질러 접착하였다. 금박 접착이 완료된
시편은 항온항습(22 ± 2℃, 상대습도 50 ± 5%)의 환경에
서 7일간 건조시켰다. 접착력 측정용 시편 또한 5종의 접
착제를 운보문단에 도포한 후 3 × 3 cm 크기의 금박을
올려 앞의 시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2.2.2. 금박 접착력

접착제에 따른 금박의 형태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80D, Canon, JPN)를 이용하여 접착제별 금
박 시편을 촬영하고, 휴대용 디지털현미경(DG-3x, Scalar,
JPN)으로 접착 직후 동일지점을 25배, 100배 확대하여 표
면의 미세한 부분을 관찰하였다. 또한, 금박 접착 후 건조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7일 건조 후
형태변화가 발생한 지점을 25배, 50배로 촬영하였다. 접
착제의 특성이 금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물성평
가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접착제의
점도는 점도계(DV2T, Brookfield, USA)와 점도 측정(KS
M ISO 2884-2) 규정에 의거하여 3회씩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접착력 측정은 셀로판테이프법(KS K 0740)5)
을 응용한 선행연구(Hong, 2010)를 참고하였다.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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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 and stabilization treatment analysis conditions
Sortation

Standard

Mesuring equipment

Analysis condition

Viscocity

KS M ISO 2884-2

DV2T, Brookfield, USA

Spindle: 61
Speed: 100 rpm
End condition: 1′
Single point: 30″
Temperature: 28 ± 0.5℃

Adhesive strength

KS K 0740

3M, Post-it Super Sticky, USA

Weight: 258 ± 5 g
Time: 30″
3 times

Color value &
Color difference

KS A 0063

CM-700d, Konica Minolta, JPN

Average after 3 times of measurement

Glossiness

KS M ISO 2813

KSJ, MG268-F2, CHN

Measuring angle: 60°
Average after 5 times of measurement
(Exclude minimum and maximum values)

A

B

C

D

Figure 3. Adhesive strength test (A: Put a Post-it on the gold leaf, B: Put a weight on the Post-it, C: Pressing for 30
seconds, D: Put down the weight and detach Post-it).
셀로판테이프의 경우 접착력이 커 유물의 금박 접착력을

용하여 금박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대상으로 안정화 처

판정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접착력이 일반

리 실험을 실시하였다. 금박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찢

Post-it보다는 크고 셀로판테이프보다는 작은 포스트잇

어질 정도로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

(3M, Post-it Super Sticky, USA)의 끈끈한 부분을 이용하였

도록 대나무 집게를 사용해 붙여야 한다. 또한, 접착한 후

다. 접착력 측정용 시편의 금박 위에 Post-it을 1.5 × 1.5 cm

에도 표면에 잔류하는 기름기로 인해 금박이 묻어나와 표

로 잘라 붙이고, 추(258 ± 5 g)를 올려 일정한 압력을 준 후
30초 후 떼어내 Post-it에 붙은 금박의 형태와 면적을 비교
하여 접착력을 판별하였으며 시편당 3회씩 실시하였다
(Figure 3). Post-it에 붙은 금박의 형태와 면적을 판정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KS 0740에 제시된
판정사진(Figure 4)과 Post-it에 붙은 금박의 형태를 비교
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후 금박이 붙은 Post-it의 표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으
로 금박이 접착된 부분과 접착되지 않은 부분의 색상을
흑백으로 대비시켜 픽셀수를 세는 방식으로 Post-it에 붙
은 금박의 면적을 계산하여 접착력을 판정하고 비교하였다.
2.2.3. 금박 안정화 처리

금박 접착 실험을 통해 선정한 접착제 1종(GF6))을 사
5) 셀로판테이프를 일정한 압력으로 기모된 천에 부착시켰다
가 뗀 후 테이프에 붙은 모우(毛羽)의 양으로 등급을 판정하
는 방법이다(Hong, 2010).

Figure 4. Standard of adhesive strength (KS K 0740).
6) 농도 5% 토끼아교와 4% 풀가사리풀을 5:1(v/v)로 배합한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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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박리⋅박락 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값을 산출하였다.

로 금박 접착 후 표면에 아교와 명반을 혼합한 반수를 발

3. 연구 결과

라주면 공기의 접촉을 막아 변색을 방지하고 표면을 보호
할 수 있으며, 접착한 금박 위에 채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수를 사용하고 있다(Jeong, 2001). 그러나 명반의 과다
사용은 산화의 원인으로 유물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아교, 명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3.1. 금박 접착력
3.1.1. 표면 관찰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회화 반수처리에 대한

접착제별 금박의 접착 표면이 건조시간에 따라 변화되

연구(Jeong, 2015)와 금박 접착과 표면 반수처리 방법(Lee,

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접착 직후(Table 4)와 7일 건조

2014)을 참고하여 교반수(토끼아교 2% + 명반 0.1%)와 아

후(Table 5)로 표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운보문단은 바

교수(토끼아교 1%)를 표면 안정화처리제로 선정하였다.

탕과 문양의 직조 방식이 달라 표면이 균일하지 않기 때

붓으로 금박 위에 얹듯이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작업하였

문에 금박을 접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도 5%와

으며, 총 3회 두 종류의 표면 안정화처리제를 덧칠하여

10%의 토끼아교를 도포하여 금박을 접착한 G5, G10 시편

7일 동안 완전히 건조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의 경우 금박 접착 직후 표면이 매끈하고 은은한 광택을

금박의 안정화 처리 전⋅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휴

띠어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으나, 7일 건조 후 가장

대용 디지털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의 미세한 부분을 관

자리가 완전히 접착되지 않아 말려 올라간 부분들이 관찰

찰하고, 접착력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에 접착된

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농도 4%의 풀가사리를 사용하

금박 위에 Post-it을 붙인 후 Post-it에 붙은 금박의 형태와

여 금박을 접착한 F4 시편의 경우 운보문단의 바탕에 금

면적을 비교하여 박리⋅박락 방지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

박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아 표면이 매끈하지 않았고, 금

한, 금박의 안정화 처리 전⋅후 표면 색도와 광택도를 측

박이 일부 박락되어 꽃문양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부분이

정하였다. 색도 측정은 색도계(CM-700d, Konica Minolta,

나 일부 표면 들뜸도 관찰되었다. 풀가사리는 토끼아교에

JPN)를 이용하여 동일지점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

비해 점성은 뛰어나지만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박이

출하였다. 금박 색상의 변화 정도는 색차 표시 방법(KS

운보문단 표면에 완전히 접착되지 못하고 건조된 것으로

A0063)에 의거하여 L*a*b* 표색계의 색차값(△E)을 계산

보인다.

해 색상의 변화를 수치로 정리하고, 각 색차에 대한 판정

반면, 토끼아교와 풀가사리를 배합한 GF 시편의 경우,

은 미국 국립 표준 사무국(National Bureau of Standard,

접착된 금박은 은은한 광택을 일정하게 지니며 표면 상태

NBS)에서 제정한 단위로 색차 값에 따라 인식되는 평가

도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풀가사리의 추출용액은

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금박의 접착 후 발생하는 지나

겔화되기 어렵고 점성이 높으며, 물로 제거할 수 있기 때

친 광택은 유물과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에 가역성 있는 접착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Noriko et

금이 지니는 상징성이 희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화

al., 2004; Park, 2022a). 따라서 풀가사리를 토끼아교에 혼

처리 전⋅후 광택측정기(KSJ, MG268-F2, CHN)를 이용하

합한 접착제를 비단표면에 도포하면 풀가사리의 점성으

여 금박의 광택을 측정하였으며, 광택값 측정(KS M ISO

로 직물 표면의 미세한 공극 사이사이에 유입되어 표면

2813) 규정의 시료 표면 특성에 따라 측정값 60°에 적용하

사이징 효과7)를 내고, 토끼아교의 접착력이 더해져 금박

여 동일지점 5회 측정 후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

을 효과적으로 접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교로
접착한 FG 시편은 금박이 접착된 표면의 상태는 안정적

Table 3. Evaluation standard of color difference (N.B.S. unit)
ΔE

The sensible expression of
color difference

0∼0.5

Trace

0.5∼1.5

Slight

1.5∼3.0

Noticeable

3.0∼6.0

Appreciable

6.0∼12.0

Much

Over 12.0

Very Much

이었으나, 고점도이기 때문에 도포 후 건조되면서 표면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회장 비단과 금박의 표면경화와 금
박 표면균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금박을
7) 사이징이란 종이에 물이나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내수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제지공정 작업 중 하나이다. 한국 전통
회화에서는 주로 종이, 견, 마 등에 그려지는데, 천연상태의
바탕재로 다공질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색을 칠하면
번짐 등의 결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
이징 처리(전처리 작업)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교포수(교
반수) 작업이 있다(Jeon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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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old leaf images of macroscopy and microscopy depending on adhesives (shortly after adhesion)
Sample name

Macroscopic image

Microscopic image
(× 25)

(× 100)

G5

G10

F4

GF

FG

접착하는 과정에서 금박 문양 영역을 벗어나 장황 직물

사리의 점성이 추가되면서 점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표면에 잔류한 부분은 건조 후 광택 및 도막이 형성되어

다. 어교와 농도 10%의 글리세린을 1:1(v/v) 로 혼합한 접

수정이나 제거가 어렵고, 눈에 띄는 얼룩으로 남기 때문

착제에서 점도를 측정한 결과 18.16 cP를 나타냈고 이는

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도 10% 토끼아교의 점도 측정결과(17.45 cP)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3.1.2. 점도 측정

금박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점도 측정 결과를 그래
프로 나타내었다(Figure 5). 농도 5% 토끼아교가(11.60 cP)
농도 10% 토끼아교(17.45 cP)에 비해 낮은 점도 값을 나타
내어 아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점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도 4%의 풀가사리 점도는 28.32 cP
를 나타내었으며, 농도 5%의 토끼아교와 농도 4% 풀가사
리의 배합비율이 5:1(v/v)인 접착제에서 가장 높은 점도인
55.17 cP를 나타냈다. 이는 자체적으로도 점성을 가지고
있는 풀가사리와 점성이 비교적 낮은 아교의 물성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점성이 낮은 아교에 풀가

Figure 5. Results of viscosity fo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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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old leaf images of macroscopy and microscopy depending on adhesives (7 days dry after adhesion)
Sample name

Macroscopic image

Microscopic image
(× 25)

(× 50)

G5

G10

F4

GF

FG

3.1.3. 접착력 측정

하였을 때 농도 10%의 토끼아교로 접착한 G10 시편의

금박 시편에 Post-it을 붙이고 일정한 압력을 준 후

Post-it 금박 잔존 비율이 16.10%로 접착력이 가장 높은

Post-it에 접착된 금박의 형태와 면적을 이용하여 접착력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풀가사리풀로 접착한 F4 시

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먼저 KS 0740을

편의 경우 금박 잔존 비율이 75.52%로 접착력이 매우 낮

응용하여 금박이 접착된 Post-it을 판정사진과 비교하여

게 나타났다. 이는 풀가사리의 고점도로 인하여 금박이

접착력의 등급을 판정하였다. 사진의 등급은 1급에서 5급

비단 표면에 완전히 밀착하여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까지 5단계로 되어있으며, 1급은 가장 심한 것이고 5급은

Post-it을 제거했을 때 붙은 금박이 넓은 면적으로 떨어져

가장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농도 5%의 토끼아교와 농도

을 내려야 하므로 판정하는 사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4%의 풀가사리풀을 5:1(v/v) 비율로 배합하여 접착한 GF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시편은 금박 잔존 비율이 35.34%로 비교적 우수한 접착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Hong, 2010). 이후 Adobe

력을 보였는데, 이는 표면관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풀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st-it에 금박이 접착된

가사리의 점성이 직물 표면의 미세한 공극을 채우고 아교

부분과 접착되지 않은 부분의 색상을 흑백으로 대비시킨

의 접착력이 더해져 금박의 박락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

후 픽셀수를 세는 방식으로 박락된 금박의 면적을 계산하

다. 어교와 농도 10% 글리세린을 1:1(v/v)로 배합하여 접

였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접착력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착제의 접착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착한 FG 시편은 금박 잔존 비율이 54.13%로 비교적 접착
력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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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results of adhesion strength for adhesives
Adhesives

Gold leaf images attached to Post-it

Level

Ratio of gold

G5

4

41.48%

G10

5

16.10%

F4

3

75.52%

GF

4

35.34%

FG

4

54.13%

3.2. 금박 안정화 처리

3.2.2. 안정화 처리 후 접착력

접착력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종류의 안정화처리
3.2.1. 표면 관찰

안정화 처리 전의 금박은 광택이 지나치게 심했으나
전체적으로 일정한 톤의 금색을 보였다. 형태를 살펴보
면, 꽃문양의 테두리 부분이 안정적으로 접착되지 않아
일부 불안정한 상태가 관찰되었으며, 문양 안쪽에서도 운
보문단의 위사와 경사 조직 사이에는 금박이 접착되지 않
아 전체적인 접착 형태가 고르지 않았다. 안정화 처리를
실시한 결과, 금박의 테두리 부분이 운보문단에 안정적으
로 접착된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문양 안쪽의 금박 또한
운보문단에 더욱 고르게 접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Table 8). 안정화처리제를 1회 덧칠했을 때 금박표면의
전⋅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고, 2회에서 3회 덧칠하였을
때는 육안관찰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없었으나 현미
경으로 미세관찰 시 금박이 운보문단에 더욱 견고하게 접
착되어 조직 사이사이에 접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안정화 처리 횟수가 더해질수록 금박의 밀착력을 강화시
키는 경향을 보이며, 금박의 광택은 은은하게 하고 황색
은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를 덧칠한 금박 시편 위에 Post-it을 붙인 후 Post-it에
붙은 금박의 형태와 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금박
이 접착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안정화 처리 효과를
평가하였다(Table 9). 실험 결과, 안정화 처리 전에 비해
아교수와 교반수로 안정화 처리를 한 시편 모두 Post-it에
붙어 나오는 금박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ost-it에 접착된 금박 입자를 비교했을 때 아교수로 1회
안정화 처리한 금박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붙어 나온 반면,
교반수로 1회 안정화 처리한 금박은 작은 입자형태로 접
착되어 떨어지거나 가루가 아닌 입도가 큰 덩어리 형태로
떨어져 나온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화 처리를 1회
했을 때 금박은 운보문단에 완전히 밀착하여 접착되지 못
한 상태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져 금박이 한꺼번에 떨어지
게 되므로 Post-it에 떨어져 나온 금박의 입도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안정화 처리 시 아교수와 교반수의 덧
칠 회수는 모두 2회 이상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교수와 교반수로 각각 2회 안정화 처리한 금박
은 Post-it에 작은 입자 형태로 접착된 것이 일부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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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old leaf images of macroscopy and microscopy after stabilization treatment with rabbit skin glue (1%)
Number of times

Macroscopic image

Microscopic image
(× 25)

(× 100)

None

1

2

3

Table 8. Gold leaf images of macroscopy and microscopy after stabilization treatment with rabbit skin glue (2%) + alum
(0.1%).
Number of times

none

1

2

3

Macroscopic image

Microscopic image
(× 25)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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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valuation results for stabilization treatment
Stabilization method
Before

Number of times

Gold leaf images attached to Post-it

Level

Ratio of gold

4

35.34%

1

4

5.25%

2

5

1.40%

3

5

0.18%

1

4

18.01%

2

5

0.51%

3

5

0.22%

None

Rabbit skin glue
(1%)

After

Rabbit skin glue
(2%)
+
Alum
(0.1%)

으며, 3회 안정화 처리한 금박은 Post-it에 접착된 것이 거

a*, b*값이 모두 증가하여 황색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의 없어 안정화 처리로 금박의 박리ㆍ박락 방지 효과를

다. 교반수를 칠한 금박 시편 또한 1회 덧칠했을 때, 안정

확인할 수 있었다.

화 처리 전보다 L*값이 감소하여 어두워지고 a*값과 b*값
이 증가하여 안정화 처리 전보다 더 붉어지고 황색도가

3.2.3. 색도 및 색차

높아졌다. 그러나 교반수를 2회, 3회 칠한 금박의 b*값은

안정화 처리 전⋅후 금박의 색상 변화를 비교하기 위

감소하여 황색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Figure 6). 안정

해 색도 측정 결과와 색차 값을 Table 10에 정리하였다.

화 처리로 아교수를 1회 칠한 경우 ΔE값은 10.0 이상으

색도 측정 결과, 아교수와 교반수로 안정화 처리를 한 금

로 눈에 띄는 큰 변화를 보였다. 아교수는 덧칠 횟수를

*

*

*

박의 색상은 L , a , b 값이 모두 크게 변화하였다. 아교수

더할수록 ΔE값이 증가하였으며, 3회 칠한 경우 ΔE값은

를 1회 덧칠하여 안정화 처리한 금박은 명도를 나타내는

12.0 이상으로 감지되는 색차값 변화로 안정화 처리 전⋅후

L*값이 5.79 감소하여 육안으로도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

*

수 있었다. 또한, a 값과 b 값이 증가하여 안정화 처리 전
보다 더 붉어지고 황색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아
*

교수를 2회, 3회 칠한 금박 모두 L 값은 소폭 감소하였고,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교반수를 1, 2회 칠했을 때
ΔE값이 10.0 이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고, 3회 칠했
을 때는 7.0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나 2회 칠한 금박과 3회
칠한 금박의 색상 변화는 육안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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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abilization treatment result
Stabilization method
Before

Number of
times

After
Rabbit skin glue (2%)
+ Alum (0.1%)
(A)

ΔE

a*

b*

87.46

7.05

37.11

-

1

81.67

9.21

45.87

10.72

2

81.04

9.60

46.22

11.42

3

81.83

9.97

47.44

12.12

1

84.35

8.22

47.15

10.57

2

84.23

8.83

46.43

10.02

3

82.82

8.11

42.84

7.40

None
Rabbit skin glue (1%) (R)

Color value
L*

면, 3회 실시하였을 때는 광택도 값이 9.4 GU로 측정되어
안정화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광택도 값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교반수 역시 안정화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광택도가
감소하였는데, 안정화 처리를 1회 실시하였을 때 광택도
가 14.4 GU로 측정되어 아교수로 안정화 처리를 실시했
을 때보다 더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 두 종류의 표면 안정
화처리제를 덧칠했을 때 금박의 광택도는 모두 감소하였
으며, 안정화 처리 후 시편은 처리 전에 비하여 자연스러
Figure 6. Color coordinates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treatment.

운 광택을 보였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의 장황 과정
에서 회장 비단 표면에 금박 문양을 재현하기 위해 천연
접착제로 접착한 후 안정화 처리한 금박의 상태를 비교⋅
검토하였다.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장황 복원을 위한
실험과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박 접착 실험 결과, 접착 직후 금박 시편 표면은 모
두 매끈하고 은은한 광택을 띠어 안정적인 것으로 보였으
Figure 7. Glossiness of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treatment (GU: Gloss Unit).

나, 7일 건조 후 금박의 표면 상태에서 차이가 발생하였
다. 토끼아교 농도 5%(G5), 10%(G10)로 접착한 시편은 금
박이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고 문양 가장자리가 들떠 시간

3.2.4. 광택도

이 지날수록 말려 올라가 박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안정화 처리 전⋅후 광택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

정한 상태였다. 또한, 농도 4% 풀가사리로 접착한 시편

타내었다(Figure 7). 회장 비단에 접착한 금박은 안정화 처

(F4)은 전체적으로 금박이 접착되지 않거나 표면이 들뜬

리를 하기 전 광택도 값이 25.0 GU로 가장 높으며,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도 5% 토끼아교와 4% 풀가사리풀을

육안관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아교수와 교반수 안정화 처

5:1(v/v)로 배합하여 접착한 시편(GF)의 금박은 접착 후

리 회수에 따른 광택도 변화를 살펴보면, 아교수로 안정

들뜸, 균열, 박리⋅박락 등의 손상 없이 표면 상태가 가장

화 처리를 1회 실시하였을 때 시편의 광택도 값은 16.5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교에 글리세린(10%)을

GU로 측정되었으며, 2회 실시하였을 때는 광택도 값이

1:1(v/v)로 희석하여 금박을 접착한 시편(FG)에서는 운보

16.3 GU로 측정되어 광택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다. 반

문단 표면에 접착제 얼룩과 경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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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의 미적 부분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

4% 풀가사리풀을 5:1(v/v)로 배합한 접착제의 점도가 가

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박의 접착제로 적

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농도 5% 토끼아교(G5)의 점도가

용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농도 10% 토끼아교(G10)의 점도

접착제에 따른 점도 측정 결과, 농도 5% 토끼아교와

값은 어교에 글리세린(10%)을 1:1(v/v)로 희석한 접착제

Front

Back

Detail
Figure 8.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Four-fold Screen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in Injeongjeon,
Changdeokgung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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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의 점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접착력 측정 결

진행할수록 광택도 값이 서서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안정

과에서는 최고 점도 값이 측정된 GF 시편이 아닌 G10에

화 처리를 통해 금박의 광택을 은은하게 하여 장황 작업

서 최고 강도 값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피착재와의 안정

에서 금박 장식의 효과와 상징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적인 접착을 위해 접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천연 접착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의 적정한 농도와 배합비율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이상으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의 장황 복원을 위

으며, 점도와 접착력의 관계에 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할

한 금박의 접착과 안정화 처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과

것으로 보인다.

거 장황 모습 및 사용된 재료에 대한 기록과 실험결과를

금은 일반적으로 안정한 물질로 알려졌지만 박의 형태

바탕으로 장황 복원을 완료하였다(Figure 8). 일월오봉도

로 제작되면 외부 인자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Yu

회장 비단 표면에 금박을 접착하여 문양을 표현하는 과정

et al., 2014). 따라서 교반수를 사용하여 안정화 처리를 하

은 작업자의 숙련도나 기술 등에 따른 결과물 차이가 발

면 표면 균열 현상이 없고, 순금 본래의 색상을 살릴 수

생할 수 있으므로 제작기술 및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아한 광택이 유지되며, 세월이 흘러도

행이 필요하며, 전통 장황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박락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Jeong, 2001; Lee,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2014; Jeong, 2015). 이러한 이유로 적절한 농도와 횟수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전통 장황 기법에 대한 기

안정화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반수의 명반은

록이나 기술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유물의 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반수를 대체할

제시한 천연접착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

수 있는 표면 안정화처리제로서 아교수의 특성을 실험을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추후 금박을 사용한 회화문화

통해 평가하였다. 안정화 처리 실험 결과, 아교수와 교반

재의 장황 복원뿐만 아니라 회화문화재의 보존처리에도

수 두 종류의 안정화처리제 모두 운보문단에 더욱 견고하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게 접착되어 불안정했던 금박의 테두리 부분과 문양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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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고르게 접착시켰다. 안정화 처리 후 접착력 측정 결
과, 처리 전과 비교하였을 때 아교수와 교반수 모두
Post-it에 붙어 나오는 금박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3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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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처리한 금박은 Post-it에 접착된 것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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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정화 처리 횟수가 증가할수록 금

환으로 이루어졌다.

박의 밀착력을 강화시키고 표면을 코팅하여 금박이 더 이
상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정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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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원 화령전 운한각에 사용된 단청안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대현미경 조사,
비파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수습한 채색시편을 X-선 회절분석, 편광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운한각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고 안료특성을 조사한 결과, 적색
안료는 주사, 장단, 석간주(산화철, 주토), 황색안료는 자황, 금과 유기안료인 등황의 사용이 확인되었
다. 녹색안료는 하엽, 석록, 뇌록, 삼록, 크롬그린, 청색안료는 석청, 회청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백색
안료는 백토, 연백, 호분 또는 백악이 사용되었고 흑색은 먹이 사용되었다. 운한각의 단청안료는 일부
보수에 의해 뇌록 색상에서 현대안료인 크롬그린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통안료가
사용되었다. 운한각에 사용된 단청안료는 주사와 하엽의 사용량이 일반적인 전통 건축물에 비해 높
은 편이다. 또한 정칸과 내합과 같이 주요 배례공간을 중심으로 석청, 회청, 석록, 주사, 자황, 금,
하엽 등과 같은 고가 안료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단면분석 결과, 채색 안료는 발색도
와 채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백토, 연백, 호분 및 백악을 사용하여 백색 바탕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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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o verify properties of pigments used in Unhangak Hall Dancheong in Hwaryeongjeon Shrine,
Suwon. In addition, X-ray diffraction analysis, polarization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pigment specimens collected at the site. Dividing the
Unhangak interior into areas and performing pigment property analyses has confirmed that the pigments
Jusa, Jangdan, and Sukganju (iron oxide, red ocher) have been used for red colors. Jahwang, Gold,
and Gamboge (organic pigments) have been used for yellows, the pigments Hayeob, Seokrok, Neorok,
Samrok, and Chrome green have been used for greens, and Seogcheong and Heocheong have been
used for blues. Baekto, Yeonbaek, Hobun, and Chalk have been used for whites, and Meog has been
used for black. The inclusion of Chrome green (a modern pigment) among the pigments used to
produce the Dancheong of Unhangak Hall has been confirmed. With this one exception, traditional
pigments have been used. One unique property of the dancheong decorating Unhangak Hall include
the use of higher than ordinary proportions of Jusa and Hayeob than is ordinarily found in traditional
buildings. Another distinction is that expensive pigments including Seogcheong, Heocheong, Seokrok,
Jusa, Jahwang, Gold, and Hayeob have been intensively used in worship spaces including the center
compartment (Jeongkan) and Nae-hap. These pigments have been used over a coating of white primer
(mostly Baekto, Yeonbaek, Hobun or Chalk) to improve choromaticity and color vibrance.

Key Words Unhangak Hall in Hwaryeongjeon Shrine, Dancheong pigment, Cross-section analysis,

Hayeob(atacamite), Dancheong with lacquer, Hall of the royal portraits building

1. 서 론

Management Office, 2020). 조선시대 어진을 봉안하던 곳
으로는 궁궐 내 진전인 선원전과 도성 및 각 지역에 산재

진전(眞殿)과 영전(影殿)은 왕의 초상인 어진을 봉안하

해 있는 영전이 있다. 조선시대에 많은 영전 건물이 있었

고 제사를 지내는 길례용 건물이다(Suwan Hwaseong

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건물로는 전주의 경기전, 수원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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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방법

령전이 있다. 수원 화령전은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고 제
사를 지내던 곳으로 정조 승하 이듬해인 1801년에 건립되
었다. 20세기에 들어 정조 어진이 서울로 이봉되면서 영
전 본래의 기능을 잃었지만 건립 이래 원 위치에서 조선

2.1. 연구대상

후기 영전 건축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역사적, 건

수원 화령전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에 위치한

축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

것으로 화성행궁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A). 현

고 2019년에는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이 보물로 지정

재 사적으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은 정조가 승하한 뒤 어

되었다.

진을 모신 영전건축으로 1801년에 건립되었다. 화령전 내

최근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에는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 재실, 향대청과 전사청, 어

지정되면서 보수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인문, 건축, 회화

정, 그 밖에 내삼문과 외삼문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

보존 분야 등 다각적인 기초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

(Figure 1B). 이 중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화

해 영전의 건축적 특징뿐 아니라 건축물의 단청, 건물 내

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운한각과 이안청이 복도각으로

부 의례용 기물에 대한 고유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결되어 ‘ㄷ’ 자형 구성을 보인다.

단청 조사에서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은 색긋기 단청이

화령전의 정전인 운한각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Suwan Hwaseong Management

으로 팔작지붕의 익공계 건물이다. 정면 3칸은 정칸으로

Office, 2021a). 이는 현존하는 진전과 영전 건물이 모로단

정칸 중앙 안쪽에 합자를 두고 좌우 맨 끝은 협칸으로 익

청 이상인 점에 비하면 절제된 형식으로 다른 영전 건물

실이 마련되어 있다. 내합 하부와 익실에 온돌을 설치한

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Suwan Hwaseong Management

점 등이 다른 영전 건축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건축요소

Office, 2020). 수원 화령전은 본격적인 보수 정비에 앞서

이다(Figure 1C). 이와 같이 화령전은 조선시대 영전 건축

단청 문양의 복원과 함께 단청에 사용된 안료, 교착제 등

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화령전만의 고유한 특색을 충실

재료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게 간직한 공간구성을 보인다. 또한 뺷화령전응행절목뺸

우리나라는 전통 건축의 단청 복원을 위해 현장에서

기록을 통해 당시 궁궐, 화성축성 등 당대 주요 관영건축

단청 문양의 모사와 함께 안료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진

공사에 참여한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적용된 것을 알 수

행되었는데 2012년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중요 목조문화

있다(Kim et al., 2005).

재 단청 기록화사업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활성화되었다

수원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축물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2013; 2014a; 2014b;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수정비 계획을 위한 기

2015). 그러나 안료에 대한 분석이 주로 문화재 현장에서

초조사로 단청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각에 대한 수리 관련

비파괴 분석으로 이루어져 사용된 안료를 명확하게 규명

기록을 살펴본 결과, 전각의 수리와 구조 변경에 따른 단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비파괴 성분 분석을 토

청수리가 일부 확인되나 전면적인 단청 개채는 확인되지

대로 광물분석을 실시하여 안료를 동정하고 채색층을 현

않았다. 단청 보존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경으로 분석하는 등 안료에 대한 분석이 점차 정밀화

외부 단청은 상당부분 퇴락된 상태로 일부 부재에서만 안

되고 있다(Han et al., 2014; Hwang et al., 2020). 한편 이러

료와 문양의 흔적이 확인 가능하였다. 내부 단청은 탈락

한 연구는 대부분 사찰 및 궁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

및 변색이 보이지만 대체로 당초 단청의 모습을 확인할

원 화령전과 같은 영전 건축물에 사용된 단청안료에 대한

수 있었다. 특히 운한각은 내부에 정조 어진을 봉안한 내

과학적 분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합의 단청에서 교착제로 옻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원 화령전 운한각을 대상으로 단청안

(Park et al., 2021). 조선시대 영건의궤 등 기록에서 옻칠

료의 보존현황을 파악하고 성분분석을 통해 사용된 안료

관련 내용은 다수 확인되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례는

를 파악하였다. 특히 운한각 내에서 어진을 봉안한 내합

드문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을 중심으로 채색층 단면분석을 실시하여 채색층위와 조

이 연구에서는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에 사용된 안

채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화령전뿐 아니라

료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운한각 내합을 중심으

조선시대 영전 건축을 복원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

로 구역별로 5구역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Figure

보하고자 하였다.

2A, 2B). 현장에서 단청 수리기술자와 함께 색상별 채색
안료 상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채색층의 중첩이 최소
화된 단청 색상을 중심으로 분석지점을 선정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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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and arrangement of Hwaryrongjeon Shrine in Suwon. (A) Satellite map of Hwaryrongjeon Shrine,
(B) Architectural space of Hwaryrongjeon Shrine(Suwa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b), (C) Front view of
Unhangak Hall(Suwa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b).

Figure 2. Research subject and analysis area. (A) Inside view of Unhangak Hall(Suwa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b), (B) Analysis area. 1: inside and outside of Nae-hap, 2: Left side of Nae-hap, 3: Right side of Nae-hap, 4: Front
of Nae-hap, 5: Outside of Unhangak hall(provided by the Suwan Hwaseong Management Office).
지점은 운한각 내합의 안쪽 및 바깥쪽 33지점, 내합 좌측

옻칠단청이 적용된 운한각 내합을 중심으로 주요 색상별

3지점, 내합 우측 20지점, 내합 전면 정칸 13지점, 운한각

6지점에 대해서는 성분분석과 함께 단면분석을 실시하여

외부 전면 퇴칸의 단청 10점으로 총 79지점을 대상으로

안료의 혼합 사용 및 채색층위 등을 파악하고 채색특성을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교착제로 옻을 사용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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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고정된 시편을 마이크로톰으로 수직되게 절단하고, 절

2.2.1. 안료 성분분석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에 사용된 안료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모든 분석 지점을 대상으로 확대현
미경 조사, 비파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현미경조사는
채색층의 확대관찰을 위해 디지털현미경을 이용하여 표
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장비는 일본 Scalar사의 DG-3을 이
용하였으며 채색층의 표면을 50배, 100배, 200배율로 관
찰 및 촬영하였다. 성분분석은 Gun-type의 X-선 형광분석
기(p-XRF)를 사용하였으며 장비는 미국 Olympus사의
Innov-X DELTA를 이용하였다. 운용조건은 X-ray tube 전
압 15∼40 kV(중원소 40 kV, 경원소 15 kV), 전류 10∼50
µA이며, 측정모드는 geo, soil 모드를 병행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면적은 직경 약 10 mm, 측정시간은 60 sec로 하였다.
현장에서 실시한 비파괴 성분분석의 한계점을 보안하
기 위하여 조사 중 박락되거나 들뜬 채색층에 한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수습하였다. 수습한 채색시
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단청 층위나 상부 채색층의 색상을 파

단된 시편을 샌드페이퍼 #1000에서 #4000까지 평평하게
연마한 후 알루미나 파우더 0.3 µm까지 폴리싱하였다. 채
색시편의 경우 내수성이 약한 아교 등 교착제가 결실되는
것을 고려하여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마과정
에서 물 대신 루브리컨트(DP-Lubricant Blue, Struers, Denmark)
를 사용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슬라이드글라스에 부착시
킨 후 절단 및 연마를 통해 박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박편시편은 채색층 단면 관찰을 통해 안료를
구성하는 원료광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편광현미경
으로 관찰하였다. 사용된 편광현미경은 독일 Leica사의
DM 2700P이다. 또한 안료 채색층 단면의 미세조직과 층
위별 원소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장비는 에너지 분산
형 성분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X-MAXN,
Oxford)가 장착된 일본 Jeol사의 JSM-IT300이다. 분석시
료는 백금(Pt)으로 10 mA, 45초동안 코팅하였고 분석조건
은 20 kV, Probe Current 60, Working Distance는 10 mm로
맞추어 실시하였다.

악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 Zeiss사의 Stemi 2000C를 사용

3. 연구결과

하였다, 현미경 관찰 후 안료의 구성성분 및 결정구조 분
석을 위해 X-선 회절분석(XRD)을 실시하였다. 분석장비
는 Panalytical사의 Empyrean을 이용하였고 분석 시 X-선
관 전압과 전류는 각각 40 kV, 15 mA, 연속스캔 방식과
。

3.1. 안료 성분분석
수원 화령전 운한각에서 조사한 단청 색은 적색, 황색,

스캔범위는 5∼60 이다. 분석 후 물질동정은 High Score

녹색, 청색, 백색, 흑색으로 구분되며 주요 색상은 14종이

Plus 매칭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다(Table 1). 적색안료는 운한각 내부에 광범위하고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로 내합 안쪽 반자, 바깥쪽 창호

2.2.2. 채색층 단면분석

궁판 여의두문, 여모판 외에 운한각 정칸 반자, 협칸에 위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에 사용된 안료는 현장에서

치한 퇴량, 보아지, 첨자 등의 부재 배면에 위치한 것으로

비파괴 X-선 형광분석을 진행하고 실내에서 X-선 회절분

주홍(JH), 장단(JD), 육색(YS), 석간주(SG), 다자(DJ) 색상

석을 실시하여 성분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성분분석은 안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홍(1-62, 1-60), 육색(4-26,

료에 포함된 성분 값이 모두 검출되므로 채색 안료의 중

3-21), 석간주(1-50, 2-55)는 운한각 내부 위치에 따라 채색

첩이나 혼합 채색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

층의 색감에 차이를 보였고 특히 주홍은 정칸 반자틀에

움이 있어 채색층 단면분석을 병행하였다.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적용되었다.

단면분석은 내합에 사용된 주요 채색시편 6점을 대상

황색안료는 주로 내합 안쪽 마루 난간, 내합 및 정칸

으로 실시하였다. 채색시편의 채색 층위를 현장조사 결과

반자 소란대, 내합 바깥쪽 여모판에 위치한 것으로 황(H),

와 현미경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단면 관찰을 위해 박편

금(G)으로 분류된다. 황은 마루 난간(1-85)과 반자 부재

을 제작하였다. 박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

(1-12)에 적용된 채색층의 색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금은

시하였다. 먼저 수습한 안료 시편은 부서지기 쉬우므로

내합 바깥쪽 여모판에서만 확인된다(1-61). 녹색안료는

시편을 Epofix 수지로 1차 강화처리를 하였다. 이때 표면

적색안료와 함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운한각 내합의 창

채색층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였다. 충분히 강화된

호, 낙양 장식, 정칸 반자에서 확인된다. 그 외에 양쪽 협

시편은 마운팅 홀더에 1차로 에폭시를 부어 틀을 만든 후

칸의 화반, 퇴량, 창방, 머름청판, 창호 등에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층위 확인 후 수평에 맞게 놓고 2차로 에폭시

하엽(HY), 삼록(SR) 뇌록(NR)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하엽

를 부어 고정하였다.

은 주로 정칸 반자널에 가칠되어 방대한 양이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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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face microscopic images of Dancheong pigment of Unhangak Hall
JH(1-62)

JH(1-60)

JD(1-78)

YS(4-26)

YS(3-21)

SG(1-50)

SG(2-55)

DJ(3-24)

H(1-85)

H(1-12)

G(1-61)

HY(4-7)

SR(1-91)

SR(3-18)

NR(3-3)

NR(3-4)

SC(1-93)

C(1-94)

B(1-88)

M(4-29)

을 알 수 있다(4-7). 삼록은 내합(1-91)과 협칸의 퇴량

2개로 분류되는 석간주가 발색 안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3-18)에 사용된 채색층의 색감에 차이를 보였다. 뇌록은

있다. 주홍과 장단이 채색되는 부분에서는 부위에 따라

주로 협칸과 운한각 외부 퇴칸에서 확인되었으며 협칸의

진사, 장단, 석간주 등의 안료가 단독으로 각각 사용되거

장연에 가칠된 뇌록은 부재 위치는 같으나 본래 단청(3-3)

나 진사와 장단 안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육색은 장

과 개채된 곳(3-4)의 색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단, 석간주의 단일채색과 진사와 연백 또는 진사와 장단

청색안료는 내합에서만 확인되며 삼청(SC)과 청(C)으

에 연백을 혼합 채색하여 사용하였다. 석간주는 크게 주

로 구분된다(1-93, 1-94). 백색안료는 분(B)으로 내합의 여

토와 산화철로 사용 원료가 구분되었고 일부에서는 석간

모판과 마루 밑칠(1-88)에서 주로 확인된다. 정칸의 대량

주에 주사를 혼합 채색하여 사용하였다. 다자는 채색층

배면, 협칸의 퇴량 등에서 분선과 매화점으로 적용되었으

위에 먹이 칠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원 화령전 운

나 매우 적은 범위이다. 흑색안료는 먹(M)으로 정칸 및

한각은 주사(cinabar)안료의 사용빈도가 다른 사찰 및 궁

협칸의 퇴량에 먹선으로 주로 사용되었다(4-29).

궐 등의 전통 목조건축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에 사용된 안료의 성분 특성을 파

황색계열의 단청 색상은 황과 금의 2종이 조사되었다.

악하기 위해 주요 구성원소 및 광물을 분석하였다(Table

주요 발색원료는 웅황(orpiment) 및 금(gold)과 유기안료

2). 적색계열의 단청 색상은 주홍, 장단, 육색, 석간주, 다

인 등황(gamboge)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황색안료는 자

자 등 5종이 조사되었다. 주요 발색원료는 진사(cinnabar),

황, 금, 등황이 발색 안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유기

산화납(minium), 주토(red ocher), 산화철(hematite)이 확인

안료인 등황이 확인된 곳은 주로 내합 및 정칸의 반자 소

되었다. 따라서 적색안료는 주사, 장단, 원료물질이 크게

란대 부분이며 백색안료인 연백이 함께 동정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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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백이 바탕칠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내합 안쪽 난간

사되었다. 주요 발색원료는 염기성 염화동(atacamite), 공

돌란대에 칠해진 황색은 자황(orpiment)이 동정되며 호분

작석(malachite),

물루아이트(moolooite),

셀라도나이트

또는 백악(calcite)이 바탕칠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금

(celadonite), 크롬그린(chrome green)이 확인되었다. 따라

은 내합 바깥쪽 주칠 위 여모판에서 연백안료를 바탕으로

서 녹색안료는 하엽, 석록, 삼록, 뇌록과 현대안료인 크롬

칠하고 금을 올렸으나 여모판 장식부분에서는 금과 자황

그린이 발색 안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엽은 주로

을 혼합 채색하여 사용하였다.

염기성 염화동으로 이루어진 원료물질로 단독으로 채색

녹색계열의 단청 색상은 하엽, 삼록, 뇌록 등 3종이 조

되었으며 특히 정칸의 반자널에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사

Table 2. Results of analysis on pigment component characterization in Unhangak Hall
p-XRF

XRD

Major elements

Main minerals

Raw materials

Main color
pigments

Juhong

Hg, S
Hg, Pb, S
Fe

cinnabar
cinnabar, minium
hematite, hydrohematite

cinnabar
cinnabar, red lead
iron oxide

Jusa
Jusa, Jangdan
Seokganju

Jangdan

Pb
Hg, Pb, S
Si, Fe

minium, anglesite
cinnabar, minium
quartz, ilmenite-hematite

red lead
cinnabar, red lead
red ocher

Jangdan
Jusa + Jangdan
Seokganju

Pb
Hg, Pb

red lead
cinnabar, white lead
cinnabar, red lead,
white lead
red ocher

Jangdan
Jusa, Yeonbaek
Jusa + Jangdan,
Yeonbaek
Seokganju

red ocher

Seokganju

Ca, Fe
Si, Fe, Al

minium
cinnabar, hydrocerusite
cinnabar, minium,
anglesite
quartz, mica, magnetite
quartz, plagioclase,
muscovite, hematite, mica,
quartz, calcite, hematite
hematite, cinnabar

iron oxide
iron oxide, cinnabar

Seokganju
Seokganju + Jusa

*
As, S, Ca
Pb, Si

*
orpiment, calcite
anglesite

organic pigment
orpiment, calcite
organic pigment

Indian ink
Jahwang
Gamboge

Gold

Au, As, Mg
Au, Pb

gold, orpiment
gold, anglesite

gold, orpiment
gold

Gold, Jahwang
Gold

Hayeob

Cu, Cl

botallackite, atacamite,
kapellasite

Dancheong color

Red

Yuksaek

Pb, Hg
Si, Al, Fe
Si, Al, Fe, K

Seokganju
Daja
Hwang
Yellow

Green

Samrok
Noerok

Blue

Samcheong
Cheong

White

Bun

Used pigments

Cu

malachite

Copper chloride
(botallackite, atacamite,
kapellasite)
malachite

Cu, Pb

anglesite, gypsum,
moolooite

Copper-based compounds,
anglesite, gypsum

Samrok

Si, Fe, K

celadonite

celadonite

Noerok

Cr
Cu
Co, Ni, As

gypsum
azurite, anglesite
azurite, anglesite

chrome green
azurite
smalt

Chrome green
Seogcheong
Hoecheong

Si, Al, K
Si, K, Al, Ca
Pb

quartz, mica, plagioclase
calcite, gypsum
anglesite

white soil
calcite, gypsum
white lead

Baekto
Hobun or Chalk
Yeonbaek

organic pigment

Meog

Black
Meog
*
*
* The composition varies depending on the under layer.

Hayeob
Seok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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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석록은 내합의 낙양장식에서만 소량 사용이 확

를 통해 백색안료는 백토, 연백, 호분 또는 백악이 발색안

인되고 삼록은 물루아이트 등 녹색을 띠는 구리화합물질

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호분 또는 백악은 내합 안

에 연백을 혼합 채색하여 사용하였다. 뇌록 색상은 내합,

쪽 난간 머름 지대목의 밑칠에서만 확인되고 그 외는 연

정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협칸이나 외부에서 주로 확인

백과 백토가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흑색의 단청

된다. 일부 개칠된 부재에서 크롬그린이 동정되어 현대안

색상은 먹 1종이다. 주요 발색원료는 특징적인 무기질 성

료가 확인되었으나 그 외 모든 지점에서 셀라도나이트가

분이 나오지 않고 비정질 결정을 갖는 흑색 입자로 먹이

원료인 전통 뇌록안료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색계열의 단청 색상은 청, 삼청 등 2종이 조사되었
다. 주요 발색원료는 스몰트(smalt)와 남동석(azurite)이 확

3.2. 채색층 단면분석

인되었다. 따라서 청색안료는 석청, 회청이 발색안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석청과 회청안료는 내합의 낙양

수원 화령전 운한각은 내합에 주사, 자황, 금, 하엽, 석

장식에서만 확인된다. 성분분석 결과, 납산화물(anglesite)

록, 삼청, 회청 등 당시 고가 안료의 사용이 집중되는 특

이 함께 동정되는 것으로 채색 시편의 단면분석을 통해

징을 보인다. 따라서 내합에 사용된 적색(주홍), 황색(황,
금), 녹색(하엽, 삼록), 청색(청) 안료의 채색시편 총 6점을

성분검출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백색의 단청 색상은 분 1종이며 주요 발색원료로 석영,
장석류, 운모 등 다양한 광물 종으로 이루어진 백토(white

대표시료로 선정하고 단면분석을 통해 채색 층위 및 기법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oil), 산화납(white lead), 탄산칼슘(calcite)이 확인된다. 이
Table 3.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Juhong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Red

Sample

1-74

Dancheong color/
Location

Juhong/ Nae-hap

Results
Layer

Elements

Used pigments

4: dark brown layer

Fe

Secondary contaminants

3: red layer

Hg, S, Pb

Jusa, Jangdan

2: green layer

Cu, Cl

Hayeob

1: white layer

Si, Al, K

Bae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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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적색안료

3.2.2. 황색안료

적색안료인 주홍의 채색시편(1-74)은 운한각 내합 바

황색안료인 황의 채색시편(1-85)은 운한각 내합 안쪽

깥쪽 창호 궁판 테두리에서 채취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마루 난간 돌란대에서 채취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채색

채색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하부층으로부터 백색층,

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하부층으로부터 백색층, 적

녹색층, 적색층, 흑갈색층으로 4개의 층위로 구분되었다

색층, 백색층, 황색층으로 4개의 층위로 구분되었다(Table

(Table 3). 이는 주사전자현미경의 BSE 이미지에서도 같

4). 이는 주사전자현미경의 BSE 이미지에서도 같은 결과

은 결과를 볼 수 있다. 각 층의 원소분포를 확인한 결과

를 볼 수 있다.

백색층은 Si, Al이 주로 검출되어 토양 또는 백토를 사용

각 층의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최하부층인 백색층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색층은 Cu, Cl가 주로 검출되어

은 Si, Al, K이 주로 검출되어 백토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염기성 염화동이 원료인 하엽을 사용하였다. 적색층의 경

있다. 하부층 위의 적색층은 Hg, S, Pb이 주로 검출되어

우 Hg, S, Pb이 우세한 것으로 주사와 장단을 혼합하여

진사와 연단을 혼합하여 채색하였다. 세 번째 층인 백색

채색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상부층은 흑갈색층을 나타내

층은 Ca 원소가 우세하게 검출되어 호분 또는 백악을, 최

는 철산화물로 2차 생성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운한각

상부층인 황색층의 경우 As, S이 우세한 것으로 자황을

내합 바깥쪽 창호 궁판 테두리에 사용된 주홍은 바탕칠로

사용하였다. 이는 크게는 두 개의 채색층이 중첩된 것으

백토를 사용하고 하엽으로 가칠한 후 주사안료로 채색한

로 판단되나 실제 개채되었는지는 수리내역 및 단청 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확실한 건 진

Table 4.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yellow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Yellow

Sample

1-85

Dancheong color/
Location

Hwang/ Nae-hap

Results
Layer

Elements (sem)

Used pigments

4: yellow layer

As, S

Jahwang

3: white layer

Ca,

Hobun or Chalk

2: red layer

Hg, Pb, P, S

Jusa, Jangdan

1: white layer

Si, Al, K

Bae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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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자황과 같은 고가의 안료 사용에 있어 백색 바탕

부터 바탕층, 흑색층, 적색층, 황색층, 금박층으로 5개의

칠을 적용하였고 이때 사용된 안료는 백토와 호분 또는

층위로 구분되었다(Table 5). 이는 주사전자현미경의 BSE

백악임을 알 수 있다.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색안료인 금의 채색시편(1-61)은 운한각 내합 바깥

각 층의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최하부층인 바탕층

쪽 여모판의 주홍색 위 금칠 부분에서 채취하였다. 편광

은 Si, Al, K이 주로 검출되어 토양을 사용한 것을 알 수

현미경으로 채색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하부층으로

있으나 발색이 백색을 띠지 않아 백토 안료를 사용하였다

Table 5.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gold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Gold

Sample

1-61

Dancheong color/
Location

Gold/ Nae-hap

Results
Layer

Elements (sem)

Used Pigments

5: gold layer

Au

Gold

4: yellow layer

Pb, S

Yeonbaek

3: red layer

Fe, C

Seogganju

2: black layer

C

Lacquer

1: base layer

Si, Al, K

Soil

Figure 3. Polarized microscope observation results of lacquered pigment (1-61). (A) Opened nicols, (B)
Closed nicols of upper light source, (C) Closed nicols. Mineral abbreviation: qz,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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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부층 위의 흑색층은 탄소(C)만 검

된다.

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세 번째 층인 적색층의 경우 일정

황색층은 Pb, S 원소가 우세하게 검출되어 연백을 사

한 두께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주로 Fe, C가 검출되어

용하였으며 황색층 상부로 Au 성분을 띠는 금박층이 확

산화철을 원료로 한 석간주가 사용되었다.

인된다. 이를 통해 금과 같은 귀금속을 이용한 곳의 채색

흑색층과 적색층의 경우 Park et al.(2021)에 의해 열분

도 연백을 사용한 백색 바탕칠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해 GC-MC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옻칠이 사용된 것으로 확
인된 부분이다. 특히 흑색층은 옻 성분이 높은 것으로 교

3.2.3. 녹색안료

착제로 사용된 옻칠 부분은 실체현미경에서 갈색을 띠고

녹색안료인 하엽의 채색시편(1-68)은 운한각 내합 바

(Figure 3A), 편광현미경의 개방니콜상에서 흑색을 띠고

깥쪽 낙양 장식에서 채취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채색시

직교니콜상에서 등방성(소광)을 보인다(Figure 3B, 3C).

편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하부층으로부터 백색층, 청색

따라서 안료 채색시편을 박편으로 제작하여 광학적 특성

층, 2개의 녹색층으로 4개의 층위로 구분되었으나 주사전

을 관찰하면 구성광물뿐 아니라 교착제 확인도 가능하여

자현미경 분석 결과, 7개의 층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각 층의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최하부층인 백색층

Table 6.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hayeob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Sample

Dancheong color/
Location

Results
Layer

Elements (sem)

Used pigments

4: green layer

Cu, Cl

Hayeob

3: green layer
Green

1-68

Hayeob/ Nae-Hap

2: blue layer
1: white layer

Cu

Seoglok

Cu, Pb

Samlok

K, Si, Cu

Heocheong

Cu

Seokcheong

Pb, S

Yeonbaek

Si, Al, K

Bae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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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i, Al, K이 주로 검출되어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백토

(moolooite)와 같은 구리 산화물을 혼합 채색한 삼록을 사

층 상부에 Pb, S이 우세한 연백을 사용한 층이 확인된다.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위에 Cu만 분포하는 석록을 소

청색층은 Cu, Si, K 성분이 주로 검출되며 Cu는 청색층

량 사용하였고 그다음 Cu, Cl 원소가 우세한 층으로 두껍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반면 Si, K 원소는 상부에 집중되어

게 하엽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청색층 하부에는 Cu 성분이 우세

녹색안료의 채색층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같

한 석청을 사용하였으며 그 상부에 회청을 사용하였다.

은 위치의 낙양장식에서 채취한 삼록색 채색시편(1-91)을

녹색안료 채색층에 청색층이 확인되는 것은 녹색과 청색

단면 분석하였다.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하부층으로부터

채색층이 중첩된 곳에서 채취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백색층, 녹색층으로 2개의 층위로 구분되었으나 주사전

된다.

자현미경에서 녹색층이 3개의 층으로 확인되었다(Table 7).

녹색층은 현미경상 2개의 층으로 확인되나 원소분포

각 층의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최하부층인 바탕층

결과, 3개의 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층의 하

은 Si, Al, K이 주로 검출되어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백토

단부는 Cu, Pb 원소가 우세하여 연백에 물루아이트

층 상부에 Pb, S, Cu가 우세한 것으로 연백에 구리화합물

Table 7.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samrok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Sample

Dancheong color/
Location

Green

1-91

Samrok/ Nae-hap

Results
Layer

Elements (sem)

Used pigments

3: green layer

Cu

Seoglok

2: white layer

Pb, S, Cu

Samlok

1: white layer

Si, Al, K

Baekto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에 사용된 채색 안료의 특성 분석 / 문성우, 이선명, 박종서, 강영석, 김지선 | 441

이 혼합 채색한 삼록이 확인된다. 최상부에 있는 녹색층

상부는 Si, Mg, Pb, S이 검출되는 것으로 Mg, Si가 우세한

은 Cu가 우세한 층으로 석록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이를

활석과 Pb, S이 우세한 연백을 혼합 채색한 모습을 볼 수

통해 내합 낙양장식에 사용된 녹색 안료는 바탕칠을 백토

있다. 이는 앞서 성분분석에서도 청색안료 표면 성분분석

로 하고 삼록 위에 석록, 석록 위에 하엽을 칠하여 3빛으

과 광물분석 시 납산화물이 확인되는 점과 같은 결과이
다. 실제 현장조사 시 육안상 청색이 3빛인 점, 초빛에서

로 배색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색을 미약하게 나타내는 점을 통해 활석 및 연백과 같
은 백색안료에 쪽을 혼합 채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3.2.4. 청색안료

청색안료인 청의 채색시편 시료(1-94)는 내합 바깥쪽
낙양 장식에서 채취하였다. 편광현미경으로 채색 시편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유기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을 관찰한 결과, 하부층으로부터 백색층, 2개의 청색

백색층 위의 청색층은 Cu가 우세하여 석청이 사용된

층으로 3개의 층위로 구분되었으나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상부 청색층은 Si, K, As 원소가

결과, 4개의 층으로 확인되었다(Table 8).

우세하여 회청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청

각 층의 원소 분포를 확인한 결과, 편광현미경상에서

색안료는 바탕칠을 백토로 하고 연백과 활석, 쪽을 사용

확인된 백색층이 2개로 구분되었다. 백색층의 최하부층

하여 초빛을 칠한 후 석청과 회청을 올려 3빛으로 배색한

은 Si, Al, K이 주로 검출되어 백토가 확인되었다. 백색층

것으로 녹색안료와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8.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layer for Cheong Dancheong pigment used in Nae-hap of Unhangak Hall

Color

Blue

Sample

1-94

Dancheong color/
Location

Cheong/ Nae-hap

Results
Layer

Elements (sem)

Used pigments

3: blue layer

Si, K, As

Heocheong

2: blue layer
1: white layer

Cu

Seokcheong

Si, Mg, Pb, S

Yeonbaek, talc

Si, Al, K

Bae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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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색(석청, 회청), 녹색(석록, 하엽), 황색(자황, 등황, 금)의
고가 안료는 대부분 백토, 연백, 호분 또는 백악과 같은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안료를 성분 분석한 결과, 적
색안료는 주사, 장단, 석간주(산화철, 주토)가 주요 발색
안료로 확인되었다. 또한 색감을 위해 주사와 장단을 혼
합하거나 각각의 발색안료를 연백과 혼합 채색한 것을 알
수 있다. 황색안료는 자황, 금과 유기안료인 등황이 주료
발색안료로 사용되었다. 자황과 등황은 각각 호분 또는
백악, 연백과 같은 백색안료를 사용하여 밑칠 후 채색하
였다. 녹색안료는 하엽, 석록, 뇌록, 삼록, 크롬그린이 주
요 발색안료로 사용되었다. 대부분 단일성분인 반면 삼록

백색안료를 바탕칠 안료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백색 바탕칠은 모두 안료의 발색을 높이기 위한 것
으로 은폐력이 약하더라도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색 회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
고가 안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채색기법으로 사
료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
복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관영건축의 단청재료 및 기술
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 구리산화물(moolooite)과 연백을 혼합 채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크롬그린은 현대안료로 운한각 부재 중 보

사 사

수에 따른 개칠된 부위에서 확인되었다.
청색안료는 석청, 회청, 쪽이 주요 발색안료로 사용된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조사연구(R&D)

것으로 추정된다. 청색안료 사용 시 발색도를 높이기 위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현장 조사

해 하부층은 백토, 활석 및 연백으로 백색 바탕칠을 한

의 도움을 주신 수원시 화성사업소에 감사한다.

것을 알 수 있다. 백색안료는 백토, 연백, 호분 또는 백악
이 주요 안료로 사용되었다. 백색안료는 주로 분선이나
매화점에 채색안료로 사용하기보다 채색안료의 발색도
를 높이기 위한 바탕칠 안료, 색감을 위한 조색안료로 주
로 사용되었다. 흑색안료는 유기안료인 먹이 사용되었다.
운한각에 사용된 안료는 일부 보수에 의해 개칠된 뇌
록 색상에서 크롬그린의 현대안료가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하고 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된 천연 및 인공 합성안료
가 사용되었다. 특히 운한각은 사찰과 같은 일반적인 전
통 목조건축물에 비해 주사와 하엽의 사용량이 많은 편이
며 정칸인 중앙 3칸에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정칸에서도
정조의 어진이 안치되어 있는 내합에서 석청, 회청, 석록,
주사, 자황과 같은 고가 안료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뺷화성성역의궤뺸에 기록된 사용안료의 가격을 살
펴본 결과, 삼청, 이청, 석록, 당주홍, 등황, 석자황, 하엽
등은 매우 고가에 해당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장단이 7錢
인 반면, 당주홍은 5兩, 하엽은 2兩 7錢을 나타냈다. 당시
10錢이 1兩인 점을 감안하면 주사에 해당하는 당주홍은
장단에 비해 약 7배, 하엽은 장단에 비해 약 4배 가격인
것을 알 수 있다(Suwo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a). 이를 통해 운한각 내부 건축물 단청 시, 익실인
협칸에 정칸과 내합에 의도적으로 고급안료를 적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운한각 내부에서도 배례공간인 정칸
과 내합, 익실인 협칸의 공간을 나누어 위계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청 채색층의 단면을 분석한 결과, 내합에 사용된 청

REFERENC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A report on the
project basic survey of Dancheong archives wooden
cultural heritage. 207-481.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3, A report on the
project detailed survey of Dancheong archives wooden
cultural heritage ‘Palsangjeon Wooden Pagoda of
Beopjusa Temple, Boeun’. 36-123.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a, A report on the
project detailed survey of Dancheong archives wooden
cultural heritage ‘Haetalmun Gate of Dogapsa Temple,
Yeongam’. 72-95.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4b, A report on the
project detailed survey of Dancheong archives wooden
cultural heritage ‘Daeungjeon Hall of Sudeoksa Temple,
Yesan’. 125-194.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5, A report on the
project detailed survey of Dancheong archives wooden
cultural heritage ‘Changdeokgung Palace’. 243-468. (in
Korean)
Han, M.S., Kim, J.H. and Lee, J.J., 2014, A scientific
analysis of Dancheong pigments at Yaksajeon Hall in
Gwallyoungsa Temple. MUNHWAJAE, 47(1), 18-3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G.H., Mun, S.W., Lee, S.M. and Jeong, H.Y., 2020,
Scientific analysis for Dancheong pigents used in
Hyangwonjeong Pavilion of Gyeongbokgung Place.
Conservation Science Studies, 41, 109-120. (in Korean

수원 화령전 운한각 단청에 사용된 채색 안료의 특성 분석 / 문성우, 이선명, 박종서, 강영석, 김지선 | 443

with English abstract)
Kim, D.U., Cho, O.Y., Jeong, C.H., 2005, A study on the
ritual ceremony and the architectural foam of
Hwaryeong-Jeon in the Joseon Dynasty.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41(1), 57-7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J.S., Lee S.M., Mun, S.W. and Kang, Y.S., 2021,
Analysis of binding media in Dancheong sample from
Unhangak Hall of Hwaryeongjeon Shrine, Suwon.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7(3), 245-254. (in

Korea with English abstract)
Suwo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0, Reasonable
ceremonial space ‘Hwaryrongjeon Shrine, Suwon’, icon
comunication. Suwon, 169, 214-215. (in Korean)
Suwo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a, A report on
maintenance plan establishment of Hwaryrongjeon
Shrine. Suwon, 132-142. (in Korean)
Suwon Hwaseong Management Office, 2021b, A report on
research investigation of Hwaryrongjeon Shrine. Suwon,
11, 15, 17. (in Korean)

JCS

Research Articl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구조⋅보강용 전통 철물의 재사용 방안 연구
The Reuse Methods of Traditional Metal Hardware for Reinforcing the
Structure of Korea Traditional Wooden Building
민상아1, 이상옥2, 정광용2,*
1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

Sang A Min1, Sang Ok Lee2, Kwang Yong Chung2,*
1

Curatorial Affairs Division, Buyeo National Museum, Buyeo 33156, Ko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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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d August 26, 2022
Revised September 21, 2022
Accepted September 27, 20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kychung@nuch.ac.kr
Phone: +82-41-830-7368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022;38(5):444-459
https://doi.org/10.12654/JCS.2022.
38.5.08
pISSN: 1225-5459, eISSN: 2287-9781
ⓒ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 록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구조⋅보강용 전통 철물의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조
건축문화재에서 수습된 철물을 대상으로 하여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가열 및 두드림, 열처
리 등의 공정을 적용하여 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또한, 철물의 가공 전⋅후의 형태학적
특성 및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의 수리
⋅복원 과정에서 기존 부재와 기와를 사용하듯 전통 철물도 또한 기존에 사용되었던 철물을 재사용
하여 관리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문화재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되는 기존
의 전통 부재에 대한 재사용 및 활용 가능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문화재 수리⋅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어 전통 철물, 형태 가공, 열처리, 재사용, 금속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actual heritage conservation areas by suggesting
the reuse method of materials from wooden historic buildings. This research may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materials for stabilizing the structure of wooden historic buildings. The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heating, tapping, and heat treatment based on the pattern and extent
of the damage of iron nails acquired from wooden historic buildings. To make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proces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metallurg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se data, we can infer that the possibility of reuse of historic
iron materials could be raised in the restoration process of historic buildings such as existing building
components and roof tiles. If the research is to move forward, authenticity will be fostered in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Key Words Traditional metal hardware, Shape processing, Heat treatment, Reuse, Metal

1. 서 론

작된 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철기술은 광석과 기타의 원료로부터 포함된 금속을

목조 건축문화재는 많은 부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분리, 추출하여 정제하거나 합금을 만드는 1차 공정인 제

각각의 부재 결구는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음법과 맞

련법, 생산된 괴련철 및 주철의 탄소함량을 조절하는 제

춤법으로 서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리와 연목의 결합처럼

강법, 제련공정에서 생산된 환원괴, 반환원괴 속의 불순

각 부재 간 이음과 맞춤이 장부의 짜임으로만 결구 되지

물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괴련강으로 정제하는 정련법,

않는 부분이 있거나, 결구 되었다 하더라도 보강 차원에

제련과정을 거친 철괴를 단조하여 철기의 형태를 만드는

서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Cultural Heritage

공정인 단야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Choi, 2016). 이러한

Administration, 2009). 따라서 목조 건축문화재의 구조 안

전통 제철⋅제강기술을 통해 제작된 철물은 숯과 조개 가

정성을 위해서는 철물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때 내식성이

루(탈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크스를 사용한 현대 철

우수하고 이질감이 적은 원천 소재인 전통 제철기술로 제

보다 황(S), 인(P) 성분이 적어 내식성, 인성, 단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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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성이 극히 우수하다. 또한, 철기는 재료의 특성상 형

시하고, 더 나아가 수리⋅복원 시 전통 철물의 재사용에

태 가공 및 단조 공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되면 강도와 인

대한 실제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관소

성이 증가하므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에 방치되어 있던 다량의 전통 철물을 활용하고 전통 제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에 사용될 철물 사용 방
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첫째, 전통 제철⋅

철⋅제강방식으로 생산된 원소재를 재사용함으로써 문
화재 진정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강기술로 전통 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둘째, 현대 강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법, 셋째, 원부재를 수리하여 재사
용하는 방법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그러나 첫 번째 방안인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
작하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 인력,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대량으로 필요한 철물에 적용하기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보관 중인 주요 목조

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두 번째 방안인 현대 강을 이용

건축문화재의 해체⋅보수 시 손상된 전통 철물을 전수조

하여 새로운 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복원 시 새로운 제

사하였으며, 소장처와 협의를 통해 시료를 확보하였다.

작 방법 및 소재에 대한 문화재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부재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2.2. 현황조사

방법은 원소재가 과거에 이미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
작되었으므로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이며, 재사용에 대한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 공사 시 수습된 전통 철물은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문화재의 진정성 또한 향상할 수 있

보존상태에 따라서 재사용되거나 부재보관소로 이관되

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고 있으나 수습된 철물의 수량이 많아 관리상 어려움이

그러나 현재 해체⋅수리 공사 시 목조건축물에 사용된

따른다. 또한, 철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철물은 수량이 많아 보관소에서 보관 중에도 관리에 어려

보관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

움이 있어 물리적 손상, 부식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다. 철물의 보존상태는 휘어짐, 균열, 들뜸 등 물리적 손상

전통 철물의 수리⋅복원에 대한 기준이나 보존처리방안

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표면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철물에 대

부분 철물의 형태 및 금속심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

한 무분별한 복원 및 교체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점으로 인해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철물의 손상

재단에서 현재 보관 중인 철물은 주요 문화재 수리 공사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수리⋅복원 방안의

시 수습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확립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재사용에

는 특대정, 대정, 철엽, 도내두정, 원두정, 배목, 기타 철물

대한 기준이나 보존처리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등 전통 제철기술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철물이 총

또한, 전통 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문

5,386점이 보관되어 있다. 조사된 철물 중 가장 수량이 많

화재 수리⋅복원에 사용될 철물의 안정성을 제시하는 근

은 철물의 종류는 ‘정(못)’으로, 정은 목재의 이음⋅맞춤,

거 자료가 필요하다.

기타 접합부에 박아 보강하는 철물이다. 이 중 특대정 및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대정 수량은 총 528점으로 현대 철물을 제외한 전통 철물

철물의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재사용 방안을 제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Figure 1. Storage of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room and traditional metal hardware of Korea traditional wooden
building (Korea Foundation for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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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못) 중 용도와 크기에 따라

대정 총 246점의 손상유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못머리

분류된 정의 규격 중 중간 크기인 300∼450 mm의 대정을

손상유형은 ‘A’ 21점, ‘B’ 172 점, ‘C’ 53점으로 ‘B’가 가장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높게 나타났다. 신부 손상유형은 ‘A’ 94점, ‘B’ 129점, ‘C’
23점으로 나타났으며, 인부 손상유형은 ‘A’ 15점, ‘B’ 176

2.3. 손상유형 분류

점, ‘C’ 55점으로 모두 ‘B’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전통 철물 중 대정 246점을 대상으로 철물 부위에 따라

2.4. 연구대상 선정

크게 못머리, 신부, 인부로 분류하였으며, 손상유형은 다
음과 같이 A, B, C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못머리

본 연구에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진행할 연구

손상유형은 철물의 원형으로 존재하면 ‘A’, 사각형의 모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 유형에 따른 재

서리 한 부분에 손상(균열, 휘어짐, 탈락 등)이 존재하면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 손상 및 부식 유형

‘B’, 모서리의 한 부분 이상 손상이 존재하면 ‘C’로 분류

이 다양한 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손상 부위에 따

하였다. 신부 손상의 경우 못의 원형인 ‘ㅡ’형으로 존재하

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위별 다양한 손상 형태의 철

면 ‘A’, 일부 휘어짐은 있으나 ‘ㅡ’형을 유지한 상태는

물을 선정하였다. 셋째, 대표성을 띠고 유사한 형태가 다

‘B’, 못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휘어짐은 ‘C’로 분류하였

량으로 존재하여 추후 실제 적용 가능성이 큰 철물을 선

다. 인부 손상유형은 못의 원형인 인부가 뾰족한 형태는

정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으로 대정 총 246점 중 대표

‘A’, 인부가 마모되어 직사각형인 형태는 ‘B’, 이외에 손

성을 띠고 기준에 부합하는 7점을 선정하였으며, 전통 철

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C’로 분류하였다.

물과 비교 대상으로 현대 철물 1점을 선정하였다(Figure 2).

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al damage of iron materials (Daejeong)
Head

Body

Tip

A
B

C

Table 2. Results of iron materials of physical damage types
Head

Body

Tip

Box

Quantity

A

B

C

A

B

C

A

B

C

1

25

3

19

3

11

14

0

0

22

3

2

26

3

14

9

9

12

5

2

19

5

3

24

1

18

5

12

12

0

0

14

10

4

20

4

12

4

9

10

1

0

12

8

5

22

2

18

2

9

11

2

2

16

4

6

20

1

15

4

4

16

0

1

15

4

7

31

5

22

4

12

14

5

7

19

5

8

25

0

19

6

7

14

4

0

21

4

9

20

0

15

5

6

13

1

0

13

7

10

33

2

20

11

15

13

5

3

25

5

Total

246

21

172

53

94

129

23

15

17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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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4

D-5

D-6

D-8

D-9

D-10

Contemporary iron materials

Figure 2. Photograph of iron materials before processing.
2.5. 연구방법

2.5.3. 탄소유황 분석

형태 가공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탄소량을 비교하기
2.5.1.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연구대상의 손상유형에 따른 형태 가공 기준을 설정
한 후, 뺷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뺸에 따라 이물질 제거를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에 있는 대장간(류상준 장인)에서 형태 가공 공정을 실시
하였다.
2.5.2. 금속학적 특성 분석

2.5.2.1. 미세조직 관찰
대정 6점을 대상으로 형태 가공 전⋅후 비교를 위해
형태 가공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유사한 위치에서 극미량
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Epoxy Resin으로 마운팅하였다.
이후 800, 1200, 2400, 4000 mesh의 순서로 Grinding하였으
며, 연마제(DP-spray 3 µm, 1 µm)를 사용하여 Polishing하
였다. 연마가 완료된 후, 3%의 Nital(HNO3+Ethyl Alcohol)
용액을 사용하여 Etching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금속현미경(Metallurgical Microscope, Epiphoto 200, Nikon,
JP)을 이용하여 저배율인 50배부터 고배율인 500배까지
점차 높여가며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위해서 탄소유황분석기(Carbon Sulfur Determinator, Emia-Pro,
Horiba Scientific, J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료
는 형태 가공 전과 후 대정 4점의 인부에서 각각 약 0.5∼
1 g의 시편을 채취하였으며,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현대
철물 1점에 대한 탄소유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검증
을 위해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탄소유황분석기
(Carbon Sulfur Determinator, CS-600, Leco, US)에 대정 3점
에 대한 탄소유황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은 총 3번을
진행하였으며, 3번 측정에 대한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2.5.4. 물성 평가

형태 가공을 하기 전과 후의 물성을 비교하고자 에폭
시 수지로 마운팅한 시료를 비커스 경도 시험기(Vickers
Hardness Tester, Shimadzu, HMW-G31, KR)를 이용하여 경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대정 6점의 각 시료 중 조
직별로 지점을 선정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비교하
였다.
2.5.5.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현궁 재건공사에 형
2.5.2.2.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

태 가공이 완료된 철물을 실제로 적용하여 현장 전문가

비금속개재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

평가 및 적용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U-3800,
JP)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Oxford Instruments, Ultim Max-40,
UK)로 성분분석을 하였다. 분석 시료는 시료의 전도도를
높이고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금

3. 연구결과
3.1.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기준 설정

(Pt)으로 코팅하여 진행하였다. EDS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손상유형에 따른 형태 가공 공정 기준을 설정한 후, 대

(Hight Voltage) 15.0 kV, 작동 거리(Working Distance) 10∼

정 7점을 대상으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였

12 mm, Spotsize 16으로 설정하였다.

다. 신부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형태를 ‘一’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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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하였으며, 인부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기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부분은 기계로 두드림

능을 위해 인부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는 것을 중점적으

을 진행하였다. 부분적으로 철물 표면에 균열 및 들뜸이

로 실시하였다. 못머리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기

발생하여 갈라짐이 심할 경우 붕사와 쇳가루를 섞은 가루

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또한, 추

를 첨가한 후, 두드림 공정을 실시하여 빈 부위를 메워주

가로 대정 1점은 강도 개선을 위해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

었다. 철물의 각 상태에 따라 가열은 최소 1차부터 최대

였다.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두드림은 최소 1차부터 기계를 포
함해 최대 5차까지 실시하였다.

3.2. 이물질 제거

철물의 신부와 인부를 중심으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200 철물공사｣에 따르면 “철
물은 기존의 것을 사용하되, 부식된 것을 재사용할 경우
에는 보존처리하여 사용한다. 철물의 겉모양은 녹, 홈, 갈
라짐, 떨어짐,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철물을
철솔질하여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피막처리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형태 가공을 하기 전 부식 화합물

경우에는 신부에서 인부까지만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실
시하였으며, 못머리까지 손상이 존재할 경우 철물 전체를
가열 후 두드림 공정을 진행하였다. 강도를 비교하기 위
해 D-10은 열처리 공정 중 담금질을 실시하였다.
3.4. 형태학적 특성 비교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Ethyl alcohol에 침적시킨 후,

3.4.1. 신부 및 인부 형태 가공(Table 3)

D-2 인부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D-4 인부의 형태는

철물 전체에 고착된 적색 및 황색 부식 화합물과 백색 이

‘U’ 형으로 심각한 휘어짐이 발생하여 못의 기능에 문제

물질 등을 철솔질하여 제거하였다.

가 되었다. D-6의 신부와 인부는 손상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C’로 분류되었으며, 신부부터 인부까지 휘어짐이

3.3.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진행 과정

이어지고 있다. D-8은 신부 손상유형이 ‘C’로 분류되었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 있는 대장간

며, 신부부터 인부까지 ‘ㄱ’ 형태로 휘어짐이 발생하였다.

(류상준 장인)에서 대정 7점에 대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특히 인부의 경우, 균열 및 갈라짐으로 인해 못의 기능을

공정을 실시하였다(Figure 3). 목탄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상실한 상태였다.

방법으로 단야로의 온도를 최대 1,400℃까지 높여주었으

따라서 인부 손상유형이 ‘C’로 분류된 경우, 인부를 중

며, 가공은 약 800∼1,250℃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형태

점적으로 가열 및 두드림을 실시하여 뾰족한 형태로 제작

가공은 단야로에서 가열 후 모루 위에서 망치로 두드림을

하였다. 신부와 인부 손상유형이 모두 ‘C’로 분류된 경우,

Processing (hammer)

Processing (machine)

Addition with borax and iron powder

Cutting (hammer)

Quenching

Cooling

Figure 3. Sha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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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Tip

Before
D-2
After
Before
D-6
After

Before
D-4
After

Before
D-8
After

Table 4.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Head

Tip

Before
D-5
After

신부부터 인부까지 형태 가공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못의

길이가 짧아진 철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홈구멍(도

기능에 맞게 각각 ‘一’ 형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였다.

내)에 맞게 만든 못인 도내두정 형태로 제작을 시도하였

D-8의 인부에 존재하는 균열부의 경우, 붕사와 쇳가루를

다. 못머리 부분은 철의 연성을 이용하여 가열 및 두드림

혼합한 첨가제를 사용한 후 가열 및 두드림을 실시하여

공정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아 제작하였다. 신부와

결함부를 메워주었다.

인부의 경우, 가열 및 두드림을 통해 못의 기능에 맞게
각각 ‘一’형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였다.

3.4.2. 못머리 형태 가공(Table 4)

D-5는 못머리, 신부 모두 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상태인

3.4.3. 새로운 형태로 형태 가공(Table 5)

‘C’로 분류되었다. 못머리의 경우 결실부가 존재하며, 일

D-9는 다른 대정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편이므로 형태

부 한쪽으로 휘어짐이 관찰된다. 신부는 휘어진 상태였으

가공을 통해 반으로 절단하여 새로운 철물의 형태로 제작

며, 인부는 직사각형 형태로 마모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을 시도하였다. D-9의 상단부인 못머리부터 신부는 비교

따라서 형태 가공은 D-5 전체에 걸쳐 진행되었다. 못머리

적 두꺼워 일반적인 대정보다 길이는 짧지만, 형태와 기

는 한쪽으로 휘어진 부분을 절단하였으며, 결실로 인해

능에 맞는 대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D-9의 하단부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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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Head

Tip

Head

Tip

Before

D-9

①
After
②

Table 6.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Before
D-10
After

부부터 인부는 비교적 얇아 절단된 부위를 철의 연성을

전 D-2 신부는 전체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순철인

이용하여 말아 도내에 맞는 못머리를 제작하여 도내두정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Figure 4A-①), 우측 하단부에

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Pearlite의 함량이 일부 증가한다(Figure 4A-②). 형태 가공
후 D-2 신부는 표면방향으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은

3.4.4. 강도 개선(Table 6)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 내부방향으로 갈수록 Ferrite와

D-10은 신부가 ‘ㄱ’ 형태로 휘어짐이 발생하였으며, 인

Pearlite가 혼재하는 분포도가 증가한다(Figure 4B-①). 500

부의 경우 직사각형 형태로 마모된 상태였다. 따라서 신

배로 확대 관찰한 결과 Ferrite 사이에 존재하는 Pearlite의

부부터 인부까지 형태와 기능에 맞게 형태 가공 공정을

Cementite는 고온에서 두드렸을 때 나타나는 구상화

실시하였으며, 강도를 향상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중 담

Cementite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Figure 4B-②).

금질을 실시하였다.

D-2는 형태 가공 후 관찰된 구상화 Cementite를 통해
강을 소재로 공석 온도인 727℃ 부근에서 단조작업을 수

3.5. 금속학적 특성 비교

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금속개재물 주위로 비교적
조대한 크기의 Ferrite가 존재하는 것은 고온에서 반복 단

3.5.1. 신부 및 인부 미세조직 비교

타 시 탈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금속

D-2와 D-6은 신부부터 인부까지 중점적으로 형태 가

개재물이 층상으로 길게 여러 층으로 연신 되어 있는데,

공하였으며, 대표적으로 D-2는 신부, D-6은 인부에서 시

이는 단조 공정이 여러 번 반복 실시되었음을 추정할 수

료를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비교하였다.

있다.

형태 가공 전 D-2의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형태 가공 전 D-6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은 하단부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4A), 형태

은 좌측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5A), 형태 가공

가공 후 D-2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은 좌

후 D-6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중앙으로

측 상단부로 갈수록 표면을 향한다(Figure 4B). 형태 가공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5B). 형태 가공 전 D-6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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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crostructure of body from D-2,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500).

Figure 5. Microstructure of tip from D-6,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500).
의 미세조직은 내부로 갈수록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 조

3.5.2. 인부의 미세조직 비교

직이 존재하며(Figure 5A-①), 외부로 갈수록 조밀한

D-4와 D-8은 인부의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

Ferrite 바탕에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있다(Figure 5A-

인 ‘C’로 분류되어 인부를 중점적으로 형태 가공하였으

②). 형태 가공 후 D-6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며, 대표적으로 인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하였다.

Ferrite와 Pearlite가 혼재하고 있으며, 외부로 갈수록

형태 가공하기 전 D-4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

Ferrite의 함량이 비교적 증가하고(Figure 5B-①) 내부로

조직 사진은 하단부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6A),

갈수록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 조직이 존재한다(Figure

형태 가공 후 D-4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

5B-②).

진은 우측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6B). 형태 가

D-6은 형태 가공 전과 유사하게 형태 가공 후에도 탄

공 전 D-4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공석강에 가까운

소 함량이 비교적 높은 공석강 조직이 주로 관찰된다. 또

Pearlite와 그 결정립계를 따라 존재하는 Widmanstätten 조

한, 고온에서 수행된 반복 단타로 인해 표면을 따라 발생

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ure 6A-①), 상단부로 갈수록

한 탈탄 현상도 형태 가공 전과 후에 유사한 조직 양상을

Ferrite와 Widmanstätten 조직의 함량이 증가한다(Figure

보인다.

6A-②). 형태 가공 후 D-4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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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있다

의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Figure 7A-①), 우측으로 갈수

(Figure 6B-②). 좌측 표면을 따라 비금속개재물 및 단접흔

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함께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으로 보이는 백색 선이 관찰되며, 단접선을 기준으로 좌

있다(Figure 7A-②). 형태 가공 후 D-8 인부의 미세조직은

측은 Ferrite와 Pearlite, 우측은 100% 공석강에 가까운

내부방향으로 갈수록 순철에 가까운 Ferrite 조직이 조대

Pearlite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6B-①).

한 크기로 존재하며(Figure 7B-①), 하단부로 갈수록 조밀

D-4는 형태 가공 후 외부방향으로 단접흔이 확인되어

한 크기의 Ferrite와 함께 Pearlite 조직이 일부 혼재하고

반복 단타 시 단접 과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주위로 침탄

있다(Figure 7B-②). 주로 상단부에 일련의 방향성을 가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금속개재물이 다량으로 집중되어 있다.

형태 가공 전 D-8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D-8은 형태 가공 전과 후 미세조직이 유사하게 관찰되

은 하단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7A), 형태 가공

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금속개

후 D-8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으로 중앙으

재물은 다량으로 존재하며, 가공 방향에 따라 휘어지는

로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7B). 형태 가공 전 D-8

양상을 보여 이를 늘이고 펴는 과정이 여러 차례 수행된

인부의 미세조직은 좌측으로 갈수록 비교적 조대한 크기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Microstructure of tip from D-4,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500).

Figure 7. Microstructure of tip from D-8,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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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못머리의 미세조직 비교

록 침상의 과열조직인 Widmanstätten 조직과 Pearlite의 함

D-5는 못머리의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C’

량이 증가한다(Figure 8B-②).

로 분류되어 못머리를 중점적으로 절단 후 형태 가공하였

D-5는 형태 가공 전보다 형태 가공 후 탄소 함량이 다

으며, 못머리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하였다. 형태 가공

소 증가하였으며, 침상의 과열조직의 분포도가 증가하였

전 D-5의 못머리에서 채취한 미세조직 사진은 하단으로

다. 이는 도내두정의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두드림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8A), 형태 가공 후 D-5의 못

공정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으며, 고온에서 가열한 뒤 서

머리에서 채취한 미세조직 사진으로 하단으로 갈수록 내

냉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를 향한다(Figure 8B). 형태 가공 전 D-5 못머리의 미세
조직은 좌측으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은 순철조직인

3.5.4. 열처리 후 미세조직 비교

Ferrite 조직이 조대한 크기로 존재하며(Figure 8A-①), 우

D-10은 강도 개선을 위해 열처리 중 담금질하였으며,

측으로 갈수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일부 Pearlite 조직

신부를 중점적으로 가공하여 신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확

이 존재한다(Figure 8A-②). 형태 가공 후 D-5 못머리의 미

인하였다. D-10의 열처리 전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

세조직은 상단으로 갈수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세조직은 하단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9A), 열

Pearlite가 혼재하고 있으며(Figure 8B-①), 하단으로 갈수

처리 후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하단으로 갈

Figure 8. Microstructure of head from D-5,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Figure 9. Microstructure of body from D-10,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B) After processing (② × 200, ③ × 500,
④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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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9B). 열처리 전 D-10의 미세조

3.5.5.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

직은 전체적으로 Ferrit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형태 가공 전 대정 6점의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성분분

Pearlite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9A-①). 열처리 후 D-10의

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6점 모두 짙은 회색을 띠는 입

미세조직은 표면방향을 따라 담금질할 경우 관찰되는

자 내에 백색을 띠는 원형에 가까운 입자가 존재한다. 짙

Martensite 조직이 확인되며, 일부 Widmanstätten 조직이

은 회색의 바탕부는 유리질 slag이며(#2, #3, #5, #14), 백색

존재한다(Figure 9B-③, ④). 내부로 갈수록 Ferrite,

의 원형 입자는 Wüstite(FeO)로 판단된다(#4, #8, #11, #13,

Widmanstätten, Pearlite 조직이 혼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15, #16). D-5, D-6, D-8의 비금속개재물 중 바탕 사이로

(Figure 9B-②).

존재하는 흑색부에서 Ca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
었으며(#6, #7, #10, #12, #18), D-2의 비금속개재물 중 백

Table 7. SEM image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nonmetallic inclusion (before processing)
SEM image

D-2

D-4

D-5

D-6

D-8

D-9

Point

Chemical composition (wt.%)
FeO

SiO2

Na2O MgO Al2O3

CaO

K2O

TiO2

MnO

C

Total

#1

13.73 19.03

0.25

0.35

4.70

0.56

0.87

16.81

-

43.70

100

#2

7.21

59.87

0.60

0.71

11.11

2.31

3.61

4.0

-

10.58

100

#3

8.29

55.99

0.51

0.73

10.55

2.29

3.42

3.92

-

14.30

100

#4

92.50

0.15

0.01

-

-

0.12

0.02

0.12

-

7.08

100

#5

13.32 42.49

0.54

4.98

15.48

5.97

2.91

3.72

-

10.59

100

#6

47.69 11.61

0.13

0.44

5.87

20.40

0.36

0.09

-

13.41

100

#7

33.49 15.05

0.16

0.36

6.64

26.38

1.88

0.11

-

15.93

100

#8

73.93

4.43

0.05

0.69

3.15

5.28

0.19

0.05

-

12.23

100

#9

75.84

0.29

0.14

0.21

0.17

0.22

0.02

0.04

-

23.07

100

#10

34.11 32.58

0.55

0.69

7.19

12.98

3.00

0.07

-

8.83

100

#11

91.37

0.18

0.07

0.43

0.25

0.05

0.04

0.07

-

7.54

100

#12

24.75 32.56

0.44

0.24

13.47 11.93

4.76

0.27

1.48

10.10

100

#13

87.92

0.31

0.07

0.31

0.59

0.03

-

0.31

1.58

8.88

100

#14

50.83 26.87

0.09

1.24

1.68

4.52

0.66

0.02

4.11

9.98

100

#15

90.68

0.37

-

0.24

0.27

0.03

0.01

0.36

-

8.04

100

#16

84.24

4.36

0.37

0.38

1.10

0.39

0.15

0.26

-

8.75

100

#17

51.13 28.48

1.62

1.47

4.71

1.26

1.30

0.18

-

9.85

100

#18

39.15 31.93

3.25

0.53

6.35

7.78

1.68

0.15

-

9.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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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막대 형태의 입자에서 TiO2의 함량이 16.81 wt.%로

질 slag가 존재한다(#1, #10, #15). 백색의 원형 입자는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1). D-9의 비금속개재물 중 길

Wüstite(FeO)로 판단되며(#2, #4, #9, #11, #12, #14, #18),

게 형성된 짙은 회색을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D-5, D-8, D-9의 비금속개재물 중 길게 형성된 짙은 회색

Fayalite(Fe2SiO4)로 추정된다(#17).

을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Fayalite(Fe2SiO4)로 추정

형태 가공 후 대정 6점의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성분분

된다(#7, #13, #16).

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6점 모두 짙은 회색을 띠는 입

형태 가공 전과 후의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을 비교한

자 내에 백색을 띠는 원형에 가까운 입자가 존재한다. 짙

결과 개재물의 형태와 성분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

은 회색의 바탕부는 유리질 slag이며(#3, #5, #8, #17), 일부

았다.

Ca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어 CaO가 유입된 유리
Table 8. SEM image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nonmetallic inclusion (after processing)
SEM image

D-2

D-4

D-5

D-6

D-8

D-9

Point

Chemical Composition (wt.%)
FeO

SiO2

Na2O MgO Al2O3

CaO

K2O

TiO2

MnO

C

Total

#1

4.17

40.54

0.28

5.52

12.35 22.81

4.07

0.44

-

9.82

100

#2

90.16

0.23

0.04

0.15

0.48

-

0.02

-

-

8.92

100

#3

58.55 25.66

0.06

0.99

0.11

4.96

-

-

-

9.67

100

#4

89.47

0.38

0.05

0.11

0.59

-

-

0.35

-

9.05

100

#5

53.77 27.62

0.56

0.31

6.44

0.93

1.15

0.08

-

9.14

100

#6

16.91

3.58

0.01

0.04

0.71

0.19

0.20

-

-

78.36

100

#7

33.63 33.51

0.41

0.36

6.20

12.14

3.43

0.10

-

10.22

100

#8

57.49 19.02

0.28

0.25

3.76

6.96

2.66

-

-

9.58

100

#9

88.31

1.11

0.05

0.21

0.41

0.23

0.11

0.07

-

9.50

100

#10

41.89 30.12

0.35

1.15

5.69

9.45

1.60

0.13

-

9.62

100

#11

89.48

0.25

0.05

0.34

0.50

0.08

-

0.77

-

8.53

100

#12

78.92

4.46

0.15

0.33

1.53

0.59

0.09

0.78

-

13.15

100

#13

45.69 27.39

0.19

1.17

3.81

5.25

1.53

0.15

4.45

10.37

100

#14

73.00 10.05

0.20

0.09

3.87

2.63

1.23

0.14

-

8.79

100

#15

24.62 31.25

0.43

0.14

12.95 12.86

5.10

0.62

1.57

10.46

100

#16

48.62 28.88

2.87

1.43

5.56

1.85

1.22

0.15

-

9.42

100

#17

42.36 30.49

5.13

1.14

5.93

3.77

1.27

0.13

-

9.78

100

#18

69.75 12.66

2.32

0.52

2.72

1.30

0.60

0.34

-

9.79

100

456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3.6. 탄소/유황 분석

3.7. 물성 평가

형태 가공하기 전과 후, 철물의 탄소(C)와 황(S) 함량을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해 형태 가공 전과 후 물성을

비교하기 위해 탄소/유황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형

비교한 결과, D-2, D-6, D-10은 형태 가공 전보다 형태 가

태 가공 전과 후 대정 4점의 인부에서 시료를 약 0.5∼1g

공 후 경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ure 10). 특히 D-10

채취하여 총 3회 분석 후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전통

은 담금질을 하여 Martensite 조직이 생성되었으므로 경도

철물과 현대 철물의 탄소와 황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현

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D-6 인부의 Ferrite 조직은 경도가

대철물의 인부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추가 분석을 실시

일부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세하고 전체적으로 경도

하였다.

가 증가하였다.

탄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D-9-1은 형태 가공 후 0.025%

D-4 인부의 경도는 증가하였으나 신부의 경도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외에 철물은 약 0.026∼0.133%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D-8의 경도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통 철물과 현대 철물의 탄소 함량

(Figure 10). 그러나 경도의 차이가 미세하여 큰 차이는 발

을 비교한 결과 D-2, D-4의 경우 현대 철물과 유사하거나

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고대 철기에서 측정되는 경

높게 측정되었으며, D-9, D-10의 경우 비교적 낮게 측정

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되었다. 황 함량은 0.003∼0.019%로 극소량으로 존재하였
다.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탄소유황분석기와 교차
검증한 결과 탄소와 황 함량의 결괏값이 유사함을 확인하
였다.

3.8.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본 연구에서 형태 가공을 통해 형태 및 기능을 복원한
전통 철물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수리의 현장에서 적용

Table 9. Results of Carbon/Sulfur analysis
Processing

Carbon %(m/m)

Sulfur %(m/m)

Before

0.359

0.007

After

0.226

0.014

Cross validation (after)

0.226

0.006

Before

0.549

0.010

After

0.523

0.007

Cross validation (after)

0.466

0.004

Before

0.136

0.004

0.161

0.005

D-2

D-4

D-9

D-10
Contemporary iron materials

①

After

0.104

0.004

Before

②

0.221

0.016

After

0.139

0.019

-

0.378

0.003

Cross validation

0.38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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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sults of hardness analysis (F: Ferrite, P: Pearlite, M: Martensite).
A

B

Figure 11.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n site, (A) Hammering the Korea traditional wooden building, (B) Completing nailing.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형태 가공의 시간과 방법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새

자 하였다. 또한, 현재 구조⋅보강용 철물로 사용되고 있

롭게 제작해야 하는 전통 철물이나 현대 철물과 비교해

는 현대 철물과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전통 철물의 적용

이미 제작된 원소재를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만 재가공하

성 평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므로,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비교하였을 때 효율적일 것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

으로 보인다. 부재보관소에서 물리적 손상과 부식이 진행

사 중 추녀 부재에 형태 가공이 완료된 철물 2점을 재사

되고 있는 다량의 전통 철물들이 이물질 제거 후 형태 가

용하였다(Figure 11). 철물은 부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고자

공을 통한 재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

미리 천공 후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

며,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수리 현장에서 못의 강도 및 연성,

형태 가공 전과 후의 미세조직 관찰을 통한 금속학적

인성 등 철물 자체의 물성과 작업성 측면에서 현재 구

특성 비교 결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철물의 부위

조⋅보강용 철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 철물과 유사한 특

별 미세조직이 다르게 관찰되는 것은 철물 각각 형태와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상 정도에 따라 형태 가공 시 가해지는 장인의 기술 또
는 철물 변형 정도 및 가열 온도가 부위마다 달라 차이점

4. 고 찰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 가공 후 표면방향을 따
라 탈탄 현상이 일부 관찰되나, 고온에서 반복 단타로 인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철물의 변형 및 손상

해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위에 대한 단조 및 열처리 공정 등 복원 가공하여 보관

부분적으로 존재하며 철물 내부의 미세조직 변화는 큰 차

소에 방치된 다량의 철물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철물은

이가 발생하지 않아 재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못머리, 신부, 인부의 각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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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가공 전과 후의 탄소(C)와 황(S) 함량을 비교한

비교적 얇은 하단부는 도내두정의 형태로 새롭게 제작하

결과 형태 가공 후 탄소 함량은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여 못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따라서 원소재를 이용하여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황 함량은 형태 가공

형태 가공 후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여 못의 형태와 기능

전과 후 극소량으로 존재하였다.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

회복이 가능하다.

해 형태 가공 전과 후 물성을 비교한 결과 철물의 미세조
직에 따라 각각의 경도값이 증가 또는 감소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그러나 경도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
으로 고대 철기에서 측정되는 경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재사용 시 경도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
된 가공을 통해 전통 철물의 재사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4.4.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강도 보강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경우 본래의 강
도만으로도 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물성 개선을 위
해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담금질을 한 D-10의 경우 열처리 후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4.1.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한 형태 가공
못머리, 신부, 인부의 손상유형이 ‘A’, ‘B’, ‘C’로 분류
된 경우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해 형태 가공하여 모두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특히 신부와 인부의 손
상유형이 ‘B’ 또는 ‘C’로 분류된 경우 신부와 인부를 중점
적으로 형태 가공을 하였으며, 형태 가공 결과 신부는
‘一’ 형태로, 인부는 뾰족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철물은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
해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첨가제를 사용한 결함부 수리 보강
D-8의 경우 균열 및 탈락 등 손상으로 인해 갈라진 부
위가 존재하여 류상준 장인의 기술에 따라 붕사와 쇳가루
를 혼합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형태 가공을 한 후 결함부
를 메워주었다. 이러한 첨가제는 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며, 첨가제를 사용하여 결함부의 수리 보강 후
재사용 시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4.3. 원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 제작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경우, 그대로 부식
된 상태로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 제작을 시도하였다.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한 상태인 ‘C’로 분류된 경우 손상부에 따라 새로운 형
태로 제작하거나 절단하여 필요에 맞게 물리적 가공하여
재사용하였다. D-5의 경우 못머리를 가열하여 도내두정

본 연구에서는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구조⋅보강
용 전통 철물의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조 건축문화재에서 수습된 철물을 대상으로 하여 손
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가열 및 두드림, 열처리 등
의 공정을 적용하여 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또한, 가공 전⋅후의 형태학적 특성 및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제철⋅제
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기계적 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손상된 전통 철물의 수리⋅복원 후 재사용 가능성을 확보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보강용 전통 철물
의 수리⋅복원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가
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한 형태 가공, 둘째, 첨가제를 사
용한 결함부 수리 보강, 셋째, 원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
태 제작, 넷째,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이용
한 강도 보강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 과
정에서 기존 부재와 기와를 사용하듯 전통 철물도 또한
기존에 사용되었던 철물을 재사용하여 관리 활용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문화재 해체⋅보수과
정에서 수습되는 기존의 전통 부재에 대한 재사용 및 활
용 가능성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한다면 문화재 수리⋅복
원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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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gathers, for the first time, some intriguing technical features of Liu Kang’s

painting practice, which spans seven decades. These features encompass retouching, alteration as well
as the painting over of rejected compositions and painting on the reverse sides of earlier artworks.
As Liu Kang (1911–2004) did not discuss the technical details of his artistic process, an exploration
of these aspects of the artist’s expression helps us understand the motivation behind his unconventional
decisions. The paint layers were characterised through imaging methods like visible light (VIS),
ultraviolet fluorescence (UVF), near-infrared (NIR),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RTI), digital
optical microscopy (DOM) and X-ray radiography (XRR). The technical analyses were additionally
supplemented with archival sources. The results showed that some aspects of the artist’s painting
practice may distort the provenance of the paintings, impact dating, visual interpretation of his painting
technique and style, as well as future conservation and display decisions. The presented case studies
discuss the influence of Liu Kang’s unconventional painting approaches on the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of his artworks. Additionally, some hidden alterations and entirely new compositions were
revealed for the first time and presented here, adding to growing knowledge about the artist’s painting
technique. Moreover, universal aesthet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conservation and display approach to the artist’s retouching work and double-sided paintings.
Besides, this research promotes a need for obtain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iu Kang’s
painting practice and coherent guidelines to ensure proper presentation of his artworks and to prevent
misinterpretation of his technique and artistic outcomes.

Key Words Liu Kang, Retouches, Alterations, Hidden paintings, Double-sided paintings

1. INTRODUCTION

technique was an additional feature of the style (Chow, 1996;
Lizun et al., 2022a; Ong et al., 2011). Besides having a vital

Liu Kang (1911–2004) was a Chinese emigree to

role in developing the Nanyang style, Liu Kang repeatedly

Singapore who gained art education in two major East and

departed from his established artistic way to search for new

West art centres – Shanghai and Paris (Chow, 1996; 2000;

sources of inspiration and to experiment with various forms

Hoe, 1955). He became widely known in Southeast Asia for

of expression (Liu, 1997). Moreover, his frequent

his contribution to the Nanyang style – a painting concept

re-evaluations of old theme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his

practised in Singapore from the late 1940s to the 1960s

iconic series of Huangshan and Guilin mountains as well as

(Sabapathy, 1982). The style drew from two opposite artistic

studies of nudes. Additionally, the artist’s painting practice

sources – the School of Paris and Chinese painting traditions.

is characterised by various unconventional technical

His amalgamation of different techniques and aesthetics was

solutions. For instance, the alteration of completed

applied to depicting Southeast Asian or local subject matter

compositions is a frequently observed feature of the paint

(Ong, 2012; Rawanchaikul, 2011; Sabapathy, 1987; Sullivan,

layers (Lizun, 2021a; Lizun et al., 2022a; Lizun et al.,

1957). The incorporation of stylistic elements of the batik

2022b), even though the artist thoroughly studied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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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Wai Hon, 1997) through intensive sketching and

summarises the inventory and technical data of the studied

photography prior to the actual painting (Liu, 2002; Yow,

paintings.

2011). This suggests that the paintings did not always arise
in a linear workflow. Besides consisting of compositional and

3. METHODS

colouristic changes, which were often conducted in distinct
stages, his creative process was also shaped by unpredictable

The adopted analytical approach relied on non-invasive

emotions. Hence, some of his artistic outcomes remain

imaging techniques to enhance the rendering of the

difficult to interpret (Lizun et al., 2022b). Moreover, the

peculiarities of the paint layers and to reveal the presence of

artist’s painting practice was also impacted by financial

the underlying compositions. For consistency with the results

difficulties or the lack of art materials. Therefore, to continue

obtained in the previous research campaigns, the workflows

with his artistic development, he was forced to paint over

of th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the images were

earlier compositions (Lizun, 2021a; Lizun et al., 2021b;

identical. In this respect, the technical photography was

Lizun et al., 2021c; Lizun et al., 2021d).

conducted with a Nikon D850 DSLR modified camera with

Despite the fact that Liu Kang was an active art educator

a sensitivity of 360 – 1100 nm. The camera was equipped

and critic (Liu, 2011), he did not publicly share information

with a Nikon AF Micro NIKKOR 60 mm f/2.8D lens. The

about his painting materials and techniques, and this provokes

images were acquired according to the workflow proposed

questions about how his paintings were made. The unusual

by Cosentino (Cosentino, 2014; 2015; 2016). The X-Rite

features, such as retouching, alteration as well as the painting

ColorChecker Passport and the American Institute of

over of rejected compositions and painting on the reverse

Conservation Photo Documentation (AIC PhD) targets were

sides of earlier compositions, although mentioned in the

used for camera calibration and colour management of the

previous research in the context of his different artistic

images. Visible (VIS) and ultraviolet fluorescence (UVF)

phases, have never been thoroughly discussed. Hence, this

photography were acquired by mounting on the lens X-Nite

article gathers the findings of earlier analytical campaigns and

CC1 and B+W 415 filters. The near-infrared (NIR)

additional unpublished data in an attempt to gain a deeper

photography was acquired with Heliopan RG1000 filter.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creative process and his

The illumination systems for UVF photography consisted

motivations behind the unconventional technical decisions.

of two lamps equipped with eight 40 W 365 nm UV

Particularly interesting is the impact of his painting practice

fluorescence tubes. Two 500 W halogen lamps provided the

on provenance studies, dating, aesthetic perception, the

lighting system for VIS and NIR photography. Further

interpretation of his techniques, compositions and colour

processing of the images was conducted using Adobe

schemes, as well as decisions about conservation and display.

Photoshop CC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scrib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Conservation (Warda et al., 2011).

2. MATERIALS

The texture of the paint layers was studied with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RTI), following the

This study focuses on 25 oil paintings on canvas and

workflow developed by Cultural Heritage Imaging. The

hardboard by Liu Kang from National Gallery Singapore

captured images were processed using Adobe Photoshop CC

(NGS) and Liu family collections. The selected paintings

and RTIBuilder. The generated images were interactively

were created by the artist during different artistic phases

viewed using RTIViewer (Schroer et al., 2011; Schroer et al.,

between 1930 and 1999, and hence provide an overview of

2013). Then, digital optical microscopy (DOM) provided

the artist’s oeuvre. As the artworks from Liu family have

insights into the structure of the individual features of the

remain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and those from NGS

artist’s technique. DOM was conducted using Keyence

were donated by the artist, the unconventional technical and

VHX-6000 with a zoom lens at a magnification range of 20x

stylistic features can be attributed to Liu Kang. Hence, this

to 200x. Further verification of the hidden compositions was

study avoids the misinterpretation that could be caused by the

conducted with NIR and a digital X-ray radiography (XRR)

presence of paint features applied by other parties. Table 1

system – Siemens Ysio Max. The instrument utilises a 7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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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ventory and technical details of the studied paintings
Dimensions
Primary support
H × W (cm)

Title and inventory number Owner

Date

French countryside

Liu
family

1930

46 × 54.5

Primed canvas

Recto of a double-sided painting.

Cottage with blue shutters,
France

Liu
family

1930

46 × 54.5

Raw canvas

Double-sided painting. Painted on
the verso of French countryside.

Nude

Liu
family

1940

38.5 × 46

Primed canvas

Still life

Liu
family

1931

38.5 × 46

Raw canvas

Double-sided painting. Painted on
the verso of Nude.

Village scene, 2003-03320

NGS

1931

46 × 55

Primed canvas

Recto of a double-sided painting.

Slope, 2003-03319

NGS

1931

46 × 55

Raw canvas

Double-sided painting. Painted on
the verso of Village scene.

Still life with books, Paris

Liu
family

1931

45 × 38

Primed canvas

Recto of a double-sided painting.

Portrait of a man with his
pipe, Paris

Liu
family

1931

45 × 38

Raw canvas

Double-sided painting. Painted on
the verso of Still life with books,
Paris.

Unconventional technical feature

- Recto of a double-sided painting.
-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Breakfast, GI-0257 (PC)

NGS

1932

46 × 54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Chinese house, 2003-03328

NGS

1934

64.5 × 50.5

Primed canvas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Nude, 2003-03367

NGS

1936

46 × 54.5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Waterfall, 2003-3247

NGS

1936

65 × 50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Seaside, 2003-03318

NGS

1936

45 × 54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Malay man, 2003-03244

NGS

1942

94 × 73

Primed canvas

Retouches.

Bathing in the river,
2003-03291

NGS

1947 126.5 × 86.5

Primed canvas

-

Retouches.
Backdating.
Re-signing.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View from St. John’s Fort

Liu
family

1948

46 × 55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Climbing the hill,
2003-03298

NGS

1947

75 × 61

Primed canvas

-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 Retouches.

Batik workers, P-0197

NGS

1954

88.5 × 69

Primed canvas

Retouches.

Boats, 2003-03275

NGS

1956

91 × 70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Char Siew seller,
2003-03311

NGS

1958

59.5 × 72.5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Fruit sellers, 2003-03295

NGS

1969

122 × 91.5

Primed canvas

Retouches.

Chinese bridge over river,
2003-03386

NGS

71 × 91.5

Primed canvas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Mount Huangshan,
2003-03304

NGS

1983

84.6 × 64.5

Unprimed
hardboard

Beauties at rest II,
2003-03470

NGS

1998

85 × 127

Primed canvas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In conversation,
2003-03305

NGS

1999

61 × 76

Primed canvas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Painted over an earlier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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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detector of dimensions 35 × 43 cm. The X-ray

painting supports caused by the humid tropical climate of

tube operated at 40 kV and 0.5 – 2 mAs. The radiographic

Singapore or by direct contact with water (Figure 1a, b). The

images were visualised and processed using iQ-LITE, then

tight storage space in the artist’s studio (Figure 1c, d) or

exported to Adobe Photoshop CC for final alignment and

inadequat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Figure 1e)

merging. The results of the imaging techniques were

could also have negatively contributed to the poor condition

cross-referenced with the artist’s photographs of the paintings

of the paint layers.

and exhibition catalogues to trace the history of the paintings
and confirm their condition and further modifications.

The artist attempted to address the issue of the severe
paint losses by liberally retouching the areas of loss and the
surrounding original paint. This intervention is easily

4. RESULTS AND DISCUSSION
4.1. Retouches

noticeable by its technical and aesthetic drawbacks. The
artist’s failure to use filling material to reconstruct the primer
resulted in vi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thickness of the
original paint layers and their compensation. Moreover,

Paradoxically, Liu Kang’s compensation of paint and

low-quality colour matchings, executed with oil paints which

ground layer losses is a predominant factor impacting the

additionally discoloured over time, as well as their poor

condition of some of his paintings. The probable cause of

application manner, in brush strokes incompatible with the

the initial losses could be linked to distortions of the canvas

surrounding paint application style, additionally reduce the

Figure 1. Image of Batik workers by Liu Kang, 1954, oil on canvas, 88.5 × 69 cm (a). The painting was photographed
in transmitted VIS to show the losses of the paint and ground layers. The reverse side of the painting shows water
marks that could have been responsible for distortions of the canvas and subsequent losses of the ground and paint
layer (b).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Archival, undated photographs of Liu
Kang’s studio, showing paintings stacked against the wall (c, d). Archival, undated photograph showing loading of
Liu Kang’s paintings into the vehicle. Images (c–e) are from Liu Kang family collection. Images courtesy of Liu family.

464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aesthetic properties of the paintings, as the cases of Malay

relevant recommendations. The AIC states that: “All actions

man (1942), Bathing in the river (1947), Climbing the hill

of the conservation professional must be governed by an

(1948) and Fruit sellers (1969) (Figure 2a, d, b, e). Regarding

informed respect for the cultural property, its unique

the extensive paint losses in Batik workers (1954), the artist’s

character and significance, and the people or person who

approach involved reworking the affected passages following

created it” (AIC, 1994). Similarly, the ICON advises

the original paint scheme, but without infilling (Figure 2c,

conservators to “Act with awareness of and respect for the

f, g).

cultural, historic and spiritual context of objects and

Although it remains unknown when, specifically, Liu

structures” (ICON, 2020). Hence, a universal conservation

Kang retouched his paintings, his family recalled that some

approach is to leave the artist’s additions or alterations intact

retouchings were done in the 1980s and 1990s, when he

as artists are often inspired to return to their earlier artworks.

struggled with deteriorating eyesight. The artist mentioned

Nonetheless, exceptions can be considered if the artist’s

worsening eyesight problems in two interviews in 1981

restorations and retouches are distracting (Von der Goltz and

(Mahbubani, 1981) and 1989: “Before the operations, I was

Stoner Hill, 2012). Despite its subjectivity, such judgement

very upset and reluctant to work. […] I was depressed. But

should be made with reference to historical facts

after the cornea operations in 1986, I slowly started to paint

(Appelbaum, 2010; Talley, 1996), which, when combined

again. Of course, there is a difference. The colours are

with the technical analyses, may assist in clarifying the

different. I used too much blue and green and my children

intended artistic concept and decisions. Hence, for some of

would point it out to me. I can’t paint for periods now.

his paintings, the archival sources can reveal the original state

Before, I could paint through the whole day. Now, I get tired.

of the paint layers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ossible

It is a problem” (Sasitharan, 1989). Indeed, the problems with

circumstances behind the retouching process. On the other

the left eye cornea relapsed, and he lost sight in that eye in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rtist was conscious of

1992 until a successful corneal transplant in 1993. In a 1993

the inadequacy in his retouching works but fully accepted

interview, he recalled: “Since I couldn’t see with my left eye,

them as a legitimate and integral constituent of the artistic

I am painting at much slower pace now. A painting which

concept, or he believed that these imperfections were

needed only two to three days to do in the past now takes

irrelevant to the overall perception of the artworks.

me about two to three weeks” (Weng Kam, 1993). Hence,

Unfortunately, as oil-based retouches inevitably discolour

it is clear from the artist’s statements that, besides low

over tim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initial colour

productivity, the eyesight problems affected his colour

inaccuracy, which may have been the reason the artist

sensitivity, which might have resulted in the low-quality

tolerated them at the time of their execution. It also remains

retouching, as it is an intensive activity that puts a heavy

unknown if he would accept the hue deviation observed

strain on the eyes.

today. Nevertheless, there is no evidence that Liu Kang

Today, although it is obvious that most of Liu Kang’s

relished the effects of deterioration of his paintings; on the

retouches are intrusive elements of the paintings, it is

contrary, the retouches themselves indicate the artist’s

challenging to develop a coherent conservation strategy to

intention to reverse some negative processes that occurred in

satisfy conflicting aesthetic and ethical considerations.

his paintings. Hence, these speculations lead to the conclusion

Despite the arguable quality of the retouching work, the

that we may never be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artist’s

amendments are a legitimate part of the history of the

intentions and that our interpretations may never entirely

artworks. Regarding the extensively reworked passages of

cover the truth (Van de Wetering, 1996).

Batik workers (1954), the new colour remains better

As for the treatment, the considered professional standards

integrated with the original paint scheme; however, these

support the notion that the artist’s interventions should be

repairs stand out due to the absence of a filling material.

preserved as long as they do not endanger the original paint.

A review of the ethical guidelines produced by the

This approach was recommended in the study of John

American Institute of Conservation (AIC) and the Institute

Linnell’s practice of retouching his own paintings. The study

of Conservation (ICON) highlighted a few of the most

accepts Linnell’s retouches as a legitimate par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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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aintings by Liu Kang: (a) Malay man, 1942, oil on canvas, 94 × 73 cm; (b) Climbing the hill,
1948, oil on canvas, 75 × 61 cm; (c) Batik workers, 1954, oil on canvas, 88.5 × 69 cm. Corresponding details
indicate the artist’s retouches (d, e) and reworked passages for compensating the ground and paint losses seen
in VIS raking light (f) and UVF (g). Paintings (a-c) are gifts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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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s that need to be respected but does not recognise

paintings to add some minor finishing touches or conduct

these interventions as integral to his artistic process (Sperber,

major alterations of certain parts of the compositions. The

2017). It is worth noting that Linnell’s retouches are stable

alterations reflect the artist’s quest for a satisfactory artistic

and indistinguishable from the original paint layer in visible

outcome. However, regardless of their extent, the revisions

light; hence, they do not cause aesthetic issues that were

often affect the visual aspects of the paintings because of the

observed in Liu Kang’s paintings.

inconsistency between new and old paint application

As continued discolouration of Liu Kang’s retouched areas

techniques. Additionally, the revisions may hinder the art

increases the risk of further reduction of the aesthetic

historical studies about the artist due to misinterpretation of

properties of the paintings, the considered approach may be

the provenance and dating of his artworks.

to infill and inpaint the retouched areas of very low quality

Chinese house (1934) is an example of a minor revision

and which cause the most visually damaging effects. On the

of the painting’s composition. The most intriguing area of

other hand, the retouched areas that appear convincing or less

this painting is the sky. It is characterised by a texture of

distracting could be left untreated. This approach adheres to

vigorous brush strokes relating to the underlying dark paint

the ethical conservation standard of reversibility and, at the

seen in the areas of its high impastos not completely covered

same time, provides a compromise between the preservation

with new paint (Figure 3a–d). RTI, transmitted NIR and XRR

of the historic material embedded in the paint layers and

imaging revealed that, on the right side of the composition,

respect for the visual integrity of the paintings. The AIC

the artist initially painted a massive tree with rich foliage,

states: “The conservation professional must strive to select

which he later replaced with the present silhouettes of two

methods and materials that, to the best of current knowledge,

young trees (Figure 3e–f).

do not adversely affect cultural property or its future

The cases of Climbing the hill (1948) and Bathing in the

examin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treatment, or function.

river (1947) show how the artist’s revisions interfered with

[…] Such compensation should be reversible and should not

the dating and provenance of his artworks. The alteration of

falsely modify the known aesthetic, conceptual, and physical

the greenery area in the bottom left corner of Climb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property, especially by

hill (1948) (Figure 2b) obscured the original signature and

removing or obscuring original material.” However, if the

1948 date, which were visualised in NIR image and which

most conservative solution – leaving all retouches untreated

corroborated with the archival photograph taken by the artist

– is the only option, then adequate display labelling should

before the intervention. According to an earlier study (Lizun,

be provided to prevent public misconception about Liu

2021a), the XRR imaging did not reveal any paint losses in

Kang’s painting practice.

that area that could have prompted that alteration. Moreover,

Finally, the utmost caution is recommended when

the optical microscopy showed that the additional paint

confirming or ruling out the authorship of Liu Kang’s

touches were added after the paint surface had dried. It can

retouches. Besides conducting technical analyses of the

be speculated that, after the adjustments were done, the

paintings, checking the state of the paint layers against the

painting was probably left unchanged until the preparation for

archival data and tracing previous conservation treatments

the exhibition in 1993, when the artist re-signed and

may help in ascertaining the original concept and in

backdated the work to 1937 as he was not able to recall the

elucidating the artist’s intentions.

actual date of creation of the artwork. Hence, due to incorrect
backdating, the landscape was believed to have been created

4.2. Alterations

in Shanghai instead of Singapore.
Signed and dated 1947, Bathing in the river (1947)

Many Liu Kang’s paintings did not always arise in a linear

(Figure 4a, d) presents a similar issue, which was clarified

workflow. His studio practice and extensive visual library

by cross-referencing the analytical data with archival sources.

comprising sketches and photographs enabled the depiction

The drawing of the composition bears the artist’s signature

of the subject to be done in several steps. Furthermore, as

and date, which could be read as 1945(8) (Figure 4b, e). The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Liu Kang often returned to his

ambiguous style of the last digit prompted comparis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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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iu Kang, Chinese house, 1934, oil on canvas, 64.5 × 50.5 cm (a) and corresponding VIS diffused (b) and
VIS raking light (c) details of the sky area showing the texture of vigorous brush strokes relating to the underlying dark
paint seen in the areas of its high impasto that are not completely covered with new paint (d). Transmitted NIR (e) and
XRR (f) detail images reveal a tree with rich foliage.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other handwritten dates containing the digits “5” and “8”

photograph, the painting was created in 1948 or later.

(Figure 4f–i). It was concluded that the artist’s usual style

Moreover, it is assumed that the alterations of the greenery

of writing the digit “5” incorporated two strokes – a bulge

in the bottom-right corner, the shape of the background

and a horizontal mark above it. On the other hand, his digit

mountains and upper part of the sky and backdating were

“8” was made in a continuous movement resulting in a loop

executed at the same time (Figure 4a, c).

with either a closed or an open upper part. Hence, the date

Major alterations by Liu Kang aimed to change the style

on the drawing is 1948 and not 1945, suggesting that it was

of the existing compositions. This approach can be illustrated

conceived after the painting, which would be an unusual

by a signed but undated Chinese bridge over river (Figure

artist’s approach. Interestingly the archival, undated

5a). At first glance, the composition strikes the viewer with

photograph of the painting taken by the artist shows it as

a stylistic inconsistency. A well-executed bridge in the focal

unsigned and undated (Figure 4c); therefore, it is conceivable

point is surrounded by a roughly expressed lake in the

that the artist incorrectly backdated the composition after the

foreground and mountain ranges and sky in the background.

archival photograph was taken. Judging from the drawing and

Technical analyses coupled with the archival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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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u Kang, Bathing in the river, 1947, oil on canvas, 126.5 × 86.5 cm (a) and corresponding detail showing
a signature and 1947 date (d).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Liu Kang, Bathing
in the river, 1948, pencil on paper, 27 × 21 cm (b) and corresponding detail showing a signature and 1948 date (e).
Undated archival photograph of Bathing in the river by Liu Kang (c). Details showing the: (f) 1945 date and signature
from Liu Kang’s drawing of Portrait of a man; (g) signature and 1952 date from Liu Kang’s drawing of Boats from
Bali; (h) 1948 date and signature from Liu Kang’s drawing of Brick factory; (i) signature and 1978 date from Liu Kang’s
drawing of New Zealand landscape. Images (b, c, e, g–i) are from Liu Kang family collection. Images courtesy of Liu
family. Image (f) is a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evidenced some underlying painted features and advanced the

paint with palette knives, followed by detailed brushwork.

interpretation of this artwork. Hence, the roughly painted

This resulted in his covering the foregrounded trees, cloudy

parts of the composition conceal a brushwork (Figure 5d, e)

backgrounded sky and an original signature and 1975 date

relating to a signed and dated 1974 preparatory drawing and

in the bottom-left corner (Figure 5f, g). Unfortunately, for

a signed and dated 1975 painting (Figure 5b, c) presented

an unknown reason, he left the work in an apparently

at the Singapore Art Society 26th Annual Art Exhibition in

unfinished state, judging from the lack of refined foreground

1975 (The Singapore Art Society 26th anniversary art

details; however, the new signature in the bottom-right corner

exhibition, 1975). Judging from these findings, it is

suggests that he considered his work completed. On the other

conceivable that, after the exhibition, Liu Kang decided to

hand, Liu Kang’s artistic output contains many signed and

make a major revision of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of

dated paintings that can be considered unfinished or coloured

the composition by a rough underpainting with local colours,

sketches (Lizun et al., 2021b; Lizun et al., 2022a).

which could serve as a base for further manipulation of the

Interestingly, the artist, being aware of some inconsis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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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iu Kang, Chinese bridge over river (undated), oil on canvas, 71 × 91.5 cm (a) and corresponding NIR (d)
and XRR (e) detail images revealing the painted features of an earlier version of the composition relating to Liu Kang’s
preparatory pen drawing on paper, measuring 27.5 × 37 cm, signed and dated 1974 (b). Detail of an NIR image of the
painting revealing an earlier signature and a 1975 date (f). Photograph of an earlier version of the painting (c) and
corresponding detail showing a signature and 1975 date (g). Painting (a) and drawing (b) are gifts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in his painting practice, provided an explanation in a 1997

to the fluctuations of my mood” (Liu, 1997). This revealing

essay: “Though my paintings are guided by a central

statement indicates that emotions impacted Liu Kang’s

principle in terms of style, there were some short periods

creative process. Hence, it can be hypothesised that once he

when there would be styles or works that took an entirely

lost inspiration or was dissatisfied with the outcome, he was

different direction from my established style. This was due

able to abandon the subject or re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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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nterpreted as disappointment and anger, which
motivated him to reject and rework the paintings in a radical
and destructive way to provoke the viewer (King et al.,
2018). Although we do not know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Liu Kang’s Chinese bridge over river and
Beauties at rest II (1998), it is possible that he was
disappointed at public reaction to the two artworks and made
a radical decision to reject and expressively repaint them.
4.3. Paintings over former compositions
Routine visual examination of Liu Kang’s paintings from
his different artistic phases revealed colours and textural
irregularities unrelated to the painted subject matter, while
DOM enabled the detection of cracks and voids in the surface
paint layers, through which different underlying colours are
visible. Some of these unusual features blend with the current
compositions and remain indiscernible to the average viewer.
Other features remain visible and may hamper the perception
of Liu Kang’s compositions and colour schemes. For
Figure 6. A 1993 archival photograph of an earlier
version of Beauties at rest (a). Liu Kang family
collection. Image courtesy of Liu family. Beauties at rest
II, 1998, oil on canvas, 85 × 127 cm, painted over earlier
version (b).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instance, a milk mug from Breakfast (1932) was painted
white outside and green inside, whereas a plate is painted
with blue, green and orange colours, confusing the viewer
about their content or decorative motives (Figure 7a, b). The
green and blue patches on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of Nude (1936) do not match the main colour scheme of the

Chinese bridge over river is not an isolated example of

composition (Figure 7c, d). An unusual paint texture is

a major alteration of the composition, as a similar approach

noticeable on the surfaces of Boats (1956) (Figure 6e, f) and

was reported earlier with regard to Beauties at rest II (1998)

Char Siew seller (1958) (Figure 7i, j). Distinctive green brush

(Lizun et al., 2022b). The analyses, supported by the archival

strokes are seen on the grey cloudy sky of Mount Huangshan

search, revealed that the first version of the two reclining

(1983) (Figure 7g, h). Imaging techniques like surface DOM,

nudes was probably created in 1993 and repainted in a new

RTI, NIR and XRR indicated that the visual inconsistency

style in 1998 (Figure 6). However, it remains unknown what

of the paint layers was caused by underlying compositions

caused a rejection of the earlier version of the painting and

of the reused painting supports. The artist was not meticulous

the drastic change of the style of its second version. It can

about hiding former compositions while painting new scenes

only be conjectured that the artist’s decision was either driven

over

by strong artistic self-criticism or inspired by new stylistic

incompatibility between the old and new paint schemes seems

concepts.

to point to some randomness in the creative process rather

Such approach to Chinese bridge over river and Beauties

them.

However,

the

colouristic

and

textural

than to the artist’s conscious choice.

at rest II (1998) bears some resemblance to the case studies

With regard to the reasons behind the recycling of the

of Handsome pork butcher (1935) and Portrait of a doctor

former compositions, the XRR imaging of artworks from Liu

(1935) by Francis Picabia, which were altered in a bizarre

Kang’s Paris (1929–1932) and Shanghai (1933–1937) artistic

way due to the death of the subject and an unsuccessful

phases did not detect any major ground layer losses that

exhibition. Picabia’s reaction to these external circumstances

could have encouraged such practice. However, judg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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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intings by Liu Kang and corresponding details showing colour and textural irregularities unrelated to the painted
subject matter: (a, b) Breakfast, 1932, oil on canvas, 46 × 54 cm; (c, d) Nude, 1936, oil on canvas, 46 × 54.5 cm; (e,
f) Boats, 1956, oil on canvas, 91 × 70 cm; (g, h) Mount Huangshan, 1983, oil on board, 84.6 × 64.5 cm; (i, j) Char
Siew seller, 1958, oil on canvas, 59.5 × 72.5 cm. Gifts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the archival photographs from these periods evidencing Liu

measure. As Liu Kang enjoyed growing professional

Kang’s reuse of auxiliary supports, the artist’s financial

recognition after the famous Bali exhibition in 1953 (Liu,

constraints could have motivated him to save on art materials

1997; Noi and Sin Weng Fong, 1998), it can be hypothesised

and use them creatively (Lizun et al., 2021c). Besides

that his finances improved sufficiently for him to afford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e scarcity of art materials in post-war

necessary painting materials. Therefore, extensive paint losses

Singapore in the late 1940s may have forced him to reach

of the completed and signed painting of a Balinese dancer

for the old artworks from the Paris and Shanghai phases to

created between 1952 and 1958 motivated the artist to reuse

paint Climbing the hill and View from St. John’s Fort, both

the composition for a street scene Char Siew seller (1958)

from 1948 (Lizun, 2021a). This radical approach ultimately

(Lizun et al., 2022a). Another example is In conversation

resulted in the irreparable loss of some completed by signing

(1999), which has National Art Show exhibition label

and dating earlier artworks. In the 1950s and beyond, the

attached to the back of the canvas (Figure 8a, b). Written

artist still considered recycling his paintings as a practical

in Chinese characters, the information on the label ind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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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title of the artwork is Still life. However, this title

8d, e). Interestingly, the label indicated that Still life had

and the pronounced brush strokes found across much of the

initially been earmarked for sale, thus confirming the artist’s

surface do not accord with the current composition (Figure

confidence in his work at the time of the exhibition.

8c). Further transmitted NIR and XRR imaging techniques

However, the possible unsuccessful sale of the painting could

confirmed the presence of an underlying still life composition

have resulted in its rejection and reuse for In conversation

depicting a plant in a flowerpot and a watering can (Figure

(1999).

Figure 8. Liu Kang, In conversation, 1999, oil on canvas, 61 × 76 cm (a). Exhibition label attached to the back of
the canvas (b). Detail VIS raking light (c) and transmitted NIR (d) images of the painting revealing brush strokes of
the underlying composition. XRR image of the painting rotated at 90° clockwise, showing a vertical composition depicting
a plant in a flowerpot and a watering can (e).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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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Double-sided paintings
Besides overpainting former compositions, Liu Kang
utilised the reverse sides of some existing paintings in order
to continue the artistic practice despite occasional financial
problems and inadequate painting materials. This cost-saving
approach reflects his reluctance to overpaint the subject on
the main, recto side if it is an artwork that he seemed to have
considered satisfactory. All known examples of paintings
done on both sides of the same support represent Liu Kang’s
early career in Paris (1929–1932) and period of emigration
to Malaya (1937–1945). The painting supports were identified
as commercially prepared canvases with the primed recto side
used first and the verso, raw canvas side used for subsequent
paintings. It remains unknown if the artist ranked the
paintings on both sides of the support. From subjective
assessment, the quality of the paintings on the verso side is
in no way inferior to that of the paintings on the recto. Hence,
it is likely that both sides were equally important to him. The
original framing could have given an insight into the artist’s
preference in this matter; however, as such is not existent.
One of the investigated double-sided paintings was

Figure 9. Liu Kang, Self-portrait, 1931, oil on canvas,
55 × 46 cm. The painting was executed on the raw
verso side of the unknown composition. Liu Kang
family collection. Image courtesy of Liu family.

re-mounted and framed during the artist’s lifetime. Two were

Double-sided Nude (1940) and Still life (1931) are

restretched after his death, whereas two others remain

examples of more complex painting structures, which require

unstretched.

careful visual examination backed by knowledge of the

In this context, Self-portrait (1931) is a rare example of

artist’s working practice to achieve the correct interpretation

a double-sided canvas painting mounted on a hardboard

(Figure 10a, b). As the artist usually painted on the primed

auxiliary support and framed (Figure 9). The mounting on

side of the canvas first, the execution of Still life (which is

the hardboard was probably motivated by the poor condition

earlier than Nude) on the raw reverse side of the painting

of the tacking margins, which were eventually cut off. Based

support is intriguing (Figure 10c, d). However, the fact that

on the information from the artist’s family, the mounting was

the texture of the brush strokes and exposed colours do not

done in Singapore by Liu Kang or by a local framer whom

correspond to the final composition of Nude left no doubt

he commissioned the framing to. Visual examination revealed

about the possible presence of a main underlying scene

that Self-portrait (1931) was executed on the verso of the

painted on the primed side of the canvas (Figure 10e, f).

unknown composition and glued with its recto side to the

Hence, it can be hypothesised that the hidden painting was

hardboard. The presence of the paint layer on the main side

created in Paris between 1929 and 1931, while Still life

was visually detected by lifting a corner of the canvas that

(1931) was painted next, on the reverse side. The artist’s

was detached from the hardboard. As the hidden composition

decision to recycle the main side of the painting support and

was painted firs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t was

overpaint it with Nude (1940) was probably motivated by the

created between the artist’s arrival in Paris (1929) and the

poor technical condition of the main composition or the

execution of Self-portrait on its verso (1931). Although it

scarcity of painting supports during his emigration to Malaya

remains hidden, the XRR could permit its visualisation and

(Lizun, 2021a). This rare case exemplifies the artist’s

assessment of the possible paint losses that could have

unconventional approach to painting supports, which was

justified the artist’s decision to discard that composition.

employed for three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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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ouble-sided paintings by Liu Kang: (a) recto depicting Nude, 1940, oil on canvas, 38.5 × 46 cm; (b) verso
depicting Still life, 1931, oil on canvas, 38.5 × 46 cm. Detail showing the: (c) signature and 1940 date from Nude; (d)
signature and 1931 date from Still life; (e) texture and (f) red colour that do not correspond to the final composition
of Nude, suggesting the presence of an underlying composition. Liu Kang family collection. Images courtesy of Liu family.
Liu Kang’s double-sided paintings may create conservation

public presentation. The new stretching method may involve

and display challenges, especially if alternate or simultaneous

a combination of strip lining and a symmetrical strainer or

viewing is required. In this context, Village scene (1931) and

stretcher with key slots on the outside of the bars to allow

Slope (1931), which are painted on both sides of the same

the display of both the recto and verso image in its entirety

support, are interesting examples (Figure 11). At present, the

(Foulke, 2008; Prins, 2008). As the paintings are oriented

canvas is temporarily stretched over the strainer and both

horizontally, alternate and simultaneous presentation is

compositions remain unframed, making them unsuitable for

possible. However, due to their inversion, a frame rota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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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Liu Kang’s practice and, in particular, the
motivation behind his recycling the verso sides of completed
paintings (De Chassey, 2015).
4.5. Relation between the recycled painting
supports and the painting techniques of
new compositions
The artist’s choice to reuse earlier compositions
sometimes determined his painting technique for executing
new painted scenes. For instance, Waterfall (1936), Seaside
(1936) (Figure 12a, b) and Climbing the hill (1948) (Figure
2b) were created over former, unknown artworks (Figure 12c,
d), and the creative process for new paintings involved the
extensive use of palette knives followed by florid brushwork
(Figure 12e, f) (Lizun, 2021a). A similar approach was
observed in executing the special theme of Huangshan and
Guilin mountains in the 1980s and 1990s. These paintings
were largely created over reused compositions on hardboard.
Palette knives were employed for a quick and effortless
covering of rejected scenes with new paint and for
developing the new compositions.
Judging from the undated archival photograph documenting
the transition from the earlier to present version of Beauties
at rest II (1998), a broad and flat application of the local
Figure 11. Double-sided paintings by Liu Kang: (a) recto
depicting Village scene, 1931, oil on canvas, 46 × 55 cm;
(b) verso rotated at 180° depicting Slope, 1931, oil on
canvas, 46 × 55 cm.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about the horizontal axis can be considered for a visually
acceptable display of both sides of the painting support
(Runeberg, 2019). As this case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design and fabrication of an auxiliary support and frame to
enable future display at NGS, details of the adopted solutions
may be discussed in a future publication.
Nevertheless, the ultimate recommendation for the future
protection of Liu Kang’s double-sided paintings is to avoid
ranking the recto and verso compositions, which may lead
to preferential framing of one side and negligence and
deterioration of the other side. Considering both sides of the
painting support as equal enables the viewer to appreciate one
or the other side while acknowledging the co-presence of two
images. Such an approach will also shed light on the complex

colours with brushes was required for the quick underpainting
(Figure 13). As the artist intended to work within the existing
composition, the choice of brushes for the underpainting
seems adequate as they provided better control of the paint
application around the shapes he wanted to reus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cene involved palette knives for hiding
the remains of the rejected paint scheme and producing a
base for the manipulation of the colours with brushes (Lizun
et al., 2022b).
Nevertheless,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the recycled
compositions on the adopted painting technique and the
artistic outcome of the new paintings can be observed in
Boats (1956) and Char Siew seller (1958). Both artworks
were executed in the batik-inspired painting technique
characteristic of Liu Kang’s Nanyang-style paintings. Their
technical principle was an intentional exposure of white
ground for enhancing the shapes of the compositional
elements and increasing their colour contrast as can be seen
in Fruit sellers (1969). The colou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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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paintings by Liu Kang: (a) Waterfall, 1936, oil on canvas, 65 × 50.3 cm; (b) Seaside, 1936,
oil on canvas, 45 × 54 cm. Corresponding XRR (c) and NIR (d) images showing illegible underlying
compositions. Detail of Waterfall (e) and Seaside (f) indicating palette knife paint application followed by
detailed brushwork. Gifts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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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n undated archival photograph showing Beauties at rest during the
transition from an earlier to the present version of the composition (a). Liu Kang
Collection, National Library Singapore. Beauties at rest II, 1998, oil on canvas, 85 ×
127 cm, the final version of the painting (b). Gift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were based on simple tonality, and the paint was applied

white paint with other colours present on the palette and

confidently with brushes, producing minimal texture (Figure

painting. Moreover, the act of painting over the earlier

14a, d) (Lizun et al., 2022a). Hence, a painting support with

compositions produced tonal transitions and rich texture –

a white ground layer was crucial for achieving these optical

radically different features from typical Liu Kang’s

effects. As Boats (1956) and Char Siew seller (1958) were

batik-inspired technical solution (Figure 14b–f). The

executed over earlier compositions, the white ground layer

identification of these unusual technical features on his

was unavailable. Hence, it had to be substituted with white

batik-inspired paintings may indicate the artist’s departure

paint applied in the final stage of the creative process to

from applying a pure Nanyang style, motivated by the

delineate the forms. This approach produced a lower contrast

limitations of the painting support. It may also tentatively

between the colours mainly due to the contamination of the

signal the presence of the underlying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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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aintings by Liu Kang: (a) Fruit sellers, 1969, oil on canvas, 122 × 91.5 cm; (b) Boats, 1956, oil on canvas,
91 × 70 cm; (c) Char Siew seller, 1958, oil on canvas, 59.5 × 72.5 cm. Gifts of the artist’s family. Collection of National
Gallery Singapore. The corresponding detail images show features of the original batik-inspired painting technique with
a white ground exposed (d) and substituted colour of ground with a white paint applied in the final stage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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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S

river and Beauties at rest II (1998) are also considered as
potential causes of the radical reworking of these paintings.

The collaborative endeavour entailing technical imaging

The study highlighted the correlation between Liu Kang’s

and archival research allowed to identify and categorise some

recycling of painting supports and the painting technique he

intriguing technical features of Liu Kang’s paintings, which

adopted for new compositions that were created over earlier

define the less known and mysterious side of his oeuvre.

artworks. Moreover, it demonstrates how recycled painting

The presence of compositional or colouristic alterations

supports may determine the primary or secondary quality of

may either reflect the artist striving to achieve satisfactory

Liu Kang’s batik-inspired paintings.

artistic outcomes or indecision despite his having conducted

As for the conservation and display considerations, special

extensive studies of the subject matter through drawing and

attention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assessing his writing

photography. Nevertheless, the studies of Liu Kang’s painting

character and the authorship of retouches and alterations. This

alterations may add to the knowledge about the artist’s

can reduce the risk of incorrect dating and unintentional

development of individual compositions from conception of

removal or cover of the original material. Furthermore, the

the idea to execution. An important point of the discussion

study took an opportunity to overview the ethical and

is that the alterations were sometimes carried over the initial

aesthetical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potential treatment

signatures and dates, and subsequent re-signing and

of Liu Kang’s low-quality and discoloured retouches. The

backdating do not accord with the factual creation of the

artist’s approach to paintings on the reverse sides of earlier

artwork or its revision. Cross-referencing the technical

compositions was discussed. The study traced the intricate

analyses with the archival sources seems to be an adequate

painting sequence of two double-sided artworks and

approach to resolving ambiguous cases.

highlighted potential stretching and framing challenges of the

The artist often reused painting supports for new

double-sided Village scene and Slope, both from 1931.

compositions, created either on the recto or verso side of his

However, the detailed approach to alternate or simultaneous

earlier artworks. However,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presentation of Liu Kang’s double-sided paintings was

behind these decisions.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30s,

beyond the scope of the current research and will be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his career in France, to the

addressed in the next phase. Finally, the highlighted aspects

late 1940s, before he became a well-known artist, the

of Liu Kang’s creative process may raise the awareness of

decision to paint over earlier compositions was often caused

the complexity of his unconventional approach to painting

by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non-availability of art

among the conservator, art historians and the public, and

materials. In the case of rare double-sided paintings, the

encourage further research in this field.

material evidence suggests that they are typical of his early
career in Paris (1929–1932) and period of emigr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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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working practice of the important Singapore
artist Liu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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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납유리판 9점을 대상으로 역할과 의미를 재조
명하고, 원료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미륵사지에서 유리판은 전 영역에서 출토되었는데, 특
히 동원의 금당지와 탑지 주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납유리의 사용처는 출토위치로 보아 사찰
의 상징적인 공간에 부분적으로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납유리의 정량분석(ICP
system)을 실시한 결과 PbO는 74.2∼79.5 wt.%(평균 76.6 wt.%)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기존 학계
에 보고된 미륵사지 납유리 PbO(약 70 wt.%)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한편, 납유리의 동위원소
비와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은 뚜렷한 구분
을 보이고, 동일문화권에서도 일부 다른 산지의 기원을 확인하였다. 이는 납유리를 제작하는
조성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원료를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
는 고대 유리질 물질의 기술체계를 이해하고 향후 제작기술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중심어 백제, 납유리, 유리판, 정량분석, 상관관계
ABSTRACT We interpreted the role and meaning of nine lead glass plates excavated from the Mireuksa
Temple site in Iksan and investigated their materials. Glass plates were excavated from all areas of
the site, especially around Geumdangji and the eastern pagoda. The lead glass was presumed to have
been partially installed in the symbolic space of the templ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lead glass
(ICP system) determined that PbO comprised 74.2 to 79.5% wt. of the glass (average 76.6% wt.),
which was higher than that reported for the glass in prior studies (approximately 70% wt.).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ad isotope ratios and trace elements in the glass, the Baekje and Silla cultures
showed clear distinctions, and the origin of other materials was confirmed for each culture. Therefore,
a constant composition ratio was maintained when producing lead glass and procuring raw materials
through various routes. The above results can provide data for understanding the technical systems
regarding ancient glassy materials and reproducing them using future manufacturing technologies.
Key Words Baekje, Lead glass, Glass plate, Quantitative analysis, Correlation

1. 서 론

1991; Bang, 1995; Kwon, 2014).
특히 보존과학 분야에서도 1990년대 초반부터 유리의

푸른색 빛을 띠며 일부 표면에서 무지갯빛이 감돌기도

성분, 형태, 제작기법 등에 대한 폭 넓은 분석 연구가 수

하는 장신구, 고대 유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유리질

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유리의 문화권에 따른

의 이 재료는 가공기술에 따라 부식이 일어나지도 않고

분류체계를 활발히 정립하고 있는 단계이다(Kang et al.,

조성방식에 따라 녹는점도 낮아 만들기도 쉽다. 이러한

2003; 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Lee et al., 2010;

이유로 이미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금은보다 귀한 재료로

Kim et al., 2011; Park, 2016).

인식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의 조성, 성분, 교류, 유

백제의 유리는 성분조성을 기준으로 소다, 포타쉬, 납

통 등을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해왔다(Lee, 1989; Choi et al.,

유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납유리는 부여 쌍북리유적,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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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서 고루 출토된다. 특히 미륵

대한 참값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납유리의 역할과

사지 사리장엄구에서는 납유리뿐만 아니라 소다, 포타쉬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고, 납유

유리 등 다양한 조성의 유리구슬이 고루 확인된다는 점을

리의 재료과학적 성분 특성 규명을 위하여 정량분석을 실

고려했을 때(Han, 2017), 백제는 7세기를 기점으로 납유리

시하였다. 또한 납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원료의 상관관계

제조에 대한 기술체계가 완전히 정립된 것을 짐작할 수

를 검토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고대 유리질 물질의 기술

있다(Lee et al., 2010).

체계를 이해하고, 향후 납유리 재현실험을 접근하는 기초

지금까지 이뤄진 미륵사지 납유리에 관한 국내 연구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우선 Kang et al.(2003)는 익산

2. 연구방법 및 대상

미륵사지 납유리의 제조와 유통이라는 주제로 납 원료의
산지추정을 시도하였고, 일본 납유리와 비교를 통한 유통
망을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SEM-EDS, TIMS
로 납은 70∼79 wt.%, 실리카는 20∼28%의 상당히 넓은
조성비를 보였다. 이 연구는 익산 왕궁리유적과의 비교를
통한 관계 연구로 확대시행 되었다.
Kim et al.(2007)는 <왕궁의 공방-유리편>에서 다양한

2.1. 연구방법
유물의 사용과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
석을 위해서는 역사 속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대상과 같이 문헌기록이 많

소주제를 가지고 일본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

지 않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

다. 특히 익산 왕궁리유적 관련 유리 및 도가니의 납동위

지 꾸준히 이뤄져 온 미륵사지 기존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원소 분석을 통해 왕궁리유적의 유리 및 도가니와 미륵사

원데이터를 정리하고, 경향을 구별할 수 있는 비교군 자

지에서 출토된 유리, 도가니, 녹유연목와의 화학적 특성

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납유리판의 역할과 용도를 정확하

을 비교한 바 있다. 당시 분석에는 pXRF와 일본 벳부대학

게 이해하기 위해 출토위치, 관련 유구 등을 검토하였다.

의 MAR262가 적용되었다.

특히 이번에 선별한 납유리편 9점은 정량분석(ICP

이후 납유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변곡점을 맞이하며

System,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실시하여 주성분, 미

구체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조

량 및 희토류원소를 검출하였고,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데

사를 진행하면서 사리장엄구가 일괄 출토되었고, 녹색유

이터를 해석하였다. 이때 분석시료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리판, 유리구슬 등을 분석하게 되었다(National Research

높이기 위해 육안상 판의 형태를 보이는 대상만 골라서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또한 2012년에는 청동

선정하였고, 표면에서 일부 확인되는 풍화층은 제거하여

유물의 산지추정을 위한 한반도 남부지역 방연석 광산의

납유리 성분함량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납동위원소비 분포도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의 납광산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게 된다(Jeong et al., 20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서 보유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시스템(ELAN DRC II, Perkin-Elmer, MA,

Han and Kim(2015)은 미륵사지 사리공 내에서 출토된

USA)은 고온의 아르곤 플라즈마(6,000 K, Argon)를 이온

유리를 분석하여 성분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 SEM-EDS

원으로 사용한다. 분광기(ICP-AES, Echelle 분광기)로 주

를 이용하였고, 사리공 내부의 녹색유리판은 납 약 70

성분원소를 분석하고, 질량분석기(ICP-MS, Quardrupole

wt.%, 실리카 30 wt.%로 확인되었다. Han(2017)은 납동위

mass filter)로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를 각각 분석한다.

원소비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동적반응셀(DRC)은 CH4나 NH3 가스를 이용하고, 검출한

분포도를 해석하고, 왕궁리유적 납유리 원료산지와 비교

계는 Be<6 ppt, Co<1 ppt, In <0.2 ppt, U<0.2 ppt, Ca<2 ppt,

하였다.

Fe<0.7 ppt를 각각 가진다.

또한 최근 학계에서는 고대 납유리에 대한 연구가 매

또한 납동위원소 분석은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

우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원품 제작을 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를 이용하였고, 납동위원소비

한 유리공예로의 접근(Kim, 2019b), 신라 수파형전과 유

분포도(KOPLID)를 활용하여 분포특성을 확인하였다. 분

사성을 비교하는 연구(Kim, 2019a; Lee and Kim, 2020) 등

석을 위한 전처리는 시료를 질산:염산=1:3의 왕수에 밀봉

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여 120℃에서 용해하였다. 이때 브로민화수소(HBr) 매

본고에서는 고대 납유리 제작기술을 복원하기 위하여

질을 이용하여 음이온교환수지로 고순도의 납을 추출하

기존의 미륵사지 출토 유리 분석결과를 재검토하고, 이와

였고, 정적모드(N-20, 4s integration)에서 분석을 진행하

함께 이번에 새롭게 납유리판 9점을 분석하여 성분비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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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M4와 같이 표면층에서 유리의 형

2.2. 연구대상
이번 연구대상인 납유리는 분석이 가능하고 출토위치
가 비교적 분명한 자료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Table 1,
Figure 1, 2). 납유리는 녹색계열의 판유리편 형태로 판을
제작한 흔적이 뚜렷하며(M2, M4), 일부 노출되어 있는 단
면을 통해 판유리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미륵사지 판유
리는 전체가 하나로 용해되어 동일한 용결, 혹은 소성상

태만 잡아주고 내부에는 덜 용해된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
다. 전반적으로 표면층에서 무지개빛(M1, M9) 및 백색
(M3, M5, M8) 풍화층이 확인되기도 한다. 두께는 7.8∼
17.2 mm를 보이는데 일부 납유리는 표면에서 백색의 가
루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납 성분이 풍화되어 나타
나는 풍화산물에 해당한다.

Table 1. Sample list of glass plates in Mireuksa Temple Site
No.

Artifact type

Excavation spot

Location

Size
(mm)

Thickness
(mm)

M1

Glass plate

The north of eastern Geumdangji

N7E5

4.6 × 3.5

16.9∼17.5

M2

Glass plate

The north of northern Seungbangji

N17,18W4,5,6

5.8 × 4.7

11.7∼11.9

M3

Glass plate

Unkown

Unkown

5.2 × 4.8

15.3∼15.8

M4

Glass plate

Unkown

Unkown

3.8 × 2.6

13.8∼14.0

M5

Glass plate

The north of middle Geumdangji or
western Seungbangji

N4W1 or N14W5

6.2 × 2.2

13.8∼14.3

M6

Glass plate

Unkown

Unkown

4.3 × 3.2

12.4∼12.6

M7

Glass plate

The north of northern Seungbangji

N18

2.7 × 1.8

14.0∼14.3

M8

Glass plate

Unkown

Unkown

5.2 × 2.7

7.9∼9.6

M9

Glass plate

Unkown

Unkown

2.6 × 2.5

7.3∼8.3

Figure 1. Sample collection of lead glasses in Mireuksa Temple Site. (A∼I) M1∼M9. Sample number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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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rawing of Mireuksa Temple Site and excavated location of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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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유리판의 분석결과

가지며 평균 76.6 wt.%로 확인하였다. SiO2도 20.5∼25.8
wt.%로 PbO와 역비례 관계를 보였다(Figure 3).
미량원소는 Cu, Fe, Al, Ca, K 등으로 확인되고 대부분

3.1. 납유리판의 성분특성

0.5% 미만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첨가물은

납유리의 정량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성분, 미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리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량, 희토류원소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고, 주성분원소는

소량의 첨가물에도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합물 변환값을 기재하였다. 미량원소는 1 wt.% 미만대

상대적 함량 값은 주목할 만하다. 주성분에서 크게 차이

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희토류원소와 함께 ppm 단위로

를 보이지 않더라도 미량원소에서 명확한 원소별 함량패

표기하였다. 납유리는 PbO 74.2∼79.5 wt.%의 조성범위를

턴을 보였다. Cu-Ca와 Fe-Mg-Ti-Mn이 이러한 특징을 보

Table 2. Representative compositions of major (wt.%), som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ppm) in lead glass, respectively
M1

M2

M3

M4

M5

M6

M7

M8

M9

Mode

Major oxide (wt.%)
PbO

77.2

76.2

74.7

74.2

76.0

78.1

74.7

78.8

79.5

ICP-AES

SiO2

22.8

23.8

25.3

25.8

24.0

21.9

25.3

21.2

20.5

ICP-AES

Trace element (ppm)
Cu

3338.6

1746.2

969.8

2146.4

2785.6

1263.7

1225.5

1458.2

1325.0

ICP-AES

Al

501.3

396.8

523.8

1294.8

687.3

477.4

1190.9

420.0

1357.5

ICP-AES

Ba

6.4

3.6

3.8

10.5

5.9

5.0

8.6

4.2

12.8

ICP-AES

Ca

531.8

219.8

206.6

361.0

410.3

235.0

373.0

208.2

355.3

ICP-AES

Fe

1137.4

623.5

724.8

928.0

846.9

729.9

589.3

609.1

1072.0

ICP-AES

K

220.0

150.8

194.4

534.7

277.3

217.7

578.5

181.0

518.1

ICP-AES

Mg

123.4

81.9

125.1

101.1

196.2

52.0

114.1

59.7

370.5

ICP-AES

Mn

7.1

4.4

12.0

11.3

18.1

6.7

10.0

6.4

25.0

ICP-AES

Na

271.6

414.7

139.8

389.0

353.7

178.8

339.9

233.8

209.5

ICP-AES

Sr

2.1

2.3

2.1

4.5

3.5

2.5

5.4

2.2

4.7

ICP-AES

Ti

27.5

16.2

33.1

42.8

42.4

22.7

35.7

21.3

56.5

ICP-AES

Co

1.5

0.1

0.1

0.3

2.0

0.1

0.1

0.1

2.8

ICP-MS

Cr

1.0

0.5

0.3

0.7

0.5

0.2

0.4

0.3

0.8

ICP-MS

Ga

0.2

0.1

0.2

0.4

0.2

0.2

0.4

0.1

0.5

ICP-MS

Li

1.7

0.9

1.2

1.3

1.3

1.1

1.1

0.9

1.1

ICP-MS

Ni

12.7

11.1

10.2

10.7

10.1

7.0

8.5

9.2

8.8

ICP-MS

V

0.7

0.5

0.7

0.9

0.8

1.1

0.7

0.6

1.3

ICP-MS

Zn

41.5

24.0

56.0

33.8

20.8

55.4

27.9

53.8

59.0

ICP-MS

Zr

1.4

0.8

1.4

2.4

1.0

1.2

2.3

0.1

3.2

ICP-MS

As

2.9

3.9

4.0

0.5

3.5

1.0

1.4

2.4

2.2

ICP-MS

Sn

2.63

0.33

0.34

101

1.11

0.71

1.64

3.65

4.02

ICP-MS

Sb

202

292

300

3.9

83.7

40.3

87.2

100

7.3

ICP-MS

Rb

0.89

0.76

0.89

2.80

1.16

0.86

2.70

0.94

2.13

ICP-MS

Cs

0.08

0.07

0.08

0.11

0.08

0.06

0.11

0.08

0.08

ICP-MS

TH

0.17

0.09

0.10

0.11

0.05

0.21

0.32

0.06

0.30

ICP-MS

U

0.04

0.03

0.03

0.07

0.07

0.07

0.08

0.03

0.12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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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earth element (ppm)
Sc

2.5

0.4

0.2

0.2

0.1

1.2

0.5

0.1

1.9

ICP-MS

Y

0.23

0.13

0.18

0.39

0.31

0.27

0.42

0.17

0.53

ICP-MS

La

0.74

0.44

0.50

0.97

1.03

1.03

1.20

0.46

1.50

ICP-MS

Ce

1.24

0.62

0.68

1.77

1.53

1.58

1.75

0.63

2.02

ICP-MS

Pr

0.13

0.08

0.09

0.20

0.17

0.21

0.21

0.08

0.21

ICP-MS

Nd

0.46

0.32

0.33

0.72

0.54

0.76

0.77

0.30

0.78

ICP-MS

Sm

0.15

0.08

0.09

0.14

0.14

0.16

0.19

0.06

0.12

ICP-MS

Eu

0.03

0.01

0.01

0.03

0.03

0.03

0.03

0.01

0.03

ICP-MS

Gd

0.10

0.05

0.08

0.14

0.13

0.11

0.15

0.06

0.15

ICP-MS

TB

0.01

0.01

0.01

0.02

0.01

0.02

0.02

0.01

0.02

ICP-MS

Dy

0.05

0.04

0.04

0.09

0.06

0.05

0.10

0.04

0.09

ICP-MS

Ho

0.01

0.01

0.01

0.02

0.01

0.01

0.02

0.01

0.02

ICP-MS

Er

0.03

0.02

0.03

0.05

0.04

0.03

0.06

0.02

0.06

ICP-MS

TM

0.00

0.00

0.00

0.01

0.00

0.00

0.01

0.00

0.01

ICP-MS

Yb

0.03

0.02

0.03

0.04

0.05

0.03

0.06

0.02

0.05

ICP-MS

Lu

0.01

0.00

0.00

0.01

0.01

0.00

0.01

0.00

0.01

ICP-MS

Figure 3. The properties of the major elements. (A) Major element (%). (B) Major oxide (wt.%). (C) PbO Avg. 70
wt.% (Han, 2017). (D) PbO 70∼79 wt.% (Kang et al., 2003).
이고, 특히 Sn은 M4에서만 확인되었다(Figure 4).
희토류원소는 경희토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며, 각 원소와 시료를 기준으로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Sc와 Ce에서 변화폭이 가장 크게 검출되었다(Figure

488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Figure 4. The properties of the trace elements (ppm).

Figure 5. Rare earth elements in lead glass. Distribution patterns according to elements (A) and sample (B).

Figure 6. The properties of the rare earth element. (A) Scandium content difference by element. Distribution patterns
of rare earth elements in M1(B) and M9(C).
5). 납유리 M1와 M9에서 Sc 함량차이에 따른 다른 패턴

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들의 세부특성을 활용하면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Figure 6).

유적에서 나온 납유리이지만 성인에 기인하는 요소는 동

납유리는 주성분원소에서 매우 뚜렷한 동일 조성비를

일한지 혹은 다른 분류체계를 보이는지 구별이 가능할 것

보인다. 그러나 각 시료별 함유하고 있는 미량 및 희토류

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정확한 패턴경향은 고찰에서 다루

원소의 분포패턴을 보면, 서로 경향이 유사한 원소가 보

고자 한다.

이기도 하고 혹은 부분적인 그룹화의 특성을 보이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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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ead isotope ratio of lead glass excavated from Mireuksa Temple Site
Lead isotope ratio

Sample No.

Cho and Kim
(2022)

Han and Kim
(2015)

Kim et al.
(2007)

Kang et al.
(2003)

206

204

Pb/ Pb

207

204

Pb/ Pb

208

Pb/204Pb

207

Pb/206Pb

208

Pb/206Pb

1(M1)

17.760

15.668

39.115

0.8822

2.2025

2(M2)

17.569

15.665

38.768

0.8822

2.2025

3(M3)

17.340

15.582

38.800

0.8916

2.2066

4(M4)

18.331

15.828

39.449

0.8986

2.2375

5(M5)

17.858

15.657

39.047

0.8635

2.1521

6(M6)

17.508

15.664

38.979

0.8767

2.1865

7(M7)

17.427

15.597

38.848

0.8947

2.2264

8(M8)

17.565

15.624

38.827

0.8950

2.2291

9(M9)

17.369

15.608

38.878

0.8986

2.2383

10(1)

18.771

15.806

39.530

0.8421

2.1039

11(2)

18.230

15.720

38.463

0.8624

2.1079

12(3)

19.243

15.849

38.911

0.8236

2.0203

13(4)

17.368

15.584

38.820

0.8973

2.2331

14(5)

17.416

15.650

39.041

0.8986

2.2395

15(6)

17.437

15.678

39.136

0.8991

2.2423

16(7)

25.572

16.691

41.119

0.6527

1.6064

17(8)

17.439

15.609

38.901

0.8950

2.2286

18(9)

17.445

15.619

38.951

0.8953

2.2308

19(MR1)

17.720

15.636

34.368

0.8824

2.2001

20(MR2)

17.538

15.626

34.674

0.8910

2.2211

21(MR3)

17.456

15.610

34.752

0.8942

2.2284

22(MR4)

17.450

15.615

34.784

0.8949

2.2297

23(MR5)

17.340

15.594

34.905

0.8994

2.2404

24(MR6)

17.521

15.613

34.637

0.8911

2.2206

25(MR7)

17.450

15.605

34.735

0.8942

2.2281

26(no.1)

17.455

15.610

38.817

0.8943

2.2238

27(no.2)

17.376

15.591

38.800

0.8973

2.2330

28(no.3)

17.546

15.716

39.030

0.8957

2.2244

29(no.4)

17.580

15.694

38.992

0.8927

2.2180

30(no.5)

17.872

15.743

39.572

0.8809

2.2141

31(6162)

17.594

15.641

39.001

0.8890

2.2167

32(mr1)

17.436

15.612

38.886

0.8954

2.2302

33(mr2)

17.745

15.655

39.027

0.8822

2.1993

34(mr3)

17.349

15.598

38.841

0.8991

2.2388

35(mr4)

17.454

15.616

38.903

0.8947

2.2289

36(mr5)

17.350

15.606

38.873

0.8995

2.2405

37(mr6)

17.528

15.619

38.910

0.8911

2.2199

38(mr7)

17.443

15.611

39.891

0.8950

2.2296

39(mr8)

17.438

15.614

38.894

0.8954

2.2304

TIMS, Correction : NBS 981 Average.
206
Pb/204Pb=16.949±0.008, 207Pb/204Pb=15.494±0.005, 208Pb/204Pb=36.724±0.021,
208
Pb/206Pb=2.1666±0.0016 (N=15, 2ó standard error)

207

Pb/206Pb=0.914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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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ead isotope ratio of lead glasses by map of KOP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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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납유리판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납유리 원료의 상관관계 해석을 위해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진행한 분석결과와 기존
에 진행된 미륵사지 납유리의 납동위원소비 분석자료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2012년에 국립
문화재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반도 남부지역 방연석 광산
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KOPLID)에 도시하여 비교하였
고(Jeong et al., 2012), 자료의 구분을 위해 연구자와 연도
를 색깔별로 달리 표기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진행한 분
석결과는 Cho and Kim(2022)로 명시하여 구분하였다.
Figure 7은 납유리의 동위원소비 분석데이터를 분포도
에 도시한 것으로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우선 이번에
진행한 납유리판의 동위원소비는 대부분 Zone4인 경기육
괴의 방연석 광산에서 뚜렷이 분포하는 시그널을 보였다.
그리고 일부 시료(M4)는 옥천대와 영남육괴를 가리키는
Zone3에 도시되는 결과도 확인하였다.
한편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미륵사지 납유리의 납동
위원소비 분석자료와 분포양상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시료에서 Zone4 영역에 표시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Han
and Kim(2015)는 M4와 같이 Zone3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부 Zone1과 Zone2 혹은 신라문화권 출토 납유리의 동
위원소비와 관련된 영역에 표시되기도 한다(Kang et al.,
2005; Lee and Kim, 2020).
납동위원소비 광역분포도는 한반도의 모든 방연석광
산을 포함하진 않지만 지구조의 원리를 고려한다면 익산
미륵사지는 지리학적으로 Zone3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
며, Zone4를 인접해 두고 있다. 다만 각 영역이 가리키는
면적은 지체구조를 경계로 나뉘기 때문에 특정한 광산을
지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이상의 결과에서 납유리판을 만드는 원료의 조달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미륵사지 납유리판은 Zone4에 해당
하는 광산에서 대부분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일부는 더
먼 곳에서 공급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석은
동일한 함량비를 통해 녹색 판유리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방식에 대한 분석 등이 일부 이루어졌지만(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1989), 개별 유리의 정확한 출토 위치
와 내용이 충분하게 기록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납유리의 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한쪽 면이 매끄러운
형태로 관찰된다. 매끄러운 면은 사용 면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바깥으로 드러나는 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토대로 역할을 추정해보면, 수직으
로 세워서 벽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수평
으로 뉘어서 바닥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으
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유리라는 재료의 특성상 바닥으로
사용하였을 때 하중을 충분히 견디기 어려워 파손의 위험
이 크기 때문에 벽면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
였지만, 중원 금당지 벽체에서 유리 성분이 확인되지 않
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1989). 오히려 벽체에서 회칠의 흔적이 확인되
어 유리로 벽을 마감하기보다는 그림을 그려 장식성을 확
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납유리판의 출토위
치에 대한 기록이다. 납유리판은 동원의 금당지와 탑지
등 사찰의 중요 전각 공간에서 부분적으로 출토되었다.
당시 금당지 바닥에 깔린 녹색의 유리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에 대한
해답은 Joo(2014), Kim(2017), Kim(2019a)와 Lee and
Kim(2020)에서 찾을 수 있다. 미륵사지 사리공 바닥에는
두께 1 cm의 판유리가 한 매 놓여 있으며 금제구설, 유리
구슬, 진주, 곡옥 등 사리기 이외의 다양한 공양품은 백제
만의 독특한 공양 의례를 보여준다(Joo, 2014; Kim, 2017).
사리장엄구는 탑이 부처의 유골인 사리를 모신 일종의
무덤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Kim, 2017).
중요 전각에서 녹색의 납유리판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이유는 이 또한 부처의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현상은 신라 사찰에서 녹유전을 통해 자세히 관찰된
다. 녹유전의 사용은 주로 부처님의 유리정토세계를 구현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녹유수파형전은 정토세계 속 유
리연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Kim,
2019a).

4. 고 찰
4.1. 납유리판의 용도

4.2. 납유리의 원료와 발색특성
미륵사지 녹색유리는 PbO 함량이 74.2∼79.5 wt.%를
차지하는 PbO-SiO2계 납유리이다. 이들은 서로 역비례의

납유리판은 미륵사지 전역에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동

조성비를 보이며, 각각 평균 76.6 wt.%와 23.4 wt.%를 나

원의 금당지와 탑지 주변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해당 발

타냈다. 납유리 제작에 사용되는 원료는 방연석과 모래로

굴조사 보고서에서는 납유리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제작

정리된다. 일정 비율로 두 재료를 혼합하여 유리를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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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모래는 일반적으로 규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해안가에 따라서는 탄산칼슘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미량원소에서 검출되는 원소별 패턴특징을 보아 이번에
새롭게 분석한 납유리판 9점은 규산염광물이 다량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유리에는 Cu, Al, Ba, Ca, Fe, K 등 다양한 미량원소
도 함께 검출되었다. 유리를 제작할 때 안정제로서 Al2O3
나 CaO를 첨가하는데 Al은 1,000 ppm 전후로 측정되었고,
Ca는 207∼532 ppm을 보여 인위적인 첨가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납유리판 9점 가운데 표면이 매끈한 녹색
유리판 M4와 M7은 Al 함량이 각각 1,295 ppm, 1,191 ppm
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Table 2).
한편 납유리는 다양한 녹색계열을 띠는데 발색에 영향
을 주는 성분을 선별했을 때 Cu, Fe, Mn, Co, Cr로 고려할
수 있다. Table 4는 일반적인 유리의 발색원소를 정리한
것으로 환원과 산화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소는 Cr이다.
그러나 실제 고대 녹색의 유리를 발색시키기 위한 분석결
과를 반영하자면 Cu(970∼3,339 ppm)가 가장 유력하다.
향후 미륵사지 납유리판을 재현할 때, 이번 정량분석의
평균값인 PbO 76.6 wt.%와 SiO2 23.4 wt.%를 주성분으로
제작하고 발색가능한 원소를 대상으로 소성환경, 함량,
색차 등의 테스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3. 백제-신라 유리질물질 성분 비교
앞서 정리한 미륵사지 납유리판의 고유특성을 토대로
경주 사천왕사지 수파형전과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납
유리와 녹유전돌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으며(Lee et al., 2011; Kim, 2019a; Lee and
Kim, 2020),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를 통해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 유리질물질의 성분을 비교하였다.
신라 사천왕사지 출토 유리질물질의 주성분은 PbO
74.1∼75.8 wt.% 범위를 가지며(Kim, 2019a), 미륵사지 납
유리와 매우 유사한 정량분석 비율을 나타냈다. 납유리판
과 수파형전은 문화권도 다르고 유물의 유형도 다르다.
그러나 출토시기, 육안관찰, 용도의 추정, 화학조성, 출토
위치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유사한 요소가 더 많다.
특히 유리판을 납 성분으로 만든 것에 대한 의문이 해
소되는데, 유리의 형태는 성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다. 7세기 백제의 장엄방식이 발전하면서 판의 수요가 증
가하고, 형태를 가공하기 쉬운 납 원료를 이용한 것이다
(Lee et al., 2011; Joo, 2014). 즉 백제인은 사용용도에 따라
재료와 제작방법을 달리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Han and
Kim, 2015).
미륵사지 장엄방식은 7세기 전반 중국 수대 사리장엄
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사리기로 사용된 금

Table 4. Color change table for reduction and oxidizing (Kim, 2021)
Firing method

Reducing plasticity

Color

Oxidative plasticity

Chromium
oxide

Emerald
green

Yellowish green

Cerium
titanium
oxide

Yellow

Yellow

Selenium

Red

Colorlessness

Cobalt
oxide

Royal
blue

Royal
blue

Cuprous
oxide

Red

Blue
green

Cupric
oxide

Blue green

Blue

Manganese
dioxide

Peasant
color

Purple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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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rrelation data of lead glass. (A) Cr/La vs. Zr/Ti. (B) 206Pb/204Pb vs. Sn. (C) Content of Sb by sample. (D)
206
Pb/204Pb vs. Sb. (E) 206Pb/204Pb vs. Sc. (F) 206Pb/204Pb vs. Ce.
호와 금동호는 백제적 전통을 따르고 있다. 동시에 이 사

와 비교해보면 Zone4에서 확인되는 다른 납유리판과는

리호들의 표면에는 화려한 당초문과 연주환문 등의 새로

구별되는 영역에 도시됨을 알 수 있다(Figure 8D).

운 서역계 문양과 어자문(魚子文)기법과 같은 새로운 제

이러한 특성은 동위원소비와 희토류원소와의 관계에

작기법이 사용되어 당시 백제의 장인들이 신구양식을 동

서도 확인된다. 원료의 동질성을 비교할 수 있는 희토류

시에 수용하여 수준 높은 조형양식을 발전시켰음을 알려

원소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결과, Sc와 Ce에서 시

준다. 7세기 백제 후기의 문화는 통일신라 및 일본, 중국

료가 뚜렷이 구분되었다(Figure 8E, 8F). 미륵사지 납유리

당나라 등 고대 동아시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판의 PbO 비율은 76 wt.%로 거의 동일하나 미량 및 희토

(Joo, 2014). 미륵사지 납유리판과 사천왕사지의 수파형전

류에서 구분되는 원료의 지화학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동

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유사한 유리질물질로 발전하게 된다.

일권역에서도 원료산지 차이를 보여 원재료 공급은 다양
한 루트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4. 납유리 원료의 상관성 검토

5. 결 론

납유리와 원료조달 방식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자 납유리 분포특성에서 상이한 영역대(Zone3)에 도시되
는 값들을 대상으로 주성분-희토류원소를 비교하였다.
206

204

Pb/ Pb와 미량 및 희토류원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Si

소스를 베이스로 하는 Cr/La-Zr/Ti를 비교하였다(Sonia et
al., 2019).
우선 Si 소스를 베이스로 하는 Figure 8A에서는 동일문
화권에서도 뚜렷한 영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납동위원소
비 분석에서 상이한 영역대에 도시된 시료 M4를 미량원

1. 미륵사지 납유리는 사역 전역에서 확인되며 특히 동
원의 금당지와 탑지 주변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녹색계열
의 매끄러운 판유리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표면
층에서 무지개빛 및 백색의 가루형태가 확인되기도 한다.
판유리는 중요 전각 건물지에 부분적으로 깔아두어 부처
의 공간을 상징하는 백제의 공양 의례를 상징한다.
2. 미륵사지 납유리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PbO

Pb/ Pb와 Sn의 비교를 통해

70 wt.% 이상의 성분범위를 보였다. 향후 재현실험 및 기

미륵사지 납유리 원료 공급지는 다른 영역에서 조달한 것

술제작 복원을 위해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PbO는 평균

을 알 수 있다.

76.6 wt.%로 산출되었다. 육안상 다양한 두께와 표면색을

소와 비교하였다(Table 2).

206

204

광석광물의 정량분석을 시행하면 Pb는 미량원소의 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조성비로 제작하였음을 알

재량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인다. 방연석광산에서 확보된

수 있다. 또한 이 조성비는 경주 사천왕사지 수파형전과

미량원소는 Se, Ag, Bi, Sb이 해당한다(Jeong, 2013). 이 가

도 동일하다.

운데 미륵사지 납유리판은 Sb가 검출되었고, 3.9 ppm으로

3. 미륵사지 납유리의 원료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가장 낮은 함량치를 보였다(Figure 8C). 이를 동위원소비

납동위원소를 분석하고 분포도에 도시한 결과, 대부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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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는 동일한 영역대에 뚜렷이 분포하는 시그널을 보이
지만 이외 영역에 도시되기도 하였다. 즉 원료공급은 다
양한 루트를 통해 조달하고, 납유리를 제작하는 조성비는
일정하게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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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에 대하여 재료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제작기법과 성격을 규명하였다. 분석 대상은 수파형전에서 분리한 녹색의 유리질층 10점으
로, 두께는 2.62∼4.43 mm이고 색상은 옅은 녹색과 짙은 녹색으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대상 유물은
주요 성분 함량이 PbO 73.0∼78.9 wt.%(평균 76.7 wt.%), SiO2 21.1∼27.0 wt.%(평균 23.3 wt.%)로,
순도가 높은 규석과 납 원료로 제작한 고연(高鉛)의 유리질층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납동위원소비와
미량 및 희토류 원소 분석 결과에서 원료 특성이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기법은 소성을 완료한 수파형전을 틀에 고정한 후 그 위에 유리질의 융액을 붓고 식혀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형태적⋅재료적 특성으로 보아
유약보다는 유리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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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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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were identified, and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he samples were ten green glassy layers separated from tiles.
These samples were 2.62 to 4.43 mm thick and were sorted light and dark green.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green glassy layers, PbO was calculated from 73.0 to 78.9 wt.% (average 76.7
wt.%), SiO2 was calculated from 21.2 to 27.0 wt.% (average 23.3 wt.%). Therefore, it is presumed
that high-lead glassy layers were made with high-purity silica stone and lead.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ad isotope ratios and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in the glassy
layers,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It is presumed that it was
manufactured by fixing the wave-shaped tiles that had completed firing to a frame, putting a molten
glassy onto it, and cooling it. Based on these morphological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it is closer
to the glass than the glaze.

Key Words Sacheonwangsa Temple Site, Wave-shaped tiles, Glassy layers, Lead glass, Quantitative

analysis, Lead isotope analysis

1. 서 론

주목을 받았다. 출토된 녹유 유물로는 목탑 기단을 장엄
한 녹유신장벽전을 비롯하여 녹유전, 귀면와, 부연와, 벼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에 창건한 대표적인 통일

루 등이 있으며, 이 중 녹유전으로 분류된 금당지 출토

신라 왕실 사찰이다. 사천왕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

방형전과 동⋅서 목탑지 출토 수파형전은 상면에 녹색의

소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발굴 조사를 통하

두꺼운 유리질층이 고착되어 있다.

여 통일신라 전형의 쌍탑일금당식(雙塔三金堂式) 가람배

통일신라의 녹유전은 대체적으로 7세기경에 제작되기

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 납을 주 원료

시작하였고, 주로 왕궁이나 왕실 사찰의 대표 건축물 등

로 하는 다량의 녹유 유물이 출토되어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되었다(Kim, 2010). 대표적인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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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연구 대상 유적인 경주 사천왕사지를 비롯하여 금

2. 연구 대상

당 내부 바닥에 녹유전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 포항 법광
사지가 있다(Hahm, 2022). 그 외에 녹유전이 출토된 곳은

2.1. 수파형전의 발굴 현황

경주 황룡사지, 천룡사지, 감은사지, 영묘사지, 황복사지,
불국사, 분황사 등 대부분 신라 왕경에 위치한 왕실 사찰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발굴

이며, 영주 부석사, 대구 동화사, 서산 보원사지 등이 있

되었는데, 당시 명칭은 새 모양과 유사하다고 하여 ‘천조

다. 이 중 사천왕사지 출토 유물과 같이 두꺼운 유리질층

형전(千鳥形塼)’으로 불렀고, 2006년 발굴 이후에는 마름

이 고착된 전돌은 경주 천룡사지와 감은사지, 영묘사지,

모 형태와 닮았다고 하여 ‘능형전(菱形塼)’이라고 칭했다.

포항 법광사지, 영주 부석사, 서산 보원사지 등에서 출토

한편 최근 Kim(2019)의 연구에서는 전돌의 형태를 물결

된 바 있다.

문양으로 보아 ‘수파형전(水波形塼)’으로 명명하였다.

녹유전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는 경주 사천왕사

사천왕사지 수파형전은 목탑지에서 다수 출토되었다.

지(Lee et al., 2011; Jung et al., 2018), 천룡사지(Kang et

특히 처음 발굴될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보상화문전을

al., 2005), 영묘사지(Cho et al., 2007), 포항 법광사지(Mun

중심으로 수파형전이 일렬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et al., 2002; Kang et al., 2005; Jeon, 2022), 영주 부석사

수파형전과 보상화문전은 목탑 내부 바닥을 장엄하기 위

(Kang et al., 2005)의 출토 유물을 대상으로 유약 및 태토

하여 세트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의 연구

성분, 전돌 형태, 제작기법, 납동위원소비에 대한 분석 연

에서 밝혔듯이 전돌의 형태가 물결문양[수파형(水波形)]

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논문에서는

인 것은 불교 경전에서 보이는 유리연못(琉璃池)을 구현

유약의 두께에 따라 녹유전의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다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세트인 보상화문전은 유리연못

(Jeon, 2022).

에 핀 연꽃을 상징한 것이다(Kim, 2019)(Figure 1).

연구 대상인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은 상면에 유리
질층이 고착되어 있어 그동안 녹유전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돌에서 관찰되는 유리질층은 함께 출토된 녹
유 유물의 유약층보다 두께가 두껍고 표면에 두꺼운 백색
의 풍화층이 존재하고 있어 특이점을 보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수파형전의 유리질층
에 대하여 원료 특성을 분석하고 제작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연구된 녹유전 및 납유리의 분석 자료
와 비교하여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 유리질층의 성격
을 검토하고자 한다.

2.2. 수파형전의 형태적 특징
사천왕사지 수파형전은 전돌 상면에 1∼5 mm 정도 두
께에 해당하는 두꺼운 녹색의 유리질층이 일정한 두께로
피복되어 있다. 발굴된 수파형전은 태토가 반구형으로 분
리⋅파손된 것이 많고(Figure 2-ⓑ, ⓒ), 단면에서 태토 원
료(덩어리)를 틀에 채워 넣은 흔적이 관찰된다(Figure 2ⓒ, ⓓ). 유리질층에는 납 성분의 풍화로 인하여 생성된
백색 분말층이 관찰되며(Figure 2-ⓐ), 표면뿐만 아니라 전
돌 상면과 유리질층이 맞닿는 계면에도 형성되어 있다

Figure 1. Restoration drawing of the excavated situation of the wave-shaped tiles at
Sacheonwangsa Temple Site (Ki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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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Figure 2-ⓓ). 일부 유물에서는 유리질이 눌린 흔적(Figure
2-ⓔ)과 유리질이 전돌의 측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눌린
흔적(압흔)이 확인된다(Figure 2-ⓕ).

2.3. 연구 시료
유리질층이 피복된 수파형전 시료 10점을 선정하였다
(Table 1, Figure 3). 시료는 출토 위치가 목탑지로 분명하

Table 1. Sample list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No.

Color

Size (mm)

Tiles

Glassy layers

Layers thickness

SC-01

Light grey (partially brown)

Dark green

2.62

SC-02

Light grey (partially brown)

Light green

3.11

SC-03

Dark grey

Light green

3.93

SC-04

Light grey

Dark green

3.88

SC-05

Dark grey

Light green

3.88

SC-06

Light grey (partially brown)

Light green

3.35

SC-07

Light grey (partially brown)

Light green

4.43

SC-08

Light grey (partially brown)

Dark green

2.96

SC-09

Light grey

Dark green

3.65

SC-10

Grey

Dark green

4.19

Figure 3. Sample collection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 SC-01∼10. Sample number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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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태적으로 수파형전의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하였

소(HBr) 매질을 이용하여 음이온 교환수지로 고순도의

다. 특히 유리질층의 두께가 평균적인 범위이면서 백색

납을 추출하였고, 실리카겔과 인산(H3PO4)을 이용하여 Re

풍화층이 적은 시료를 선정하였다. 전돌의 색상은 옅은

필라멘트에 시료를 얹었다. 분석은 정적인 모드(Static

회색 또는 짙은 회색이며, 일부 시료는 유리질층과 맞닿

mode, N-20, 4 s integration)로 1,100∼1,200℃에서 실시하

는 부분에서 옅은 갈색을 띤다. 백색 납 풍화층을 제거하

였으며, 외부보정을 위해 표준 납 시료 NBS981도 함께

면, 녹색 계통의 광택이 나는 유리질층이 확인된다. 색상

분석하였다. 2σ% 분석 표준오차는 0.3% 미만이었으며,

은 옅은 녹색에서 짙은 녹색으로 다양하며 두께는 2.62∼

206

4.43 mm 정도로 두껍다. 발굴된 전돌 중에는 유리질층이

208

Pb/204Pb=16.949±0.008,

207

Pb/204Pb=15.494±0.005,

204

Pb/ Pb=36.724±0.021(2σ SE, n=30)였다.

부분적으로 탈락된 경우도 있으며, 실제 물리적인 타격으
로 전돌과 유리질층은 쉽게 분리된다. 이러한 특징은 사

4. 연구 결과

천왕사지 녹유신장벽전, 녹유귀면와, 녹유부연와 등 기물
에 매우 얇게 시유된 일반적인 녹유의 성질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Lee et al., 2011; Kim, 2019).

4.1. 현미경 관찰
수파형전에서 분리한 유리질층 시료 10점을 대상으로

3. 연구 방법

백색 풍화층을 제거한 표면 특성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4).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메스와 말렛

유리질층에서는 기포와 불순물이 존재하며 기포는 다

을 이용하여 전돌에서 분리한 후, #1000, #1500, #2000,

양한 크기로 방향성 없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냉

#5000, 0.05 µm의 순서로 Polishing하여 표면의 백색 풍화

각 과정에서 기포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이

층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다(Kang and Cho, 2008). 한편, 빙렬[관입(貫入), 관유(貫

실체현미경(S9i, Leica, Germany)으로 분석 대상의 색

乳)]과 같은 갈라짐 현상이 유리질층의 전면에서 확인된

상과 투명도, 표면의 풍화 정도, 균열 및 기포 상태 등의

다. 표면은 대체적으로 갈라진 면이 넓은 반면, 계면(전돌

특성을 관찰하였다. 또한, 육안 관찰로는 객관적인 색상

과 맞닿는 면)은 매우 작은 균열들이 존재하므로 유리질

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광측색계(CM-2600d,

층의 갈라짐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용융시킨 유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색을 측정하고

리질을 전돌에 부었을 때, 표면과 계면에서 발생하는 냉

객관적인 수치로 표기하였다. 표준 광원 D65, 시야 각

각 속도나 수축률, 열팽창의 차이 등으로 인한 현상이거

10°, MAV(Φ8 mm), SCE(정반사광 제거) 조건으로, 최대

나, 매장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은은한 충격이 가해졌을

한 측정 광원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 3회 측정하였다.

때, 압축응력을 받는 표면과 인장력을 받는 계면 사이에

유리질층의 단면 관찰과 화학 조성은 주사전자현미경

서 생긴 파괴 현상으로 추정된다(Kang, 2020).

(SEM, JSM-6380LV, JEOL, Japan)과 이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분석기(EDS, 7582, OXFORD, Eng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리질층에 대한 정량분석은 한국기초과학

4.2. 색도 측정

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도결합 플라

선정한 시료 10점에서 백색의 풍화층 면적이 넓은 2점

즈마 질량⋅분광 분석기(ICP-AES⋅MS, Elan DRC II⋅

(SC-01, 08)은 정확한 측정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

Optima 8300,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였다. 주요 성

를 제외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Figure 5).

분으로 검출된 Pb를 산화물로 변환한 후 이를 제외한 성

육안 관찰에서 짙은 녹색으로 분류한 SC-04, 09, 10의

분은 Si의 산화물로 기입하였으며, 주요 성분에 거의 영

경우 명도(L*) 33.37∼35.73, 색도 a* -7.63∼-5.35, b* 2.29

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 및 희토류 원소는 ppm 단위로 표

∼3.47으로 모두 낮은 값을 보인다. 옅은 녹색으로 분류한

기하여 기입하였다. 그리고 유리질층에 존재하는 납 성분

SC-02, 03, 05, 06, 07 중 SC-05를 제외하면 명도(L*)가

에 대한 납동위원소비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1.13∼54.68로 높으며, 색도도 a* -16.22∼-6.70, b* 6.80∼

오창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열이온화질량분석기(TIMS,

18.92로 높은 편이다. SC-05는 명도(L*)가 40.05로 짙은

Isotobe-T, IsotopX, England)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실시하

녹색보다 높으나, 색도가 a* -4.19, b* -0.15로 짙은 녹색과

기 전, 시료를 왕수(질산:염산=1:3)와 함께 테프론 바이알

비슷하여 육안 관찰 분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에 밀봉하여 120℃에서 완전히 용해하였다. 브로민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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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croscopy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
SC-01∼10. The images are glassy layers separated from the tiles, and the front, the back of glassy layers. The front
surface is wider crack face. But, back here is a little crack face.
Table 2. The color value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No.

Color value
L*

SC-01

a*

b*

Not measured

Remark
Dark green

SC-02

54.68

-6.70

6.92

Light green

SC-03

43.61

-11.82

11.74

Light green

SC-04

35.73

-7.09

2.69

Dark green

SC-05

40.05

-4.19

-0.15

Light green

SC-06

41.13

-16.22

6.80

Light green

SC-07

50.72

-10.23

18.92

Light green

SC-08

Not measured

Dark green

SC-09

34.10

-5.35

2.29

Dark green

SC-10

33.37

-7.63

3.47

Dark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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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olor value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4.3. 성분 분석

에서 흔히 동반되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Shen. et al., 2019).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에 대한 주요 성분 및 미량⋅희토
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PbO는 73.0∼78.9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의 성분은 As, Sb, Bi와 발색 성분
Cu, Fe 함량이 높은 편이다. 선정 시료 10점에서 4점
(SC-02, 05, 06, 07)은 Zn, As 함량이 높고, 다른 4점(SC-01,

wt.%, SiO2는 21.1∼27.0 wt.%으로 납의 함량이 상대적으

08, 09, 10)은 Sb와 Bi 함량이 높은 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로 높다. 특히, Al2O3, CaO, Na2O, K2O와 같은 성분이 검출

그리고 납 광석에서 흔히 동반되는 원소인 Zn, As, Sb, Sn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석, 모래, 재 등을 첨가하지 않

을 기준으로 Zn/Sn-As/Sb 성분 비를 도식화하면, Ⅰ그룹

고 순도가 높은 규석(혹은 규사)과 납을 이용하여 제작한

(SC-01, 04, 08, 09, 10)은 유사한 범위로 다른 5점과는 구

것으로 추정된다(Cho. et al., 2007).

분되는 양상을 보인다(Figure 6).

일반적으로 납유리는 Na2O나 K2O와 같이 재에서 유래

발색 성분으로 작용하는 Cu와 Fe를 기준으로 Cu/Fe 성

한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납과 규석, 모래 그리고 발색

분 비로 비교하면 옅은 녹색 시료(SC-02, 03, 05, 06, 07)는

성분을 혼합하여 제작한다(Kim, 2001; Kang. et al., 2004).

1.79∼6.95(평균 3.53)로 낮고, 짙은 녹색 시료(SC-01, 04,

따라서 납유리에서 검출되는 Na, K, Ca, Ti, P, Mg, Fe 등의

08, 09, 10)는 11.56∼24.81(평균 18.13)로 높은 값을 보인

성분은 모래에서 유래한 것이며, Fe, Cu, Sn, Sb, Co, Zn 등

다(Table 4). 따라서 Cu와 Fe 두 성분이 발색 성분으로 작

의 원소는 발색 성분으로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Mecking, 2013). 한편 Sn, Sb, Zn과 As 등의 원소는 납 광석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SC-01

SC-02

SC-03

SC-04

SC-05

SC-06

SC-07

SC-08

SC-09

SC-10

Major Oxide (wt.%)
PbO

77.7

76.6

74.0

73.0

78.9

77.0

77.2

77.5

77.0

78.0

SiO2

22.3

23.4

26.0

27.0

21.1

23.0

22.8

22.5

23.0

22.0

Trace element (ppm)
Li

2.21

2.35

2.42

3.18

2.52

2.51

2.45

2.33

2.94

3.21

Na

138

158

152

149

156

164

144

126

119

146

Mg

41.2

37.6

42.6

42.6

51.5

89.8

40.5

43.5

38.4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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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01

SC-02

SC-03

SC-04

SC-05

SC-06

SC-07

SC-08

SC-09

SC-10

Al

258

449

438

357

386

383

327

300

192

308

K

170

188

203

208

174

172

198

107

88.6

168

Ca

129

180

253

162

187

216

271

147

153

290

Ti

18.5

28.8

28.6

23.6

25.8

23.0

25.1

25.1

21.0

49.9

V

0.83

1.13

1.12

0.90

1.08

0.91

1.04

0.82

0.69

0.95

Cr

0.14

0.07

0.19

2.61

0.30

0.96

0.33

1.99

0.41

2.58

Mn

3.80

5.20

6.37

4.57

5.60

14.27

6.24

4.82

4.25

6.08

Fe

431

486

707

412

733

360

707

539

373

496

Co

0.05

0.12

0.24

0.06

0.16

1.03

0.15

0.10

0.08

0.10

Ni

2.73

0.92

1.30

7.42

1.43

0.93

0.95

3.13

2.77

7.83

Cu

10379

1217

1618

5346

3029

2506

1266

9286

9254

5729

Zn

10.86

12.31

1.62

3.61

33.89

23.68

11.45

2.13

0.61

0.26

Ga

0.10

0.17

0.12

0.12

0.14

0.12

0.11

0.14

0.06

0.11

As

700

2504

5553

346

1530

3839

1707

681

715

218

Rb

0.72

1.14

1.45

1.25

0.86

0.93

0.97

0.61

0.51

1.06

Sr

1.34

1.96

3.59

2.02

1.86

2.42

2.48

1.87

1.62

2.86

Zr

6.64

6.45

2.62

7.74

7.10

6.18

8.36

4.92

3.95

4.34

Sn

4.01

1.07

0.65

0.91

1.51

1.56

0.65

2.32

3.31

1.63

Sb

1233

178

190

510

464

158

145

1190

1475

959

Ba

2.38

3.87

4.62

2.67

3.17

3.47

3.32

3.26

2.79

3.44

Bi

1851

103

38.8

263

172

35.5

55.5

2007

1631

2062

Th

0.55

0.24

0.00

0.38

0.55

0.22

0.64

0.16

0.21

0.09

U

0.14

0.17

0.08

0.21

0.20

0.18

0.22

0.15

0.11

0.15

Cs

0.12

0.13

0.13

0.12

0.12

0.10

0.11

0.08

0.06

0.10

Rare earth element (ppm)
Sc

0.17

0.05

0.05

0.09

0.08

0.05

0.03

0.14

0.13

0.14

Y

0.48

0.52

0.34

0.54

0.59

0.54

0.64

0.39

0.34

0.43

La

0.46

0.62

0.78

0.46

0.74

0.91

0.58

0.58

0.54

0.73

Ce

0.66

0.90

1.11

0.72

1.16

1.22

0.81

0.86

0.52

0.79

Pr

0.07

0.09

0.15

0.07

0.11

0.16

0.09

0.09

0.07

0.11

Nd

0.23

0.31

0.47

0.20

0.33

0.48

0.30

0.36

0.19

0.33

Sm

0.03

0.07

0.10

0.06

0.08

0.08

0.07

0.07

0.02

0.04

Eu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Gd

0.06

0.07

0.08

0.06

0.06

0.06

0.07

0.05

0.04

0.03

TB

0.02

0.01

0.02

0.01

0.01

0.01

0.02

0.01

0.00

0.00

Dy

0.10

0.06

0.07

0.10

0.11

0.09

0.10

0.07

0.06

0.08

Ho

0.03

0.02

0.01

0.02

0.02

0.02

0.03

0.01

0.01

0.01

Er

0.09

0.08

0.05

0.08

0.09

0.06

0.12

0.08

0.04

0.07

Tm

0.01

0.01

0.00

0.01

0.01

0.00

0.01

0.00

0.00

0.00

Yb

0.09

0.11

0.07

0.13

0.12

0.11

0.12

0.08

0.05

0.07

Lu

0.02

0.01

0.00

0.02

0.01

0.01

0.02

0.01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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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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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Zn/Sn-As/Sb composition ratios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Table 4. Cu/Fe composition ratios of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No.

Cu (ppm)

Fe (ppm)

Cu/Fe

Remark

SC-01

10379

431

24.09

Dark green

SC-02

1217

486

2.50

Light green

SC-03

1618

707

2.29

Light green

SC-04

5346

412

12.98

Dark green

SC-05

3029

733

4.13

Light green

SC-06

2506

360

6.95

Light green

SC-07

1266

707

1.79

Light green

SC-08

9286

539

17.22

Dark green

SC-09

9254

373

24.81

Dark green

SC-10

5729

496

11.56

Dark green

또한, Zn/Sn-As/Sb 성분 비와 Cu/Fe 성분 비에 따른 구

성분 비 그래프에서 SC-01, 04, 08, 09, 10 시료가 구분되

분이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

는 양상을 보인 것, Zn, As가 높은 시료(SC-02, 05, 06, 07),

되는 원료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b, Bi가 높은 시료(01, 08, 09, 10)가 구분되는 양상을 보
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선 두 그룹의 납 광석

4.4. 납동위원소비

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산지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그룹의 유리 색깔(짙은

수파형전 유리질층의 납동위원소비에 대하여 분석을

녹색은 Ⅰ그룹, 옅은 녹색은 Ⅱ그룹)도 구분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Table 5, Figure 7). 그 결과, 분석 시료 10점은

보아 복수의 공방지나 장인 집단이 있었을 개연성도 존재

SC-01, 04, 08, 09, 10(Ⅰ그룹)과 SC-02, 03, 05, 06, 07(Ⅱ그

한다.

룹)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는 앞선 Zn/Sn-A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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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ad isotope ratios of glassy layers on the tiles excavated from the Unified Silla Temple Site
No.

206

Pb/204Pb

207

Pb/204Pb

208

Pb/204Pb

207

Pb/206Pb

208

Pb/206Pb

SC-01

23.179

16.368

40.210

0.7061

1.7347

SC-02

27.124

16.896

41.572

0.6229

1.5327

SC-03

27.064

16.887

41.441

0.6240

1.5312

SC-04

22.836

16.352

40.129

0.7161

1.7571

SC-05

26.422

16.783

41.267

0.6352

1.5619

SC-06

27.119

16.876

41.477

0.6223

1.5294

SC-07

27.190

16.907

41.503

0.6218

1.5263

SC-08

23.092

16.373

40.136

0.7090

1.7382

SC-09

21.817

16.163

39.586

0.7408

1.8144

SC-10

22.778

16.295

39.958

0.7153

1.7541

Figure 7. Lead isotope ratios of glassy layers on the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5. 고 찰

수 있다(Figure 9-ⓐ, ⓑ). 특히 황룡사지 녹유전은 태토와
유약의 계면에서 납-칼리 장석 결정이 관찰된다(Figure 9-

5.1. 원료 특성

ⓑ). 이러한 납-칼리 장석 결정(interaction zone)은 소성 후
냉각 시 태토와 유약의 계면에서 형성되며, 결정의 크기

수파형전의 유리질층(Figure 8-ⓒ)은 기존에 알려진 녹

와 수는 용해 시간과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유전의 유약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리

알려져 있다(Walton, 2004). 반면 수파형전은 전돌과 유리

질층은 두께가 두껍고 전돌에 잘 융착되지 않아 물리적인

질층이 융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계면에 풍화층

힘으로 쉽게 분리된다. 반면, 녹유전은 얇게 시유된 유약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9-ⓒ).

이 태토에 잘 융착되고 흘러내린 흔적 또한 얇게 형성되

사천왕사지 녹유신장벽전과 황룡사지 녹유전의 유약

어 있다(Figure 8). 이를 자연과학적 분석으로 비교⋅검토

은 각각 PbO 64.9 wt.%와 65.2 wt.%로 수파형전의 유리질

하기 위하여 녹색의 납유(鉛釉)가 시유된 사천왕사지 녹

층보다 PbO 함량이 10 wt.%가 낮다. 또한 수파형전의 유

유신장벽전(SC-001, Figure 8-ⓐ)과 황룡사지 녹유전

리질층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알루미나(Al2O3)가 각각

(HR-01, Figure 8-ⓑ)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40 wt.%, 7.40 wt.%로 확인되는데, 성분의 함량을 고려

시료는 SEM-EDS로 유약 및 유리질층을 관찰하고, 주요

한다면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이 알

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6, Figure 9).

루미나 성분은 유약의 흐름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사천왕사지 녹유신장벽전과 황룡사지 녹유전의 유약

유약은 유리보다 많은 양의 알루미나 성분을 첨가하여 점

은 두께가 매우 얇고 태토에 잘 융착되어 있는 것을 알

도를 높임으로써 기물에 잘 붙어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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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reen-glazed tiles and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Unified Silla Temple Site.
ⓐ Green-glazed tiles of guardian deiti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 Green-glazed tiles excavated
from the Hwangryongsa Temple Site, ⓒ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green-glazed and glassy layers excavated from the Unified Silla Temple Site
No.
SC-001
HR-01
SC-01∼10

Oxide Content (wt.%)
PbO

SiO2

Al2O3

Na2O

MgO

K2O

CaO

Fe2O3

CuO

Total

64.9

25.0

5.40

0.38

0.44

0.54

0.75

1.40

1.20

100.0

1.45

0.98

0.18

0.33

0.06

0.04

0.08

0.14

0.09

65.2

24.6

7.40

1.50

1.20

0.20

0.20

0.08

0.11

0.18

76.7

23.3

1.81

1.81

100.0
100.0

Remark
EDS
EDS
ICP

Figure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green-glazed tiles and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Unified Silla Temple Site. ⓐ Green-glazed tiles of guardian deiti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 Green-glazed tiles excavated from the Hwangryongsa Temple Site, ⓒ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Figure 10. ⓐ Glassy layers on the wave-shaped tiles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sa Temple Site. ⓑ Lead glass
plate excavated from the Mireuksa Temple Site, ⓒ Lead glass crucible excavated from the hwangnam-dong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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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08). 따라서 사천왕사지 수파형전은 녹유신

전자현미경상에서 납-칼리 장석 결정이 관찰되지 않고,

장벽전이나 황룡사지 녹유전과 같이 유약을 얇게 시유한

계면에 소결(燒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고

전돌과는 재료 배합에서 분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려한다면 유리질층은 태토에 융착이나 소결되었다기보

수파형전의 녹색 유리질층은 PbO 73.0~78.9 wt.%,

다 전돌 상면에 피복되어 있는 상태에 가깝다. 한편 일부

SiO2 21.1~27.0 wt.%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고연(高鉛)의

수파형전은 측면을 따라 흘러내린 유리질층에서 압흔이

유리질이다. 기 보고된 유물 중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확인된다. 이러한 압흔은 전돌과 거푸집의 틈 사이에 유

출토 유리 도가니편의 유리질, 익산 왕궁리와 미륵사지에

리질이 흘러내리면서 거푸집에 의해 눌린 흔적으로 추정

서 출토된 녹색의 유리 편(Figure 10) 등이 이와 유사한

된다.

성분 비를 보인다(Choi. et al., 1994; Kang. et al., 2004;

일반적으로 녹유 유물은 기물에 유약 원료를 칠하거나

Han, 2017). 따라서 수파형전 유리질층의 화학 조성은 납

기물을 유약 원료에 담가 입힌 후 가마에서 소성하는 방

유(鉛釉)보다는 납유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법으로 제작된다(Walton, 2004). 그러나 수파형전의 유리
질층은 앞서 살펴보았던 제작흔과 납 풍화층의 형성 상

5.2. 수파형전의 제작기법

태, 유리질층의 화학 조성 등을 미루어 본다면 일반적인
녹유 유물과는 그 제작기법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서 수행한 육안관찰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소성한 전돌에 틀을 고정한 후 점

근거로 수파형전의 제작기법을 살펴보았다. 전돌의 파손

성이 있는 유리질의 융액을 전돌 상면에 부어 냉각하여

형태와 단면에서 관찰되는 제작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일

피복하였을 것이다(Figure 11).

반적인 전돌과 마찬가지로 형태를 잡기 위하여 틀에 태토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육안관찰과

를 채워 넣은 후 틀을 분리하고 가마에 소성하였을 것이다.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기존에 알려

전돌 상면의 유리질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면과 계

진 대로 원료를 기물에 입힌 후 소성하여 융착시킨 유약

면에 모두 납 풍화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물리적

보다는 원료를 용융한 융액을 냉각시켜 전돌 상면에 고착

인 타격으로도 전돌과 쉽게 분리된다. 뿐만 아니라, 주사

시킨 유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Figure 11. An presumption to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wave-shaped 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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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1.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은 녹색의 유리질층이 상면
전체를 두껍게 덮고 있는 유물이다. 유리질층 표면은
대체적으로 백색의 풍화산물로 덮여 있으나 이를 제거
하면 녹색 계열의 광택을 띠는 유리질층이 드러난다.
2.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PbO가 평균 76.7 wt.%, SiO2는
평균 23.3 wt.%의 성분 함량이 확인된다. 따라서 순도
가 매우 높은 규석(혹은 규사)과 납 원료를 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학 조성은 납유(鉛釉)
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경주 황남동 유적 및
익산 미륵사지 등에서 출토된 납유리와 유사하게 나타
난다.
3. 원료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량 및 희토류
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납 광석에서
흔히 동반되는 원소를 기준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구
분된다. 아울러 납동위원소비에서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의 주원
료 배합 비율은 거의 일정하지만, 원료는 최소 2개 이
상의 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4. 수파형전은 1차적으로 틀에 태토 원료를 채워 넣은 후
틀을 분리하고 소성하여 전돌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성한 전돌과 같은 틀을 맞춰 고정한 후 점성이 있는
유리질의 융액을 전돌 위에 붓고 냉각하여 제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천왕사지 출토 수파형전의
유리질층은 원료 특성 및 제작기법에서 일반적인 유약
(납유)보다는 유리(납유리)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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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시-근적외선(VNIR) 초분광 영상은 전처리 없이 세척 전⋅후 등 색상변화를 수반하는 상황
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VNIR 초분광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의 상층기단석 표면에 발생한 흑색오염물을 대상으로 레이저 세척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VNIR 초분광 영상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실험을 선행하였고, 이후 4면(동, 서, 남, 북)을
대상으로 VNIR 초분광 영상을 촬영하였다. 823 nm 대역의 밴드 영상을 활용하여 변화탐지 기법인
영상차를 통해 세척 전⋅후를 비교한 결과, 세척이 수행된 면적뿐만 아니라 변화량까지 산출할 수
있었으며, VNIR 초분광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분석이 세척 전⋅후 비교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중심어 가시-근적외선, 초분광 영상 분석, 흑색오염물, 레이저 세척
ABSTRACT VNIR hyperspectral images can be analyzed in situations involving color changes, such

as before and after cleaning, without pre-treatment.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the
VNIR hyperspectral system, we compared the black contaminants on the surface of the Jigwangguksa
Pagoda upper stereobate at Beopcheonsa Temple, Wonju before and after cleaning with laser. After
a preliminary experiment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VNIR hyperspectral imaging, we took images
of the four sides (north, south, east, and west). The 823 nm band image was used for comparing
before and after cleaning. As per the result of the image differencing analysis about before and after
cleaning, the spectral reflectance of the area where the cleaning was performed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not only the washed area but also the extent of change
could be calculated through monochrome for quantitative comparison, and imaging analysis using the
VNIR hyperspectral system was sufficiently effective for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leaning.

Key Words VNIR, Hyperspectral image analysis, Black contaminants, Laser cleaning

1. 서 론

해 XRD, XRF, SEM, 측색계, 분광광도계 등을 활용하였
다(Siano et al., 2000; Klein et al., 2001; Esbert et al., 2003;

가시-근적외선(이하 VNIR) 초분광 영상시스템은 분석

Gaspar et al., 2003; Rivas et al., 2012).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을 위한 전처리나 측정대상에 대한 접촉 없이 공간정보와

분석을 위해 전처리가 필요하거나, 측정 대상에 접촉이

분광정보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비접촉⋅비파괴 기술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가시-근적외선(VNIR) 초

이다. 문화유산의 특성상 손상은 비가역적이므로 비접촉⋅

분광 시스템은 전처리 없이 보존처리의 전⋅후 등 색상변

비파괴 분석기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화를 수반하는 상황이나 근적외선을 반사하는 피복 생물

이다. 특히 보존처리 과정 중 세척 단계는 표면상태가 변

에 대한 비파괴 분석이 가능하다.

화하는 시점이지만 물성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비접
촉⋅비파괴 분석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세척에서 기인하는 표면 변화를 분석하기 위

문화재를 대상으로 초분광 영상을 활용하는 연구는 국
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서 2000년대 초반부터 초분광 영상 분석을 활용하여 문화

510 |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2022

재의 비파괴 분석이 제안되었고(Cucci and Casini, 2020),

석을 통해 세척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과

회화문화재와 벽화 등 채색문화재의 조사(Rebollo et al.,

태양 사이의 천정각과 천중고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선

2013; Pérez et al., 2021), 고문서의 디지타이징과 글자 복

행되어야 유사한 방향에서 광원이 조사되는 효과를 가진

원(Shiel et al., 2009; Pouyet et al., 2017), 소실된 문양의

다. 또한 기상상태에 따라 광량이 변화하여 측정대상의

복원이나 가상복원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Pan et al.,

분광반사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

2017; Hou et al., 2018; Peng et al., 2019).

하여 초분광 시스템은 실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

또한 보존처리 전⋅후 세척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으로 판단하였고, 실내에서 보존처리가 수행 중인 국보

서 초분광 분석이 효율적인 수단임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상층기단석을 연구대상으

(Fiorucci et al., 2014; Pozo-Antonio et al., 2015; Vettori et

로 선정하였다(Figure 1A).

al., 2021). 하지만 이 연구들은 분광광도계를 활용하였거
나, 영상 분광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분광

2.2. VNIR 초분광 시스템

반사곡선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는 장기모니터링 과정
에서 식생지수를 통해 보존처리 전⋅후가 비교된 사례가

초분광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센서는 회전(rotating) 방

있지만(Ahn et al., 2021), 분광반사도의 정량적인 변화 면

식의 가시광-근적외선 영역대(400-1000 nm) 초분광 카메

적을 산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라(VNIR Spectral Camera PS V10E, SPECIM, Finland)와

따라서 VNIR 초분광 시스템이 가지는 영상 분광기로

카메라를 제어하는 컴퓨터로 구성된다(Figure 1B). Prism

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흑색오염물 세척 전⋅후 비교

Grating Prism(PGP) 분광기를 통해 Push-broom 방식으로

에 초분광 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세척

영상을 취득한다. 카메라는 수평으로 180° 회전이 가능하

전⋅후 각각 취득된 초분광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영상

며, 가용 파장대역에서 258개의 밴드를 획득한다(Figure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세척 전⋅후 색상변화에 따른 분

1B). 초분광 촬영은 실내에서 수행되었으며, 외부광원을

광반사도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2차원 이미지로 모델링

최대한 차단하여 촬영하였고, 광원은 할로겐 램프를 사용

하여 분광반사도의 정량적인 변화 양상을 가시화하기 위

하였다. 촬영거리는 380 cm로 고정하여 초분광 카메라의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왜곡을 최소화하였다. VNIR 초분광 영상은 세척 전ㆍ후
에 취득하였으며, 총 8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2. 연구자료
3.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VNIR 초분광 영상분석을 위해 표면오염물이 나타나
는 석조문화유산을 검토하였다. 야외에서 초분광 영상분

3.1. 전처리
VNIR 초분광 시스템을 흑색오염물 제거 전ㆍ후 비교

Figure 1. The object of study and VNIR hyperspectral image analysis system. (A) Status of the object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Wonju), (B) Application of VNIR hyperspectral image ana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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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원이나 센서에서 기인하는 문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정 이미지를 수집하는 동안 장비

를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운용 방식에서 발

가 동일한 설정으로 유지되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생하는 왜곡이다. 지상용 VNIR 초분광 시스템은 특성상

이 연구에서는 반사율 변환을 위해 초분광 영상 취득

회전방식으로 분석대상을 스캐닝한다. 이때 카메라 또는

시 동일한 조건에서 참조 표준과 암전류 측정을 수행하였

분석대상물의 위치에 따라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하게 되

으며, 참조 표준은 램버시안 반사 표면을 가진 백색기준

며, 이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세척 전⋅후 비교에 필요한

판(Spectralon® Diffuse Reflectance Target, Labsphere, USA)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을 활용하였고, 이때 백색기준판의 분광반사율 기준인

위성이나 항공기로부터 취득된 초분광 영상은 지표면

99.9%를 10,000으로 환산한 분광반사도를 산출하였다. 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광정보를 얻기 위해 일반적으

전류 값은 동일한 조건에서 초분광 센서의 셔터를 닫고

로 방사보정, 대기보정, 기하보정 및 영상분류의 과정을

취득하였다.

거친다. 방사보정은 단위가 없는 원시 데이터를 물리량으
로 변환하는 작업이고, 대기보정은 수증기 및 에어로졸

3.1.2. 기하보정

등으로 인한 흡수 및 산란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영상의 기하보정은 기하왜곡을 최소화하고, 모든 화소

(Yeon et al., 2012; Song, 2020). 지상용 VNIR 초분광 시스

가 정확한 위치를 갖도록 지상좌표에 정합하는 과정으로

템은 촬영대상과 센서 사이에 위치한 대기의 효과가 미미

영상교정, 영상정합이라고도 한다(Lee, 2021).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보정을 제외한 반사율 변환과 기하보정

위성이나 항공영상은 지도좌표나 GPS 등을 기반으로 영

을 수행하였다.

상좌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영상 대 지도 기하보정
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상용 VNIR 초분광 시스템으로 촬

3.1.1. 반사율 변환

영된 세척 전⋅후의 영상은 지상좌표가 부여되어 있지 않

초분광 영상을 포함하는 광학영상의 복사량에 대한 보

으며, 촬영조건에서 기인한 외부기하오차가 포함되어 있

정은 영상의 안정된 품질을 보증 또는 유지하거나 다양한

다. 즉, 지상용 초분광 시스템에서는 영상에서 좌표를 추

시기 및 센서에서 획득된 자료로부터 정량적인 신호 특성

출하여 기하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Shin, 2008). 이렇게 획

영상 대 영상 정합 기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득된 신호는 분석대상 표면의 분광반사율로 변환이 필요
하다.

영상 대 영상 정합은 동일한 지역의 비슷한 기하를 가
진 두 영상에서 동일한 물체들이 서로 같은 위치에 나타

EN ISO 9488의 정의에 따르면 반사율은 표면에서 반

나도록 두 영상을 변환 및 회전시키는 처리과정을 의미한

사된 복사속과 센서에 입사되는 복사속의 비율이다.

다(Jensen, 2005). 이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를 참조영상으

Strlova et al.(2020)은 샘플 및 참조 표준(Reference standard)

로 선택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영상과 화소좌표에 기

에 대한 스펙트럼 복사속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최적의

반한 정합을 수행하며, 다양한 이미지 재배열 알고리듬과

Figure 2. Geometry correction results on VNIR hyperspectral image of before and after cleaning (R: 650 nm, G: 550
nm, B: 4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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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법을 적용한다(Richards, 2022). 최초 촬영된 영상의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이며 단일부재로 제작되었다. 상층

기하오차가 이후 촬영된 영상에도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

기단석 사면 모두에서 흑색오염물이 확인되며, 특히 하부

지만 지도좌표가 부재하는 지상용 VNIR 초분광 영상 간

에 집중되어 있다. 이 흑색오염물들은 매우 얇고 변색도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참조영상에서 좌표를 취득하므로

가 높으나 암석의 상태는 양호한 특징을 보인다(Kang et

두 장 이상의 영상을 서로 중첩하거나 변화를 분석하기에

al., 2019). 이에 모암보다 상대적으로 흡수능이 높은 흑색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는 영상 대 영상 정합을 활용하여

오염물 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레이저를 활용한 오염물 세

세척 전⋅후 영상을 보정하였고, 기하보정이 완료된

척 기법을 적용하였다.

VNIR 초분광 영상은 Figure 2와 같다.

Lee(2021)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하층기단갑석
의

3.2. 세척 전ㆍ후 변화탐지

가장자리에서

확인되는

흑색오염물에

대하여

Nd-YAG Laser와 Fiber Laser의 세척 효율을 비교하였고,

세척 전⋅후의 분광반사율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 분야에서 활용하는 변화탐지 기법의 적용이 가
능하다. 변화탐지 기법은 다른 시기의 두 데이터를 이용
하여 분석대상의 상태나 변화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는 방법이며, 다중시기 영상에 연산을 수행하거나 속성
에 대한 변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원격탐사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취급된다(Singh, 1989; Kim and Kim,
2008). 변화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기법으로는 영상차, 비
연산, 변화벡터분석, 주성분분석 등이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03).
이 중 영상차(ID; Image Difference)를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두 밴드가 모두 동일한 분광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고 가정했을 때, 시기 1 영상의 밴드에서 시기 2 영상의
밴드를 빼는 것을 의미한다. 두 영상이 거의 동일한 방사
특성을 가진다면 이상적으로 영상차 결과는 복사량이 변
화된 화소에서 양수 혹은 음수를 가지게 되며, 변화가 없
는 지역에서는 0의 값을 가진다(Jensen, 2005). 이 방법은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영상 내 복합적인 오류를 피
할 수 있어 유용하다(Kennedy et al., 2009).
세척 전⋅후 비교에 영상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상 내에서 오염물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밴드를 추출하
여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척 전 분광반사율

운용시간이 동일할 때 Fiber Laser가 Nd-YAG Laser보다
10만 배 이상의 면적을 세척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상층기단석 흑색오염
물 제거를 위해 동일한 모델의 이터븀 기반 Fiber
Laser(Yb Fiber Laser)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레이저 최대
출력은 30 W이며, 레이저 전송길이는 3 m, 50∼200 kHz
범위의 레이저 발진주파수를 가진다. 발진 파장의 범위는
1064±3 nm 내외이고 레이저 발진 위치를 점검해주는 적
색의 가이드 레이저 모듈이 장착되어 있다.
Fiber Laser를 활용하여 출력비에 따른 제거 효과를 검
토하기 위해 VNIR 초분광 영상 내에서 분광반사곡선을
추출하고 실체현미경을 촬영하였다. 이 때 동일한 흑색오
염물 양상을 보이는 부재에 레이저 세척을 수행하였으며,
30 W 출력조건에서 출력비는 5% 단위로 20%까지 총 4단
계로 설정하여 오염물을 세척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상
층기단석 흑색오염물의 완전한 제거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오염물 주변 색상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화롭게 세척을
수행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흑색오염물 제거 효과 검토

대비 세척 후 분광 반사율의 비율을 활용하여 세척 전⋅

상층기단석에 발생한 흑색오염물의 세척 효과를

후 비교를 위한 최적 밴드를 선정하였다. 영상차를 위한

VNIR 초분광 영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전 평가를 수행

식은 아래 식 1과 같으며, 여기서 △BVijk(i: 화소의 행번

하였다. 상층기단석에 발생한 흑색오염물은 세립-중립질

호, j: 화소의 열 번호, k: 밴드)는 세척 전⋅후의 변화량을

흑운모화강암의 표면에 피복되어 있다. 암석의 표면에 발

의미한다.

생하는 무기오염물은 수용성 염의 침적으로 인해 발생하
는 백화현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분광반사율이 낮아지거

∆      

(식 1)

나 특정 밴드에서 흡수대역이 나타난다. 특히 인간의 눈
에 보이는 흑색은 실제로 대부분의 파장을 흡수하여 발생

3.3. 흑색오염물 제거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상층기단석은 회백색의

하는 현상이므로,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VNIR 초분광 센
서로 촬영 시 분광반사율이 매우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바탕층이 화강암인 것을 고려하여 흑색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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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의 세척 후 분광반사율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처리가 수행된 초분광 영상에서
각 출력비 단계로 나누어진 구획에 대한 분광반사곡선을
추출하여 세척 효과를 비교하였다.
Figure 3은 레이저 출력에 따른 오염물 세척 전⋅후 분
광반사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흑색오염물 세척 결과, 출
력비가 증가할수록 오염물 세척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ure 3A). 또한 실체현미경을 통해 표면
상태를 분석한 결과, L-5%와 L-10%의 출력에서는 오염물
이 잔존하지만 L-20%의 출력에서는 오염물이 대부분 세
척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B). 각 흑색오염물의 세척
전⋅후 분광반사도를 비교했을 때, 세척 전 대비 L-5%의
분광반사도는 평균 13.3% 증가하였고, L-10%에서 평균
34.9%, L-15%에서 평균 54.6%, L-20%에서 평균 77.3% 증

4.2. 세척 전ㆍ후 비교
흑색오염물 세척 전⋅후 비교를 위해 촬영된 VNIR 초
분광 영상은 400-1000 nm 파장대역을 258개의 밴드로 세
분하여 구현된다. 각각의 밴드는 분광반사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영상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의 제거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밴드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흑색오염물 제거 효과 평가 단계
에서 세척 전 분광반사율 대비 세척 후 분광반사율 비율
을 활용하여 세척 전⋅후 비교를 위한 최적 밴드를 선정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흑색오염물 제거 시 가장 민감하
게 변화하는 파장대역은 823 nm 대역으로 산출되었고, 이
를 상층기단석의 세척 전⋅후 VNIR 초분광 영상에 적용
하여 영상차를 수행하였다.

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Figure 3C). 이와 같은 결과를 종
합하면, L-15%와 L-20%로 오염물 세척 시 효율적인 작업

4.2.1. 분광반사도 변화 비교

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될

영상차가 수행된 영상은 분광반사율이 변화된 화소를

수 있으므로 L-5%∼L-15%의 범위에서 세척을 수행하는

분석하기 위해 전체 화소들의 변화에 대한 분포 양상을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척 전⋅후 영상에 분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VNIR 초분광 영상 분석을 활용

포하는 화소들은 분광반사율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는 특

하여 효과적으로 세척 전⋅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정 분광반사율 범위에 분포하는 화소가 다른 값으로 이동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기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을 시각적으로 용

위한 출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활용하였고, 이때

Figure 3. Effect of cleaning black contaminats depending on the laser power. (A) VNIR hyperspectral images of before
and after laser cleaning, (B) Microscope images of after cleaning area, (C) Spectral reflectance depending on the las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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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광반사율 값(Reflectance)에 분포하는 화소의 개수

서 더 높은 값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히스토

(frequency)를 비교하였다.

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였다. 또한 0∼

Figure 4는 상층기단석의 4면에 대한 흑색오염물 세척

2000 범위의 분광반사도 값을 가지는 화소들이 집중적으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동면은 처리 전 분광

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4000 이상의 분광반사율

반사율 변화량 범위가 815, 2548, 4350에 해당하는 3개의

을 가지는 화소들은 세척 전⋅후에 개수의 변화가 명확하

피크점을 가지며, 세척 이후 815 대역에 해당하는 화소가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변색상과 조화를 위한 세척

2548 대역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면은 740, 2407,

방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염도가 낮아 분광반

3961의 범위에서 3가지의 피크점을 가지며, 세척 후 740

사율이 높게 측정된 화소보다 오염도가 높아 분광반사도

대역의 화소는 2407∼3961 범위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

가 낮아진 화소 부위에 세척이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다. 북면은 760, 2044, 4171에서 피크점이 나타나며, 760∼

하지만 전체 화소들의 평균 분광반사율을 산출하여 비

2044의 범위에 분포하는 화소들이 세척 후 2252 대역으로

교한 결과, 동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평균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남면의 경우 앞서 740

–0.53%로 산출되었고, 서면은 평균 3.31%, 남면 평균

∼815 사이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관찰되지 않으며, 피크

2.98%, 북면 평균 5.3%로 증가하여 육안관찰을 통해 인지

점은 2234과 4108 두 가지로 나타났다. 세척 후에는 2234

한 세척 전⋅후 화소 개수의 변화양상에 비해 증가율이

이하 값의 화소들이 감소하고 2834∼4108의 대역에서 증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화소 개수의 분포

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양상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각 면의 히스토그램은 영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세척 전ㆍ후 비교를 통해

상 내에서 특정 분광반사율의 값에 해당하는 화소의 개수

세척 전에 낮은 분광반사율을 보이는 화소들이 감소하면

를 통해 만들어지며, 4000 이상의 값을 가지는 화소들의

Figure 4. Histogram of spectral reflectanc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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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세척 후 밝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면 20.6%로 산출되었다(Figure 5D). 동면에서는 하단에

관찰된다. 즉, 0 혹은 양수(+)로 산출되어야 할 화소들이

1800 이상의 변화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Figure

세척 후 음수(-)로 산출되는 경우로서, 이는 암실을 통해

5D), 도상 부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서면은

촬영조건을 균일하게 조성하거나 보정방법의 개선에 대

하단의 흑색오염물에서 변화량이 높은 화소들이 나타나

한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도상이 조각되어 있는 중단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남면에서는 도상의 아래쪽과 좌측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

4.2.2. 화소 기반 면적 산출

화가 나타나지만, 변화량이 집중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

VNIR 초분광 영상은 분광정보와 공간정보가 융합된

다. 북면은 도상과 하단에서 변화량이 집중되는 양상이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세척이 수행

나타난다.

된 부위와 해당 화소의 분광반사율 변화를 함께 분석할

이를 종합하면 동면, 서면, 북면은 하단의 흑색오염물

수 있다. 영상차를 통해 산출된 세척 전⋅후 변화 영상은

에서 변화량이 높은 화소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지만, 남

각각의 화소가 분광반사율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으며, 한

면은 하단의 흑색오염물 부위 화소의 변화량보다 도상 부

개의 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색조(Grayscale)로

위에서 변화량이 더 높은 화소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출력된다. 따라서 변화가 클수록 화소는 밝게 출력되며,

다. 특히 변화량이 높은 화소들이 상층기단석 하단에 집

이때 변화량을 기반으로 단색화를 수행하여 2차원 이미

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흑색오염물 부위에 대한 세척

지로 모델링하면 화소의 색상을 통해 변화량과 세척 부위

이 중점적으로 수행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

의 판독이 가능해진다.

해 세척이 수행된 부위에 대한 화소 개수와 분광반사도

하지만 모든 화소를 사용할 경우 앞서 제기된 바와 같

변화량의 비교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변화량이 음수(-)인 화소의 영향이 나타나므로, 분광반
사율의 변화량이 양수(+)인 화소만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각 면의 모든 화소의 분광반사도 변
화량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단색화 구간에 적용하

5. 고 찰
현재까지 국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과정에

였고, 음수(-) 화소 등 오차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VNIR 초분광 영상분석을 활용하여 세척 전ㆍ후 비교를

화소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변화 면적을 산출하였다.

수행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보존처리

세척 전ㆍ후 각 면의 823 nm 대역과 영상차 연산 결과

과정에서 세척과 같은 표면변화 전ㆍ후를 비교하는 방법

에 대하여 육안관찰을 수행한 결과, 823 nm 대역의 영상

들은 대부분 직접 접촉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VNIR

은 육안으로 비교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Figure 5A).

초분광 영상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접촉 분석 방법으로

각 면들은 회색조로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 색상과의

중대형 부재에 대한 세척 전ㆍ후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조화를 위해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아니므로 밝

가시광 영역(400-700 nm)부터 근적외선(700-1000 nm)에

기 변화가 제한적이다. 반면 영상차 기법은 이와 같은 문

이르는 파장대역을 3 nm 이하의 258개 대역으로 나누어

제를 개선하여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밝기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 오염부와 비오염부의 구분이 용이하다.

통해 상대적인 변화량이 나타난다(Figure 5B). 이 방법은

언급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VNIR 초분광 영상의 전처

화소의 변화에 대한 경향은 알 수 있으나 각 화소의 변화

리 과정을 통한 반사율 보정과 기하보정 방법, 원격탐사

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가 어

분야에서 활용중인 변화 탐지 기법 중 영상차 기법 적용

렵다.

등 세척 전ㆍ후 효과 비교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단색화를 통해 분광반사도 변화량에 대한 화소

상술한 방법을 적용하여 상층기단석의 각 면에 대한

개수를 산출하여 면적을 비교하였다. 단색화가 수행된 화

세척 후 분광반사도 증가량을 종합해보면, 세척으로 분광

소들은 세척 전⋅후 분광반사도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0

반사도가 양(+)의 변화를 보이는 화소는 동면 9.3%, 서면

∼2400의 범위를 보이며, 값이 높을수록 세척 후 변화가

20.6%, 남면 21.6%, 북면 20.6%로 산출되었다. 모든 면에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Figure 5C). 또한 각 면의 모든 화소

서 상단부는 세척으로 인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

에 대한 편차를 고려하여 변화량의 구간을 설정하고 색상

며, 이는 옥개석 아래에 위치한 부재의 특성으로 인해 오

을 부여하였다.

염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광반사도 변화

이를 고려하여 전체 화소 대비 분광반사도가 양수(+)

량의 정량적인 수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화소의 변화량

로 증가한 화소는 동면 9.3%, 서면 20.6%, 남면 21.6%, 북

을 기반으로 단색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광반사도

Figure 5. Image difference analysis results. (A) Gray scale image of 823 nm wavelength band, (B) image differene analysis results, (C) Monochromatic application results,
(D) Calculating results of spectral reflectance chang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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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높은 화소는 하단부의 흑색오염물 부위에 집중된

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일부 도상부위에 대한 변화도 함께
관찰되었다. 따라서 언급된 결과를 통해 VNIR 초분광영

6. 결 론

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상분석이 세척 전ㆍ후 분광반사도
변화에 대한 비교와 가시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1. VNIR 초분광 영상분석을 위해 표면오염물이 나타

또한 레이저 세척을 수행할 때 표면 손상을 야기하는

나는 석조문화유산을 검토하였다. 광원의 통제를

출력(J/cm2)의 임계점을 결정하기 위해 색상 변화를 활용

위해 초분광영상시스템을 실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한 사례(Siano et al., 2000; Esbert et al., 2003)를 고려했을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내 환경에서 보존처

때, 오염물 제거 기법들의 용례에 따른 오염물 제거 전ㆍ

리가 수행 중인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상

후를 비교하여 임계점을 설정하는 데 VNIR 초분광 영상

층기단석의 흑색오염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의 흑색오

VNIR 초분광 영상을 취득하였다.

염물 제거 효과 검토 단계에서 일정 조사시간 이후부터

2. VNIR 초분광 영상은 세척 전⋅후 비교를 위해 전처

출력비를 높이지 않으면 오염물 제거 효율이 급격히 낮아

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는 반사율 변환과 기하보

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출력비에 따른 임계점이

정으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기하보정의 경우 영

확인된 사례로서, 향후 세척 단계에서 분광반사도를 임계

상 대 영상 정합 기법을 활용하여 영상 간 기하조건

점으로 활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출력비로 세척을 수행한

을 동일하게 보정하였다.

다면 효율적인 세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흑색오염물 제거 과정에서 VNIR 초분광 영상의 적

하지만 VNIR 초분광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척효과

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결과, L-5%와 L-10%의 출력에서는 오염물이 잔존

존재한다. VNIR 초분광 영상은 야외에서 촬영 시 일반적

하지만 L-20%의 출력에서는 오염물이 대부분 세척

으로 태양광을 활용하며, 광원의 밝기 차이가 상당한 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L-5%∼L-15%의 범위에서

화를 야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광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척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 실내에서 할로겐 램프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

4. 세척 전⋅후 비교를 위해 흑색오염물의 변화에 가

으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완벽한 암실을 구현할 수 없었

장 민감한 823 nm 밴드 영상을 활용하여 분광반사

다. 이로 인해 실내로 유입된 외부광이 센서에 영향을 주

도 변화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였다. 히스토그램을

었고, 일부 화소가 세척 후에 세척 전보다 분광반사도가

활용한 결과, 0∼2000 범위의 분광반사도 값을 가지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광원의

는 화소들이 집중적으로 변화하여 더 밝은 값의 화

조명효과를 통제하고 균일한 촬영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소에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4000 이상의 값

암실의 조성이 불가피하다.

을 가지는 화소들의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을

또한 이 연구는 흑색오염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오염도로 인해 분광반사도

사례로서 다양한 석조문화유산의 복합적인 오염물에 적

가 낮아진 화소에 세척이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용하기 위해서는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조류와

5. 세척 전⋅후 비교를 위해 흑색오염물의 변화에 가

지의류 등 생물오염은 구성 암석보다 분광반사도가 높은

장 민감한 823 nm 밴드 영상을 활용하여 분광반사

사례가 확인된다(Ahn et al., 2020). 이 경우 영상차 기법을

도 변화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였다.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식생지수(Vegetation index)

활용한 결과, 0∼2000 범위의 분광반사도 값을 가지

등 기존에 개발된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교차분석이 필요

는 화소들이 집중적으로 변화하여 더 밝은 값의 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에 분포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4000 이상의 값

이와 같은 사례와 앞의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향후

을 가지는 화소들의 변화는 가시적이지 않은 것을

세척을 포함한 오염물 제거 과정에서 VNIR 초분광 영상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오염도로 인해 분광반사도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암실의 조성 등 분석 환경을

가 낮아진 화소에 세척이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균일화하고, 다양한 오염물을 비교할 수 있는 알고리듬의

6. 영상차 연산 결과, 육안으로 비교가 어려웠으며, 분

적용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된 연

석을 위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량에 대한 단

구사례가 축적되고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접촉ㆍ비

색화를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 분광반사도가 양수

파괴 분석 방법으로서 기존의 보존처리 효과평가 방법들

(+)로 증가한 화소는 동면 9.3%, 서면 20.6%,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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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북면 20.6%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세척이 수행된 부위에 대한 화소 개수와 분광반
사도 변화량의 비교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7.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향후 세척을 포함한 오염
물 제거 과정에서 VNIR 초분광 영상분석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암실의 조성 등 분석 환경을 균일화하
고, 다양한 오염물을 비교할 수 있는 알고리듬의 적
용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된
연구사례가 축적되고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접
촉⋅비파괴 분석 방법으로서 기존의 보존처리 효과
평가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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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선 나주 복암리유적 8차 발굴조사 중 출토된 복골을 대상으로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료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점복(占卜)에는 주로 동물의 견갑골에 정치(整治)찬(鑽)-착(鑿)-작(灼) 과정을 거쳐 점을 치는데, 이때 사용된 용구를 복골(卜骨)이라 한다. 6호 구상유구
에서 확인된 복골은 점복과정으로 인한 인위적 손상과 매장환경 내에서 토압과 동결융해로 인해
박리와 박락 및 부후가 발생한 상태였다. 복골을 응급수습하고 이물질 제거와 탈수, 강화, 역전, 접합
및 복원의 순서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물질 제거과정에는 토양과 함께 수습한 복골의 내부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X-선 3차원 단층 분석을 실시하고 Mesh형태의 Data를 추출하여 보존처리
과정에 적용하였다. 3D Scanning을 실시하여 획득한 Scanning Data는 정밀실측도면을 작성하는 한
편, Modeling Data를 바탕으로 복골과 받침대를 3D Printing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X-선 투과조사와 X-선 디지털 영상촬영 결과 육안관찰이 어려운 작흔(灼痕)
과 균열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복골의 재료로 사용된 견갑골의 종(種)을 확인하기 위해 포유
류의 추정군을 압축하고 표본을 제작하여 형태적인 비교를 실시한 결과 점복용구로 수컷 멧돼지의
좌측 견갑골을 사용한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중심어 복골, 3D 스캐닝, 3D 프린팅, X-RAY computed tomography, 표본, 동정
ABSTRACT In this study, the materialistic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based on th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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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and scientific analysis results obtained for the abdominal bones excavated during the 8th
excavation survey of the remains of Bokam-ri, Naju. In divination, the animal’s scapula is typically
dotted, and the tool used is called the oracle bone. The oracle bone excavated from the no. 6 spherical
historical site was artificially damaged during the divination process. Exfoliation and degradation also
occurred on the burial environment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earth pressure, freezing, and
thawing. In the process of cleaning, an X-ray three-dimensional tomography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internal shape of the abdominal bone collected from the soil, and mesh-type data were
extracted and applied to the preservation process.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3D scanning process
was prepared with a precise measurement drawing. The restored product of the oracle bone and the
pedestal were 3D printed based on the modeling data so that they could be used for further research
and exhibition. X-ray irradiation and X-ray digital imaging showed that the marks and cracks that
were difficult to observe were accurately recorded. To identify the species of scapula used as a material
for the oracle bone, the estimated group of mammals was compressed and a sample was produced.
Then its morphological comparison was conducted,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left scapula of a
male wild boar was used as a fortune-telling tool.

Key Words Oracle bone, 3D Scanning, 3D Printing, X-RAY computed tomography, Specimen, Identification

1. 서 론

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중
하나인 점복(占卜)은 주술을 이용해 미래를 추정하는 동

인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물점 중 하나로, 고대부터 개인의 길흉부터 농경생활에

예언이나 점성 등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예견하거나 판단

필요한 기후는 물론 풍흉이나 전쟁과 같은 국가적 중대사

하고자 했다(Park, 2010). 자연현상이나 징조를 신의 뜻으

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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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화권에서는 고대부터 점복에 대한 기록이 다

복의식이 끝난 후에는 폐기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양하게 확인되는데 점복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않았음을 보여준다. 습한 토충에서 골각이 자주 확인되는

같다. 중국 후한(後漢)의 경학자(經學者) 허신이 서술한 뺷설

이유는 칼슘이온이 용탈되면서 주변의 산성 토양을 약알

문해자(說文解字)뺸에 서술된 ‘점(占)’자는 점을 치는 행위

칼리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유기물질이

인 ‘복(卜)’이 끝난 후 입(口)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잘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때문이다(Eun, 1999).

데, 여기서 ‘복(卜)’자는 귀갑(龜甲)이나 수골(獸骨)에 달

그러나 산성이 강한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과 토압으로

궈진 쇠꼬챙이를 지져 갈라진 모양을 상형한 자를 의미한

인한 손상 등으로 인해 골각의 출토 수량은 적은 편이며,

다(Kim, 2008).

점복과정에서 견갑골의 일부분을 깎거나 파낸 후 고온에

중국에서는 은대 이전부터 점복에 귀갑(龜甲)과 수골

표면을 지지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해 출토 시

(壽骨)과 같은 골각을 사용하였는데, 뺷한서(漢書)뺸에는 황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정신세계

제와 조정에서 행한 정복과정과 정치가들의 의견이 언급

를 다루는 점복문화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출토유물

되어 있으며, 뺷사기⋅귀책열전(史記⋅龜策列傳)뺸에는 점

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Choi, 2018).

복사(占卜師)들을 위해 귀갑과 수골을 사용한 점복의식

본 연구에서는 2019∼2020년 나주 복암리유적 8차 발

지침이 안내되어 있다(Sang, 2001). 우리나라에서는 뺷삼

굴조사에서 확인된 복골의 보존처리와 동정을 위해 과학

국지뺸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부여조(夫餘條)>

적 분석과 복원을 바탕으로 복골에 사용된 재료적 특성을

에 ‘소를 잡아서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도살한 소

규명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의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흉하고 발굽이 붙어있으면 길하
다고 생각한다.’라는 우제점법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Jang, 2013). 이외에도 뺷삼국지뺸 ｢위서⋅동이전｣ <왜
인조(倭人條)>에선 ‘중요한 일이 있거나 길을 떠나기 전
에 뼈와 무를 태워 길흉을 점을 치는 풍속이 있다. 무가

2. 연구대상
2.1. 복골의 제작기법

자란 곳에 점치려는 내용을 먼저 고하는데, 그 방법이 거

점복에 사용되는 용구는 갑골(甲骨)이라 하며, 글자의

북점(令龜法)을 치는 것과 같고, 불에 타 갈라진 자국으로

유무에 따라 유자갑골(有字甲骨)과 무자갑골(無字甲骨)

조짐을 점쳤다.’라는 기록이 있어,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로 분류할 수 있다. 점복에는 주로 동물의 견갑골(肩胛骨)

점복문화에 관한 기록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을 사용한 복골(卜骨)과 거북의 복갑(腹甲) 또는 배갑(背

국내에서 복골이 출토된 위치를 살펴보면 해남 군곡리

甲)을 재료로 하는 복갑(卜甲)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Lee,

패총, 김해 봉황동유적 회현리 패총, 사천 늑도유적과 같

1982), 주로 견갑골을 재료로 하는 복골의 경우 각 부위별

이 주로 수계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며, 사

명칭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슴과 돼지 같은 포유류의 견갑골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을

점복에 사용할 동물의 뼈는 불을 이용한 점복행위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복골은 주로 패총이

인해 쪼개지거나 금이 간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

나 저습지에서 출토되는데, 이는 당시의 사안에 대한 점

도록 사전에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뼈 일부분

Figure 1. Partial name of oracle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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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깎거나 긁어 파내는 정치(整治)작업 후, 불이나 도구로

지니고 있다. 저습지에서 확인되는 골각기는 수분을 많이

지질 구멍을 먼저 파두는 찬(鑽), 그 옆에 작은 구멍을 덧

함유하고 있어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로

파서 원하는 방향으로 균열을 내기 위한 과정인 착(鑿)

인해 형태가 변형되거나 균열과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과정을 통해 점복에 사용할 재료로써 준비과정을 거친다.

있다. 출토 후에도 유물의 보관환경에 따라 미생물에 의

이후 축문을 외운 뒤에 전면을 불에 지지거나 고온에 달

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토상태를 정확히 기록하

군 도구를 미리 판 구멍에 접촉시켜 점괘를 묻는 작(灼)

고 신속하게 수습한 뒤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

과정을 통해 점복을 진행한다(Eun, 1999). 각 과정별로 세

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Lee et al., 2015).

부적인 제작기술은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8차 발굴조사에서는 6
호 구상유구 바닥면에서 복골이 확인되어 응급수습과 보

2.1.1. 정치(整治)

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노출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견갑골을 재료로 하는 복골에 불길이 잘 먹힐 수 있도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한 결과 얇은 두께와 다수의 균열로

록 뒷면의 견갑극을 깎아 평평한 판 형태로 다듬거나, 측

인한 손상이 우려되어 유물 주변의 토양과 함께 응급수습

연과 견갑골경을 잘라내고 뼈 내부의 해면골(海綿骨)을

을 진행하였다. 복골을 기준으로 5 cm 정도의 주변 토층

파냄으로써 두께를 얇게 만드는 준비과정이다.

을 수직으로 제거한 뒤에 옆면과 밑면을 석고붕대로 고정
하여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출된 표면은 습

2.1.2. 찬(鑽)

도를 유지하기 위해 호일을 덮고, 발포제로 완충해 포장

정치가 완료된 복골을 불에 바로 지지기도 하지만 그

한 후 보존과학실로 이동하였다(Figure 2).

전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뼈에 구멍을 파는 찬(鑽)
작업을 하는데, 찬 작업으로 발생한 구멍은 작(灼) 과정에

3. 연구방법

서 짧은 시간 내에 점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한다.
2.1.3. 착(鑿)

3.1. X-선 3차원 단층 분석
보존처리 전 토양 내 복골 외면의 구조와 손상양상을

찬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구멍 옆에 원하는 방향으로

파악하기 위해 X-선 3차원 단층분석(X-ray Computed

균열을 유도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연달아 덧파는 과정

Tomography, GE Hangwei Medical System, CHN)을 진행하

을 착(鑿)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출토된 복갑(卜甲)에서

였다. X-선 CT는 복골 크기와 무게, 분석과정 중 안정성

주로 확인되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복골에서는 확인되지

을 고려해 512pixel 해상도의 의료용 CT장비를 사용하였

않는다.

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1∼2mm 단위로 단층분석을 진행
하였다.

2.1.4. 작(灼)

X-선 3차원 단층촬영으로 추출한 이미지는 VGStudio

정치-찬-착 과정에 걸친 준비를 마치면 점괘를 묻기 위

Max 3.3.(Volume Graphics, DEU)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

한 작(灼)을 행한다. 점칠 내용에 대한 주문(呪文)을 외우

차원 영상으로 시각화하였다. VGStudio Max는 3D-CT 영

고 가공한 뼈를 불에 지지는 과정으로, 복골 표면 전체를

상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X-선 CT상의 복셀값

불에 직접 닿게 하거나 고온에 달군 도구를 찬이나 착 작

(Voxel gray value)을 3차원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보존처

업으로 만든 구멍에 접촉한다. 복골은 불이나 고온의 도

리 과정에 필요한 유물 내부구조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를 이용한 작(灼) 과정으로 인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는데, 이 균열의 형태를 해석하여 점을 치는 과정을 점복
이라 한다. 점복을 행한 사람인 정인(貞人)은 점친 내용인

3.2. 3D Scanning 및 Printing

복사(卜辭)에 점복자가 물은 말인 정문지사(貞問之辭)와
판단한 뜻인 주사(繇辭)를 글자로 기록한다(Choi, 2018).
2.2. 출토현황 및 대상유물

복골의 정밀기록과 복원을 위해 보존처리 과정마다
3D Scanning을 진행하였다. 3D Scanning에는 Handled
Type의 정밀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Artec 3D space spider,
Artec 3D, DEU), 점밀도를 1mm 이하로 설정하여 3D

나주 복암리유적에서는 과거 발굴조사에서 다양한 재

Scanning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3D Scanning Data를 바탕

질의 유기물이 확인될 만큼 저습하고 고운 점토질 토양을

으로 정밀실측도면을 작성하고, 병합하여 Modeling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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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eaning the surrounding area

(B) After removal of dirt

(C) Reinforcement of side and bottom

(D) Packed with cushioning material

Figure 2. Excavation process of oracle bone from the site.
과를 바탕으로 복골 복원품과 받침대를 제작하였다.

존처리가 완료된 후 X-선 발생장치(M-150, Softex, JPN)를

복골 복원품은 Printing 소재를 분사하여 한층 씩 적층

이용해 세부적인 형태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복골의 세부

하는 소재 분사 방식(Material Jetting) 중 하나로 다양한

적인 형태조사와 정밀기록을 위한 X선 투과조사를 실시

색상 표현이 가능한 MJP(Multi Jet Printing)방식을 적용하

하는 한편 촬영된 이미지는 디지털 방식의 고화질 데이터

였다. 광경화성 수지를 재료로 분사해 광경화성 수지와

로 변환할 수 있는 X-선 디지털 방사선 현상장비(Computed

왁스를 동시에 분사하여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는 과정을

Radiography, CRx Vision, GE, DEU)를 통해 육안관찰이

반복함으로써 높은 정밀도 복원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어려운 균열이나 작흔(灼痕)도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기

(Shin, 2020). 또한 복골의 보관과 운반, 전시 등에 활용하

록할 수 있었다.

기 위한 받침대는 정밀도가 높은 광중합 방식(Vat
Photopolymerization)인 SLA방식(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으로 3D Printing을 실시하였다. SLA방식은 액상의 광경
화성 수지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굳힌 뒤 한 층씩 적층하
는 방식으로(Shin, 2020), 기존 복골 3D Scan Data를 역설
계한 Data를 기반으로 받침대를 Modeling한 후 3D
Printing을 실시하였다. 출력된 결과물은 Acetone으로 표

3.4. 복골 동정
복골의 재료로 사용된 견갑골의 동정을 위해 DNA분
석을 실시할 경우 시료채취와 원형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때문에 견갑골의 동정에는 형태학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골각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동물의

면을 연마하여 완성하였다.

종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어

3.3. X선 투과조사 및 X선 디지털 영상촬영

(Lee et al., 2019).

토양과 함께 수습된 복골은 그 두께와 밀도로 인해 보

각 부분의 형태를 비교하면 뼈의 종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주변에서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족 포유동
물 견갑골의 실측도면과 표본을 검토하여 추정군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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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men of roe deer

(D) Dismantling
(Cow left scapula, ♀)

(B) Specimen of pig

(C) Specimen of horse

(E) Boiling
(100℃ in water, 3 times)

(F) Degreasing
(Acetone, 4 weeks)

(G) Bleaching
(H2O2 10%, 2 weeks)

(H) Dismantling
(I) Boiling
(Wild boar left scapula, ♂) (100℃ in water, 3 times)

(J) Degreasing
(Acetone, 4 weeks)

(K) Bleaching
(H2O2 10%, 1 weeks)

Figure 3. Scapula specimen of quadrupedal mammal and making process of left scapula specimen.
하였다(Figure 3A~3C). 표본실견과 추정군을 압축한 결과

되어 점복을 위한 용도의 복골로 추정할 수 있었다(Figure

를 바탕으로 소와 멧돼지의 견갑골을 확보하여 표본을 제

4A, 4B).

작한 뒤 비교하였다. 소의 경우 유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복골은 장시간 토압에 의한 하중과 반복적인 동결융해

수소를 제외하고, 암소 및 멧돼지 암컷과 수컷의 좌⋅우측

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화되어 있었으며, 점복과정으로 인

견갑골 표본을 제작하였다. 표본제작에는 정형된 견갑골

한 균열이 발생한 상태였다(Figure 4C). 척측연과 경측연

을 끓는 물에 3회 이상 삶은 뒤 뼈 표면의 근막과 살점을

은 일부 결실되어 있었으며, 견갑골경은 치밀골(緻密骨)

제거하고 Acetone에 1달 동안 침적하여 뼈 표면과 내부의

이 박락되어 내부 해면골(海綿骨)이 노출되어 있었다

지방을 탈지하였다.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H2O2 10% 용

(Figure 4D). 복골의 전체적인 형태는 유지되고 있으나, 수

액에 1∼2주간 침적하여 표백을 완료하였다(Figure 3D~3K).

분이 증발될 경우 형태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습도 60%

암소와 멧돼지의 견갑골 표본은 실제 복골의 형태와

의 환경에 보관하여 환경변화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고 과

크기 등을 형태학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점복과정에서 사
용된 복골의 재료와 종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4.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결과
4.1. 보존처리 과정

학적 분석과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4.1.2. 내면 이물질 제거

복골의 표면은 견갑극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내면이
위쪽을 향하는 형태로 출토되었다.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
기에 앞서 표면에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확한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물질 제거 시에는 건식세척이 가능

4.1.1. 처리 전 조사

한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이물질이 고착된 부분의 경우

보존처리 전 유물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는 다음 Figure

Ethyl Alcohol 50% 용액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4와 같다. 전체적인 형태는 견갑골의 내면으로 보인다. 표

(Figure 5). 이물질 제거방법은 복골을 역전하여 뒤집은 외

면에는 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다수의 작흔과 균열이 확인

면의 이물질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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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face of oracle bone

(B) Traces of divination

(C) Damage due to cracks on the surface

(D) Scaling and spalling of scapular neck

Figure 4. Conservation status before treatment.
4.1.3. 탈수 및 강화처리

4.1.4. 내면→외면 역전

유물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에 대한 탈수처리는 유물을

내면의 이물질 제거와 강화처리가 완료된 뒤 토양 내

제외한 바깥쪽 토양에 Ethyl Alcohol 60∼90% 용액을 10%

부에 위치한 외면의 보존처리를 위해 뒤집는 과정은 다음

씩 증가시키며 분무하였다(Figure 6A). 탈수과정 중 석고

Figure 7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뒤집는 과정 중 2차 손

붕대 밑면으로 흐르는 수분은 Wypall로 제거하고 보존처

상을 막기 위해 표면의 균열과 석고붕대 사이를 유점토로

리 과정이나 보관 시에 수분이 급격히 건조되지 않도록

충진하였다(Figure 7A). 실리콘이 새지 않도록 주석박을

윗면에는 중성지를 덮어 온습도를 유지하며 탈수처리를

밀착시킨 후, 복골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의 무게로 인한

진행하였다(Figure 6B).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골조를 설치하였다(Figure 7B). 석

노출된 견갑골의 표면은 몸 안쪽에 위치하는 내면으로

고붕대면 주변에는 우드락을 이용해 가벽을 제작하고, 최

Paraloid B-72 5% 용액을 이용해 먼저 강화처리 한 뒤 10%

외각면과 우드락 사이의 공간 역시 유점토를 충진해 실리

용액으로 강화처리를 실시하였다, 용제는 Xylene을 사용

콘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다(Figure 7C). 보강이 완료된

하여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손상정도에 따

표면은 골조의 일부를 남길 정도로 실리콘을 도포하여 경

라 용액의 농도와 강화처리 횟수를 조절하였다. 관절측연

화한 뒤 골조의 남는 부분만큼 석고를 채워 뒤집은 후에

과 같이 해면골이 노출된 부분은 Paraloid B-72 10%를 주

도 바닥면의 경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Figure

사하고(Figure 6C), 그 외에 표면은 Paraloid B-72 5%와

7D~7F).

10% 용액을 붓으로 10회 도포한 후 자연건조 하였다
(Figure 6D). 유물을 역전시킨 후 외면 역시 동일하게 강화

4.1.5. 외면 이물질제거

처리를 실시하였다. 토양의 탈수처리와 표면 강화처리가

외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뒤집은 뒤에 가장 위쪽에 위

완료된 복골은 강화처리 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강도와 안

치하는 석고붕대 밑면은 이물질 제거가 가능한 부분만 조

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씩 잘라내어 유물의 와해를 예방하였다(Figure 8A). 이
물질 제거 시에는 토양에 증류수를 소량 적신 뒤 소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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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cleaning process
Figure 5. Cleaning process of oracle bone surface(Ethyl alcohol 50%).

(B) After clea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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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ray with Ethyl alcohol (60∼90%)

(B)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20℃, 60%)

(C) Injection of solution for strengthening
(Paraloid B-72 5% in xylene)

(D) Application of stiffener
(Paraloid B-72 10% in xylene)

Figure 6. Dehydration process and reinforcement process of oracle bone.

(A) Fill the cracks
with oiled clay

(B) Apply tin foil and
connecting the frames

(C) Combining fake wall and
fill the cracks

(D) Pouring the silicone

(E) Hardening the silicone

(F) Pouring the gypsum

Figure 7. The process of flipping from inner side to oute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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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제거하였으며, 견갑골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4.1.6. 외면→내면 재역전

견갑극을 시작으로 경도가 높은 흉측연과 경측연, 척측연

앞서 보존처리가 완료된 내면을 다시 위쪽으로 오게

을 먼저 노출시킨 뒤에 손상이 우려되는 견갑골경과 관철

하는 과정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재역전 처리를 실시하

측연을 그 다음 순서로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였다(Figure

였다. 재역전처리 과정은 앞서 내면에서 외면으로 역전한

8B~8D). 이물질을 제거한 결과 외면의 전각과 후각 표면

과정과 동일하나 외면의 이물질 제거과정 중에 내면으로

에서 피열흔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ure 8E), 견갑극에

유입된 이물질을 다시 제거하고 복골의 모서리 부분을 포

서는 정치과정으로 추정되는 인위적 가공흔적과 함께 목

함한 전체적인 부분에 강화처리를 진행하였다(Figure 9).

탄과 잔여 뼈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Figure 8F).

(A) Removing plaster bandage

(B) Exposing spine of scapula

(C) Exposing superior boder
and lateral boder

(D) Exposing lateral angle

(E) Complete cleaning

(F) Collecting charcoal

Figure 8. Cleaning process of oracle bone outer side.

(A) Installation of temporary wall

(B) Pouring the silicone

(C) Hardening the silicone

(D) Reversed state

(E) Removing layer of
gypsum and silicone

(F) Complete cleaning and
strengthening

Figure 9. The process of flipping from outer surface to inne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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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접합 및 복원

으로 인한 작흔이나 균열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

점복과정으로 인한 발생한 표면 균열은 Loctite-401을

며(Figure 11A), 외면의 경우 작흔은 없지만 내면의 작 과

주사하여 접합하였다. 일부 편이 박락되어 이물질이 내부

정으로 인해 표면의 치밀질 일부가 층상으로 박락된 피열

로 유입된 경우 이물질을 제거한 뒤에 접합하고, 향후 전

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1B·11C). 세부적으로 살펴

시나 취급 시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Araldite와 Acrylic

보면 관절측연은 치밀질이 와해되고 내부 해면질이 상당

Color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Figure 10).

부분 내려앉아 있어 출토상태와 동일하게 보존처리하였
으며(Figure 11D), 수습된 일부 편은 접합과 복원을 통해

4.1.8. 보존처리 결과

관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ure 11E). 견

보존처리를 완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면은 점복

갑극은 정치 과정을 거치며 표면이 평평하게 다듬어진 것

(A) Connecting the cracks
(Loctite-401)

(B) Removing dirt and
collecting bone pieces

(C) After joining the bone pieces

(D) Removing dirt from
falling parts

(E) Connecting and restoration of
falling parts

(F) Coloring and restoration

Figure 10. Adhesion and restoration process.

(A) Inner side

(B) Outer side

(C) A scar of fever in outer side

(D) Scapular neck

(E) Glenoid fossa

(F) Spine of scapula

Figure 11. Result of conserv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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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Figure 12A).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1F).

X-선 3차원 단층촬영으로 추출한 이미지를 3차원 영상
으로 시각화한 결과, 토양과 복골의 분리된 Mesh 형태의

4.2. X-선 3차원 단층 분석결과

Data를 통해 아직 노출시키지 않은 토양 내부의 외면과
견갑골경에서 척측연 방향으로 X-선 3차원 단층분석

견갑극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이물

을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토양 내부에 T자

질 제거에 필요한 부분을 원하는 각도에서 확대하거나 회

형태의 견갑극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견갑극의 형태가

전하는 것이 용이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

견갑골경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척측연 방향

용할 수 있었다(Figure 12B).

으로 갈수록 휘어지고 두께 역시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A) X-ray 3D layer image.

(B) Result of 3D-CT image analysis.
Figure 12. X-ray 3D layer image and 3D-CT image analysis with VGStudio Max.

나주 복암리유적 출토 복골의 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 김민재, 이은지 | 531

4.3. 3D Scanning 및 Printing 결과

완충과 보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3F⋅

내면과 외면을 3D Scanning하여 획득한 Scan Data는
Artec Studio Software를 이용해 노이즈를 제거하여 정합
하고, 오차범위 0.5 mm 이하의 정밀 Data로 병합하였다
(Figure 13A). 병합한 3D Scanning Data는 Mesh Data로 추

13G).
4.4. X선 투과조사 및 X선 디지털 영상촬영 결과
보존처리가 완료된 복골을 대상으로 X-ray와 CR촬영

출해 Modeling하였으며(Figure 13B), 복골 3D Scanning

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Figure 14와 같다. 육안으로 확인

Data를 바탕으로 한 정밀실측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점복

이 어려운 작흔과 점복과정으로 인한 균열을 관찰할 수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작흔과 균열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었다. 특히 작이 행해진 부분마다 밀도가 높은 원형의

있었다(Figure 13C·13D).

피열흔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불에 달궈진 도구를 이용하

출력된 복골 복원품은 실제 유물에서 관찰되는 균열과

여 뼈를 지질 때 재질적 특성상 표면의 일부가 녹아 뚫리

작흔 등이 정밀하게 표현되었으며(Figure 13E), 받침대의

거나 밀리면서 도구가 닿은 주변의 밀도가 더 높아진 것

경우 복골을 결합했을 때 이격이나 흔들림 없어 유물의

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A) 3D Scanning result of outer surface

(B) Result of 3D modeling

(C) Result of precise measured drawing

(D) Measured drawing diagram

(E) Restoration of oracle bone

(F) Pedestal of oracle bone

Figure 13. Result of 3D scanning and 3D Printing for restoration and pedestal.

(G) Combining the artifact
with the pede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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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X-ray radiography of CR image (50kV, 2mA, 30S).

(A) Comparison of wild boar bone, oracle bone and
restoration of oracle bone

(B) Comparison of CR result

Figure 15. Relative analysis between standard sample and Oracle Bone.

5. 고찰 및 결론

4.5. 복골 동정 결과
제작한 표본과 실제유물, 3D Scan을 기반으로 출력한
복원품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관찰한 결과는 다음Figure
15와 같다. 표본의 경우 수컷 멧돼지의 좌측 견갑골이 실
제 유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정치과정으
로 제거되거나 박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견갑극이나 척측
연을 부분을 제외하고, 전·후각 면의 넓이와, 측연의 구조,
견갑골경의 두께, 관철측연의 형태 등을 비교했을 때 실
제 본 연구의 대상인 복골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ure 15A).
표본과 복골의 후각면을 대상으로 CR분석결과를 비교
한 결과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견갑극의 위치와 길이가 비
슷하고, 흉측연 방향에서 견갑골경으로 향하는 경측연의
중간부분이 급하게 꺾이는 멧돼지 견갑골의 특징 역시 동
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ure 15B).

본 연구에서는 나주 복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복골의 수
습부터 보존처리, 과학적 분석과 동정, 복원방안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현장에서 응급수습한 복골의 보존처리는 이물질 제거
와 탈수, 강화, 역전, 접합 및 복원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
다. 보존처리 단계마다 유물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용할 약품의 종류와 이물질 제거방안을 유동적으로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존처리 결과, 견
갑극에서는 정치과정이 이루어진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내면에 점을 친 것으로 추정되는 작흔과 외면의 피
열흔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CT 분석결과를 3차원상의 Mesh 형태 Data로 추
출한 결과, 이물질 제거 과정 중에 토양 내부의 뼈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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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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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주의 재료에 따라 색상, 압인 특성, 손상 양상 등에 있어 다양한 형상적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인영의 형상을 좌우하는 데 있어 인주의 재료적 특성이 중요하다. 문헌의 인주 제조의
기록 중 큰 차이는 전색제의 종류가 기름과 아교의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인주의 전색제별 인영의 특성을 확인하고, 환경 조건에 따라 인영에서 나타나는 형상 및
이화학적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미생물 발생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교 전색제 인주의
인영은 표면에서 섬유질 공극 사이로 안료가 메워지는 특성이 존재하고 열화를 진행함에 따라
인영의 자체 손상은 미비하였다. 피마자유 전색제 인주의 인영은 표면은 인주가 지지체 섬유질
전체에 흡착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압인되면서 인영 주변으로 기름이 확산됨에 따라 지지체의
황변을 일으키는 요소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주와 인영의 의미, 광물 안료 요소 외에도
유지의 종류, 아교 및 유지를 혼합, 인장 재질, 함유제에 따른 추가 연구 등 종합적인 인주의
연구가 필요하며 고서화 문화재의 인영 보존 관리 및 처리, 문화재 진위 판정 등에 선행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어 인주, 인영, 전색제, 압인 특성, 인영 열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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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stamp ink paste determine the shape, differences in color,

imprint characteristics, and damage patterns of the stamp images. It was previously confirmed that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records of the preparation of red ink pastes was that the type of
colorant was different for oil and glu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tamp images
for each colorant of stamp ink paste were investigated, the shape and physicochemical changes in
the stamp at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compared, and the presence of microorganisms
was determined. In animal glue stamp images, the pigment filled the fibrous pores on the support
surface, and as deterioration progressed, the stamp image was not significantly damaged. Investigation
of the surface of the castor oil stamp images confirmed that the stamp ink paste was entirely adsorbed
onto the support fiber. Additionally, oil that diffused around the stamp images during stamping was
a factor causing the yellowing of the support. Using these resul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yellowing around the stamp images observed in the current artifact. In addition to stamp ink paste,
stamp images, and mineral pigment elements, stamp ink paste also needs to be comprehensively studied,
particularly the type of oil, stamp material, and containing agent.

Key Words Red stamp ink pastes, Stamp image, Binder, Imprint characteristics, Deterioration stamp

image characteristics

1. 서 론

기원전 3400년경 메소포타미아문명을 기점으로 세계에
전파되었으며 처음 인장은 몸통에 문양을 새기고 진흙에

인영(印影)은 인장을 사용하여 찍은 형적(形跡)을 의미

굴려서 형적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중국 후한시대에 종이

한다. 인영이 형적을 가지기 위해서 문자를 새기거나 주

의 발명으로 인장의 표면에 안료를 바르고 압력을 이용하

조한 도구인 인장(印章)이 필요하다. 인장의 기원은 대략

여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안료인 인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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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이후 종이 위에 붉은색의 형적이 남겨지기

특성 등에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주의 재료에 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형적은 미술 분야인 전각의 발전에도

라 인영의 형상 손상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내 박

영향을 미쳤다(Seong, 2013).

물관 및 전시관에서도 쉽게 인영의 손상 양상을 확인할

인영은 고문헌, 고문서, 회화 등 다양한 고서화 문화재

수 있었는데 특히 인영 주변의 황변이 가장 많이 관찰되

에서 발견된다. 인영은 문서에서는 발급 주체를, 서화에

었고 그 외 세부 손상도 다양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서는 제작자를, 서적에서는 소장자를 나타내므로 문서,

중국에서는 인보 서적의 인영의 손상 양상을 분류하였는

서적, 서화의 발급, 제작, 소장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는

데 그 가운데 기름의 확산, 인영의 변색, 곰팡이 오염이

중요한 요소이다.

가장 많이 나타났다(Zhang, 2019).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

인주는 인장의 발달과 함께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으

영의 손상 양상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인주의 기원, 인

며 붉은색의 형적을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재료이다. 그

주의 재료, 인영과 인주의 관계 등에 대한 인주 중심의

러나 인영에 대한 문헌학적, 역사학적 분야에서의 연구에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비해 인주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인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주를 담는 인

정이다. 인주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18세기 초 어의

주함의 문양과 형상에 관련된 디자인 연구 등은 진행되었

인 이시필이 지은 ≪소문사설(謏聞事說)≫에서는 인주의

으나(Kim, 2009) 인주를 만드는 재료적 측면에서의 연구

제조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의 인주 제조 방법

는 진행되지 않았다.

은 다음과 같다. 왜주홍 한냥을 4∼5회 수비하여 극도로

인주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문

곱고 가늘게 만들어 갈무리해둔다. 다른 기름이 섞이지

서의 진위 판정을 다루는 등의 법과학(法科學) 분야이다.

않은 진품 피마자 기름 서돈을 쓴다. 기름을 얻을 때 피마

위조문서의 감별 기준 4가지 중 인영을 한 가지 요소로

자를 불에 볶은 뒤 눌러서 기름을 짜면 매우 무겁고 탁하

선정하였다. 인영의 색상은 시기별 일정한 경향성이 파악

며 찌꺼기가 많다. 반드시 뜨거운 불에 삶아야 까맣게 탄

되는데(Kim, 2008), 이를 통해서 인영의 색상은 문서의 시

찌꺼기가 떠오르면서 가볍고 맑은 참기름 같은 상태가 된

기를 확인 가능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이상의 두 가지 재료를 섞은 뒤 2일에서 3일 동안 흐

한편 이러한 연구의 주관적 한계에 의해 객관적 진위

르는 물에 수없이 문지른다. 당수로비 일곱푼 당수로비는

확인을 위한 과학적 기술을 동반한 연구가 확산되었다.

당애 잎인데 너무 부드럽고 바스라져서 쓸 수가 없다. 반

국내에서는 비파괴 분석법 중 적외선 분광분석 스펙트럼

드시 맑은 물에 수십 번 씻어내는데. 씻어낸 뒤에는 바로

을 사용하여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을 제공한 연구가 진

말리고 말린 뒤에는 바로 씻어낸다(Lee, 2007). 또한 ≪인

행되었고(Lee, 2010) 중국에서도 시장에서 수집한 10개의

장집설(印章集設)≫에서는 비정주사 7돈 3푼, 기름 2돈,

인주를 종이에 압인하여 분광분석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애면 7푼으로 인주의 재료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Lee,

인주를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Cui et al., 2009).

2007). 위 문헌들의 기름과 다르게 ≪선조실록(宣祖實錄)≫

하지만 유물에 대한 인영 연구는 대부분 표면 안료 분

에서는 아교와 관련하여 “홍(紅)에 있어서 중국 것은 기

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광 영상을

름을 넣어 인주(印朱)로 사용하는 것인데 색깔이 누렇고

통한 채색 안료의 성분 동정(조선 중, 후반 인장 인주, 초

종이에 번지니 우리나라의 아교로 배합한 것만 못합니다.

상화, 책가도를 중심으로)에서는 7점의 인영의 표면 안료

그리고 평조신(平調信)이 ‘추격해 오는 청정(淸正)의 군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된 안료는 주사만을

사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하니 침범할 계획임을 알 만합니

주원료로 사용한 것과 연단을 혼합하여 사용한 것, 연단

다. 듣건대 원균(元均)도 한산(閑山)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만을 사용한 것, 자황을 사용한 것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

합니다. 근자에 적선(賊船) 2백 척이 좌⋅우도에 분산 정

되었다(Park, 2016). 이를 통해 인주의 안료 또한 다양하게

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듣건대

사용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안료 외 인주 제작 재료

절영도(絶影島)에 머물러 있는 왜적이 없기 때문에 원균

에 따른 인주 및 인영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등이 장차 진주(進住)하려 한다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

고서화 문화재에서 인영은 중요한 보존 요소임에 따라

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인주의 재료는 붉은색의 무기

본 연구에서는 전색제에 초점을 두어 전색제별 인영의 변

안료, 전색제 기름 또는 아교, 함유제인 식물성 섬유를 이

화 특성을 비교하고 고온, 자외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인

용하여 인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주

영의 표면 및 이화학적 변화 특성을 규명하며 미생물 발

의 전색제에 따라 인영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생도 평가를 통하여 전색제에 따른 인영의 미생물 손상

인영에서는 사용하는 인주의 재료에 따라 색상, 압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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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아교액을 첨가한 인주를 제작하였다(Table 1). 인영 시편
제작에서는 KS 규격 인주 KS G 2608를 참고하여 회양목

2.1. 연구 재료

가로 20 mm, 세로 20 mm 크기의 도장을 주문 제작하고
인주를 부착시켜 평활한 도침된 닥종이를 가로 40 mm,

실험에 사용한 인주는 다음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하였
다. 안료에서는 인주에 사용된 적색 무기안료 2종을 선정
하였다. 적색 안료는 고대부터 사용된 주사와 연단(鉛丹)
으로 불리는 사산화삼납(Pb3O4)을 사용하였다. 인주의 전

Table 1. Ingredients of the raw material used to reproduce
the red stamp ink paste for research in red stamp image
acoording to animal glue concentration

색제는 ≪소문사설(謏聞事說), ≪선조실록(宣祖實錄)≫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아교와 피마자유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선으로 아교 농도별 인영(印影) 표면특

Materials
Pigment

Binder
Distilled Water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단(鉛丹) 안료를 사용하여 분말

1% (w/w)

형 아교(棒彩, 鳳凰, JPN)를 물과 배합하여 1%, 3%, 5%,
7%, 10%, 25% 농도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후 인영(印
影)의 전색제별 열화 특성에서는 주사와 연단과 함께 전

Red lead

3% (w/w)

Mugwort
powder

5% (w/w)

Animal
glue

색제는 증류수, 아교 10% 아교 25%, 피마자유를 선정하

7% (w/w)
10% (w/w)

였다. 아교 25%는 시판 피마자유의 점도 측정을 통하여

25% (w/w)

유사한 아교 농도이며 피마자유는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
고 냉압착하여 추출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식물성 함유제
로는 쑥을 선정하였으며 1회 체에 내린 후 남은 섬유질만
사용하였다.

Table 2. Ingredients and sample name of the raw material
used to reproduce the red stamp ink paste for research in
red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2.1.1. 전색제별 인주 및 인영(印影) 시편 제작

현대 상업용 인주 제작과정과 고문헌 제작 방법을 참

Materials

고하여 전색제별 인주를 제작하였다. 상업용 인주는 안료
와 전색제를 혼합하고 혼합물에 함유제를 첨가하여 제작
하는데 이는 고문헌의 제작 방법과 유사하였다(Figure 1).

Red lead

본 연구에서는 제작 방법을 확인하고 인주의 전색제별 인

Mugwort
powder

영의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문헌 ≪소문사설(謏聞
事說)≫을 참고하여 배합 비율을 안료 37.50 g, 전색제
11.25 g, 함유제 2.62 g으로 한 인주로 인영 시편을 제작하
여 사용하였다. 문헌을 통해서 전색제 아교는 정확한 농
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1%부터 25%의 6단계 비율의

Binder

Sample
name

Distilled water

LD

Castor oil

LO

Pigment

Cinnabar

Animal
glue

10% (w/w)

L10

25% (w/w)

L25

Distilled water
Castor oil
Animal
glue

CD
CO

10% (w/w)

C10

25% (w/w)

C25

Figure 1. Commercial red stamp ink paste factory production process. (A: Pigment blend, B: Blend of ingredients, C:
Commericial red stamp ink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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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duction process of red stamp ink paste and stamp image sample for experiment. (A: Pigment blended, B:
Mougwort powder blended, C: Redlead stamp ink paste, D: Stamp in the paste, E: Stamp pressing, F: Sample of stamp
image)
세로 40 mm 크기로 재단 후 식품물성측정기(TA1, Ametek,

으로 28일간 열화를 진행했으며 0일, 28일 시편을 수거하

USA)를 사용하여 동일한 하중으로 압인하여 인영을 새겨

여 평가에 사용했다(Figure 3A).

평가에 사용하였다(Table 2, Figure 2).
2.2. 연구 방법
2.1.2. 인공 열화

열화 조건 및 전색제별 지지체 위에 압인된 인영의 열
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피마자유를 사용한

2.2.1. 표면 특성 평가

인주 전색제별 인영 표면의 압인 상태와 특성, 고온 열

인영의 실험을 통해서는 현재 문화재 손상 양상과의 유사

화와 자외선 열화 전과 후 인영의 표면의 손상 및 변화를

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온 열화는 KS M ISO 5630-1

실체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조사에는 실체현미경

를 참고하여 105±2℃ 온도의 열풍건조기(WOF-155, Daihan

(SMZ-18, Nikon, JPN)을 이용하였으며, 인영의 경계, 인영

Scientific, KOR)를 사용하였으며 자외선 열화는 KS M

의 전체 표면을 100배 확대 촬영하였다. 고배율로 시편을

ISO 4892-1에 의거하여 열화시험기(QUV Accelerated Tester,
2

Q-Lab, USA)에서 UV-A 340 nm, 60℃, 0.77 W/m 의 조건

관찰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EM-30AX, Coxem, KOR)
을 통해 지지체 섬유 사이의 인주와 전색제별 인영의 미

Figure 3. Research method of stamp image change characteristic. (A: Heat artificial aging, B: Iodine Fuming reaction test,
C: Microbial occurre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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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표면 특성과 압인으로 생긴 인영 경계 특성을 조사

DAEJUNG, KOR)를 중량하고 넣은 뒤 유리 박스를 밀폐

하였다. 시편은 금으로 코팅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뚜렷한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하여 가속전압 20 kv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인영의 경계

사진 촬영을 했다(Figure 3B).

를 400배율, 인영의 인주 표면을 1000배율로 조사하였다.
2.2.3. 미생물 발생도 평가

고습에 의한 전색제별 미생물 발생도를 확인하기 위하

2.2.2. 이화학적 특성 평가

육안으로 관찰되는 전색제별 인영을 과학적으로 분석

여 재현한 인주 시편과 인영 시편을 3배수로 제작하여 유

하고 열화에 따른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색도를 측정하

리 데시케이터에 상대습도 99% 조건으로 선정하고 증류

였다. 색차계(Colormate, Scinco, KOR)를 사용하여 6 mm

수로 조절하였다. 모두 같은 조도와 온도 25℃ 조건에 두

측정경으로 CIE Lab 색공간에 따른 L*, a*, b*값을 원형

었으며 1일 간격으로 시편을 수거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

중앙에 맞춰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각 값을 비

하였다(Figure 3C).

교 분석하였다. 인영 주변 전색제의 확산을 확인하기 위

3. 결과 및 고찰

하여 인영 경계 한지의 황색도를 측정하였다. 인영 표면
의 전색제 성분 변화를 확인하고자 적외선분광분석을 실
시하였다. 적외선분광분석 FT-IR(Cary620 Microscope,
Agilent,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 조건은 ATR 모드로 설
정하여 분해능 4 cm-1. 측정범위 400∼4000 cm-1에서 64회

3.1. 아교 전색제 농도별 인영 특성
3.1.1. 표면 및 색도 특성

아교의 농도별로 인주를 제작하고 인영 시편을 동일하

스캔하였다.
훈증 반응을 통해 인주의 전색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게 제작하여 비교하였다. 대조군인 증류수에서는 육안관

확인하기 위해 Iodine Fuming 법을 진행하였다. 요오드 시

찰로도 선명한 압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체현미경,

약을 이용한 이 훈증 반응법은 잠재지문 현출방법 중 하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는 지지체의 섬유질 전체에 안

나로 기름 성분에 흡수되면 황갈색을 나타내 보인다. 이

료가 부착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3).

를 통해 전색제 중 기름 전색제의 확산 형상, 열화에 따른

인주에 사용된 아교의 농도별 인영 특성을 확인하기

화학적 변화로 인한 훈증 반응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위해 1%부터 3%, 5%, 7%, 10%, 25%까지의 6단계 농도의

다. 유리 박스에 시편을 매달고 4 g의 고체 요오드(Iodin,

아교액에 따른 인주를 제작하고 압인하여 인영의 특성을

Table 3. Surface characteristics by animal glue concentration
Concentration
(%)

0

1

3

Sample image

Microscopic
× 2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4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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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

Sample image

Microscopic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20

× 400

× 1000

5

7

10

25

Table 4. Chromaticity characteristics by concentration of animal glue
Concentration (%)

0

1

3

5

7

10

25

L*

66.20

71.11

65.90

63.24

59.46

58.11

57.12

a*

42.60

28.55

37.28

42.92

48.05

47.91

48.22

b*

46.87

33.10

40.70

46.36

54.53

55.55

56.36

확인하였다. 1%, 3%의 낮은 아교 농도에서는 압인이 선

3.2. 전색제별 인영의 열화 특성

명하지 않았으며 증류수와 비교했을 때 안료가 전체적으

3.2.1. 표면특성

로 부착되지 않았다. 주사전자현미경에서는 경계에서의
안료 뭉침도 확인되었다. 농도 5%에 이르러 증류수와 유
사한 압인이 관찰되었고 7%, 10%, 25%는 압인이 선명하
지만 인주의 함유제인 쑥의 섬유질이 관찰됨에 따라 함께
압인되었다. 색도에서는 아교 농도가 낮을수록 명도가 높
았으며 7% 이상의 높은 농도의 아교액에서는 인영의 선
명도는 높지만 명도가 59.46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이는 채색 안료 전색제인 아교의 접착
유효농도가 4%일 때 전색성이 양호하고 평균 6% 농도
이상일 때의 아교액에서 안료의 접착이 견고하게 나타나
며 건조 후 안료의 발색이 다소 어두워진다는 사실과 관
련된다(Shin, 2014).

고온 열화 실험 후, 전체적으로 지지체가 황변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LD의 경우 실체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종이 섬유질에 안료가 부착되어 있고 인영 경
계선에는 별다른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다(Table 9). 고온
열화 후 지지체가 황색으로 변하였으나 자외선 열화 및
고온 열화에서 안료 표면의 변화는 없었다.
아교액 농도 10%와 25%로 압인한 인영의 표면은 안료
가 지지체 공극에 충전되어 발색하며 인영 경계에 안료
뭉침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교를 전색제로 사용
한 인주의 인영은 열화로 인한 변화가 적고 색상이 선명
하게 유지되었다. 피마자유를 전색제로 사용한 인영인
LO에서는 열화 전의 실체현미경으로 표면에 유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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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croscopic observation of lead red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 100)
Sample

Heat artificial aging
Before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After 28 days

Before

After 28 days

LD

LO

L10

L25

한 광택이 확인되며 LD보다 선명한 인주 경계가 관찰

영은 선명했다. C25에서는 고른 압인이 형성되었고 지지

되었고 열화 전에는 광택이 관찰되나 열화 후에는 표면에

체의 섬유질 형태 없이 인주가 부착됨을 확인하였다. 아

유분으로 인한 광택은 보이지 않았다. 피마자유 인영의

교 전색제의 경우 열화 전ㆍ후 인주 표면의 변화는 관찰

경우 표면의 기름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동시다발적 산

되지 않았으나 주변 지지체의 변색은 확인되었다(Table 7,

화 과정을 일으키며 건조된다는 보고가 있다(Lee, 2012).

Table 8).

이렇듯 인주가 섬유질 공극에 부착되고 열화 후 자동산화
를 통해 유지분이 건조되면서 공극이 드러나는 것으로 추

3.2.2. 이화학적 특성

정된다(Table 5, Table 6).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섬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열화 전 연단 인영 시편에

유질 공극 사이에도 인주가 채워짐을 확인하였고 열화 후

서 L값은 L25가 60.37로 가장 높았으며 LD가 55.30으로

에는 공극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경면주사를 사용한

L값이 가장 낮았다. 주사 인영 시편은 CD의 L값이 48.12

인영에서도 동일하게 지지체가 황변되는 경향이 나타났

로 가장 높고 C10 37.07로 가장 낮았다. a*, b*값 및 황색

다. 28일 후 열화 처리 결과 CD의 경우 종이 섬유질에 안

도는 열화 전에는 모든 시편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료가 고르게 부착되지 않았다. 경계선에서는 별다른 특징

고온 열화에 따른 전색제별 연단 인영과 주사 인영의

이 관찰되지 않았고 경계선 밖으로 안료 분말이 관찰되었

a*, b*값은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다. 고온 열화 후 지지체가 황색으로 변하였으나 안료의

되었으며 L*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단을 사용

탈락이나 표면의 변화는 없었다. CO는 피마자유를 전색

한 인영보다 주사를 사용한 인영에서 a*, b*값의 감소가

제로 사용한 인영으로 열화 전 표면에 유분으로 인한 광

더욱 크며 특히 C25 시편의 a*값은 28일 후 8.75 감소하였

택이 관찰되고 인주 경계가 CD보다 선명하였고 섬유질

고 CO는 7.30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고온 열화에 의한

공극 사이에도 인주가 채워짐을 확인하였다. 열화 후 표

지지체의 황색화의 결과가 가장 뚜렷하였다. 연단 시편에

면 광택이 사라지며 연단 시료와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서는 LO의 황색도는 28일 후 6.39 증가하였으며 LD는

아교 농도별 인영 표면 비교 결과, C10의 경우 표면

0.79, L25%는 0.45의 황색도가 증가하였다(Figure 4,

전체의 고른 압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경계선에서의 인

Figure 5). 주사 시편의 경우에도 CO는 28일 후 14.1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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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 of lead red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 1000)
Sample

Heat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LD

LO

L10

L25

Table 7. Microscopic observation of cinnabar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 100)
Sample

CD

CO

C10

C25

Heat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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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 of cinnabar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 1000)
Heat artificial aging

Sample

Before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After 28 days

Before

After 28 days

CD

CO

C10

C25

Table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 of cinnabar and redlead stamp image boundary according to after 28
days deterioration (× 400)
Binder

Sample

D

L
Heat
artificial
aging
C

L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C

O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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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마자유를 사용한 경우 압인 과정에서 인주의 유분

10.01만큼 감소하였다 경면주사의 경우 CD, C25를 제외

확산에 의해 열화되어 황색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CO, C10의 L값은 열화 기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a값은

(Figure 6, Figure 7).
자외선 열화에 따른 전색제별 연단과 주사 연영의 지

열화 28일 후 C25에서만 4.46만큼 증가했고 CD, CO, C10
시편의 a값은 감소하였다. 황색도는 CD의 경우 12.6, CO

지체는 열화의 정도에 따라 밝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경우 9.58. C10의 경우 11.14, C25의 경우 11.32 감소하

따라서 인영 주변의 지지체의 황색도는 모두 감소하였다.

였다. 그중 CO가 가장 낮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안료와는

황색도 변화의 폭은 LD, L25, L10, LO 순으로 낮았다. LO

상관없이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자외선 열화에서도 LO,

의 경우 열화 전과 비교하여 4.74 감소했으나 LD의 경우

CO의 황색도가 가장 높았다. 아교, 향료로 구성된 묵즙을

Figure 4. Yellowness of lead red stamp image heat
artificial aging.

Figure 5. Yellowness of cinnabar stamp image heat
artificial aging.

Figure 6. Yellowness of lead red stamp image UV
artificial aging.

Figure 7. Yellowness of cinnabar stamp image UV
artificial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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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린 한지의 열화 전후 양상에서 온도와 습도의 민감

피크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면주사와 연단

성이 약하다는 선행연구와 같이(Park et al., 2009) 아교를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고온 열화, 자외선 열화에

사용한 인영은 온도와 자외선에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열화에 따른 아교 및 피마자

사료된다.

유 전색제 인영의 적외선흡수스펙트럼 분석 결과 열화가

적외선흡수스펙트럼 분석 결과 식물성 유지인 피마자

된 후 전색제의 특정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8,

유를 사용한 전색제 인영은 3200∼3600 cm−1의 수소 결

Figure 9). 이는 전통 단청의 교착제 분석에서 아교의 특정

합의 O-H와 2923, 2853 cm−1 C-H 결합, 그리고 1742 cm−1

작용기 아마이드Ⅰ 감소하여 적외선흡수스펙트럼에 의

C=O의 결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과 유사하였다(Yu, 2019). 식물

피마자유의 특징인 3200∼3600 cm−1의 수소 결합의 O-H

성 유지의 경우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크값이 낮아져

와 2923, 2853 cm−1 C-H 결합, 1742 cm−1 C=O 결합 등이

수소기가 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Lee et al., 2020).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화 현상이 발생해 전색제

잠재지문 현출방법 중 요오드 증기가 지방에 흡착되어

Figure 8. FTIR of caster oil stamp image after heat and UV artificial aging.

Figure 9. FTIR of 25% animal glue stamp image after heat and UV artificial aging.

인주 전색제에 따른 인영(印影)의 변화 특성 / 류송이, 정용재 | 545

황갈색으로 나타나는 물리화학적 원리를(Lee, 2019) 이용

열화 전 반응으로 확인되었으나 열화 후 확산된 기름 성

한 요오드 증기방법을 통해 인영 주변 전색제 확산 여부

분과는 요오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열화 전 반응을

확인 결과, 아교 전색제의 경우 열화 전⋅후 요오드 증기

통해 지지체에 황변을 일으키는 요인 가능성을 시각적으

와 반응하지 않아 확산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마

로 확인하였으나 열화 후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에서 추

자유의 경우 열화 전 요오드 증기가 지방에 흡착되어 황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0, Table 11).

갈색으로 나타남에 따라 압인 후 지지체로 확산되는 것을
Table 10. Iodine Fuming reaction of lead red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Sample

Heat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LD
(Control)

LO

L10

L25

Table 11. Iodine Fuming reaction of cinnabar stamp image according to deterioration
Sample

LD
(Control)

LO

L10

L25

Heat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UV irradiation artificial aging
Before

After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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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색제별 미생물 발생도 평가

미생물 발생 차이는, 연단 인주가 경면주사 인주보다 미
생물 발생 시점이 늦었고 전색제 중 25%의 아교를 사용

미생물 발생의 양상도 인주 및 인영의 전색제별 차이

한 인주의 경우 미생물이 급속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단을 사용하여 만든 전색제

다(Table 12). 전색제 중 아교는 미생물 성장을 위한 영양

별 인주의 경우, 아교를 사용한 인주(L10, L25)와 증류수

분이 함유돼 있다(Kim, 2006). 이에 따라 인주 및 인영이

전색제롤 사용한 인주(LD)에서 3일 이후부터 미생물이

아교로 제작된 경우 농도에 상관없이 미생물이 급속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피마자유를 사용한 전색제 인주(LO)

발생했고 피마자유의 경우 미생물 발생이 아교와 비교하

에서는 5일 이후에도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면주

여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를 사용하여 전색제별 인주를 제작한 경우 아교의 농도

인영 시편의 경우 7일 이후 연단을 사용한 인영 주변에

와는 상관없이 증류수 전색제에서 2일 만에 미생물이 발

는 육안으로 미생물이 관찰되었으며 15일 이후에는 지지

생했으며 이후 미생물 발생량이 증가했다. 피마자유를 사

체에 미생물 발생이 증가하였다. 경면주사의 인영에서는

용한 인주의 경우 3일 후 미생물이 발생하였다. 안료 간의

5일부터 아교를 사용한 전색제에서 미생물이 발생했고

Table 12. Microbial occurrence result of red stamp ink paste
Sample

0 day

After 3 day

After 5 day

Sample

LD
(Control)

CD
(Control)

LO

CO

L10

C10

L25

C25

0 day

After 3 day

After 5 day

Table 13. Microbial occurrence result of stamp image
Sample

After 5 day

After 15 day

Sample

LD
(Control)

CD
(Control)

LO

CO

L10

C10

L25

C25

After 5 day

After 15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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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5일까지 미생물 발생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교

2008), 본 연구에서는 연단보다 경면주사에서 미생물이

25%의 시편에서 다량의 미생물이 증식했고 뒷면의 인영

더 급속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

이 압인된 부분에 두드러지게 미생물이 발생했다(Table 13).

인 연구가 요구된다. 아교로 제작된 인주 및 인영은 농도
에 상관없이 미생물이 급속하게 발생했고 피마자유의 경

4. 결 론
고문헌, 고문서, 회화 등 다양한 고서화 문화재에서 인
영을 볼 수 있다. 인영은 문서의 발급 주체, 서화의 제작
자, 서적의 소장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인영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의 형적을 가진 인주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인주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색상, 압인 특성, 손상 양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주의 재료 중 전색제에 따른 인영의
특성을 확인하고, 열화를 통하여 인영 형상 및 이화학적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전색제별 인영 및 인주의
미생물 발생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색제에 따라 특
성 및 열화 특성이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주에 아교 전색제를 농도별 1%부터 3%, 5%, 7%,
10%, 25%까지의 단계별 농도의 아교액에 따른 인주를 제
작하고 압인하여 인영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아교 전색제
인주를 사용하여 압인한 인영의 경계에는 안료 뭉침현상
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아교 농도 7% 이상에
서는 인영 표면에 함유제 섬유가 함께 부착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인영이 선명하게 압인되기 위해서는 5% 이상
의 아교액 농도가 요구되며 7% 이상부터는 접착력이 강
해지면서 함유제인 쑥의 섬유질이 함께 부착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인영이 선명하게 압인되는 아교액의 농도와 안
료 채색을 위한 아교 농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서화 문화재를 보면 선명한 형태를 유지하는 문서
가 있고 그와 반대로 인주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도 관찰되는데(Kim, 2008) 이러한 차이는 인주를 만들 때
사용한 아교의 농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
단된다.
피마자유 전색제 인영은 압인되면서 주변 지지체로 피
마자유가 확산되며 고온 열화에는 지지체의 황색화가 이
루어졌다. 고서화 문화재에서 쉽게 확인되는 인영 주변의
황변은 인주 전색제의 유지 성분으로 인한 현상임을 규명
할 수 있었다.

우 미생물 발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교 전색제를 사용한 인영은 미생물의 분비물로 인한 착
색 오염 및 지지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영의 손
상을 줄이기 위해 최적 온도⋅습도 등 보존환경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인주의 제작에서 전색제에 따른 인영의 특성 변화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전색제에 따른 인영의 압인 특성이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인영에서 인주 전색제의 중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고서화 문화재
의 인영 보존 관리 및 처리, 문화재 진위 판정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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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목재 내부의 지중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탐지에 사용되고 있는
극초단파 장치에 대한 검출 성능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의 비중과 함수율이 높을
수록 Termatrac T3i에서 방출된 2.4 GHz 극초단파의 신호강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목재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극초단파의 신호 강도가 감소하여, 두께 60 mm 목재에서의 신호 강도는
20 mm 조건 대비 절반 이하가 되었다. 또한 극초단파의 강한 직진성 때문에 측정 지점으로부터
반경 50 mm 초과 시 극초단파의 신호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소나무 목부재 내부의
흰개미 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Termatrac T3i의 측정 간격을 100 mm 이내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목조건축물에 사용된 소나무 기둥의 평균 변재폭은 60-70 mm 내외이
며, 흰개미는 목부재의 변재부를 우선적으로 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흰개미
의 가해 특성과 Termatrac T3i의 탐지 성능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목조건축물의 목부재를
가해 중인 흰개미의 현장 탐지가 가능할 것이다.
중심어 극초단파, 목조건축문화재, 목조문화재, 터마트랙, 비파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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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detection performance and applicability of microwave devices

used to detect subterranean termites inside the wood.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ermatrac T3i
decreased as the specific gravity and moisture content increased due to the anisotropy and wave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wood. Additionally, Termatrac T3i was able to detect termites within a
radius of 50 mm and a maximum depth of 50 mm based on the measurement point due to the strong
straightness of the 2.4 GHz microwa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asurement interval and depth
of Termatrac T3i should be set within 100 mm and 50 mm to determine the termite activity inside
the pine wood member. Additionally, the applicability according to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ermatrac T3i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confirmed the damage pattern in which Reticulitermes
speratus preferentially attacked the sapwood of the wood member, and that the average sapwood width
of the pine tree used as the wood member of the wooden structure was approximately 60-70 mm.
Therefore, Termatrac T3i, which has been confirmed to be able to measure termite activity up to 50
mm deep in a straight line for pine trees, is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the detection of activity
of R. speratus, which prefers sapwood.
Key Words Reticulitermes speratus, Wooden structure, Pinus densiflora, Termatrac T3i, Non-destructiv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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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 비중, 함수율, 측정 반경 및 깊이 조건에 따른 탐지 성
능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목조문화재 목부

최근 국내에서는 진도 운림산방, 구리 숭릉 정자각 등
주요 목조문화재가 지중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2019;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21), 전국
단위 흰개미 피해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Im et al., 2021).
2022년 6월 충남 공주시에서는 흰개미 가해를 받은 일반
주거용 목조건축물이 폭우 중에 무너짐으로써 인명 피해
가 발생하는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다(Ilovewood, 2022).
고문서상에서는 1766년 발간된 증보산림경제에 처음
으로 흰개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만, 해당 기록에서는
흰개미의 피해 등에 대한 기록은 없다. 흰개미 피해와 관
련해서는 인천에서 전봇대가 흰개미의 피해를 받아 쓰러
졌다는 기사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 5월 24일자 매일신
보에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1980년대 들어 문화재 분야에
서의 흰개미 피해 현황 파악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에는
여러 기관에서 정기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Han
et al., 1998; Im et al., 2021).
흰개미의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측정기,
모니터링 스테이션 등 다양한 비파괴 모니터링 방법이 동
원되고 있다(Kim et al., 2010; Chung et al., 2015). 이 중
2.4 GHz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Termatrac T3i는 목재 내부
의 흰개미 활동을 비파괴적으로 조사하는 탐지 장비로,
목재에 침입한 흰개미의 움직임의 강도를 측정하여 레이
더 피크값으로 환산하고 관찰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다(Taravati, 2018). 해당 장비는 2000년대 개발된 1세대
Termatrac T1r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재질 내부에
위치한 곤충의 비파괴적 탐지 연구에 적용되었다(Hickman
and Forschler, 2012; Barway et al., 2015; Taravati, 2018).
이에 따라 국내 기관에서도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문화재
돌봄사업단 등에서 목조문화재의 목부재 내부에 R.
speratus 침입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Termatrac T3i를 활용
하고 있다(Im et al., 2021).
그러나 지금까지 Termatrac T3i에서 방출되어 목재에
침투하는 극초단파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나무 기둥재를 대상으로 깊
이와 방향에 따른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극초단파 탐지 장치 및 신호 강도 정량화
흰개미 탐지를 위한 극초단파 장치는 Termatrac
T3i(Termatrac Co., AUS)를 사용하였다. 장치에서 탐지된
측정값은 삼성 갤럭시 S10 5G(Samsung, SM-G977N, KOR)
스마트폰에서 Termatrac T3i 애플리케이션(ver. 3.38)을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신호 강도는 이 장치의
최대 감지 깊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댓값(Gain: 10)으로 설
정하였다. 측정값 보정을 위해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탐
지 시작 후 자체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15-20
초)이 흐르게 하였다. 보정 시간이 흐른 뒤, 애플리케이션
에서 확인되는 실시간 측정값을 15초 간격으로 스크린샷
(Screenshot) 촬영하여 저장하고 PC로 전송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촬영된 ‘레이더 그래프 영역’의 신
호 강도는 Adobe Photoshop CC 2017을 통해 정량화하였
다. 이를 위해 레이더 그래프 영역을 Rectangular Marquee
Tool과 Bucket Tool(Bucket)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곡선
아래의 영역을 선택하고 파란색(Hex color code: #0000ff)
으로 채웠다. 곡선 아래 채워진 영역은 Magic Wand tool을
이용해 선택하고 ‘측정 로그’ 창에서 ‘측정 기록’을 눌러
선택 영역의 면적을 정사각형 픽셀로 계산하였다. 픽셀 측
정값은 실험에서 각 조건별로 Termatrac T3i 신호 강도(이
하 신호 강도)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모든 스크린샷은 조건별로 10회 촬영한 후 면적의 정량화
단계를 거친 뒤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평가 결과 산출된
조건별 신호 강도는 SPSS 26(IBM, USA) 프로그램으로
One-way ANOVA를 수행하여 군집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후 검정(Post hoc)으로는 Tukey를 사용하였다.
2.2. Termatrac T3i 탐지 성능 평가용 흰개미

그 수가 많지 않다. Lewis and Forschler(2014)가 Termatrac

일반적인 흰개미 개체를 실험에 사용할 경우 개체별 움

T3i와 같은 극초단파 검출기의 경우, 비파괴 기술로 수종

직임의 정도 차이에 따라 Termatrac T3i에서 측정되는 신

에 따라 측정 성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Termatrac

호 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Termatrac T3i의 조건별

T3i의 성능 및 목재 수종에 따른 특이성 등에 대한 구체적

탐지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도

인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로 진동하는 의사 흰개미 장치를 사용하였다. 의사 흰개미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초단파를 방출하여 목재 내부의

는 Hexbug nanos (Innovation First Labs, Inc., Greenville, TX,

흰개미 활성을 탐지하는 Termatrac T3i를 대상으로 목재

US; 치수=4.3 × 1.4 × 1.8 cm, 무게=7.1∼7.3 g 배터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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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주파수: 116∼150 Hz)를 사용하였다.

목조문화재 목부재 중 기둥에 대한 Termatrac T3i의 탐

Hexbug nanos를 이용한 Termatrac T3i의 조건별 신호

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수종으로 국내 목조문화재 목부

강도 평가 후에는 소나무 기둥재의 조건별 신호 강도 평

재 중 약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소나무(Pinus densiflora)

가를 위해 흰개미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교내 학

를 선정하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술림에서 채집하여 사용하였다. 채집된 흰개미 가해목을

Heritage, 2015; 2016). 목조문화재에 사용된 소나무 원형

연구실 내 보관 용기에 보관하고 실험 직전 Im and Han

기둥의 직경이 300-500 mm 범위로 확인됨에 따라(Shin et

(2021)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al., 2020), 직경 350-400 mm, 높이 150 m, 연륜폭 5-8 mm,

2.3. 목재 시료

용하였다.

함수율 약 11%의 원통형 소나무 기둥재 3본을 실험에 사

수종에 따른 탐지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
화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종 중 Paulownia coreana

2.4. Termatrac T3i의 평가 조건별 설치

(0.3), Pinus densiflora(0.4-0.5), Quercus variabilis(0.7), Zelkova

2.4.1. Termatrac T3i 탐지 성능 평가

serrata(0.7) 등 비중(Specific gravity)에 차이가 있는 4가지

직경 50 mm, 높이 80 mm 플라스틱 병을 높이 조절 가

수종을 선정하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능한 스탠드에 고정한 뒤 각 실험의 조건에 따라 제작된

Heritage, 2015; 2016). 실험에 사용된 각 수종별 판재는

판재를 두께 조건별로 겹쳐져 고정한 목재의 정중앙에 닿

100 mm(T) x 150 mm(L) x 20 mm(R)로 제작하여 사용하

지 않게 최대한 밀착시켰다(Figure 1a, b). 플라스틱 병 내

였다. 측정 각도 및 깊이, 함수율, 흰개미 개체 수에 따른

부에 목재의 수종, 함수율, 측정 각도 및 깊이에 대한 탐

탐지 성능 평가를 위해 100 mm(T) x 300 mm(L) x 50

지 성능 평가에는 Hexbug nanos, 흰개미 개체 수에 따른

mm(R)의 소나무(Pinus densiflora) 판재를 제작하여 사용

탐지 성능 평가에는 셀룰로오스로 만들어져 벽면을 흰개

하였다. 함수율에 따른 탐지 성능 평가에 사용된 판재는

미가 자유롭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Thimble filter

30일간 95% 이상의 상대습도 조건에서 수분을 흡수시킨

(ADVANTEC, Grade 84, JPN)에 R. speratus의 일개미

판재와 상온에 유지시킨 무처리 대조군 판재를 대상으로

(Worker)를 투입하고 플라스틱 뚜껑을 밀봉하였다(Figure

수행되었다. 각 조건별 판재를 60℃ 조건에서 항량까지

1a). Termatrac T3i은 플라스틱 병이 밀착된 목재의 반대편

건조시키기 전후 무게를 측정하여 각 조건별 시료의 목재

에 배치(Flush)하였다(Figure 1c).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조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95% 상대습도 조건의 판재는 24%,

절 가능한 장치의 측정 감도(Gain)는 10으로 설정하였다.

상온 조건의 대조군 판재는 11%의 목재 함수율을 갖는

목재 수종, 함수율, 개체 수 조건에 따른 탐지 성능 평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평가별로 사용된 목재 판재들은

가는 목재 4가지 두께 조건(20 mm, 40 mm, 60 mm, 80

두께 조건별로 겹쳐 바이스(Vise)로 밀착시켜 Termatrac T3i

mm)으로 평가하였다. 각도 및 깊이에 따른 탐지 성능 평

신호 강도 측정에 사용되었다.

가는 밀착된 Termatrac T3i를 고정시키고 목재를 50 mm

Figure 1. Experimental design for conditional detection performance assessment. (A) Design for the Evaluation
of Termatrac T3i Detection Performance of Wood Samples by the specific gravity, water content of wood and
number of termite, (B, C) Design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ermatrac T3i detection by angle and depth, (a)
HEXBUG Nanos or R. speratus are put into the plastic jar. (c) Flush the device after overlapping samples of
different species of wood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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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4가지(50 mm, 100 mm, 150 mm, 200 mm) 깊이

멍(a∼c)에 투입하였다(Figure 2). 가장 먼저 100 mm(a) 깊

조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Hexbug nanos가 투입된 플라

이 조건을 진행하였으며, 각 깊이 조건별 1번 지점을 시작

스틱 통을 수평 방향(Figure 1B)과 수직 방향(Figure 1C)으

으로 45도씩 간격을 두고 1∼8번까지 탐지 방향에 따른

로 50 mm 간격만큼 이동시켜 150 mm 조건까지 신호 강

신호 강도를 측정하였다(Figure 2B). 측정이 모두 완료된

도를 측정하였다.

뒤에 다음 깊이 조건으로 Thimble filter를 옮겨 동일한 과
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흰개미는 각 깊이 조

2.4.2. 소나무 기둥재에 대한 흰개미 탐지 성능 평가

건별 측정이 완료된 뒤에 활성의 유지를 위해 새로운 개

Termatrac T3i의 기본적인 탐지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

체들로 교환하여 진행하였다.

으로 소나무 기둥재에 대한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직
경 350-400 mm, 높이 1500 mm 소나무 기둥재 3본을 300

3. 결과 및 고찰

mm 높이로 절단하여 15개의 시료를 제작하고 1본당 3개
의 시료 선정 후 평가에 사용하였다. 이후 소나무 기둥재

3.1. 목재의 수종과 함수율이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내부의 흰개미 위치에 따른 Termatrac T3i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고자 횡단면상에서 목재 표면을 시작점으로 100

3.1.1. 수종

mm(a), 50 mm(b), 25 mm(c) 지점에 직경 30 mm, 깊이 100

Termatrac T3i에 대한 신호 강도는 오동나무가 가장 높

mm의 구멍을 순차적으로 천공하였다(Figure 2B). 직경 30

았고 소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mm, 길이 100 mm의 Thimble filter에 최적 투입 개체 수로

또한 목재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신호 강도가 모든 수

확인된 일개미 100두를 투입하고 위에 뚜껑을 덮어 밀봉

종에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3). 이러한 결과

한 다음 목재 기둥의 횡단면에 깊이 조건별로 천공된 구

는 Lewis and Forschler(2014)가 Microwave detecter는 비파

Figure 2. Measurement points by depth and location of circular wood columns.
(T) Thimble filter, (a∼c) perforation position in section, red circle (1∼8)
measurement location by direction.

Figure 3. Signal strength by thickness according to wood
specific gravity (ANOVA, Tukey post hoc test, α=0.05).

Figure 4. Signal strength by thickness according to wood
moisture content (ANOVA, Tukey post hoc tes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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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적인 기술이지만 목재의 수종에 따라 측정 성능이 제한

루어 볼 때, 연중 평균 함수율 15% 정도의 목조문화재 기

적이라는 언급과 일치한다. 비중이 0.3으로 측정된 오동

둥 부재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Paulownia coreana)는 80 mm까지 가장 높은 신호 감
도가 측정되었다. 반대로 비중이 0.7 이상인 굴참나무
(Quercus variabilis)와 느티나무(Zelkova serrata)는 60 mm
에서 신호 강도가 20 mm의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
였다. 또한 비중이 0.47인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느티
나무, 굴참나무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두께에 조건
별 신호 강도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
과는 목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목재의 극초단파 흡수량
이 증가하여 신호 강도가 감소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Goy et al., 1992).

3.2. 측정 각도 및 깊이가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측정 각도별 조건에서 Hexbug nanos가 Termatrac T3i와
0 mm(정면) 조건일 때 가장 높은 신호 강도가 확인되었
다. 또한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 최대 반경 50 mm, 깊이
50 mm 조건까지 Hexbug nanos의 진동에 의한 신호 강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수평 및 수
직 방향의 측정값들을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Termatrac
T3i의 측정 가능 반경 및 깊이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Figure 5).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건재

3.1.2. 목재 함수율

흰개미에 대한 Douglas fir 나무 벽체(wood drywall)의 탐

함수율이 24%인 목재는 11%인 목재에 비해 두께 15

지 가능 깊이와 일치한다(Taravati, 2018). 또한 50 mm의

mm 조건에서 신호 강도가 약 45% 정도 낮았다. 또한 함

이동으로 신호 감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2.4 GHz

수율 24% 목재는 두께가 30 mm 이상이 되면 신호 강도가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Termatrac T3i이 915 MHz 주파수

20,000 이하로 감소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피크값을 통한

영역의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아 침투 깊이가 짧고 직

활성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함수율이 높을 경

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Lee and Park, 1999; Jeong

우 신호 강도가 감소한다는 제조사의 안내 내용과 일치한

et al., 2018). 이에 대해 Hickman and Forschler(2012)는

다(Protecusa, 2002). 따라서 여름철 장마 기간과 같이 많은

Termatrac T3i를 이용한 흰개미 활동 탐지는 흰개미의 움

비가 내리는 기간 및 누수로 인한 지속적인 수분 유입의

직임 그 자체와 움직임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장치의 근

환경에서는 측정 전 함수율 측정 장치를 이용한 목재 함

접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2.4 GHz 극초단

수율 측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파의 직진성으로 인해 Termatrac T3i로 목부재 내부의 흰

그러나 일반적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30

개미 활성이 확인되었다면 측정 지점에서 수평, 수직 방

년간 전국 205개 목조문화재 지점의 평균 평형함수율

향으로 50 mm 이내에 지중 흰개미 활성 지점이 있을 것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EMC)은 약 13% 정도로 확

으로 판단된다. 또한 목부재를 대상으로 Termatrac T3i를

인되었다(Na, 2016). 또한 목조문화재 기둥 부재를 대상으

이용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 100

로 실시한 연중 목재 함수율은 10∼15%로 확인되었다

mm 간격마다 활성 측정을 진행하여 정확성을 높여야 할

(Kim and Park, 2013; Kim et al., 2015). 이에 따라 함수율

것으로 판단된다.

11% 목재에서 확인된 Termatrac T3i의 탐지 성능으로 미

Figure 5. Signal strength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distance movement.

Figure 6. Signal strength by number of termite according
to thickness conditions (ANOVA, Tukey post hoc tes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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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흰개미 개체 수가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R. speratus 투입 개체 수에 따른 탐지 성능 평가를 실시
한 결과, 20 mm 두께에서는 일개미 25마리 투입 조건에
서도 20,000 이상의 신호 강도가 측정되어 애플리케이션
의 레이더 피크값 변화 양상을 육안 관찰로 확인 가능하

일개미 개체 수는 실험 결과 Thimble filter에서 가장 신호
강도가 확인된 100두로 선정하였다.
3.4. 목재 기둥재에 대한 탐지 성능의 실험실적 평가
3.4.1. 탐지 깊이의 영향

였다. 또한 100마리 투입 조건까지 개체 수가 증가함에

실험 3.3을 통해 Termatrac T3i의 신호 강도가 가장 높

따라 신호 강도가 상승하였지만 200마리 투입 조건에서

았던 R. speratus 일개미 100두 투입 조건으로 소나무 기둥

는 100마리 투입 조건보다 절반 이하로 급격한 신호 강도

재의 깊이별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둥재의 25 mm

가 감소가 확인되었다(Figure 6). 이러한 결과는 제한적인

깊이 조건에서는 신호 강도 그래프와 애플리케이션의 실

공간에 많은 개체를 투입하여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

시간 측정값 모두에서 흰개미 활성이 확인되었다(Figure

어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Mankin(2004)도

7, 8B). 또한 신호 강도 그래프에서 50 mm 깊이 조건의

항아리 내부의 Attagenus unicolor 200∼300마리가 20마리

신호 강도가 No termite의 신호 강도와 통계적인 차이가

보다 낮은 신호 감도로 측정되었으며, 200∼300마리의 L.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Figure 7), 애플리케이션의 실

Serricorne에 대해서도 이동 공간의 한계에 따라 20마리보

시간 측정값 관찰에서는 육안 관찰에 의한 흰개미 활성

다 낮은 신호 강도가 Termatrac에서 측정되었다고 언급하

파악이 가능하였다(Figure 8C).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였다. 따라서 Termatrac T3i로 측정된 목부재 내부의 흰개

는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측정값의 육안관

미 활성 신호 강도는 개체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찰을 통해 흰개미 활성을 판별하는 해당 장치의 운용 특

일정 개체 수 이상의 조건에서는 내부 공간의 크기에 따

성상 소나무 목재 기둥 기둥재를 대상으로 50 mm 깊이까지

른 개체의 움직임에 의해 신호 강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Taravati(2018)

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목부재 내부에 투입할 R. speratus

는 상온에서 5개월간 방치한 Douglas fir에 대해 50 mm

Figure 7. Signal strength by depth of termite active points in circular column wood
(ANOVA, Tukey post hoc test, α=0.05).

Figure 8. Radar peak values by depth of termite active points of column wood (A: No termite, B: 25 mm, C: 50 mm,
D: 100 mm).

목재의 수종과 함수율 그리고 탐지 깊이와 방향에 따른 지중 흰개미 탐지 장치로서 Termatrac T3i의 탐지 성능 변화 특성 / 임익균, 한규성 | 555

깊이까지 Termatrac T3i를 이용한 Incisitermes minor

때의 신호 강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Figure 9).

(Hagen)의 활성 탐지가 가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따라서 Termatrac T3i는 소나무 기둥재에 대해 측정 지점

선행 연구 결과는 밀도가 약 0.4∼0.5 사이에 속해

이 목재 내부의 흰개미 활성 지점과 정면에 위치하는 지

Douglas fir와 유사한 국산 소나무의 탐지 가능 깊이가 약

점에서만 50 mm 깊이까지 실시간 측정값의 육안 관찰을

50 mm라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국산 소나무 기둥

통한 흰개미 활성 파악이 가능하였다. 이는 파장이 짧고

재를 대상으로 Termatrac T3i를 흰개미 활성 탐지에 적용

직진성이 강한 2.4 GHz 마이크로파의 특성 때문인 것으

할 경우, 50 mm 깊이 조건까지 흰개미 활성 파악이 가능

로 판단된다(Park, 1996; Jeong et al., 2018).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3. 목조건축물 목부재에 대한 적용 가능성 조사
3.4.2. 탐지 방향의 영향

측정 방향별 탐지 성능을 50 mm 깊이 조건에서 평가

평가를 통해 확인된 Termatrac T3i의 목재 기둥 탐지
성능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R.

한 결과 흰개미 투입 지점과 일직선상이며 가장 거리가

speratus의 목재 기둥 가해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짧은 1번 포인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에 따라 R. speratus에 의해 훼손된 소나무 목부재 및 산림

신호 강도가 확인되었다(Figure 9A). 1번 포인트와 정반대

의 그루터기를 조사하여 가해 경향을 확인하였다(Figure

편인 5번 포인트는 1번 포인트와 같이 흰개미 투입 지점

10). 조사 결과, R. speratus는 소나무 기둥 부재 및 그루터

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지만 거리가 100 mm 이상으로 떨

기의 변재부(sapwood)를 우선적으로 가해하는 것으로 확

어져 있어 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7번 지점의

인되었다(Figure 10). 또한 Berville and Darrouzet(2019)는

신호 강도는 약 11,000으로 R. speratus를 투입하지 않았을

R. grassei와 R. flavipes의 목재 가해 경향을 CT로 확인한

Figure 9. Signal strength according to the depth and location of the termite active point of circular column (A: 50 mm,
B: 100 mm/A number 1∼8: Measurement point).

Figure 10. Invasion and damage of the wood member and natural logs of the R. speratus (A: Status of sapwood damage
in wooden members, B: Status of sapwood damage in natural logs by term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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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주로 밀도가 낮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가해한

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첫째로 R. speratus가 지
중에서 목부재 표면까지 머드튜브를 만들어 목재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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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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