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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조성시기와 대상이 명확하며, 뛰어난 장엄조각과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승탑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손되어 1957년 시멘트와
철근 등으로 수리⋅복원하였으며, 오랫동안 복원부 모르타르의 영향으로 원형부재 표면에 손
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손상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복원부 모르타르와 원형부재의 풍화
산물인 표면오염물을 분석하였다. 복원부 모르타르에서는 수산화칼슘, 방해석, 에트링자이트,
이수석고를 확인하였으며, pH측정과 중성화 반응검사를 통해 모르타르는 열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표면오염물 분석에서도 난용성 물질인 방해석, 이수석고가 확인되었고, 현미경
관찰을 통해 조암광물 사이에서 부피 성장 중인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표면손상 기초 해석을 위해 염 결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칼슘과 황의 함량을 P-XRF
를 이용하여 반정량 분석하였으며, 모르타르의 영향을 받은 탑신석과 영향을 받지 않은 상층기
단석을 비교하여 교차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원소들이 탑신석의 표면손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지광국사탑, 모르타르, 표면오염물, 표면손상
ABSTRACT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in Wonju (National
Treasure) is a representative stupa of the Goryeo Dynasty, with outstanding Buddhist carvings and
splendid patterns, clearly indicating its honoree and year of construction. However, it was destroyed
by bombing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and repaired and restored with cement and reinforcing
bars in 1957. The surface condition of the original stone shows long-term deterioration due to the
mortar used in past restora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exact causes of deterioration, the mortar and
surface contaminants on the original stone were analyzed. Portlandite, calcite, ettringite, and gypsum
from the mortar were identified, and its ongoing deterioration was observed through pH measurements
and the neutralization reaction test. Analysis of surface contaminants identified calcite and gypsum,
both poorly water-soluble substances, and their growth in volume among rock-forming minerals was
observed by microscopy. Based on those results,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Ca and S content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salt crystals was conducted using P-XRF to analyze the basis
of surface deterioration, and cross-validation was performed by comparing the body stone affected
by the mortar and the upper stylobate stone unaffected by the mortar. Results indicate that the elements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surface deterioration of the body stone.
Key Words Stupa of the State Preceptor Jigwang, Mortar, Surface contaminants, Surface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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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은 고려
시대 때 국가에서 최고의 승려에게 내리는 ‘왕사(王師)’와
‘국사(國師)’의 칭호를 받았던 지광국사 해린(984∼1067)
을 기리기 위해 세운 승탑이다. 석탑을 살펴보면 탑 전체
에 여러 가지 꾸밈을 두었으며 각 암석면에 새겨진 정교
한 조각과 문양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승탑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 석탑으로 1962년 국보에 지정되었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7).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에 의해 옮
겨져 국립고궁박물관 옆 위치로 오기까지 최소 9차례 해
체⋅이건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시 폭격으로 인해 옥개
석을 비롯한 상륜부가 여러 조각으로 크게 파손되어
1957년 시멘트, 철근 등을 이용하여 수리⋅복원을 진행
하였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7).
모르타르를 사용한 복원부는 총 29개(사자상 제외) 부
재 중 18개에서 확인되었고, 부재별 사용량은 각기 다르
다. 모르타르 복원부는 석탑 전체 표면적의 약 4.6%를 차
지하며 이 중 한국전쟁으로 가장 크게 파손된 옥개석은
모르타르와 철근 등을 이용하여 전체 면적의 47.4% 이상
수리⋅복원하였다. 당시 최신 재료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사계절 내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지광국사탑의 특성상
비, 눈 등 외부 환경요인으로 일부 복원부에서 모르타르
와 원형부재 간의 균열과 이격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원형부재 표면에서는 백화현상을 비롯한 미세균열, 박리,
박락, 입상분해 등 풍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옥개석
바로 아래 위치한 탑신석에서 표면손상이 집중적으로 확
인되었다.
1957년 지광국사탑 수리⋅복원에 사용한 포틀랜드 시
멘트는 수화생성물 중에서 다량으로 존재하는 알칼리성
의 수산화칼슘(Ca(OH)2)이 대기오염물질과 반응하여 다
양한 표면손상을 유발시키게 된다(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형부재의 표면손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기 위해 1957년에 수리⋅복원을 진행한 지광국
사탑 복원부에 사용한 모르타르와 지광국사탑 부재 중 옥
개석, 탑신석, 상층기단석 표면의 흑색 및 백색 오염물 탈
락 편을 수습하여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를 통해 원형부재의 표면손상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확
인하였으며, 모르타르가 지광국사탑 표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해석하였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황
지광국사탑은 정기조사(2005년, 2010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2014∼2015년), 정밀안전진단(2015년) 등의 결
과, 다수의 크고 작은 균열과 시멘트 복원 부위 탈락, 이
격 등이 확인되었으며 기단부와 시멘트로 복원된 옥개석,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석탑의 추가적 손상
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면해
체⋅보존처리 결정하여, 2016년 4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해체⋅이전하
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7).
해체 전 보존현황은 균열, 탈락, 박리, 박락, 입상분해
등 물리적 손상과 흑색과 백색, 갈색 등 화학적 손상에
의한 표면오염물이 관찰되었다. 원형부재 표면의 오염물
은 크게 흑색과 백색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각 부재 바닥
면에 우세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원형부재와 복원부 모르
타르 사이에 균열과 이격이 있었고, 해당 공간에 오염물
과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이차적 손
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탑신석은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부분에 백화현상이 집중되고 박리, 박락, 입상분해
로 인해 조각 문양이 사라지는 표면풍화가 진행 중이었
다. 더불어 해체 후 복원부 모르타르 제거 과정에서 원형
부재와 복원부를 지지하는 원형철근 및 반선 등 다수의
철물에서 부식생성물이 관찰되었다(Figure 1).
2.2. 연구방법
지광국사탑 복원부에 사용된 모르타르 제거 중 탈락편
의 단면 관찰 결과, 복원부는 같은 모르타르를 사용한 것
이 아니라 1∼4개의 다른 층을 형성하고 있어 색상과 입
자별로 구분한 후 해당 모르타르의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먼저 복원부 모르타르의 구분에 따른 조직관찰, 조성,
분포양상을 분석하였다. 조직관찰을 위해 광학현미경
(LEICA, DEMZ-12 Axiotech 100HD, DEU) 및 편광현미경
(NIKON, LV100NPOL, JPN), 주사전자현미경 관찰(JEOL,
JSM-IT300, JPN)을 실시하였고, 이후 에너지분산형 분석
기(X-MAXN, Oxford, GBR)를 활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
다. 이때 시료는 벌크상태로 백금(Pt) 10 mA에서 30초간
코팅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 전압 10∼15 kV, 분석거
리는 10 mm이다. 또한 층별 조성이 어떻게 다른지 미소부
X선형광분석기(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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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terioration types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A) Cracks in the mortar restoration of Decorative cover
on wheel-shaped decoration, (B) Cracks and Disjoining in the mortar restoration of Roof stone, (C) Surface contaminants
of Roof stone and Body stone, (D) Black & White crust on the surface of Roof stone lower and Body stone, (E) Scaling
and Exfoliation of Body stone, (F) Corrosion products of reinforcing bars inside the mortar restoration of Upward-turning
petals-shaped decoration.
3-XXL, EDAX, Inc., USA)를 이용해 정량 분석하였다. 분석

페이스트와 잔골재(입경 5 mm 이하의 모래)가 들어간 모

조건은 40 kV, 400 µA, spot size는 300 µm에서 200초간 분석

르타르, 굵은 골재가 들어간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였고, 분석 결과는 3번씩 분석해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복원 방법에 따라 탑의 파손된 부분을 철근 콘크리

결정상태 및 광물의 동정을 위해 Empyrean(PANanlytical,

트로 복원함으로써 결실부분 복원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

NLD)를 활용하여 X선 회절분석(XRD)을 실시하였다. 사용

께 부여하기 위한 수리⋅복원, 그리고 조각 부분의 의장

된 X선은 Cu Kα, 가속전압과 전류는 45 kV/40 mA이며, 5°∼

적 요소 또는 도상을 복원하기 위해 형태적 성형에 초점

60° 2θ 구간에서 0.02초 연속스캐닝으로 회절값을 기록했다.

을 맞춘 수리⋅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르타르의 열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중성화 실험으

이 연구에서는 구조안정성 측면에서의 접근은 제외하

로, pH측정(Thermo Scientific, Orion 3-star benchtop pH

고, 원형부재 표면손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Meter)과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이용한 중성화 반응검

형태적 성형에 사용된 모르타르의 재료학적 특성을 파악

사를 실시하였다.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형부재에 나타나는 표면손상 원인을 알

먼저 복원부 모르타르는 육안관찰을 통해 색상과 입자

기 위해 옥개석과 탑신석의 흑색과 백색오염물, 상층기단

크기로 분류하였는데, 노란색을 띠는 회색(황회색, yellow

석 흑색오염물의 탈락편을 수습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gray – 유형 1), 밝은 회색(담회색, light gray – 유형 2), 어

조직관찰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SEM-EDX를 활용하였

두운 회색(암회색, Dark gray – 유형 3), 검은빛을 띠는 회

으며 결정광물 동정을 위해 XRD를 수행하였다. 분석 장

색(흑회색, Black gray – 유형 4)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비 및 조건은 모르타르 분석 방법과 동일하였으며 분석대

다(Figure 2).

상이 문화재임을 고려하여 극미량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유형 1은 불규칙적인 검은색 입자가 없고 옥개석과 탑
신석의 복원부 모르타르 최외각 면에서만 나타났다. 유형

3. 복원부 모르타르의 재료학적 특성

2와 유형 3은 5 mm 이하의 불규칙적 백색과 검은색 입자
가 관찰되었고, 유형 4는 불규칙적인 검은색 입자는 없으

3.1. 복원부 모르타르 산출상태 및 분류

나 조밀한 구멍들이 보였다. 모든 복원부가 동일하게 유
형을 형성하고 있진 않으며 각 부재별로 복합적인 형태를

지광국사탑 복원부는 시멘트와 물만을 반죽한 시멘트

가지고 있는 복원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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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croscopy of representative mortar samples.

Figure 3. Representative mortar samples for analysis. (A) Upward-turning petals-shaped decoration_ES, (B) Roof stone_N,
(C) Body stone_N, (D) Cover stone of lower stylobate_SW.
지광국사탑 복원부의 유무와 모르타르의 색상별 분류

을 이용하여 시편을 관찰하였다.

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 시료는 유형 1∼4까지

유형 1의 경우 아각상 내지 아원상, 각상의 원마도를

동일하게 확인되는 앙화, 옥개석, 탑신석, 하층기단갑석

보이며 분급은 보통이다. 전체적으로 방해석이 많이 보이

의 복원부 모르타르를 대표시료로 선정하였으며 수습된

고, 1 mm 이하의 석영과 운모, 장석류가 관찰되며 일부

시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Figure 3).

풍화되어 견운모화 진행된 장석들이 확인되었다(Figure

3.2. 복원부 모르타르 미세조직 관찰

은 불량이다. 석영, 운모, 장석류가 많이 보이며 시멘트

4A). 유형 2의 경우 각상,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이며 분급

육안관찰로 분류한 유형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미세
구조나 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광학현미경과 편광현미경

페이스트 기질이 4개의 시료 중 가장 밝다(Figure 4B). 유
형 3의 경우 각상 내지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이고 분급은
불량이다. 석영, 운모, 장석류, 방해석 등이 보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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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e of remaining mortar and its color classification on surface of each part
Status of
Direction Mortar
O / X

Mortar color classificat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Yellow
gray

Light
gray

Dark
gray

Black
gray

NO.

Name of
stone properties

1

Boju
(Bead-shaped decoration on the top)

O

O

2

Bogae
(Decorative cover on wheel-shaped decoration)

O

O

3

Boryun
(Wheel-shaped decoration)

O

O

4

Anghwa
(Upward-turning petals-shaped decoration)

O

O

5

Okgaeseok
(Roof stone)

O

O

6

Tapsinseok
(Body stone)

O

O

7

Tapsinbatchimseok
(Support stone under body stone)

X

-

8

Sangcheunggidangapseok
(Cover stone of upper stylobate)

O

9

Sangcheunggidanseok
(Upper stylobate stone)

O

10

Sangcheunggidanbatchimseok
(Bottom stone of upper stylobate)

X

11

Hacheunggidangapseok
(Cover stone of lower stylobate)

12

13

14

15

16

Hacheunggidanseok
(Lower stylobate stone)

Jidaeseok
(Foundation stone)

Tapguseok upper
(Upper decorative boundary stone)

Tapguseok lower
(Lower decorative boundary stone)

Useok
(Corner stone)

O

O

O

O
O

-

-

-

O
O
-

-

-

-

O

O

O

O

SW

O

O

O

O

WN

O

O

O

NE

O

O

ES

X

SW

O

WN

O

-

-

-

-

O

O

O

O

O

NE

X

-

-

-

-

ES

X

-

-

-

-

-

-

-

O

S

O

W

X

O

N

O

O

E

O

O

S

X

-

-

-

-

-

W

X

-

-

-

-

N

X

-

-

-

-

E

X

-

-

-

-

SW

X

-

-

-

-

WN

X

-

-

-

-

NE

O

ES

X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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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mages by Microscopy & Polarizing microscopy of representative mortar samples. (A) Type 1, (B) Type 2, (C)
Type 3, (D) Type 4.
시료에선 볼 수 없었던 1 mm 이상의 광물입자들이 보인다

3.3. 복원부 모르타르 유형별 화학조성

(Figure 4C). 유형 4의 경우 아각상, 각상 입자의 원마도를

모르타르 시료들의 주성분은 MgO, Al2O3, SiO2, SO3,

가지며 분급은 불량이다. 석영, 운모, 장석류, 방해석 등이

K2O, CaO, TiO2, Fe2O3 등이 분석되었으며 주성분의 함량

보이며 특징적으로 유색광물이 많이 보인다(Figure 4D).

은 Table 2와 같다. 시멘트의 색상은 시멘트 중의 알루민

모든 시료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치밀하지 않고 공극이

산(Al2O3)나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제이철(Fe2O3) 등의

많고, 시멘트와 잔골재가 혼합된 형태로 미정질부터 세립

함유량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Al2O3가 증가하면

질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료에 따라 기

명도 및 노란색이 증가하고, MgO나 Fe2O3이 증가하면 검

질 내 광물의 응집도 또한 차이가 있다.

은색이 증가하고 노란색은 감소한다. 따라서 지광국사탑
복원부 모르타르의 색상 차이는 Al2O3와 Fe2O3에 기인하

Table 2. Chemical composition(wt%) of representative mortar samples
Chemical composition(wt%)
MgO

Al2O3

SiO2

SO3

K2O

CaO

TiO2

Fe2O3

Total

Type 1

2.0

4.2

33.4

2.0

2.1

53.8

1.1

1.4

100

Type 2

2.0

4.0

28.8

1.7

2.3

59.0

0.28

1.8

99.9

Type 3

2.6

2.2

14.0

3.2

1.1

75.5

0.24

1.1

99.9

Type 4

1.6

3.8

29.2

1.3

1.9

57.6

0.57

4.2

10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wt%) of present common Class 1 Portland cement
SiO2

Al2O3

Fe2O3

MgO

CaO

SO3

Ig.Loss

21.7

5.7

3.2

2.8

63.1

2.2

1.3

Ig.Loss: igni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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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여진다. 복원부 모르타르 중 가장 많은 비율

제외한 유형 2∼4에선 동정되었고, 에트링자이트는 4개

을 차지하는 유형 3의 CaO는 Table 3의 일반적인 포틀랜

의 시료 모두 검출되었다. 유형 1∼3의 경우 방해석과 이

드 시멘트 CaO와 비교해 보더라도 대동소이하다. 이 결

수석고가 동정되었으나 유형 4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과는 백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

유형 2∼3은 다른 시료와 비교하여 방해석의 회절강도가

음을 나타내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염 형태로 발전

높게 나타났다(Figure 5).

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3.4.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및 분석

3.4. 복원부 모르타르 반응생성물 분석

SEM-EDX 분석 결과 공극 안의 이수석고 틈새에 얇고
긴 막대기 모양의 에트링자이트가 다소 규칙적인 배열을

3.4.1. X선 회절분석

지광국사탑 복원부 모르타르 구성 광물의 정확한 동정
을 위해 시료를 분쇄한 후 X선 회절분석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4개의 대표 시료에서 전반적으로 수산화칼슘
(Portlandite, Ca(OH)2), 방해석(Calcite, CaCO3), 에트링자이
트(Ettringite, 3CaO⋅Al2O3⋅3CaSO4⋅32H2O), 이수석고
(Gypsum, CaSO4⋅2H2O)가 동정되었고, 잔골재에서 기인
된 석영(Quartz, SiO2)도 확인되었다.
시멘트 수화작용에 관여하는 수산화칼슘은 유형 1을

보이고 있으며(Figure 6A), 석영 위로 성장 중인 이수석고
가 관찰되었다(Figure 6B). 아울러 시멘트 페이스트에 미
세균열도 관찰되었는데, 알칼리 골재반응 중 알칼리-실리
카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6C). 시멘트의 주
요 수화 생성물인 육각판상형의 수산화칼슘(Ca(OH)2)과
판상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에트링자이트도 확인하였고
(Figure 6D), 일부 공극에서는 방해석이 형성되어 있었다
(Figure 6E).

Figure 5. Analysis results of mortar samples by X-ray diffrac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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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and energy dispersive spectrum of analyzed mortar samples. (A)
Ettringite formed in pores, (B) Gymsum formed over quartz, (C) Alkali-calcium-silica gel(Microcracks in cement paste),
(D) Portlandite in hexagonal plate shape among hardened mortar paste, (E) Calcite formed in pores.

4. 복원부 모르타르의 중성화 실험

작용을 받아 서서히 중성화(탄산화)가 진행된다. 이 연구
에서는 앙화, 옥개석 외부, 옥개석 내부, 탑신석에서 수습

모르타르는 수화반응 시 생성되는 수산화칼슘으로 인

한 시료를 바탕으로 중성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성화

해 강알카리성을 나타내는데, 수화반응 후 오랫동안 대기

반응검사를 하였고, pH측정을 통해 중성화 진행 정도를

중에 노출되면, 표면에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CO2)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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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sample location and sample type
Upward-turning
petals-shaped decoration

Roof stone
Exterior

Roof stone
Interior

Inside

Type 4

Type 2

Type 3

Type 4

Outside

Type 3

Type 1

Type 2

Type 1

Sample location

Body stone

Layer
Position

4.1.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는 3개의 부재에서 4점을 선별하였는데, ‘3. 복원
부 모르타르의 재료학적 특성’에서 기준한 Type 1∼4에
서 대표성을 지닌 시료로 pH측정과 중성화 반응 검사를
진행하였다(Table 4).
pH측정은 모르타르의 수소이온활량을 나타내는 값으
로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화가 진행됨을 지시한다. 따라서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사 방법은 페놀프탈레인
1% 용액을 충분히 분무하여 변색 양상을 관찰하는 것으
로 pH 0∼8.3은 무색, pH 8.3∼10은 분홍색, pH 10 이상은
빨간색을 나타내며, 자적색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중성
화가 진행된 것을 나타낸다.
4.2. 실험결과

pH값을 통해 재료의 물성 안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열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시료의 pH를 측정

가 될 수 있다. 실험은 KS F 2103(흙의 pH값 측정 방법)의

하였다. 측정 결과, 중성화 기준을 pH 8.5∼10으로 볼 때

방법을 준용하였고, pH측정기(Thermo Scientific, Orion

평균 11.57(11.43∼11.69)로 알카리성을 띠지만 강우에 직

3-star benchtop pH Meter)를 이용하였다.

접 노출되는 옥개석 외부는 상대적으로 낮아 중성화가 진

중성화 반응 검사는 콘크리트의 노화 진행 정도를 알
아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중성화가 진행 중이
면 원형부재와 접촉면에 풍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Figure 7. pH measurement results.

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시료가 pH 11 이상을 보이므
로 중성화가 진행 중이라 판단된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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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Neutralization test of mortar samples. (A) Upward-turning petals-shaped decoration, (B) Roof stone Exterior,
(C) Roof stone Interior, (D) Body stone.
중성화 반응 검사 결과, 옥개석 외부의 바깥 테두리 부

두 실험에서 pH 결과는 안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분에서 부분적으로 무색을 보였고(Figure 8B), 옥개석 내

중성화 반응 검사 시 색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함

부에서는 일부 색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8C). 탑

으로써 종합적으로 열화가 진행 중임을 판단할 수 있다.

신석의 경우 유형 1이 다른 곳에 비해 색변화가 미비하게

이는 선행연구인 반전위측정방법을 적용한 모르타르의

나타남으로써(Figure 8D) 각 시료의 위치마다 중성화 속

부식손상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분석결과처럼 원형

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재 표면과 접합계면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이 잔존하고 있음을 지시한다(Lee et al., 2018).

Figure 9. Sample location of surface contaminants. (A) Roof stone_Black crust, (B) Roof stone_White crust, (C) Body
stone Black crust, (D) Body stone White crust, (E) Upper stylobate stone Black c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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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오염물 분석
5.1. 표면오염물 시료 위치

5.2. 분석결과
5.2.1. 표면오염물의 미세조직 관찰

옥개석 흑색오염물은 장미꽃 모양의 이수석고(CaSO4⋅

지광국사탑에 발생한 오염물에 대한 성분을 규명하고

2H2O)가 형성되어 있고(Figure 10A), 백색오염물은 현미

발생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오염물이

경 관찰 결과 얇은 판상으로 오염물이 겹겹이 쌓인 모습

농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흑색과 백색오염물을 수습하였

을 볼 수 있었는데, 주사전자현미경에서 원형부재의 조암

고(Figure 9), 수습한 시료는 SEM-EDX와 XRD분석을 통

광물들 위에 방해석(CaCO3)이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해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Figure 10B). 탑신석 흑색오염물의 경우 적란운 형태로

Figure 10. Microscope images &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and energy dispersive spectrum of analyzed surface
contaminant samples. (A) Roof stone_Black crust, (B) Roof stone_White crust, (C) Body stone_Black crust, (D) Body
stone White crust, (E) Upper stylobate stone Black c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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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방해석과 그 사이에 성장 중인 이수석고를 확인하

석고(CaSO4⋅2H2O)가 동정되었다. 특히 옥개석 흑색오

였고(Figure 10C), 백색오염물은 깨진 석영 광물 사이로

염물은 이수석고의 회절피크가 강하게 나타났고, 옥개석

방해석이 성장 중이었다(Figure 10D). 상층기단석 흑색오

의 백색과 탑신석의 흑색 및 백색은 암석기원에서 확인

염물은 앞서 다른 오염물에서 볼 수 있었던 방해석이나

되지 않는 방해석 결정피크가 강하게 확인되는데 이는

이수석고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에 기인한 흑색

모르타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상층기단석

오염물로 추정된다(Figure 10E).

의 흑색오염물은 암석 구성 광물만 동정되었는데, 상대
적으로 모르타르의 영향이 낮은 이유로 판단된다(Figure

5.2.2. 표면오염물의 X선 회절분석

11).

오염물은 암석 구성 광물 외에 방해석(CaCO3)과 이수

Figure 11. Analysis results of surface contaminant samples by X-ray diffraction patterns.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부 모르타르 재료학적 특징 및 표면손상 기초 해석 / 채승아, 조하진, 이태종 | 423

5.3. 오염물에 따른 원형부재 손상 해석
앞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손상 및 염 결정 형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Ca와 S의 함량을 비파괴분석
장비인 P-XRF(Innov-X System, α-6000)를 이용하여 반정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문양 조각이 새겨
져 있고 모르타르에 직접 영향을 받은 탑신석과 상대적으
로 영향이 미미한 상층기단석을 선정하였다. 측정 방식은
분석 지점에 따른 등고밀도선 방식으로 2D 모델링하여
원소의 분포와 농도를 나타낸 후, 두 부재의 물리적 손상
을 도시하였다(Figure 12).
분석 결과, 탑신석의 남면에서 Ca와 S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영역으로 표면 문양의 박리와
박락이 진행 중이었다. 이와 달리 상층기단석의 경우 모
서리 부분의 미세박락과 하단의 흑색오염물만 확인되었
다. 이는 모르타르로부터 기인한 Ca와 S 성분이 원형부재
의 표면손상 및 염 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대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6. 고찰 및 결론
수용성 염은 건조한 환경에서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박리, 박락, 입상분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손상을 입히는
데, Winkler(1994)와 Rijniers(2004)의 연구에서는 염 손상
의 대표적 3요인을 수화(Hydration), 차별적 열팽창
(Differential dilatation), 결정압(Crystalization pressure)으로
밝힌바 있다. 수화현상은 결정이 형성된 후 습한 환경에
서 결정이 팽창하는 현상이고, 차별적 열팽창은 급격한
온도 상승에 따라 결정이 팽창하는 현상이다. 결정압은
조직에서 결정이 성장함에 따라 기공과 벽에 가하는 압력
을 의미하며 기공이 결정 크기와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조직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Jang et al., 2009). 특히 석재
에 침투한 염은 용해도의 차이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석재의 표면 또는 내부로 이동하여 결정화 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석재 표면에 침착되는 현상을 백화(efflorescence),
내부에서 결정화되는 현상을 내부결정화(Subflorescence)

Figure 12. Concentrations of Ca and S analyzed by P-XRF in 2D mapping & Physical deterioration maps of the Body stone
and Upper stylobate stone(Physical deterioration maps b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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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되며, 내부결정화(Subflorescence) 작용이 발생할

표면오염물 분석결과, 옥개석과 탑신석의 오염물에서

경우 염은 석재 내부에서 결정화되면서 압력이 발생한다

방해석(CaCO3)과 이수석고(CaSO4⋅2H2O)를 확인하였다.

(Lee et al., 2013). 일반적으로 석조문화재의 손상양상에

반면 상층기단석의 흑색오염물은 원형부재 광물조성만

서 백화 및 흑화현상의 주된 요인은 방해석이나 석고와

이 동정되어, 해당 결과의 교차 검증을 위해 모르타르의

같은 염, 분진으로 알려져 있다. 염과 분진에 의한 흑화현

직접적 영향을 받은 탑신석과 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층기

상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대기

단석을 휴대용 XRF를 이용하여 반정량 분석하였고, 그

중의 황산가스, 탄산가스 및 질산가스는 암석 내외부에서

결과 원소의 분포와 농도를 표면손상 양상과 비교하였다.

기원한 칼슘, 칼륨 및 나트륨 등과 반응하여 염 결정을

앞서 지광국사탑 원형부재의 구성암석에 관한 연구 결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출되는 오염물은 석조문화

탑신석과 상층기단석은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석영,

재 표면에 피각상으로 나타나면서 공극의 확장과 박리,

미사장석,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

박락을 발생시킨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진바 있다(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Heritage, 2011). 앞서 Chun and Lee(2016) 선행연구에서도

2018). 시간에 따른 풍화로 장석에서 기인한 Ca의 영향을

원각사지십층석탑의 표면손상 원인을 대기오염물질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같은 암석으로 만들어진 탑신석과

황(S)의 영향으로 형성된 이수석고(CaSO₄, Gypsum)에 의

상층기단석을 비교해보면 특징적으로 탑신석에서만 보

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시멘트로 복원된 지광국사탑 역시

이는 Ca와 S의 높은 농도는 모르타르의 직접적 영향에

복원 후 60여 년이 넘게 원각사지십층석탑과 비슷한 환경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섬세한 문양 조각

인 서울 도심지의 대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산

으로 인한 화강암 표면에 스트레스가 작용했을 부분을 배

성비 기원의 산 침식에 의한 열화 현상과 대기 중 이산화

제할 순 없지만, 미세조직 관찰 시 조암광물 사이로 성장

탄소로 인한 중성화 작용은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중인 방해석을 확인하였다(Figure 10D). 이러한 연구 결과

해체 전 손상양상을 살펴보면 옥개석 하부에서 탑신석으

는 복원된 모르타르에서 기원한 오염물의 성분이 지광국

로 백색 오염물질이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탑 표면에 손상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초

는 모르타르의 열화로 인해 용해된 석회물질들이 흘러내

해석을 참고하여 각 모르타르의 층위별 풍화산물 분석과

려 원형부재에 지속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

그에 따른 암석의 역학관계를 좀 더 규명하기 위한 손상

다. 앞서 복원부 모르타르 분석결과, 수산화칼슘(Ca(OH)2),

메커니즘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해석(CaCO3), 에트링자이트(3CaO⋅Al2O3⋅3CaSO4⋅32H2O),
이수석고(CaSO4⋅2H2O)가 동정되었고, pH측정과 중성화

사 사

반응 검사를 통해 모르타르 열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복원부 모르타르의 반응생성물들은 원형
부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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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는 선행연구인 반전위측정방법을 적용한 모르타르
의 부식손상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처럼 복
원부 모르타르는 이미 상당부분 손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18).
수산화칼슘에서 기원하는 표면오염물 대부분을 차지
하는 방해석(CaCO3)과 이수석고(CaSO4⋅2H2O)는 난용성
물질로 상 변이를 진행하여 표면에 고착됨으로써 제거를
어렵게 하고, 조암광물 사이에서 염 성장을 촉진시킴으로
써 표면손상 속도를 증가시킨다(Do, 2003). 특히 석조물
에서 나타나는 이수석고와 같은 염은 조해성과 강한 흡습
성이 있기 때문에, 석조물 표면에 부착되었을 시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고 공기 중의 모래나 먼지, 부유물질 등 색
을 띤 분진의 침강을 도와 석조문화재 표면에 오염물을
생성시키는데, 이는 석조물 표면이 유색 또는 흑색을 띠
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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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 작품 색맞춤용 재료 특성 연구
-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ouching Materials for Oil Paintings
- Using Restoration Colors and Acrylic Gouache 최희진1, 강대일2,*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Hee Jin Choi1, Dai Ill Kang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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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al Heritage, Buyeo 33115, Ko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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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oi.org/10.12654/JCS.2021.
37.5.02

초 록 유화 색맞춤에 사용되는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에 대하여 물감별 특성을 파악하고 자외
선 및 흡습건조 열화실험을 통하여 복원재료로서의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4개 제조사에서 제작된
총 20종의 물감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동일한 색명의 물감일지라도 제조사별 성분 및 발색 특성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제조 시 체질, 착색 안료로 사용된 안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열화 후 대부분의 시료에서 ∆ 12.0 이상의 변색이 일어났으며, C사의 Viridian에서는 광택
변화도 관찰되었다. Lemon Yellow에서는 변색과 균열이 모두 관찰되었다. 균열은 복원용 물감
인 B사의 것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제조 시 사용된 수지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변수를 통제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색맞춤용 재료의 색 및 제조사에 따른 물리적 특성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유화 보존처리
자는 색맞춤 시 재료별 변색, 균열, 광택 변화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재료의 선정
및 사용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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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properties and estimate the durability of five oil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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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the most popularly used colors in the conservation of oil paintings. A set of these colors
was obtained form four manufacturers each, and their properties were analyzed by conducting
deterioration experiments. Subsequently, we observed the colors and performed X-ray fluorescence
analysis. As a result of colour observation and XRF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igment types, mixing rations and the manufacturers even for colors having
the same product name. The deterioration test indicated differences in the appearance of the colors
; for instance, the color difference was above 12.0 in most of the samples, including restoration color
and acrylic gouache. In the case of Lemon Yellow a lot of discoloration and cracking occurred, and
difference in gloss was observed in Viridian of manufacturer C. Most cracks were observed in the
restoration color obtained from manufacturer B and were assumed to be because of the resin used
by the manufacturer. Nevertheless, additional research will have to be conducted by controlling
variable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 Through this study, we demonstrated that retouching materials
for conservation of oil painting differed in their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color and
manufacturer. Therefore a conservator should be mindful during the selection and use of materials
for retouching oil paintings.

Key Words Oil painting, Retouching, Restoration colors, Acrylic gouache,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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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이론적 배경

유화작품의 보존처리는 ‘처리 전 상태조사 – 클리닝 – 약

색맞춤은 작품의 손상된 물감층 부분을 다시 칠해 원

화된 물감층의 강화 및 재접합 – 캔버스 및 그림틀 보강 –

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색맞춤

박락 부위 메움, 성형 – 색맞춤 보호 처리’순으로 진행된다.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이 중 ‘성형’은 작품의 균열 또는 결손부에 행하는 색맞춤을

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유화를

뜻하며, 최종 바니시 처리 전 복원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비롯한 회화작품의 보존처리에 있어 색맞춤 기법, 과정에

물감층을 처리하는 단계이다. 이탈리아의 미술사학자인 체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레 브란디(Cesare Brandi)는 “모든 그림은 미학적, 역사적

불구하고 색맞춤 기법과 과정, 재료에 대한 의견들은 하

역할을 하며, 따라서 보존처리 시 이 두 역할을 모두 고려해

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색맞춤 재료의 선정 기준에

야 한다.”고 말한바 있으며, 물감층은 그림의 미학적 역할을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진바 없다.

하는 주된 층이기에 이런 물감층을 처리하는 단계인 색맞춤

색맞춤은 작품의 보존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은 그림의 외형뿐만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유화작

는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잘못 실행할 경우 작품의 외관

품의 보존처리 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과 작품이 지닌 가치, 역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색맞춤

색맞춤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린시드

후 관람자로 하여금 그림의 미적,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유(Linseed oil)나 매스틱(mastic)⋅댐머(dammar)와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미학적 사

천연수지를 안료와 섞어 사용하거나 수채물감 등을 사용

치(esthetic luxury)’라고 평가하기도 한다(Nicolaus, 1999).

했으며 최근에는 합성수지를 미디엄으로 하는 복원용 물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색맞춤은 신중하게 진행되

감(Restoration color 또는 Conservation color)과 아크릴과

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슈(Acrylic gouache)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색맞춤에 사

따라서 색맞춤 시에는 향후 재처리 시 제거가 필요할

용되는 재료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재료에 따른 내구

경우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역성이 있는 재료를 써야

성, 취급 특성 등의 차이를 지닐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하며 안정성, 작업 시 용이성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 가장

재료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그 특성에 차이를 지닌다.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역성과 안

현재 시판되는 일반 유화물감과 같이 복원용 물감과

정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보존이론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아크릴과슈 역시 제조사별 다른 조색법에 따른 성분 차이

오늘날 색맞춤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양하며 앞서 말한

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성분의 차이는 내구성에 영향을

기준 외에도 결손부위의 형태, 결손부에 처리한 메움제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변색⋅균열 등 화학적, 물리적 변

등에 따라 재료를 결정한다. 이들은 크게 전색제의 차이

화를 발생시켜 유화 작품의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에 따라 구분된다. 아직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색맞춤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열화 특성에 관한 정보는

있는 재료는 아라비아 검(Gum arabic)을 기반으로 하는

유화작품 보존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채물감이며 최근에는 아크릴과슈와 다양한 수지를 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유화작품 보존처리 시

반으로 한 복원용 물감도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색맞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

수채물감은 수용성으로, 가역성이 좋고 황변이 심하지

를 선정하여 성분 분석 및 인공 열화를 실시하고 이를 통

않기에 과거부터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물에 쉽

해 색맞춤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제조사별 물리적 특성

게 용해되고 내광성이 좋다고 알려진 Poly(2-ethyl-2-

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oxazoline) 중합체인 Aquazol을 기반으로 제작한 새로운

현재까지 유화 색맞춤용 재료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

형태의 수채물감이 개발되어 색맞춤에 사용되고 있다

로 부족하며, 특히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복원용 물감의

(Wolbers, 1994). 그러나 수채물감은 한 번의 덧칠로는 유

경우 관련된 연구가 더욱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

화 특유의 색감과 기법을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물

화물감과 관련된 연구로는 일반 유화물감을 중심으로 안

감이 건조됨에 따라 색이 달라질 수 있어 처리자의 많은

료 및 매재 분석을 주로 하여 내광성(Lee, 2009), 열화 실

경험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험(Kim, 2008), 유화물감의 재질적 특성 비교 연구(Kim,

아크릴과슈는 과슈(gouache)와 아크릴물감(acrylic color)

2017)가 진행된바 있다. 그러나 실제 유화작품 색맞춤에

의 특성을 모두 지닌 물감을 말한다. 이는 과슈처럼 불투

사용되고 있는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의 성분분석, 내

명 수채화이지만, 건조 후 내수성을 지니는 아크릴 수지

구성 연구 등 이들 재료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바 없다.

를 미디엄으로 한 물감이므로 아크릴물감으로 분류된다.

42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3. 재료 및 방법

물감층을 두껍게 올려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 유화물감과
용매가 다르기에 유화 작품의 색맞춤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아크릴과슈는 두터운 질감 표현이 가능해 수채

3.1. 연구재료

물감보다는 다양한 기법을 표현할 수 있지만 유화 특유의
광택과 색감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Geiger,

실험에 사용한 물감은 3원색인 적색, 황색, 청색을 포
함하여 녹색과 갈색 총 5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였다. 기준

2005).
복원용 물감은 유향수지와 같은 천연수지나 urea-

에 따라 선정된 물감은 적색의 Carmine 4종, 황색의

aldehyde와 같은 합성수지를 미디엄으로 하는 물감이다.

Lemon Yellow 4종, 녹색의 Viridian 4종, 청색의 Ultramarine

기존에 사용되던 색맞춤 재료에서 발생한 균열, 변색과

blue 4종, 갈색의 Burnt Sienna 4종이다. 국내외에서 유화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재료로 Restoration

작품 색맞춤에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된 제조사의 물감을

color, Conservation color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실

선정하였으며, 2개 제조사의 복원용 물감(A社, B社) 및 2

제 작품의 색맞춤에는 1990년대 말 René de la Rie의 제안

개 제조사의 아크릴과슈(C社, D社)로 총 4개 제조사에서

에 따라 영국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에서 사용된

제작된 20종의 물감을 이용하였다(Table 1).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유화 작품 색맞춤에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복원용 물감은 일반 유화물
감과 용매가 다르기에 재처리 시 기존 물감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 가능하며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유화
작품의 색맞춤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감으로 평가받고 있
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색맞춤 재료들보다 안정적이라
고 알려져 있다.

3.1.1. 시편제작

시편은 4 × 4 cm 크기로 재단한 캔버스 천 위에 물감을
올려 5배수로 제작하였다. 바탕천으로는 유화 작품 제작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사천을 사용하였으며, 채색 시
에는 충분한 은폐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2 mm 두께로 물
감을 채색하였다. 물감이 건조되는 기간은 색/제조사마다

Table 1. The list of Colors samples for experiment
No.

Color

01
02
03

Red

Color name (Color Index name)

Manufacturer

Alizarin permanent carmine (PR177)

A

Permanent carmine (PR83)

B

Carmine (PR170)

C

04

Carmine (PR146, PR170)

D

05

Cadmium yellow lemon (PY35)

A

06

Cadmium yellow lemon (PY35)

B

Lemon yellow (PY3)

C

Lemon yellow (PY3, PW6)

D

09

Ultramarine blue (PB29)

A

10

Ultramarine (PB29)

B

Ultramarine blue (PB29)

C

07

Yellow

08

11

Blue

12

Ultramarine blue light (PB29)

D

13

Viridian (PG18)

A

Viridian (PG18)

B

14
15

Green

Viridian (PG7, PB15:3)

C

16

Viridian (PG7, PY3)

D

17

Burnt sienna (PBr7)

A

Burnt sienna (PBr7)

B

Burnt sienna (PR101)

C

Burnt sienna (PBr7)

D

18
19
20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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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다르고, 평균적으로 2∼3주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충분한 건조를 위해 28일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 건조(20±2℃, RH 50%)시켰다.

였다.
물감 제조사에 따른 무기 성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형광X선분석(XRF)을 실시하였다. Portable XRF(Vanta
C-series, Olympus, JPN)를 이용하였으며 Geochem 모드에

3.1.2. 인공열화

서 전압 40 kV에서 30초, 15 kV에서 30초 총 60초로 시료

제조사별 물감의 내구성 확인을 위해 인공 열화를 실

당 3회씩 반복 측정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

시하였다. 열화는 자외선 열화 및 흡습⋅건조의 두 조건
으로 진행하였다.

3.2.2. 내구성 평가

자외선 열화 시험은 UV 기기(UV TEST Ⅱ W/SPRAY,

열화 후 발생하는 균열과 같은 물감층 표면의 변화

Atlas, USA)를 사용하였으며, 자외선 파장은 UV-A(310∼

를 관찰하기 위해 육안관찰과 Digital 현미경(DG-3,

400 nm), 자외선 조사량은  의 조건에서 14

Scalar, JPN)을 사용해 100배율로 시료 표면을 관찰하

일(336시간)간 시험을 진행하였다. 흡습⋅건조를 통한 인

였다.

공 열화는 항온항습기(TEMI 300, Daihan-sci, KOR)를 사

광택도의 경우 열화 전후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용해 14일(336시간)간 진행하였다. 열화 조건은 선행 연

분광측색계(Spectro-guide, BYK, DEU)를 이용해 시료 표

구(Chelazzi, 2014)를 참고하되 기기의 작동 조건에 맞게

면 5곳을 3회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열화

수정하였다. 열화 조건은 Table 2와 같다.

전후 값의 차이를 △G로 표시하였다.
∆        열화 전    열화 후 

3.2. 연구방법
열화 전 시료를 대상으로 육안관찰과 색도 측정을 통
해 제조사별 발색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형광X선분석
(XRF, X-Ray Fluorescence)을 실시하여 물감 내 무기 성분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조사별 물감의 내구성은 열화 전후
시료의 물리적 특성변화를 표면확대관찰(현미경), 색도
및 광택도 측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열화 전후 시료의 변색 정도를 비교하고자 휴대용 색
채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JPN)로 색도를 측정하
였다. 측정 방법은 발색특성 비교와 동일하게 진행하였
다. 측정값은 KS A 0063 규정에 의거해 L*⋅a*⋅b*로 표
시하였으며, 열화에 따른 변색 정도는 다음 식을 이용해
색차를 계산하였다. 색차값의 평가는 미국 국가 표준국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 Unit)에 의한 등급을 적

3.2.1. 제조사별 물감 특성 분석

발색특성은 시료를 열화시키기 전 육안관찰과 색도
측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명도 또는 색도의 차이가 뚜
렷하게 확인되는지 육안관찰로 구분하였으며, 객관적
인 비교를 위해 제조사별 물감의 색도를 휴대용 색채색
차계(CR-400, Konica Minolta, JPN)를 이용해 측정한 후
명도(L*)와 색도(a*, b*) 수치를 비교하였다. 측정 시에

용하여 실시하였다(Table 3).
             
∆  
     열화 전 값 
     열화 후 값

는 시료 표면 5곳을 3회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
Table 2. Condition of Temperature and Humidity test
Condition
No.



Critical marks of color difference

0.0-0.5

Trace

0.5-1.5

Slight

1.5-3.0

Noticeable

30%

3.0-6.0

Appreciable

30%

6.0-12.0

Much

12.0-

Very much

Time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1

42h

20±3℃

80%

2

42h

50±3℃

80%

3

42h

50±3℃

4

42h

20±3℃

5

same as 1 to 4.

Table 3. Critical marks of color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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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도가 높은 편이었다. Ultramarine blue는 다른 색상에 비해
제조사 간의 색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Burnt

4.1. 제조사별 물감 특성 비교

sienna의 경우 육안 관찰 시 다소 어두워 보였던 B사의
물감이 a* 17.07, b* 16.55로 다소 적색도와 황색도가 낮은

발색특성 비교 및 형광X선분석을 이용한 성분분석을
통해 복원용 물감과 아크릴과슈는 동일한 색명의 물감일
지라도 제조사별로 발색특성 및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먼저 발색특성 비교를 위하여 각 시료별 색상측정치

편이었다.
다음으로 형광X선분석 결과 제조사에 따른 무기성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색물감(Carmine) 분석 결과 Ca이 모든 제조사에서
검출되었는데 이는 칼슘화합물이 체질안료로 사용된 데

(Table 4)를 명도(L*)와 색도(a*, b*)로 구분하여 제조사

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Gettens, 1996). Fe는 착색안료로

간 상대적 비교를 수행하였다(Figure 1, 2). 명도의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적색 물감 착색에 영향을

적색의 Carmine은 32.39∼42.65, 황색의 Lemon yellow는

주는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4개의 제조사 모두 유기

85.54∼88.53, 녹색의 Viridian은 25.40∼48.05, 청색의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Ultramarine blue는 25.86∼36.21, 갈색의 Burnt sienna는

황색물감(Lemon yellow)에서는 모든 제조사에서 Ca가

34.75∼50.23의 수치 분포를 보였다. 제조사 간 명도 편차

검출되었으며 체질안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색명

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색상은 Viridian으로 육안관찰

에 Cadmium이 포함되어 있었던 A사와 B사의 물감에서는

에서 가장 뚜렷한 색상 차이를 보인 C사의 물감이 L*

Cadmium yellow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Cd과 S, Zn이 검출

25.40으로 가장 명도가 낮았다. 색도 역시 제조사별 차이

되었다. 두 제조사의 경우 물감 제조 시 황화카드뮴(CdS)

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Carmine의 경우 B사의 물감이 다

과 황화아연(ZnS)를 섞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사의

른 제조사의 것에 비해 육안상 어둡게 보였는데 색도 측

경우 Ti와 Fe가 높게 검출되었으며 D사의 물감에서는 Ca

정결과 a* 43.52로 다른 물감에 비해 적색도가 낮은 편이

와 Ti가 높게 검출되었다. 모든 제조사에서 Lemon yellow

었다. 육안관찰 시 제조사별 색 구분이 어려웠던 Lemon

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Ba나 Cr(Kogou, 2021)은 검출되지

yellow는 A사의 물감이 다른 제조사의 것에 비해 a*

않았으며 유기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개

-12.26, b* 85.91로 다소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은 것으로

제조사 모두 색명에 표기된 Lemon yellow는 재료 또는 화

나타났다. 육안관찰에서 제조사별 가장 뚜렷한 색차를 보

학적 특성과 관련 없이 색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였던 녹색인 Viridian의 경우 명도와 마찬가지로 C사의 물

녹색물감(Viridian)의 경우 모든 제조사의 물감에서 Ca

감이 색도 측정 수치상 차이를 보였는데 a* -1.74로 적색

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다른 색과 마찬가지로 체질안료에

Figure 1. Lightness of experimental samples.

Figure 2. Chromaticity of experiment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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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사와 B사는 Viridian의 주성분

청색물감(Ultramarine blue) 분석 결과 체질안료에서 기

으로 알려진 Cr을 중심으로 하는 강한 피크를 보였으며,

인한 것으로 보이는 칼슘이 검출되었다. 4개 제조사 모두

별다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D사의 경우 Ca가 높게

Ultramarine blue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S과 Si, Al이 검출

검출되었다. C사와 D사는 Viridian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되었으며, Fe도 함께 검출되었다.

Cr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Cl와 Cu 성분이 다소 높게 측정

갈색(Burnt sienna)에서는 모든 제조사의 물감에서 Fe가

되었다. 이 두 회사는 Viridian의 대용품(Seo, 2004)으로 개

높게 측정되었으며 Ca가 함께 검출되었다. 색명에서 알 수

발된 Phthalocyanine green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단

있듯 산화철을 기반으로 하는 안료로 제조되었으며 Fe는

순히 색에 따라 색명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착색안료에서, Ca는 체질안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4. The colour differences in visual observation and chromaticity of colors
Color

Manufacturer

A

B
Red

VIS
Sample image

Pigment
Color

Detected elements by XRF

L*

36.52

a*

49.89

b*

21.54

L*

32.39

a*

43.52

b*

20.85

L*

38.48

a*

54.02

b*

32.83

L*

42.65

a*

55.32

b*

29.80

L*

86.68

a*

-12.26

b*

85.91

L*

88.53

a*

-18.54

b*

69.30

L*

85.54

a*

-17.04

b*

72.00

C

D

A

Yellow

B

C

main : Al, Ca, Fe
trace : Cr, Si

main : Ca, Fe
trace : Ti, Si

main : Ti, Fe
trace : Ca, Si

main : Ca
trace : Fe

main : Cd, Zn, S
trace : Ca

main : Cd, Zn, S
trace : Ca

main : Ti, Fe
trace :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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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B
Green
C

D

A

B
Blue
C

D

Brown

A

L*

88.20

a*

-14.65

b*

79.39

L*

44.6

a*

-34.85

b*

0.29

L*

48.05

a*

-34.50

b*

-1.69

L*

25.40

a*

-1.74

b*

-2.21

L*

38.84

a*

-31.67

b*

-3.61

L*

25.86

a*

40.87

b*

-63.49

L*

33.20

a*

36.93

b*

-67.30

L*

36.21

a*

28.47

b*

-58.01

L*

31.00

a*

36.67

b*

-62.69

L*

38.30

a*

28.32

b*

28.98

main : Ca, Ti
trace : Fe

main : Cr
trace : Ca

main : Cr
trace : Ca

main : Cl, Cu, Ti, Fe
trace : Ca

main : Ca, Cl
trace : Cu, Ti

main : S, Fe, Ca
trace : Ti, Si, Al

main : S, Fe, Ca
trace : Si, Al

main : Ti, S, Ca
trace : Fe, Si, Al

main : Ca, S, Ti
trace : Fe, Si, Al

main : Fe
trace : Ca,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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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L*

34.75

a*

17.07

b*

16.55

L*

39.39

a*

24.96

b*

24.58

L*

50.23

a*

23.56

b*

20.02

4.2. 내구성 평가
제조사별 물감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화 후 시
료를 대상으로 육안 및 현미경을 이용해 표면관찰을 하였
으며 광택도, 색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면관찰 결과 모든 시료는 열화 후 육안으로도 식별
이 가능할 정도로 색이 변화했다(Table 6). 육안관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C사의 Viridian에서 관찰되었는데,
자외선에 노출된 시료는 광택이 줄어든 반면 흡습⋅건조
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광택이 증가했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는 일부 시료의 표면에서 균열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균열은 물감 제조사별, 색상별로 손
상 발생 양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Table 5). 황색의
Lemon yellow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복원
용 물감인 B사의 것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발생했다. 이
는 물감 제조 시 사용된 유향수지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된다.
광택도 측정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는 변화가 없었지
만 일부 시료에서 열화 후 광택 변화가 관찰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C사의 Viridian에서 관찰되었으며 자외선에 노
출된 시료에서는 광택이 감소했고, 흡습⋅건조 조건에서
실험한 시료에서는 광택이 증가하였다. 자외선에 노출된
Carmine에서 열화 후 광택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복원
용 물감인 B사의 Burnt sienna에서 열화 후 광택이 감소하
였다.
색차 측정 결과 열화 후 모든 시료에서 매우 많은 변색
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 4). 가장 적은
변화는 흡습⋅건조 조건에서 실험한 C사의 Viridian에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변화는 ∆ 36.52로 마찬가지로 흡

main : Fe
trace : Ca, Ti

main : Fe, Ca
trace : Ti

main : Ca, Fe
trace : Ti

습⋅건조 조건에서 실험한 A사의 Ultramarine blue에서 관
찰되었다(Table 6). 그 외 대부분의 시편에서도 색차값 평
가 결과 ∆ 12.0 이상의 ‘Very Much’에 해당하는 매우
큰 변색이 발생하였다. 열화 후 C사의 Lemon yellow,
Viridian, D사의 Ultramarine blue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명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색상별
로 변색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색상별로 살펴보면, 가장 적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갈
색의 Burnt sienna였으며 녹색(Viridian), 적색(Carmine), 황
색(Lemon yellow), 청색(Ultramarine blue)순으로 색도 변
화가 나타났다. Carmine의 경우 열화 조건에 상관없이 모
든 시료에서 열화 후 모든 시료에서 L*, a*, b*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Lemon yellow는 열화 후 b* 값이 크
게 감소하였으며 명도가 줄고 적색도와 청색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C사의 Lemon yellow는 다른 제조
사의 물감과 달리 열화 후 명도가 증가했으며, 적색도를
뜻하는 a* 값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한 결과 증가했지만,
흡습⋅건조 조건에 노출한 결과 감소하였다. Viridian은
자외선에 노출된 아크릴과슈 시료에서 황색도를 뜻하는
b* 값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두 조건 모두에서 L* 값
이 감소하고, a*, b*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색특성
비교에서 가장 색이 달랐던 C사 Viridian의 경우 적색도를
뜻하는 a* 값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ltramarine blue는 자외선 실험을 한 D사의 L* 값이 증가
한 것을 제외하고는 L*, a*, b* 값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Burnt sienna는 모든 시료에서 L*, a*, b* 값
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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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rimental results by microscopic observation(× 100)
Manufacturer
A

B

C

D

A

B

C

D

A

B

UV irradiation test
Before
After

Temperature and humidity test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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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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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by visual observation and Chroma values of samples after test
UV irradiation test

Accelerated aging test

A

B

C

D

A

B

C

D

∆

13.69

11.62

17.33

15.79

12.84

12.39

17.46

15.20

∆

-0.8

-0.1

-0.1

-0.1

-0.2

-

-

-

∆

34.64

23.56

23.59

29.95

35.57

24.41

21.05

30.68

∆

-

-

-

-

-

-

-

-

∆

15.48

13.03

13.26

10.82

14.28

12.22

2.64

11.23

∆

-

-

-0.2

-

-

-

4.8

-

∆

32.40

23.06

23.51

23.02

36.52

25.94

25.48

36.08

∆

-

-

-

-

-

-

-

-

∆

15.86

11.10

10.38

7.86

17.76

10.27

9.25

11.11

∆

-

-1.7

-

-

-

-0.5

-

-

Before
Red

After

Before
Yellow

After

Before
Green

After

Before
Blue

After

Before
Brown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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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IE L*a*b* diagram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UV irradiation test showing the shifts of their L*, a*
and b* coordinates.

Figure 4. CIE L*a*b* diagram of the samples before and after Temperature and Humidity test showing the shifts of their
L*, a* and b*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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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시판되고 있으나 합성수지의 차이에 따른 물감의 특성 및
내구성과 가역성, 열화 패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

본 연구에서는 복원용 물감 2종, 아크릴과슈 2종 총 4

존처리에 있어 사용하는 재료의 안정성과 가역성을 전제

개 제조사에서 색명이 동일한 물감을 5종씩 선정한 후 성

조건으로 하는 현대 보존 이론에 입각해 보았을 때 유화

분 분석 및 열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색에 따라 제조

색맞춤에 사용되는 복원용 물감의 특성을 연구하고 열화

사에 따라 발색 특성 및 성분 차이, 변색, 균열과 같은 열

에 손상을 미치는 환경 인자, 가역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화 특성의 차이가 존재했다.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실제 작품이나 복원부에서 발생하

녹색의 Viridian은 변색과 균열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

는 균열, 변색 등의 물리적 특성 변화는 복합적인 원인에

한 편이었다. 하지만 실험에서 황색 물감으로 선정한

의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특

Lemon yellow의 경우 실험 결과 복원용 물감인 A사와 B

성 확인을 위해 변수를 통제하고 다양한 분석법을 이용해

사, 아크릴과슈인 D사의 것에서 균열이 관찰되었으며 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색 역시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색맞춤을 위해 이를 사

유화 색맞춤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은 실제 회화작품

용할 경우 향후 전시과정에서 빛에 노출됨에 따라 단기간

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인 만큼 실제 적용에 앞서

에 변색,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복원부 이질감뿐만 아니

재료의 특성, 보존처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등이 검증되

라 작품의 보존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

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 없이 처리에 적용되고 있는 현

A사의 물감들은 균열에 있어 비교적 안정한 편이었으

실이다. 복원용으로 개발된 물감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특

나, 적색의 Carmine을 제외하고 다른 색상에서 가장 많은

성 변화가 관찰된 만큼 처리자는 이를 고려하여 재료의

변색이 관찰되었다. 색맞춤에 사용되는 재료인 만큼 이를

사용에 앞서 이들의 특성, 열화 패턴을 확인하고 향후 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B사의 물감들은 변색에 있어 가장

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한 편이었으나, 균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부

또한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떤 경우에도 작업의 용이

시료에서는 광택의 감소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물감 제조

성, 편리성보다는 안정성과 가역성을 첫 번째 전제조건으

시 사용된 유향수지의 영향으로 건조 과정에서의 빠른 증

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료 선정 시 이를 고려

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De La Rie, 2000). C사는 균열과

해야 할 것이다.

변색 모두에서 비교적 안정한 편이었으나, 발색특성에 있

본 연구에서는 5색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어 다른 제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C사의 Viridian

추후 다양한 색상과 열화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면 보

은 발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지만, 온습도 조건에 노출

다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된 후 광택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사용 시 광택 변화를

결과는 유화 작품 보존처리 시 고려해야 할 색맞춤용 재

주의해야 할 것이다. 광택 증가의 경우 온습도에 노출됨

료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유화 작

에 따라 물감 제조 시 전색제로 사용된 수지의 변형에 따

품 보존처리 시 색맞춤을 위한 재료 선정 및 보존처리에

른 것으로 보이며(SchuÈtz, 1999)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
사는 균열과 변색 모두 많이 발생한 편이었기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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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장고 및 전시 공간의 종합적 유해생물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온습도 센서 및 모듈을 이용한
환경 데이터 수집, 실내 부유 진균류 농도 및 곤충 유입 자료의 데이터 시각화를 부여 정림사지
박물관 유물 공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30분 단위로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연동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된 온습도 데이터가 미리 설정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푸시 알림을 담당자
의 단말기로 전송하여 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8월 중 유물 권장 온도 범위를 초과한 상황의 즉각적인 인지 및 조치가 가능하였다. 수장고 내부
공간에 따른 시기별 부유진균류 농도 데이터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시한 생물학적 유해환경
요인 권고기준(안) 기준으로 범례화하여 시각화한 결과, 수장고 1층과 2층 유물 공간 모두 위험
기준인 80 C.F.U./m3 이하의 부유 진균류 농도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곤충 유입 조사
결과, 수장고 내부에는 곤충이 포획되지 않았으며, 전시공간의 경우, 딱정그리마, 알락귀뚜라미,
알락꼽등이 등의 곤충이 포획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구역별 포획 곤충의 개체 밀도에 따른 시각
화를 실시한 결과, 곤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외부 출입구 및 화장실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 종합적 유해생물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시각화
ABSTRACT Temperature and humidity data collection using real-time sensors and data loggers was

conducted for integrated pest management in the collection storage and exhibition space of the
Jeongnimsaji Museum, Buyeo. The real-time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system collected
measurement data every 30 minutes and enabled real-time confirmation of the data through a linked
application. If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data measured in the real-time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system exceeds the set range, a push notification was sent to the mobile phone of the
person in charge to provide status information to establish a continuou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mmediately recognize and take action when the temperature range exceeded
the recommended relic temperature in August. We performed data visualization on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us in the storage area and the inflow path and density of insects. Based on the
recommended criteria presen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data on the spatial
and temporal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us inside the collection storage were found to be maintained
at a value below the standard recommen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80 CFU/m3).
Also, as a result of the insect inflow survey, no insects were captured inside the storage area, and
in the case of the exhibition space, insects such as Scutigera coleoptrata, Loxoblemmus arietulus,
Diestrammena asynamora, Koreoniscus racovitzai were captured. Based on this, as a result of
visualiz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density of captured insects by a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inflow paths of insects were the external entrance and the toilet area.
Key Words Jeongnimsaji museum, Collection storage, Integrated pest management, Real-time monitoring,

Data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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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PM의 개념은 1959년 미국에서 ‘통합 관리(Integrated
Management)’라는 개념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지만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 유물 공간에서 보관 중인 다양한 재

용어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해충 피해에 대한 농작물

질의 유물들 중 털, 가죽, 마직물, 식물 재료, 목재 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본 개념이 통용되고

유기질 유물들은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오염 인자에

있었다(Querner, 2015). 이후 1968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대하여 내구성이 취약하다(Trematerra and Pinniger, 2018).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에서 처음

또한 유물들은 일반적으로 그 구조나 재료의 내구성이 상

유해생물(Pest)의 개체 군 밀도를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당 부분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 인자

이하로 감소 혹은 유지시키는 것으로 IPM의 개념을 확립

에 따른 재질의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회복하기

하였다(Peshi et al., 2009). 해당 개념을 박물관 및 전시관

어렵다. 그중 특히 온도(Temperature), 습도(Humidity)와

대상으로 문화재 분야에 알맞게 변형한 것이 유물에 대한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일정 기간 이상 기준 범위를 초과했

IPM 프로그램이다(Pinniger and Winsor, 2004; Pinniger,

을 경우에는 유기질 유물을 먹이원으로 하는 곰팡이

2015; Trematerra and Pinniger, 2018). 이와 같이 기존 농업

(Fungi) 및 곤충(Insect) 등이 유물에 번식 및 생장하여 훼

분야의 IPM 개념이 알맞게 변형되어 문화재 분야에 도입

손을 발생시킨다(Story, 1985; Querner, 2015; Pinniger,

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2015; Trematerra and Pinniger, 2018).

중심으로 유물 기관에 해당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

이러한 생물학적인 유해 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과거

세계 여러 국가에 확대되고 있다(Peshi et al., 2009;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편리한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Querner, 2015; Choi and Kang, 2018; Ryder and Mendez,

유입 해충들의 생태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공간 내 시기

2018).

별 개체 수 조사 없이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IPM 프로그램을 통한 유물 관리

도 해로운 대량의 화학 약제를 수장고 및 전시 공간에 지

인식과 필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유물 공간에 대한

속적으로 사용하였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정기적인 훈증 및 소독 약제 처리에서 연 단위 IPM 프로

2008). 이러한 주기적인 대량의 화학약제 사용에도 불구

그램 도입으로 유해 생물 관리 체계가 변화되고 있다. 하

하고 유해 해충의 완전한 박멸 사례는 많지 않았으며, 추

지만 현재 국내의 IPM 프로그램은 수장 공간의 해충 트랩

가적인 외부 유해생물의 유입을 막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

조사 및 부유 진균류 농도 파악과 주기적인 약제 분무로

장 자료의 손상과 관리자 및 관람객의 안전에 심각한 문

만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된 곤충, 진균류의 생

제를 일으키게 되었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장 및 번식과 관계가 깊은 유물 공간의 온습도 등 환경

Korea, 2008; Querner, 2015).

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황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과거 불교 사

있는 실정이다.

찰에서 불상 조성 시, 내부에 사리 및 불경의 훼손을 막기

온도 및 상대습도는 유물 공간 내에 유입되는 곤충들

위해 함께 넣는 식물자료의 추출 물질이 방충 효과를 나

의 번식력, 활동성과 미생물들의 발아 및 생장에 상당히

타내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Rakotonirainy and Lavdrine,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Zycherman and Schrock, 1988;

2005; Kang et al., 2011), 해당 천연 물질이라는 이유만으

Child, 2001; 2007; Pinniger, 2009; Pinniger, 2015; Querner,

로 적용 공간에 따른 투입량, 유물 재질에 대한 안정성,

2015; Trematerra and Pinniger, 2018). 이에 유물 공간에 대

적용 대상 공간의 유입 곤충 종별 객관적인 사멸 효과 등

한 온도 및 상대습도 등 환경 인자 모니터링은 IPM 프로

에 대한 검증 없이 국내 유물 기관의 수장고 및 전시케이

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유입되는 유해생물 인자들의 관리

스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와 재질 훼손 등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에 대해 Pinniger와 Winsor(2004)는 유물을 대상으로

이라고 할 수 있다(Story, 1985; Querner, 2015; Pinniger,

한 무분별한 약제의 사용에 반대하였으며, 유물에 손상을

2015; Trematerra and Pinniger, 2018). 따라서 연중 유물 공

입히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기

간에 대한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유물

때문에 각각의 요인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반응하

공간의 연중 시기별 온습도 자료와 유해 생물 조사 결과

기보다 종합적 유해생물 관리(Integreted Pest Management,

수집된 생물학적 유해인자 현황의 비교 분석을 통한 종합

이하 IPM)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적인 접근법으로 모든

적인 유해생물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해충(Pest)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IPM 프로그램 수행 시, 부유 미생
물 포집 배지의 배양 결과 및 위치별 트랩의 포획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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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엑셀 혹은 파워포인트(Excel and PowerPoint,

층이 1층과 공간 구분 없이 개방되어 있다. 또한 바닥면에

Microsoft, USA)의 표(Table) 또는 그림(Figure)으로 나타

일정 간격으로 통풍 시설을 설치하여 층간 공기 순환이

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물 공간의 유해생물 현황을 기

막힘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Figure 1). 수장

관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화(Data

고의 1층 유물 공간은 가로 5 m, 세로 9 m, 높이 2 m, 2층

Visualization) 작업이 필요하다(Lee and Shin, 2020).

의 경우, 가로 10 m, 세로 4 m, 높이 2.5 m이다(Figure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 내부

공조 장치의 경우, 수장고 천정 전 구역에 일정 간격마다

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습도 센서 및 모듈을 비치함으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 방식은 24시간 상시 가동이 아닌

로써, 유물 공간의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에 대한 적용

수장고 내부에 비치된 층별 디지털 온습도계를 통해 내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국내 IPM 프로

온습도를 확인하여 일정 시간 가동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그램에서 수행되던 수치 데이터 형식의 부유 진균류 농

이루어지고 있다.

도, 유입 곤충 조사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장고의 1층에는 도⋅토기류 등의 무기 재질 유물들

시각화함으로써 공간별 부유 진균류의 위험 수준과 곤충

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전적류 및 목판류 등의 유기

의 유입 경로를 이미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질 유물들이 보관되고 있다(Table 1). 전시 공간은 정림
사지관 및 백제불교문화관 등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

2. 조사 대상 및 방법

눠져 있으며 유기질, 무기질의 다양한 유물이 관람객들에
게 전시되고 있다(Table 1). 이와 더불어 유물 전시 공간의
특성상, 관람 동선을 따라 외기의 지속적인 유입 및 시기

2.1. 조사 대상

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냉⋅난방 장치를 관람 시간 중
부여정림사지박물관의 수장 공간은 1층과 2층으로 구

운영하고 있다.

분되어 있지만 개방된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의 형태로 2

Figure 1. Second-floor of collection storage (left: Paper cultural heritage storage place / right: Woodblock prints cultural
heritage storage place).
Table 1. Survey area and method
Survey area
Collection
storage area

Exhibition
space

Zone delimitation
First floor
(inorganic material)
Second floor
(organic material)
Baekje Buddhist Cultural Exhibition Hall
Jeongnim Temple Site Exhibition Hall
Central Hall and Rest Area

Survey method
1.
2.
3.
4.

Real-time environmental factor monitoring
Investigating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us
Insect inflow path survey
Visualizing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fungus

1. Insect inflow path survey
2. Visualization of insect in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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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물관 수장고 온습도 실시간 모니터링(Real-Time

본 연구에서는 축적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및 비교 검
증을 위해 데이터 로거와 RTM 센서를 각 설치 지점에

Monitoring, RTM)

함께 비치하였으며, 제조사에서 기재한 각 장치들의 분해
박물관 내부 유물 수장고의 온습도를 30분 단위로 24

능(Resolution) 및 정확도(Accuracy)를 비교하였다(Table 2,

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소형 온습도 센서와 연동 애플

Figure 3). 설치 지점은 수장고 1층의 도토기류, 2층의 목

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Real-Time

판류 및 전적류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3).

Monitoring, 이하 RTM)을 실시하였다(Figure 2). 해당 시스
템(HSC-RTM, HSC, KOR)은 유물 관련 업무로 보안이 중

2.3. 공간별 부유 진균류 농도 및 곤충 유입 경로의

요한 박물관의 내부 인터넷망(Institutional Administrative

데이터 시각화

Network)과 중첩되지 않도록 모듈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
라 220V 전원 공급만으로 모듈 자체에서 독립망

수장고 내부에 존재하는 부유 진균류 포집을 위해 미

(Independent Network, Wifi)을 구축함으로써 보안성을 확

생물 포집기(BUCK, M-301, USA)를 Flow late LPM(Liter

보하였다(Figure 2). 독립망 내에 설치된 실시간 온습도 센

Per Minute): 100의 조건에서 수장고 1층, 2층 공간별로

서가 4초 간격으로 각 설치 지점의 온도 및 상대습도를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에 2회씩(5분, 500 L

측정한 뒤, 측정값을 30분 단위로 데이터 서버(Data

조건) 공기 포집하였다(Figure 3). 계절별 동일한 공간의

Server)에 송신하도록 하였다. 이후 데이터 서버에 저장된

연중 부유 진균류 농도 조사 및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측정 데이터는 전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담

2020년 8월(늦여름), 2020년 10월(가을), 2021년 4월(봄),

당자의 단말기(Smart Phone)로 텍스트화, 시각화하여 실

2021년 7월(초여름)에 포집을 실시하였다. 1층의 경우,

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Figure 2). 또한 각

2020년 8월, 10월에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우측 앞, 뒤 부

지점 RTM 센서의 측정값이 미리 설정된 온습도 조건 범위

분에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 해당 공간을 대상으로 벽면에

(온도: 10-26℃, 상대습도: 35-65%)를 벗어난 경우, 푸시 알

서 2 m 떨어진 중앙 지점을 선별하여 2지점(우측 앞, 우측

림(Push Notification)이 담당자에게 송신되도록 하였다.

뒤)에서 포집을 실시하였다(Figure 3A). 이후 2021년 4월

Figure 2. Real-time monitoring through independent network.
Table 2. Specifications for measuring devices
Accuracy
Device

Temperature
(℃)

Resolution

Coverage

Humidity (%)

Temperature
(℃)

Humidity (%)

Temperature
(℃)

Humidity (%)

RTM Sensor

±0.3

±3

0.01

0.01

-20-60

0-100

Testo 174 H

±0.5

±3

0.1

0.1

-20-70

0-100

RTM: Real-Tim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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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point of measurement for each survey inside the storage area (Collection season of air sampler, A: August
and October, 2020, B: April and July, 2021, / Sampling point, a: RTM Sensor & Data logger, Yellow dots, b: Air sampler,
Indigo dots / left: First floor, right: Second floor). RTM: Real-Time Monitoring.
과 7월에는 수장고 전체 구역에 대한 부유 진균류 농도

사이의 미생물 농도는 외삽(Extrapolation) 기법을 사용하

조사를 위하여 포집 지점 반경 2 m 간격으로 총 9지점에

여 농도를 산정하였다. 조사 자료 시각화의 범위는 층별

서 공기 포집을 실시하였다(Figure 3B). 2층은 1층과 연결

로 유물이 위치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 8월

된 개방된 조립식 복층의 형태로 2020년 8월과 10월에는

과 10월 시기의 경우, 1층 구역 중 유물이 보관되고 있는

목판류와 전적류가 보관 중인 좌측 중앙 1지점과 우측

범위를 대상으로 포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구역만 시

중앙 1지점에서 포집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각화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전체 구역을

좌측, 중앙, 우측 등 총 3지점에서 포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으로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2층의 경우에는 전체에

(Figure 3).

유물이 보관되고 있어 모든 시기의 조사에서 전체 범위를

포집된 균주는 온도 조건 28℃의 조건에서 5일간 배양

대상으로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하였으며, 배지에 배양된 집락 수 계측은 Jo et al.(2016)의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미생물 포집기 뚜껑의 구멍

구역별 유입 곤충의 종류, 개체 밀도를 파악하고자 보행

(Positive hole) 수에 따른 미생물 포집기 제조사의 집락 계

용 트랩(Crawl-Trap, 이하 C-Trap)을 이용한 공간별 유입

수 환산표(Positive hole conversion table)를 참고하여 보정

곤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 후 산출하였다.
또한 시기별, 공간별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Sulfer 13

해당 조사는 수장고 내부와 전시 공간에 총 282개의
트랩을 설치하였으며, 수장고 내부 및 건물의 출입, 로비

소프트웨어(Golden Software, USA)를 활용한 수장 공간

구역과 전시 공간 등에서 조사 결과 포획된 곤충들을 대

부유 진균류 농도의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를

상으로 공간별 1) 유입 개체 밀도, 2) 주요 유입 경로, 3)

진행하였다. 층별 포집 지점을 기준 2 m 영역 내에는 포

문화재 가해 곤충의 유입 현황 등을 파악을 위하여 수행

집 지점과 동일한 농도 영역으로 산정하였으며, 각 지점

되었다. 위에 3가지 항목 중 1) 유입 개체 밀도, 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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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경로 파악을 위하여 조사 결과 확인된 포획 곤충의

초과로 인한 푸시 알림이 담당자의 휴대용 단말기로 송신

구역별 개체 수를 바탕으로 Sulfer 13 소프트웨어를 활용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 9시부터 4시까지 일간 가장

한 데이터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시각화 범례는 전체 구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공조기를 가동하여 수장고 내부 온

역 중 최대 채집 개체 수를 기준으로 5 unit 단위로 범례화

도를 하락시켜 고온 환경 노출에 의한 유물의 재질 손상

하였다(Figure 6). 곤충 유입 경로 조사는 2020년 8월 6일

및 유해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해당

-20일, 2020년 9월 22일-10월 6일로 2주간 총 2회 진행되

조치의 결과로 외부의 경우, 가장 높은 온도까지 상승하

었다. 또한 조사 결과 구역별로 채집된 곤충들의 종 단위

는 12-17시 시간대에 외부 통로와 반대로 내부의 평균 온도

동정을 통해 3) 문화재 가해 곤충의 유입 현황 등을 파악

가 약 0.6-0.9℃ 하락하는 경향이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수장

하고 각 종별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고 내부 디지털 온습도계를 통해 확인되었다(Figure 4).
또한 수장고 내부의 평균 상대습도의 경우, 수장고 내

3. 결과 및 고찰

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공조기 가동으로 인해 해당 시간
대에서 약 2% 정도 상대습도의 일시적 하락이 확인되었

3.1. 박물관 수장고 환경 조사

다(Figure 5). Florian(1997)은 특정 공간의 공기는 온도에
따라 포화수증기량이 변화하는데, 온도가 낮아질 경우에

3.1.1.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RTM)

는 공기의 부피가 수축되면서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함에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를 대상으로 RTM 시스템

따라 상대습도가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수장고

을 실시한 결과, 8월에는 수장고 내부의 평균 온도가 시간

내부는 이와 다르게 온도의 하락에 따라 상대습도도 함께

대의 구별 없이 26.8∼27.6℃ 온도 범위로 상승하는 경향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

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RTM 센서의 설정 온도 범위

시까지 냉방과 제습이 동시에 실시되는 공조기 가동으로

Figure 4. Real-time temperature monitoring inside storage area.

Figure 5. Real-time relative humidity monitoring inside stor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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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내부 온도를 설정 온도로 낮추는 과정에서 상대습

2009), 해당 기준을 범례로 데이터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

도까지 함께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8월과 10월, 2021년 4월, 7월의 수장고 내부 1층과

이와 같은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2층 모두 80 C.F.U./m3 이하의 미생물 농도로 확인되었으

환경 데이터 수집은 Tse et al.(2020)이 언급한바와 같이

며, 적색 계열이 아닌 청색, 황색 범위의 수준으로 시각화

유물 관리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공간들의 미생물 농도는 위험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및 푸시

수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6).

알람 기능을 이용해 유물 공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접근

그러나 장기간 보관 및 관리 장소에 고습 조건과 주기

성을 높임으로써, 유물 공간의 긴급한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인 공기 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기 중 및 유물 표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He et al.,

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장으로 인한 얼룩 및 표면 변색

2019).

과 충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합천 해인사 사간장

따라서 기존에 유물 수장고를 대상으로 IPM 프로그램

내 위치한 2,000여 장의 사간경판의 경우, 사간장의 보수

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재질별 유

를 위해 1997년 12월에 통풍이 불량한 임시 건물에 보관

물 환경 기준 범위와 조사 결과 확인된 공간별 유해 생물

한 결과, 1998년 7월과 8월에 여름철 고온과 상대습도의

의 생육 환경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알람 설정하여 관리

증가로 인해 흰곰팡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Park,

한다면 주요 유해 생물의 번식 및 발아로 인한 유물의 피

2011).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개암사, 법주

해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미황사, 다보사, 광덕사, 봉선사 괘불탱 등의 대형 불
화들의 경우, 미생물 생장으로 인한 얼룩 및 변색이 유물
의 표면에서 관찰되었다(Kim, 1996; Research Report of

3.2. 부유 진균류 농도 데이터 시각화
2020년 8월과 10월, 2021년 4월, 7월에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 1층과 2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유 진균류 포집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별 전체 측정 지점의 평균 농도를
산출한 결과, 수장고 내부의 시기별, 층별 부유 진균류 농
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01. 01.) 환경부령 제728호｣에 기재된 의료기
관의 부유 세균 기준인 500 C.F.U./m3 기준 범위보다 현저
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제시한 생물학적 유해환
경요인의 권고기준(안) 중 지류, 섬유, 목재가 보관되어
있는 전시실 및 수장고의 전시환경과 수장환경에 대한 부
유 진균류에 대한 권고기준(안)이 80 C.F.U./m3로 제시됨
에 따라(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Large Buddhist Painting: Gwaebultaeng, 2016; 2017; 2019).
이에 따라 해당 보고서에서도 해당 공간이 현재 권고 기
준 이하의 미생물 농도 수준일지라도 주기적인 공조기 가
동을 통해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부유 미생물의 농도 및
상대습도를 감소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Research Report of Large Buddhist Painting: Gwaebultaeng,
2019). 이와 더불어 거시환경의 상대습도 조건이 유해 진
균류의 생육 환경 기준에 미치지 않는 환경이라도 미시환
경의 국부적으로 높은 상대습도 혹은 유기 재질 자체의
높은 함유 수분 조건 등에 의해 발아 및 생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Florian, 1997; 高鳥 浩介, 2018), 수장
고 내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실시간 온습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재질의 손상
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Distribution of airborne microorganisms inside collection storage area (the measurement of Colony Forming Unit)
Collection location
First floor
(inorganic material
collection storage area)

Second floor
(organic material
collection storage area)

Microbial collection date

CFU/m3

2020. 8. 10.

22

2020. 10. 22.

24

2021. 4. 16.

12

2021. 7. 9.

17

2020. 8. 10.

23

2020. 10. 22.

48

2021. 4. 16.

10

2021. 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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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microorganism culture of airborne fungus in the storage area of the Jeonglimsaji Museum in Buyeo.
(A) August, 2020. (B) October, 2020. (C) April, 2021. (D)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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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곤충 유입 경로 조사 및 동정

asynamora), 쥐며느리(Koreoniscus racovitzai) 등 기타 곤
충들이 구역별로 설치된 C트랩에 포획되었다.

부여 정림사지박물관 수장고 내부에 대한 2회에 걸친

이러한 포획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 공간의 주요 곤충

해충 유입 조사 결과, 1층과 2층 모두 곤충의 유입이 확인

유입 구역 및 경로를 산정하였다(Figure 7). 이 중 외부와

되지 않아 출입문 및 공조시설의 송풍구 등과 같은 외부

연결된 공간인 중앙홀 및 휴게 공간을 대상으로 포획 개

연결 통로에서 해충 유입에 대한 차단이 효과적으로 실시

체의 밀도에 따른 데이터 시각화를 실시한 결과, 주로 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시공간의 경우, 전

입구 구역(Figure 8A)에서 딱정벌레목, 그리마목, 파리목

시 및 관람을 위해 지속적인 개방이 요구되는 해당 공간

등의 곤충들이 평균 20-25 unit으로 채집되었다. 이는 관

의 특성에 따라 딱정그리마(Scutigera coleoptrata), 알락귀

람 시간 내 출입문의 개폐 및 관람객의 출입으로 인한 결

뚜라미(Loxoblemmus arietulus), 알락꼽등이(Diestrammena

과로 판단된다. 또한 화장실 및 휴지통 부분(Figure 8B)에

Figure 7. Path to major inflows of insects into the exhibition space.

Figure 8. Visualization of insect inflows into the exhibition space. (A) Toilet and garbage.
(B) Entrance and exi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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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리마목, 딱정벌레목, 쥐며느리목 등의 곤충이 지

이와 더불어 유물 공간의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을

속적으로 채집되어 내부 공간이지만 출입구역을 제외하

통해 얻어진 시기별 온습도 변화 양상 결과와 채집 및 포

고 가장 높은 곤충 유입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의 타

집된 유해 생물별 생장 조건의 비교를 통해 가해 위험성

구역과 비교할 때, 휴지통 및 화장실 주변이 먹이원 및

분석을 실시한다면 시기별로 유입되는 유해 생물 피해를

습도 조건이 높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최소화하기 위한 유물 공간의 보존 환경 관리 체계 구축

한편 구역별로 설치된 C트랩에 포획된 곤충 중 주요

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충으로 동정된 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알락꼽등이

한편 기존 IPM 프로그램과 같이 C트랩 및 공기 포집을

및 알락귀뚜라미와 같은 메뚜기목은 뒷다리가 굵고 길어

통해 얻어진 조사 결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실

잘 뛰어다녀 다른 곤충에 비해 유입 후 침투 범위가 넓고

시한 결과, 유물 공간의 시기별 진균류 농도와 곤충 유입

씹는 입이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꼽등이의 경우,

경로 현황을 범례화된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인할

종이, 면 등을 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길이 3배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유 진균류의 농도 및 유입 곤충

이상의 크고 가는 긴 더듬이를 가지고 주로 어두운 동굴

경로 및 밀도 등의 조사 결과를 단순한 표 및 숫자 등의

이나 하수구, 지하실 등에 서식한다(The National Folk

표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시각화로 변환하여

Museum of Korea, 2008). 딱정그리마의 경우에도 전시 공

IPM 프로그램에 도입한다면 유물 공간의 시기별 유해 생

간 내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곤충을 직접 독액으로 잡

물 유입 현황 및 위험 수준이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될 수

아먹는 습성으로 볼 때(Lewis, 2007), 전시 공간 내부에 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입된 메뚜기목, 귀뚜라미목 등의 곤충을 잡아먹거나 전시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적용된 RTM 시스템은 기본

공간 내부에 유입되어 죽은 곤충의 사체를 섭식하여 개체

적인 전력 공급만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실시간 온습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 모니터링이 가능함에 따라 수장고뿐만 아니라 항온항

이와 같이 C트랩을 이용한 유입 곤충 조사 결과를 바

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물 전시 및 보관 공간인 전시케

탕으로 실시한 주요 유입 경로의 데이터 시각화 및 곤충

이스 및 불교 사찰 건축물 내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

동정을 통해 유물 및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약제 처리 전

로 사료된다. 전시케이스의 경우, RTM 시스템 적용을 통

효율적인 살충 약제 처리 구역 산정이 가장 먼저 수행되

해 시기별, 내부 공간의 크기, 밀폐도 등에 따라 변화하는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유입이 확인된 종

상대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습도 조절제의 조건별 적정 투

의 특성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기피, 살충 성분이 함유

입량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불교 사찰 목조 건축물

약제의 종류 및 농도 적용을 통해 유물의 무분별한 약제

의 경우에는 관람, 종교 행사 등을 위해 다양한 재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관람객 및 직원들의 안전성

유물들이 전시되고 보관되는 내부 공간의 연중 시기별 온

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습도 환경을 파악하고 내부에 유입되는 유해 생물의 생장
조건과 비교하여 시기별 유해 생물에 의한 피해 위험도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물 공간의 생물 피해 모니터링 및 예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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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금-구리합금 표준시료 4점을 대상으로 휴대용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 검출기별 성분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ICP-OES 표준값이 기준인 검량선
을 작성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휴대용 XRF 분석 결과, 절대오차는 Au의 경우 0.3
∼3.7 wt%, Cu의 경우 0.2∼8.2 wt%를 보였고, 오차범위와 표준편차가 검출기마다 차이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교정한 결과, Au의 상대오차율은 최대 9.8%
에서 3.5%로, Cu의 상대오차율은 최대 14%에서 3.7%로 감소하여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지시료를 활용한 검량선 정확도 재확인 실험을 수행하였고, 미지시료
의 측정값이 검량선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속문화재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물에 적합한 검출기인지 확인한 후에 각 원소에 대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심어 금속문화재, 비파괴 분석, 휴대용 XRF, 정확도, 검량선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component analyses of portable XRF detectors using four

Au-Cu alloy standard samples to improve their accuracy by drawing up a calibration curve based on
ICP-OES standard values. The portable XRF analysis found absolute errors of 0.3 to 3.7 wt% for Au
and 0.2 to 8.2 wt% for Cu, confirming that the error range and standard deviation differed from one
detector to another. Furthermore, the calibration curve improved their accuracy, such that the relative
error rates of Au and Cu decreased from 9.8% and 14% to 3.5% and 3.7%, respectively. Accordingly,
an experiment to confirm the calibration curve was conducted using unknown samples, finding that
the measured values of the unknown samples fell on the calibration curve. Therefore, to accurately
analyze the components of metal cultural heritage item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alibration curve
for each element after checking whether the detector is suitable for the artifact.
Key Words Metal cultural heritages, Non-destructive analysis, Portable XRF, Accuracy, Calibration curve

1. 서 론

반도의 금속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 중국 요령지방을 통
해 시베리아 및 내몽고 일대의 청동문화가 유입되면서 시

금속은 안정된 상태의 광석을 제련하여 얻은 것으로

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Kwon, 1999). 기원전 4∼3세기경

서, 금속문화재는 철(Fe), 구리(Cu), 주석(Sn), 금(Au), 은

에는 중국의 연(燕)나라로부터 철기문화가 전해지면서

(Ag), 납(Pb), 아연(Zn), 수은(Hg) 등의 금속을 그대로 가공

철제 농공구 및 무기류 등을 생산하게 되어 고대국가를

하거나 합금 및 도금의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한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Song, 1997), 삼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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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금속문화는 도금

유물, 익산 왕궁리 유적 출토 금제품, 미륵사지 석탑 출토

기법, 누금세공기법, 상감기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더

사리장엄 금제유물 등의 경우 표준시료를 가지고 XRF 분

욱 발전될 수 있었다(Kim, 2006).

석을 진행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제작기법에 관한 기초자

앞서 언급한 Fe, Cu, Sn, Au, Ag 등의 금속은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으

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Moon et al., 2000; Han and Kim,
2010; Kwon et al., 2014).

로 가공하기가 쉽다(Moon, 2004). 또한 다른 금속과 합금

이때 분석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유물의 재질

시 화학적⋅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Gang and

에 맞게 보정된 XRF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Moon, 1997). 하지만 Au를 제외한 금속은 오랜 시간이 경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1대의 XRF를 검량선으

과되면 주변 환경과의 전기⋅화학적 영향으로 인해 원래

로 보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석방법이라 할 수

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자 부식이 진행된다. 이 과정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벤치탑 XRF와 휴대용 XRF

에서 생성된 부식물을 제거하고 손상 없이 원형을 보존하

를 분석조건에 따라 비교하고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성

기 위해서는 재질 및 부식물에 대한 비파괴적인 과학 조

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다(Lim, 2009). 그러나 휴대용 XRF

사가 필요하다.

의 검출기별 분석 차이를 확인하고 검량선 교정 전후의

금속문화재 비파괴 성분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향상성을 검토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X-선 형광 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과

따라서 본 연구는 금-구리합금 표준시료 4점과 휴대용

주사전자현미경 결합 에너지 분산형 분광 분석(Scanning

XRF 4대의 검출기를 사용하여 성분분석을 진행한 후, 그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결과를 토대로 ICP-OES 표준값이 기준인 검량선을 작성

SEM-EDS)이 자주 활용되었다. XRF는 청동합금에 포함

하여 교정 전후의 결과를 비교해 휴대용 XRF의 정확도를

된 다양한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었고(Gang and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Chung, 1988; Gang et al., 1990), SEM-EDS는 금동 및 철기

2. 실험방법

유물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제작기법 및 주조기술사에
대해 규명할 수 있었다(Im et al., 1991; Chung, 2002). 그러
나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 정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1. 분석시료

비교적 신뢰도가 낮은 분석 방법으로 보고 정성분석에 활
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량분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량분석 데이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시료는 부산 귀금속 거리 내 공방에서 제작한 금구리합금 표준시료를 사용하였다(Figure 1). 금-구리합금

그렇지만 20세기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XRF의 검출기

표준시료는 부식의 영향이 적은 Au와 Cu합금으로 구성

성능이 점차 향상되면서 분석 대상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

되어 있으며, Table 1과같이 금의 품위에 따라 캐럿(Karat)

는 표준시료를 구비하여 성분분석을 할 경우 확실한 정량

단위를 사용하여 순도를 나타낸다. 또한 순금 함유량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은사지 동삼층 석탑의 사리함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Blaber et al., 2010). 이 가운

Figure 1. Au-Cu alloy standard samples (10 mm × 10 mm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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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u, Cu content according to Karat units (wt%)
Karat

10 K

12 K

14 K

18 K

20 K

22 K

24 K

Au

41.6

50.0

58.5

75.0

83.3

91.6

99.9

Cu

58.4

50.0

41.5

25.0

16.7

8.4

0.1

Element

데에서 지금까지 출토되었던 금제유물과 유사한 금 순도
를 보이는 10 K, 14 K, 18 K, 24 K 총 4점을 선정하여 실험
에 적용하였다.

나타내었다.
ICP-MS와 ICP-OES 그리고 AA의 경우에는 검출 범위
가 ppm에서 ppt까지로 정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량분석
이 가능하지만 시료에 손상을 입히는 방법이므로 문화재

2.2. 분석방법

분석에서는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XRD의 경우에는

금속문화재의 성분분석은 크게 파괴 분석과 비파괴 분
석으로 나눠지는데 파괴 분석으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
ICP-MS), 유도결합 플라즈마 광학방출분광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
원자 흡수 분광법(Atomic Absorption: AA), X-선 회절 분석
(X-Ray Diffraction: XRD) 등이 있다. 또한 비파괴 분석으로
는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형 분광 분석(SEM-EDS),
X-선 형광 분석(XRF) 등이 있다. Figure 2에서는 금속문화
재 성분분석에 활용되는 기기 분석 방법의 검출 한계를

결정구조 분석, SEM-EDS의 경우에는 미세조직 및 표면
이미지 분석이 용이하지만 검출 범위가 0.1%에서 100%
까지이고, 분석 시간이 XRF에 비해 빠르지 않다. XRF의
경우에는 검출 범위가 0.1%에서 ppm까지로 넓고, 재현성
이 우수하며, 시료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분석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다. Table 2에서는 ICP, AA, XRD, SEM-EDS, XRF 분석
방법을 조건별로 정리하여 가장 우수(perfect: ◉), 우수
(good: ○), 보통(normal: △)으로 표시하였다(PerkinElmer
Inc., 2018; EAG Labortories, 2020).

Figure 2. Limit of detection of instrument analysis method. (PerkinElmer Inc., 2018; EAG Labortories, 2020)
Table 2. Comparison of ICP, AA, XRD, SEM-EDS, XRF analysis methods (PerkinElmer Inc., 2018; EAG Labortories, 2020)
Methods

ICP

AA

XRD

SEM-EDS

XRF

Precision
Reproducibility
Ease of preprocessing

⊙
○
△

⊙
○
△

○
○
○

△
△
○

○
⊙
⊙

Analysis time

△

△

○

○

⊙

Condition

[perfect: ◉, good: ○, nor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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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XRF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고, 이동의 편의

상물질을 중심으로 기기를 이용한 검량선(Calibration

성까지 겸비한 휴대용 X-선 형광 분석(Portable X-ray

curve)을 작성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검량선 작성

Fluorescence Spectrometry: Portable XRF)을 활용하여 금속

은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 분석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문화재 성분분석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won and Lee, 2003). 여기

고, ICP-OES의 분석결과는 표준값, Portable XRF의 분석

서 정확도란 실험결과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험결

결과는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과인 측정값이 표준값에 얼마나 근접하는가에 대한 지표
이며, 또한 정밀도는 지정된 조건 아래에서 시행된 각각

2.3. 분석조건

의 반복적인 실험결과들 간의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유도결합 플라즈마 광학방출분광기(ICP-OES)는 Optima
8300DV (PerkinElmer, UK)를 사용하였으며, 전처리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시료 약 100∼300 mg에 왕수를 소량 첨
가하여 180도 가열판에서 용해시켰다. 그다음 100 mL 플
라스크에 옮겨 원자흡광분석용 표준원액으로 희석해 시
료를 제작하였다. 제작한 시료는 각각 3회씩 분석한 후

이다(Hwa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측정값과
표준값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절대오차(Absolute error)와
이러한 절대오차를 표준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
오차율(Relative error rate)을 활용하였다. 절대오차(E )와
상대오차율(E )은 아래의 식을 따른다.

Ag, Zn, In 등과 같은 미량성분을 제외한 주성분의 평균값

E =  

을 정량화하여 사용하였다.
휴대용 XRF 분석기는 총 4종류를 사용하였고, 각 XRF


 


E  =    ×

의 검출기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휴대용 XRF
분석조건으로는 X-ray tube 가속전압 50 kV, 방출전류 100
µA, 측정구경 3 mm, 측정시간 30초를 기준으로 잡았으며,
시료를 각각 3회씩 측정한 후 2 wt% 이내의 Ti, Mn, Cr
등과 같은 미량 성분은 제외한 결과의 평균값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D 검출
기의 경우에는 금-구리합금 표준시료의 주성분 원소인
Au, Cu와 연관성이 없는 Al, Ti 등이 분석되었으므로 실험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미한다. 여기에서 절대오차와 오차범위가 작을 때 정확도
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오차율의 값이 0%에 가까울
때 또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Lim, 2009; Park,
2017; University Chemical Textbook Research Association,
2017).
또한 정밀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표준편차(Standard

2.4. 정확도 및 정밀도 산출
정량분석을 할 때, 신뢰도에 대한 핵심은 정확도
(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에 있으며, 그 첫 시작은 대
Table 3. Specification of detector used in portable XRF
Detector

 는 측정값의 평균이며, μ은 기준이 되는 표준값을 의


Specifications

A

- CUBE™ silicon drift detector
- Detection element range: Mg∼U
- Rh Target

B

- Standard silicon drift detector
- Detection element range: Mg∼U
- Rh Target

C

- Large area silicon drift detector
- Detection element range: K∼U
- Rh Target

D

- Silicon PIN detector
- Detection element range: K∼U
- Rh Target

deviation)를 활용하였다. 표준편차는 아래의 식을 따른다.





 
  




S = 

 는 측정값의 평균이다. N-1은
 측정값을 나타내며, 

자유도를 의미한다.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정
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Lim, 2009; Park, 2017;
University Chemical Textbook Research Association, 2017).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유도결합 플라즈마 광학방출분광법(ICP-OES)
유도결합 플라즈마 광학방출분광법(ICP-OES)을 사용
하여 금-구리합금 표준시료 4점을 정량분석했을 때,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u는 시료 1에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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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CP-OES results for Au-Cu alloy standard samples (wt%)
Element

Ag

Trace element
Zn

In

58.6
40.2
24.4

0.98
0.77
1.14

0.72
0.37
0.61

0.07

100
99.94
99.92

0.3

0.8

-

-

100

Au

Cu

Sample 1 (10 K)
Sample 2 (14 K)
Sample 3 (18 K)

39.7
58.6
73.7

Sample 4 (24 K)

98.9

Sample

4까지 39.7∼98.9 wt%, Cu는 시료 1에서 시료 4까지 58.6
∼0.3 wt%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에서 일반적인 Au 함
량과는 0.1∼1.9 wt%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며, Cu 함
량과는 0.2∼1.3 wt%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값을
보이기 때문에 표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성분 외 2 wt% 이내로 검출되는 미량원소는 시료
제작 시 포함된 불순물로 추정된다.

Total

3.2. 휴대용 X-선 형광 분석(Portable XRF)
3.2.1. Au 분석

휴대용 XRF (Potable XRF)의 검출기로 금-구리합금 표
준시료 4점을 측정한 결과에서 Au 측정값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A 검출기의 경우 시료 1에서 시료 4까지
43.6∼97.7 wt%의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B 검출기의 경
우 41.1∼98.6 wt%로 나타났다. 또한 C 검출기의 경우

Table 5. Differences of detector measure about Au element of Au-Cu alloy standard samples (wt%)
Sample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A detector
43.6
±0.70
60.4
±0.53
74.6
±0.46
97.7
±0.70

B detector
41.1
±0.56
60.7
±0.62
74.0
±0.36
98.6
±0.62

C detector
41.1
±0.81
54.9
±0.92
72.1
±0.89
95.5
±0.95

Figure 3. Comparison of measure in Au element of Au-Cu alloy standard samples according
to the portable XRF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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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5.5 wt%로 검출되었다. Table 5의 결과를 그래프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u 측정값은 각 검출기별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여기에서 각 검출기에 따른 측

로 0.3∼3.7 wt%의 절대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측정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시료 2와

3.2.2. Cu 분석

그다음으로 Cu 측정값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A

시료 4를 확대하면 Figure 4, 5와 같다. 시료 2에서 A 검출
기는 표준값과 가장 적은 1.8 wt%의 절대오차를 보이고,

검출기의 경우 시료 4에서는 Cu가 기기의 검출한계보다

B 검출기는 2.1 wt%, C 검출기는 가장 많은 3.7 wt%의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측정되지 않았고, 시료 1에서

절대오차를 보였다. Figure 4b에서는 시료 2의 측정값별

시료 3까지는 50.4∼22.5 wt%의 측정값을 보이고 있다. B

오차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료 4에서는 A 검출기

검출기의 경우 58.4∼0.04 wt%로 나타났다. C 검출기의

는 표준값과 1.2 wt%의 절대오차를 보이고, B 검출기는

경우 53.7∼0.1 wt%로 검출되었다. Table 6의 결과를 그래

가장 적은 0.3 wt%, C 검출기는 가장 많은 3.4 wt%의 절대

프로 나타내면 Figure 6과 같다. 여기에서도 각 검출기에

오차를 보였다. Figure 5b에서는 시료 4의 측정값별 오차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ure 4. Measurement results of Au element about sample 2. (a) The enlarged part. (b) Range of error between portable
XRF detector values and ICP-OES values in sample 2.

a

b

Figure 5. Measurement results of Au element about sample 4. (a) The enlarged part. (b) Range of error between portable
XRF detector values and ICP-OES values in samp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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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s of detector measure about Cu element of Au-Cu alloy standard samples (wt%)
Sample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A detector
50.4
±0.96
36.5
±0.87
22.5
±0.87

B detector
58.4
±0.55
37.8
±0.46
23.6
±0.56
0.04
±0.03

Below detection

C detector
53.7
±0.66
36.6
±0.61
23.7
±0.69
0.1
±0.06

Figure 6. Comparison of measure in Cu element of Au-Cu alloy standard samples according to the detector.
이 가운데 측정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시료 1을

다. Figure 7b에서 시료 1의 측정값별 오차범위를 확인할

확대하면 Figure 7과 같다. 시료 1에서 A 검출기는 표준값

수 있다. 그러므로 Cu 측정값은 각 검출기별로 0.2∼8.2

과 가장 많은 8.2 wt%의 절대오차를 보이고, B 검출기는

wt%의 절대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0.2 wt%, C 기기는 4.9 wt%의 절대오차를 보인

a

b

Figure 7. Measurement results of Cu element about sample 1. (a) The enlarged part. (b) Range of error between portable
XRF detector values and ICP-OES values in samp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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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휴대용 XRF 검량선 작성 및 재확인

차이를 많이 보이는 시료 2, 4를 확대하면 Figure 9, 10과

3.3.1. 휴대용 XRF 검량선 작성(Au)

같다. A 검출기의 경우 검량선 교정 전 선형 회귀식은 y

휴대용 XRF 검출기의 측정값과 ICP-OES 표준값 간의

= 0.9159x+7.0443이며, 상대오차율은 1.2∼9.8%로 나타났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성분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다. 그러나 기준 검량선에 가깝도록 교정한 후 선형 회귀식

자 본 연구에서는 KS Q ISO 11095을 참고하여 검량선을

은 y = 0.9607x + 3.296로 도출되었으며, 상대오차율은 1.2∼

작성하였다(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

3.1%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B 검출기의 경우 검량선 교정

2017). 검량선 작성은 X축은 ICP-OES 표준값, Y축은 휴대

전 선형 회귀식은 y = 0.9648x + 3.2558이며, 0.3∼3.6%의 상

용 XRF 검출기별 측정값으로 잡은 후에 좌표에 대한 관

대오차율을 보이지만 검량선을 교정한 후 선형 회귀식은 y

계식을    ± 형태의 선형 회귀식으로 나타내는 방

= 0.9746x + 2.097로 도출되었고, 상대오차율은 0.2∼3.5%로

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감소하였다. C 검출기의 경우 검량선 교정 전 선형 회귀식

표준값과 측정값이 같은 경우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

은 y = 0.9355x + 2.5436, 상대오차율은 2.1∼6.3%로 나타났

로 교정을 진행하였다. Figure 8은 Au 측정값에 대한 검출

지만 교정 후 선형 회귀식은 y = 0.9708x + 1.6559로 도출

기별 검량선을 비교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표준값과 가장

되었고, 상대오차율은 0.4∼3.5%로 감소하였다.

Figure 8. A calibration curve comparison for ICP-OES Au values and portable XRF detector Au values.

Figure 9. Enlarged part of the calibration curve about sample 2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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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nlarged part of the calibration curve about sample 4 (Au).
3.3.2. 휴대용 XRF 검량선 작성(Cu)

출기의 경우 검량선 교정 전 선형 회귀식은 y = 0.9919x

Figure 11은 Cu 측정값에 대한 검출기별 검량선을 비교

- 0.6657이며, 0.3∼5.8%의 상대오차율을 보이지만 검량

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시료 1을 확대

선 교정 후 선형 회귀식은 y = 0.997x - 0.5728로 도출되었

하면 Figure 12와 같다. 이때, 측정값과 표준값의 절대오

고, 상대오차율은 0.3∼3.5%로 감소하였다. C 검출기의

차가 표준값과 거의 유사한 시료 4의 상대오차율은 제외

경우 검량선 교정 전 선형 회귀식은 y = 0.9134x + 0.3253,

하였다. A 검출기의 경우 검량선 교정 전 선형 회귀식은

상대오차율은 2.9∼9.0%로 나타났지만, 검량선 교정 후

y = 0.8688x + 0.5252이며, 상대오차율은 7.8∼14%로 나타

선형 회귀식은 y = 0.9891x - 0.2647로 도출되었고, 상대오

나지만, 교정 후 선형 회귀식은 y = 0.9865x - 0.3572로 도

차율은 1.5∼2.9%로 감소하였다.

출되었으며, 상대오차율은 1.7∼3.7%로 감소하였다. B 검

Figure 11. A calibration curve comparison for ICP-OES Cu values and portable XRF detector Cu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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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nlarged part of the calibration curve about sample 1 (Cu).
3.3.3. 검량선 재확인 실험

로 확인된다. 또한 Cu에 대한 절대오차는 A 검출기의 미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량선의 정확도에 대한 재확인

시료 1에서 0.6 wt%, 미지시료 2에서 1.1 wt%로 나타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확인 실험에서는 금-구리합금 미지

B 검출기의 경우 미지시료 1에서 0.1 wt%, 미지시료 2에서

시료 2점을 준비하여 Au, Cu 측정값이 표준 검량선 범위

0.4 wt%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검량선을 작성하여 미지시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미지

료 측정값과 비교했을 때(Figure 13, 14), 미지시료의 측정값

시료 2점에 대한 ICP-OES 측정결과와 휴대용 XRF 측정

이 검량선의 범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다음의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검출기마다 측정값의

A 검출기의 경우 미지시료 1에서 미지시료 2까지 Au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검

는 70.2∼78.7 wt%, Cu는 29.8∼19.7 wt%의 측정값을 보

출기의 구조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검

이고 있다. B 검출기의 경우 미지시료 1에서 미지시료 2

출기는 프리앰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짧은 형상 시간에서

까지 Au는 70.6∼79.2 wt%, Cu는 29.3∼20.4 wt%로 나타

도 에너지 분해능이 안정적이고, B 검출기는 원형의 전극

났다. 또한 금 순도는 미지시료 1은 17 K, 미지시료 2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검출기보다 카운트 처리 속도

19 K로 확인되었다.

가 빠르고 분해능이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Au에 대한 절대오차는 A 검출기의 경우 미지시료 1에

C 검출기는 넓은 형태로 설계되어 X-선 스펙트럼의 수집

서 0.6 wt%, 미지시료 2에서 0.4 wt%로 나타나고, B 검출기

이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Guerra et al., 2012; Oxford

의 경우 미지시료 1에서 0.2 wt%, 미지시료 2에서 0.1 wt%

Instruments, 2012; Quaglia et al., 2015; AMPTEK Inc., 2019).

Table 7. Comparison of ICP-OES values and portable XRF detector values for Au-Cu alloy unknown samples (wt%)
Sample
Unknown
sample 1

Unknown
sample 2

ICP-OES
Au

70.8

Cu

29.2

Au

79.1

Cu

20.8

A detector
70.2
±0.70
29.8
±0.66
78.7
±0.72
19.7
±0.78

B detector
70.6
±0.50
29.3
±0.56
79.2
±0.53
20.4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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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the Au values of unknown samples and the standard
calibration curve.

Figure 14. The degree of agreement between the Cu values of unknown samples and the standard
calibration curv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구리합금 시료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금-은-구리합금, 금-은합금, 구리-주석-납합

금-구리합금 표준시료 4점을 대상으로 휴대용 XRF 검

금, 구리-주석합금 시료나 실제 금속문화재에서 더 좋은

출기별 성분분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ICP-OES 표준값을

결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 검량선을 작성하여 교정을 진행했을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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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구리합금 표준시료 4점을 휴대용 XRF 검출기별
로 측정한 결과,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시료에서 절대
오차는 Au의 경우 0.3∼3.7 wt%, Cu의 경우 0.2∼8.2 wt%
를 보였다. 또한 오차범위와 표준편차가 각 검출기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검출기마
다 측정값이 다른 이유는 그 구조와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ICP-OES의 표준값을 기준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교정을 진행했을 때, Au의 상대오차율은 최대 9.8%에서
3.5%로, Cu의 상대오차율은 최대 14%에서 3.7%로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금속문화재의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유물에 따라 각 원소에 대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교정
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검량선 정확도 재확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검량선을 작성하여 미지시료의 측정값과 비
교했을 때 그 검량선 범위 안에 측정값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는 금-구리합금 시료만을 사용하였지만
금-은-구리합금, 금-은합금, 구리-주석-납합금, 구리-주석
합금 시료 등에서는 다른 좋은 결과를 보일 가능성도 충
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시료와 실제 금속문화
재에 적용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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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재료의 특성과
작가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누로 제작된 작품의 열
화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전시 및 보관을 위한 온습도 환경 실험을 실시하여, 작가의 제작
의도 변화에 따른 작품의 형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비누작품의 용출
물은 분석결과 글리세린으로 확인되었으며, 글리세린이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온
습도 환경실험을 통해 상대습도 60∼65%가 안정적인 환경임을 확인하였다. 각 작품에 적절한
보존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실험결과와 연구 자료에 따라 비누 적정 온습도
환경을 온도 20±2℃, 상대습도 60±5%로 제안하였다.
중심어 현대미술, 비누, 작품, 온습도 환경, 보존처리
ABSTRACT Various materials,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of the artist, are required for contemporary

art. Thus, it is necessary to decipher the expressive intentions of the artist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required for the conservation of such a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underlying the deterioration of sculptures made from soap and to determine the ideal hygrothermal
environment required to stably exhibit and store these artworks. Furthermore, we aim to maintain the
long-term structures of the artwork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xpressions and intentions of
the artist. Ou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extracts of the soap sculptures were composed of glycerin
and that the sculptures were sensitive to humidity. Moreover, we determined that a relative humidity
(RH.) of approximately 60~65% made for an appropriate hygrothermal environment required to
preserve the sculptures. We also preserved each work in various ways by applying appropriate
preservation treatment, and found that the optimum preservation environment for soap sculptures was
a temperature of 20±2°C and a RH. of 60±5%.

Key Words Contemporary art, Soap, Sculptures, Hygrothermal environment, Conservation treatment

1. 서 론

(1998) 작품을 제작할 당시 비누의 재료적 열화 특성을
이용하여 작품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의도로 제작하였

조각 작품은 금속, 목재, 석재, 합성수지 등의 다양한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가는 작품의 더 이상의 열화

재질을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현대미

진행을 방지하고 형태를 보존하는 의도로 바뀌면서 2009

술은 재질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하게 재료를 사용하

년에 직접 바니시를 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 때문에 보존처리 시 사용한 재질의 특성에 주의를 기

현대미술은 작품의 물체(object)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작품은 신미경 작가(1967∼)

물질(material)적인 의미보다는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

의 비누로 제작된 오브제로 현재 다양한 손상으로 인해

(intention)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성(authenticity)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작품이다.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에 미술은 유형적인 물질에

작가는 <트랜스레이션 시리즈>(2006∼2013), <비너스>

작가의 의도가 표현되어 왔으나, 현대미술은 공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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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등 개념적 예술과 같이 작가의 의도가 무형으로 표
현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현대미술 보존을 위한 보존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는 매우 중요하다. 즉, 현대미술의 보존처리
는 작가가 의도하는 예술적인 이미지, 감각 및 경험 자체
를 전달하기 위한 작품의 상징적 가치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고려하며 실시해야 한다(Morera, 2017).
따라서 신미경 작가의 작품은 변화된 의도에 따라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작가가 작품의 열화를 방지하는 처리를 진행하였으나

Figure 1. Saponification.

비누 특성상 표면열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변퇴색, 균열, 파손 등과
같은 열화를 방지하고자 재질별 권장 온습도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비누로 제작된 작
품의 온습도 환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시 및 보관 시 모호한 기준 등으로 인하여 작품의 상태
변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누라는 재료적 특성상
손상 시 원형복원이 어려우므로 열화 진행을 예방하기 위
한 적정 온습도 권장 기준이 필요하였다.
또한, 물리⋅화학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진 비누에
일반적으로 조각 작품에 처리하는 보존처리 방법을 적용
할 경우 2차적인 손상의 우려가 있었다.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열화를 방지하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안
정적인 보존처리 방법이 적용되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미경 <트랜스레이션 시리즈>(2006∼
2013), <비너스>(1998)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작품의 재
질 및 열화원인을 확인하였으며, 온습도 변화에 따른 비
누의 변화양상을 실험한 후 작품의 보존처리 및 적정 온
습도 환경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배경
비누는 고급지방산의 알칼리염인 천연 음이온계면활
성제로, 물속에서 음(-)으로 하전된 이온과 양(+)으로 하
전된 이온으로 해리되어 음(-)으로 하전된 쪽이 친수성이
된다. 탁월한 세정능력과 우수한 거품 생성으로 계면활성
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이온계면활성제보다
생분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비누 제조
에 사용되는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계면장력이 저하되
며, 이 과정에서 거품생성 능력이나 세척작용 현상이 나
타난다(Lee, 2015).
대부분의 고체비누는 고급지방산의 알칼리염이며, 화
학적으로 비누는 고급지방산염으로 물에 녹으면 이온으
로 해리하여 알칼리성을 띠고, 유지에 수산화나트륨용액

을 반응시켜 비누(고급지방산 알칼리금속염)와 트리글리
세리드(triglyceride)가 형성되며 반응식은 Figure 1과 같다.
이러한 비누의 제조방법은 지방산을 알칼리용액으로 가
수분해하는 감화법(saponification) 또는 비누화 반응이라
고 한다(Lee, 2015).
비누화 반응으로 인해 분리된 글리세롤은 글리세린이
라고도 불리며,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흡습성이
우수한 물질로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많은 응용분야에서
가소제 역할을 하는 기초재료로 사용된다. 글리세린이 공
기에 노출되면 주변 상대습도(RH.)와 평형을 이루는 습도
에 도달할 때까지 글리세린의 습도는 얻거나 잃는 것을
반복한다. 평형농도 습도가 되면 일반적인 대기환경 내에
서 온도변화와 비교적 무관하게 일정한 상대습도가 유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글리세린 용액은 비휘발성으로 온도 0∼
70℃ 사이에서 변화는 대기 중의 포화 수증기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The Soap and Detergent Association
Glycerine & Oleochemical Division, 1990) (Figure 2, 3). 따
라서 비누 속의 글리세린은 온도변화보다 습도변화에 민
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비누로 제작된 신미경 작가의 작품 <트랜스레이션 시
리즈>는 표면에 투명한 액상의 용출현상이 발견되었으
며, <비너스>는 액체가 흘러 일부 고체화된 흔적이 관찰
되었다(Figure 4). 이러한 현상은, 비누의 구성 요소인
수산화나트륨(NaOH), 지방산, 글리세린(C3H8O3) 등은
조해성이 큰 화합물로 작품 용출물(Soap sweating 또는
Glycerin dew)은 글리세린이 주변의 상대습도가 높아지면
서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여 결정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비누 특성상 온습도가 높아질수록 열
화 속도가 증가하며, 용융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작
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 온습도 환경 유지가 필
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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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ve humidity over aqueous glycerine.

Figure 3. Vapor pressure of aqueous solutions of glycerine.

Figure 4. Deterioration of artist Shin Mi-Kyung artworks (left: Translation series, right: 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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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상작품의 주재료인 비누는 금속, 목재, 지류,

로 육안 관찰하였으며, 실험에 따른 중량변화를 비교하여

유화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재 및 미술품의 재

글리세린 용출양의 평균 중량변화율을 객관적으로 확인

질별 온습도 환경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권

하고자 하였다. 중량변화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여

장기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에는 신소

기서 Wa, Wb는 노출 전⋅후의 중량이다.

재 및 복합재질로 구성된 미술품 및 근현대 문화유산의
증가와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외 보존기
관을 중심으로 적정 온습도 보존환경 연구가 이루어지고

  
    ×


있다.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소장품(Cox, 1993)의 보존환
경 연구를 시작으로, 1960, 1970년대 당시 최첨단 과학으

3.1.2. 실험결과

로 제작된 우주복(NASM, 2011), 천연 및 합성고무와 플

현미경을 통한 육안관찰 결과는 측광으로 촬영하였으

라스틱, 근현대 자동차(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

며, Table 1에 제시하였다. 동일한 온도 22℃에서, 상대습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2018), 과거에는 없던 합

도 60%의 비누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노출 후 용출

성물질(Shelley, 2019)과 같은 신소재의 보관 및 전시를 위

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습도 65%의 비누시편의 표면

한 적정 온습도 기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을 관찰한 결과, 노출 48시간 후에 시편 D만 미세하게 용

본 연구에서는 비누작품의 환경 실험을 진행하여 열화

출물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시편은 실험종료까지 용출물

원인을 분석 후 보관 및 전시를 위한 비누의 적정 온습도

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습도 70%의 비누시편의 표면을

환경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찰한 결과, 노출 24시간 후에 모든 시편에서 뚜렷한 용
출물이 다량 확인되었으며, 시간이 지속될수록 용출물의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온습도 환경 실험

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 종료
후 상대습도 60%의 데시케이터에 보관할 때 용출물이 다
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상대습도 65%에서, 온도 18℃의 모든 비누시편

3.1.1. 실험재료 및 방법

은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온도 25℃의 비누시

신미경 작가는 세수비누를 갈아 반죽하여 비너스를 제

편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24시간 후에 시편 B만 미세한

작하였으며, 2009년에 바니시를 도포하였다(2012 국립현

용출물이 발견되었으나, 48∼120시간 후에는 용출물이

대미술관 작가 인터뷰 자료). 신미경 작품과 유사한 비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4개의 시편에서는 변

시편 제작을 위해 세수비누 원료를 온도 150℃에서 중탕

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여 5 × 5 × 2 cm의 비누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작 후

실험결과, 상대습도 65% 이상에서 용출물이 다량 발생

폴리우레탄 바니시를 붓으로 도포하여 코팅, 건조를 3번

하여 비누시편은 습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반복하였으며 바니시층의 안정화를 위해 온도 20±2℃, 상

을 알 수 있었으며, 비누는 상대습도 65% 이하에서 형태

대습도 50%에서 48시간 자연 건조하였다.

변화에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일부 상대습도 65%

습도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일

에서 용출물이 발생한 시편(Table 2)은 순간적으로 용출

정 온도 유지 시 비누작품의 적정 온습도 환경을 확인하

물이 발생했으나, 일정 시간의 경과 후 용출물이 없어진

고자 하였다. 실험은 한 조건에 A~D로 명명한 시편 5개씩

것으로 보아 비누시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율의 차이

항온항습 실험기(ACE 180, ACE ONE 社, KOR)를 이용하

에 따라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였으며, 동일한 온도 22℃에서 상대습도 조건을 60%,
65%, 70%로 변경하며 24시간 단위로 5일간 노출시켰다.
온도에 따른 변화양상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동
일한 상대습도 65%에서 온도 조건 18℃, 25℃로 변경하
여 노출시켰다. 노출 전, 후 비누시편 용출물을 현미경으

온도 변화에는 대부분 형태변화가 없어 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efore

24 h

Temp.: Temperature (℃), RH.: Relative humidity (%).

65%

25℃

65%

18℃

70%

22℃

65%

22℃

60%

22℃

Temp.
RH.

Table 1. Microscopic observation of Soap samples (×7)
48 h

72 h

96 h

12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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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al result under the same conditions Microscopic observation of soap samples
D sample (×40)

Temp.

RH.

Before

48 h

120 h

22℃
65%

B sample (×40)

Temp.

RH.

Before

24 h

120 h

25℃
65%

Temp.: Temperature (℃), RH.: Relative humidity (%).
온습도 변화에 따른 비누시편 용출물의 결괏값을 위해

지 2% 정도의 중량이 증가하고 72시간에서 120시간까지

노출 전, 24시간 간격으로 5일간 중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는 증가 후 중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출물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중량이 증가하였고, 용출

상대습도 70% 조건의 실험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물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소했기 때문에 용출물의 유무에

3.00% 이상의 중량변화율을 보였으며, 120시간까지 모든

따라 중량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온

시편의 중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동일한 상대습도 65%에서 18℃, 25℃ 온도변화

습도 변화에 따른 용출물 평균 중량변화율을 객관적인 데

에 따른 평균 중량변화율을 Table 4, Figure 6에 제시하였

이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온도 조건 22℃에서 60%, 65%, 70% 상대습도

다. 온도 18℃ 조건의 실험에서는 모든 비누시편이 48시

변화에 따른 평균 중량변화율을 Table 3, Figure 5에 제시

간까지 1% 정도의 미세한 중량 증가 후 72시간, 96시간,

하였다. 상대습도 60% 조건의 실험에서는 모든 비누시편

120시간까지 중량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2

의 중량이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습도

5℃ 조건의 실험에서는 모든 비누시편이 24시간 이후에

65%의 그래프에서는 D 시편을 제외한 비누시편이 24시

는 중량이 1% 이하로 증가하였다가, 48시간 이후부터 미

간부터 중량이 1.00% 증가하였다가 96시간 이후에는 미

세하게 감소하였으며, 120시간 이후에는 기존 중량에 가

세하게 감소하여 120시간 후에는 기존 중량에 가까워지

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출물이 발생한 D 시편이 48시간까
Table 3. Average rate of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relative humidity at 22℃ temperature (%)
Temp.
22℃

RH.

Before

24 h

48 h

72 h

96 h

120 h

60%

0.00

0.07

-0.10

-0.38

-0.72

-0.83

65%

0.00

1.00

1.17

1.23

1.15

0.99

70%

0.00

3.01

3.89

4.44

4.84

5.25

Temp.: Temperature (℃), RH.: Relative humid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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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verage rate of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relative humidity at 22℃
temperature.

Figure 6. Average rate of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temperature at 65% relative
humidity.
Table 4. Average rate of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temperature at 65% relative humidity (%)
Temp.

RH.

18℃
22℃
25℃

65%

Before

24 h

48 h

72 h

96 h

120 h

0.00

0.46

1.00

0.98

0.94

0.83

0.00

1.00

1.17

1.23

1.15

0.99

0.00

0.76

0.66

0.53

0.39

0.05

Temp.: Temperature (℃), RH.: Relative humidity (%).
동일한 온도 22℃ 조건에서 습도변화는 전반적으로 상

60% 이하일 때 중량이 감소하며, 상대습도 65% 이상일

대습도 60%와 65%는 ±1% 내외의 변화율로 큰 변화가 없

때 용출물이 다량 발생하면서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대습도 70%는 3∼6%의

보아 안정적인 상대습도는 60∼65%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율로 가장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습도

(Table 5,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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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 rate of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Hygrothermal (%)
Temp.

RH.

Before

24 h

48 h

72 h

96 h

120 h

18℃

65%

0.00

0.46

1.00

0.98

0.94

0.83

22℃

60%

0.00

0.07

-0.10

-0.38

-0.72

-0.83

22℃

65%

0.00

1.00

1.17

1.23

1.15

0.99

22℃

70%

0.00

3.01

3.89

4.44

4.84

5.25

25℃

65%

0.00

0.76

0.66

0.53

0.39

0.05

Temp.: Temperature (℃), RH.: Relative humidity (%).

Figure 7. Average weight change with the change in Hygrothermal.
동일한 상대습도 65% 조건에서 온도변화는 전반적으

USA)을 이용하여 시료의 화학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로 ±1% 내외의 변화율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분석은 분해능 8 cm-1, 스캔수 32, 측정범위 4000∼600

수 있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비누는 온도보다 습

cm-1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랜스레이션 시리즈>와 <비너스> 작품 시료, 비누
시편 용출물 분석결과, 3600∼3000 cm-1 부근에서 –OH 피

3.2. 과학적 분석
<트랜스레이션 시리즈>, <비너스>에 관찰된 액체의
고해상 현미경 관찰결과, 이물질은 폴리우레탄 바니시 코
팅층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점성형태로 먼지와 비누 유체
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8). 이러한 현
상은 비누 실험에서 관찰된 용출물과 유사하였으며, 비누
시편 용출물 성분을 글리세린과 함께 분석 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 작품의 시료와 액상의 용출물 성분을 확인하기 위
해 적외선 분광분석(ATR-FTIR, Nicolet 6700, Thermo 社,

크가 확인되었으며, 2900∼2800, 1556 cm-1에서 지방산염
의 –CH 피크와 –COO 피크가 관찰되었다. 1100∼900 cm-1
부근에서는 글리세린의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는 비누 구
성성분인 탄화수소(-OH), 지방산(-CH, -COO), 글리세린
과 동일하며 비누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분석조건으로 글리세린을 분석한 결과 1643∼
1554 cm-1 부근의 피크를 제외하고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
이므로, 신미경 작가 작품 2점과 비누시편에서 발생한 용
출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글리세린이 용출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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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icroscopic images of sample (left: ×1, right: ×40).

Figure 9. FT-I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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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누로 제작된 작품의 보존처리

분이 확인된다.
작품 보존처리는 표면에 글리세린이 용출되어 액체방
울이 맺혀있는 부분을 흡습지를 이용하여 덮어 글리세린

4.1. <트랜스레이션 시리즈> 보존처리

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으며, 용출 양에 맞춰 2∼
<트랜스레이션 시리즈>(2006∼2013)는 각양각색의 도
자기들을 원래 모습과 흡사하게 비누로 옮겨낸 작품으로

3회 반복하였다. 이후 표면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글리
세린은 유산지를 도포하여 제거하였다.

총 16점의 도자기 모양의 비누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흡습지만 사용할 경우 흡습지가 용출된 글리세린뿐만

보존처리 대상이 된 작품은 항아리 형태를 지니며 표면에

아니라 비누 내부에 포함된 수분까지 완전히 흡수하여 작

는 갈색의 당초무늬가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비누 오브

품 표면이 일부 불투명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으로 확인되

제이다. 표면 관찰 결과 비누 내부의 액체가 용출되어 맺

었다. 유산지는 내유지성이 있어 수분은 일부 흡수하되

히는 현상(Glycerin dew)이 발생하여 투명하고 약간의 점

글리세린의 지방산에는 저항성이 있으므로 작품 표면이

성이 있는 액체방울이 구연부 전체를 뒤덮은 상태이다.

건조해지는 것을 일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표면에 먼지 및 이물질이 붙어있으며 일부

유산지로 사용하였다.

액체방울과 함께 흐른 자국이 관찰된다. 항아리 동체부는

작품 일부 표면에는 불투명한 부분(Figure 10. (B))은

위에서 아래로 액체방울이 흐른 자국도 확인되며, 동체부

이는 용출된 글리세린이 굳어 불투명해진 것으로 판단하

에서 저부 표면 일부에 불투명한 막이 형성된 것처럼 뿌

였다. 따라서 글리세린을 재 도포하여 표면에 경화된 글

옇게 관찰되며 이로 인해 내부 문양이 흐리게 나타난 부

리세린을 용해시킨 후 유산지로 재 흡수하여 제거하였다.

(A) Grycerin dew

(B) Opacity

(C) Liquid flow stains

Figure 10.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ranslation series>.

Figure 11. Photo of conservation for <Translation series> (left: Before, righ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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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표면에 붙어있는 먼지 및 이물질 등은 핀셋 및 면봉

부분적으로 액체가 흐른 듯한 검은색, 갈색의 오염 흔적

을 사용하여 제거하였으며 보존처리 완료 후 전체 및 세

이 관찰되고, 옷주름 일부에 액체가 굳어 고체화 되어 있

부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마무리하였다(Figure 11).

는 표면이 확인된다(Figure 12).
좌대는 타원형의 기둥형태로 베이지색 상단 장식부,

4.2. <비너스> 보존처리

붉은색 기둥부, 베이지색 하단 장식부로 크게 구분되어

<비너스>(1998) Slade School of Fine Arts 학교 입구에
설치된 조각상을 모본으로 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비너스
상과 좌대가 분리되어있다. 작가는 비누라는 소재로 조각
작업과 소조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과
함께 물과 바람에 의해 조금씩 없어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지만, 2009년 작품이 녹아내림을 우려하여 작가
스스로 바니시를 이용해 표면 코팅처리를 진행하였다.
현재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표면 코팅된 바니시층이
들떠있는 상태이며, 먼지와 비누 때가 표면에 고착되어
있다. 일부 모서리가 결실되었거나 마모된 부분이 확인되
며 균열이 진행된 틈 사이로 이물질이 관찰된다. 표면에

(A) Dust and soap of dirt

있다. 일부분 주변 비누층과 다른 색의 얼룩이 관찰되며
이는 재처리로 인해 복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부 중
앙에는 넓은 면적의 코팅층이 들뜬 부분이 확인되며, 일
부 균열이 심한부분은 비누가 노출되어 있다. 코팅층 표
면의 이물질은 점성형태로 먼지와 비누유체가 혼합되어
있으나, 일부 유체가 코팅층 내부에서 굳어 있어 제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 보존처리는 일부 용해된 비누 이물질을 클리닝
처리하면서 표면 코팅층의 열화로 인한 들뜬 부분과 틈을
안정화 처리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표면 먼지를 부드
러운 붓을 이용하여 건식 세척하였다. 코팅층 표면의 유
체는 소량의 글리세린을 이용하여 용해하고 면봉으로 제

(B) Coating layer lifting

Figure 12.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for <Venus>.

Figure 13. Photo of conservation for <Venus> (left: Before, right: After).

(C) Liquid flow s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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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였으며, 표면에 잔존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

면의 오염 흔적은 용출물이 흐른 후 습도가 낮아지면서

록 주의하였다.

건조와 경화가 진행된 것으로, 비누작품의 열화는 습도

작품 표면의 들뜬 코팅층은 유화보존처리에 사용하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인두기를 이용한 바니시 코팅층 안정화 처리방법을

비누작품의 전시 및 보관 시 안정적인 환경을 제시하

적용하고자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바니시 코팅층이 연화

고자 비누시편을 이용하여 온습도 환경변화 실험을 실시

되어 비누층과 접착됨을 확인하였고 열에 취약한 비누 특

하였다. 실험조건은 24시간 단위로 각각 5일 동안 습도에

성을 고려하여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정온도를 테스트하였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온도 22℃ 조건에서

다. 이때, 고온 및 인두 적용시간이 길어질 때 비누 일부

상대습도 60%, 65%, 70%로 노출하였고, 온도에 따른 변

변색 위험이 높기에 주의하였다. 테스트 결과 온도 40∼

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상대습도 65% 조건에서 온도

45℃, 3초 내외 처리시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

18℃, 25℃에 노출하였다.

며 이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비누시편은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

전기 인두기가 작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실리콘

았으나 습도 변화에는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코팅이 된 얇은 비닐(MelinexⓇ)로 표면을 보호하면서 안

다. 특히 상대습도 60% 이하에는 중량이 감소하고 상대

정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일부 비누가 갈라져 균열이 발

습도 65% 이상에서 용출물이 발생함에 따라, 비누는 상

생한 부분은 얇은 인두를 이용하여 메움처리하였다

대습도 60∼65%에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누시

(Figure 13).

편과 같이 글리세린이 함유된 제품은 상대습도 60∼65%
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낮은 상대습도에서는 글리세린의

5. 결 론
현대 미술품의 진정성(authenticity)의 해석에 있어 정신
적 측면(immaterial aspect)은 물질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에, 보존처리가는 작가가 ‘의도한
외관(intended appearance)’을 유지하여 작가의 메시지가
관객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가의 의도를 정확
히 파악한 후 보존처리를 실행해야 한다. 작가는 보존처
리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의 원천으로써의 구심점 역할
을 하며, 성공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와의 협업 및 의도 파악은 작품의 원본
성(originality)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Kwon and Lee, 2020).
본 연구의 대상인 신미경 작가의 <비너스>, <트랜스레
이션 시리즈>는 작가의 제작의도 변화로 인해 작품의 형
태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진행되
고 있는 작품 열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해당 작품은 신소재인 비누로 제작된 작품으
로 금속, 목재, 지류, 유화 등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문
화재 및 미술품의 재질별 온습도 환경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권장기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따라서 <비너스>, <트랜스레이션 시리즈>의 열화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비누작품의 온습도 환경실험을 통해 비누
작품의 적절한 온습도 환경기준 안을 제시하였다.
작품 표면의 용출물은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하여 용해
되어 용출되는 현상(Glycerin dew)이 원인으로 FT-IR 분석
결과 비누의 원료인 글리세린으로 확인되었다. 코팅층 표

특징인 흡습성으로 인해 습윤제 역할을 하여 평형습도를
조절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Forney and Brandl, 1992).
따라서, 작품 적용 시 비누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함수
율과 글리세린 함유량에 따라 평형습도 조절에 일부 차이
가 있음을 고려하여(Figure 2), 전시 및 보관을 위한 적정
상대습도를 60±5%, 박물관⋅미술관의 권장 보관 온도인
20±2℃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존처리는 표면의 용출된 글리세린 제거방법과 코팅
층 안정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작품 표면에 글리세린이
용출되어 액체방울이 맺혀있는 부분은 흡습지를 이용하
여 덮어 글리세린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으며, 이
후 표면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글리세린은 유산지를 도
포하여 제거하였다. 작품 표면이 불투명해진 부분은 일부
의 글리세린을 도포하여 표면 보습을 유지하게 하였다.
코팅층 안정화 방법은 전기인두기를 이용해 미열로 코
팅층과 비누층을 안정화 처리하였다. 전기 인두기가 작품
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실리콘 코팅이 된 얇은 비닐
(MelinexⓇ)로 표면을 보호하면서 온도 40∼45℃, 처리시
간 3초 내외에서 안정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근현대 미술품 및 문화유산에서 새로운 재료와 소재의
출연으로 여러 재질의 보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보존환경 연구 및 다양한 보존처리 방법 모
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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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림리 백제시대 분묘 유적 석재의 암석기재적 특성과 원산지 연구
A Study on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for the Rock
Properties from Dorim-ri Tombs of Baekje Kingdom in Cheon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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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천안 도림리 유적 출토 백제시대 석곽묘와 석실분의 구성암석에 대한 암석기
재적 특성과 원산지를 분석하였다. 이 두 분묘는 편마암과 섬록암 및 안산암을 비롯한 총 10종의
다양한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편마암이 가장 높은 점유율(54.3%)을 보이며, 벽석의 주요 석재
로 사용되었다. 또한 섬록암(11.3%)과 안산암(10.6%)은 사잇돌로 사용된 경향을 보여, 형태와 상황에
맞게 석재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재의 공급지는 유적과 약 1 km 떨어진 입장저수지 인근으로
확인되었고, 수로를 통해 조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고대 분묘문화의 재료조달 체계와
유구의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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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lined tomb and stone chamber tomb at the Dorim-ri site of the Baekje Kingdom, located in
Cheonan. The two tombs consist of 10 kinds of rocks including gneiss, diorite, and andesite. The
major rock type is gneiss (54.3%), which composes the main chamber walls of the tombs. Diorite
(11.3%) and andesite (10.6%) also make up a large percentage of the rocks, tending to be used to
fill the space between the main chamber walls. Thus, the stones appear to have been used according
to their shape and the disposition of the site, respectively. Investigation of their provenance, confirmed
their source area to be near the Ipjang Reservoir, about 1 km away from the site, and their procurement
was probably conducted via a waterway. This result might serve as basic data regarding the material
procurement system of ancient tomb culture and for preservation measures for archaeological sites.

Key Words Baekje Kingdom, Dorim-ri site, Stone-lined tomb, Stone chamber tomb, Source area

1. 서 언

유적의 기반암인 편마암을 비롯하여 화강암, 규장암 및
섬록암 등 여러 종류의 암석들이 혼재되어 있다(Figure

도림리 분묘 유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에
분포하며 성환과 입장 사이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

1C). 이는 석곽묘 및 석실분 조성에 필요한 석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화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Figure 1A, 1B). 이 유적에서는

최근 매장문화재의 재료와 원산지에 대한 자연과학적

시굴과정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부터 백제시대 분묘 및

분석이 요구되면서 고고과학적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생활유구 등 총 42기의 유구가 발굴

있다(Jin et al., 2014; Lee et al., 2014; Cho and Lee, 2018).

되었다(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특히 매장문화재는 사료로서의 기록이 매우 희소하기 때

2011).

문에 고문헌과 재료에 대한 고고과학적 연구를 병행하면

이 연구의 대상인 3호 석실분과 6호 석곽묘는 백제시

문화재의 성격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대 분묘로 해발고도 100 m 미만의 구릉을 따라 능선에

를 구축할 수 있다(Jo and Lee, 2015; Park et al., 2019). 이

분포한다. 두 분묘 모두 상부구조가 유실되었고, 벽석은

는 고대사회의 재료이용과 기술체계 및 문화흐름까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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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Location of Dorim-ri site in Cheonan. (B) Aerial photograph showing the Dorim-ri tombs. (C) Detail statue
of No. 3 stone chamber tomb.
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3호 석실분의 규모와 출토유물 등은 Table 1에 제시하

이 연구에서는 도림리 유적 3호 석실분과 6호 석곽묘

였다.

를 대상으로 주요 석재의 암석학적 재질특성을 검토하였

6호 석곽묘는 도림리 유적의 동쪽 사면 상단부에 위치

다. 이를 위해서 각 분묘의 암석분포도를 작성하여 우점

한다. 동벽과 북벽이 모두 유실되었으나 잔존상태를 통해

종을 확인하였고, 유적지 일대의 지형도와 지질도를 바탕

장방형의 석곽묘임을 알 수 있다. 묘광의 길이는 444 cm에

으로 석재의 공급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분묘의 구성석재

잔존너비는 218 cm 정도이고, 석곽은 길이 300 cm에 잔존

와 추정산지 암석을 대상으로 광물암석학적 및 지구화학

너비 150 cm 정도로 일정한 크기의 천석을 사용하였다

적 동질성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는 도림리 분묘를 구성

(Figure 2A∼D). 축조순서는 장벽인 서벽을 먼저 쌓고 좌

하는 석재의 이동경로를 유추하고, 천안 일대 백제시대

우벽을 서벽에 기대어서 쌓은 것으로 보인다.

분묘의 재료학적 특성과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서리 부분은 상부로 갈수록 크고 작은 석재를 혼용
하여 서로 겹쳐 쌓아 견고하게 조성하였다. 특히 서벽은
1단에서 3단까지 남아있으며, 규모가 큰 석재는 긴 면을

2. 현황 및 연구방법

가로로 눕혀 쌓았고 작은 석재는 짧은 면을 가로로 쌓기
도 했다. 부장공간은 남쪽 구와 남벽 사이에 천석을 평평
하게 깔아 마련하였다.

2.1. 현 황

3호 석실분은 조사지역 동쪽 구릉의 북쪽 사면 상단에
도림리 유적에는 총 9기의 백제시대 분묘가 알려져 있

분포한다. 석실은 치석한 판석과 천석을 사용하여 조성한

으나, 북쪽은 과수원 조성으로 이미 유실되어 전체 유적

횡혈식 석실분으로, 봉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묘

의 일부만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천석을 사용하여

광 길이는 724 cm에 잔존너비가 479 cm이고, 말각방형의

축조하였고, 석실분 2기는 할석을, 1기는 천석을 활용하

석실은 길이 390 cm에 잔존너비 334 cm이다(Figure 2E∼

였다. 유물은 모두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토기와 철기

H). 축조순서는 전체적으로 1단석을 놓은 후 2단석부터는

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재갈과 등자 및 교구 등 다량의

서로 맞물리도록 쌓았다. 모서리 부분은 벽석을 둥글게

마구가 공반되었으며, 성시구와 철촉, 대도 및 철모 등 무

돌려 쌓았고 벽석이 2줄로 둘러져 있다.

기류도 다량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6호 석곽묘와
Table 1. Summary on the studied tombs from Dorim-ri site of Baekje Kingdom
Location

Size
(cm)

Direction
axis

Excavated artifacts
Pottery

Metal

Stone-lined
tomb

No. 6

444 ×
(218) × 50

N12°E

Deep pottery
bowls

Sword with ring pommel, sickle,
iron ingots, iron axe, etc

Stone
chamber
tomb

No. 3

724 ×
(479) × 79

N43°E

Jars with wide
mouth and long neck,
deep pottery bowls

Swords with round pommel,
iron knife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horse strap pendants,
iron ingo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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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ield occurrences of Dorim-ri site. (A to D) Stone-lined tomb of No. 6. (E to H) Stone chamber tomb of No. 3.

3. 암석기재적 특성

특히 북벽은 1단에서 6단까지 잘 남아있으며, 1단석은
천석을 사용하였고 2단석부터는 천석과 소량의 치석한
할석을 혼용하였다. 연도는 석실 남쪽 우측에 설치하였고,

3.1. 암종분류 및 분포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형태이다(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2.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도림리 유적에서 확인된 백제 분묘 2기의
구성암석을 대상으로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징을 파악

도림리 유적 출토 백제시대 분묘의 석재를 대상으로
육안관찰과 암석동정을 병행하였다. 또한 개별 도면과 자
료를 바탕으로 분묘 2기의 암종분포 현황과 각 암종별 점
유율을 살펴보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벽면을 구성하는 우
점종은 확연히 구별되었으나, 일부 벽석은 내부에 쌓여
있어 육안구분과 동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고, 이들의 원산지와 이동경로 및 운송방법을 검토한

6호 석곽묘는 북측과 동측 벽면이 모두 유실되었으나,

것이다. 따라서 도림리 일대의 지형과 지질을 조사하고,

서측과 남측에 부재가 잔존한다. 대부분 편마암이 벽면

분묘의 벽석을 대상으로 암종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부재로 사용되었고, 석곽묘 바닥면에서도 편마암이 확인

벽석의 공급지 해석을 위해 유구 및 추정산지 암석을 대

된다. 이외에도 안산암, 백운모화강암, 섬록암, 우백질화

상으로 광물암석학적 비교와 지구화학적 정량분석을 병

강암, 규암 및 화강섬록암이 활용되었다(Figure 3A).

행하였다.

3호 석실분도 서측 벽면이 유실되어 있으나 잔존하는

석곽묘 및 석실분의 벽석과 도림리 일대의 노두에 분

부재를 대상으로 암종을 구분하였다. 이 결과, 연도는 대

포하는 원암의 미세자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암대

부분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섬록암이 북

자율을 측정하였다. 사용한 기기는 10-5 SI 단위의 측정한

측, 동측 및 연도 일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한 6호

계를 가진 SM-30 모델이며 대자율의 세기는 10-3 SI 단위

석곽묘와 같이 안산암, 우백질화강암, 백운모화강암, 규

로 표기하였다. 또한 벽석과 추정산지 암석의 반정량적인

암, 화강섬록암, 규장암, 화강편마암, 세립질화강암 등 여

광물조성과 조직 및 상대적 함량 등을 관찰하기 위해 박

러 종류의 암석이 나타난다(Figure 3B).

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암석시료의 X-선 회절분석에서는 광물의 결정구조와

이를 토대로 분묘 2기의 암종 점유율을 종합할 때, 6호
석곽묘는 총 7종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점종은 편

조암광물 등을 동정하였다. 분석기기는 Bruker D8

마암(38개)이며 잔존 벽석의 58.5%를 보였다. 안산암과

Advance이며, 사용한 X-선은 CuKα로 양극의 가속전압 및

백운모화강암이 각각 8개(12.3%)와 7개(10.8%)를 차지하

필라멘트의 전류는 40 kV와 100 mA로 설정하였다. 분묘

며, 섬록암과 우백질화강암은 4개(6.2%)로 동일한 점유율

의 석재와 추정산지 암석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주

을 보였다(Table 2). 3호 석실분에서는 총 10종의 암석

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를 비교하였다. 분석기기는 X-선

분포를 보였으며, 편마암 44개(51.2%), 섬록암 13개

형광분석기(XRF),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AES

(15.1%), 안산암 8개(9.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및 MS),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를 활용하였다.

다(Table 2).

480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Figure 3. Lithological map of Dorim-ri site. (A) Stone-lined tomb of No. 6. (B) Stone chamber tomb of No. 3.
Table 2. Distribution ratios of rock types for the stone properties from Dorim-ri site
Tomb No. 6

Tomb No. 3

Total

Rock types

Number of
counts

Percentage
(%)

Number of
counts

Percentage
(%)

Number of
counts

Percentage
(%)

Gneiss

38

58.5

44

51.2

82

54.3

Diorite

4

6.2

13

15.1

17

11.3

Andesite

8

12.3

8

9.3

16

10.6

Leucocratic granite

4

6.2

7

8.1

11

7.3

Muscovite granite

7

10.8

2

2.3

9

6.0

Quartzite

3

4.6

2

2.3

5

3.3

Granodiorite

1

1.5

3

3.5

4

2.6

Felsite

0

0

3

3.5

3

2.0

Granite gneiss

0

0

2

2.3

2

1.3

Fine-grained granite

0

0

2

2.3

2

1.3

Total

65

100

86

100

1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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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리 유적에 분포하는 백제 분묘 2기는 주로 편마암

질화강암, 세립질화강암, 편마암, 규장암, 안산암이며, 광

을 사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원마도가 높은 자연석과 아주

물조성과 조직 및 풍화도 등을 파악하고자 편광현미경 관

간단하게 다듬은 할석이 대부분이다. 유실된 영역은 알

찰을 병행하였다.

수 없지만, 편마암의 분포로 볼 때, 네 벽면에서 고르게

백운모화강암은 우백질화강암과 유사하나 백운모가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암석은 특별

높은 비중을 보인다. 편광현미경에서는 조립질의 석영과

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구성부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

사장석을 볼 수 있고, 쌍정을 이룬 미사장석은 변질을 받

로 여겨진다.

았다(Figure 4A, 4B). 우백질화강암은 주로 중립질의 석영

편마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적 일대의 기

과 조립질의 조장석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유백색을

반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암석학적 정

띤다. 일부 세립질의 석영이 선구조를 보이고 미사장석과

밀분석과 해석에서 설명할 것이다. 한편 섬록암과 화강편

사장석은 격자형 쌍정을 이룬다(Figure 4C, 4D).

마암 및 규장암 등은 편마암 부재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유적 석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편마암은 우백질

사잇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치석흔

광물의 비중이 높아 밝은 회색을 띤다. 특히 아원형의 석

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유적지 일대에서 조달한 것

영과 타형의 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대와 흑운모로 구성

으로 추정된다.

된 우흑대가 선상배열하며 교호하는 편마구조를 보인다
(Figure 4E, 4F). 세립질화강암은 석영과 사장석 및 정장석

3.2. 광물 및 암석학적 특징
연구대상 백제 분묘의 석재를 대상으로 암석기재적 특
징을 살펴보았다. 시료선정은 점유율이 높은 암석을 우선
순위로 하였고, 특히 신선한 암석들 가운데 대표성을 갖
는 6종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암석은 백운모화강암, 우백

이 주요 조암광물을 이루고, 흑운모는 부분적으로 녹니석
화가 진행되었다. 쌍정이 잘 발달한 사장석도 심하게 변
질을 받았다(Figure 4G, 4H).
3호 석실분에서만 나타나는 규장암은 담황색으로 은
미정질 조직을 보이고, 1 mm 내외의 황갈색 줄무늬가 관
찰된다. 이는 풍화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광

Figure 4. Photographs showing the rock types and polarizing microscope images of the stone properties from Dorim-ri
tombs. (A, B) Mainly quartz and muscovite composed of muscovite granite. (C, D) Coarse-grained orthoclase with the
lattice and twinning microcline composed on leucocratic granite. (E, F) Gneiss showing a banded texture with quartz,
feldspar and mica. (G, H) Fine-granited granite consist of quartz, plagioclase and orthoclase. (I, J) Felsite consists of felsic
matrix, cryptocrystalline feldspar and quartz. (K, L) Fine-grained plagioclase, boitite and amphibole are common in andesite.
Q; quartz, Mu; muscovite, Mi; microcline, Pl; plagioclase, Bi; biotite, Ch;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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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representative rock types from Dorim-ri tombs. M; mica, Q; quartz, P;
plagioclase, O; orthoclase, C; chlorite, Am; amphibole.
물조성에서는 은미정질의 장석과 석영 기질에 장석 반정
이 확인된다(Figure 4I, 4J). 안산암은 각섬석과 흑운모 등
유색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짙은 회색을 띤다. 특히
각섬석은 침주상 조직을 보이고 흑운모 및 세립의 사장석
과 함께 치밀한 기질을 가지며 일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Figure 4K, 4L).
X-선 회절분석에서도 각 암석별로 동일한 광물조성이
나타나며, 특히 백운모화강암은 운모(mica, M), 석영
(quartz, Q), 사장석(plagioclase, P)의 회절강도가 높고,
우백질화강암과 세립질화강암은 정장석(orthoclase, O)의
회절피크가 높게 검출되었다. 안산암에서는 각섬석
(amphibole, A)과 녹니석(chlorite, C)이 동정되는데, 녹니
석은 각섬석이 변질된 것으로 상당히 풍화되었음을 지시
한다(Figure 5).
한편 도림리 유적 석재의 전암대자율 측정은 6종의 대
표적인 암석을 대상으로 총 248회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변성을 많이 받은 편마암의 대자율(× 10-3 SI unit)인 0.004
∼1.780의 범위를 제외하고, 모두 0.5 이하의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다(Figure 6). 특히 분묘에 따른 암종별 대자율
분포를 비교한 결과, 모두 정규분포 안에 포함되었다. 이
와 같은 대자율 값은 Lee et al.(2007)의 보고와 같이, 석재
의 추정산지 탐색과 암석의 동질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4. 산지탐색 및 해석

Figure 6. Magnetic susceptibilities showing the representative
rock types from Dorim-ri tombs.
쪽에는 차령산맥이 분포한다. 주변에는 작은 하천과 소류
지가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북쪽에는 위례산에서 발원하
여 시장저수지를 거쳐 남서 방향으로 입장천이 흐른다.
또한 동쪽의 작은 지류하천은 입장의 말단부에서 입장

4.1. 지형 및 지질학적 특징

천으로 합류한다. 도림리 유적의 석실분과 석곽묘는 청룡
천과 입장천 사이 저평한 지대에 형성된 100 m 미만의

도림리 유적은 충남의 동북부와 경기도 남부의 경계지
역에 해당한다. 남쪽에는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동

독립된 저구릉지 능선부에 입지한다(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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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eological map around the study area (modified after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1994).
한반도의 지체구조로 보아, 천안 일대는 옥천변성대에
속하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고생대 이전

운모와 녹니석이 혼재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1980).

의 경기육괴에 해당하여 비교적 안정된 지괴에 속한다.
이 일대는 대체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
한 화성암류 및 맥암류로 구분된다(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1994). 선캄브리아대의 변성암은 높은
변성도를 나타내며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퇴적기원의 변
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7).
이들은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복잡한 지질구조를 보이
며, 화성활동을 받아 기원암의 성분과 구조, 변성정도와
산출상태의 특징에 따라 편암, 혼성편마암, 화강암질편
마암 및 호상편마암으로 구분된다(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1994). 유적지 일대는 쥐라기의 흑운
모화강암이 구릉을 형성하였고, 부분적으로 선캄브리아
기의 화강암질편마암을 관입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우백질화강암과 각섬석화강암이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석영맥암이 발달한다(Kim et al., 1980).
특히 이 지역의 흑운모화강암은 부분적으로 편마암상
의 조직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입상조직을 갖는다. 각섬
석화강암과 우백질화강암 역시 등립질 입상조직을 보이
며 부분적으로 편마상 조직을 나타낸다. 이들의 조암광물
은 대체로 유사하며 대부분의 석영은 쪼개짐이 심하다.
장석은 사장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 견

4.2. 산지탐색
도림리 백제 분묘에 사용한 석재의 공급지를 추정하
고, 이동경로를 해석하고자 유적일대를 대상으로 야외조
사를 수행하였다. 유적을 중심으로 지형도와 지질 및 암
석분포를 파악하고,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
대로 실제 노두와 전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도림리 일대에서 석재의 공급지로 가능한 지역은 입장저
수지 주변이다. 입장저수지 일대의 수계를 따라 다양한
암종이 확인되었고, 상류에는 편마암과 화강섬록암이 분
포한다(Figure 8A, 8B).
산지탐색은 6호 석곽묘와 3호 석실분에서 높은 점유율
을 차지했던 암석분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특히 암석
고유의 색, 산출상태 및 조직적 특징 등 암석기재적 특성
과 전암대자율 범위를 통해 유적 석재의 산지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또한 분석시료의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동질
성을 비교하고자 미량의 분석용 시료를 수습하였다.
입장저수지 인근에서는 백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세립질화강암, 섬록암, 안산암 등이 확인되었고(Figure
8C, 8E, 8H, 8K), 대량의 채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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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ock types and polarizing microscope images for the stone properties around the Dorim-ri area. (A, B) Various
rocks distributed along the stream of Ipjang reservoir. (C, D) Muscovite granite composed of quartz and imbricated muscovite
grains. (E, F) Mainly quartz, orthoclase and plagioclase composed on leucocratic granite. (G) Fine-grained granite consist
of alkali feldspar with the twin lattice. (H, I) Gneiss is a medium-grained quartz and mafic minerals showing compositional
banding. (J) Felsite is microcrystalline feldspar and mica with plagioclase phenocryst. (K, L) Andesite showing
microcrystalline texture with fine-grained plagioclase and amphibole. (M to P) Traces of quarrying and trimming rocks found
around the Ipjang reservoir.
석을 위한 절단 또는 다듬은 흔적을 가진 암석을 볼 수

백운모화강암에서는 조립질의 담회색 석영과 변질 받

있다. 이는 도림리 유적의 분묘 구성석재가 입장저수지

은 백운모 등이 관찰된다(Figure 8C, 8D). 우백질화강암은

일대에서 채석해왔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분묘의 석재에 비해 약간 어두운 색을 나타낸다. 이는 표

수 있다(Figure 8M∼P).

면풍화에 따른 변색으로 보이나, 내부는 유구 암석과 동
일하게 조립질 조직과 석영 및 조장석이 확인된다. 일부

4.3. 광물 및 암석학적 유사성
입장저수지 상류의 계곡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석이 분
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의 암석학적 다양성을 유추
할 수 있다(Figure 8A, 8B). 그러나 지표는 거의 토양화되
어 있어 암석의 종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노두가 거
의 없다. 따라서 지질 및 암석분포도에 명기된 암종과 유
적 출토 석재가 동일한 시료를 선별하여 광물학적 및 암
석학적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정장석과 사장석에서는 쌍정이 관찰된다(Figure 8E, 8F).
세립질화강암은 중립질의 장석과 운모 및 석영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조립질 미사장석은 격자형 쌍정을 보인다
(Figure 8G). 편마암은 유구 석재에 비해 어두운 색을 띠며
편마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Figure 8H, 8I). 규장암은 미
정질 장석과 석영의 기질에 조립질의 사장석 반정이 보이
며(Figure 8J), 안산암은 석곽묘와 석실묘에 나타난 사잇
돌 부재와 크기가 매우 유사하고, 침주상의 조직적 특징
이 뚜렷하다(Figure 8K, 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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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representative rock type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 around the Dorim-ri
site. M; mica, Q; quartz, P; plagioclase, O; orthoclase, C; chlorite, Am; amphibole.
이상의 6가지 대표적인 암석을 대상으로 X-선 회절분
석을 수행하였다. 모든 암석에서 공통적으로 석영, 정장
석, 사장석 및 흑운모가 검출되었고, 일부 안산암에서는
유구 암석과 동일하게 각섬석과 풍화산물인 녹니석이 확
인되었다. 이는 두 석재가 유사한 풍화과정의 경험을 암
시하는 것이다. 또한 회절피크와 함량을 비교할 때,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여 광물학적 특성이 일치하나, 백운모화
강암은 사장석의 함량이 유구 석재보다 높아 약간의 차이
를 보였다(Figure 9).
한편 도림리 분묘 석재와 추정산지 암석의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암대자율(× 10-3 SI unit)을 측정하였다
(Figure 10). 우백질화강암은 0.001∼0.019, 세립질화강암
은 0.025∼0.048, 규장암은 0.011∼0.028의 범위로 모두
0.1 미만의 매우 낮은 대자율을 보이며 오차 범위에서 일
치한다. 반면 백운모화강암(0.015∼0.029), 편마암(0.070∼
0.116) 및 안산암(0.072∼0.247)은 모두 유구 석재가 상대
적으로 조금 넓은 범위와 빈도분포를 보였다. 이는 측정
횟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반암에서도 다양하게 확인된 바 있는 편마암은
유적 일대의 전석보다는 분묘의 석재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대자율 범위를 보였다. 특히 1.0 이상의 값이 측정되었
는데, 이는 주변의 기반암에서 조달했던 암석이 있음을
시사하며, 수계에 노출된 전석도 활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분묘 구성 편마암의 대부분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계에 노출된 편마암
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4. 지구화학적 동질성
도림리 유적 분묘의 석재와 입장저수지 일대에서 수습
한 추정산지 암석의 지구화학적 동질성을 규명하기 위해

Figure 10. Magnetic susceptibilities showing the representative
rock type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 around the
Dorim-ri site.
정량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Table 3). 각 암석시료의 주
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암석의 지
구화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준치들과 비교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여 진화경향을 해석하였다.
우선 분묘 석재의 암석분류를 위해 SiO2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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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resentative compositions of major (wt.%), some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ppm) in rock types from the
studied tombs and the presumed provenance around the Dorim-ri area
Rock types of Dorim-ri tombs
Rock
Finetypes Muscovite Leucocratic granited Gneiss Felsite Andesite
granite
granite
granite
SiO2
75.61
72.90
75.26 69.81 75.46 56.88
15.44
14.16 16.49 14.20 15.33
Al2O3 14.36
Fe2O3
1.07
0.14
0.86
2.03 1.67
6.49
MnO
0.03
0.01
0.01
0.03 0.02
0.10
MgO
0.13
0.04
0.13
0.76 0.14
5.67
CaO
0.65
0.71
0.68
3.52 0.15
4.97
2.67
3.21
3.43
4.45 3.57
2.99
Na2O
2.49
7.01
4.42
1.13 4.28
2.92
K2O
TiO2
0.06
0.01
0.10
0.27 0.06
0.71
0.03
0.19
0.07
0.09 0.04
0.17
P2O5
LOI
1.37
0.54
0.73
0.56 1.11
1.97
Total 98.47
100.20
99.85 99.14 100.70 98.20
As
5
<2
12
<2
2
5
Ba
577
513
206
303 1,030
766
Be
5
6
6
6
2
2
Co
4
2
2
5
4
26
Cr
42
43
79
63
90
411
Cu
18
1
3
1
4
25
Hf
4
1
4
5
3
5
Ni
17
19
19
24
39
108
Pb
40
40
39
25
22
12
Rb
<20
190
300
60
130
90
Sc
2.3
0.8
3.0
4.3
1.3
19.9
Sr
129
171
56
366
213
537
V
<5
<5
<5
20
<5
124
Zn
28
5
20
42
50
64
Zr
73
7
78
160
67
153
La
17.6
7.9
23.6
17.5 22.2
37.3
Ce
40
15
59
31
44
79
Nd
12
<5
16
10
17
28
Sm
2.9
0.8
3.0
2.1
2.2
4.9
Eu
0.6
0.6
0.5
0.8
<0.1
1.4
Yb
2.1
0.5
1.9
0.9
0.5
2.1
Lu
0.28
0.08
0.27
0.16 <0.05
0.32

Rock types of presumed provenance
FineMuscovite Leucocratic
granited Gneiss Felsite Andesite
granite
granite
granite
78.57
73.04
75.60
72.47 73.68 58.12
14.19
15.13
13.86
15.61 14.12 15.22
0.64
0.25
1.56
2.06 1.26
6.13
0.01
0.01
0.02
0.03 0.01
0.11
0.23
0.11
0.26
0.79 0.07
7.25
0.06
0.66
0.70
3.20 0.28
5.61
2.42
3.00
2.94
3.99 3.63
3.09
3.10
6.20
4.58
1.33 4.28
2.47
0.02
0.02
0.19
0.26 0.07
0.62
0.03
0.12
0.09
0.11 0.04
0.12
1.63
0.81
0.9
0.65 1.42
1.96
100.90
99.35
100.70 100.50 98.86 100.70
19
<2
<2
<2
2
<2
171
525
346
378 1,100
806
5
1
6
4
2
2
3
2
3
5
2
29
126
72
97
59
52
558
10
4
3
2
1
28
2
1
6
6
4
4
55
29
50
14
17
155
22
42
38
22
29
10
170
160
210
60
170
70
1.1
0.5
3.3
4.2
1.0
19.1
44
161
88
352
230
417
<5
<5
8
22
<5
124
11
6
20
40
55
57
28
18
124
187
68
128
7.0
8.5
55.7
30.2 21.1
25.6
20
14
128
64
37
59
<5
<5
45
18
16
21
1.8
0.8
6.2
3.6
2.4
4.2
0.4
0.7
0.5
1.1
0.8
1.4
3.3
0.6
1.2
1.4
0.2
1.9
0.43
0.09
0.17
0.17 <0.05
0.25

각각의 주성분원소 변화를 살펴보았다. 백운모화강암, 우

제외하고 모두 비알칼리 계열에 속한다(Le Maitre, 1984).

백질화강암, 세립질화강암 및 규장암은 유사한 SiO2 함량

또한 Na2O에 대한 K2O의 비에서 우백질화강암, 세립질화

을 가지며, 사장석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안산암은 56.88

강암 및 규장암은 K-계열에 해당하고, 안산암과 백운모화

wt.%의 낮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Al2O3와 K2O 및 P2O5는

강암은 N-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O2와 비례관계를 보이며, 모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분묘를 구성하는 화강암질암은 대체로 연속적
인 변화를 보이고, 관입 및 분출시기가 거의 같은 암상에

특히 SiO2와 알칼리 원소의 관계를 보면 Na2O (2.67∼

속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성암류를 구성하는 각 암석들

4.45 wt.%) 및 K2O (1.13∼7.01 wt.%)는 우백질화강암을

이 거의 유사한 마그마로부터의 분화산물임을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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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ormalized geochemical patterns showing the rock types by standard granite compositions for major, minor,
rare earth, primitive compatible and incompatible elements from studied tombs and presumed provenance around the
Dorim-ri area.
것이다(Kim et al., 2002).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조달한
석재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주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인다.
미량원소는 Govindaraju(1989)가 제안한 화강암의 평균

한편 도림리 유적의 대표적인 석재와 입장저수지 일대

함량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모든 암석에서 As, Cr, Ni

에서 수습한 동일 종류 암석의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

이 부화양상을 보이며, 백운모화강암의 Rb 및 우백질화

소를 대상으로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화강암

강암의 Be과 Hf에서 성분별 함량 차이가 나타난다. 이외

의 평균함량(Nockolds, 1954)을 활용하여 주성분원소의

세립질화강암, 편마암, 규장암, 안산암은 암종별로 불규

부화와 결핍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편마암과 안산

칙한 경향이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유구 암석과 추정산지

암은 유적과 추정산지 시료에서 모두 동일한 거동패턴을

암석은 거의 유사하게 거동하였다(Figure 11).

보였다(Figure 11).

특히 희토류 원소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매우 유사하여

백운모화강암은 Al2O3에서 부화하는 경향이 있고, 우

화성암류의 분화과정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Henderson

백질화강암은 Al2O3와 K2O에서, 세립질화강암은 추정산

and Pankhurst, 1984). 이 원소들은 마그마의 분화 초기보

지 암석에서만 Fe2O3의 부화양상이 나타났다. 편마암은

다 잔류 마그마에 농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희토류원

MnO와 K2O 및 P2O5에서 결핍이 있고, 규장암은 Fe2O3에

소의 거동을 통해 암석의 동질성과 진화과정을 추적할 수

서 부화하였다. 전반적으로 Fe2O3, TiO2, MnO, MgO 및

있다(Mason and Moore, 1982).

CaO에서 풍화에 따른 결핍양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

따라서 희토류 원소의 함량을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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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Taylor and McLennan, 1985). 전체적으로 Eu의 거

와 비교를 통해 산출상태, 광물학적 특징 및 지구화학적

동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서 유구의 석재와 추정산지의 동

진화경향을 해석하여 입장저수지 수계가 원산지일 가능

일 암종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우백질화강암, 편

성을 제시하였다. 입장저수지 상류와 주변에 노출되어 있

마암, 규장암 및 안산암은 함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으며 유적의 석재와 동일한 일부 암석에서는 할석과 치석

않았다. 반면 백운모화강암과 세립질화강암은 경희토류

의 흔적도 볼 수 있어 이를 입증하기도 한다.

에서 함량의 차이가 있으나 경향성에서는 같은 양상을 보

도림리 유적에서 추정 공급지까지는 1 km 정도 떨어져

였다. 이는 도림리 유적의 석재와 추정산지의 동일 종류

있어 수로를 통해 운반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암석이 거의 유사한 진화경로를 통해 생성된 물질임을 지

석곽묘와 석실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석재는 입장저

시하는 것이다.

수지 일대에서 자연석을 조달하거나 일부는 할석하여 공

한편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 호정원소와 불호

급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석재 운반은 현재 저

정원소에 대해 Pearce(1983)가 제시한 원시의 맨틀조성으

수지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입장천을 이용하였을

로 표준화하여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 분묘 암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고대유적의 석재이용에 대한 수

석과 추정산지 지역의 동일 종류 암석들은 호정원소의 부

로와 천석의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화경향과 불호정원소의 결핍양상이 동일하였다. 특히 전
반적인 거동경향에서도 매우 잘 일치하는 특징을 나타냈

6. 결 언

다(Figure 11). 이는 유구 석재와 입장저수지 일대에서 산
출되는 동일 종류의 암석은 성인적으로 같은 기원임을 의
미한다.

1. 천안 도림리 분묘 유적은 백제 한성기 고분군으로 100
m 미만의 구릉 능선부에 입지한다. 이 유적에서는 원삼국
시대 주거지부터 백제시대 분묘, 수혈유구, 조선시대 생활

5. 고고과학적 고찰

유구 등 4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분묘는 상부
구조가 유실되었으나, 벽석은 일대의 기반암인 편마암을

매장문화재를 구성하는 석재의 공급지 연구는 당시 재

비롯해 화강암류 등 여러 종류의 암석을 혼용하였다.

료이용의 문화와 제작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

2. 6호 석곽묘와 3호 석실분을 대상으로 암종 및 우점

를 제공한다. 원료의 원산지와 이동경로는 물자에 대한

종을 분석한 결과, 편마암(54.3%)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조달체계를 해석하여 시대별 문화상을 복원하고 기술교

보였으며, 섬록암(11.3%), 안산암(10.6%), 우백질화강암

류를 추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Lee and Lee, 2009). 특히

(7.3%) 및 백운모화강암(6.0%) 등 총 10종의 암석을 사용

고대 분묘 축조의 재료학적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분

하였다. 편마암은 벽석의 주요 부재로 사용되었고, 규장

묘 조성기술을 연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집단의 장례문

암과 안산암 및 화강암류는 사잇돌 역할을 하였다.

화를 엿볼 수 있다.

3. 지형 및 지질분포로 보아, 도림리 분묘 유적과 1 km

이러한 관점은 고대문화 연구가 최상위 계층인 왕실과

내외에 위치한 입장저수지 일대에서는 편마암을 비롯하

능원 및 도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견주어볼 때 재조명되

여 백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세립질화강암, 규장암

어야 할 과제이다. 보존과학적 측면에서도 재료의 산지연

및 안산암이 모두 확인되었다. 또한 화성암류와 편마암류

구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여 석재의 원산지일 가능성이

원형보존을 위한 과학적 재료의 탐구라는 중요한 의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Lee et al., 2010; Jo and Lee, 2015; Cho and Lee, 2018).

4. 분묘 구성석재의 광물 및 암석학적 연구결과, 모든

이 연구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조성한 천안 도림리 고

암석에서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 등 조

분 2기를 대상으로 구성석재의 종류와 공급지를 해석하

암광물이 공통적으로 동정되었고, 특히 각 암석별 동일한

였다. 6호 석곽묘와 3호 석실분을 대상으로 석재의 암석

광물조직과 변화 등이 관찰된다. 이는 입장저수지 수계에

학적 분류를 통해 구성광물의 종류와 함량 및 우점종을

분포하는 동종 암석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두 장소의 암석

검토하였다. 또한 산지추정이 가능한 암석 6종을 선정하

모두 매우 유사한 풍화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 유적에서 1 km 떨어진 입장저수지 일대의 수계에서

5. 도림리 분묘 석재와 추정산지 암석의 전암대자율은

동일 암종들과 광물 및 암석학적 동질성을 비교하였다.

편마암을 제외하면 모두 1.0 × 10-3 SI unit 미만의 매우

도림리 백제 분묘는 편마암, 섬록암, 안산암, 우백질화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정규분포 내에서 동종의 암석

강암 및 백운모화강암 등이 석재로 사용되었다. 추정산지

이 유사한 자화강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편마암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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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1.0 × 10-3 SI unit 이상의 대자율을 보였다. 이는 기반
암을 이루는 편마암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편마암 석재는
수계에 분포하는 편마암 전석과 유사하였다.
6. 유구 석재와 입장저수지 수계에 분포하는 동종 암석
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비교하며, 전반적으로 동일 암
종은 부화경향과 결핍양상이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
다. 부분적으로 변질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지역의 동종 암석은 거의 동일한 지질학적 과정에 의
해 생성된 것임을 지시한다.
7. 도림리 분묘 석재는 암석분포, 산출상태,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동질성 검토를 통해 입장저수지 일대의 수
계에서 조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입장저수지
상류의 수로를 따라 치석 및 할석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 저수지 상류에서 유적까지는 1 km 정도 떨어져 있으
며, 이동경로는 남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입장천을 활용
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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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복궁 광화문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체 이전되었다가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실되었다.
1968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중건되었다가 정확한 복원을 위해 다시 해체되어 2010년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광화문 앞에 놓여져 있던 한 쌍의 해치상도 해체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원위치에서 수차례
이탈해 본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문화재청이 ‘광화문광장 재구
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대와 해치상을 복원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1900년대 초반의 기록사진과 새롭게 찍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에 대한 이미지분석을 통하여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방법과 결과를 제안한다. 기록사진의 촬영 위치를 찾아 재촬영하고 찾
고자 하는 피사체와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왼쪽 해치상의 위치는 현재의 왼쪽 해치상 표시석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9.6 m, 북쪽으로 약 7.4 m 지점에 있으며, 오른쪽 해치상은 현재의 오른쪽
해치상 표시석의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1.9 m, 북쪽으로 약 8.0 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록사진을 이용한 건축물의 위치복원을 시도한 사례가 국내외에서는 처음이
나 문화재복원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중심어 기록사진, 광화문, 해치, 원위치, 문화재복원
ABSTRACT Gwanghwamun Gate of Gyeongbokgung Palace was dismantled and reloc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reconstructed with reinforced concrete in
1968, and finally erected at its present location in 2010. A pair of Haechi statues located in front of
Gwanghwamun was dismantled and relocated several times, and the statues have yet to be returned
precisely to their original positions. This study assesses the historical accuracy of their current placement
under the Gwanghwamun Square Restructuring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ased on archival photos from the early 1900s, and proposes a method
to estimate the original positions of the Haechi through image analysis of contemporary photographs
and recent digital camera photos. We estimated the original position of the Haechi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identifying the shooting location of the archival photo and reproducing contemporary
photographs by calculating the angle and distance to the Haechi from the shooting location. The leftmost
and rightmost Haechi were originally located about 9.6 m to the east and 7.4 m to the north and about
1.9 m to the west and 8.0 m to the north, respectively, of their current location indicators. As the
first attempt to determine the original location of a building and its accessories using archival photos,
this study launches a new scientific methodology for the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Archival photography, Gwanghwamun Gate, Haechi (or Haetae: Stone Lion), Original

location,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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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기록사진과 이미지

문화재는 전쟁과 약탈, 자연재해와 풍화, 개발과 도굴

분석기법을 활용,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을 시도하였다.

등으로 훼손되어 시간이 지나 그 원형을 찾으려고 하면

하지만 이와 같은 기록사진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원위치

자료와 증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

를 찾는 사례가 국내외에서는 처음으로서 비슷한 선행연

한민국의 상징이자 서울특별시의 상징이기도 한 광화문

구를 찾을 수 없었다. 기록사진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향

과 그 주변의 문화재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광화문(光化

후의 발굴조사 결과와 비교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근현대

門)은 1395년 처음 만들어진 2층 누각을 가진 경복궁의

문화재 연구 분야에 있어 발굴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새로

정문이다. 광화문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

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

청사가 완공된 이듬해인 1927년에 건춘문(建春門: 경복궁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촬영

의 동문) 쪽으로 해체 이전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소실

된 광화문 및 해치상의 기록사진과 이미지분석 결과를 바

되었고, 1968년에 중앙청으로 사용되던 옛 조선총독부 청

탕으로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사의 축에 맞추어 철근 콘크리트로 중건(重建)되었다.

한다.

2006년부터 문화재청 주도의 경복궁 복원사업의 일환으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로 기존의 광화문을 고종황제(高宗皇帝) 재위 시의 중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철거, 해체하고 2010년에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다.
광화문의 석축부에는 세 개의 홍예문(虹霓門, 아치형
의 문)이 있는데 조선시대 궁궐 문 가운데 유일한 사례이
다. 광화문의 앞쪽에는 주변보다 높게 단을 쌓아 만든 월
대(月臺)가 있었고 월대의 끝자락 부분 어딘가에 해치(獬
豸또는 獬廌)상이 있었다.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조선총독부의 후원과 조선농회(朝鮮農會)의 주최
로 경복궁에서 개최된 조선부업품공진회(朝鮮副業品共
進會)의 개막에 맞춰 전차와 관람객의 동선에 방해가 된
다는 이유로 광화문 앞의 해치상이 이전되어 오랫동안 경
복궁 안쪽 구석에 방치되게 된다. 광화문의 중건, 해체,
복원, 도로 개통, 도로 확장 및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
을 거치면서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Kyunghyang Shinmun, 2018a).
2018년 4월10일, 서울특별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Kyunghyang Shinmun, 2018b). 당초의 계
획보다 약 6개월 지연된 2022년 4월까지 재구조화가 마무
리될 예정이며 월대와 해치상의 복원은 2023년으로 예정
되어 있다(Edaily, 2021).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는 ‘광화
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 광화문 월대와 해치상 복
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2019년 당시
에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해치상
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데 문헌이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Nam et al., 2020a; 2020b).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Encyclopedia of
Historical Sites in Joseon (Korea))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0)와 같은 옛 자료들의 특성상 계량적으로 정확
한 원위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는 복원

2.1. 광화문 및 해치상에 관련된 기록과 사진의 조사
본 연구의 검토대상은 서울 경복궁 광화문 앞의 해치
상이다. Figure 1은 한일합병조약 전인 1907∼1910년 무렵
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光
化門外諸官衙實測平面圖)’라는 제목의 도면으로 경복궁
의 광화문으로부터 육조거리의 관청 건물의 배치 및 각
건물의 구조의 평면도이다(Seoul Museum of History,
2021). 광화문을 중심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청사 등이 있
는 동쪽에는 내부(內部)-법무원(法務院)-학부(學部)-탁지
부(度支部)-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가, 맞은 편인 서쪽에
는 근위대대(近衛大隊)-경시청(警視廳)-군부(軍部)-법부
(法部)-통신관리국(通信管理局)이 차례로 늘어서 있고 광
화문 앞의 월대와 해치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표시되어 있다. 1930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10권에 실린 ‘경복궁배치도
(景福宮配置圖)’에도 해치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도
면이 작성될 당시에 이미 오른쪽의 해치상은 철거된 상태
로 원래 있었던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Figure 2)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0). 따라서 1923년에 개
최된 조선부업품공진회 이전에 적어도 한 쪽의 해치상은
이미 철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헌에 표시된
해치상의 위치에서도 월대로부터의 거리에 차이가 보인
다. 월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광화문외제관아실
측평면도’상에서 광화문과 해치상의 거리가 조선고적도
보의 ‘경복궁배치도’에서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도면만으로는 월대나 해치상의 원모습을 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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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urveyed Map of a Government Office; This is the layout of the government office building on
Yukjo(六曹) Street and the floor plan of each building structure, which appears to have been created around
1907-1910. Centering on Gwanghwamun Gate, to the east, the Ministry of Interior, Judicial Offic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axation, Judicial Training Center, and on the opposite side, the Guards Battalion, Police
Department, Military, Justice,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Bureau are lined up in that order (Seoul Museum
of Histo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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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yeongbokgung Palace floor plan. A pair of Haechi (Stone Lion) Statues are indicated in small rectangles in
red circles. One statue on the right had been removed at the time of the drawing in 1930. On the floor plan, solid black
shapes represent the remaining buildings, and gray colored shapes indicate the buildings no longer existing at the time
of the drawing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0).
추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화문

산, 광화문, 해치상이 모두 담겨 있는 기록사진을 선정하

광장에 표시되어 있는 해치상의 원위치 표시석은 자동차

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진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

가 다니는 도로 위를 발굴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경성(京城, 현재의 서울)의 명승지를 알리는 우편엽서 형

‘경복궁 배치도’를 참고하여 설치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식의 것이 많았으며 일부는 관광객 또는 학교 수학여행

극복하기 위해 사진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은

등의 앨범으로 인터넷에 소개된 것들이었다. Figure 3에

인위적으로 변조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한 촬영 당시의 모

광화문과 해치상이 촬영된 다양한 기록사진들을 예시하

습을 담고 있어 피사체의 위치, 피사체 간의 거리, 크기

였다. 해상도가 낮아 검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진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 쪽의 해치상만 촬영되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촬영된 옛 기록사

어 있는 사진과 해치상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여

진을 수집하였다.

해치상이 지나치게 크게 촬영되고 북악산과 광화문이 너
무 작게 촬영된 사진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2.2. 원위치 추정에 활용하기 적합한 기록사진의 선정
광화문과 해치상이 촬영된 기록사진을 수집하여 북악

3의 여러 사진 중에서 4번 사진의 해치상이 비교적 좌우
대칭이고 북악산과 광화문의 크기도 적당한 구도로 촬영
되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원판 이미지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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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rious archival photos of Gwanghwamun Gate and Haechi (Stone Lion) Statues (Sources omitted for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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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 archival photograph of a glass plate taken in the early 1900s used for comparison with the present day
Gwanghwamun Gate and Haechi (Stone Lion) Statues (Source: National Museum of Korea, 2007).
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National Museum of Korea, 2007).
Figure 4의 광화문과 한 쌍의 해치상의 모습이 잘 나타난

① 비슷한 구도가 나오는 지점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
동촬영하여 최대 일치지점을 찾는다.

사진은 1900년대 초에 대형 대각선 길이 150 mm의 유리

② 촬영지점의 좌표를 측량한다.

건판(乾板)에 고해상도로 촬영된 것으로 Figure 2의 조선

③ 기록사진과 ①에서 촬영한 사진의 구도를 일치시켜

고적도보의 ‘경복궁배치도’가 그려지기 전인 1930년 이
전에 촬영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기록사진의 구도로 보
아 현재의 광화문광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합성한다.
④ 촬영지점으로부터 해치상의 사진상의 크기와 이격
거리를 계산한다(Figure 5).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단계 1 : 비례법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지점으로부터의
2.3. 기록사진 촬영위치 찾기와 디지털 카메라

거리에 따른 사진 속 해치상의 크기 계산

사진의 재촬영
(1)

기록사진과 같은 구도의 사진 촬영의 성공은 건판사진
의 촬영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광화
문 주변의 모습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하
여 해치상이 이전되기 전의 원위치를 추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 단계 2 : 해치상의 실제 높이, 사진상의 높이, 촬영지
점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를 사용한 촬영지점으로부터
해치상의 이격거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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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hwamun Gate

HG

Too small
Too far

Note: Schematic diagram not to scale
Exact match
HHR

Too big
Too close

HH

Photographer

DHP

DGP

L2

Haechi Statue Position Adjustment
HG: Height of Gwanghwamun Gate in the photo
HH: Height of Haechi Statue in the photo
HGR: Height of Gwanghwamun Gate
HHR: Height of Haechi Statue
DHP: Distance between Haechi Statue and photographer
DGP: Distance between Gwanghwamun Gate and photographer
Figure 5.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formulas for estimating the original position of Haechi statues from the
photographing position (L2) based on the dimensions in the archived and newly taken photographs.
(2)
여기서
 : 사진 속 광화문의 높이(Pixel)
 : 사진 속 해치상의 높이(Pixel)
 : 실제의 광화문의 높이(meter)

표시한 투명 필름을 디지털카메라의 모니터 화면에 중심
점을 일치하여 오려 붙였다. 가능하면 모니터 화면이 큰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니터에 붙인 윤곽선과 사진 속 영상
을 비교하며 기록사진과 같은 구도가 나오는 대략적인 기
준지점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록사진의 초점거리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한 시야각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는 시
야각이 조금 넓은 이미지를 촬영하여 기록사진 이미지 전

 : 실제의 해치상의 높이(meter)

체가 현재사진 이미지 안에 겹쳐서 표시될 수 있도록 촬

 : 촬영지점으로부터 해치상의 이격거리(meter)

영함으로써 촬영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정

 : 촬영지점으로부터 광화문의 이격거리(meter)

확한 촬영지점의 가로와 높이의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기

이다. 참고로 사진상의 광화문의 축적은   이

준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5 m의 구간을 1 m 간격으로(-5

된다.
⑤ 촬영지점으로부터 광화문의 좌우 폭 G1, G2와 연장
하는 녹색점선에 ③에서 합성한 사진 속 광화문의 폭을
일치시키고 앞에서 구한 이격거리에 위치시켜 해치상의
원위치를 구한다(Figure 6).
기록사진 이미지와 동일한 구도로 촬영하려면 기록사
진의 촬영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야 하므로 기록사
진 촬영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광화문
사진을 촬영할 때, 기록사진의 윤곽선과 사진의 중심점을

m, -4 m, -3 m, -2 m, -1 m, 0 m, +1 m, +2 m, +3 m, +4
m, +5 m), 사진 촬영의 높이는 현재의 지상높이가 당시보
다 높은 점과 사람의 키를 고려하여 지상 1.0 m, 1.25 m,
1.5 m의 3가지 높이로 33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 일
부를 Figure 7에 예시하였다.
해치상의 높이는 3.3 m이지만 노출된 지대석까지 포함
하면 약 3.6 m로 측정된다. 현재 복원된 광화문 문루의
높이는 18.93 m (1920년대 실측은 18.45 m)인 점을 고려하
여 광화문 중앙문으로부터 촬영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
하고 촬영지점으로부터 해치상의 원위치까지의 거리를
삼각비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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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hwamun
Gate
Current Haechi (L)

Current Haechi (R)

Gwanghwamun Plaza

Photographing
Position (L2)

Figure 6. Matching the width of Gwanghwamun Gate in the superimposed photo at step ③ to the green line
extending from the photographing point to the left and right widths G1 and G2 of Gwanghwamun Gate and
determine the original position of Haechi statues by placing the archived photo at the estimated distance from
the photographing point.

Figure 7. Comparison case with the outline extracted from the archival photo and the actual photos taken while adjusting
the photographing location and height (the first number represents the distance moved to the left from the reference
point in meters, and the second number represents the photographing height from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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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한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7795화소, 세로 5811화소이

2.4.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및 촬영장비
기록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은
수년 전부터 문화재 분석분야에서 각종 이미지의 비교와
분석에 활용이 보고되고 있는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
(PicMan, WaferMasters, Inc.) (Kim et al., 2019a; 2019b;
Yoo, 2020; Yoo and Yoo, 2021; Lee and Wi, 2021; Yoo et
al., 2021)를 활용하였다. 디지털 사진촬영에는 모니터의
화면이 크고 이동이 간편한 장비인 Apple iPad를 사용하
였으며 초점거리 4 mm, 사진크기는 가로 2592, 세로 1936
화소이다.

고 Apple iPad로 촬영한 사진의 크기는 가로 2592, 세로
1936화소로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여 기록사진에
서 추출한 광화문의 윤곽의 크기에 맞게 조정하였다. 기
록사진에서 추출한 광화문과 해치상의 윤곽을 최근에 촬
영한 사진에 겹쳐서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을 시도하였다
(Figure 8).
기록사진과 가장 유사한 구도는 광화문의 중앙문에서
직선거리로 133.13 m 떨어진 기준점(C)에서 왼쪽으로 2
m 이동한 위치의 지상으로부터 1.0 m 높이에서 촬영한
Figure 7의 L2 사진이다. 각각의 사진촬영 위치에서는 위
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통

3.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

하여 위치좌표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광화문과의 위치관
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에 활용

3.1. 기록사진으로부터의 해치상과 배경의 윤곽 추출
기록사진에서 추출한 북악산, 광화문, 해치상의 윤곽
을 추출하여 빨간 실선으로 표시하고 여러 장의 사진과
비교하여 사진의 구도가 기록사진의 구도와 가장 유사한
사진에서 광화문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축척을 조절한다.
1900년대 초반에 유리건판에 촬영한 기록사진을 디지타

L2-1.0 m

하였다. 참고로 기준점 C의 GPS 좌표는 X (East) 값이
197949.69, Y (North) 값이 552790.87이었으며 H (Elevation)
값은 32.33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진의 구도가 가장 유사하
게 촬영된 지점(L2)의 GPS좌표는 X (East) 값이 197947.67,
Y (North) 값이 552790.97이었으며 H (Elevation) 값은 C에
서의 값과 같았다.

Best Fit

Figure 8. A photograph with the highest similarity to the red outline of archival photographs from early 19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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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
해치상의 원위치는 이미지분석 소프트웨어(PicMan)를
사용하여 선정된 기록사진으로부터 북악산, 광화문, 해치
상의 윤곽을 추출하여 기록사진과 구도가 가장 유사하게
촬영된 현장사진을 겹쳐서 해치상이 이전되기 전의 위치
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상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추정하
였다. Figure 9에는 1900년대 초반에 촬영된 기록사진과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기 쉽게 축척과 중심축을 맞
추어 배치하고 두 사진을 겹쳐서 해치상의 원위치를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표현한 사진을 실었다. 기록사진상에서
의 광화문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화소
수)와 해치상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
(화소수)를 측정한 값과 기록사진과 같은 구도로 촬영한
사진의 촬영위치(L2)로부터 광화문 중앙문까지의 거리
(DGP) 131.13 m를 바탕으로 촬영위치로부터 해치상의 원
위치까지의 평균거리(DHP)는 식 2)에 의하여 56.9 m로 계
산되었다(Figure 10). 해치상이 촬영위치로부터 멀어져 광

화문쪽에 가까워질수록(DGH가 작아질수록) 사진상의 해
치상의 크기는 작아져 보이고 해치상의 원위치보다 촬영
위치에 가까워질수록(DHP가 작아질수록) 해치상의 크기
는 기록사진상의 해치상의 크기보다 크게 보이게 된다.
기단을 포함하여 약 3.6 m 높이의 해치상이 기록사진상의
해치상의 크기로 촬영되기 위한 거리를 토목공학에서 미
지의 거리, 각도, 높이의 측정과 계산에 사용하는 삼각 측
량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해치상의 원위치를 구할 수 있
다. 그리고 사진촬영지점(L2)으로부터 해치의 원위치 각
도는 앞에서 설명한 Figure 6의 방법에 의하여 녹색 점선
과 56.9 m의 반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였으며 동-서
해치상의 이격거리는 29.5 m이다(Figure 11).
Figure 12에 광화문광장의 위성사진 위에 해치상의 추
정위치와 현재 해치상의 표시석이 놓여있는 위치를 정리
하여 표시하였다. Figure 12에서 광화문 해치상의 원위치
는 광화문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있는 해치상은 현재
의 광화문 앞 광장을 지나는 도로상에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해치상은 광화문광장의 정중앙 부근으로 추정된다.

Figure 9. (a) A photograph showing both Haechi (Stone Lion) statues in the archival photo (top), (b) a recently taken
photo, and (c) the extracted Haechi images from the archival photo superimposed on the recently taken photo by aligning
with the skyline (Gwanghwamun Gate and Mountains on the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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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시되어 있는 왼쪽 해치상의 원위치 추정 표시석의

장의 보행자에게 개방된 공간에 검은색의 직사각형의 돌

위치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사용하는 교통 섬에

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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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고 오른쪽의 해치상의 원위치 표시석은 광화문광

Figure 10. Projected height of Haechi statue relative to the Gwanghwanmun Gate in the photograph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Haechi statue to photographing point (DHP).

Estimated Original Positions of Haechi Statues
Gwanghwamun Gate
Haechi (L)

Haechi (R)

Estimated
Original Position

Gwanghwamun Plaza
Figure 11. A screen capture image of image analysis software (PicMan) under estimation of the original location of
Haechi (Stone Lion) statues by placing reduced an archival photograph on the map of the current (Summer 2019)
Gwanghwamum Gate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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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m North
7.4m East

8.0m North
1.9m West

Figure 12. Estimated locations of original Haechi (Stone Lion) Statues in the early 1900s (green
rectangles) and current indicator locations (black rectangles) in the Gwanghwamum Gate Plaza as of
the Summer of 2019.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해치상의 위치는 왼쪽 해치

서의 1화소는 18 cm로 계산되며, 56.9 m 떨어진 해치상의

상 표시석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으로 약 9.6 m, 북으로

이미지에서는 1화소에 7.7 cm로 계산된다. 따라서 최근에

약 7.4 m 지점에 있으며, GPS좌표는 X (East) 값이

촬영된 비교적 낮은 해상도와 거리에 따른 오차는 7.7∼

197924.03, Y (North) 값이 552837.08이다. 오른쪽 해치상

18 cm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지며, 촬영지점의 추정위치

은 서로 약 1.9 m, 북으로 약 8.0 m 지점에 있으며, GPS좌

에 대한 오차는 가로 1 m, 높이 0.25 m의 범위를 갖는다.

표는 X (East) 값이 197965.82, Y (North) 값이 552834.83이

본 연구에서 추정한 해치상의 위치석과 해치상의 원위치

다(Table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광화문의 유리건판 사진

의 차이는 한계 해상도인 18 cm보다 작게는 10배, 크게는

은 가로 7795화소, 세로 5811화소의 디지타이즈(digitize)

50배 떨어진 거리에 있으므로 오차는 무시할 수 있을 정

된 이미지 파일로 촬영지점에서 133.13 m 떨어진 광화문

도로 작다.

은 폭 31.76 m가 1760화소에 상당하는 축척으로 사진상에
Table 1. The coordinate of the center of Haechi position indicators and the estimated original center positions of the Haechi
Statues in front of Gwanghwamun
Center coordinates of
current Haechi indicator

Center coordinates of
original Haechi location

Separation
distance

Left (west side)
Haechi Statue

X(east) : 197923.98
Y(north) : 55283.12

X(east) : 197924.03
Y(north) : 552837.08

To east 9.6 m
To north 7.4 m

Right (east side)
Haechi Statue

X(east) : 197965.70
Y(north) : 552834.74

X(east) : 197965.82
Y(north) : 552834.83

To west 1.9 m
To north 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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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문화재에 관한 기록이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큰 이유일 것

한일합병조약 전인 1907∼1910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

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는 사진기술의 발명과

로 보이는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라는 제목의 도면

보급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사진은 촬영 당시의

으로 경복궁의 광화문으로부터 육조거리의 관청 건물의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기록을 목적으로 한 사진이든 우

배치 및 각 건물의 구조의 평면도(Seoul Museum of History,

연히 촬영한 사진이든 촬영 당시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음

2021)와 1930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고적도보

에는 변함이 없다. 인화된 사진은 물리적으로 버려지고

제10권에 실린 ‘경복궁배치도’(Government-General of

디지털 사진은 간단하게 삭제되는 것이 일상이다. 사진이

Korea, 1930)에 해치상의 위치가 작게나마 표시되어 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적극적인 활

두 개의 도면상에서 광화문으로부터 해치까지의 거리가

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면 기대 이상의

각각 달라서 어느 하나의 기록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

성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문화 콘텐츠의 개발에도 많은

이다. 다만 ‘경복궁배치도’에서는 왼쪽(서편)의 해치상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동편)의 해치상은 흰

사진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세기 후반의 일이기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면이 작성될 당시에

때문에(Yoo and Yoo, 2021) 기록사진을 활용한 문화재 복

도 왼쪽(서편)의 해치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

원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서의 사례이기는 하

인다. 1923년과 1929년에 해치상의 이동과 관련된 기록이

지만 19세기 말의 기록사진을 활용한 우리 건축문화재의

있는데 조선도적도보 10권의 발간연대(1930년)를 감안하

복원 사례는 일부 보고되고 있다. 1899년 5월부터 조선시

면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다른 사진이나 도면과 마찬가지

대의 미국 공사관으로 사용되었다가 102년 만에 우리 손

로 책 발간 이전에 배치도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에 다시 들어오게 된 워싱턴 D.C (Washington D.C.)에 소재

기록사진 분석을 통해 해치상의 원위치를 추정한 결과,

한 ‘대됴션쥬미국공사관(美國華盛頓朝鮮公使館)’ 건물이

현 광화문광장의 해치상 표시석 위치와는 상당부분 떨어

그 예이다(Kim, 2014). 이 건물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진 위치에 해치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문헌상의 기록을 통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주변 지도와 건축양식 등의 고증을

하여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에

통하여 외관을 복원하고 국내외 여러 곳에 산재(散在)되

서울특별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고, 예

어 있는 각종 기록사진을 근거로 당시의 건물 내부의 중앙

정대로라면 월대와 해치상의 복원은 2023년에 이루어질

홀, 응접실, 서재, 식당 등의 내부시설과 장식을 복원한 예

것이다.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가 광화문 월대 및 해치상

가 보고되고 있다. 공사관의 내부시설과 장식의 복원에는

추정지를 발굴조사할 때 현재 설치된 해치상 표시석보다

각국의 공사관을 주로 촬영한 사진가 프란시스 벤자민 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원위치가 추정됨을 고려하여 조사

스톤(Frances Benjamin Johnston)이 1893년에 촬영된 사진

하고 복원하기를 기대한다.

이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Kim, 2014; Kim, 2018;

국립중앙박물관에는 1909∼1945년 촬영된 조선총독

Kang, 2018). 앞으로는 각종 문화재의 복원에 기록사진을

부 박물관의 유리건판 사진 38,000여 장이 소장되어 있다.

포함한 다양한 영상자료들도 귀중한 참고자료 및 고증자

이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 또는 훼손되기 이전의 궁

료로 활용되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궐과 주변 모습을 담은 사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
게 방대한 기록사진 자료들과 이미지 분석기술을 적극적

사 사

으로 활용하면 조선 궁궐의 복원, 관리 및 왜곡 또는 훼손
과정 등에 관한 관련 분야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본 연구를 수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원활한 협의와 작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조사에 앞서 기록사진을 통해

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

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면 조사의 효율성을 크

신 ㈜휴니텍의 유병직 대표님과 국내에 사진기술이 도입

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발굴의 기획단계에서도 좋은

된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실제 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사진이 가지고

진촬영상의 주의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진에 관한 전문

있는 촬영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정보를 과학

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희광 사진

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작가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순조롭게 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현

우리나라는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문화재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유재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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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천연기념물 제415호, 이하 주상절리)에 대한 사면안정성 평가 및 낙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낙석의 최대 에너지, 도약높이, 이동거리를 산출하였으며, 낙석 위험 범위를
설정하였다. 주상절리가 분포하는 사면의 경우 왼쪽(SW)에서 오른쪽(NE)에 이르기까지 93.79°,
131.99°, 165.54°, 259.84°의 경사방향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부채꼴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면
의 경사방향을 따라 4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간별 노출되어 있는 주상절리의 단면에서 개별적
인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측정한 결과 1구간은 125개, 2구간은 261개, 3구간은 262개, 4구간은 43개로
확인된다. 평사투영법을 이용한 각 구간별 사면 안정성 평가 결과, 평면 및 전도파괴 영역에 해당되나
이는 노출된 주상절리면의 개별 방향성에 대한 해석 결과로 주상절리에 대하여 평면 및 전도파괴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낙석으로부터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낙석의 최대 이동거리는 약
66 m이며, 낙석 위험 범위는 사면 아래 전 영역이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석의 거동은
지형학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방향으로 굴러떨어져 낙하지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낙석으로부
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낙석 방지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심어 천연기념물,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평사투영법, 낙석 시뮬레이션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lope stability of the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Natural Monuments # 415) and calculated the maximum energy, jumping height and moving distance
of rockfalls using a simul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established the range of rockfall risk. The
slopes of the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have dip directions of 93.79°, 131.99°, 165.54° and
259.84° from left (SW) to right (NE). Furthermore, they have a fan-like shape. The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s are divided into four sections depending on the dip direction. The measurement results
of the discontinuous face show that zone 1 is 125, zone 2 is 261, zone 3 is 262, zone 4 is 43. The
results of slope stability analyses for each section using a stereographic projection method correspond
to the range of planar and toppling failu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diagnose the type of failure,
risk evaluation of currently falling rocks requires further focus. The maximum movement distance of
a rockfall in the simulation was approximately 66 m and the rockfall risk range was the entire area
under slop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forecast where a rock will fall as it rolls in various directions
due to topographic factors. Thus, the installation of measures to prevent falling is suggested to secure
the s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ockfall simulations and its probabilistic analysis.

Key Words Natural monument,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Stereographic projection method,

Rockfa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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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Hose, 1995; 2003; Stueve et
al., 2002; Koh et al., 2005; Dowling and Newsome, 2006;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이하, 주상절리)는 경북 포항시

2008; Heo and Choi, 2007; Hwang and Kim, 2009; Jin and

남구 연일읍 달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술적, 지질학

Kim, 2010; Kim et al., 2018). 대부분의 지질유산은 자연환

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4월 24일에 천연기념물 제415

경에 노출되어 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암석의 풍화작용,

호로 지정되었다.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는 신생대 마이오

지진 등과 같은 자연현상, 인위적인 요인 등에 의해 훼손

세에 분출한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수직

되어진다. 이러한 지질유산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 및 안

한 방향으로 주상절리가 잘 발달하고 있다. 규모는 높이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20 m, 길이 약 100 m에 달하고 있으며, 마치 병풍을 펼쳐

지금까지 주상절리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국내에 분포

놓은 형상을 보인다(Kim et al., 2018). 전체적으로 북동

하고 있는 주상절리의 분포 및 이들 주상절리의 생성원

주향에 남동쪽 방향으로 70°이상 경사져 있으나, 북동 경

인, 형태학적 및 암석학적 연구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계부에서는 수평에 가까운 경사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거동과 변형에 따른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주상절리는 과거 채석 과정에서 발견된 이후로 많은 양의

다(Koh et al., 2005; Hwang and Kim, 2009; Jin and Kim,

낙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낙석 발생

2010; Ahn, 2010; 2014; Ahn et al., 2014; Ko et al., 2016).

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를 대상으로 사면

낙석은 암종, 지질구조에 따라 형상, 체적, 중량 등 규모

안정성 평가 및 낙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낙석의 위험

가 다양하고 발생 조건에 따라 미끄러짐, 회전, 도약 등

범위를 설정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운동 형태를 보이며, 비탈면의 경사, 요철, 식생
등 지형학적 요인에 따라 불규칙한 거동을 보인다(Ritchie,

2. 연구방법

1963). 주상절리 암반 사면으로부터 약 50 m 이내에는 통
행로가 인접하고 있고, 관람객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어 관

이번 연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달전리 주

람객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며, 산사태 위험 지도

상절리에 대한 사면안정성 평가 및 낙석 거동 특성을 살

(산림청, 2019)를 살펴보면 주상절리가 분포하는 암반 사

펴보았다. 지질조사에 있어 불연속면 조사는 보편적으로

면의 경우 산사태 위험 등급이 1, 2등급에 해당된다.

클리노미터기 등을 이용한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져왔

최근 국내외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에 대

다.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의 경우 구배가 1:0.7 이상의 급

하여 보호 및 관리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경사이고, 높이가 10 m 이상이므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

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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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드론(Phantom 4 Pro, DJI社,

3. 지질 개요

CHN)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3차원
으로 모델링한 결과로부터 JMX Analyst software를 이용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는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

하여 불연속면의 경사방향 및 경사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

으며, 포항분지에 해당한다 (Figure 2). 한반도 남동부 지

으며, Di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면 안정성 평가를 하

역은 올리고세 말부터 마이오세 동안 동해의 확장에 따른

였다(Figure 1).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기인

낙석은 사면에서 암석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한 다수의 신생대 마이오세 분지들이 발달한다. 이러한

재해로서, 암반에 발달한 절리, 편리, 층리 등의 균열이

퇴적분지들은 지리적 위치와 퇴적물의 특징에 따라 포항,

확장되어 낙하하는 현상이다. 암석이 중력에 의하여 낙하

장기, 와읍, 어일, 하서, 정자, 울산분지 등으로 구분된다

할 때에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하게 되며, 이때

(Kim, 1970; Lee et al., 1992; Son and Kim, 1994; Son, 1998;

가속도에 의해 더욱 빠르게 낙하하고, 원거리까지 이동하

Son et al., 2000; 2005; Kim et al., 2011).

게 됨으로써 피해범위 및 규모가 확대된다. 이에 iRockfall

달전현무암이 분포하는 포항분지는 전기 마이오세 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00회의 낙석 시뮬레이션을 실

(17 Ma)부터 중기 마이오세에 걸쳐 퇴적물이 충전된 분지

시하여, 낙석 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낙석 시뮬레이션

로서, 대규모 단층운동에 따라 빠른 분지의 침강으로 분

에서는 지형의 횡단면 정보뿐만 아니라 낙석의 크기, 단

지 서쪽 경계를 따라 선상지-삼각주계 퇴적물이 먼저 퇴

위중량, 등가마찰계수가 요구된다.

적한 후 분지 동쪽이 깊어짐에 따라 해침이 발생하여 해

이번 연구에서 낙석의 크기(직경)는 주상절리의 절리

양성 부유 퇴적물이 그 상부를 덮게 두껍게 피복하였다.

면 간격을 고려한 0.30 m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대

포항분지 충전물은 전체적으로 화산물질을 포함하고 있

크기인 0.80 m로 설정하였다. 실내시험을 통해 달전리 현

지 않으며, 초기의 일부 육성 퇴적물을 피복하는 다량의

무암의 단위중량을 2.5 kN/m2를 적용하였으며, 낙석의 중

천해성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 마이오세 분지의 충

량은 0.353 kN, 0.6702 kN이다. 낙석의 형상은 구형으로

전물과는 뚜렷이 구별된다(Song et al., 2015; Kim et al.,

가정하였으며, 등가마찰계수(μ)의 경우에는 도로안전시

2018). Song et al.(2015)에 의하면 달전지 일대에 분포하고

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을 참고하여 0.05

있는 달전현무암은 3매의 주 암체와 여러 매의 암맥(dike)

를 적용하였다.

과 암상(sill)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원의 현무암으로, 세립질의 기질에 감람석

Figure 2. Regional geologic and structural map of the Miocene basin in southeast Korea. (a, b) Geological map
of the Pohang basin with location of the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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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침상의 사장석 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입암체의 규

토사가 충진되어 있다. zone 2 구간은 암회색이며, 신선∼

모가 작을수록 구성 광물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을

약간풍화 상태를 보이며, 정면은 수직, 상부는 경사를 가

보인다.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는 달전현무암에 해당하며,

진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있다. zone 1 구간과 마찬가지로

이들과 접하고 있는 암석은 대부분 포항분지 내 연일층군

동일한 방향을 가지는 저각의 전단절리가 발달하고 있다.

의 미고결된 사암 또는 실트암이며 데사이트질 암석과 접

상부 경사를 가지는 주상절리 부분에서는 낙석 발생 후

하기도 한다(Figure 2). 달전현무암은 알칼리 현무암으로

토사가 붕적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서 층서적으로 연일층군을 관입한 포항분지 충전물에 해
당하며, 포항분지의 발달사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zone 3에서는 담회색 내지 담황색을 보이며, 심한 풍화
상태를 보인다. 좌측은 와상, 우측은 경사-수직으로 주상
절리가 발달하고 있다. 좌측 상부는 토사 유실로 인한 오

4. 야외기재학적 특성

버행이 관찰되며, 하부에서는 유수에 의한 골이 발생하고
있다. zone 4는 암회색 내지 담회색이며, 약간∼심한풍화

주상절리가 분포하는 사면의 경우 왼쪽(SW) 방향으로
부터 오른쪽(NE)에 이르기까지 93.79°, 131.99°, 165.54°,

상태를 보인다. 상부에서 수직으로 발달한 주상절리가 미
약하게 관찰된다(Figure 4).

259.84°의 경사방향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부채꼴의 형상
을 하고 있다. 관찰 방향에 따라 사면의 경사방향이 다르

5. 불연속면 측정 결과

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의 경사방향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구간별로 암석의 풍화 정도 및 기재적인

주상절리 암반 사면을 대상으로 사면의 경사방향을 기

특성을 살펴보았다(Figure 3). 특히 암석의 풍화 등급의 경

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설정한 후 각 구간별 불연속면의 방

우 암석의 변색 정도, 장석 및 운모류의 풍화 상태, 절리

향성을 측정하였다. 주상절리의 경우 조사자의 접근이 불

면의 발달 상태, 그리고 슈미트해머의 반발 정도를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여 이미지 촬영을 실시하

하여 구분하였다.

여, 3D 모델링 및 좌표보정 후 암반 사면에 나타나는 불연

zone 1 구간은 암회색이며, 신선∼약간풍화 상태를 보

속면의 방향성을 측정하였으며, 각 구간별로 살펴보았다.

이며 수직으로 주상절리가 발달하고 있다. 사면의 경사

각 구간별로 측정된 불연속면은 zone 1은 123개, zone 2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저각의 전단절리가 발달하고 있으

211개, zone 3은 255개, zone 4는 43개로 측정되었으며, 이

며, 절리의 간격은 매우 좁게 나타난다. 상부에 수목 및

를 동일 방향성을 가지는 절리군으로 그룹화하여 방향성

식생에 따른 절리면이 확장되어 있으며, 절리 틈 사이로

을 살펴보았다(Figure 5).

Figure 3. The section according to dip direction and dip of slope of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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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photograph by section.

Figure 5. Rose diagram for discontinuities of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510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zone 1의 경우 N8° E∼N28° E(30∼84° SE), N1° W∼
N49° W(66∼85° NE)로 향하는 전면부 절리와 N2° W∼
N36° W(8∼74° SW), N2° E∼N36° E(4∼85° NW)로 향하
는 전단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zone 2의 경우 N62° E∼N88° E(37∼87° SE), N61° W∼
N89° W(06∼88° SW), N8° E∼N60° E(18∼80° SE), N1°
E∼N3° E(62∼75° NE)로 크게 4방향으로 향하는 주상절
리와 N2° E∼N73° E(19∼76° NW)로 향하는 전단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zone 3의 경우 N73° W∼N89° W(26∼85° SW), N75°
E∼N86° E(49∼86° SE), N6° E∼N° 40E(54∼88° SE),
N41° E∼N72° E(08∼90° SE), N1° E∼N85° E(08∼89°
NW), N1° W∼N38° W(19∼89° NE)로 다른 구간에 비해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는 주상절리와 N41° W∼N81°
W(19∼89° NE), N29° W∼N76° W(08∼90° SW)로 향하는
전단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zone 4의 경우 N9° E∼N28° E(09∼36°SE), N13° W∼N25°
W(59∼73° SW), N5° E∼N37° E(67∼79° NW), N38° W∼
N66° W(66∼88° SW)로 향하는 절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6. 사면 안정성 평가
암반에서 사면의 파괴형태는 원호파괴, 평면파괴, 전
도파괴 및 쐐기파괴로 구분되며, 원호파괴를 제외한 세
가지 유형은 불연속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분석하여 평
사투영법으로 파괴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서는 드론과 입체사진측량기법을 활용하여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파악하였으며, 평사투영 해석을 통해 주상절리
의 파괴 유형 및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평사투영 시 내부
마찰각의 경우 Barton(1974)이 제시된 현무암에 대한 최
대 전단강도를 참고하여 40°로 설정하여 작도하였다.
zone 1의 사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는 각각 93.79°/56.24°
로 극점투영으로 살펴본 결과, 평면파괴 영역에서는 확인
되지 않으나, 불연속면의 극점이 전도파괴 영역에서는 일
부 확인되어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보인다. 쐐기파괴의 경
우 우세한 세 방향 절리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살펴보면
J1(141°/72°), J2(75°/69°), J3(111°/67°)로서, 절리의 경사각
이 사면의 현재 경사각보다 높으며, 파괴영역 외부에서
극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대원이 교차하고 있어 발생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zone 2의 사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는 각각 131.99°/56.35°
로 극점투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절리의 경사각이 내
부마찰각(40°)보다 높고 사면 경사각보다 낮은 절리 극점
이 평면파괴 영역에 해당된다. 쐐기파괴의 경우 우세한

Figure 6. Stability analysis of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using Dips.
세 방향 절리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살펴보면 J1(172°/75°),
J2(090°/66°), J3(120°/62°)로서, 절리의 교착점이 zone 1과
마찬가지로 파괴영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쐐기파괴 가
능성은 낮아 보인다.
zone 3 사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는 각각 165.54°/56.98°
로 극점투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절리의 극점이 평면
및 전도파괴 영역에 해당된다. 쐐기파괴의 경우 우세한
세 방향 절리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살펴보면 J1(139°/62°),
J2(223°/77°), J3(173°/60°)로서, 절리의 교차점이 쐐기파괴
영역 인근에서 확인되나, 현재의 사면 경사각에서는 파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zone 4의 사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는 각각 259.84°/46.75°
로 극점투영으로 살펴본 결과, 절리의 극점이 평면 및 전
도파괴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쐐기파괴의 경우 우세한
네 방향 절리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살펴보면 J1(294°/74°),
J2(212°/78°), J3(245°/70°), J4(275°/68°)로서, 절리의 교착
점이 쐐기파괴 영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파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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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석 시뮬레이션 결과

주상절리 단면이 확인되고, 심한 풍화 양상을 보이는
0 + 060.00에서는 최대 도약높이는10.582 m, 에너지는

주상절리 암반 사면 내에서 낙석 운동 가능성이 있는

10.774 kJ로 산출되었으며, 최대 이동거리는 약 52 m이다.

블록을 대상으로 낙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200회의

0 + 070.00에서는 0 + 060.00과 달리 하부에 이르기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낙석 궤도와 도약높이, 에너지 등을

회전운동이 지속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최대 도약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낙석 평가의 검토 단면은 드론을

높이는 13.729 m, 에너지는 17.127 kJ에 이르는 것으로 산

활용하여 평면촬영 이미지, 3차원 모델링 및 이로부터 수

출되며 시작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5 m 이상 이동할

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을 제작하고, 주상절리

것으로 판단된다.

암반사면에 대한 등고선도와 10 m 간격의 횡단면도를 작

0 + 090.00에서는 사면을 따라 비행이 우세하고, 하부

성하였으며, 각 지점에서 낙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완경사에서는 회전운동 특성을 보이며 최대 도약높이는

이때 3개 지점을 선정한 후 암석이 각 지점을 통과할 때

12.228 m, 에너지는 17.355 kJ로 나타났다. 이동거리는 약

의 도약높이, 에너지를 산출하였다(Figure 7).

52 m로 나타났지만, 일부 잔여 에너지를 가진 낙석들은

낙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0 + 010.00 위치에서

회전운동에 의해 더 멀리 이동할 것이라 판단된다. 0 +

는 최대 도약높이는 1.404 m, 에너지는 3.391 kJ로 산출되

100.00에서는 암석의 풍화 및 절리 내 충전물로 인해 낙석

었으며, 최대 이동거리는 약 52 m이다. 0 + 040.00 위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된다. 최대 도약높이는

서는 에너지가 먼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지형

11.554 m이며, 에너지는 15.742 kJ로 이동거리는 약 66 m로

이 갑자기 바뀌어 도약이 시작되며, 도약 이후 운동특성

나타났다. 0 + 110.00에서는 최대 도약높이는 14.3064 m이

은 회전이 우세하며 도약높이는 2.088∼3.680 m로 높고,

며, 에너지는 14.682 kJ로 이동거리는 약 66 m로 나타났다.

에너지는 0.265∼4.247 kJ로 시작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0 + 140.00에서는 최대 도약높이는 1.886 m이며, 에너지는

약 42 m 정도 이동하였다.

3.138 kJ로 이동거리는 약 66 m로 나타났다(Figure 8).

Figure 7. Nvestigated cross section of Pohang Daljeon-ri columnar joint for rockfa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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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평면 및 전도파괴가 예상된다. 일반적인 평사투
영 해석은 사면 전체에서 대규모 파괴가 예상되는 중요
절리면의 방향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주상절리의 경우 노
출된 주상절리면의 개별 방향성에 대한 해석 결과로 파괴
유형이나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
다. 그러나 주상절리의 경우 단일 방향으로 형성되기도
하나, 다양한 분출 방향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주상절리
암반 사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낙석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되며, 주상절리 내 암반 사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석 발
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낙석 시뮬레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에너지 및 낙석 이동거리를
계산하여 달전리 주상절리의 낙석위험 범위를 작도해보
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낙석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9). 이에 낙석 위험
범위가 교차하는 최외곽 지점을 연결하여 낙석 방지시설
설치 구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낙석 방지시설 설치 시에
는 낙석 크기, 낙석 방지시설 한계저항치, 경관훼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0).

9. 결 론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암반사면
에 대한 붕괴 및 낙석 위험 가능성이 예상되는 저짐을 대
상으로 사면 안정성 평가 및 낙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는 평면상 부채꼴 형태의 모
양으로 지표에 노출되어 있으며, 왼쪽(SW)에서 오른쪽
(NE) 방향에 이르기까지 사면의 경사방향은 각각 93.79°,
131.99°, 165.54°, 259.84°로 나타나며, 이러한 사면의 경사
방향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2)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에 대한 각 구간별 암석 풍화
상태를 살펴보면 zone 1과 2는 대체로 신선∼약간풍화,
Figure 8. The results of Jumping height, maximum energy,
distance of rockfall through rockfall simulation.

zone 3은 심한풍화, zone 4는 약간풍화∼보통풍화를 보이
며, 일부 심한풍화를 보인다. zone 1의 좌측과 zone 4의
우측에서 절리 틈 사이에 습윤 상태의 충전물이 채워져

8. 고 찰

있으며, zone 3은 토사가 유실되면서 오버행 형태로 나타
나며, 심한풍화 상태를 보이는 주상절리의 틈 사이를 메

이번 연구에서는 주상절리 암반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낙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낙석으로부터 위험

우고 있는 충전물이 제거된 상태로 하부 지지력에 의해
자립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구간을 설정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

3) 드론과 입체사진측량기법을 활용한 포항 달전리 주

였다. 주상절리 암반 사면에서 나타나는 불연속면의 방향

상절리 불연속면의 방향성 측정 결과, zone 1은 125개,

성과 사면 경사방향을 고려한 평사투영 해석 결과, 일부

zone 2는 261개, zone 3은 262개, zone 4는 43개의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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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ockfall risk range through rockfall simulation.

Figure 10. The management plan according to the risk range of rock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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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측정된다. 평사투영 결과, 평면 및 전도파괴 영역에
해당되나, 이는 노출된 주상절리면의 개별 방향성에 대한
해석 결과로, 평면 및 전도 파괴의 가능성을 진단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낙석으
로 인한 위험 가능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4) 낙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낙석 위
험 범위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낙석으로부터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낙석의 최대
이동거리는 약 66 m로서, 낙석의 위험 범위는 사면 아래
전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 60 m의 낙석 방지시설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낙석 방지시설을 고려할 경우 낙석
크기, 낙석 방지시설의 한계 저항치, 경관훼손 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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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미술의 보존처리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작가, 유족, 재단 등 일종의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이들이 소유한 작품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작가 인터뷰는 명확한 ‘작가의 의도’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작가 사후에도 신뢰도 높은 보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현
대미술관 소장 목제 작품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들뜨고 분리된 수피 상태에 적
용할 충전제의 제조에 작가 인터뷰 내용 속 수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보존처리
결과 작품의 수피는 안정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수종분석을 통해 작가 인터뷰의 정보
가 실제와 다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작가 및 유족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슷
한 수피 상태를 가진 작품의 보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어 현대미술, 작가 인터뷰, 유의, 수피, 보존처리
ABSTRACT The ‘artist’s inten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ervation process of contemporary

art. Accordingly, the information on artworks owned by the artist, their bereaved family members,
and foundations that have decision-making power is important. The artist’s interview is the kind of
data that can clear ‘artist’s intentions’ to ensure reliable conservation treatment can be carried out even
after the artist’s death.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use information from the artist’s interview
on the type of wood in the manufacture of the filler required for lifted and separated bark conditions
in the conservation process of wooden artwork i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hile the conservation treatment resulted in the stable preservation of the bark of artwork, an
analysis of the wood confirmed that the information in the artist’s interview was not true. Consequently,
we suggest that attention must be paid towar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artist, their bereaved
families, etc.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is also expected to help preserve upcoming artworks
with similar bark conditions.

Key Words Contemporary Art, Artist Interview, Attention, Bark, Conservation

1. 서 론

현대미술이란 포괄적으로 20세기에서 오늘날까지를
아우르는 미술 개념이다. 따라서 제작 시기상 작가 또는

현대미술 작품은 비슷한 재료 및 미술사조, 심지어 같

유족, 재단 등 작품을 만들거나 작품이 가진 의미를 정확

은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각 작품에 따라 보존처리가

히 알고 있는 인물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술품

달라질 수 있다(Heo and Han, 2013). 또한 새롭고 다양한

보존처리에 있어 작가, 유족, 재단 등 일종의 의사 결정권

재료가 사용되거나 빛, 소리, 개념 등 비물질적인 작품들

을 가지는 이들이 소유한 작품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

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미술의 보존처리에서는 원형 유

하다. 특히 작가의 경우 가장 정확한 ‘작가의 의도’를 제

지 및 가역성, 최소한의 개입 등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보

공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에 따라 작가가 제공하는 작품

존윤리와는 다르게 작가의 ‘의도된 외형’을 유지하는 데

정보로 인해, 작품의 보존처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작

초점을 두어야 한다(Mack et al., 2016). 따라서 현대미술

가와의 협업이 중요하게 되었다(Kwon and Lee, 2020).

의 보존처리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는 방향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존 작가는 본인 작품의 보존처리에 개입하여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작가 Richard Fauguet(1962∼)는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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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으로 만든 작품 ‘Mirida’(1994)가 변색되었을 때 처음에

립현대미술관 목제 소장품 중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인터뷰

는 작품을 다시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나중에는 보존처리

정보가 남아있는 ‘무제(Untitled)’(1972)의 보존처리 과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특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일부 외관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사례를 통하여 작

의 변화에 동의하였다. 인도의 Matho 박물관에서는 소장

가가 남긴 정보가 보존처리 방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품인 ‘의례용 탈’의 보존처리 시, 탈을 만들고 종교적인

유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의식을 이어오는 승려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미적
무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결실된 부분을 원형과

2. 대상 작품

다르게 임의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Chretien,
2015).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 ‘Flower tree’(2014)의 보

보존처리 대상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 중인 목

존처리를 위하여 진행된 사전 인터뷰 당시 작가 최정화

제 조각품으로 조성묵(趙晟默, 1940∼2016) 작가의 작품

(1961∼)는 손상되어 변형된 프레임은 재제작하고, 파손

‘무제(Untitled)’이다(Figure 1). 작품은 1972년 제작되었으

된 꽃들은 기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배치

며, 작가의 1970년대 작품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하되 사진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복원할 것을 요청

작품은 4개의 독립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품의

하였다(Han et al., 2021). 이처럼 현대미술의 보존처리에

외형은 자연목 그대로의 모습과 발 모양으로 제작된 청동

있어서 최소한의 개입 및 원형 유지보다 작가의 의도가

을 결합한 형태이다. 자연적인 나무 모습과 인위적으로

우선시되기도 한다.

형상화된 발 모양의 결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체

작가가 사망한 경우, 유족 및 재단 등의 정보와 작품에

를 연상하도록 제작되었다. 해당 작품은 <Message>나

대한 과학적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존처리가 진행된다.

<Messenger>라고 이름 붙여진 1980년대 작가의 작품들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Niki de Saint Phalle(1930∼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며, 자연과 인위 또는 대상과

2002) 작가의 ‘Black Nana(Lara)’(1967)는 보존처리를 위해

인식의 틈 사이에서 기능할 수 있는 알레고리를 창출하는

페인트 성분에 대한 분석과 사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것으로 조성묵 작가의 작품 세계가 맞춰지고 있는 과정의

(Kwon et al., 2016). 그 결과를 바탕으로 Niki de Saint

작품이다(Hong, 1994). 이는 동시대 아르테 포베라(Arte

Phalle 재단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보존처리가 진행되었다

Povera)나 모노파(物派) 등 당시 세계적인 미술계 흐름과

(Kwon and Lee, 2020). 다만 이처럼 작가 본인이 없는 경

공감하는 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보존처리 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합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작품에 대한 생전 작가의 정보가
담긴 인터뷰 및 동의서 등 자료가 있다면 더욱 빠르고 신
뢰성 높은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처럼 신소재로 제작되거나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재료가 사용된 현대미술 작품들은 보존처리
에 있어 작가의 정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 가
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목제 작품 중 일부는 목재들
이 가진 수피(樹皮)가 제거되지 않고 작품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해당 수피들은 작품 제작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들뜸, 박락, 열화 등 다양한 손상 유형들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수피가 있는 목제품에 대한 보존처리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목제품 보존처
리에서도 대상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가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21). 수피와 관련한
보존처리 사례 및 연구가 드문 만큼, 현대미술 작품의 보
존처리에서는 작가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피에 물리적 변형이 발생한 국

Figure 1. ‘Untitled’ by Cho Sung Mook.
2.1. 작가 인터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 <멋의 맛_조성묵>
(2015.12.1.∼2016.6.6.)과 관련하여 2015년 조성묵 작가가
생존했었던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직원들이 작가의 스튜
디오를 방문하였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출품되는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전반적인 작가의 작품들에 대
해 자문하였다(Figure 2). 청동, 우레탄, 종이, 목재 등 작가
가 사용한 재료 및 제작 기법들에 관하여 설명받고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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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rtist interview.

Figure 3. Wooden artworks in workroom.

처리 방법 및 재료,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

목에서 보이는 수피에 대한 보존 및 유지가 중요하다고

다(Figure 3).

판단되었다.

작품 ‘무제(Untitled)’(1972)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진행
되었으며, 당시 작가는 작품을 설명할 때 다리 역할을 하

2.2. 작품 상태

는 목재들은 산에서 죽은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사용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작가의 제작 의도가 자연목
이 인체를 연상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하였기 때문에 자연

작품의 수피 표면에는 거미줄과 먼지들이 얽혀 있거나,
백색 얼룩이 수피 틈 사이로 고착되어 있었다(Figure 4A).

(A) White stain

(B) Pollution

(D) Insect house

(E) Lifting

(G) Loss
Figure 4. Details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H) wood powder out

(C) Hole

(F) Separation

(I)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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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상부 단면은 백색 반점들이 자리하고 전체적으로 검

용하여 메우는 작업(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게 오염된 상태였다(Figure 4B). 또한 수피 표면에는 작품

Heritage, 2018)이 진행되는데, 해당 보존처리에 필요한 접

이 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충공(虫孔)들

착제와 첨가제의 혼합비율은 선행된 연구 결과(Kim et al.,

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었다(Figure 4C). 대부분의 충공

2021)를 참고하였다.

안쪽에는 백색 벌레집이 존재하였고 갈라거나 떨어진 수

선행된 연구에서는 경화시간이 일정 이상 필요한 접착

피 틈 사이로 원형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4D).

제와 첨가제로 목분을 혼합하여 혼합비율 및 충전 두께에

다만 작품은 2016년 10월 훈증 처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고, 제조한 충전제를 수피와 목질부

현재 내부에 가해 곤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이 이격이 발생한 목재에 적용하여 적용성 및 내후성을

작품은 수피와 목질부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여 전체적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아교를 사용한 시편들이 다른 접

으로 수피가 들떠 있는 상태였다(Figure 4E). 수피 중 일부

착제에 비해 물성 및 목재 적용성 모두 뛰어났고 그중 아

는 박락되거나 결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부로 드러난

교와 목분 혼합비율 1 : 2의 충전제 시편이 가장 우수한

목질부 표면에서는 갈라짐이 관찰되었다(Figure 4F, 4G).

결과(Kim et al., 2021)를 나타내어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또한 충해 및 수피 열화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

필요한 충전제를 제조하였다.

편들이 수피와 목질부의 틈 사이에 다량 존재하여 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재 첨가제는 수종별 수분 함량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탈락하고 있

이 다르고 동일한 목재 내에서도 절단 방향에 따라 수축

었다(Figure 4H). 발 모양으로 제작된 동합금들은 바닥 면

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같은 방향으로 자른 동일

테두리나 발가락 등 모서리를 중심으로 부식층이 형성되

한 나무 종을 사용하여 복원하는 방법이 선호되었다

었으며, 작품 정보가 표기된 접착 이물질도 관찰되었다

(Park, 2017). 따라서 해당 보존처리에서는 작가 인터뷰 중

(Figure 4I).

작품을 구성하는 수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카시

2.3. 보존처리 계획

였다. 그러나 작가의 인터뷰 내용과는 다르게 육안상으로

아’ 나무 목분을 일정한 크기로 제조하여 사용하고자 하

상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존처리 방법과 순
서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1) 클리닝: 거미줄 및 소형 목편 등 이물질을 물리적으
로 제거한다. 습식 세척을 통해 표면 얼룩 및 오염물
질을 제거한다.
2) 접합 및 복원: 들뜨거나 탈락한 수피를 접합하고, 수
피와 목질부 사이 빈 공간을 충전하여 복원한다.
3) 코팅: 청동 발의 표면은 왁스를 이용해 코팅하여 대
기 중의 부식 인자를 차단한다.

도 작품을 구성하는 4가지 나무줄기 간의 차이가 관찰되
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존처리를 위하여, 충전제 제
작에 앞서 수종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코팅’ 과정에서 작품의 수피는 재질 자체의 열화 정도
가 크지 않고 수피와 목질부 간 이격으로 인해 내부에 생긴
빈 공간을 충전하고 핸들링 시 압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피 표면에 대한 코팅 처리는 제외
하고 청동 발 표면에 대한 코팅 처리만 진행하고자 하였다.
2.4. 수종분석
작품에서 탈락한 목재 파편을 이용하여 광학현미경

‘클리닝’ 과정에서 수피 내부에 존재하는 소형 목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에어컴프레셔(Major V300, Airfactory,
KOR)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온전해 보이는 수피 부위 중

(Eclipes Lv 100, Nikon, JPN)으로 조직 관찰 후 수종을 식
별하였다.
수종분석 결과, 작품을 구성하는 4개의 나무 모두 활엽

내부에 열화된 목편들이 쌓여 있어 압력을 가했을 때 견

수재로 그중 1번과 2번에서 공권이 1, 2열 배열하는 환공

고하지 못하고 눌려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재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도관은 후벽의 원형으로 고립된

공기압을 이용해 안쪽 깊이 위치한 열화된 목편들도 최대

상태로 존재하였다. 방사단면에서는 단천공이 관찰되었

한 제거하여 보존처리 후 핸들링 시 추가적인 목편 탈락

고, 도관 사이의 벽공은 교호상으로 관찰되었다. 방사조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직은 평복 세포로만 이루어진 동성형이었고, 단열방사조

‘접합 및 복원’ 과정에서 내부의 빈 공간을 복원하는

직과 광방사조직으로만 구성되었다. 관찰된 결과를 바탕

경우, 수피 상태에 적합한 처리제가 필요하였다. 일정 이

으로 해당 수종들은 참나무과(Fagaceae)의 참나무속

하의 결실 부위는 접착제와 첨가제를 혼합한 충전제를 이

(Quercus spp.)으로 식별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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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Untitled’(1972) species
Artworks

Cross section

Radiate section

Tangential section

Radiate section

Tangential section

Untitled (1)

Untitled (2)
Table 2. Analysis of ‘Untitled’(1972) species
Artworks

Cross section

Untitled (3)

Untitled (4)
3번 작품은 2, 3열의 공권을 가지고 있는 환공재로, 소
형 도관이 파상으로 나타났다. 도관 내부에 타일로시스가

릅나무과(Ulmaceae)의 느릅나무속(Ulmus spp.)으로 식별
하였다(Table 2).

관찰되었고, 도관 내 나선비후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방

4번 작품은 환공재로 3, 4열의 공권을 가지며, 고립 또

사단면에서 단천공이 관찰되었고, 도관 사이의 벽공은 교

는 2, 3개의 집단 관공으로 구성되었다. 단천공이고 도관

호상으로 관찰되었다. 방사조직은 동성형으로 2∼4열의

내 타일로시스가 관찰되었다. 방사조직은 동성형으로 1∼

세포 나비가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종은 느

7열의 세포 나비가 관찰되었다. 도관 내 벽공은 교호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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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되었으며 축방향 유조직은 주위상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수종을 뽕나무과(Moraceae)
의 뽕나무속(Morus spp.)으로 식별하였다(Table 2).
수종분석 결과, 작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아카시아 나
무는 식별되지 않았고 다른 수종 세 가지가 식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3. 보존처리

3.2. 접합 및 복원
선행 연구 결과(Kim et al., 2021)를 바탕으로 충전제는
아교 20 wt%(in distilled water)와 목분을 1 : 2 비율로 혼합
하여 제작하였다. 목분은 수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균일
한 크기의 목분을 사용하기 위해, 시중에서 400 mesh로
집진된 AA-Type 목분(Woori wood powder, 2014)을 구매
하여 사용하였다. 충전 방식은 갈라지거나 들뜬 수피 틈
사이로 충전제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Figure
7A). 충전 과정에서 들뜬 수피에 압력을 가하여 주변 수

3.1. 클리닝

피부와 높이 및 형태를 맞추어가며 진행하였다.

수피 표면의 거미줄 및 먼지 등은 부드러운 붓을 이용

내부에 빈 공간이 있지만, 충전제가 들어갈 수 있는 틈

하여 건식 클리닝하였다(Figure 5A). 들뜬 수피와 목질부

이 없거나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위의 수피를

사이에 존재하는 소형 목편 및 나무의 갈라진 틈 사이에

메스로 분리한 후 드러난 목질부에 일정한 두께의 얇은

고착된 이물질들은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제거하였

칩(Chip) 형태로 가공한 충전제를 붙여 균일하게 도포하

다(Figure 5B). 소형 목편 제거 과정에서 공기압으로 인해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Figure 7B). 이때 외부로 드러나

수피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하였고, 부득이하

는 절단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뭇결을 따라 절개하였

게 떨어져나온 일부 수피는 수습 후 재접착을 위하여 본

다. 충전되는 부위의 두께 및 수피 상태에 따라 일부 부위

래 위치를 기록하였다. 작품 표면에 존재하는 백색 얼룩

에는 목분 혼합비율을 1 : 1과 1 : 2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및 때 등 오염물질에 대해 에틸알코올 50 wt%(Ethyl

조절하여 적용하였다.

alcohol in distilled water) 용액과 면봉 및 이온퍼프®를 이

기존에 탈락했었던 수피 또는 클리닝 과정에서 분리된

용하여 습식 클리닝하였다(Figure 6). 오염물질 제거 과정

수피들을 본래 자리에 위치시키고 아교 20 wt%(in

에서 특정 부분만 밝아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

distilled water) 용액을 이용하여 접착시켰다(Figure 7C).

조를 맞춰가며 진행하였다.

고무줄과 발포제를 이용하여 재부착한 수피가 고정되고
충전 부위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배치한 뒤 아교와
충전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건조시켰다(Figure 7D).

(A) Brush

(B) Air compressor

Figure 5. Dry Cleaning.

(A) Filling between gaps

(A) White stain

(B) Pollution

Figure 6. Wet Cleaning.

(B) Bark separation and
filler application

Figure 7. Bonding and restoration of bark section.

(C) Bonding separated bark (D) Bark combination and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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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issance wax®)를 고르게 도포하여 마무리하였다

3.3. 보강
충전 부위의 건조가 완료된 후 수피 재접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동을 위한 핸들링 시 가해지는 압
력에 견고히 버티지 못하는 일부 부위 등 안정적이지 않
은 부분에 대해 주사기를 이용하여 아교 20 wt%(in

(Figure 9C, 9D).
3.5. 처리 완료
보존처리 완료 후 작품 이동 및 핸들링 시 소형 목편의

distilled water) 용액을 주입하였다(Figure 8A). 수피 결실

탈락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들뜨거

및 갈라짐 등의 원인으로 목질부가 대기 중에 노출된 부

나 탈락한 수피는 주변 부위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안

위의 경우, 수분 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물리적 변형을 방

정적으로 부착되었다. 표면 오염과 이물질이 제거되어 작

지하기 위해 수피 끝부분 아래의 충전제 단면을 45∼60°

품 본래의 색상이 온전하게 나타났다. 청동 발은 표면의

의 사선으로 성형하여 마무리하였다(Figure 8B). 성형 과

부착물 및 소형 목편 등이 제거되었고 본래의 광택을 되

정에서 목질부 및 수피 표면에 묻은 잔여 충전제는 증류

찾았다(Figure 10, Figure 11). 보존처리는 작품 표면보다

수와 면봉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Figure 8C).

수피 아래를 충전하는 과정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
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의 변화가 크지 않아 본 논문에
서는 보존처리 전후의 전체 모습 중 변화가 가장 큰 ‘무제

3.4. 코팅
청동 발 아랫부분에 부착된 접착 이물질은 핀셋이나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Figure 9A). 청동 발
표면의 먼지 및 때 등 오염물질을 에틸알코올 99.9
wt%(Ethyl alcohol) 용액으로 습식 클리닝하였고, 소도구
를 이용하여 틈 사이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Figure
9B). 표면 정리가 완료된 후 관찰한 결과, 부식 정도가
심하지 않아 방청처리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기 중 부식
인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표면 코팅을 실시하였다. 클
리닝이 완료된 청동 발에 붓과 면천 등으로 왁스

(A) Animal glue injection

(3)’의 사진만 게재하였다.
보존처리 과정 및 작품 반출 이전 보존처리실에 보관
되는 동안 충전제 적용 부위 등에서 이상 현상은 관찰되
지 않았고, 일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수장고로 이전된다
면 작품에 더욱 알맞은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하였
다. 다만 작품에 사용된 충전제는 아교를 기반으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온습도 변화와 곰팡이 등 병충해에 취약할
가능성이 고려되었고 이에 따라 수장고 환경 및 작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존처리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B) Oblique shape molding

(C) Cleaning with distilled water

Figure 8. Reinforcement.

(A) Remove adhesive
material
Figure 9. Wax coating.

(B) Remove foreign
substances

(C) Applying wax

(D) Wax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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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fter

(A) Before

Figure 10. Photo of whole image before and after.

4. 결 론
수피에 손상이 발생한 목제 작품 ‘무제(Untitled)’에 대
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해당 보존처리에서 들뜬 수피
를 안정화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접착제와 목
분 첨가제를 혼합한 충전제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생전
인터뷰에서 얻은 대상 작품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충전제
제작 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실제
작품의 수종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작품이
제작되고 44년이 지난 상황에서 작가 인터뷰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한 작가라도 사용한 재료를 모두
기억하는 것은 어렵고 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
각된다. 이에 따라 작품에 대한 실험 및 보존처리는 수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현대미술의 보존처리에 있어서 작가 인터뷰는 필수적
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만들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비슷한 작품이 많은 경우, 작가가 가진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가는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와 물성에 관해 전문가
가 아닐 수 있고, 작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올바르
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존처리 시 작가

(A) Before

(B) After

Figure 11. Photo of detailed images before and after.
및 유족, 조수 등이 제공한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정보에 대한 맹신이나 무조건적인 대입은 지양해야 할 것
이다. 정보의 적용과 활용에 있어서 보존과학자는 과학적
인 검증을 진행하고 관련 연구 및 자료, 예비 실험 결과
등를 바탕으로 작품에 가장 알맞은 보존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작가가 현재 생존해 있다면 해당 작가의 작품들에 대
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학적인 검증 및 사료 조사를 통해 작가가
준 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작가와의 재
인터뷰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존처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
와야 하는지, 그리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
지 등 작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정해 놓는다면(Beerkens, 2013) 작가의 사후에도 신뢰도
높은 보존처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제 조각품에서 들뜨고 분리된 수피
부위에 효과적인 보존처리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한 작가
인터뷰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유사한 수피 상태를 가진 작품의 보존처리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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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번 연구가 작가 및 유족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의 한 사례
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 보존처리 사업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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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동궁비 원삼의 직금단과 자수에 사용된 금사를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
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동궁비 원삼의 금사 배지는 비목질계 섬유소가 관찰되어 닥나무 섬유의 한지
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XRF 분석을 통해 동궁비 원삼의 통수스란에는 순금의 편금사, 색동과
한삼에는 편은사로 제직한 직금단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편은사에서는 황이 높게 검출되는데 이것
은 은을 사용하여 금빛을 내기 위한 훈증의 유황 성분의 영향과 보존환경에 의한 황화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보의 문양은 연금사와 연은사로 표현하였으며, 용보의 테두리는 순금의 연금
사로 장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금사의 금속면과 배지 사이의 접착제와 혼합물에 대해 GC/MS,
XRF, Raman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백질계 화합물인 아교와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혼합
물로는 편금사의 경우 활석을 섞고, 편은사에는 석간주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X선 형광 분석, 라만 분광 분석, 활석, 황화은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material properties through scientific analysis on Jikgeumdan(satin
with gold threads) from Donggungbi-Wonsam and the gold threads used in the embroidery. The
Donggungbi-Wonsam’s base of gold threads were estimated to have used mulberry fiber’s Korean
paper(Hanji) because non-wood-based fibers were observed. The X-ray spectrometer showed that the
Tongsuseulan of Donggungbi-Wonsam was a flat gold thread of pure gold and Jikgeumdan of flat
silver thread of its Saekdong and Hansam. High sulfur levels were detected in the flat silver thread,
which appeared to have formed silver sulfide by either manufacturing process using sulfur or
conservation environment. he dragon insignia’s embroidery is also described as two types twisted gold
threads; pure gold and alloying-gold and silver. while dragon insignia’s border line is decorated with
a twisted gold thread of pure gold. In particular, it was investigated that adhesives such as an animal
glue, a protein-based compound by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Additionally, XRF and
Raman spectroscopy analysis on the mixture substances between the metal surface and the base paper
of gold threads identified talc and quartz in the gold threads and Seokganju(hematite) in the flat silver
threads.
Key Words X-ray fluorescence, Raman spectroscopy, Talc, Silver sul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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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행하였다. 특히 금속면과 배지면 사이의 접착제와 섞여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혼합물 재료와 금사 표면의 오

금사(金絲)는 금속물질로 만든 실을 뜻하지만, 현재까

염물에 대한 동정을 하고자 라만 분광 분석을 적용하여

지 확인된 금사 유물은 대부분 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금사 제작에 수반되는 전통 재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것이기 때문에 금(金)과 은(銀) 또는 기타 금속을 사용해

이로써 금사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단절된 전통 기술을

서 만든 금속사 모두 금사라고 부르고 있다(No, 2006). 금

재현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를 확보한다는 데에 연구의

사는 직조 및 자수 등 전통 섬유공예에 사용되어 온 가장

목적과 의의가 있다. 나아가 금사 분석 과정을 체계적으

장식성이 화려한 전통 재료로서(National Research of

로 정리하고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문화재 현

Cultural Heritage[NRICH], 2014), 제작 형태와 출현 순서에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사례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따라 원금사(圓金絲), 연금사(撚金絲), 편금사(片金絲)로

고 본다.

분류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사는 금을 주재료로 하는 고급

2. 연구 대상 및 방법

소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지
속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사 제직 기술이 단
절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분석을 통해 전통의 기술 자료와
재료를 확인할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
표적으로 현미경을 통한 금사의 한지 분석 연구(Sim and
Lee, 2014; Park, 2015)와 X선 형광 분석(XRF, X-Ray
Fluorescence) 장비를 이용하여 금사의 금속 성분을 분석
하였으며(Chung et al., 2011; Jeong et al., 2013; An et al.,
2021),

주사전자현미경(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을 활용
한 접착제의 혼합물을 밝히는 연구(Kim et al., 2016)가 진
행되어 재료학적 측면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는 모두 정성 분석에
의존하여, 문헌에 전하는 금사 제작에 소요되는 주토, 백
토 등의 물질(Sim et al., 2014)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 왕실의 최고 예
복으로 평가받는 세종대학교 소장 동궁비 원삼의 금사에
대한 X선 형광 분석을 통해 금사의 성분과 GC-MS(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분석과 현미경 분석을

2.1. 유물 개요
동궁비 원삼은 국가민속문화재 제48호로, 순종의 계비
인 순정효황후(純正孝皇后, 1894∼1966)가 착용한 예복이
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왕실 복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신분과 제작시기가 분
명한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 유물에 사용된 직물은 Figure 1과 같이 편금사 형태
의 금사를 문양 제직 시 삽입한 것으로, 통수스란(通袖膝
襴)의 홍색봉황운문직금단(紅色九鳳雲紋織金緞, Figure
2-A)과 한삼(Figure 2-B) 및 색동의 모란문직금단(牡丹紋
織金緞, Figure 2-C, D)이다. 육안 상으로 보더라도 통수스
란의 금사는 색동과 한삼의 금사와 색상 및 재료 면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원삼의 가슴과 등, 양어깨에 부착된 오
조룡보(五爪龍補)의 자수에는 연금사 형태의 금사도 확
인된다. 마찬가지로 용 문양의 외곽선(Figure 3-A)과 문양
면(Figure 3-B)에서도 색상 차이가 확연한 2종류의 연금사
로 구성되어 있다(An and Lee, 2019).

병행하여 접착제 성분 및 섬유 등 자연과학적 분석을 수

Figure 1. Silk satin weaved with flat gold threads in the Donggungbi-Won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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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icroscopy of the flat gold threads used in the
Donggungbi-Wonsam (A: Tonsuseulan, B: Saekdong-yellow,
C: Saekdong-blue, D: Hansam).
2.2. 연구 방법

Figure 3. Microscopy of the twist gold threads used
in the Donggungbi-Wonsam’s dragon insignia
(A: Border line, B: Dragon body).
는 탈락된 직물 시편이 있는 통수스란과 한삼의 금사에

금사는 앞면의 금속면과 뒷면의 배지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사의 앞면과 뒷면의 상태 및 특성을 관찰하기 위
해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High Performance Multi Digital
Microscope, DG-3x, Scala社, JPN)을 이용하여 25배, 50배,
100배, 200배로 촬영하였다.
편금사는 배지 위에 금사편을 붙인 것으로, 금사 제작
에 사용된 종이와 접착제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이
분석은 광학현미경으로 섬유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접착
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열분해장치(PY-3030D, Frontier
Lab, JPN)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6890A/5975C,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은 교착제
(binder) 및 접착제(adhesive)와 같은 고체 형태의 고분자
동정에 적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이 활용
되고 있다(Yu, 2019). 특히 접착제 분석을 위한 금사 시료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금사 시편을 약 1.6∼2.3 mg
을 샘플 컵에 넣어 유도체화 등의 기타 전처리 방법은 사
용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금사에 사용한 재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Delta Professional, Olympus社, USA, 이
하 p-XRF)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분석 조건은 10∼40 kV
에 80∼200 µA, Rh Target, 디텍터는 Silicon Drift Detector,
Alloy 모드와 Geochem 모드, Soil 모드를 병행 측정하였
다. 또한 일부 자연적으로 박락된 시료에 대해서 p-XRF보
다 분해능이 우수한 미소부 X선 형광 분석기(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Eagle III-XXL, EDAX, Inc., USA,
이하 Micro-XRF)를 이용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40 kV,
400 µA, 측정영역은 지름 300 µm, 측정시간은 180초로,
금사의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X선 특
성상 배지면을 투과하기 때문에 금속면과 배지면의 재료
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Table 1. Analysis condition of Py-GC/MS
Pyrolyzer
(PY-3030D)
Gas chromatography
(6890A)

Mass spectrometer (5975C)

Furnace temp.

500℃ (1 min.)

Interface temp.
Inlet temp.
Gas

300℃ (auto)
280℃ (1:10)
He 99.999% 1 mL/min.

Oven temp.
Interface temp.
Ion source temp.

40℃(3 min.) to 325℃(10 min.); 5℃/min.
300℃
200℃

Quadrupole temp.
Mass range

150℃
m/z 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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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면에 대한 Micro-XRF와 병행하여, 편금사의 금속

서 비목질계 인피섬유의 닥종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면과 배지면 사이의 접착제 혼합물이나 편은사 표면에서

(NRICH, 2014). 반면 중국의 경우 금사 배면에는 상피지

관찰되는 흑색 오염물 등의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해 라만

(桑皮紙)와 죽지(竹紙, Figure 5)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분광 분석(Andor, Shamrock 500i, GBR)도 실시하였다. 이때

있으며, 일본의 금사 제작 공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안피지

사용한 분광기와 CCD 카메라는 Newton(Andor, 920 DU,

(雁皮紙)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NRICH, 2014).

GBR) 모델을 적용하였고, 광원은 785 nm 레이저를, 대물렌

동궁비 원삼의 직금단에 사용된 금사의 배면 재료에

즈 배율은 100배로 채택했다. 시편 측정의 공간 해상도는 ∼

대한 섬유분석은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광학현미경을 이

500 nm이고 스펙트럼의 분광학적 해상도는 ∼0.02 nm이다.

용하여 비파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 자연 탈락된 통

이러한 측정된 라만 스펙트럼은 RRUFF™에서 제공하는 라

수스란의 금사는 배지는 붉은색으로 염색되어 있어 관찰

만 스펙트럼 레퍼런스와 비교하여 물질을 동정하였다.

이 쉽지 않았으며, 한삼의 금사에서만 비목질계 섬유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6). 선행 연구의 결과(Yu et al.,

3. 분석 결과

2014)를 참고로 하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금사에 사용한 배지의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닥섬유
를 원료로 초지된 닥지 위에 금박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

3.1. 금사의 배지

다. 이처럼 닥지가 확인된 금사는 직금단 제직까지도 국
금사의 배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도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비목

내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재 섬유인 닥나무 인피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Go and Jung, 2018), 1346년 문수사의 주황

3.2. 금사의 금속 성분

색석류문장금사(朱黃色石榴紋粧金紗, Figure 4)이나 1649
년 화계사의 황색직금단(黃色織金緞) 등의 금사 배면에

Figure 4. Korean mulberry fiber of the
simple gauze silk patterned the orange
pomegranate with gold threads at
Munsusa Temple(Goryeo Dynasty).

동궁비 원삼의 금사의 재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p-XRF

Figure 5. Chinese bamboo fiber of twin
crane insignia with gold threads in
Chinese Silk Museum(Ming Dynasty).

Figure 7. XRF analysis location of the Donnggungbi-Wonsam.

Figure 6. Base fiber of gold thread used
in the Donggungbi-Wonsam`s Han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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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위치는 Figure 7과 같다.

과, 용 무늬의 외곽선(Table 2-1)은 금을 주요 성분으로 하

p-XRF 분석은 총 29곳의 위치를 측정하였다. 다만 유사한

며, 문양 부분(Table 2-2)은 금과 함께 은이 검출되었다.

결과를 제외한 통수스란과 색동, 한삼의 직금단(Figure

금과 은이 동시에 검출되는 것은 p-XRF 분석 장비의 분석

7-1,2,3)과 연금사 형태의 용보의 자수 문양(Figure 7-4)과

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국부적인 측정이 어려워 금(Au)과

용보의 테두리(Figure 7-5) 등 주요 분석 위치만 제시하였다.

은(Ag)의 성분이 동시에 검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사
시기의 의친왕비 용보에 사용된 연금사에서도 금과 은이

3.2.1. 통수스란

모두 검출되어(NRICH, 2014), 마찬가지로 용 문양 부분을

동궁비 원삼의 통수스란에 사용된 직금사의 금사는 광

수놓은 연금사도 금과 은의 합금사일 가능성이 높다.

택이 우수하여 금빛의 발색도 매우 선명하다. 다만 표면

용보의 원형의 테두리를 따라 두 줄의 금사(Table 2-3)

에서 금사 박락과 균열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Table

도 확인된다. 이 테두리의 금사에서도 금(Au)이 주성분으

2-1). p-XRF 분석 결과에서 금(Au)이 주성분으로 검출되

로 검출된 순금의 연금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용보

어, 순금을 이용한 금박을 사용한 편금사임을 알 수 있다.

테두리의 연금사(Table 2-3)와 용 문양의 외곽선의 연금사
(Table 2-2-1)가 굵기가 다르지만 광택 및 발색, 금박의 박

3.2.2. 용보

락 상태가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금사의 형태 및 재

용 문양을 수놓은 용보의 자수 부분에는 육안과 현미

질을 고려해보면, 용 문양의 외곽선 및 테두리는 순금으

경 관찰에서 두 종류의 금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로 된 연금사이며, 용 문양은 금과 은이 합금으로 추정되

각각 용 무늬의 외곽선을 따라 징금수를 놓거나 몸통에

는 연금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하는 면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성분 분석 결
Table 2. Metal components in gold threads of Tongsuseulan and dragon insignia by p-XRF
No.

Microscopic image

Results

1

Estimation material

몕 Gold

몕 Tongsuseulan

몕 Alloy : Au >> Si, Al, Fe, K >

1
몕 1. Gold
몕 2. Silver

2

2
몕 Embroidered pattern of dragon
insignia(1:line 2:dimension)

몕 Soil : Au, S, Ag, Fe, Pb
몕 Alloy : Au, Fe, Pb >> Ag >

몕 Gold

3

몕 Border of dragon insignia

몕 Soil : Au, S, Ca, Pb
몕 Alloy : Au, Pb >> 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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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편은사로 분류할 수 있다.

3.2.3. 색동과 한삼

동궁비 원삼의 색동과 한삼의 직금단은 부분적으로 흑

편은사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흑색 물질에 대한 정확한

색 및 갈색, 황색 등 변색이 나타난다. 어깨 골선이나 수

동정하기 위하여 라만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레이저 광원

구(袖口) 부분의 마모로 인해 배지면이 노출된 일부 금사

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원의

를 제외하고, 색동부분의 편금사는 통수스란의 순금의 편

세기를 극히 낮추어 획득한 스펙트럼에서는 Figure 8과

금사에 비해 표면의 박락 없이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

같이 180 cm-1, 230 cm-1, 463 cm-1의 세 개의 넓은 선폭의

다(Table 3).

라만 밴드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해당 스펙트럼을 분석

색동과 한삼의 금사는 성분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하기 위해서 Figure 9의 Martina I. et al.(2012)의 연구 자료

은(Ag)과 황(S)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은 이외의

를 참고로 하여, 180 cm-1는 황화은(Ag2S)의 진동모드로,

다른 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순은의 은박

230 cm-1 와 463 cm-1는 산화은(Ag2O)의 진동모드로 지정

Table 3. Metal components in gold threads of Saekdong and Hansam by p-XRF
No.

Microscopic image

Results

1

Estimation material

몕 Silver

몕 Saekdong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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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몕 Silver

2

몕 Hansm

몕 Soil : S, Ag, K, Ca, Fe
몕 Geo. : Ag, Si, Al, S >> Fe, Ca >

Figure 8. Raman spectrum of Ag2S from silver threads in
Donggungbi-Wonsam (laser 785 nm, 0.2 mW, 100x, 30 sec *3).

Figure 9. Raman spectrum of Ag2S standard data (1.48 mW,
10x, 5 sec) from Martina, 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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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은사 표면의 흑색 물질은 은이 부식

한 원소 분석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화합물을 규명하는데

된 물질로서 황화은과 산화은의 혼합물임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라만 분광 분석을 통해 금사 제

이러한 은사에서 확인되는 황은 편은사를 만드는 과정에

작을 위한 접착제 혼합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서 은박을 금색을 내기 위해서 유황을 이용한 훈증(熏

있다.

蒸)(No, 2006)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은박으로 금색을 내는 것을 청금(淸金)이라 한다. 이외에

3.3.1. 접착제

도 보존 환경에서 아황산가스나 황화수소 등과 반응하여

점성질 액체에 대한 접착제 분석 결과, Figure 10과 같

황화은(Ag2S)이 형성되어 검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퓨르푸랄(furfural)과 레보글루코산(levoglucosan) 등 셀

이러한 황은 은을 옅은 금색으로 변색시키기도 하지만 표

룰로오스(cellulose)의 유래 화합물이 다수 확인되었고, 단

면을 검게 변색시킬 수 있다(Cronyn, 1990; Lee and Cho,

백질계 재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케토다

2014).

이피롤(diketodipyrrole), 헥사하이드로-피롤[1,2-a]피라진

3.3. 금사의 접착제 분석

석되었다(Yu, 2019). 그 밖에 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n-헥

-1,4-디온(hexahydro-pyrrolo[1,2-a]pyrazine-1,4-dione)이 분
사데칸 산(n-hexadecanoic acid)이 확인되었다(Wei S. et al.,
접착제 분석은 아교나 어교와 같은 점성의 액체 물질

2015). 다수의 셀룰로오스계 및 단백질계 화합물이 확인

의 동정과 접착제에 혼합하여 사용한 무기물질에 대한 동

됨에 따라 본 분석 대상인 금사는 아교와 같은 접착제를

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비파괴 분석이 우선하는 문

이용하여 금박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포화 지

화재 분석 현장에서 아교의 분석은 주로 적외선 분광법

방산이 분석되어 기름류가 아교와 함께 사용되었을 것으

(IR, Infra-Red Spectroscopy)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로 추정할 수 있지만 검출된 화합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Imperio E. et al., 2013; Kim et al., 2013; Park 2015). 그러

향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아교가 다른 물질과 섞여 있을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복잡하여 IR 분석만으로는 아교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3.3.2. 접착제 혼합물

본 연구에서는 수 mg 이하의 소량 시료로 고분자 물질을

3.3.2.1. 통수스란의 편금사

추정할 수 있는 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편금사 시료에 대한 p-XRF 및 Micro-XRF의 분석 결과

실시하였다(Park, 2015). 또한 접착제와 함께 혼합하여 사

를 종합해 보면, 표면의 금속층에서는 주성분으로 금이

용한 무기물의 재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파괴 분석법인

검출되며, 배지면에서는 주성분으로 금과 함께 규소(Si)

라만 분광 분석을 병행하였다. 라만 분광 분석은 나노 입

와 마그네슘(Mg)이 검출되고 미량으로 칼륨(K), 칼슘

자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적절한 레이저 파워로 시료를

(Ca), 철(Fe), 알루미늄(Al), 티타늄(Ti) 등을 확인할 수 있

파괴하지 않고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XRF 분석을 통

다(Table 2, 4).

Figure 10. Adhesive components of the gold threads on Donggungbi-Wonsam’s Hansam (1: diketodipyrrole, 2:
hexahydro-pyrrolo[1,2-a]pyrazine-1,4-dione, 3: n-hexa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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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hesive mixture substance in flat gold threads of Tongsuseulan by Micro-XRF
Location

Metal surface(Frontside)

Base surface(Backside)

MicroXRF
spectrum

Element
(Wt%)

Au

Ca

K

Si

S

Fe

Al

Ti

Au

Si

Mg

Ca

S

K

Fe

Al

87.3 3.92 3.06 2.19 1.15 1.07 0.91 0.46 23.5 27.6 19.2 17.5 7.69 2.35 1.45 0.89

배지면에 대한 라만 측정 결과,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상의 비교적 짙은 자주색에서는 적색 계열을 지시하는 안

섬유질 사이에 응집되어 있는 적색 계열 입자에서는 활석

료 화합물은 검출되지 않고, 한지에서 검출되는 셀룰로오

(滑石, Talc, 3MgO⋅4SiO⋅H2O)이 동정되었으며, 백색 입

스(cellulose)만 측정되었다(Figure 13). 이러한 결과에서

자에서는 석영(石英, Quartz, SiO2)과 예추석(銳錐石,

동궁비 원삼의 접착제는 아교와 함께 활석을 혼합하여 사

Anatase, TiO2)이 동정되었다(Figure 11~13). 또한 섬유질

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만 분석 결과에서 석영이 검출

Figure 11. Raman spectrum of talc from gold threads in Figure 12. Raman spectrum of quartz from gold threads in
Donggungbi-Wonsam (Ref: RRUFF, laser 785 nm, 6 mW, Donggungbi-Wonsam (Ref: RRUFF, laser 785 nm, 6 mW,
100x, 20 sec*3).
100x, 20 sec*3).

Figure 13. Raman spectrum of anatase from gold threads in Figure 14. Raman spectrum of cellulose from gold threads
Donggungbi-Wonsam (Ref: RRUFF, laser 785 nm, 6 mW, in Donggungbi-Wonsam (Ref: RamanLab. data, laser 785 nm,
100x, 10 sec*3).
6 mW, 100x, 20 se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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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고령토(高嶺土, kaolin, Al2O3⋅2SiO2⋅

통도사 괘불탱(1792년, 정조 16) 등 활석은 백색 안료로

2H2O)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토(白土, white clay)로도 추

사용되어, 근대 재료라기보다는 전통 재료로 볼 수 있다.

정 할 수 있으나, XRF 분석결과와 교차 비교하면 알루미

한편 금사 제작 공정에 활석의 역할과 기능은 Kim(2000)

늄(Al) 함량이 낮으므로 백토보다는 활석의 불순물로 석

의 연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Kim(2000)의 연구에

영이 혼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추석도 티타늄(Ti)

따르면 활석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물이나 유기질

함량이 너무 낮아 마찬가지로 불순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용액에 의한 팽윤성이 없고, 아주 연하여 쉽게 분말화되

것으로 보인다.

는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페인트의

한편 Kim et al.(2016)의 연구 결과에서 전통 편금사의

혼합제로 용제가 잘 퍼지고 노화나 균열을 방지하는 기능

붉은색 접착제에서 옻을 사용하거나 주토를 첨가하여 사

을 한다. 이는 배지에 얇게 펴 바르는 편금사 제작 공정에

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동궁비 원삼의 금사 접

서도 응용될 수 있는 활석의 중요한 성질로 생각되며, 금

착제에서는 석영이나 활석 이외의 무기 안료로 추정되는

사 공정에 반드시 활석 분말을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붉은색 입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p-XRF 분석과 라만

수 있다.

분광 분석에서 붉은색을 발색하는 특정 원소나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궁비 원삼의 접착제에서 관

3.3.2.2. 색동 및 한삼의 편은사

찰되는 붉은색은 무기질 안료가 아닌 유기 염료가 사용

편은사에 대한 p-XRF 및 Micro-XRF의 분석 결과를 종

되었거나 염색한 배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합하여 볼 때, 금속층에서는 주성분으로 은(Ag)과 규소

수 있다.

(Si), 철(Fe), 황(S), 칼슘(Ca)이 검출되고, 미량으로 칼륨

라만 분광 분석을 통해 금사 제작에 활석이 사용되었

(K)과 티타늄(Ti)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지면에서는

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며, 활석은 분말 상태에서

주성분으로 은과 함께 규소(Si)와 철(Fe), 칼슘(Ca), 알루

고착성이 강한 성질이 있어 금사 제작 공정 과정에 상당

미늄(Al), 칼륨(K)이 검출되고 미량으로 황(S), 티타늄(Ti)

히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우

등이 검출된다(Table 3, 5).

리나라에서 활석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

배지면의 라만 분석 결과,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적색

한 문헌 기록은 없다. 또한 최근의 금사 제작 기술에 대한

계열 입자에서는 적철석(Hematite, Fe2O3)이 동정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금사 제작 공정의 재료로 활석을 포함시

(Figure 15). 이러한 결과에서 동궁비 원삼의 편은사의 접

키지 않았다. 그러나 Lee et al.(2019a, 2019b)에 의하면 법

착제는 접작제 재료와 함께 석간주(石間硃, Seokganju,

주사 괘불탱(1766년, 영조 42)과 금탑사(1783년, 정조 7),

Fe2O3⋅nH2O)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Table 5. Adhesive mixture substance in flat silver threads of Tongsuseulan by Micro-XRF
Location

Metal surface(Frontside)

Base surface(Backside)

MicroXRF
spectrum

Element
(Wt%)

Ag

Si

Al

Fe

S

Ca

K

Ti

Ag

Si

Fe

Ca

Al

K

S

Ti

37.2 26.6 16.1 7.39 5.46 3.79 1.53 0.82 23.1 29.8 20.4 14.1 7.23 3.51 0.81 1.05

534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Figure 15. Raman spectrum of hematite from silver threads in Donggungbi-Wonsam
(Ref: RRUFF, laser 532 nm, 0.7 mW, 100x, 10 sec*3).

4. 결 론

은색 배지로 된 편금사의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섬유질
사이에서 응집된 적색계열 입자는 활석이었으며, 배지면

전통 직물에 사용된 금사의 재료와 제작 기법 등의 단

의 붉은색에서는 적색 계열을 지시하는 염료나 안료의

절된 전통 기술을 규명하거나 유물 보존을 위해서는 체계

화합물은 측정되지 않고 셀룰로오스(cellulose)만이 동정

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본

되었다.

연구는 세종대학교에 소장되고 있는 조선시대 왕실 예복

이상의 연구 결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인 동궁비 원삼의 금사를 대상으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

p-XRF와 Micro-XRF, 라만 분광 분석의 교차 분석을 통해

시한 후 재료적 특성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금과 은 이외에도 규소와 알루미늄, 철 등을 확인하여 라

출하였다.

만 분광 분석을 통해 접착제와 혼합되는 금사 제작의 재

첫째, 배지의 섬유 재료에서 원형의 형태가 관찰되고,

로로서 활석, 석영, 석간주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확보할

마디가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관찰만으로 국내 닥종이(한

수 있었다. 이는 금사 분석 및 제작 기법 연구에 유용하게

지)로 판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시료가 확보되고 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학적 관찰 및 정색 반응 등의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금사의 종류로는 순금을 이용한 편금사와 순은

사 사

을 이용한 편은사가 직금에 사용되었다. 자수부분에는 발
색 및 형태가 확연히 구분되는 두 종류의 금사를 사용하

본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연구

였다. 주로 자수의 테두리 부분에는 순금으로 연금사를

(R&D) ｢유기질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일

쓰고, 문양 부분에는 금은 합금으로 추정되는 연금사를

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특히 2019년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사용하였다. 특히 편은사에서 흑색 오염물에서 황이 높게

에서 발간한 뺷직물보존Ⅰ뺸의 수록 내용에 라만 분광 분석

검출되고 라만 분광 분석에서 황화은과 산화은이 동정되

결과를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어, 은으로 금사를 만드는 훈증의 유황 성분이나 보존환경
의 영향을 받아 황화은이 형성되어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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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배산성지 1호 집수지 내 출토 대나무 발의 안정적인 보존처리 수행으로 향후 안전한
관리와 가치 향상을 꾀하였다. 다양한 분석결과 발의 제작에 사용된 주재료는 대나무였으며,
초본류를 사용하여 대나무를 엮고 두 재료 간의 접착을 위해서 옻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블록 형태로 수습한 대나무 발은 세척 동안 흐트러지지 않도록 임시 석고틀을 제작, 결구하여
고착된 오염물과 흙을 모두 제거하고 개별로 분리하여 세척하였다. 이후 강화처리를 위해 PEG
함침법을 적용하였다. 예비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건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고정틀로 형태를 고정한 후 진공동결건조를 실시하였다. 유물의 표
면안정화를 위한 표면처리제는 PEG 20%(In Ethyl Alcohol)를 적용하였다. 표면처리 후 대나무
발은 최대 길이에 맞춰 편을 접합하고 교란층과 같은 미상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실부를
채워 배접방식으로 발의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였다. 배접된 대나무발은 제작한 틀에 고정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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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safe management and value improvement of bamboo sunblind, which

is an item of cultural heritage, were performed by adopting stable conservation treatment methods.
The bamboo sunblind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excavated from No. 1 catchment site in
Baesanseongji, Busan. It was determined that the main material used to make the sunblind was bamboo,
and herbal plants were used to weave the bamboo using lacquer as an adhesive agent. All contaminants
and soil adhered to the sunblind was removed. Thereafter, the sunblind, which was recovered in the
form of blocks, was washed separately after fixing it to a temporary plaster frame and to avoid the
blocks from breaking during washing. Then, polyethylene glycol (PEG) impregnation was utilized for
the reinforcement treatment. Based on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the shape of the sunblind was fixed
using a stainless-steel frame to prevent physical damage that may occur during the drying process.
Thereafter, the bamboo sunblind was vacuum freeze-dried. PEG 20% (in ethyl alcohol) was applied
as a surface treatment agent for stabilization the sunblind. After the surface treatment, the bamboo
sunblind were joined together to fit the maximum width, and the rectangular shape of the sunblind
was restored—as best as possible—while filling in the missing parts by maximizing the use of unknown
members such as in the disturbed layers below bamboo sunblind surface. The conservation treatment
was completed by fixing the bamboo sunblind into the fabricated frame.
Key Words On-site treatment, Conservation treatment, Bamboo sunblind, Lacquer, Analysis,

Poly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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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한 후 토양경화처리를 실시하였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마도 1호선 출수 대나

배산성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38-6번지에

무 소반은 수용성 PEG 함침 후 진공동결건조법을 적용하

위치한 해발 254 m의 배산(盃山)의 중턱과 정상부에 있는

여 보존처리하였다(Cha et al., 2014). 수침대나무 보존처

옛 성터로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배산성지 주변

리 사례가 많지 않고 대나무는 단자엽류에 속하는 다년생

에는 연산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 낙민동패총 등 삼국시

식물로 절간분열조직에 의한 신장생장만을 하며 방사조

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고 지표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유물

직이 분포하지 않아 일반 목재와는 해부학적 특성이 다르

들이 확인되어 예부터 삼국시대 유적일 것으로 추정되어

다(Kwon et al., 2020)는 점에서 기존의 수침고목재 보존

왔다(Busan Museum, 2009). 2016년 부산박물관에서 실시

처리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존처리

한 시굴조사에서 배산성지의 체성은 내⋅외벽과 기단보

의 단계마다 예비실험을 통한 처리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축을 갖춘 고대 석축산성임은 확인되었으며, 정상부에서

처리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산성지 대나무 발

건물지 1기와 원형의 집수지 2기가 확인되었다(Busan

현장수습에서부터 처리 전 조사 및 재질 분석, 각 단계별

Museum, 2019).

보존처리 일련의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향후 출토 수침대

2017년 부산박물관에서 집수지 2기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호 집수지 유적에서 대나무 발과

나무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한 실제 처리사례 자료로써 활
용을 기대한다.

묵서가 새겨진 목간, 목주, 토기편과 기와편, 청동용기편
등 다양한 재질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2호 집수지에서

2. 처리대상 및 분석방법

출토된 을해년(乙亥年)목간과 동반 출토된 다른 유물들
의 편년으로 보아 진흥왕 16년(555년), 진평왕 37년(615
년), 문무왕 15년(675년) 중 한 시기의 유물로 추정되며
(Na, 2018), 이를 근거로 배산성지 유적의 연대는 삼국시
대에서 통일신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배산성지 1호 집수지에서 수침상태로 출
토된 대나무 발의 보존처리와 재질분석결과를 기술하였
다. 대나무 발의 크기는 약 240 cm × 90 cm로 표면에 옻칠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수침대나무의 출토사례는 태안 마
도 1호선에서 출수된 고려 죽간, 대나무 소반을 비롯하여
부여 관북리 대나무 자, 창원 다호리 죽협(竹篋) 등으로
소형 죽공예품이 대부분이다. 배산성지 대나무 발과 같은
대형 유물이 출토된 사례는 최초이기 때문에 당대의 높은
대나무 활용 제작 기술력 및 관련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
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수침대나무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연구는 대구 칠곡
에서 출토된 대바구니와 마도 1호선 출수 대나무 소반 처
리사례 등이 있다. 대구 칠곡 대바구니는 고착된 흙과 함
께 수습하여 표면에 저농도 Polyethylene glycol(PEG)를 도

2.1. 처리대상
배산성지 1호 집수지 내에서 출토된 대나무 유물은 약
240 cm × 90 cm 크기의 직사각 형태로 함께 출토된 밧줄
과 목주(327 cm)로 보아 발(Sunblind)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Figure 1). 대나무 발은 열화되어 매우 취약한 상태였
으며 점토질의 흙에 고착되어 외형만 유지하고 있었다.
대나무 발의 표면 일부에 칠로 추정되는 검은 도료가 칠
해진 부분이 관찰되었는데 칠의 너비는 약 1.8∼3.0 cm로
평균 2.4 cm이며 칠과 다음 칠 사이의 간격은 약 5.2∼7.3
cm이며 평균 6.7 cm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일부 대나무 편들이 결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굴 현
장 곳곳에 석편들이 돌출되어 있고 대나무 발 하부에 석
편이 산재하며 목주의 일부도 중첩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나무 발을 통째로 수습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구역을 설정한 후 흙채로
분할수습을 진행하였으며 수습 전 사진촬영 및 실측, 3D
스캔 등의 작업을 통해 현장을 기록하였다.

Figure 1. The bamboo sunblind on No. 1 catchment site in Baesanseon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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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방법
배산성지 대나무 발은 수습 전 상태조사 및 기록을 위
해 사진 촬영과 3D Scan을 실시하였다. 3D Scan은 정밀스
캐너(Free Scan X5, Shining, CHN)를 사용하였으며, 레이
저나 백색광을 대상물에 투사하여 대상의 형상정보를 취
득하고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1 mm 오차범
위 내에서 대상의 형태와 치수를 측정하였다.
발 제작에 사용된 목질의 수종분석은 탈락된 편을 시료
로 하였다. 스테인레스 날을 이용해 핸드섹션으로 삼단면
의 박편을 제작하여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
(ECLIPSE LV100, Nikon, JPN)으로 프레파라트를 관찰하고

Figure 2. Measurement result of bamboo sunblind.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Ⅱ(Lee, 1997)’와 ‘목재조직과
식별(Park et al. 2006)’을 참조하며 수종을 식별하였다.
대나무 발에 잔존하는 칠의 성분과 제작기법에 대한
분석도 탈락한 시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탈락한 시편
을 에폭시 마운트에 고정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완전
경화한 후 시료절단기(Minitom, Struers, DNK)로 절단하
였다. 절편을 슬라이드글라스에 고정하고 단계적으로 연
마하여 편광현미경((DM2700P, Leica, DEU)으로 투과광,
편광 및 낙사광하에서 칠층을 관찰하였다. 칠 성분은 에폭
시로 고정한 시편을 초음파세척기와 Ethyl Alcohol(99%)을
사용하여 표면을 세척한 후 적외선분광분석기(Cary620
Microscope, Agilent,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ATR모드, 분해능 4 cm-1, 측정 범위 400∼4000 cm-1에서
32회 스캔하였다.

Figure 3. 3D scan result of the excavation.

3. 분석결과
3.1. 3D Scan
출토된 배산성지 대나무 발의 실측 및 기록화를 위해
3D스캔을 실시한 결과, 잔존하는 대나무 발의 너비는 약
240 cm이며 최단 길이 약 48 cm, 최장 길이 약 90 cm로
확인되었다(Figure 2).
수습 전 대나무 발은 매장환경 등에 의해 열화가 진행
되어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흙에 고착되어 형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대나무 발 곳곳에 하부의 석편들이 돌출
되어 있고 일부 대나무 편들이 결실된 부분도 확인되었
다. 또한 대나무 발과 함께 목주와 밧줄이 출토되었는데
목주의 일부분이 대나무 발과 중첩되어 있었다. 이러한
출토 당시의 모습의 3D스캔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3.2. 수종분석
배산성지 발 하부의 흙을 제거하는 과정에 작은 목재편

Figure 4. The location of wooden pieces under bamboo sunblind.
들이 확인되어 수종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Figure 4). 발은
횡단면에 원형 또는 다각형의 유조직 사이로 유관속이 산
재하여 분포하며 유관속을 둘러싼 후벽의 섬유들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또한 측면에서 기본조직을 구성하는 유세포와
유관속을 둘러싼 후벽의 섬유, 유관속이 교차로 배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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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otomicrograph of bamboo sunblind
Subject

Cross section(× 200)

Radiation section(× 200)

Tangential section(× 200)

Species

대나무
(Bambusoi
deae.)

Bamboo
sunblind

Table 2. Photomicrograph of other wooden pieces
Subject

Cross section(× 40)

Radiation section(× 400)

Tangential section(× 100)

Species

Wooden
stick1
(W2)
붉나무
(Rhus
chinensis
M.)
Wooden
stick2
(W3)

Wooden
piece1
(W4)

Wooden
piece2
(W5)

Wooden
piece3
(W6)

경송류
(Pinaceae
P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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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징이 확인되므로 대나무아과(Bambusoideae.)로

3.3. 칠분석

식별하였다(Table 1).
발 하부의 목재편들 중 막대형인 2점은 활엽수재의 반
환공재이고 관공이 1∼2열 배열하며 관공의 지름이 비교
적 크다. 도관의 천공은 단천공이고 소도관에 나선비후가
관찰되고 세포벽 내에 결정이 존재한다. 방사조직은 평복,
방형, 직립세포가 복합된 이성형으로 1∼3열 분포하며 옻
나무과 옻나무속 중 반환공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붉나
무(Rhus chinensis M.)로 식별하였다. 그 외 목재편 3점은
침엽수재로 횡단면에서 조⋅만재의 이행이 급하고 정상
수지구가 관찰되었다. 방사단면상 방사가도관에서 거치
상비후가 나타나며 직교분야벽공은 창상형이다. 접선단
면에서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가 관찰되어 소나무과
소나무속 경송류(Pinaceae Pinus)로 식별하였다(Table 2).

대나무 발 표면에서 관찰된 칠의 FT-IR 분석결과, 3560∼
3200 cm-1(수산기(O-H)), 2920∼2850 cm-1(메틸렌기(-CH3,
= CH2), 1700 cm-1 (방향족 탄소 이중결합(C = C)), 1455
cm-1(메틸렌기(-CH3, = CH2)) 굽힌 진동), 1000∼1100
cm-1(–OH기)의 넓은 peak가 관찰되었으며, 720 cm-1 부근
(1,2,3-Trisubstituted benzene)에서의 예리한 peak가 관찰되
었다(Figure 5). 이는 옻칠의 주성분인 Urushiol polymer의
특징에 의한 성분(Choi and Kim, 2018)으로 관찰되며
(Figure 6), 대나무 발 제작에 사용된 칠은 옻칠로 판단된다.
또한 대나무 발 표면의 칠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대나무 발의 칠 표면에 대나무의 섬유방향과 수직
으로 배열하는 선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3). 이에

Figure 5. FT-IR specturum of bamboo sunblind lacquer.

Figure 6. FT-IR spectrum of control group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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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otomicrograph of bamboo sunblind lacquer layer
Subject

Stereoscopic photograph(× 20)

Transmitted light(× 400)

Bamboo
sunblind
lacquer
layer

Figure 7. Layer magnification.

Figure 8. The diagram of making bamboo sunblind (ⓐ: lacquer and herbal plants, ⓑ: bamboo, ①, ②: The lacquer process).
칠층 단면 시편을 투과광에서 관찰한 결과 대나무 위에

에는 회갈색의 점토층과 많은 석편들이 잔존하여 전체수

칠과 유세포가 함께 확인되었으며 그 위쪽에 부분적으로

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구역을 나누어 분할 수

칠이 되지 않은 두꺼운 후벽의 세포가 관찰되었고 이외

습하였다.

다른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7). 따라서 배산성지

대나무 발은 하부의 석편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리

대나무 발은 후벽섬유가 존재하는 초본류로 대나무를 엮

된 상태로 이를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분할 수습하였

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나무를 엮기 전 초본류에

다. 구역별로 수습된 대나무 발은 수분을 보충한 후 수분

옻칠을 하여 옻칠을 접착제로써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증발되지 않도록 와이퍼올과 솜, 비닐 등을 이용하여

(Figure 8).

밀폐 포장하였으며, 하부 고정판과 완충재를 사용하여 안
전하게 고정해 이동 시 손상을 최소화한 후 이운하였다.

4. 보존처리
4.2. 세척
4.1. 수습 및 이운

대나무 발은 토양채로 수습되어 대나무 발 하부에 회

출토된 대나무 발은 온전한 형태의 모습으로 보이나

갈색 점토층이 다수 존재하고 토양과 오염물이 고착된 상

오랜 시간 매장환경 속에서 열화되어 대나무 살이 개별로

태였다. 구역별로 수습한 블록은 크기에 맞게 석고로 임

분리되고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함께 출토된 목주 일부

시 고정틀을 제작하고 면을 뒤집어 하부의 점토층과 석편

가 대나무 발 밑에 중첩되어 있었다. 또한 대나무 발 하부

등을 제거하였다. 하부의 점토층을 제거한 후 다시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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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process of recovering bamboo sunblind (①: Remaining stone fragments, ②: Division of area, ③,④:
Recovering bamboo sunblind, ⑤,⑥: Packing of recovered bamboo sunblind).

Figure 10. Cleaning process of bamboo sunblind (①: Producing the plaster mold, ②,③,④: Removing the clay and cleaning,
⑤: Put each in place, ⑥: To sew for fixing).
뒤집어 대나무편을 하나씩 분리하며 세척을 진행하였다.
세척과정 중 대나무 발의 옻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
며 붓과 우드스틱, 핀셋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여 고착된
토양과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개별로 세척한 대나무 발은 제작한 스텐망 위에 구역
별로 놓고 위치가 섞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드러운 폴리
망을 덮어 바느질로 고정하였다. 세척과정 중 대나무 발
하부에서 막대형 목재와 목재편이 확인되었으며, 부분적
으로 교란된 층위도 확인되어 별도로 기록한 후 보존처리
를 진행하였다.

4.3. 강화처리 및 건조
세척이 완료된 대나무 발은 치수안정화 및 강화처리를
위하여 PEG함침법을 적용하였다. 대나무 발과 목주는
PEG#4000을 사용하였다. 중량변화율을 확인하면서 10%
단위로 농도를 상승하였으며, 대나무 발은 최종 농도
40%에서 함침을 종료하였다.
예비실험결과, 대나무의 경우 외층과 내층(유관속초와
목섬유) 간의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건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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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
인리스 고정틀로 대나무 발을 고정하여 진공동결건조를
실시하였다.
대나무 발은 표면에 잔존하는 PEG용액을 제거하고 고
정틀에 고정한 후 대형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25℃로
예비동결하였다. 진공동결건조는 초기 선반온도 –20℃,
콜드트랩의 온도 –66℃, 진공도는 400 mTorr 조건에서 진
행하였으며, 건조종료는 선반온도 4℃, 시료온도 17.5℃
일 때로하였다. 건조기간은 약 7일이 소요되었다.
진공동결건조가 완료된 유물의 표면에 잔존하는 PEG
를 제거하고 표면강화 및 재색변화를 확인하고자 예비실
험을 실시한 결과, PEG 20% 용액을 도포하였을 때 대나
무 표면이 안정되고 재색변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대나무 발 표면에 잔존하는 PEG를 마른 붓
으로 제거한 후 표면처리제 PEG#4000 20%(In Ethyl
Alcohol)를 1회 도포하여 표면처리를 진행하였다.

Figure 11. The result of pre-test.

Figure 13. The result of conservation treatment.

4.4. 접합 및 복원
대나무 발 배접을 위한 복원재료에 대한 적합성을 판
단하기 위하여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복원재료는 배접
천 3종류(마, 면, 견), 접착제 3종류(PVAc계 접착제, 아교,
열가소성수지)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경화시간,
점도, 접착력 등을 고려하여 복원재료를 선정하였다.
배접천 3종류에 3가지의 접착제를 1회 도포한 후 대나
무 발을 접합한 결과, 배접천의 종류에 따라 접착제의 접
착성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배접천 중에서는 견의 접착성
이 가장 낮아 복원재료에서 제외하였다. 접착제 중에서
아교는 대나무 내부에 스며들어 접착제의 제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으며, 열가소성 수지는 열에 의한 유물의
손상위험이 있어 접착제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
외하였다. 반면 PVAc계 접착제는 점도가 있어 경화되는
동안 대나무 내부까지 침투되지 않아 가역성을 가지며 접
착력도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배접천은 100%

Figure 12. The resto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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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0수 화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접착제는 PVAc계 접착

면안정화를 위한 표면처리제는 PEG 20%(In Ethyl

제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Alcohol)를 적용하였다.

복원재료로 적용하였다(Figure 11).
배산성지 1호 집수지 내에서 대나무 발과 함께 목주,

표면처리 후 대나무 발은 최대 너비에 맞춰 편을 접합
하고 교란층과 같은 미상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결실부

밧줄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것과 더불어 유물의 크기로 보

를 채워 배접방식으로 발의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였다.

아 배산성지 대나무 유물은 발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접된 대나무 발은 제작한 고정틀에 고정하여 보관 및

그러나 대나무 발을 출토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경우

전시 활용에 용이하도록 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일부 결실되고 교란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의 형태로 보기

본 연구에서는 출토 사례가 적은 대나무 유물의 수습

어렵다. 때문에 표면처리 후 대나무 발의 최대 너비에 맞

및 보존처리 전체 과정에 대한 것으로, 처리 전 조사 및

춰 편을 접합하고 교란층과 같은 미상부재를 최대한 활용

재질분석과 예비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단계별

하여 결실부를 채워 배접방식으로 발의 형태를 최대한 복

로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특히 세척과정에서 교란층을

원하였다.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결실부를 최대한 발의 형태로 복

접합 전 크기에 맞게 준비된 배접천은 작업대에 고정

원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지며 일련의 보존처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보다 정확한 접합

리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재질 연구 및 보존

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구역별로 처리가 완료된 대나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을 제작한 받침대에서 위치와 면을 맞춰 가접합하였으
며 PVAc계 접착제를 이용하여 배접천에 접합하였다

REFERENCES

(Figure 12). 접합 후 대나무 발의 표면처리를 한 번 더 진
행하고 옻칠이 남아 있는 부분은 유사한 색상으로 색맞춤
하였으며, 배접된 대나무 발은 제작한 고정틀에 고정하여

Busan Museum, 2009, Report on the detailed survey of
Baesan mountain fortress, 1-42.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Figure 13).

Busan Museum, 2019, Site of Baesanseong fortress 1, 1-47.

5. 결 론
배산성지 1호 집수지 유적 내에서 대나무 발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이들 동반 출토품의 편년을
통해 배산성지 유적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일 것으로 추
정되었다. 출토품 중 대나무 발은 국내에서 그 출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요 유물로 대나무 발의 안전한 관리와 가
치 보존을 위해 현장수습 및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처리 전 상태조사에서 대나무 발의 너비는 약 240 cm
이며 최단길이는 약 48 cm, 최장길이는 약 90 cm로 확인
되었으며 3D스캔으로 출토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재질분석결과, 발의 제작에 사용된 수종은 대나무이며,
옻칠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초본류로 대나무를 엮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구역별 블록형태로 수습한 대나무 발은 임시 제작한
석고틀을 이용해 고착된 오염물과 흙을 모두 제거하고 개
별로 분리하여 세척하였다. 또한 강화처리를 위해 PEG함
침법을 적용하였으며 PEG#4000을 10% 단위로 농도를 상
승시켜 최종 40%에서 함침 종료하였다.
예비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건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고정틀로 대나
무 발 형태를 고정한 후 진공동결건조를 실시하였다. 표

Cha, M.Y., Park, S.Y., Yoon, Y.H. and Lee, G.R., 2014,
Conservation of bamboo dining tables excavated from
Taean Mado Shipwreck No. 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tudies, 35,
45-55.
Choi, J.W. and Kim, S.C., 2018, Analysis of lacquer and
CNSL using infrared spectrometer and pyrolysis-GC/MS,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46, 1-9.
Kwon, O.K., Kim, N.H., Kim, J.S., Seo, J.W. and Chung,
Y.J., 2020, Wood anatomy, The Korean Society of Wood
Science & Technology, Korea, 169-173.
Lee, P.W., 1997, Wood properties and uses of the tree
species grown in Korea Ⅱ,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Korea, 192-195.
Na, D.W., 2018, Introduction of Busan Baesanseong site
wooden document,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0, 357-37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0,
Conservation of wood cultural heritage, 110-118.
Park, S.J., Lee, W.Y. and Lee, W.H., 2006, Timber
organization and identification, Hyangmunsa, Korea,
170-174.

JCS

Research Articl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의 재료과학적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Material Property on Eartherwares Excavated at Auraji site
in Jeongseon
이병훈
강원도문화재연구소

Byeong Hoon Lee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huncheon 200-150, Korea

Received May 27, 2021
Revised September 29,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lbh982@hanmail.net
Phone: +82-10-9716-5993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021;37(5):545-556
https://doi.org/10.12654/JCS.2021.
3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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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토기 총 11점을
대상으로 재료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불석결과,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의 염기성 및 산성 성분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중간 영역에서 분포하였지만, 각 제작시기에 따른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연구되었던 강원지역 출토 토기와 비교해본 결과,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는 영동지역 출토 토기보다 산성 성분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염기성 성분은 출토유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희토류 원소 분포 패턴에서는 분석대상 토기 모두 유사한 패턴 결과를 나타내어
태토원료의 모암이 동일기원임을 확인하였으며, 기 연구되었던 타 유적 토기 태토와의 비교를 통하
여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 태토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미세구조 불석결과 분석대상 토기는 대체로
점토입자 및 공극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기질이 느슨하여 치밀한 소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석기
시대 토기에서는 부정형 공극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점토기질과 함께 장석을 포함한 알루미노 규산
염의 배열이 관찰된 반면,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공극은 미정질 입자와 입방체 결정 등으로 채워진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다.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 태토의 주된 광물상은 제작시기와는 별개로 각
토기의 특성에 따른 광물 조성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토기의 소성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약 750∼850℃ 범위에서 저온소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중심어 정선 아우라지 유적,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태토의 주성분, 희토류원소, 광물상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lucidate the materialistic characteristics of 11 pieces of

earthenware belonging to the Neolithic and Bronze Age excavated from Jeongseon Auraji, South Korea.
As a resul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earthenwares belonging to the early Bronze Age was
distributed in the intermediate area between the Neolithic and Bronze Age earthenware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confirmed based on their manufacturing period. Upon comparison, the
earthenwares excavated from Jeongseon Auraji site were found to comprise less acidic components
than those excavated from Yeongdong, and are characterized by the alkaline components depending
on the excavated site. In the rare earth elements distribution pattern, all the analyzed earthenwares
exhibited similar pattern, confirming that the raw materials present in the clay were the same. As
a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the clay particles and voids were found to be irregularly distributed
in the analyzed earthenwares. Neolithic earthenwares exhibited many irregular voids, and an
arrangement of aluminosilicate, including feldspar, was observed along with the clay substrate.
Furthermore, we confirmed that the empty space in early Bronze Age earthenwares was filled with
fine particles and cube crystals. Moreover, the main mineral phase of earthenwares excavated from
Jeongseon Auraji exhibited similar composition, and therefor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ing temperature of these earthenwares. The firing temperature of the earthenwares ranged from
750 to 850°C.

Key Words Jeongseon Auraji site, Neolithic Age, Bronze Age, Chemical composition, Rare earth

elements, Miner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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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철기시대
유물산포지가 보고된바 있다(Gangwon Research Institute

문화재의 발굴과 더불어 출토유물의 과학적 분석은 고

of Cultural Heritage, 2011). 2016년 발굴조사가 실시된

고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

Ⅱ∼Ⅳ지역은 시굴조사에서 삼국(신라) 주거지와 청동기

목적이 있다. 토기 등 무기질문화재 분석은 과학이 발전

시대 주거지, 고인돌 등이 확인되어 일부 조사가 진행된

함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

바 있으며, 1,427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2006년과 2016

다. 토기를 포함한 세라믹 재질의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

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총 139기의 유구와 2,604

해서는 제작과정을 면밀히 이해하고, 각기 다른 제작과정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고, 출토 유물 중 청동기시대 토기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유물은 321점이며, 신석기시대는 20점의 토기 유물이 출

판단해야 한다. 세라믹 재질 문화재는 제작기법, 재료학

토되었다(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적 특성, 원료의 산지 추정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문화

본 연구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정선

재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토기, 도기, 옹기, 청자, 분청사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대상으로 제작기법 및

기, 백자 등 세라믹 재질의 문화재는 발굴과 동시에 선별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미 연구된 타

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작시기 또는

지역 토기와 화학적 성분을 비교하여 정선 아우라지 토기

산지에 따라 재료과학적 특성을 규명한다. 지금까지 강

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과학적 분석방법으로는 토

원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한 연구는 원주 법천리 고분

기 태토의 주성분 및 미량성분 등 화학적 조성, 미세구조,

군 출토 토기(Jeon, 2006), 강원 영동⋅영서지역 출토 점토

광물 조성을 통해 태토 및 제작과정에 따른 토기 태토의

대토기(Um, 2009), 강원 영서지역 토기의 과학적 분석

특성을 비교하였다.

(Lee, 2006), 강원지역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재료학적 특
성 연구(Han, 2010) 등이 이루어진바 있다. 하지만, 정선지

2. 분석대상 및 방법

역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바 없
으며, 특히 이미 연구된 강원지역 타 유적 출토 토기와 비

2.1. 분석대상

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대상유적인 정선 아우라지 유적은 송천과 골지천이 합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시편은 총 11점으로 신

수되는 조양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인 여량5리와 남쪽인

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편 2점, 청동기시대 조기 각목돌

여량2리에 넓은 충적대지에 형성되어 있고, 여량5리에는

대문토기편 5점, 청동기시대 전기 공렬토기편 2점, 구순

Figure 1. Pictures of specimen of earthenwares selec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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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earthenwares selected in this study
Number

Type

JS-1

Comb-pattern pottery

JS-2

Comb-pattern pottery

JS-3

Doldaemun pottery

JS-4

Doldaemun pottery

JS-5

Doldaemun pottery

JS-6

Age
Neolithic Age

Part

Color

Pattern

Mouth rim

Dark yellow

0

Body part

Yellow-brown

0

Mouth rim

Yellow-brown

X

Mouth rim

Yellow-brown

X

Mouth rim

Dark yellow

X

Doldaemun pottery

Mouth rim

Dark brown

0

JS-7

Doldaemun pottery

Mouth rim

Dark brown

0

JS-8

Hole Line pottery

Mouth rim

Red-brown

X

JS-9

Hole Line pottery

Mouth rim

Red-brown

X

JS-10

Notched-rim vessel

Mouth rim

Red-brown

X

JS-11

Hole Line pottery

Mouth rim

Red-brown

X

Initial period of Bronze Age

Early Bronze Age

각목토기편 1점, 공렬단사선문토기편 1점을 대상으로 하

GBR)를 통해 화학적 조성에 따른 X-ray plane mapping을

였으며(Figure 1), 분석대상 시편의 종류, 제작시기 및 분

관찰하였다. × 40, × 500으로 관찰하였으며, 분석시편은

석부위, 문양 등 특징을 상세히 표기하였다(Table 1). 분석

20% 플루오르화수소산(HF) 용액에 약 5초간 etching하여

대상 선정에 있어 토기의 구연부를 중심으로 시편을 선정

분석하였다.

하여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토기는 편의상
JS로 표기하였으며, 토기 편 번호는 표기된 명칭 뒤에 ‘-’

2.2.4. 광물 조성 분석

와 해당 토기 편 번호를 나타내었다.

광물 조성 조사를 위하여 고분해능엑스선회절분석기
(HR-XRD, D/MAX 2500V/PC, Rigaku, JPN)를 이용하여

2.2. 분석방법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scan range 5∼80◦, scan
speed 0.6◦/min, scan step 0.01◦, acceleration voltage 40 kV

2.2.1. 주성분 분석

분석대상 토기의 태토 주성분 분석을 위하여 엑스선형
광분석기(XRF, ZSX100e, Rigaku, JPN)를 이용하였으며,
X선 선원은 Rh target을 사용하였다. Agate mortar에서 약
30 µm로 분쇄하였고, 분쇄된 시료를 ∅ 30 mm 펠렛 형태
로 성형하여 분석용 시편으로 사용하였으며 성형 압력은
15 ton/cm2으로 하였다.

200 mA, target Cu로 하였다. 미세절단기를 이용하여 적당
량을 절단한 후, 약 30 µ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석대상 토기의 주성분
분석대상 토기 태토 원료를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2.2.2. 미량성분 분석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Table 2). 신석기

미량성분 분석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시대 빗살무늬토기의 태토와 청동기시대 조기 각목돌대

X5, Themo Elemental, GBR)와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방

문토기의 불석결과, SiO2는 거의 유사하거나 청동기시대

출 분광기(ICP-AES, Optima 4300DV, Perkin Elmer, USA)

조기 토기가 미량 적은 함량이었다. Al2O3는 각 제작시기

로 분석하였으며, 시료는 고온 건조 후 미세하게 분말화

별로 거의 유사한 경향이지만,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가

하여 왕수와 HF 48% 용액에 용해한 후 분석하였다.

신석기시대 토기보다 다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Fe2O3은 제작시기와 상관없이 태토의 발색 특성에 따라

2.2.3. 미세구조 분석

분석 대상 토기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
자현미경(FE-SEM, JEOL, JSM-6701F, JPN)을 이용하였으
며, 에너지분산엑스선분석기(EDS, ISIS-300, OXFORD,

함량에 차이를 보이며, 태토가 비교적 어두운 색을 나타
내고 있는 JS-6은 8.67 wt%로 높은 함량이었다. 분석범위
에서 MnO는 모두 미량 검출되었으며, K2O 성분이 비교
적 다량 검출되었다. MgO는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가 신

54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arthenwares analyzed by XRF
Sample
number

Oxide concentration (wt.%)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MnO

P2O5

Total

Neolithic Age
JS-1

55.98

25.19

5.75

1.17

2.27

1.59

3.78

1.14

0.03

2.66

99.56

JS-2

63.99

23.73

2.86

1.18

0.93

1.76

3.60

0.64

0.06

1.04

99.79

Initial period of Bronze Age
JS-3

55.84

29.25

5.45

0.74

0.94

1.48

3.70

1.03

0.01

1.16

99.60

JS-4

58.40

25.64

3.62

0.53

0.95

1.56

4.77

1.11

0.01

2.99

99.58

JS-5

58.43

27.77

3.98

0.49

1.17

1.08

3.44

1.31

0.01

1.96

99.64

JS-6

51.45

26.02

8.67

1.02

2.71

1.43

4.09

1.25

0.04

2.83

99.51

JS-7

60.79

25.39

4.51

0.99

1.74

1.53

2.85

1.03

0.02

0.92

99.77

Early Bronze Age
JS-8

51.73

24.95

10.90

5.95

1.20

0.24

2.77

0.77

0.08

1.12

99.71

JS-9

54.45

27.14

9.56

1.56

0.72

0.41

2.86

0.93

0.10

2.01

99.74

JS-10

56.55

25.49

8.37

1.54

1.09

0.71

3.21

0.98

0.03

1.75

99.72

JS-11

55.32

26.43

9.93

1.82

0.62

0.47

3.01

0.92

0.11

1.08

99.71

Figure 2. Distribution diagram of Fe2O3-TiO2(A), K2O- Na2O(B), MgO+CaO+NA2O+K2O-Na2O(C) of earthenwares.
석기시대 토기보다 적은 함량이며, Na2O는 서로 비슷한

치는 원소 중 알칼리 성분 K2O 함량은 시기별로 큰 차이

결과로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SiO2 성분

가 나지 않았다. 다만 Na2O는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

함량은 신석기시대 토기보다 낮고,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

시대 조기 토기가 거의 유사하고,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

와는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Fe2O3 는 신석

는 적은 함량으로 군집되어 구분된다(Figure 2B). 마지막

기시대 토기 및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 함량보다 높은 특

으로 Na2O와 융제성분의 합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동기

징이었으며, JS-8을 제외한 나머지 토기 편의 융제성분은

전기 토기는 JS-8을 제외하고, 신석기, 청동기 조기 토기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보다 낮은 함량으로

보다 적은 Na2O 원소 함량으로 확인되었다(Figure 2C).

확인되었다. 분석대상 토기의 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주성분 불석결과를 제겔식으로 확인하여 그래프로 나

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Fe2O3의 경우 신석기시대 토기와

타내었다(Figure 3A). 일반적으로 토기 원료는 산화물 또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는 거의 유사한 함량이지만, 청동기

는 몇 개의 산화물이 결합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대 전기 토기는 다소 많은 함량으로 차이가 확인되었

이들 산화물은 염기성에 속하는 금속산화물과 산성에 속

다. 반면, TiO2는 거의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함량이

하는 비금속산화물, 산성과 염기성의 중간인 중성산화물

었다(Figure 2A). 융제성분으로 토기의 소성에 영향을 미

로 나눌 수 있다(Oh, 1998). 이 중에서 중성산화물은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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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Distribution diagram of compositions according to seger formula of earthenwares.
과 염기성 산화물이 공존할 경우 쉽게 반응하여 생성됨으

각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제작기법 특성 및 영동지역의

로 원료의 분류를 이용한 비교분석에서는 크게 산성과 염

바닷가 근접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기성으로 나눈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산화물을 가지고
산소 이외의 원소를 R 로 치환하면 염기성에 대한 일반식

3.2. 미량성분 원소

은 RO 또는 R2O 가 되고, 중성은 R2O3 로, 산성은 RO2 로
표현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 제겔식이다(Oh, 1998). 제

주성분 분석 외에 총 35개의 미량성분 원소에 대한 불

겔식의 태토 불석결과는 R2O3 를 1 mole 로 하였을 때

석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Table 3). 미량성분 원소 분석

RO2 와 RO + R2O 의 몰(mole)비를 구하는데 RO2 는 SiO2

대상 토기는 제작시기별로 대표성을 갖는 토기를 선택하

와 TiO2 와 P2O5 의 합을 나타내며, R2O3 는 Al2O3 와

여 총 8개 시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토기의

Fe2O3 의 합을 나타내고 RO 는 MgO, CaO, MnO 의 합이

희토류원소 함량패턴을 비교하여 원료 모암의 유사성을

며, R2O 는 Na2O 와 K2O 의 합이다.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미량성분 원소 중 희토류 원소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는 RO2 3.41∼4.31 몰, RO +

광물 내에서 쉽게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암석의 유전자와

R2O 0.45∼0.48 몰 영역에 분포하며, 청동기시대 조기 토

같은 역할을 하여 산지 추정에 적합한 원소로 이용되고

기는 RO2 2.88∼3.72 몰, RO + R2O 0.29∼0.45 몰로 신석

있다(Mason and Moore, 1982). 희토류원소의 존재도 변화

기시대 토기와 유사한 결과이다.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는

가 고고학의 영역까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원

염기성 성분이 비교 불가한 영역에 분포하는 JS-8 을 제외

소들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비교해 볼 때, 희토류원소가

하고, RO2 2.81∼3.19 몰, RO + R2O 0.28∼0.34 몰에 군집

풍화 혹은 변질 작용과 같은 지질학적 현상의 변화에 대

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의 산성 및 염기성성분이

해서도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분화되기 때문이다(Aubert

낮은 토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청동기시

et al., 2001). 분석대상 토기의 희토류원소 함량 분포는

대 전기 토기를 신석기시대 토기와 비교해 보면, 산성 및

La, Ce, Nd, Sm, Eu, Tb, Yb, Lu 등 8개 원소를 운석의 초생

염기성성분 모두 낮은 함량으로 차이를 보였다.

치로 표준화(Taylor and McLennan, 1985)하여 나타냈다.

정선 아우라지 토기 태토 원료의 화학적 특성을 살펴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시기에 상관없

보기 위하여, 이미 연구되었던 양양 오산리 유적, 영월 주

이 모두 유사한 희토류원소 함량 패턴을 나타내었다. 경

천리 유적, 고성 대대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주성분

희토류에서 중희토류원소로 갈수록 완만히 감소하는 경

불석결과(Han, 2010)와 비교해 보았다(Figure 3B). 정선 아

향으로, 각 시료 간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거의 완벽

우라지 토기는 염기성 성분이 분산된 분포이며, 영서지역

히 일치한다(Figure 4A). 이를 통해 토기 태토원료는 성인

유적인 영월 주천리 유적 출토 토기보다 산성성분 함량이

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암석에서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였

미량 적다. 강원 영서지역 토기인 정선 아우라지와 영월

다.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의 희토류원소 함량 패턴의

주천리 유적의 토기는 유적에 따라 군집을 이루지만, 산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연구되었던 양양 오산리

성성분 함량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강원 영동지역

유적, 영월 주천리 유적, 고성 대대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적인 양양 오산리와 고성 대대리 유적 토기와 비교해

토기의 희토류원소 불석결과(Han, 2010)를 참고하였다

보면, 영동지역 출토 토기의 산성함량이 높으며, 염기성

(Figure 4B).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표준치와

성분은 유적에 따라 군집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비교하여 부화된 경향성을 보이며, 경희토류에서 중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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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ace elements compositions of earthenwares
단위(ppm)
Rb
Y
S
Cs
La
Ce
Pr
Nd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Pb
Th
U
Ba
Mn
Sr
Co
Cr
Cu
Ga
Li
Ni
P
Sc
V
Zn
Zr

JS-1
102.7
12.79
37.6
2.81
47.0
85.9
10.2
37.3
5.83
1.67
4.68
0.45
2.43
0.41
1.32
0.14
1.22
0.14
34.6
12.25
3.29
2081
178.6
684.9
9.27
135.6
12.1
23.5
11.0
25.1
3962
13.3
87.6
47.9
30.0

JS-2
108.7
16.23
37.5
2.76
47.2
88.9
10.5
38.2
6.23
1.68
5.01
0.56
2.56
0.67
1.56
0.16
1.24
0.18
35.6
11.25
3.56
1895
200.1
645.5
8.79
125.3
12.3
23.6
15.0
24.2
3879
15.2
95.6
52.1
45.2

JS-3
107.6
17.58
36.5
3.02
47.5
89.2
10.4
37.6
6.33
1.67
4.98
0.65
2.65
0.56
1.89
0.17
1.34
0.17
36.5
10.56
3.45
1956
250.3
658.6
7.79
132.2
12.5
24.5
16.2
25.6
3569
14.6
99.5
55.6
38.9

류로 갈수로 기울기가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하지
만, 영월 주천리 유적 토기는 중희토류 원소에서 다른 기
울기의 거동특성을 보였다. 또한, 영동지역 출토 토기는
정선 아우라지 토기와는 다른 기울기의 패턴이 확인되었
다. 토기의 희토류 원소 분석과 더불어, 추후 정선 아우라
지 출토 토기의 태토 원료인 주변 토양과 기원암의 지질
학적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JS-4
105.4
19.56
36.2
3.01
47.9
89.4
10.9
39.5
6.75
1.89
5.56
0.57
2.57
0.45
1.79
0.18
1.45
0.20
34.2
10.34
3.32
1879
265.4
632.1
6.89
129.6
12.4
25.6
15.8
26.3
3425
14.7
89.7
54.2
37.8

JS-5
114.5
24.32
36.1
3.66
48.0
90.4
11.0
40.6
7.03
1.99
6.32
0.74
2.43
0.79
2.30
0.26
1.91
0.23
31.4
10.27
3.56
1851
276.1
655.7
6.39
127.9
12.4
26.5
17.4
21.8
3158
18.1
126.2
46.5
53.4

JS-8
108.7
30.73
40.4
5.10
45.2
89.5
12.0
45.8
7.42
1.66
6.99
1.05
2.95
1.17
2.17
0.43
2.0
0.30
36.2
13.26
3.68
1927
202.4
689.1
8.43
127.7
16.2
26.9
13.9
21.9
3524
18.1
112.8
89.9
55.4

JS-9
106.2
20.12
45.2
4.56
47.5
89.3
11.2
42.3
6.88
1.68
6.52
0.65
2.55
1.10
2.56
0.35
1.67
0.25
36.0
12.54
3.57
1875
206.3
658.9
7.89
128.9
15.6
25.7
15.2
24.5
3567
17.5
98.7
70.1
48.7

JS-10
108.1
19.57
35.7
3.65
46.9
88.4
11.1
40.1
6.98
1.67
5.56
0.67
2.42
1.08
2.46
0.26
1.84
0.21
35.9
12.38
3.65
1957
208.9
632.4
8.01
124.5
16.2
26.2
14.2
25.6
3456
15.9
10.2.1
50.2
48.9

3.3. 태토의 미세구조
분석대상 토기 태토의 미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SEM
image를 관찰하였다(Figure 5∼11). 또한 JS-4와 JS-5를 대
상으로 태토 내 미세영역의 화학 조성을 살피기 위해
SEM에 부착된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ure 7, 8).
정선 아우라지 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공극의
분포와 입자의 배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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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ormalized variation diagram showing rare earth elements pattern.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인 JS-1 는 점토입자 및 공극

이며, 토기 제작과정 중에 완전하게 뭉쳐지지 않은 부분

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기질이 느슨하여 치밀한 소성이

은 소성을 거치면서 불규칙한 형태로 긴 공극이 형성되었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대 공극의 크기는 약 200 µm 전후

다. 공극에 의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을 확대하여

Figure 5. Microstructure of the JS-1 observed by SEM.

Figure 6. Microstructure of the JS-2 observed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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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A, 5B yellow square) × 500, × 10,000 배로 살펴본

루미노 규산염 입자가 관찰되었고(Figure 8G-1, 8H-1),

결과 판상 장석을 포함한 작은 규산염 입자들의 고착과

EDS mapping 결과 JS-4 보다 작은 크기의 Si 성분을 포함

함께 엽편상의 점토기질과 부정형 공극이 다수 관찰되었

한 규산염 입자와 K 원소를 포함한 칼리장석과 백운모가

다(Figure 5A-2, 5B-1, 2). JS-2 토기 역시 기질이 느슨한

확인되었다(Figure 8G-2⋅3, 8H-2⋅3). 각목돌대문토기인

부분을 선정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JS-1 토기와 유

JS-6 태토에서도 장석 입자와 입자 사이 간극에 채워진

사한 조직적 특징을 보이지만, 공극을 확대한 결과 엽편

미정질 입자가 관찰되었다(Figure 9). JS-7 미세조직에서

상 점토기질과 함께, 장석입자를 포함한 알루미노 규산염

는 미정질 입자가 용융되어 결합한 형태로 JS-6 보다 크기

이 배열된 형태로 관찰되었다(Figure 6C-2, 6D-2).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는 JS-4∼JS-7 을 대상으로 미세

가 큰 결정입자가 확인되며, 소성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0J-5).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Figure 7∼10), JS-4 각목돌대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는 JS-8 공렬토기, JS-10 구순각

문토기의 내부 일부 영역에서는 큰 공극이 확인되었다

목토기, JS-11 공렬단사선문토기를 대상으로 미세구조 분

(Figure 7E, 7F). 또한 미세영역을 살펴본 결과 입자 사이

석을 진행하였다(Figure 11). JS-8 공렬토기 미세영역에서

의 간극이 장석과 미정질 알루미노 규산염 입자로 채워져

장석 입자와 규산염 입자, 작은 미정질 입자 관찰되었으

있으며(Figure 7E-1, 7F-1), EDS mapping 관찰 결과 Si 성분

며(Figure 11K-3), JS-10 구순각목토기에서는 얇은 판상

을 포함한 규산염 입자와 K 원소를 포함한 칼리장석과 백

형태 운모입자와 점토입자가 치밀하게 혼입된 기질을 이

운모가 혼재되어 남아 있었다(Figure 7E-2⋅3, 7F-2⋅3).

루고 있었다(Figure 11L-2). JS-11 공렬단사선문토기는 조

JS-5 각목돌대문토기의 미세구조 불석결과, 같은 시기에

직이 거칠고 부정형 공극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제작된 토기인 JS-4 와 유사한 형태로 확인되었다(Figure

크기가 큰 입방체 결정이 관찰되었다(Figure 11M-3).

8). JS-5 의 미세 영역에서는 판상의 장석과 작은 구상 알

Figure 7. Microstructure of the JS-4 observed by EDS.

Figure 8. Microstructure of the JS-5 observed by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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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icrostructure of the JS-6 observed by EDS.

Figure 10. Microstructure of the JS-7 observed by EDS.

Figure 11. Microstructure of the JS-8(K), JS-10(L), JS-11(M) observed by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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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미사장석, Anorthoclase, 소다장석, 정장석, 칼륨의

3.4. 광물 조성

알루미노규산염 광물인 파리장석 Sanidine[K(AlSi3O8)],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 광물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

석회장석 Anorthite(CaAl2Si2O8)가 검출되었다. JS-4 토기

해 엑스선회절분석을 진행하였다. 점토광물 조성의 차이

에서는 석영, 소다장석, 정장석, 석회장석, 미사장석,

는 토기의 제작 태토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이 소성

Anorthoclase, 백운모 Muscovite[KAl2(AlSi3O10)(F,OH)2]를

과정에서 열 변화에 따른 소실 또는 새로운 광물이 생성

확인할 수 있었다. JS-5 토기에서는 석영, 백운모, 미사장

되는 결과를 반영한다(Kang, 1997). 즉, 태토 구성광물의

석, 소다장석, 파리장석, Anorthoclase, 석회장석이 검출되

상전이 과정을 통해 토기의 소성온도를 간접적으로 추정

었으며, JS-6 토기에서는 석영, 석회장석, 소다장석, 미사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토기 태토의 광물 조성 분석을 통

장석, 정장석, Anorthoclase, 백운모가 확인되었고, JS-7 토

해 검출된 결과는 제작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 표와

기에서는 석영, 미사장석, Anorthoclase, 소다장석, 정장석,

그래프로 나타내었다(Table 4, Figure 12~14).

석회장석, 백운모 광물상으로 JS-4, JS-5, JS-6 토기와 거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인 JS-1에는 규산질 원료인

의 유사한 광물상이다(Figure 13).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

석영 Quartz(SiO2), 장석질 원료 광물인 미사장석

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에서 검출되었던 Kalsilite와 철양

Microcline[KAlSi3O8], 소다장석 Albite[NaAlSi3O8], 칼리장

기석 등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파리장석과 석회장석, 백

석인 정장석 Orthoclase[KAlSi3O8], 미사칼륨장석과 조장

운모 등이 검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석의 중간성분을 가지며 주상(柱狀) 또는 입상(粒狀) 결정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 중 공렬토기인 JS-8에서는 석영,

을 갖는 Anorthoclase[(Na,K)AlSi3O8]가 검출되었으며, 알

파리장석, 삼방정계(三方晶系)에 속하는 광물인 적철석

루미노 규산염광물군의 일종으로 장석과 비슷하지만 장

Hematite(Fe2O3), 소다장석, 단사 결정계에 속하는 녹니석

석에서 규산을 제거한 것과 유사한 화학조성을 갖는 준장

Clinochlore[Mg5Al(AlSi3O10)(OH)8],

석의 일부인 Kalsilite[KAlSiO4], 변성암의 일부에서 발견

점토광물

Kaolinite

[Al2Si2O5(OH)4], 미사장석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적철석

되는 철양기석 Ferroactinolite[Ca2Fe5Si8O22(OH)2], 철감람

의 검출은 철 함량이 높게 나타났던 JS-8의 주성분분석

석 Fayalite(Fe2 + 2SiO4)가 검출되었다. JS-2 빗살무늬토기

(XRF) 결과와 일치한다(Table 2). JS-9와 JS-10 공렬토기에

에서는 JS-1 토기 태토와 유사한 광물 조성 결과를 얻었으

서는 석영, 소다장석, 미사장석, 백운모가 검출되었고, 공

며, 석영, 소다장석, Anorthoclase, 미사장석, 정장석, 철양

렬단사선문토기 편인 JS-11에서는 석영, 소다장석, 정방

기석 등이 검출되었다(Figure 12).

정계의 입방체결정이며 마그네타이트(자철광)와 동형인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인 각목돌대문토기 JS-3에서는

마그헤마이트 Maghemite(Fe2O3), 미사장석, 백운모가 검

Table 4. The results of minerals composition analytical samples using XRD
Mineral phase

JS-1

JS-2

JS-3

JS-4

JS-5

JS-6

JS-7

JS-8

JS-9

JS-10

JS-11

Quartz

*

*

*

*

*

*

*

*

*

*

*

Microcline

*

*

*

*

*

*

*

*

*

*

*

*

*

*

*

*

*

*

Albite

*

*

*

*

*

*

*

Orthoclase

*

*

*

*

*

*

*

*

*

*

*

*

Kalsilite

*

*

Ferroactinolite

*

*

Fayalite

*

Anorthoclase

*

*

Sanidine

*

Anorthite

*

Muscovite

*

*

*

*

*

*

*

*

*

*

Hematite

*

Clinochlore

*

Kaolinite

*

Maghem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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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의 제작기술 및 태토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재료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11점 선정하여 태토원
료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였고, 기 연구된 타 지역 토기와
화학적 성분을 비교하여 정선 아우라지 토기의 특성을 확
인하였다.
1. 태토의 주성분 분석결과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의 염
기성 및 산성 성분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시대 전기
Figure 1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amples(JS-1, 2).

토기의 중간 영역에서 분포하였지만, 각 제작시기에 따른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단, 철산화물은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는 거의 유사한 함량이지만,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는 다소 많은 함량이었다. 기 연구되
었던 강원지역 출토 토기와 비교한 결과,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의 산성 성분은 영서지역 출토 토기와는 유사한
반면, 영동지역 출토 토기보다는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2. 미세구조 불석결과, 신석기시대 토기에서는 부정형
공극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점토기질과 함께 장석을 포함
한 알루미노 규산염의 배열이 관찰되었다. 청동기시대 전
기 토기의 공극에서는 미정질 입자와 비교적 크기가 큰
입방체 결정 등으로 채워진 부분이 확인되었다. 분석대상

Figure 1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amples(JS-3∼7).

토기는 점토입자 및 공극의 분포가 불규칙하며 느슨한 기
질로 치밀하게 소성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광물조성 불석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저온소성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3. 정선 아우라지 토기는 제작시기에 따른 광물 조성
특성이 일부 확인되긴 하지만, 주된 광물상은 제작시기에
관련 없이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토기의
소성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750∼850℃ 범위에서 저온소성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작시기와는 별개로 각 토기의 특성에 따른 광물
조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특히,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
중 공렬토기인 JS-9∼JS-11은 거의 동일한 광물상으로 확
인되었고, 같은 기종인 JS-8에서는 높은 철 함량과 상응하
는 광물상이 일부 검출되었다.

Figure 1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samples(JS-8∼11)
출되었다(Figure 14).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는 신석기시대
와 청동기시대 조기에 검출된 정장석이 확인되지 않는 특
징을 보였다. 또한 청동기시대 조기 토기 광물상인 파리
장석, 석회장석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선 아우라지 토
기의 주된 광물상은 제작시기에 관련 없이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었으며, 토기를 구성하는 태토의 광물조성을 근거
로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는 대체로 750∼850℃에서 저
온소성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4.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경희토류에
서 중희토류 원소로 갈수록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제작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사한 함량 패턴을 나타내었
다. 희토류 원소의 전체적인 그래프 패턴 영역에서 정선
아우라지 유적 출토 토기 태토원료 모암(母巖)의 유사성
을 확인하였다. 정선 아우라지 출토 토기의 희토류 원소
함량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연구되었던
강원지역 출토 토기의 희토류 원소 불석결과 영월 주천리
유적 토기는 중희토류 원소에서 이질적인 거동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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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영동지역 출토 토기는 정선 아우라지 토기와는
다른 기울기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출토 토기의 태토 원료인 주변 토양과 기원암의 지
질학적 불석결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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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전통방식으로 재현한 아교를 대상으로 가죽부위에 따른 다양한 추출조건별
특성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평균분자량(Mw, Mz)은 추출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다분산성
(PDI)은 추출시간에 따라 증가하다 추출 48시간에서 감소하였다. 평균분자량과 PDI 모두 가죽부위별
차이는 없었지만, 개체별로는 총분자량 차이가 있었다. 추출물의 차이는 아교(젤라틴)를 대표
하는 Amide 영역들을 통해 비교한 결과, 추출시간에 따라 뱃가죽의 삼중나선구조가 파괴되는
것이 확인되어 가죽부위별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물성평가 결과, 황색도는 추출시간이 증가할
수록 높아졌고, 점도는 분자량의 변화와 비례하지 않았다. pH는 화학적 전처리가 없는 생산아
교의 일반적인 특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추출조건에 따른 생산아교의 특징들을 전체적으
로 분석한 결과, 소 개체별 차이가 큰 영향을 미쳐 소량 추출의 경우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더 다양한 추출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일정한 품질을
가진 전통아교의 보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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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Korean traditional animal glue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use of different parts of cattle hide and extraction conditions. Both average molecular weight(Mw,
Mz) and polydispersity (PDI) of the animal glue increased with extraction time, whereas only PDI
decreased after 48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and PDI for the
different cattle hide parts used, although a individual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regard to total
molecular weight. Differences in extracts over time were compared by investigating the amide regions
representing the gelatien component of the animal glue. The triple helix structure of the belly skin
deteriorated in a manner proportional to the extraction time, and differences were observed for each
cattle hide part. The yellowness increased with the extraction time; however, the viscosity was not
proportional to the average change in molecular weigh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of
difficulties in the quality control of cases where small amounts of glue were extracted as small
differences might impact the overall results considerably. Further research exploring various extraction
conditions is required to ensure the prodiction of traditional animal glue with optimum qualitie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animal glue, Cattle hide, Extraction condition, Molecular weight,
Pshysio-chemic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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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추출된 젤라틴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Haug et al., 2004; Lim et al., 2011) 등이 이루어졌다.

아교(阿膠)는 동물의 가죽, 뼈 등을 오랜 시간 끓여 추

반면, 전통아교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진행되기 시작

출한 액체를 굳힌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

했다. 연구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전통아교를 생산하는 공

해온 천연 동물성 접착제이다. 아교 사용과 관련된 가장

장 또는 고문헌의 전통제조법을 검증해본 적이 없는 상태

오래된 기록은 뺷일본서기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10년

였기 때문에, 원료의 선정부터 전통제법을 현대식으로 검

(영양왕 21) 고구려 승려 담징(曇徵)이 일본에 종이와 먹

증하는 연구(National Science Museum, 2009)부터 진행되

등의 제조방법을 전한 기록이 있다. 먹을 만들 때 아교가

었다. 이후, 전통방법으로 복원한 아교의 다양한 쓰임에

필요했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아교를 제조 및 사용했다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단청작업에 사용되는 아크

고 유추할 수 있다(Lee et al., 2019). 그 이후의 기록 중에

릴에멀젼계 접착제(포리졸), 시판아교, 전통제조법으로

는 조선시대의 뺷경국대전뺸, 뺷조선왕조실록뺸에 아교 장인

생산한 아교의 내후성을 비교하는 연구(Lee, 2010)와 수

에 대한 내용과 아교 제조 및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있으

분반응성을 비교하는 연구(Park et al., 2013)가 대표적이

며, 조선 후기의 뺷산림경제뺸, 뺷오주서고종박물고변뺸에는

다. 최근에 들어서는 시판아교에 준하는 접착력을 가지는

소가죽을 원료로 하는 아교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아교를 생산하기 위한 전통제조법을 확립한 연구(Do et

(National Science Museum, 2009).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

al., 2019)와 문화재에 사용되는 아교의 일관적인 특성평

나면서 전통아교의 맥이 끊기고, 1970, 1980년대에는 사

가를 위한 전처리 및 측정조건을 제시하는 연구(Oh et al.,

용이 편리한 합성접착제에 밀려 전통아교는 국내에 거의

2019), 목공예분야에 알맞은 물성을 가진 전통아교를 개

사라져 현재는 대부분 수입 아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량 및 개발하는(Kim et al., 2019) 등 우리나라 아교의 전통

다(Lee et al., 2019).

제법을 확립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연구도 꾸준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사용되는 아교는 그 쓰임새가 매

히 진행되고 있다.

우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서화 또는 단청

그러나 전통아교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현장에는 적용

등의 채색 문화재에 교착제로 사용되고 목재나 지류를 재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아교를 사용하고 싶어도 개

료로 하는 공예활동의 접착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인이 직접 추출한 아교는 대량으로 제조하지 못할 뿐더러

국내 보존처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교는 단일

물성이 일정하지 않아 사용하기 어렵고, 품질에 대한 신

동물의 가죽을 원료로 한 제품이며, 주로 소가죽을 원료

뢰도가 있는 전통 아교 시제품이 생산되는 것도 아니기

로 하는 일본산 아교이다(Oh et al., 2019).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추출조건에

소의 생가죽은 64%의 수분과 33%의 단백질로 이루어

따라서 전통아교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져 있으며, 단백질 중 87%는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

적인 추출조건에 따른 아교의 물성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

(Shin, 2012). 콜라겐은 구조 단백질로서 일반 단백질에 비

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해 분자량이 매우 크며, 콜라겐분자 1개의 분자량은 약

내 소가죽을 대상으로 전통제법으로 아교를 생산하고 추

30만이다. 또한, 콜라겐의 세부 구조는 폴리펩티드 사슬

출조건에 따른 구조변화와 분자량 및 물성 변화를 함께

이 삼중나선모양으로 꼬인 형태이며, 각각의 폴리펩티드

비교하고자 하였다.

사슬들의 대다수는 ‘글리신(Glycine)-X-Y’의 반복적인 아
미노산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Shin, 2012). 우리가 사용하

2. 연구 방법

는 아교는 이러한 콜라겐을 열수 추출하여 만든 변성 단
백질(젤라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출된 아교(젤라틴)의
구조적, 이화학적 특성은 모두 원료, 전처리 과정, 추출
온도 및 시간 등의 추출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조건에 따른 콜라겐 추출 및 평가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식품 및 공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전처리 공정에 따른 추출 젤라틴의 특성 연구(Yeom et al.,
2004; Mad‐Ali et al., 2016),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한 콜라
겐의 구조변화 및 물성변화를 규명한 연구(Yoo, 2009;
Yang and Hong, 2012), 분자량 분포 또는 아미노산 함량이

2.1. 전통 아교 제조
2.1.1. 원료 선정 및 전처리 과정

뺷산림경제뺸, 뺷오주서고종박물고변뺸에 기록된 전통아
교의 제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원료는 소가죽으로 정하였
다. 소의 종류와 산지 등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피혁 가공업체에서 태어난 지 약 3년 된 황소(전라도 지
역)를 선별하여 수급하였다. 가죽은 육안으로 두께, 색상,
경직도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것을 선정하였다. 가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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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raction from cattle hide glue. (A) Cut cattle hide, (B) Boiling cattle hide in a constant-temperature water
bath, (C) Extraction complete.
전처리 상태는 염장된 것으로 통일하였으며, 약품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선정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
였다.

Table 1. List of samples
Cattle

Part

20

추출된 아교에 대한 소 개체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 서로 다른 2마리의 소가죽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소가

T
(Back)

죽은 물리적으로 지방층을 제거하고, 염분 농도가 0.3%
이하가 되도록 수회 반복 세척하였다. 가죽부위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 등가죽과 뱃가죽으로 분류하여 10 × 80 mm

Extraction time

F
(Belly)

(Table 1).

36

24
36

2.1.2. 아교 추출

20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소의 생가죽은 낮은 온도

24

T
(Back)

의 추출 시간이 요구된다. 동일종, 동일성별, 동일연령대
의 소일지라도 개체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자체 실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추출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8

48

B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80℃, 20시간 추출 조건에
서의 콜라겐 분해량, 아교 추출량, 가열시간에 따른 물성
변화 그리고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의 경우 가죽과 추출물

F
(Belly)

24

1 extraction

48

AT48
AF24
AF28

2nd extraction

AF36
AF48
BT20

1st extraction

BT24
BT28

2nd extraction

BT36
BT48
BF20

st

1 extraction

28
36

AT36
AF20

st

20

0℃ 이상의 고온에서 20시간 이상 가열하는 것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미발표). 그러나 보다 높은 추출효율과

2nd extraction

28
36

AT24
AT28

28
48

에서 아교의 추출 수율이 매우 낮고, 고온에서도 장시간

1 extraction

20

의 크기로 재단하였으며(Figure 1A), 추출 실험의 재현성
소의 종류와 가죽부위, 추출시간에 따라 명명하였다

AT20
st

28
48

A

을 위하여 각 가죽부위는 3배수로 준비하였다. 시료명은

24

Sample label

BF24
BF28

2nd extraction

BF36
BF48

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80℃에서 20시간 이상 가열하는 조건을 선정하여 해
당 조건에서의 추출 후 가죽상태와 추출물을 비교하였다.
가죽은 10 × 10 cm 정도의 크기로 재단하고, 증류수와
1:2.4(w/v)의 비율로 70℃ 항온수조(BW3-20G, JeioTech,
KOR)에서 약 30분간 중탕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불
순물을 제거한 가죽에 전처리 과정과 동일한 비율의 증류
수를 넣어 80℃ 항온수조에서 아교를 추출하였으며, 추출
은 2회 진행하였다(Figure 1B, 1C). 먼저 28시간 동안 초탕

을 진행한 뒤, 동일 가죽에 새로운 증류수를 넣어 20시간
(총 48시간) 동안 재탕을 하였다(Table 2). 초탕 과정에서
는 20, 24, 28시간마다, 재탕 과정에서는 8, 12시간(총 36,
48시간)마다 각각 추출된 아교수를 채취하였다. 총 5개
시간대의 아교수는 분자량을 측정하였고, 초탕(28시간)과
재탕(48시간) 아교는 건조하여 적외선분광분석 및 물성
평가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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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cess of extraction from cattle hide glue and properties analysis
Process

Extraction from
cattle hide glue

Method
⋅Remove impurities by boiling cattle hide at 70℃ for 30 min
⋅Extract preprocessed cattle hide at 80℃ (2 times)
⋅Sampling for each time(20h, 24h, 28h, 36h, 48h)
⋅1st extraction glue is a 28h glue and 2nd extraction glue is a 48h glue

↓
Tissue analysis

Molecular weight

Method of
properties
analysis

⋅Analysis by H&E staining method
⋅Make thin section with razor blade
⋅Stain them and observed microscope
⋅Measure with GPC
⋅Injected sample volume 200 µl,
Solvent 0.1M NaNO₃solvent, Flow rate 1.0 mL/min
⋅Standard sample is PEG/PEO

Chemical structural ⋅Analysis with ATR-FTIR
⋅Range 4,000∼600 cm-1, Resolution 4 cm-1, Number of scans 32
analysis
Yellowness (%)
Penetration (%)
Viscosity (cP)

pH

⋅Measure with spectrum colorimeter
⋅10%(w/v) gelatin solution
⋅Standard illuminant D65, Angle of field 10°,
Area of analysis ∅28 mm
⋅Measure with rotational viscometer
⋅12.5%(w/v) gelatin solution
⋅Range LV-01(61), Rotation speed 100 rpm,
Measurement time 1min
⋅Measure with pH meter in 35±1℃
⋅1%(w/v) gelatin solution

2.2. 가죽조직분석
소의 개체별, 가죽부위별, 추출 시간에 따른 조직의 분
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가죽조직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으로 조직을 관찰하였다(Table 2).
2.3. 분자량 측정

해당 분석은 젠헤리티지에 의뢰하였다. 조직을 확인하는

분자량과 분자량분포는 아교의 기본적인 물성에 영향

방법으로는 Haematoxylin–Eosin 염색법(이하, H&E 염색

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추출 아교수의 분자량 변화

법)을 사용하였다. H&E 염색법은 검푸른 색의 헤마톡실

를 확인하기 위해 GPC(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를

린(Haematoxylin)과 붉은색의 에오신(Eosin) 두 염료를 이

이용하여 분자량을 측정하였으며, 해당 분석은 ㈜한국고

용하는 방법으로 생물 시료의 조직검사 시 유용한 염색법

분자시험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다. 염기성 염료인 헤마톡실린은 세포 조직에서 인산기

추출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GPC(EcoSEC HLC-8320,

가 많이 들어 있는 세포핵을 염색하고 산성 염료인 에오

Tosoh, JPN)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컬럼은 TSKgel

신은 세포의 안팎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단백질의 아미노

guard PWxl + 2 × TSKgel GMPWxl + TSKgelG 2500PWxl

기를 가진 원자단과 결합하여 염색된다.

(7.8 × 300 mm)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200 μl 주입하였고,

가죽시료는 A소, B소의 등가죽, 뱃가죽 각 3배수 중 1

용매는 0.1M NaNO3를 유속 1.0 mL/min로 설정하여 사용

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탕과 재탕이 종료된 후 일정

하였다. 분자량 분포는 온도 40℃에서 굴절률 검출기

량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면도날을 이용하여 가죽

(RI-detector; Refractive Index-detector)를 사용하여 확인하

절편을 만들어 염색하고, 실체현미경(SMZ18, Nikon, JPN)

였다. 표준시료는 PEG/PEO를 사용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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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외선분광분석

점도는 농도 12.5%(w/v) 아교수를 회전식마찰점도계

소가죽에서 추출된 아교 단백질의 2차 구조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 적외선분광분석을 진행하였다. 콜라겐을 추
출하는 과정에서 폴리펩티드 사슬은 결합력을 잃고 분해
되는데, 이때 화학구조가 변하게 된다. 즉, 적외선분광분
석 스펙트럼을 통하여 추출된 아교의 분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DV2T, Brookfield, USA)로 측정하였다. 분석 조건은 측정
범위 LV-01(61), spindle 회전속도 100 rpm, 측정시간은 1
분으로 하였다.
pH는 농도 1%(w/v) 아교수를 온도 35±1℃로 유지하면
서 pH미터기(LAQUA-PH1200, HORIBA, JPN)로 측정하
였다.

초탕과 재탕 아교는 각각 슬라이드글라스에 필름상으

3. 연구 결과

로 건조하여 감쇠전반사(ATR, Attenuated Total Reflection)
장치가 부착된 FT-IR(Alpha, Bruker Optics, GER)로 분석
하였다. 조건은 4,000∼600 cm-1 범위에서 분해능 4 cm-1,
스캔 횟수 32회로 하였다(Table 2).

3.1. 가죽조직변화
동물 가죽은 표피와 진피로 나뉘며 진피는 모근, 땀샘,
피지선 등이 있는 유두층(乳頭層)과 콜라겐 섬유가 매우

2.5. 물성평가

발달한 망상층(網狀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추출 시간별

추출시간에 따른 아교의 물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초
탕과 재탕 아교를 대상으로 색도, 점도, pH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선행연구(Oh et al., 2019)와 KS규격(KS M
ISO 9665:2010, 접착제-아교-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을 참
고하였다(Table 2).
색도는 농도 10%(w/v) 아교수를 분광측색계(Colormate,
Scinco, KOR)로 황색도(ASTM E313-73)와 총투과율을 측
정하였다. 준비된 시료는 액체 측정용 페트리디쉬에 담아
흰색 덮개를 배경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표준광
원 D65, 시야각 10°, 분석면적 ∅28 mm로 하였다.

가죽 시료의 H&E 염색 결과, 산성염료인 에오신에 의해
세포질은 붉게, 콜라겐 섬유(아교질)는 핑크색으로 염색
되었으며 헤마톡실린에 의해 청색으로 염색된 곳은 없었
다. 소의 개체, 가죽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모근,
땀샘, 동맥, 정맥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대조군(생가
죽)에서 콜라겐 섬유가 선명하게 염색되었다(Table 3). 이
는 가죽의 전처리 과정에서 표피, 털, 모근 등이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콜라겐이 풍부한 진피의 망상층을 대상으
로 아교가 추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추출이 진행된 가죽들은 모두 진한 적색으로 염
색되었다. 특히, 초탕과 재탕의 염색양상이 동일하게 나

Table 3. Sectioning (H&E staining) of extracted cattle hide (× 20)
Samples

Control

1st extraction
(28h)

2nd extraction
(48h)

AT

AF

BT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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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고, 콜라겐이 추출되기에는 28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2B). 모든 시료에서 추출시간이 지날수록 PDI가 점점 증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가죽과 추출한 가죽

가하다가 재탕 36시간에 최댓값을 가지고, 48시간에는 감

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체별, 가죽부위별, 추출

소하였다. PDI가 높다는 것은 넓은 분자량 분포를 가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분자들로 이루어져있다는 뜻이다.

3.2. 분자량 변화

라겐이 일정한 크기로 분해되어 추출되었고, 추출 36시간

즉, PDI가 낮게 측정된 추출 28시간까지의 추출아교는 콜
이후의 추출아교는 저분자화되지 못한 분자량이 큰 펩티

고분자의 분자량은 여러 크기의 분자들이 혼재하기 때

드 사슬이 추출되어 다양한 크기의 분자들이 분포하게 되

문에 평균 분자량의 개념으로 표현해야 하며, 연속적인

어 높은 PDI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분자량의 그래프로 분자량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평
균 분자량은 수평균분자량(Mn), 중량평균분자량(Mw), 부
피평균분자량(Mz)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고분
자의 분자량은 Mw로 확인한다. 분자량의 분포는 다분산
성(PDI, Polydispersity)으로 나타낸다. 추출 시간 및 가죽
부위에 따른 평균분자량과 PDI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A소, B소 모두 가죽부위와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추출
시간에 따라 Mw와 Mz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Mn은 초탕이 재탕보다 추출 분자량이 더 높았으며, 28시
간과 36시간의 차이가 A소는 약 6,000∼7,000, B소는 약
10,000 정도 차이 났다(Figure 2A). 그러나 총분자량은 부
위별 차이가 없었으며, Mw, Mz와 동일하게 A소보다 B소
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 즉, 가죽부위는 추출시간에 따
른 분자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각 개체별 가죽의
총분자량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개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
다고 사료된다. 같은 종의 소라도 나이, 성장환경, 건강상
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죽의 결합이 다양하다는
연구(Muyonga et al., 2004)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아교의 분자량이 같더라도 분자량 분포에 따라 물성차
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Eysturskarð et al., 2009) PDI의 변

Figure 2. Variation in average molecular weight (Mw) and
PDI by extraction conditions. (A) Mw, (B) PDI.

화도 확인하였다. PDI는 소 개체, 가죽부위에 따른 차이
점은 없었으나 추출시간에 따른 경향을 보였다(Figure

Table 4. Average molecular weight (Mn, MW, Mz) and PDI of the extracted cattle hide glue
Samples

AT20

AT24

AT28

AT36

AT48

AF20

AF24

AF28

AF36

AF48

Mn

8,355

9,113

9,302

7,987

9.125

7,333

8,164

8,149

7,181

8,509

Mw

29,259

31,089

31,986

37,778

39,147

26,937

27,377

29,858

36,277

36,511

Mz

53,603

57,864

61,104

78,303

80,388

48,139

46,407

64,640

72,198

72,987

PDI

3.50

3.41

3.44

4.73

4.30

3.70

3.34

3.77

5.07

4.29

Samples

BT20

BT24

BT28

BT36

BT48

BF20

BF24

BF28

BF36

BF48

Mn

9,350

10,881

10,764

8,911

9,382

10,345

10,654

10,182

7,775

8,560

Mw

35,112

40,644

42,149

53,794

49,237

42,739

42,747

41,234

51,136

45,765

Mz

71,748

81,009

90,767

128,693

115,700

86,119

87,515

87,043

132,531

114,081

PDI

3.71

3.74

3.91

6.02

5.25

4.13

4.01

4.05

6.58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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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T-IR spectra peak position and assignments for extracted cattle hide glue
Region
Amide A

Peak wavenumber (cm-1)
AT28

AT48

AF28

AF48

3,279

3,278

3,274

3,271

Assignment
NH stretch

Amide Ⅰ

1,627

1,626

1,626

1,625

C = O stretch

Amide Ⅱ

1,527

1,527

1,528

1,533

NH bend coupled with CN stretch

Amide Ⅲ

1,235

1,236

1,235

1,241

NH bend

BT28

BT48

BF28

BF48

Amide A

3,285

3,275

3,270

3,270

NH stretch

Amide Ⅰ

1,626

1,625

1,626

1,626

C = O stretch

Amide Ⅱ

1,527

1,525

1,524

1,536

NH bend coupled with CN stretch

Amide Ⅲ

1,234

1,235

1,234

1,237

NH bend

3.3. 적외선분광분석
아교 추출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은 3,600∼3,200 cm-1 범위의 Amide A, 1,700∼
1,600 cm-1 부근의 Amide Ⅰ, 1,550∼1,500 cm-1 부근의
Amide Ⅱ, 1,400∼1,200 cm-1 범위의 Amide Ⅲ 영역이다
(Yang et al., 2012; Barth, 2007;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추출된 아교의 적외선분광분
석 결과, 모든 시료의 스펙트럼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Table 5, Figure 3).
추출온도, 원료의 나이 등 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젤라틴
을 추출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각 조건별 스펙트럼의 차이
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N-H stretch와 관련된
Amide A 영역은 콜라겐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방출된 자유
아미노기가 수소결합에 관여할 때 낮은 파수로 이동한다는
연구(Mad‐Ali et al., 2016)가 있으며, C = O stretch와 관련된
Amide Ⅰ 영역도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콜라겐의 펩타이
드 사슬이 파괴되어 발생한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가
수소결합을 하게 되어 높은 파수로 이동한다는 연구
(Kittiphattanabawon et al., 2016)가 보고되었다. 또한, 콜라겐
의 삼중나선구조와 관련된 Amide Ⅲ 영역의 경우, 고온에
서 추출한 젤라틴은 저온 추출 젤라틴보다 삼중나선구조
파괴가 활발히 진행되어 해당 영역의 피크가 현저히 낮게
확인된 연구(Mad‐Ali et al., 2016)도 보고되었다.
전통방식으로 추출한 아교의 스펙트럼과 위의 선행연
구를 비교해본 결과, Amide A 영역에 해당하는 피크들은
BF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파수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약 200 cm-1만큼 이동하였지만, 본 실험
의 추출 아교는 1∼10 cm-1 정도만 이동하여 그 폭이 크지
않았다. Aamid Ⅰ 영역의 경우는 오히려 추출시간에 따라

Figure 3. FT-IR spectra of extracted cattle hide glues.
(A) Amide A of wavenumbers 3,600∼3,100 cm-1
(B) Amide Ⅰ, Ⅱ, Ⅲ of wavenumbers 1,700∼1,200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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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파수로 이동하였다. Amide Ⅲ 영역은 추출시간에 따

길어질수록 아미노기(-NH2)와 카르보닐기(-COOH)가 마

라 등가죽(T)과 A소의 뱃가죽(AF)은 해당 영역의 피크 높

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을 일으켜 황색으로 변한다

이가 달라지지 않았지만, B소의 뱃가죽(BF)은 피크가 낮

는 연구(Mad‐Ali et al., 2016)와 일치한다. 개체별 황색도

아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BF의 경우, 재탕(48시간)에

를 비교해보면, A소보다 B소의 황색도가 더 높은데, 이는

서 콜라겐의 삼중나선형 구조가 상당량 분해되었기 때문

분자량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B소는 A소보다 전체

으로 판단된다.

적으로 분자량이 높게 측정되었다(Figure 2A).
점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B소가 A소보다 높게 측정되

3.4. 물성변화
초탕(28시간)과 재탕(48시간) 아교의 색도를 측정한 결
과, 황색도와 총투과율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났다(Figure
4A, 4B). 콜라겐을 추출하여 얻은 아교는 단백질 분해 산
물, 미네랄, 지방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란색 또
는 갈색을 띠고 있다(Florian, 2007). 즉, 황색도가 높다는
의미는 추출액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다는 것이므로
탁도가 높아져 총투과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지방 등의 단백질 외 다른 성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뱃가죽(F)이 등가죽(T)보다 황색도가 더 높게 측정될 것
이라고 예상되지만, 가죽부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추출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면 초탕보다 재탕
의 황색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교의 추출시간이

어 개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C). 점도는 아교
의 분자량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A소의 분자량이 상대
적으로 B소보다 낮은 것과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도는 단순히 분자량과만 비례하는 것
이 아니라 분자량의 분포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llmann et al., 2009). 따라서 PDI와 점도를 비교
해본 결과, 추출시간에 따라 PDI는 모든 시료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하였으며(Figure 2B), AT만 추출시간에 따
라 점도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시료들은 감소하였다. PDI
는 값이 높을수록 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다양한 분자량
의 분자가 섞여 있다는 뜻으로 결합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AT를 제외한 나
머지 시료에서 재탕의 점도가 더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Figure 4. Variation in properties of extraction conditions. (A) Yellowness, (B) Penetration, (C) Viscosity, (D)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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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의 경우, 화학적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생산아교는 단

났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아교를 대상으

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미노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로 색도를 평가한 Oh et al.(2019)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약산성을 띄게 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소의 개체나

점도의 경우 평균분자량과 분자량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

가죽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시료에서 pH 6.2∼6.7로 측정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 결과, AT를 제외하고

되었다(Figure 4D).

초탕이 재탕보다 높게 측정되었지만 분자량은 재탕이 초
탕보다 높게 나타나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PDI와

4. 고찰 및 결론

점도의 관계는 반비례 경향을 보였으며, 다양한 분자들이
혼재하여 오히려 결합을 방해하여 점도가 낮아진다는 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가죽을 이용하여 아교

구와 일치하였다. 점도는 분자량과 PDI 모두와 관련이 있

를 제작 및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는 연구(Schellmann et al., 2009)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전통제법이 사라지고, 보관 및 사용이 편리한 합성접착제

연구에서는 소의 개체가 단 2마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에 밀려 사라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전통아교를 복원하

오차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적외

고 이를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량 생산

선분광분석에서 삼중나선의 파괴가 확인된 뱃가죽(F)에

체제에서의 품질관리 문제로 인해 실제 사용으로는 이어

대해서 점도와의 상관관계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적

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아교의 생산자가 품

외선 스펙트럼에서는 B소에서만 Amide Ⅲ 영역의 피크

질이 일정한 아교를 생산할 수 있기 위해 다양한 추출조

가 낮아졌지만 점도는 A소, B소 모두의 뱃가죽의 재탕 아

건에 따른 아교 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체별, 가죽부

교에서 점도가 확연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

위별, 추출시간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해 뱃가죽이 등가죽보다 콜라겐의 분해 속도가 빠르다는

먼저, 가죽조직 분석을 통해서는 생가죽과 추출된 가

것을 확인하였다. pH의 경우, 추출조건에 따른 차이점은

죽의 구분만이 가능하였으며 추출에 따른 조직의 세부적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아교(젤라틴)의 pH는 원료

인 분해 정도나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분자량의 경우,

의 산 또는 알칼리 전처리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그 자체

추출시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로 물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pH와 겔화온

나 가죽부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다만, 개체별 차이는

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pH 차이로 인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원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분

젤라틴 분자 전하가 분자 간 가교형성을 방해하여 겔화시

자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원료를

간에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1995).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선정함에 있어 지역, 연령, 성별을 통일하고, 가죽의 상태

추출 아교의 pH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 이에 따른 영향

또한 육안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품질의 가죽을 선정했음

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나, pH가 겔화온도나 겔 강도 등

에도 분자량 분석에서 개체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1∼2

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아교를 소량추출하였을 때는 아교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를 추출할 때마다 분자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 물성을

본 연구를 통하여 추출조건에 따른 우리나라 전통아교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분자량

의 분자량, 구조 및 물성 변화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포를 나타내는 PDI는 개체별, 가죽부위별 차이는 없었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아교를 소량으로 추출할 경

으나, 초탕보다 재탕의 분자량 범위가 넓어진다는 경향을

우에는 분석방법에 따라 가죽부위별, 추출시간별 아교 특

확인하였다. 적외선분광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교(젤

성의 변화가 경향성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소 개체별 차

라틴)에서 확인되는 Amide 피크는 모두 관찰되었으나, 개

이가 큰 영향을 미쳐 추출조건에 따라서 정확한 변화양상

체에 따른 스펙트럼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Amide Ⅲ 영

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원료 선정에 있어서 육안관찰

역에서 BF가 48시간 추출 후 콜라겐의 삼중나선구조가 파

을 통해서 동일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생체조직의 특성

괴되어 피크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가죽부위별,

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부위별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통제법은 화학적 전처

생긴다. 따라서 1∼2마리 소를 대상으로 추출하기보다는

리를 진행하지 않고 오직 가열에 의해서만 추출하기 때문

많은 소가죽을 대상으로 대량추출을 하여 오차를 줄이는

에 원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추출조건에 따른 적외선분

방법이 좋다고 판단된다.

광분석의 스펙트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가죽의 전처리 방법 또는 추출온도 등 여러 가지

색도는 추출시간이 증가하면서 황색도가 높아지는 것

추출조건에 의한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지속된다면 일

을 확인하였다. 총투과율은 황색도와 반비례 관계로 나타

정한 품질을 가진 아교 생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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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더 나아가 대량생산을 통한 전통아교 사용분야 전반

Master’s thesis, Gyeongju University, Gyeongju. (in Korean)

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im, Y.P. and Mohammad, A.W., 201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ammalian gelatin in relation to membrane
process requirement, Food and Bioprocess Technology,
4(2), 3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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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벽체 및 기와 편 21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
고, 소성 온도를 추정함으로써 문헌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화재로 인한 피열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 기와는 수비된 재료를 사용하였고, 벽체는 층위에 따라 서로 다른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소성된 시료의 경우, 일반적인 기와나 벽체와 달리 단면에
블로팅(bloating) 현상과 함께 고르지 못한 표면을 가지며, 일부분이 검게 그을린 것을 보아 일정
한 소성 환경에서 제어된 상태로 고른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성
온도 추정 결과, 과소성되지 않은 기와는 900℃ 이하의 소성온도를 가졌으나 과소성된 시료는
1000℃ 이상의 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기와의 제작 온도보다 고온으로 소성되었음
보여준다. 또한, 불량품기와는 제작 당시 소성이나 성형 과정에서 불량품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소성된 기와의 경우에 온전한 기와 형태를 가지면서 과피열 양상을 보여 화재로 인한 피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익산 제석사지 폐기유적은
기록상 존재하는 화재로 인해 폐기된 건축 부재를 보관하던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The Korean Soc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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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ed from Jeseoksa Dump-site were analyzed, and the possibility of heat exposure, such as the
fire reported in the literature, was investigated by estimating the firing temperature. From the results,
it was estimated that the rooftiles were composed of refined materials, and the walls were composed
of materials having different particle sizes depending on the layer. Unlike ordinary rooftiles and walls,
they exhibited an uneven surface with traces of bloating phenomenon in the cross section. It was
estimated from the blackening of some portions that firing was not performed in a controlled state
in a constant fir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estimated firing temperature showed that the
non-overfired rooftiles had endured a firing temperature of 900°C or less, but the over-fired samples
were subjected to a temperature of 1,000°C or higher and were fired at a temperature higher than
the manufacturing temperature at that time. Additionally, the rooftiles probably became defective during
firing or molding at the time of production, but the non-overfired rooftiles exhibited an intact shape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heat exposure due to fire. Therefore,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defective architectural components damaged by the fire, as reported in the literature,
were discarded in the Jeseoksa dump-site.

ABSTRACT In this study,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21 wall fragments and rooftile pieces

Key Words Jeseoksaji, Dump-site, Wall, Rooftile, Fi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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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벽체 4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일정한
피열온도 범위를 가지고 광물학적 특징이 유사한 점을 들어 화재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대에 위치한

에 의한 피열이 아닌 소성된 토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석사지(帝釋寺址, 사적 제405호)는 백제 무왕(武王)의

본 연구에서는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벽체 및

익산지역 경영과 관련된 왕실사찰 터로 주목받아 왔다.

기와 편들의 색도, 비중 및 흡수율 등 물리적 특성 분석과

특히 중국 육조시대의 문헌인 뺷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

미세조직 관찰 및 결정구조 분석, 열분석을 통한 소성 특

記)뺸에 “백제 무광왕(武廣王, 무왕)이 지모밀지(枳慕蜜地,

성을 분석하고,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기와와

익산의 옛 지명)로 천도하여 제석정사(帝釋精舍)를 지었

벽체의 재료학적 특성 및 열에 의한 소성 특성을 고찰함

는데, 정관(貞觀) 13년(639, 무왕 40년) 뇌우로 인하여 불

으로써 문헌기록상으로 확인되는 화재 등의 피열 가능성

당(佛堂)과 7층 목탑(七級浮圖) 및 낭방(廊房)이 모두 불

과 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탔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제석사지의 화재 시점, 가람시
설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기록의 내용과 2007

2. 분석대상 및 방법

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 제석사지의 발굴조사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여, 뺷관세음응험기뺸는 제석사의 성격과

2.1. 분석대상

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

분석대상은 익산 제석사지의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벽

제석사지 폐기유적은 제석사지에서 북동쪽으로 400 m

체 9점(JSW1∼9), 기와 7점(JSR1∼7), 불량품기와 5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기유구를 비롯하여 석곽

(JSD1∼5) 등 총 21점이다(Figure 1). 육안관찰 결과, 벽체

묘 2기, 구상유구 1기, 수혈군 3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시료 중 JSW1, JSW2, JSW3은 백색의 칠층을 가지고 있으

유적의 공간 활용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

며, 일부 벽체에서는 소성된 흔적이 확인된다. 기와는 고르

에서 와전류, 소조상, 벽체, 소토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

게 소성된 기와, 일부만 과소성된 기와, 전체적으로 과소성

어, 유적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목탑지와 관련된 유물

된 기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소성 기와는 일반적인 기와의

과 백제시대 기와가 확인되는 점, 일부 기와와 벽체에 남

특징과 다르게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기포가 드러나

아 있는 불에 탄 흔적 등을 볼 때 폐기유적이 뺷관세음응

는 기와로 설정하였다. 불량품기와로 구분된 시료의 경우,

험기뺸의 기록에서 전하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기와의 제작 과정 시 생성된 불량품으로 보이며, 깨진 기와

폐기한 곳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Buyeo National

파편이 뭉쳐져 소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에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9).

육안관찰을 통한 분류와 시료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와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1972년
국립중앙공업연구소에서 신라 기와 4점을 비롯한 기와

2.2. 분석방법

17점에 대하여 습식분석을 통한 정량분석과 X-선회절분
석을 통한 광물조성 및 시대별 기와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모든 시료의 표면 색도는 증류수로 세척한 후 100±5℃

비교한 것이 최초이다(Park, 1972). 이후, 기와의 물리화학

의 열풍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한 후 측정하였으며,

적 특성 연구와 제작기법의 추정뿐만 아니라 태토와 와요

내부 색도의 경우, 요철과 오염물이 있는 표면을 연마한

지의 연구를 통한 산지 추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후 측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색을 띠는 부분에 대해 측

으며(Jang et al., 2008), 전통기와의 물성과 현대기와의 물

정하였으며, 색채색차계(CR-400, Minolta, JPN)를 이용하

성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Cultural Heritage

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겉보기기공률 및

Administration, 2012). 또한, 산지나 제작지, 제작의 선후

흡수율, 비중의 측정은 KS L 4008에 준하여 측정하였으

관계, 제작기법 및 기술적 속성을 밝히는 연구도 계속되

며, 정밀전자저울(GR-200, A&D, JPN)과 비중측정용 키트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와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는 주로

(AD-1653, A&D, JPN)를 이용하였다. 태토만의 물리적 성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 등을 밝혀 제작기법을 추정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표면요철과 오염물이 있는 표면을 연

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한 후 100±5℃에서 24시간 이상 완전 건조시킨 무게를

화재로 인한 피열 관련 연구는 Kim et al.(2013)이 진행

구하고 이것을 증류수 속에서 24시간 이상 침적시킨 후

한 연해주 콕샤로프카-1 평지성 출토 토벽의 물리화학적

무게와 수중 무게를 측정한 다음, 겉보기기공률과 흡수율

특성 및 소성 온도 분석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 맞은

을 구하였다. 벽체 및 기와에 존재하는 기공과 입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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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lected samples excavated from Jeseoksa Dump-site.
포 및 크기, 색상, 광물상을 확인하고자 미세조직을 관찰

료는 오염된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한 뒤 100±5℃에서 24

하였다. 관찰을 위해 시료를 절단 후 에폭시 수지에 고착

시간 이상 완전 건조하였다. 시료 중 표면과 내부 속심이

시켜 연마기(Rotopol-11, Struers, DNK)와 연마지를 사용하

뚜렷이 구분되는 시료의 경우에는 표면과 내부 속심에 대

여 단면을 연마하였으며, 가공된 단면에 대하여 실체현미

해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40 kV, 40 mA, 5°∼80°,

경(SMZ800N, Nikon, JPN) 및 광학현미경(LV100NPol,

10°/min로 하였다. 시료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Nikon, JPN)으로 층위 구성을 확인하였다. 광학현미경

열중량 및 시차주사열량분석(TG-DSC, SDT650, TA

관찰 후 표면을 금 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FlexSEM

Instruments, USA)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시료는 오염된

1000, Horiba, JPN)의 후방산란전자상(Backscattered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한 뒤 일부를 채취하여 100±5℃에

Electron Image)으로 층위별 구성입자와 상태를 관찰하였

서 24시간 이상 완전 건조하였다. 분석조건은 온도범위

다. 벽체 및 기와 시료의 내부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50∼1250℃, 승온속도 20℃/min로 하였다.

X선회절분석기(SmartLab, Rigaku, JPN)를 이용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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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excavated from Jeseoksa Dump-site
Type

Wall

Rooftile

Defected
rooftile

Characteristics

Excessively firing
evidence

White pigment layer and organic matter inside

×

White pigment layer and over fired

○

Dark brown surface, yellow red inside and has organic matter

×

Dark brown and over fired
Yellow surface and black inside
Blackish brown surface, yellowish red inside and over fired
Yellow and has organic matter
Yellowish red soft rooftile
Reddish brown rooftile and partially fired
Reddish brown hard rooftile and over fired
Reddish brown hard rooftile and over fired
Black soft rooftile
Grayish white hard rooftile
Dark gray and rough hard rooftile and over fired

○
×
○
×
×

Dark brown rooftiles tangled and over fired

○

Sample
JSW1
JSW2
JSW3
JSW4
JSW5
JSW6
JSW7
JSW8
JSW9
JSR1
JSR2
JSR3
JSR4
JSR5
JSR6
JSR7
JSD1
JSD2
JSD3
JSD4
JSD5

3. 분석결과

○
×
○

표색계에 의한 색차를 계산하였으며, Figure 3에 도시하였
다. 색차는 표면에 백색칠층이 존재하는 JSW1, JSW2,

3.1. 색도

JSW3을 제외한 시료에서는 외부와 내부의 피열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마 소성이나 화

토기의 색상은 주로 소성 분위기와 온도, 원료 점토에

재로 인한 피열로 인해 발생하는 색의 차이로 추정된다.

함유된 발색원소와 유기질의 함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소성된 시료의 경우, 표면과 내부의 색차가 큰 차이

다(Kim et al., 2010). 소성 과정에서의 환경 차이가 다양한

를 보이는데, 이는 피열 과정에서 형성된 탄화물 입자가

반응을 유도하며, 태토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성분의 차이

시료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원인

와 소성 온도에 따른 광물 결정상의 차이를 통하여 외관을

으로는 초기 소성 단계에서 산화 환경으로 고온 소성되었

통한 도자기 분류의 핵심이 된다(Piero and Patrizia, 2004).

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보다는 목재 탄화물이 침착되는 현

제석사지 폐기장 출토 유물의 소성도 및 소성 환경에

상과 고온 화재 시 환원 환경에서 특정 표면의 단시간 고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색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KS A 0067

열 환경 노출로 인해 색차가 커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에 따라 a*(초록–빨강), b*(노랑–파랑), L*(명도)로 표시하
는 CIE LAB 색공간을 이용해 도시하였다(Figure 2). 전체

타당할 것이다.
반면 JSD1, JSD2, JSD5와 같이 과소성된 불량품기와에

적으로 명도는 30∼75의 범위를 가지며, a*값은 -5∼25, b*

서 낮은 색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

값은 0∼30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벽체와 기와, 불량품기

고온으로 소성되어 내부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

와는 분류별로 군집을 이루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을

문에 내부와 표면의 색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제작과정에서 서로 다

만 불량품기와의 경우에는 조각난 기와가 붙어 있는 형태

른 소성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각 분류 내에서도 유사한

이기 때문에 분석위치에 따라 측정값이 다양하였다.

범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Figure 2).
색차(∆E*ab)는 KS A 0067 규정에 의거하여 L*,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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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lor coordinates of Jeseoksa Dump-si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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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lor difference between body and surface
of Jeseoksa Dump-site samples.
JSR3, JSR4, JSR7의 경우, 겉보기기공률과 흡수율 모두

3.2. 비중, 흡수율 및 겉보기기공률 측정결과

5% 이내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료가 고온으로 소성되면서

기와 및 불량품기와에 대한 비중, 흡수율 및 겉보기기

조직이 치밀해지고 유리질화되어 상대적으로 흡수율이 감

공률의 측정값을 도시하였다(Figure 4). 겉보기 비중과 부

소한 것으로 보인다. JSR2의 경우에는 다른 과소성 기와들

피 비중은 모든 시료에서 약 1∼2.5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

과는 달리 겉보기기공률 15.10%, 흡수율 9.53%의 높은 값을

며, 겉보기기공률과 흡수율은 각각의 시료마다 매우 다양

가지는데, 이는 육안관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부

한 값을 가진다. 비중은 유사하나 기공률과 흡수율이 다

분적인 과소성으로 인해 기공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르다는 것은 원료나 제작 초기의 환경, 기술이 유사하였

으로 판단된다. 불량품기와의 경우, JSD3을 제외한 시료에

으나 피열 등의 미시적인 차이에 의해 기공률이나 흡수율

서 약 5%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겉보기기공률과 흡수율을 가

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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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aph of apparent density, bulk density, apparent porosity and water absorption ratio for rooftil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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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SW1

(B) JSW3

(C) JSW4

(D) JSW6

(E) JSW7

(F) JSW8

(G) JSR1

(H) JSR2

(I) JSR4

(J) JSR5

(K) JSR6

(L) JSR7

(M) JSD1

(N) JSD2

Figure 5. Microstructure images of Jeseoksa Dump-site samples observed by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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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Figure 6B and 6D). 이는 표면층만 약한 피열을

3.3. 미세조직 관찰
미세조직 관찰을 통해 구성 광물의 형태 및 조직, 기포
의 형태 등을 확인하였다(Figure 5). 벽체 시료는 층위가
2∼4층까지 구분되며, 입도가 유사한 입자로 구성된 것부
터 유기물, 석립 등의 혼재가 관찰되는 시편 등 다양한
단면 양상이 나타난다.
JSW4, JSW5, JSW9의 표면층에서는 입자 사이가 녹아
유리질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Figure 6A and 6C), 내부 속심의 경우에는 소성흔이 없는
벽체와 같이 입자 사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경험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JSW3, JSW6, JSW8과
같이 과소성된 벽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피열로 인한
유리질화된 단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기공이
팽창하는 블로팅(bloating) 현상도 확인할 수 있고, 내부에
서 표면층으로 갈수록 큰 기공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표면층이 상대적으로 고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Figure 5B, Figure 5D, Figure 5F).
기와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른 매질을 가져 정제된 원
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단면이
관찰되고, 조립질의 석영 입자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A)

(B)

JSW4

(C)

(D)

JSW9

Figure 6. Microstructure images of Jeseoksa Dump-site samples by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 Surface layer of JSW4, (B) Inner layer of JSW4, (C) Surface layer of JSW9, (D) Inner layer of JS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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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면층과 내부층의 색이 달라 층위가 구분되지만,

이후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Choi et al.,

층마다 입자의 크기가 구분되는 벽체와 달리 전체적으로

1996). X-선회절분석에 의한 결정구조 분석 결과, 모든 시

유사한 입도를 가지고 있다.

료에서 석영(Quartz)의 회절피크가 나타났으며, 과소성되

과소성되지 않은 JSR1, JSR5, JSR6의 경우, 미립질의

지 않은 시료에서는 주로 운모류(Mica) 및 장석류

크기가 고른 입자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공의

(Feldspar)의 회절피크가 확인되고, 과소성된 시료에서는

크기가 작거나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5G,

고온에서의 상전이에 의해 생성되는 헤르시나이트

Figure 5J, Figure 5K). 반면, 과소성된 JSR2, JSR3, JSR4,

(Hercynite), 뮬라이트(Mullite)의 회절피크가 확인되었다

JSR7의 경우에는 유리질화된 단면이 관찰되며, 블로팅이

(Figure 7∼9, Table 2). 뮬라이트와 헤르시나이트는 1000℃

나타나고 표면층으로 갈수록 큰 기공이 관찰되어 피열된

이상의 고온에서 형성되는 광물들로서 기와, 전돌의 소성

벽체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하다(Figure 5H, Figure 5I,

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된다(Moon and Lee,

Figure 5L).

1996).

불량품기와의 단면은 거대한 석영 입자들과 함께 표면

소성흔이 없는 벽체 중 JSW4와 JSW5, JSW7, JSW9의

으로 갈수록 기공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육안으로

내부층은 운모류의 회절피크를 나타내며, JSW9의 경우에

관찰되는 기공들이 많이 보이며, 과소성된 벽체 및 기와

는 표면부에도 운모류의 회절피크가 확인된다. 운모류가

와 같이 유리질화된 단면과 블로팅이 나타나고, 표면층으

검출된 것으로 보아 900℃ 부근에서 소성이 완료된 것으

로 갈수록 큰 기공이 관찰된다(Figure 5M, Figure 5N).

로 해석되며, 운모류가 검출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900℃
이상의 온도를 경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Kim, 2009). 과

3.4. 결정구조 분석 결과
X-선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광물을 확인하고, 번조온
도를 추정하는 기법은 고대 토기에 대한 현미경 추정기법

Figure 7. X-ray diffraction pattern of wall samples(Q:
Qurtz, Mi: Mica, Mc: Microcline, P: Plagioclase, H:
Hercynite, M: Mullite).

소성된 벽체(JSW3, JSW6, JSW8)에서는 뮬라이트와 헤르
시나이트의 회절피크가 확인된다(Figure 7).
기와 중 JSR5는 운모류의 회절피크가 확인된다. JSR6
의 경우, 헤르시나이트의 회절피크가 관찰되는데, 육안

Figure 8. X-ray diffraction pattern of rooftile samples
(Q: Qurtz, Mi: Mica, Mc: Microcline, P: Plagioclase, H:
Hercynite, M: Mu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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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eight loss rate of Jeseoksa Dump-site sample
Sample

Figure 9. X-ray diffraction pattern of defective rooftile
samples(Q: Qurtz, Mc: Microcline, H: Hercynite, M:
Mullite).

Weight loss (%)
Body

Surface

JSW2

1.380

1.159

JSW4

1.439

0.221

JSW5

0.792

0.404

JSW6

0.908

1.290

JSW7

1.958

1.081

JSW8

1.481

1.341

JSW9

2.372

1.077

JSR2

0.836

1.253

JSD2

0.525

0.192

JSD4

0.519

0.579

JSD5

0.373

0.986

화로 인한 200∼400℃에서의 완만한 발열피크가 관찰된
다. 또한 573℃ 부근에서는 α석영에서 β석영으로의 상전
이 피크가 관찰되며, 800∼900℃ 구간에서 여러 광물들의

및 현미경 관찰 시 고르게 소성된 경질기와임이 확인되었

상전이에 의한 발열피크가 관찰된다(Kim, 2009; Kim et

기 때문에 기와 제작 과정에서의 고온 소성에 의한 것으

al., 2010; Han, 2006).

로 보인다. 과소성된 기와(JSR2, JSR3, JSR4, JSR7)에서는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유물의 TG-DSC 결과(Table

헤르시나이트의 회절피크와 뮬라이트의 회절피크가 강

2), 대부분의 시료가 1% 내외의 낮은 중량감소율을 보였

하게 확인된다(Figure 8).

다. 벽체와 기와, 불량품기와 집단 간의 중량감소율을 비

불량품기와 시료는 JSD4를 제외하고 운모류 및 장석

교하였을 때, 그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층위가 구분되는

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든 시료에서 헤르시나이트와

시료들의 내부층과 표면층의 중량감소율을 비교하였을

뮬라이트가 확인되어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되었

때, 대부분의 시료에서 내부의 중량감소율이 동일 시료

음이 확인되었다(Figure 9).

의 표면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과소성된 시료는
과소성 흔적이 없는 시료에 비해 낮은 중량감소율을 가

3.5. 열분석 결과
다양한 광물들로 구성된 도자기는 온도와 압력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각 광물이 지닌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단일 혹은 복합적으로 열적 거동을 보이며, 이를 통해 소
성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Han and Lee, 2020). 제석사지
폐기유적 출토유물의 상전이, 흡열 및 발열 등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열중량 및 시차주사열량분석
(TG-DSC)을 실시하였다(Figure 10). 일반적으로 태토에
대한 DSC 분석을 진행하면 물리적 흡착수 및 층간수의
탈수작용에 의한 100℃ 이하의 흡열피크와 유기물의 산

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온에서 피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료에서 석영의 상전이 피크인 573℃의 흡열피
크가 확인되며, 과소성된 시료에서의 석영 상전이 피크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완만한 곡선을 가진다. 이는 과소성
으로 인해 이미 다량의 석영이 상전이 했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과소성 흔적이 없는 시료는 900∼1000℃
사이에서 뮬라이트로 상전이하는 발열 피크를 가지는데,
이는 900℃ 이상의 고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76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Figure 10.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nalysis graphs of Jeseoksa Dump-si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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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에서는 시차주사열량곡선에서도 과소성 흔적이 없는 시
료에 비해 흡열 및 발열 피크가 나타나지 않거나 완만하

익산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벽체 및 기와의

며, 약한 석영의 상전이 피크를 가진다. 또한 900∼1000℃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소성

서 나타나는 뮬라이트로 상전이하는 발열 피크가 나타나

온도를 추정함으로써 문헌기록상으로 확인되는 화재 등

지 않아 1000℃ 이상의 고온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의 피열 가능성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벽체 중 JSW4와 JSW5, JSW9는 육안관찰 시에는 소성

색도는 벽체와 기와, 불량품기와 등 시료 종류에 따라

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단면 관찰 시 표면의

유사성을 보이지 않으며, 시료마다 다른 색상을 나타내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유리질화가

며,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있고, 단면 관찰에서 보이는 색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고온지시광물이 나

상 또한 시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원료 및 소

타나지 않고, 시료 표면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운모류의

성 환경, 분위기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절피크가 내부 속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작 시

과소성된 시료는 표면과 내부 속심의 색차가 크게 나타나

저온 소성되었으며, 내부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며,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이상 소성

추정된다.

되지 않고 표면부만 높은 열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

벽체 및 기와의 피열 원인은 제작 당시 가마 소성에

인다. 일부 과소성 기와에서는 색차가 작게 나타나는데,

의한 피열, 화재로 인한 피열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피열

이는 오랜 시간 고온으로 소성되어 시료의 내부까지 과소

원인이 가마 소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고른

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피열 양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과소성된 시료의

과소성된 유물은 흡수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높은 온

경우, 일반적인 기와나 벽체와 달리 블로팅 현상과 함께

도에서 소성된 유물이 유리질화되면서 내부 공극이 감소

고르지 못한 표면을 가지며, 일부분이 검게 그을린 등 고

되어 흡수율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이하게

른 소성도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과소성되지 않은 기와

JSR2의 경우에는 다른 과소성 기와에 비해 높은 흡수율

는 900℃ 이하의 소성온도를 가졌으나 과소성된 기와가

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과소성된 부분과 그렇지

보여주는 1000℃ 이상의 소성온도는 당시 기와의 제작 온

않은 부분이 공존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불량품기와

도보다 고온으로 소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

는 대부분 과소성 기와보다 흡수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량품 기와는 제작 당시 소성이나 성형 불량으로 인해 불

도자기의 소성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리질화가 진행되

량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소성된 기와의 경우에 불

어 비중이 증가하다가 과번조로 인하여 내부의 기공이 블

량품기와와 달리 온전한 기와 형태를 가지면서 과소성 양

로팅되어 기공률은 증가하고, 비중은 감소되는 효과를 가

상을 보이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열 가능성을 보여준다.

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2006).

결론적으로, 익산 제석사지 폐기유적에서 출토된 벽체

결정구조분석을 통해 벽체와 기와, 불량품기와의 소성

와 기와 유물이 각기 다른 색상과 흡수율 및 피열 양상을

온도에 따른 광물의 상변이를 지시하는 광물들이 확인되

나타내는 점과 가마에서 소성된 기물과는 다른 소성 특성

었으며, 동일 시료 내에서도 표면과 내부 속심의 광물조

을 가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뺷관세음응험기뺸에 나오

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과소성된 시료에서는 운모류나

는 화재로 인해 피열된 폐기물과 함께 일반 폐기물이 매

장석류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온성 광물인 헤르

장되었던 곳으로 판단된다.

시나이트와 뮬라이트의 회절피크가 확인되어 1000℃ 이

사 사

상의 고온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JSD4는 헤르시
나이트, 뮬라이트와 함께 미사장석이 나타나고 있어 다른
불량품기와 시료에 비하여 고온을 오랫동안 겪지 못하였

이 연구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책임운영기관 연

거나 부분적으로 고온에 노출되어 일부 위치에서 미사장

구과제 뺷백제 고도 익산지구 운영체계연구(NRICH-1905-

석이 확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열분석

A20F-1)뺸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도 뺷제석사지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대부분의 시료가 1% 내외의 낮은

폐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뺸에 수록된 저자의 ｢익산 제석

중량감소율을 보였으며, 과소성된 시료에서는 약 0.5% 이

사지 폐기유적 출토 벽체 및 기와의 소성 온도 분석｣ 보

하의 중량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기와류에서는 400∼800℃

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분석하여 심층 해석한 내용임을 밝

의 중온 영역에서 중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그 이

힌다.

상의 온도 범위를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 과소성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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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수영리 유적에서 출토된 수침목제유물 5점을 대상으로 당시 사용
된 목제의 수종과 조성시기, 가공방법 등을 확인하고, 진공동결건조법을 적용한 보존처리를
통해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대형 목제 2점은 느릅나무속과 뽕나무속으로 확인되었
고, 소형 목제 3점은 전나무속 1점과 소나무류 2점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의 조성시기를 확인하
고자 목제유물에 대해 위글매치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여 BCE 8520-8490년
또는 BCE 8470-8290년의 신석기시대로 확인되었고, 동반출토 된 종자류도 동일시기로 확인되
었다. 표면에 가공흔적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뜯겨진 흔적과 찍은 흔적이 관찰되어 석기 자귀를
주로 이용하여 목제를 가공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존처리는 상온(15~25℃)에서 PEG #4000
10%부터 40% 농도까지 함침 후 진공동결건조 하였다. 하지만 유물의 표면 온도 상승에 따라
선반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반적인 스케줄을 적용하여, 두꺼운 일부 부분에서는 내부 수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대형수침목제의 진공동결건조 스케줄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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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pecies and estimate the date of manufacture
and the manufacturing method of these artefacts. The study also aimed to conserve the original shapes
of waterlogged wood artefacts by using the vacuum freeze drying method. The two large waterlogged
woods were identified as Ulmus spp. and Morus spp., whereas one of the three small waterlogged
woods was identified as Abies spp. and the other two as hard pine. Radiocarbon dating using wiggle
match dated the manufacturing of these wooden artefacts between BCE 8520-8490 or BCE 8470-8290
in the Neolithic age, and a similar period was also confirmed for seed excavated from a place close
to the location where the waterlogged wood artefacts were excavated. The surface of waterlogged wood
artefacts had several traces of manufacturing processes - traces of tearing and chopping - were
observed. Based on these observations, it was confirmed that stone adz was used to make these wooden
artefacts. Thereafter, the waterlogged wood samples were conserved by immersing them into
PEG#4,000 of concentration in water from 10% to 40% at room temperature(15~25℃) and subjecting
them to vacuum freeze drying. However, the internal moisture was not completely removed in some
thick parts of waterlogged woods by applying the general schedule such as raising the shelf temperature
as the surface temperature rises. Therefore, additional study is required using the schedule-method for
vacuum freeze drying of large waterlogged wood.

ABSTRACT Five waterlogged wood artefacts were excavated from Suyeong-ri site in Hwaseong, South

Key Words Waterlogged wood, Manufacturing method, Wiggle match, Neolithic age, Vacuum freez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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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배는 편으로 출토되
었는데 선박 편의 길이는 310 cm, 폭 62 cm, 두께 2 cm의

화성 수영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부재로 PEG 80% 함침 후 조습건조하였다(Gimhae National

수영리 32-3번지 일원이며, 화성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

Museum, 2008; Kim and Lee, 2013).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

기 위한 부지로 계획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재)역사문화

토된 선박부재는 최대 길이 약 390 cm, 폭 34∼60 cm, 두께

재연구원에서 수영리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

2∼3 cm에 이르는 녹나무 선박 부재로 45% 함침 후 진공

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유존 가능성이 높을 것

동결건조 하였으며(Lee and Kim, 2015), 창녕 송현동 유

으로 판단된 수영리 3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

적에서 출토된 길이 약 330 cm, 폭 83 cm, 두께 9 cm의

를 실시하였으며, 수침목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2017년 4

목관 바닥재를 비롯한 목관 편들은 PEG #400과 #4000을

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시굴조사를 통해 대형 수침

이용한 PEG 2-Step법으로 처리한 후 동결건조 및 조습건

목제를 포함한 5점의 목제유물과 자연목 다수가 확인되

조할 예정에 있다(Yang, 2012; Kwon and Jo, 2020).

었으며, 그 외 종자류와 석렬 유구 및 도기 편 등이 함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는 2017년 5

출토된 수침목제유물의 수종 및 연대분석과 종자류에 대

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한 연대분석을 실시하여 당시 사용된 목제의 종류와 유물

목제유물과 관련된 생활 유구 및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

의 조성시기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목제유물의 안정적인

다(History Institute of Heritage, 2019). 시굴조사에서 처음

보관과 향후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선행 보존

확인된 수침목제는 전체 길이 약 4.5 m, 너비는 18∼60 cm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고자

의 대형목제 1점과 이 목제를 중심으로 가로질러 배치된

하였다.

길이 약 1 m 이하의 큰 부재 3점으로 분리된 목제유물이
확인되었고, 표면에는 가공흔적이 잘 남아 있었다. 또한

2. 보존처리 대상

판재형 목제 1점과 방망이형 목제 2점, 종자류 다수가 동
반 출토되었다(Figure 1). 출토된 목제들은 오랜 기간 매장

화성 수영리 유적에서 출토된 5점의 목제유물은 다음

되어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대기 중에 노출됨에 따

과 같다(Table 1, Figure 2). BDMJ 01은 정확한 형태를 알

라 별도의 보존처리하지 않으면 유물로서 가치를 상실할

수는 없지만 판목의 형태로 가공되어 있었고, BDMJ 02와

수 있다. 따라서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

BDMJ 03은 원통형으로 손잡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가공

존처리가 필요하였다.

되어 있어 방망이 형태의 목제유물이다. BDMJ 04는 유적

내륙에서 출토된 대형목제유물을 대상으로 보존처리

에서 출토 당시 현장에서 BDMJ 05를 가로질러 존재하고

한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경주 안압지에서 3개의

있는 목제로 1 m 이하의 3점과 소형편 2점 등 총 5개의

부재로 이루어진 목선이 출토되었는데, 목선의 전체 길이

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결합되지는 않았으며,

는 590 cm, 폭은 약 60∼110 cm으로 PEG #4000에 70%까

전제적으로 가공이 되어 있었다. BDMJ 05는 총 5점으로

지 함침 후 자연건조 하였고(Kim and Jeong, 1978), 창녕

분리되어 있었고 서로 연결되어 약 4.5 m의 길이를 나타내

Figure 1. A large waterlogged woods at the time of excavation(A: upper, B: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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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and size of waterlogged woods in Suyeong-ri, Hwaseong
Length(cm)
52.9
61.5
100.3
76.1
64.1
50.2
10.5
9
144.2
134.3
126.1
54

BDMJ 01
BDMJ 02
BDMJ 03

BDMJ 04

BDMJ 05

Width(cm)
19.8
29.5
30.2
11.6
59.9
18.1
21.8
18.1

Thick(cm)
4.4
9
10.8
21
14
7
4.4
4.5
26.2
30.2
19.1
30.2

Figure 2. Before conservation of waterlogged woods(BDMJ01-05, Color-patch length = 20 cm; Ruler length =30 cm).
고 있었으며, 특히 전체적으로 가공되어 표면에 가공흔적

목제 상태는 열화되고 미세한 갈라짐이 있으며, 목제 내

이 잘 남아 있었다(Figure 3). 동반 출토된 자연목 2점을

부에 미립토 등이 침투되어 있다. 따라서 세척을 통해 목

대상으로 최대함수율 측정결과 733%, 903%로 확인되어

제 내 미립토를 제거하고 표면의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유사한 최대함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 하였다. 표면의 오염물질은 외부에서 물과 붓을 이용

이는 현생목의 함수율이 평균 120∼140% 정도인 것에 비

하여 제거하는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였고, 물리적으로

해 6∼8배 높아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거가 어려운 목제 내부의 미립토는 PEG의 계면활성
작용 원리를 이용하여 저농도의 용액(PEG 10%)에 함침

3. 보존처리

하여 미립토를 용출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Figure 4).

3.1. 세척
출토된 수침목제는 장기간 고습환경에 매장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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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aces of adz tools(A: BDMJ 02, B: BDMJ 03, C: BDMJ 04, D: BDMJ 05).

Figure 4. Cleaning of waterlogged woods(A: Physical method, B: Low concentration method).
3.2. 처리전 조사
3.2.1. 수종분석

1) 분석방법
출토된 목제유물은 장기간 매장 환경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Polyethylene Glycol #2000 수용액
에 함침하여 강화처리한 후 면도날을 이용한 hand cutting
방법으로 목재 시편을 약 20 µm 두께로 절단하여 3단면
박편을 제작하였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3단면의 박편

을 올려놓고, 글리세린 수용액(50%)을 떨어뜨린 뒤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
를 완성했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ECLIPSE
LV100, Nikon, JPN)으로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수
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
종분석은 ‘목재 조직과 식별’(Park el al., 1987), ‘한국산
목재의 구조’(Lee, 1997), ‘Wood anatomy of korean
species’(Eom, 2015)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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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species analysis
No.

Identification

1

BDMJ 01

Hard pine - PINACEAE, Pinus spp.

Spices

2

BDMJ 02

Abies spp. - PINACEAE

3

BDMJ 03

Hard pine - PINACEAE, Pinus spp.

4

BDMJ 04

Morus spp. - MORACEAE

5

BDMJ 05

Ulmus spp. - ULMACEAE

2) 분석결과

(2) 소나무류(Hard pine)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뽕나무속 1점, 느릅나무속 1

소나무류 횡단면에서는 조재와 만재의 이행이 급하였

점과 침엽수인 소나무류 2점, 전나무속 1점이 확인되었다

으며, 정상수지구가 관찰되었다(Figure 6A). 방사단면에

(Table 2). 각 수종의 현미경 사진과 조직학적 특징은 다음

서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어져 있

과 같다(Figure 5∼8).

었고, 유연벽공은 1열이었다. 직교분야벽공은 창상형이
었으며, 방사가도관에서 거치상비후가 관찰되었다(Figure

(1) 전나무속(Abies spp.)

6B). 접선단면의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

전나무속의 횡단면에서는 조⋅만재의 이행이 완만하

를 갖는 방추형 방사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6C).

고 정상수지구는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5A). 방사조직
은 방사유세포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사유세포 사이에는

(3) 뽕나무속(Morus spp.)

단벽공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으며, 방사유세포 말단벽에

뽕나무속의 횡단면은 공권이 3∼4열인 환공재로 연륜

서 염주상말단벽이 관찰되었다(Figure 5B). 직교분야벽공

을 따라 대도관이 배열하고 있었다. 축방향유조직은 도관

은 삼나무형이었으며, 가도관벽의 유연벽공은 1열이었

을 중심으로 주위상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공권 내부에

다. 접선단면에서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으로만 구성

는 타일로시스가 관찰되었다(Figure 7A). 도관의 천공은

되어 있었다(Figure 5C).

단천공이었으며, 도관상호 간 벽공은 교호상 벽공이었고,
소도관에서는 나선비후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7B).

Figure 5. The anatomical features of Abies spp. (A) Cross section(× 40), (B) Radial section(× 200), (C) Tangential section(× 100).

Figure 6. The anatomical features of Hard pine (A) Cross section(× 40), (B) Radial section(× 100), (C) Tangential section(× 100).

584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Figure 7. The anatomical features of Morus spp. (A) Cross section(× 40), (B) Radial section(× 100), (C) Tangential
section(× 100).

Figure 8. The anatomical features of Ulmus spp. (A) Cross section(× 40), (B) Radial section(× 100), (C) Tangential
section(× 100).
방사조직은 이성형으로 1∼6열을 나타내었다(Figure 7C).

위에서 출토된 종자류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도 실
시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카본에널리시스랩에

(4) 느릅나무속(Ulmus spp.)

의뢰하였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MS 기기를 이용하

공권이 1∼2열인 환공재로 공권 외 소도관은 다각형으

여 결과 값의 신빙성을 위해 2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료의

로 집단관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축방향유조직은 주위

전처리는 산-알칼리-산(AAA)법으로 진행되었다.

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Figure 8A). 도관의 천공은 단천
공이었으며, 도관상호 간의 벽공은 교호상벽공으로 소도

2) 분석결과

관에서는 나선비후가 관찰되었다(Figure 8B). 방사조직은

대형 수침목제(BDMJ 05)는 표면 일부분에 수피가 존

동성형으로 1∼7열을 나타내었으며, 결정이 다수 관찰되

재하고 있으며, 단면에서 관찰 시 총 21년의 연륜이 확인

었다(Figure 8C).

되었다. 따라서 1번째 연륜(BDMJ 05-1)과 21번째 연륜

3.2.2. 연대분석

다. 분석결과(n = 2), 전체 일치도 A = 84.9%이며, 수용한

1) 분석방법

계(5% 유의수준) An은 50.0%이므로 x2검정을 만족하였

연대분석은 위글매치법을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분

다. 대형 수침목제(BDMJ 05)의 최외각연륜인 21번째 연

(BDMJ 05-21)으로 구분하여 wiggle matching을 실시하였

석으로 실시하였다. 위글매치법이란 일정 간격(5∼10년)

륜에 대한 95.4% 신뢰구간이 BCE 8520-8490(3.9%), BCE

의 나이테에 대해 연속적으로 탄소연대를 측정한 후, 방

8470-8290(91.5%)년으로 측정되었다(Table 3, Figure 9B).

사성탄소 보정커브에 나타난 단기간 변동인 wiggle(탄소

표면에 일부 수피가 확인됨에 따라 21번째 연륜이 수피부

연대 보정커브에 나타난 단주기의 변동 곡선)에 일치시켜

에 근접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대 구간이 벌채연도

정확한 절대연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Bronk, 2017;

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층위에서 출토된 판재

Reimer, el al., 2013). 연륜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연륜 관

형 목제(BDMJ 01)는 수피가 존재하지 않으며, 총 16년의

찰이 가능한 판형 목제(BDMJ 01)와 대형 수침목제(BDMJ

연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번째 연륜(BDMJ 01-1)과

05) 2점을 대상으로 최외각과 최내각에서 각각 1점씩 총

16번째 연륜(BDMJ 01-16)으로 구분하여 wiggle matching을

4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동일 층

실시하였다. 분석결과(n = 2), 전체 일치도 A = 106.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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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rofiles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radiocarbon dates for 2 individual tree-rings after wiggle matching(A:
BDMJ 01, B: BDMJ05).

Figure 10. Probability profiles of radiocarbon date (Y-axis) and calibrated date (X-axis) for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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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radiocarbon dating before and after wiggle matching
Tree rings used
to wiggle match

I.D.

BP
Calibrated date before wiggle match Calibrated date after wiggle match
(yrBP±1σ)
(95,4%, C.I.)
(95,4%, C.I.)
150±30

CE 1660 - 1890(77.7%)
CE 1900 - Present(17.7%)

CE
CE
CE
CE

1660
1710
1830
1900

-

1690(4.6%)
1790(56.1%)
1870(2.8%)
Present(31.9%)

16th

180±30

CE
CE
CE
CE

CE
CE
CE
CE

1670
1720
1850
1920

-

1700(4.6%)
1810(56.1%)
1880(2.8%)
Present(31.9%)

1th

9110±50

BCE 8460 - 8240(95.4%)

BCE 8540 - 8510(3.9%)
BCE 8490 - 8310(91.5%)

21th

9250±50

BCE 8620 - 8320(95.4%)

BCE 8520 - 8490(3.9%)
BCE 8470 - 8290(91.5%)

-

9310±30

BCE 8640 - 8460(95.4%)

2th
BDMJ 01

1650
1720
1830
1910

-

1700(19.1%)
1820(51.9%)
1880(4.1%)
Present(20.4%)

BDMJ 05
Seed

-

며, 수용한계(5% 유의수준) An은 50.0%이므로 x2검정을

따라 약제 종류 및 농도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대형

만족하였다. 판재형 목제(BDMJ 01)의 최외각연륜인 16번

수침목제유물의 경우 장기간 다량의 약제를 사용해야

째 연륜에 대한 95.4% 신뢰구간이 CE 1670-1700(4.6%), CE

하므로 경제성이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고려했을

1720-1810(56.1%), CE 1850-1880(2.8%), CE 1920-현재

때 Polyethylene glycol이 널리 쓰인다(Gongju National

(31.9%)로 측정되었다(Table 3, Figure 9A). 목제유물의 부

Museum, 1999; Kim and Jeong, 1978; Kim and Lee, 2013;

후상태와 발굴 층위로 추정된 연대보다 매우 늦은 연대가

Kwon and Jo, 2020; Lee and Kim 2015; National Research

확인되어 재분석을 실시하였지만,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2010). 이번 연구에

다. 동일한 층위에서 발굴되었고 비슷한 부후도를 가지고

서는 대형진공동결건조기를 이용하였으므로 선행 연구

있는 2점의 목제유물의 연대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동일

결과에 따라 PEG #4000(평균 분자량; 3,350)을 이용하여

층위에서 출토된 종자류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10% 농도에서 시작하여 최종 40% 농도에서 함침 종료하

실시하여 연대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95.4%

였다(Kim, 2003). 이때 부재의 수종 및 크기에 따라 함침

신뢰구간에서 BCE 8640-8460년으로 대형 수침목제

진행 기간이 달라지므로 유물을 선정하여 일주일 간격으

(BDMJ 05)와 비슷한 연대구간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로 중량을 측정하였고, 무게 변화가 1% 이내인 경우 농도

Figure 10). 본 유적은 동화천 및 주변 경작지에서 다량

를 상승하였다. 유물의 선정은 약제 침투가 가장 어려운

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용출되는 지역이다(History

수종이며, 이동 및 무게 측정 시 위험이 적은 무게를 가지

Institute of Heritage, 2019). 따라서 동일한 층위에서 출토

고, 두께가 굵은 BDMJ 05의 부재 1점을 선정하였다. 함침

되어 비슷한 부후도를 가지는 판재형 목제(BDMJ 01)는

과정은 상온에서 진행하였으며, 함침 수조 내 수위 차이

동일시기에 매장되었으나, 유물이 매장되어 있을 당시 하

에 의한 농도 차이를 방지하고자 매주 PEG 용액을 순환

수에 의한 오염, 또는 발굴 직후 오염이 발생되었을 가능

시켜주었다. 처리 전부터 10%까지는 무게가 꾸준히 증가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으나, 20% 함침 시 초반에 탈수가 진행되어 무게 감
소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40%까지 꾸준한 중량의 증가가

3.3. 약제 함침

관찰되었다(Table 4).

수침목제의 보존처리 과정 중 약제함침은 건조 방법에
Table 4. Weight change up to PEG 40% concentration in water of BDMJ 05
Concentration of PEG

Before of
impregnation(kg)

10%(kg)

20%(kg)

30%(kg)

40%(kg)

15.68

15.90

15.94

16.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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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진공동결건조
진공동결건조를 실시하기에 앞서 급격한 온도 하강에
따른 유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예비동결 단계가 필요하
다. 이때 대형 수침목제의 경우 기존의 급속동결기 내 적
재가 어려우므로 대형 진공동결건조기의 chamber의 선반
위에서 약 –40℃의 온도로 48시간 예비동결하였다(Figure
11). 이후 초기 선반 온도 –20℃, 콜드 트랩 –70℃로 진공
동결건조 조건을 설정하여 건조를 진행하였으며, 건조 진
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 센서는 각 부재 하단에 배
치하였다. 건조 시작 후 온도 센서에 나타난 유물의 온도
변화는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건조 초기에는 표면에 존
재하는 수분의 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온도는 각각 최
저 –32.6℃, -33.2℃까지 하강하였다. 이후 내부에 잔존하
는 수분의 승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온도도 상승하여 15
일 차에는 미세한 온도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15일
차에 트레이 냉각 기능을 종료하여 챔버 내부 온도를 천

천히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유물의 온도는 서서히
상승하여 트레이 온도와 유물 온도가 변화가 없는 시점까
지는 약 7일 소요되었으며, 진공동결건조는 총 23일이
소요되었다. 이후 장비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선반
온도가 자연 상승함에 따라 유물의 표면 온도가 상온과
비슷해지는 시점까지 승화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조 과정의 진공도는 건조 시작부터 진공 해체까지 400
mTorr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건조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함침 과정부터 무게를 측정한 BDMJ 05의 부재
1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건조 전 중량이 16.42 kg에
서 건조 후 9.48 kg으로 감소하여 약 42% 중량 감소율이
확인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건조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5. 접합 및 복원
진공동결건조 후 유물 표면에 남아 있는 약제는

Figure 11. Vacuum freeze dry of waterlogged woods at Suyeong-ri site(A: Large vacuum dryer, B: Pre-freeze in chamber).

Figure 12. The temperature change of vacuum freeze drying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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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fter conservation of waterlogged woods(BDMJ01-05, Color-patch Length = 20 cm).
Alcohol(99%)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BDMJ 05의 경우 2 m

0.47이고, 녹나무는 0.56인 것이 비해 느릅나무는 0.69로

이상의 긴 부재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접합면이 힘을

화성 수영리 유적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유적들에 비해 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제 봉을 이용하여 접합 면

교적 단단한 나무를 가공한 것으로 판단되며(National

®

에 삽입한 후 에폭시계 수지인 Araldite rapid로 접합하였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08), 이는 신석기시대의 주요

다. 나머지 분리된 소편의 접합은 AXIA® 835을 이용하였

도구가 석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당히 기술력이

다. 접합 후 취약한 부위에는 접착제에 목분(木粉)을 섞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면에 잔존하는 가공흔적을

접합부를 보강하여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Figure 13).

볼 때 뜯겨진 흔적과 찍은 흔적이 관찰되어 석기 자귀를
주로 이용하여 목제를 가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찰 및 결론

보존처리는 상온에서 PEG #4000으로 40%까지 함침
후 진공동결건조하였다. 진공동결건조가 완료된 직후에

본 연구에서는 화성 봉담읍 수영리 유적에서 출토된

는 표면에 수분은 제거되었으나, 20일이 지난 후 표면 일

수침목제 5점을 대상으로 유물 조성시기와 사용된 수종

부분의 함수율이 높아졌으며, 점차 흑화현상이 발생되었

을 확인하고자 수종과 연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

다. 이는 진공동결건조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간 매장되어 취약해진 재질을 강화하여 향후 유물의 안정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진공동결건조 과정에서는 온도센서

적인 보관을 위해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에 의한 표면 온도변화로 선반 온도 상승 시점을 설정하

수종분석 결과 대형 부재의 경우 느릅나무속 1점과 뽕

여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온도변화가 없는

나무속 1점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소형 목제에서는 전나

시점을 적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비교적 두꺼운

무속 1점, 소나무류 2점이 확인되었다. 느릅나무속과 뽕

대형 수침목제에 기존 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내부에 수

나무속에 속하는 수종은 모두 활엽수재로 목재의 강도가

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

단단하여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는 건축재 또는 기구재

형목제유물의 진공동결건조 시 두께에 따른 진공동결건

등에 널리 쓰이는 수종이다(Lee, 1997). 목제유물의 방사

조기의 선반 온도 상승 시점을 결정하는 연구가 추가로

성탄소연대측정 결과 BCE 8520-8490년 또는 BCE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470-8290년으로 신석기시대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신

이번 연구를 통해 신석기시대에 화성 수영리 유적의

석기시대 출토 목제 유물은 비교적 수가 적다. 창녕 비봉

고대인들은 석기 자귀를 주로 이용하여 목제를 가공하였

리에서 출토된 선박 부재는 소나무였으며, 울진 죽변 유

으며, 단단한 활엽수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술이 있었

적에서 확인된 선박 편은 녹나무로 확인되었다(Samhan

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형목제유물에 대한 진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2012). 소나무의 기건비중은

공동결건조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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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앞으로 진공동결건조기 건조 스케줄을 설정하는 데
있어 건조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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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사의 연구는 현존하는 고문헌, 전적류의 조사와 축적되어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재 연구의 특성상 비파괴 검사가 요구되어 육안 또는 현미경에 의한
관찰과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목판인쇄, 목활자인쇄, 금속활자인쇄 또는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헌과 전적류의 경우,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와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목판본과 금속
활자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우리나라의 인쇄기술 발달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정체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간의 갈등이 분출되기도 하고 문화재 분야의 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의 수사기관까지
가세하여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복각된 훈민정음(訓民
正音) 목판을 사용하여 여러 장의 한지에 직접 인출하는 재현성 실험과 인출된 결과물의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출특성은 무엇인지 조사하였
다. 또한 현재까지 목판인쇄본과 금속활자본의 구별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의 타당성과 의문점
을 살펴보았다. 목판인쇄의 재현실험을 통한 한지상의 인출특성의 조사와 이미지분석법을 활용한
다양한 특징의 정량화를 시도하고 정량분석에 의한 객관성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확보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중심어 고문헌, 복제 목판, 목판인쇄, 인출실험, 인출특성, 이미지 비교, 이미지 분석
ABSTRACT The history of printing technology in Korea is studied by investigating existing ancient

documents and records and comparing accumulated data and knowledge. Cultural property research
requires non-destructive testing and observation with the naked eye or aided by a microscope.
Researchers’ experience and knowledge are required even though they cannot guarantee the outcome.
For ancient documents and records that are presumed to consist of woodblock printing, wood type
printing, metal type printing, or their combinations, each researcher draws various opinions and
conclusions. This often causes confusion and divides the opinions of ordinary citizens and field
specialists. Among them, the criteria for judging ancient documents or books printed using woodblock
and metal movable material are ambiguous. Academic research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printing
technology in ancient Korea has been stagnant, and conflicts among researchers have also erupted.
Involvement of 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not specialized in cultural properties has exacerbated
the situ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rinting characteristics that are likely to serve as more
objective judgment criteria by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experiments of retrieving several sheets of
Korean paper (Hanji) using a replicated Hunminjeongeum (訓民正音) woodblock and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images of the printed papers. In addition, the validity and questions for the typical
phenomena presented as a method for distinguishing between woodblock and metal print are reviewed.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objective judgement criteria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using image analysis and investigating the print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paper through
a reproduction experiment of woodblock printing.

Key Words Old documents, Replicated woodblock of Hunminjeongeum (訓民正音), Woodblock printing,

Printing experiment, Printing characteristics, Image comparison, 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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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정황증거
의 수집과 대조를 통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하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여유가

다. 근래에도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

건이 여러 번 발생하였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던 것에도 눈을 뜨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하고 인쇄에 활용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문헌 조사에서 어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해

떤 방법으로 인쇄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외여행을 다니면서 외국의 문물과 풍습을 접할 수 있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판 인쇄, 목활자 인쇄, 금속활자

되었다(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자연스럽게 ‘우

인쇄, 목활자와 금속활자를 같이 사용한 인쇄인지를 판별

물 안 개구리’의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과 다른 문화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유물의 제작 방법과 시기에

권의 것을 비교하게 되고 우리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따라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금속활자의

되었다. 개화기에 구당(矩堂) 유길준(兪吉濬) 선생(1856년

발명과 활용시기에 대한 인식과 우리의 인쇄기술의 역사

11월 21일∼1914년 9월 30일)이 일본과 미국 유학을 마치

나아가서는 세계의 인쇄기술의 역사가 바뀔 가능성을 내

고 유럽, 동남아, 일본을 거쳐 귀국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견문(西遊見聞, 1889년에 탈고하고 1895년 4월 25일

본 연구에서는 완판본 문화관에서 복각한 목판을 사용

일본에서 발간한 국한문 혼용체의 역사서(Academy of

하여 여러 장의 한지에 목판인쇄 재현실험을 통하여 인출

Korean Studies, 202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된 결과물의 특징을 비교하고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구

2021a; Yoo and Yoo, 2021; Yoo et al., 2021a))으로 집필하

별에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게 된 동기를 일반 국민들도 어렴풋이 나마 짐작할 수 있

실시하였다. 서지학분야를 개척하셨던 천혜봉(千惠鳳)이

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사건과도 같은 것이었다.

정리하여 소개한 활자본과 번각본의 식별법, 목활자본과

현재 우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금속활자본의 식별법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다(Cheon,

통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1993a; 1993b). 식별법으로 소개된 특징이 실제로 목판인

접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쇄를 했을 때 예상대로 쉽게 관찰되는지도 살펴보았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들이 하나씩 마련되면서 우리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되는 보물 제758-2호(남명천화상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의 문

송증도가)에 관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Park, 1988; Park,

화, 역사, 전통, 유물, 유적 등을 세계에 소개하고 위상을

2020)와의 비교도 시도하였다.

정립해가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연하기도 하고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보잘것없게 까지 느껴지던 우리의 옛 것들을 다시 보는
관심과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 당연히 우리의 문화와 문화
재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달라지게 되면서 늘 우리 곁에

목판을 사용한 인출 재현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치던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묻혀

려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과 목판 인쇄실험의 과정을 간단

있던 문화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

하게 정리하고 인출된 한지상의 이미지에서 어떠한 정보

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의식변화가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

를 어떻게 활용하여 목판인쇄의 한지상의 인출특성을

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정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문중이나 개인이 소장하는 고서, 전적, 서화류를 포함

같다.

한 지류문화재의 경우 새롭게 찾아냈다고 하기보다는 그
것이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
하여 조사를 거치면서 세상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대
부분의 지류문화재는 서화류의 경우에도 수기(手記), 낙
관(落款) 등으로 글자가 쓰여 있고 전적류의 경우는 구성
자체가 글자가 주를 이루거나 인쇄된 글자를 포함한다.
어느 시기에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연유로 쓰여진 것인지
가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도 많다. 특히 간기(刊記)가 육십갑자(六十甲子)로
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지

2.1. 복각 목판의 선정
목판의 크기는 실제 목판인쇄에 사용되던 전형적인 목
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면서 목판의 내용이 비교적 잘
알려져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고전에 관한 것으로 방향
을 정했다. 문화재급의 목판이나 목판의 제작시기가 오래
된 것은 피하되 새로 제작하게 되면 목판이 먹에 잘 길들
여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해야 재현성 실험으로서의 의미
를 갖게 되므로 이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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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작되어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목판으로 대상을 정하

(漢字)의 음을 나타내는 작은 글씨의 옛 한글을 한자의

였다. 목판인쇄도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른쪽 아래에 적고 있다. 글자는 세로로 11줄 새겨져 있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자들에게 작업과정

으며 빈 공간이 없는 경우 한 줄에 12자의 글자가 새겨져

의 소개가 가능할 정도의 지식과 실제 목판을 사용한 인

있는 구성이다. 계선(界線)의 간격은 약 27 mm로 측정되

출작업의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

며 글자의 크기는 글자의 모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러한 조건을 갖춘 곳 중에서 상시 목판 판각 작업, 각수

나 폭이 15∼20 mm 정도이고 높이는 일반적인 크기의 한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반인에게 목판인쇄의 체험이 가능

글의 경우 12∼16 mm 정도의 범위이다.

하도록 개방된 기관을 물색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 중에서 체험용 목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약속해주신 전주시 소재의 완
판본 문화관(完板本 文化館)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목판
의 선정과 인출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는 여러 가지 목판이 사용되었으나 논문에서
소개하기 쉬운 비교적 큰 글자로 판각(板刻)된 훈민정음
(訓民正音)의 복제품을 사용한 인출결과를 중심으로 소
개한다. 훈민정음 복제 목판의 이미지는 Figure 1에 실었
다. 목판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한쪽 마구리(손잡이) 옆
에 시판되는 길이 15 cm의 자를 놓고 촬영하였다. 훈민정
음 복제 목판은 체험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목판면에
는 먹이 묻어 있어 전체가 검은색을 띠고 있다. 측면에서
보면 판각된 글자의 요철(凹凸)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면
에서 관찰하면 먹 층(墨層)에 의하여 모든 빛이 흡수되어
육안으로 글자를 읽기 어렵다. Figure 1의 이미지로 보는
바와 같은 정도의 색상을 띠고 있다. 글자는 훈민정음 창
제 당시의 옛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으며 때로는 큰 한자

2.2. 훈민정음 복제 목판을 사용한 한지상의 인출실험
목판을 사용한 한지상의 인출작업의 흐름을 Figure 2에
정리하여 표시하였다. 우선 목판을 경사진 거치대에 설치
하고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목판을 경사진 작업대에 놓
고 인출작업을 하는 것은 체험작업의 특성상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목판 인쇄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통적인 목판인쇄의 방법이
나 도구를 일반화해서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쇄에 관한 기획전시를 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
는 작업자의 모형과 더불어 인쇄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전시되고 있으나 모든 작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2021;
Haeinsa Museum, 202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1b). 전시관마다 다양한 자세의 모형이 소개되어 있으
며 인출에 사용한 도구들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박동
섭(Park, 1988)은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소나무 뿌리(松根)

Figure 1. A Photograph of replicated Hunminjeongeum (訓民正音) woodblock used for printing experiment in this study.
A 15 cm ruler was placed to help imaging the dimensions of wood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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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s showing the sequence of woodblock printing on traditional Korean paper (Hanji). (a) Ink preparation,
(b) Inking woodblock using inking brush, (c) Confirmation of uniform inking of woodblock, (d) A paper (Hanji) placed
on inked woodblock, (e) Rubbing from the backside of paper using soft pushrod for ink transfer, and (f) Finishing process
before removing paper from the woodblock.
로 만든 큰 솔, 목활자의 인쇄에 사용했던 벼 줄기로 만든

이렇게 인출이 끝나면 한지의 끝부분을 잡고 한쪽 방

먹솔과 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에 앉아서 작업을

향부터 목판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때 한지가 다시 목판에

하게 된다면 목판을 놓는 위치나 각도가 작업에 용이하게

달라붙거나 움직여서 불필요한 먹자국이나 글자가 흔들

변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

린 듯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한 장

과 같다.
(a) 벼루의 먹물을 먹솔에 묻힌다.
(b) 먹솔로 목판 위에 먹물을 바른다.
(c) 먹물이 목판 위에 고르게 묻도록 좌우상하로 먹솔
을 움직여가며 도포한다.
(d) 한지를 펴서 먹물이 묻은 목판 위에 살며시 올려놓
는다.

의 인출작업이 끝나면 앞에 정리한 (a) - (f)까지의 작업을
반복한다.
한 장을 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이내이며
밀대로 한지의 뒷면을 문지르면서 먹이 한지에 전사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험적으로 문지르는 압
력, 속도, 방향, 회수를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작업자의
경험, 느낌, 완성 시 먹의 농담의 선호도에 따라서 동일한

(e) 한지의 뒷면을 밀대로 문질러 먹이 전사되도록 한다.

목판을 사용하더라도 인출된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할 수

(f) 한지 뒷면에 비치는 먹의 농담(濃淡)을 관찰하며 밀

있다.

대를 좌우상하로 움직여가며 전사작업을 마친다.

인출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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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연묵(油煙墨), 송연묵(松煙墨), 미
리 만들어 놓은 먹물과 같이 다양한 먹이 사용될 수 있어
먹의 종류와 먹물의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먹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드
러운 재료와 단단한 재료, 가는 재료와 두꺼운 재료, 짧은
재료와 긴 재료 등 여러 가지의 먹솔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쇄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두꺼운 한지와 얇은 한지, 도침(搗砧)이 되어 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 작업 환경의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적
인 요인도 인쇄물의 질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작업자가 평상시에 체험자들에
게 시연하던 방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작업을 진행하
였으며 3장의 한지에 인출하는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5분

2.4. 사진촬영과 이미지 분석
인출작업이 끝난 한지는 우선 실내 조명하에서 촬영하
고 실외에서 햇빛을 등지고 촬영하였으며 3장의 한지를
겹쳐서 인출 시에 종이의 밀림현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
사하였다. 흰 바탕의 한지에 검은 먹이 전사된 상태이므
로 전면에서 육안으로 먹의 농담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육안에 의존한 판단은 다분히 정성적이
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라이트 박스(light box) 위에 인출
된 한지를 올려 놓고 투과광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먹의
농담을 관찰하기로 하고 육안에 의한 관찰만이 아닌 이미
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정량적인 비교를 실시하
였다.
이미지 분석에는 미국 WaferMasters, Inc.의 PicMan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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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한지의 물성과 색상 측정

한지에 인출된 먹의 면적만을 강조하는 작업, 글자의 윤

al., 2021a; Yoo et al., 2021b; Kim et al., 2021)을 사용하여
곽을 추출하는 작업 및 이미지의 농담을 기준으로 디지털

본 연구에 사용된 한지는 한지조합에 등록된 여러 제

판정작업을 통하여 판정조건에 따른 먹이 전사된 면적의

조업체의 한지 중에서 한 종류를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차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목판인쇄의 특징을 수치화

한지의 샘플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물성을 조사하였다. 한

하는 데 활용하였다.

지의 두께는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로 한지의
외곽에서 약 40 mm 정도 안쪽에 위치한 곳을 한 장당 10

3. 인출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군데씩 측정하여 평균을 내었다. 두께의 평균치는 세 장
모두 120 μm으로 측정되었다. 종이의 무게는 전자저울

인출 실험의 결과물을 촬영한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의

(Model LS350, Bruma, CHN)로 측정하였다. 한 장이 55 g

화질 향상법으로 처리하여 목판인쇄의 특징을 파악하기

이고 나머지 두 장이 56 g으로 측정되었다. 종이의 크기는

쉽도록 준비하여 각각의 인출물 내 또는 인출물 간의 특

2

가로 483 mm, 세로 365 mm로 면적은 0.176 m 으로 계산

징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작업 내용과 결과를 항목별로

된다. 평량으로 환산하면 312.0 g/m2에서 317.6 g/m2의 값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평량은 315.8 g/m2으로 계산된다.
밀도는 2631 kg/m3이다.
색도는 두 가지 측색계(Minolta CR-300, Konica, JPN)

3.1. 라이트 박스 위에서의 사진 촬영과 전체
이미지의 비교

측정영역 직경 5 mm와 x-rite i1Photo Pro 2(x-rite, USA)
3.5 m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색도는 두께의 측정위치

Figure 3에 라이트 박스(light box) 위에 인출된 한지를

와 같은 위치를 한 장당 10군데씩 측정하였다. 사용하는

올리고 촬영한 이미지((a) - (c))와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

측색계에 따라 L*a*b*값의 측정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

어로 반전시킨 이미지((d) - (f))를 양옆에 배치하여 각각

으나 한지별로는 거의 같은 값을 얻었다. 한지 3장의 평균

의 한지 내에서 먹물이 묻은 묵적(墨跡)의 농담의 분포와

색도는 Konica Minolta CR-300로 측정했을 때 L* = 96.88,

다른 한지 간의 묵적의 농담의 분포의 차이를 이해하기

a* = -0.75, b* = 7.97로 측정되었으며 x-rite i1Photo Pro

쉽게 표시하였다. 묵적의 농담의 차이는 이미지를 반전시

2로 측정했을 때 L* = 90.63, a* = 0.27, b* = -0.33의 값을

켜서 보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다. 이것은 우리의

얻었다.

눈이 같은 밝기의 변화라도 밝은 배경에서 어두운 곳의

가시광 영역에서의 한지의 불투명도는 이하에서 설명

어두움의 정도의 변화보다 어두운 배경에서 밝은 곳에서

하는 이미지 분석결과 29.8%, 33.8%, 39.0%로 측정되었다.

의 밝기의 변화를 인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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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hotographs of three printed papers on a light box (a) - (c) and their inverted images by image
processing/analysis software (d) - (f). Non-uniform printing and variations among prints is easily seen from the inverted
images.
레이스케일(grayscale)의 밝기의 변화(명도(明度, brightness)

여 명도의 변화를 색상(色相, 색조(色調, hue)와 채도(彩

의 변화)는 색상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아 우리 눈이 인식

度, chroma))의 변화로 변형시켜주면 훨씬 시각적으로 인

할 수 있는 넓은 색공간의 극히 일부밖에 사용하지 못하

식하기 쉽게 강조할 수 있게 된다. Figure 4에 이미지 분석

기 때문에 이미지의 반전작업만으로는 묵적 농담의 차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하여 Figure 3의 이미지 6장의

를 충분히 강조하여 표현할 수 없다. 라이트 박스 조명의

밝기의 변화를 색상의 변화로 바꾸어 표시한 예이다. 묵

밝기는 사진촬영 시에 사진상에서 밝기가 포화되지 않도

적 농담의 불균일성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록 조정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사진의 촬영에서 같은 밝기

Figure 4 (a)∼(c)는 한지의 질감(質感, texture)의 차이가 강

를 유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되어 보이고 (d)∼(f)는 묵적 농담의 차이가 강조되어

3.2. 의사색을 사용한 농담 가시화의 향상을 통한

의 불균일성과 한지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

보인다. Figure 3과 Figure 4는 한지 각 장의 전체적인 묵적
이미지의 비교

하여 6장씩 모아 표시하였다. 실제 한지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어 한지상에서의 목판의 인출특성

의사색(擬似色, pseudo color 또는 false color)을 사용하

을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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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alse color highlighted images of three printed papers before and after inverting process using image
processing/analysis software. Characteristics of papers are more visible from false color images (a) - (c) and non-uniformity
of printing is pronounced in false color images (d) - (f). False color images were generated using image processing/analysis
software (PicMan).
3.3. 분할된 이미지를 사용한 부분적 비교
이미지를 크게 하게 되면 3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두 장의 이미지는 마주보게 표시하게 되면 동시에 비교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이미지는 기억속의 이미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매우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감 또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
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장의 이
미지를 목판의 계선(界線)을 따라 3개의 이미지로 분할하
여 같은 영역의 이미지를 하나로 모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목판 인쇄의 인출특성을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Figure 5∼7).
동일한 목판을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자가 인출하였음
에도 3장의 한지에 인출된 결과는 자세히 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차이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
의 이미지에 빨간 화살표, 빨간 점선의 원, 빨간 점선의
타원 또는 빨간 점선의 사각형을 추가하여 표시하였다.
3장을 인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이 걸리지 않았으므
로 그 사이에 목판이 닳았거나 변형되었다고는 볼 수 없
다. 실제로 인출된 한지를 옆에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
를 실감할 수 있다. 실제 크기의 이미지에서는 광곽(匡郭)
의 가로가 311 mm, 세로가 212 mm로 A4 크기(210 mm
× 297 mm)의 종이를 옆으로 뉘었을 때의 크기보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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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t 1- Right

(b) Print 2 – Right

(c) Print 3 - Right

Figure 5. Comparison between the first three columns on the right side of three prints. Noteworthy differences in woodblock
printing characteristics are highlighted with red arrows, dotted circles and dotted ellipses. (a) Print 1, (b) Print 2 and (c)
Print 3.

(a) Print 1- Center

(b) Print 2 - Center

(c) Print 3 - Center

Figure 6. Comparison between the center four columns on the right side of three prints. Noteworthy differences in
woodblock printing characteristics are highlighted with red arrows, dotted circles and dotted ellipses. (a) Print 1, (b) Print
2 and (c) Print 3.

598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a) Print 1- Left

(b) Print 2 - Left

(c) Print 3 - Left

Figure 7. Comparison between the left four columns on the right side of three prints. Noteworthy differences in woodblock
printing characteristics are highlighted with red arrows, dotted circles and dotted ellipses. (a) Print 1, (b) Print 2 and (c)
Print 3.
크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곽의 모

와 추측이 실제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

양도 서로 다르고, 광곽부분의 묵적에 나타난 가는 빗살

으로 입증되었다.

무늬가 때로는 수직방향으로 때로는 수평방향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 (a)∼(c), Figure 7 (a)∼
(c)). 목판의 목리문(木理紋)으로 오해되기 쉬운 이러한

3.4. 육안관찰에서 인출물 간의 편차가 비교적 작은
부분의 비교

문양은 광곽과 같이 비교적 넓은 부분에서 관찰하기 쉽
다. 목리문은 고서의 인쇄방법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

광곽부분을 비롯하여 육안으로 그 차이가 쉽게 구분이

서로 여겨지지만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없는 상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육안관찰만으로는 거의 비슷하

태에서 일부의 현상만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육안관찰로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위험해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찰부분에서 다루기로

부분의 이미지만 따로 골라내어 3장의 인출물 간의 차이

한다. 글자의 일부가 연결된 곳도 있는가 하면 글자의 왼

를 의사색으로 채색하는 방법으로 가시화해 보았다

쪽에 붙어 있는 점이 계선과 붙어 있는 것처럼 인출된

(Figure 8). 비교에 사용한 부분은 “나ㆍ랏 : 말 ㆍ미”에

것(Figure 6 (a)∼(c))도 있고 위쪽 광곽 바로 아래에 있는

해당하는 다섯 글자로 인출된 한지에서 가로 26 mm, 세

글자의 일부가 광곽과 붙어 있는 형태로 인출된 것과 완

로 84 mm로 면적으로는 2,184 mm2 또는 21.84 cm2에 해당

전히 분리된 형태로 인출된 것(Figure 7 (a)∼(c))도 있다.

한다. 이 부분의 이미지만 따로 모아 육안으로 비교하기

복잡한 글자의 경우, 일부분에 먹이 모여 있거나 글자의

쉽게 한 다음 의사 채색법을 사용하여 묵적의 농담이 푸

가장자리에 먹이 뭉쳐 있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Figure

른색 계통의 색상 변화로 표시되도록 처리하였다. 의사색

5 (a)∼(c), Figure 6 (a)∼(c)). 먹이 진하게 묻은 부분의 경

처리는 PicMan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원리는 다음과

우에는 다른 종이에 옅게 인출된 것과 비교해서 글자의

같다. 비교대상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환산하여 0∼

외곽으로 먹이 더 많이 묻어 있어 글자가 크게 인출된

255의 밝기 레벨에 대응하여 무지개 형태의 색상으로 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音’, ‘ㅎ’, ‘ㅇ’,

환하는 방법으로 의사색을 입혔다. 그레이스케일에서 가

‘ㄹ’, ‘ㅃ’과 같은 글자에서는 일부에 먹이 채워져 있거나

장 어두운 검은색 부분과 가장 밝은 흰색 부분이 의사색

주변으로 번진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같은 목판으로

을 입히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이미지 밝

인출하면 같은 이미지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기의 차이가 색상의 차이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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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mage

False Color Image

Print 1 Print 2 Print 3

Print 1 Print 2 Print 3

255
192
127
64
0

Figure 8. Cropped images (84 mm x 26 mm = 2,184 mm2) of relatively uniformly printed first five old Korean characters
in the three prints from the second column of the woodblock. Application of false color into the original grayscale images
highlight darkness variations of ink in each print. 8-bit brightness levels from 0 to 255 in digital image is shown for
helping the concept of image modification based on threshold values.
케일의 밝기와 의사색 스케일의 관계는 Figure 8에 표시
되어 있다. Figure 4 (a)∼(c)의 일부를 발췌하여 모아 놓은
것이나 비교대상이 되는 부분만 확대한 셈이며 비교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논문의 출판형식의 특성상, 인출물
상에서의 실제의 크기보다는 작게 표현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Figure 8의 가장 오른쪽에 그레이스케일상에서 0∼
255 밝기의 단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후술하는
밝기를 기준으로 한 2진 디지털 이미지(binary digital
image)로 변환하는 스레시홀드 스위칭(threshold switching)
작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Figure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육안으로는 구별
하기 어려운 정도의 묵흔의 농담이라도 의사색을 입혀 표
시하게 되면 근소한 묵흔 농담의 차이도 뚜렷하게 가시화
할 수 있다. 또한 한지가 가지고 있는 섬유의 배열 등에
관한 정보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가시화되는
장점도 있다. 글자의 묵흔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목판을
사용하여 인출하였음에도 인출된 글자의 굵기, 모양, 농
담의 분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제 목판
을 사용한 목판인쇄의 재현성 실험이기에 가능한 작업이
나 실제 문화재를 대상으로는 이러한 실험이 불가능하며
분석대상 문화재의 관찰 결과만으로 재질, 제작기법, 제
작연대, 제작자, 제작에 이르게 된 배경을 추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접근이 제한된 대상에서
얻게 되는 한정된 정보로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되는 많은 위험요
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 스레시홀드 스위칭 작업에 의한 인출특성의 정량분석
Figure 8에 표시한 “나ㆍ랏 : 말 ㆍ미” 다섯 글자의
영역(가로 26 mm, 세로 84 mm, 면적 2,184 mm2 또는
21.84 cm2)의 이미지를 8-bit (0∼255) 그레이스케일의 밝
기를 기준으로 여섯 종류의 스레시홀드 조건(한계값: 192,
176, 160, 127, 64, 32)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되는
2진 디지털 이미지(binary digital image)로 변환하여 묵흔
의 영역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Figure 9). 2진 디지털 이
미지로 변환하는 밝기의 기준이 되는 스레시홀드 값을
192에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면(Figure 8의 오른쪽에 표시
된 밝기에 대응하는 숫자를 참조), 묵흔의 영역이 점점 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흑백으로 변환하는 밝기의 기준
을 낮추어 가면 가장 먹이 진하게 묻은 부분만 검은색으
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흰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
다. 먹이 진하게 묻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인출된 글자의 윤곽은 물론 면적과 유사도까지 정
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Figure 10에 “나ㆍ랏 : 말 ㆍ미” 다섯 글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가로 26 mm, 세로 84 mm, 면적 2,184 mm2의
영역인 146,916화소 내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화소의 수
를 세어 여섯 종류의 스레시홀드 조건(한계값: 192, 176,
160, 127, 64, 32)별로 검은색 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막
대그래프로 정리하였다. 3장의 한지(Print 1∼3)의 동일한
영역의 이미지 간의 검은색 화소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의
변화폭(Range)을 같은 막대그래프 위에 파란 숫자로 표시
하고, 같은 스레시홀드 조건에서 처리한 3장의 이미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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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alue for Binary Dig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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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60

Print 1 Print 2 Print 3

Print 1 Print 2 Print 3

127

64

Print 1 Print 2 Print 3

Print 1 Print 2 Print 3

Print 1 Print 2 Print 3

32
Print 1 Print 2 Print 3

Figure 9. Binary digitized cropped images from each print using image processing/analysis software PicMan under six
different threshold switching conditions (192, 176, 160, 127, 64 and 32 in the 256 brightness levels from 0 to 255 for
8-bit/channel digital image). Significant variations between images are observed depending on threshold values.

Percentage of Inked Area vs. Threshold Value

Percentage of Inked Area

25%

10.92%
2.18%

20%

Range/Mean
Range
7.83%
1.30%

Print 1
8.69%
1.35%

15%

Print 2
Print 3

13.72%
1.89%
30.95%
2.90%

10%

44.09%
2.27%

5%
0%
192

176

160

12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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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alue (0 ~ 255)
Figure 10. Percentage of inked areas of five characters over identical measurement area (84 mm × 26 mm = 2,184 mm2)
in each print as a function of threshold switching operation brightness for image processing/analysis software PicMan.
Significant variations among prints were noticed due to non-uniformity of black inks over inked areas. Blue and red numbers
represent range and range/mean of inked areas within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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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폭(최대치 – 최소치: Range)을 평균치(Mean)로 나

개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기능 보

누어 백분율을 빨간색 숫자로 표시하여 동일한 목판에서

유자들과 같은 방식의 훈련과 개별적인 기능의 연마로 탄

인출한 이미지상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지를

생한 결과물로 재현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술적인

정량화하였다. 그래프의 경향을 보면 예상대로 스레시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인출자의 숙련도

드 값을 낮춰갈수록 묵흔이 진한 영역만 검은 색으로 표

와 당시의 한지, 먹 등의 질과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시되므로 대상면적 중에서 검은색 화소가 차지하는 비율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인출된 고문서의 경우 제한된

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모든 스레시홀드 조건에서 Print

수의 예술적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서의 특징을 일반화하

1이 검은색 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는 것은 부정확하며 위험해 보인다.

Print 2와 Print 3의 경우는 스레시홀드 조건에 따라 검은

같은 목판본이라고 하더라도 판각 시기에도 많은 차이

색 화소가 차지하는 비율의 대소관계가 역전되는 것으로

가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판의 변형과 손

보아 글자 내의 묵흔의 농담이 일정하지 않음을 수치분석

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사용빈도, 인출 매수 등에 따라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레시홀드 조건에 따른 3장

서 목판의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의 이미지 간의 묵흔이 차지하는 면적비의 변화폭(Range)

인출물의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목판

은 최소 1.30%에서 최대 2.90%까지 변화하지만 각각의

에서는 나무의 갈라짐 때문에 목리문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룹에서의 평균치에 대한 변화폭(Range/Mean으로 불균

목판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목판을 사용

일성에 해당)이 차지하는 변동률의 관점에서 보면 스레시

하더라도 인출시기에 따라 인출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홀드 값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며 스레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

홀드 값을 32로 할 경우 무려 44.09%에 다다른다. 스레시

로 같은 목판으로 인쇄한 인쇄본이 확실한 경우라면 인출

홀드 값이 192로 설정되었을 때만 상황이 경향에서 벗어

시기의 선후관계 및 목판상태의 시간변화의 추정은 가능

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스레시홀드 값이 너무 높게

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5∼7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

설정되어 한지의 섬유 중에서 짙은 색으로 나타난 부분까

한 광곽이 인쇄된 부분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목리문으

지도 검은색으로 변환된 결과이다.

로 오인되기 쉬운 빗살무늬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목판을 사용하여 재현실

3.6. 고 찰
완판본 심청전 복각 목판을 사용한 한지상의 인출실험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인출작업의 결과
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Yoo et al.,
2021a). 인출된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목
판의 상태, 먹의 종류, 먹물의 농도, 한지의 재질, 한지의
두께, 습도, 인출자의 숙련도, 인출 시의 힘의 배분, 밀대
의 움직임, 농담 조정의 개인적 성향 등의 다양한 요소가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너무나도 다양한 조건들
이 관계되어 있어 현대에도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정밀하
게 조정하고 정량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수작업에 의한
목판 인쇄의 특성상 현대의 공업용 생산공정과 같은 정도
의 품질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대의 자
동화 설비를 사용한 금속활자 인쇄공정 이전의 인쇄물에
대한 해석은 공업용 생산공정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동일
한 품질의 상품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공학적으로 설계
된 공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서의 인쇄는 현대적인 생
산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수작업으로
인출된 것이므로 작업자의 숙련도나 작업환경에 따라서

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불
과 5분 이내의 짧은 인출실험 시간 내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빗살무늬는 목리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실제로 목
판과 대조해도 그런 목리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과정
과 순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얼핏 목리문처럼 보이는
빗살무늬는 먹솔로 목판에 먹을 묻히는 과정에서 먹솔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궤적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추후에 먹솔의 종류와 움직임을 변수로 하여 추가실험을
예정하고 있다. 추가실험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목판인쇄물의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완판본 홍길동전 36장본의 경우, 완판본 문화관, 강릉의
오죽헌 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해 보이는 판본 또는 그 이미지가 보관되어 있다. 최
근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유춘동 교수가 19세기
중반 전주에서 간행한 ‘홍길동전’ 원간본을 최초 발굴했
다는 소식과 더불어 인천과 강릉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완
판 ‘홍길동전’ 원간본 36장본과 35장본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Yonhapnews,
2021). 이러한 비슷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고서적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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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면 각각의 서적에서 판명된 정

앉지 않고 있다(Hankyoreh, 2015, Nam and Kwon, 2015).

보와 인쇄상태를 통하여 목판상태 등을 조사하여 새로운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의 특성상 비파괴적 방법에 의한 관

정보를 하나씩 보충해 간다면 간기가 없는 문헌의 경우에

찰 또는 분석결과만으로 결론을 유추해야 하는 문제와 더

도 인쇄시기의 전후관계의 합리적인 추정을 통하여 우리

불어 목판인쇄와 금속활자 인쇄의 특징에 관한 기초자료

의 인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쌓이게 되면 고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류의 인쇄방법과 인쇄시기의 추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십년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보물 제758-1호(삼성
본, 三省本)와 보물 제758-2호(공인본, 空印本) 남명천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918~1392)인 1372년에 초

상송증도가 (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목판본 여부에 대한

록한 것을 백운화상이 입적하고 3년 뒤인 1377년에 세계

판정시비도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보물 제758-2호가

최초로 청주(淸州)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활자로 인쇄

목판본이 아니고 금속활자본이라고 하는 주장도 끊임없

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

이 제기되고 있다(Park, 1988; Park; 2020). 두 가지 인쇄본

指心體要節)이다.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또는 직

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과 목판인쇄와 금속활자 인

지(直指)로도 알려진 이 책은 초인본(初印本)으로 금속활

쇄본의 특징을 대조 비교하여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

자본은 현재 하권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다.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로 제기하고

다. 1378년 백운화상이 입적한 여주 취암사(鷲巖寺)에서

있는 것은 너덜이, 획의 탈락, 보사, 활자의 움직임, 뒤집

간행한 목판본(보물 제1132호)이 고간본(古刊本)으로 알

힌 글자, 활자의 높낮이에 의한 농담의 차이가 보인다고

려져 있다(Bulgyo News, 2015, Park, 1988, Park, 2020,

하는 것이다.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해서는 서

Kyunghyang Shinmun, 2020). 서양에서는 42줄 성경(구텐

지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항목별로

베르크 성경)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1455년 8월

잘 정리되어 있으나 정성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24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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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8)에 의하여 인쇄된 것으로 직지가 발간된 1377년보다

1971; Ok, 2004; Ok, 2012; Song and Jung, 2015). 활자본과

78년 늦다(Kyunghyang Shinmun, 2020).

번각본의 식별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예시되어 있

현재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중 두

다. 글자위치(字位), 글자줄(字列), 글자모양(字樣), 글자

건이 각각 보물 제758-1호(삼성본, 三省本)와 보물 제

획(字劃), 글자사이(字間), 마멸(磨滅), 칼자국(刀刻痕跡)

758-2호(공인본, 空印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

또는 너덜이, 먹색(墨色), 반점 또는 번짐, 광곽(匡郭), 어

권(보물 제758-2호)이 금속활자 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미(魚尾)의 특징을 근거로 활자본과 번각본의 구별이 가

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ark, 1988; Park, 2020). 두

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Cheon, 1993a; Cheon, 1993b). 개

권 모두 목판본(木版本)이라는 의견과 한 권은 금속활자

인의 경험이나 주관에 근거하여 금속활자의 특징이라고

본(金屬活字本)일 것이라는 의견이 현재까지도 팽팽하게

주장하는 것이 번각본 목판인쇄의 특징으로 해석될 여지

대립되고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보물 제758-2호가

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금속활자본이라면 1239년(고려 고종 26년)에 인쇄된 것

추상적인 내용으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직지보다 138년 앞서

다. 이번 목판인쇄의 재현실험에서 얻은 결과로 볼 때 금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속활자본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너덜이, 활자의 움직임,

있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를

글자 간의 농담의 차이, 광곽과 같이 비교적 넓은 부분에

다시 쓰게 될 수도 있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서 나타나는 특이한 문양 등의 현상은 목판인쇄에서도 흔

상황에서 증도가의 인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에 의거하여 금속

시대의 금속활자도 발견되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되어 국

활자본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기관까지 진위감정에 나섰으나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

고 할 수 있다.

쾌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KBS, 2016; KBS, 2017;

고려의 금속활자라고 주장하는 증도가자(證道歌字)로

DNEWS, 2020; Dabosung Gallery, 2021). 금속활자의 감정

불리는 논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고려의 금속활자라고

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과학적 분석결과

주장하는 쪽에서는 목판본임에 이견이 없는 보물 제758-1

해당 금속활자는 가짜라는 판정을 내려 진위공방이 가라

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삼성본, 三省本)와 글자체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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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근거로 증도가 금속활자본을 인쇄하는 데 사

과정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과학적

용된 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Kyunghyang Shinmun, 2020;

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KBS, 2016; KBS, 2017). 그러나 금속활자본이라고 주장하
는 보물 제758-2호(공인본, 空印本)는 인쇄상태가 좋지 않

4. 결론 및 전망

아 증도가자와 인출된 글자모양(字樣)을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여 증도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금속활자

본 연구에서는 복제된 훈민정음(訓民正音) 목판을 사

로 추정되는 활자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금속활자본으로

용하여 여러 장의 한지에 직접 인출하는 재현성 실험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DNEWS, 2020; Dabosung Gallery,

인출된 결과물의 이미지의 정량분석을 통하여 고문헌의

2021).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 감정의 특성상 비파괴적 방

인쇄방법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법에 한정된 관찰 위주의 조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바

지의 관찰을 통해서 얻은 특징적인 정보를 목판본과 금속

탕으로 현재까지 목판인쇄본과 금속활자본의 구별방법

활자본의 판단기준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한 이러

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의 타당성과 의문점을 살펴보았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다. 목판인쇄의 재현실험을 통한 한지상의 인출특성의 조

는 과학적 분석임을 전제로 문화재분석에 참여하여 새로

사와 이미지분석법을 활용한 다양한 특징의 정량화를 시

운 논란이 일게 되었다(National Forensic Science, 2015;

도하고 정량분석에 의한 객관성 있는 새로운 판단 기준확

Kang and Lee, 2015, Hankyoreh, 2015; Yonhapnews, 2015).

보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미지 분석과 처리를 통하여

고려시대의 금속활자가 가짜라고 결론지어진 이유 중의

같은 목판으로 인출한 결과물 간의 차이의 정량화와 가시

하나는 활자를 수지(樹脂, resin)를 사용하여 3차원인쇄

화에 성공하였다. 막연하면서도 당연시해왔던 목판인쇄

(3D Printing)로 만들어 인쇄해본 결과 증도가에 인쇄된

실험의 재현성이 예기치 못한 사소한 조건의 변화로 크게

이미지와의 일치도가 낮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흔들릴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Kang et al., 2015).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실험방법과 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인쇄에 사

석방법에 대하여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Nam and Kwon,

용해왔다. 어쩌면 새로운 문화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2015). 이미지의 비교와 과학적인 분석임을 주장하고 있

금속활자 기술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지만 재질이 다른 3차원 인쇄로 만든 활자를 사용하여 같

없다. 인쇄기술사의 연구는 현존하는 고문헌, 전적류의

은 모양의 인쇄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조사와 축적되어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실

밖에 없다. 문화재 연구의 특성상 비파괴 검사가 요구되

행한 복제 목판을 사용한 목판인쇄의 재현실험에서도 같

어 육안 또는 현미경에 의한 관찰과 연구자의 경험과 지

은 목판으로 3장의 한지에 인출하고 인출된 결과물의 이

식에 의존하게 되나, 객관성 있는 판단결과를 도출하는

미지를 분석해보면 윤곽의 추출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것은 매우 어렵다. 목판인쇄, 목활자인쇄, 금속활자인쇄

7.83% 크게는 44.09%의 편차가 발생한다(Figure 10). 동일

또는 그 조합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헌과 전적

한 목판을 사용하면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전제한

류의 경우,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와 결론을 도출하게

기존의 분석 방법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되어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왔다.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비과학적인 것이 될

특히 목판본과 금속활자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인쇄기술 발달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정체

이번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재를 분석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간의 갈등이 분출되기도 하였다.

또는 감정함에 있어서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실험

문화재분야의 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의 수사기관까지 가

이나 조사를 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

세하여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

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판정이 유보된 문화재 및 앞

이 경우의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란 ‘같은 목판을 사

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 문화재의 감정에 대비하여 보다

용하여 같은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인출하면 같거나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목판인쇄, 목활자인쇄, 금속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닐까

활자인쇄 또는 그 조합으로 제작된 고서의 제작방법 판정

싶다. 이러한 기초조사 없이 문화재의 관찰과 그동안의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실험 데이터의 축적과 지

경험과 섣부른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쉽지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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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 붉은 간토기의 적색 안료 및 교착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
Study on Scientific Analysis about Red Pigment And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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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대 붉은 간토기 중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인 적색마연완 붉은 간토기
(신석기시대), 단도마연 붉은 간토기(청동기시대),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청동기시대)에 사용
된 적색 안료와 교착제를 확인하여 고대 붉은 간토기에 사용된 적색 안료와 교착제의 종류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과학적 분석 결과, 붉은 간토기 3점 모두 소지층과 적색의 표면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적색의 표면층에서는 적색 안료 입자와 광물의 결정이 보였다. SEM-EDS, Raman
분석을 통해 적색 안료는 산화철(Fe2O3)을 주 발색원으로 하는 토양성 안료 중 석간주로 추정하였으
며, FTIR-ATR을 통해 Urushiol polymer의 특징에 의한 성분 피크가 검출되었다. GC/MS 분석 결과,
적색층에서 옻칠의 방향구조에 기인하는 성분인 Benzenemethanol-2-propenyl, 4-heptyl phenol,
1-Tetradecanol, Heptafluorobutyroxytridecane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인
붉은 간토기 3점의 적색 안료는 석간주(Fe2O3)를, 교착제로는 옻칠을 사용하여 제작된 토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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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Kimhae Museum, qualitative analyses using

microscopic observation, SEM-EDS, Raman spectroscopy, FT-IR-ATR spectroscopy, and GC-MS
were conducted on three burnished red potteries—Jeoksaekmaoyeonwa burnished red pottery
(Neolithic age red pottery),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Bronze age red pottery) and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Bronze age red pottery)—to investigate the components
of the red pigments and the binder. After the layers of the primer were separated from the red surface,
crystals of red pigment particles and minerals were found on the red surface. Through SEM-EDS,
Raman estimates that the red pigment is Among soil pigments with iron oxide(Fe2O3) as the main
color development source, Red Ocher(Fe2O3). A band characteristic of the Urushiol polymer was
detected in the FTIR-ATRspectra(4000∼600cm-1), GC-MS analysis confirmed the presence of the
benzenemethanol-2-prophenyl, 4-heptylphenol, 1-tetracecanol, heptafluorobutyric texidecane, all of
which are the ingredients of the directional structure of the lacquer present in the red layer. Therefore,
it seemed that the three burnished red pottery: Jeoksaekmaoyeonwan pottery(Neolithic age burnished
red pottery), Dandomaoyeonwan pottery(bronze age burnished red pottery) and the Jeoksaekmaoyeongajimun
pottery(bronze age burnished red pottery) made by mixing minerals and Red Ocher(Fe2O3), with
lacquer.
Key Words Neolithic age; Bronze age burnished red pottery, Red pigment, Binder, Red Ocher (Fe2O3),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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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청동기시대))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을 시행하여 신
석기, 청동기시대 토기에 사용된 적색 안료의 성분과 교

붉은 간토기는 토기의 표면에 산화철(酸化鐵)을 바르

착제의 종류를 확인하여 고대에 사용된 적색 안료와 교착

고 반들거리게 문질러서 굽거나 적색 안료를 바른 토기

제의 종류에 대한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로, 적색마연토기(赤色磨硏土器) 혹은 홍도(紅陶)라고도

2. 재료 및 방법

부른다(Ahn, 2003). 이는 토기 고유의 저장과 조리 기능
이외에 미학적이고 기능적 측면이 부각된 형태의 토기라
고 볼 수 있다(Jang, 2020). 신석기시대의 붉은 간토기는
부산 동삼동⋅김해 수가리⋅거제 산달도⋅통영 상노대
도⋅무안 하태도 등 주로 부산과 경상남도 지방에 집중적
인 분포를 보이며, 청동기시대의 붉은 간토기는 전라북도
부안 소산리⋅전라남도 나주 노동리⋅대구 대봉동⋅경
상북도 월성 용당리⋅부산 괴정2동⋅경상남도 김해 회현
리⋅내동⋅무계리⋅창원 외동⋅의창 성문리⋅곡안리⋅
진주 대평리 등 주로 낙동강 유역에 밀집되어 있다(Ahn,
1982; Jeong, 1980). 이처럼 붉은 간토기는 신석기시대, 청
동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광물에서 유래된 적색 안료는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
아 시기가 지나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자료가 매몰된 당
시의 정보를 잘 남기는 고고자료 중 하나이다. 일본의 경
우 적색 안료가 유적 또는 무덤에서 대량으로 출토되거나
토기에 도포된 상태로 확인된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구
석기시대와 조몬(繩文)시대부터 적색 안료가 이용된 것
으로 알려져다. 그 예로 약 7,000년 전의 이시가와현 미비
키(三引)유적에서 출토된 벵갈라 칠도막이 올라간 나무
빗이 있다(Maya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붉은 간토기는 겉면에 산화철
(Fe2O3)을 주로 도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1998; Sin and Oh, 2010). 이는 산화철(Fe2O3)과 황화
수은(HgS)을 토기의 적색 안료로 사용하였던 일본의 경
우와 비교된다(Jang, 2020). 또한 일본은 토기에 사용되는
교착제로 갖풀이나 옻이 이용된 경우가 발견되었고(Ha,
2014), 국내는 ‘산림경제’ 제2책 권지4 잡방(第二冊 卷之
四 雜方)에 도면 자기와 기와 붙이는 법이 나오며, 1800년
초에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에는 사기그릇 및 질그
릇 등의 접합법과 접합에 사용되는 교착제로 갖풀이나 옻
이 사용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평택 대추리 유적에
서 출토된 원삼국 시대로 추정되는 대형옹에 교착제로 옻
을 사용한 연구(Cho et al., 2010)가 진행된 적이 있다. 하
지만 과거 토기에 사용된 교착제가 사용된 흔적은 그 사
례를 찾기 힘들며, 이러한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인 붉은
간토기 3점(적색마연완 붉은 간토기(신석기시대), 단도마
연 붉은 간토기(청동기시대),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

2.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3점(Figure 1)이다. 이 중 적색마연완 붉은 간
토기(A) 1점은 신석기시대, 단도마연(B), 적색마연가지문
(C) 붉은 간토기 2점은 청동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된다(Table 1).
2.2. 시료 채취 및 전처리 방법
분석을 위한 시료는 분석 대상 표면에서 탈락된 편을
수습하여 진행하였다. 수습한 편을 실체현미경(SMZ800N,
Nikon, JPN) 10배율 관찰 후 지름 15 mm 실리콘 고정 틀
에 임시 고정하고, 에폭시 수지(Epofix, Struers, DNK)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완전 경화시켰다. 경화된 에폭시
수지는 시료 절단기(Minitom, Struers, DNK)를 이용해
10∼20 µm 크기로 절단 후 시편에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가 담긴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해 세
척하였다.
2.3. 현미경 관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 시편을 76 × 26 mm 크기의
슬라이드글라스에 부착하여 고정한 다음 Sand Paper
#5,000으로 연마하였으며, 연마 후 증류수가 담긴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세척 후 Glycerin
(50%)을 떨어뜨린 뒤 커버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완성했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편광현미경(DM2700P,
Leica, GER)으로 투과광, 편광, 낙사광에서 100배율로 표
면층을 관찰하였다.
2.4. SEM-EDS 분석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3
점에 적색 안료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에
너지분산형 분석기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편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한 시편으로 진행하였으며, 적색
안료가 도포된 부분으로 추정되는 표면층과 바탕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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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Figure 1. Analysis target.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Table 1. Analysis target names, excavated site, and background
Name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Excavated site

Notes

Two Neolithic period housing units, two outdoor open grounds,
Gyeongsangnam-do
two red stone relics, 9 Bronze Age residence units, 9 Gulip
Miryang-si Sanoe-myeon
buildings, 4 blood transfusion units, 1 trap, 6 oil pits, rice fields,
Sinan Ruins
wetlands, etc. confirmed.
Gyeongsangnam-do
Haman-gun, Gaya-eup,
Dohang-ri Ruins

Group of tombs with pit-type tombs and burial-type tombs from
Gay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presumed to have been
built around 1C B.C.

Gyeongsangnam-do
Jeoksaekmaoyeongajimun
Geoje-si, Nongso-myeon Bronze Age relics were found on natural layers of mud.
burnished red pottery
Ruins
추정되는 소지층을 분석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금으로 코
팅한 후 시료대에 고정시켜 전압 20 kV, 작업거리 20 mm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poe(SEM), JSM-5500LV, JEOL, JPN)을 사용하여
고배율로 관찰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분
산형 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 X-Stream,

2.6. FTIR-ATR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작된 시편에서 교착제로 추정되
는 부분을 FTIR 장비(Cary620 Microscope, Agilent, USA),
ATR 모드로 분석하여 사용된 교착제를 확인하였다.
FTIR 장비에 부착된 현미경을 통해 교착제로 추정되는

INCA, JPN)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분을 확인한 후, 분해능 4 cm-1, 분석 범위(range) 600∼

2.5. Raman

회 반복 측정하였다.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3
점에 사용된 적색 안료와 추정 안료(대조군)인 석간주
(Fe2O3)를 라만분광분석기(LabRam ARAMIS, Jobin Yvon,
Horiba, JP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습한 탈락된 편
중 적색 안료 부분을 일부 채취해 광원은 Nd:YAG(532nm),
강도는 30 mW로 고정하고 필터(Filter)는 D1, D2를 사용
하여 강도를 조절하였다. 격자(Grating)는 600 g/mm, 홀
(Hole)과 슬릿(Slit)은 200 µm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
변경 시 Silicon Standard를 이용하여 라만 shift를 보정하
였다.

4000 cm-1, 스캔 횟수(scans) 32회로 설정하여 시료별로 3

2.7. GC/MS
GC/MS 분석용 시편(0.2∼0.3 mg)은 methyl alcohol 200
ul를 첨가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취해 동결 건조시
켰다. 동결 건조된 Sample에 피리딘(pyridine, 순도 99.9%)
용액을 20 ul를 넣어 시료는 모두 분산시켰다. 극성을 나
타낼 수 있는 amine이나 -OH, -COOH의 극성 부분을
BSTFA(N,O-bis(trimethylsilyl) trifluoroacetamide)를 이용하
여 -OSi(CH3)3화시킴으로써 GC/MS의 분석에 용이하도록
유도체화하였다. GC는 DB-5(0.25 mm × 60 m, film thickness
0.25 μm) column이 장착된 GCMS-QP2010 plus(Shimad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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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N)을 사용하였으며, 주입기온도 280˚, 오븐 온도 70˚C에

에서 소지층 위로 적색의 표면층이 관찰되었다. 적색층의

서 3분간 유지시킨 후 10˚C/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300˚C

두께는 적색마연완 약 165 µm, 단도마연 약 150 µm, 적색

에서 5분간 유지시켰다. Carrier gas는 헬륨(He)을 1

마연가지문 약 80 µm로 측정되었다. 편광에서는 소지층

mL/min 흐름 속도로 사용하였고, 시료 1 μL 주입하여

의 결정이 관찰되었고, 표면층에서는 적색 입자와 광물의

split ratio 30:1에서 분석하였다. GC/MS는 Interface 온도

결정이 보였다. 낙사광에서는 표면층이 적색으로 보였다.

250˚C, EI ionization voltage는 70 eV 사용하였다. 분자량의
분석 범위는 50-550 m/z 영역을 SCAN mode로 분석하였
으며, 각 물질의 깨짐 현상(Fragmentation)을 통하여 모든
물질을 정성하였다.

3.2. SEM-EDS 및 Raman 분석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표면층 및 소지층에 대한 SEM-EDS 분석 결과, 표면층에
서는 철(Fe) 성분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밖에 지각을

3. 결 과

구성하는 규소(SI), 알루미늄(Ai), 칼슘(Ca), 칼륨(K) 성분
들이 검출되었다. 또한, 소지층에서는 규소(SI), 알루미늄

3.1. 현미경 관찰

(Al), 칼슘(Ca), 칼륨(K) 성분들이 높게 검출되었다(Table

Figure 2는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
은 간토기 3점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이다. 모두 투과광

Transmitted light (× 100)

2, Table 3, Figure 3). 또한 적색 안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Raman 분석을 하였다.

Polarized light (× 100)

Fallout lighting (× 100)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Figure 2. Microscopic observation results.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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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y of sample used to analyze and analytical result
Sample name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pottery (A)
Dandomaoyeonwan burnished pottery (B)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pottrey (C)

Content

Major elements

Red layer(A-1)

Si, Al, Ca, K, Fe

Priming(A-2)

Si, Al, K, Fe

Red layer(B-1)

Si, Al, K, Fe

Priming(B-2)

Si, Al, K, Fe

Red layer(C-1)

Si, Al, Ca, K, Fe

Priming(C-2)

Si, Al, Fe

Table 3. Concentration of major elements of the sample
Name

Concentration (%)
O

Mg

Al

Si

K

Ca

Fe

Cl

A-1

52.46

2.94

4.20

5.68

1.29

2.60

28.60

2.23

A-2

62.94

0.53

11.03

22.04

1.37

0.07

1.01

1.01

B-1

57.93

0.67

6.00

12.14

1.33

0.94

20.55

0.44

B-2

62.79

0.67

12.25

20.63

1.91

0.29

1.22

0.24

C-1

51.15

4.32

5.15

3.00

1.38

3.86

28.57

2.57

C-2

64.21

0.15

8.58

24.73

0.22

0.14

1.47

0.49

Figure 3. Result of typical spectrum.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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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색 안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Raman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
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적색 안료에 대한 Raman 분석 결

3.3. FTIR-ATR
FTIR-ATR 분석은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

-1

지문 붉은 간토기의 적색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에서 강한 피크가 검출되었다. 대조군(석간주(Fe2O3)) 데

(Figure 5). 그 결과, Figure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적색

-1

-1

-1

-1

과, Raman Shift(cm ) 198 cm , 225 cm , 290 cm , 404 cm
-1

-1

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Raman Shift(cm ) 198 cm ,
290 cm-1, 404 cm-1에서 유사한 결괏값을 보였다. 따라서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에 산
화철(Fe2O3)을 주 발색원으로 하는 토양성 안료 중 석간주
를 이용하여 표면층(적색층)을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 Figure 4).

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의 적색층
에서 수산기(O-H)에 의한 3560∼3200 cm-1, 메틸렌기(-CH₃,
=CH₂)의 비대칭 대칭 신축 진동에 기인하는 2920∼2850
cm-1에서 peak가 확인되었고, 1,500 cm-1 이하 지문영역에
서 1455 cm-1에서 메틸렌기의 굽힘(Bending) 진동에 기인
하는 peak가 미세하게 관찰되었으며, 720 cm-1, 696 cm-1에
서 미세한 peak가 관찰되었다. 이는 옻칠의 주성분인
Urushiol polymer의 특징으로 옻칠은 3560∼3200 cm-1(수

Table 4. Category of sample used to analyze and analytical result
Sample name

Raman shift(cm-1)

Red ocher(Fe2O3)(D)

121 cm-1, 198 cm-1, 225 cm-1, 290 cm-1, 404 cm-1, 1308 cm-1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pottery (A)

198 cm-1, 290 cm-1, 404 cm-1

Dandomaoyeonwan burnished pottery (B)

198 cm-1, 290 cm-1, 404 cm-1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pottrey (C)

198 cm-1, 290 cm-1, 404 cm-1

Figure 4. Result of Raman spectrum.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D) Red O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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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O-H)에 의한 흡광피크), 2920∼2850 cm-1(메틸렌기

에서 peak가 관찰된다(Cho et al., 2010; Choi and Kim,

(-CH3, =CH2)의 비대칭 대칭 신축 진동), 1730∼1600

2018; Kim, 2007). 또한 1200∼950 cm-1에서 넓은 pea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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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되었으며, 780 cm-1에서의 미세한 peak가 관찰되었다.

-1

-1

(메틸렌기 굽힘 진동), 991 cm (공역트리엔), 860 cm

-

(1,2,3,5-치환 벤젠구조를 가지는 디페닝혈 고분자게), 720 cm
1

(Urushiol polymer의 특징인 1,2,3-Trisubstituted benzene)

이는 석영, 장석, 적철석, 점토광물 등에 의한 성분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15).
석간주(Fe2O3)와 옻칠(교착제)을 섞어 제작한 대조군

Figure 5. Measurement point for FTIR-ATR.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D) Red Ocher+Lacquer.

Figure 6. FTIR-ATR spectra of samples (4000∼600 cm-1). (A)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B)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C)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D) Red Ocher+Lacquer.

Figure 7. FTIR-ATR spectra of Red Ocher(A) and Lacquer(B) (4000∼600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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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색마연완, 단도

또한 Pentadecyl heptafluorobutyrate도 검출되었는데, 이는

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적색층과 석간주

side chain-side chain 간의 결합으로 길어진 탄화수소가 분해

(Fe2O3)와 옻칠(교착제)을 섞어 제작한 대조군의 적색층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Benzenemethanol-

이 유사한 스펙트럼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propenyl(m/z 123), 4-heptyl phenol(m/z 108) 성분은 옻칠

(Figure 6).

의 방향구조로부터 기인하는 Benzene계 화합물 및 Phenol

따라서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의 교착제로는 옻칠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 화합물 성분이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Urushiol polymer
구조를 이루는 카테콜 유도체가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주
요 Major ion은 m/z 108과 123으로 m/z 123의 경우

3.4. GC/MS

2-methoxy-4-methylphenol,

GC/MS 분석 결과, 공통으로 모든 시료에서 옻칠의 주
성분인 Urushiol polymer의 특징 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
었다(Figure 8∼10). 검출된 성분은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에서

Benzenemethanol-

2-propenyl, 4-heptyl phenol 성분과 1-Tetradecanol, Pentadecane,
Heptafluorobutyroxytridecane의 지방족탄화수소구조로부
터 기인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3-methyl-1,2-benzenediol부터

3-pentadecyl-1,2-benzenediol까지 1,2-benzenediol과 그 유도
체들이, m/z 108의 경우 2-methylphenol, pen-tadecylphenol
등 다양한 phenol류

화합물들이 관찰된다.

또한,

1-Tetradecanol, Heptafluorobutyroxytridecane은 지방족탄화
수소구조로 이 중 1-Tetradecanol은 Rhus vernicifera의 특
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0; Chung et al.,
2017; Choi and Kim, 2018; Park and Ahn, 2018).

Total chromatogram

No

r.t (min.)

Compounds

1
2
3
4
5
6
7
8
9
10
11
12

6.483
7.360
8.297
8.950
11.061
11.581
18.381
20.440
21.870
25.622
26.178
26.717

Benzenemethanol
Propanoic acid
4-heptyl phenol
Acetic acid
3,7-Dioxa-2,8-Disilanonane
Butanedioic acid
Tetradecanoic acid
Hexadecanoic acid
Octadecanoic acid
1-tetradecanol
2-heptafluorobutyroxytetradecane
Pentadecyl heptafluorobutyrate

Mador Ion(M/z)
51,
66,
77,
59,
59,
56,
57,
57,
57,
57,
57,
55,

79, 91, 107, 115, 128, 138, 148
73, 88, 117, 147, 191, 219
107, 108, 121, 133, 149, 192
73, 103, 117, 131, 147, 177, 191, 221, 265, 293
73, 89, 103, 117, 133, 147, 177, 191, 205, 218, 293
73, 86, 101, 116, 127, 147, 172, 203, 218, 247, 262
73, 97, 104, 117, 132, 145, 201, 241, 257, 285, 300
73, 97, 117, 132, 145, 185, 201, 269, 285, 313, 328
71, 85, 99, 112,126, 140, 154, 168, 182
83, 97, 111, 125, 139, 238
71, 97, 111, 125, 140, 155, 210
83, 97, 111, 125, 140, 154, 169, 182, 210

Figure 8. Total chromatogram and chemical compound of Jeoksaek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1) Matching Quality according to Wiley library matching.

Q1)
76
97
78
84
91
97
91
95
91
70
7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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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hromatogram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r.t (min.)
6.483
7.360
8.297
8.950
11.061
11.581
18.381
20.440
21.870
25.622
26.178
26.717

Compounds
Benzenemethanol
Propanoic acid
4-heptyl phenol
Acetic acid
3,7-Dioxa-2,8-Disilanonane
Butanedioic acid
Tetradecanoic acid
Hexadecanoic acid
Octadecanoic acid
1-tetradecanol
2-heptafluorobutyroxytetradecane
Pentadecyl heptafluorobutyrate

51,
66,
77,
59,
59,
56,
57,
57,
57,
57,
57,
55,

Mador Ion(M/z)
79, 91, 107, 115, 123 128, 148
73, 88, 117, 147, 191, 219
107, 108, 120, 121, 133, 149, 192
73, 103, 117, 131, 147, 177, 191, 221, 265, 293
73, 89, 103, 117, 133, 147, 177, 191, 205, 218, 293
73, 86, 101, 116, 127, 147, 172, 203, 218, 247, 262
73, 97, 104, 117, 132, 145, 201, 241, 257, 285, 300
73, 97, 117, 132, 145, 185, 201, 269, 285, 313, 328
71, 85, 99, 112,126, 140, 154, 168, 182
83, 97, 111, 125, 139, 238
71, 97, 111, 125, 140, 155, 210
83, 97, 111, 125, 140, 154, 169, 182, 210

Q
76
97
78
84
91
97
91
95
91
70
75
71

Figure 9. Tota l chromatogram and chemical compound of Dandomaoyeonwan burnished red pottery.
Total chromatogram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r.t (min.)
Compounds
6.504
Benzenemethanol
51,
7.376
Propanoic acid
66,
8.305
4-heptyl phenol
65,
8.959
Acetic acid
59,
11.056
3,7-Dioxa-2,8-Disilanonane
59,
11.580
Butanedioic acid
56,
18.381
Tetradecanoic acid
55,
20.441
Hexadecanoic acid
57,
21.872
Octadecanoic acid
57,
25.056
1-tetradecanol
57,
26.178 2-heptafluorobutyroxytetradecane 57,
26.719
Pentadecyl heptafluorobutyrate 57,

69,
73,
77,
73,
73,
73,
57,
73,
71,
82,
71,
83,

Mador Ion(M/z)
79, 91, 107, 115, 123, 131
88, 101, 117, 133, 147, 175, 191, 219
91, 107, 108, 120, 121, 133, 149, 192
103, 131, 147, 177, 191, 221, 265, 293
89, 103, 117, 133, 147, 177, 191, 205, 218, 293
85, 99, 116, 129, 147, 172, 203, 218, 247, 262
73, 117, 129, 145, 201, 241, 257, 285, 300
97, 117, 132, 145, 185, 201, 313, 328
85, 99, 112, 126, 140, 154, 168, 182
111, 125, 139, 239
97, 111, 125, 140, 155, 210
97, 111, 125, 140, 169, 182, 210

Figure 10. Total chromatogram and Chemical compound of Jeoksaekmaoyeongajimun burnished red pottery.

Q
76
97
78
84
88
91
94
95
91
88
7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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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고대 붉은 간토기에 사용된 적색 안료
와 교착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중 적색마연완, 단도마연, 적색마연가지문 붉은 간토기 3
점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현미경 관찰, SEM-EDS,
Raman, FTIR-ATR, GC/MS)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관찰
결과, 소지층 위로 적색층이 관찰되었으며, 적색 안료와
광물의 결정이 보였다. SEM-EDS, Raman을 이용하여 적
색 안료는 석간주(Fe2O3)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FTIR-ATR과 GC/MS 분석 결과, 옻칠의 주성분인
Urushiol polymer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아 옻을 교착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 교착제로 사용된 옻은 고문헌인 산림경제(山林
經濟), 규합총서(閨闔叢書), 오주서종박물고변(五州書種
博物考辨)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목재, 도자기,
모시 등에 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때로는 깨진 토
기, 자기와 기와 등의 접착제로도 이용한 사례가 언급되
었다(Yang, 2014).
현재 우리나라 옻칠의 기원은 불확실하나 기원전 3세
기 아산 남성리 유적에서 칠 편이 출토된바 있고, 현존하
는 최고(最古)의 칠기 문화재로는 기원전 108년에 제작된
낙랑시대의 목심칠기 및 협저칠기가 있다(Choi et al.,
2011; Kim, 2007). 동북아시아의 옻칠 문화의 시기를 고려
하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물 중에서도 옻칠된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유
적에서 옻나무나 옻칠된 유물이 출토된 사례는 없었다
(Gimhae National Museum Special Exhibition, 2019).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물 중 옻칠이
교착제로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옻칠의 학술적 주요 정보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자료를 제
공하고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물 중에서도 옻칠이 사용
된 사례를 제시할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 ‘고대의 빛깔, 옻
칠’(2019. 6. 25.∼9. 29.)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립
김해박물관의 시료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Ahn, J.H., 2003, Appearance of Red Smoke Pottery and
Songguk-ri Pottery, General Book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2.
Cho, N.C., Kim, S.C., Kim, W.H. and Shin, Y.S., 2010, A
study on the bonding materials used for the great jar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from daechuri site
Pyeongtaek, 26(4), 371-3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J.W. and Kim, S.C., 2018, Analysis of lacquer and
CNSL using infrared spectrometer and pyrolysis-gc/ms.
Korean Wood Sci., 46(1), 001-00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M.Y., Shin, S.J. and LEE, D.Y., 1998, A Scientific
Analysis of Hongdo Island in the South Han River Basin
- The Method of Production of Red Gantiles in the
Bronze Ag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82, 1-45.
Choi, S.C., Kim, S.D., Lee, Y.H., Ko, Y.H. and Ham, S.W.,
2011, Studies on analysis of Joseon lacquer lay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27(4), 371-3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ung, Y.J., Kim, J.E., and Yu, J.A., 2017, Study on
qualitative analysis for lacquer mixed with some
additives by Pyrolysi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33(1), 51-59.
(in Korea with English abstract)
Maya, K., Takeshi, M., Toru, T., Shinya, S. and Setsuo I.,
2014, Review on the Archaeological Studies on Red
Pigment in Japan,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21(4), 103-1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ang, S.Y., 2020, Resarch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Red-Burnished Pottery Excavated from Samdeok-ri,
Goseong,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53(4), 170-18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eong, J.W., 1980, During the Neolithic Period, the site of
the Seven Characters-South Coastal Scraps against the
Dandoma Smoke Earthenware was the center of the
Joseon Dynasty, History of Busan, 4.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33(1), 051-05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Gimhae National Museum Special Exhibition, 2019, The
color and light of ancient artifacts ottchil lacquer,
212-2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EFERENCES

Kim, S.C., 2007, Analysis and conservation of lacquer
wares from archaeological sites in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Ahn, C.B., 1982, Changes in Prehistoric Culture in Gaya
(with Busan and Yeongnam), Hanguk Kogo-Hakbo, 12.

Lee, Y.J., Park, J.H. and Lee, K.M., 2015, Infrared
emissivity of major minerals measured by FT-IR,
Atmospher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25(4),

616 | 보존과학회지 Vol.37, No.5, 2021

601-610.
Park, J.S. and Ahn, S.A., 2018, Analysis of dried Asian
lacquer by pyrolysis/GC/MS,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31(2), 078-08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in, K.S. and Oh, M.M., 2010, The production and
restoration of Bronze Age polished pottery through

experimental archaeology, 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8(2), 035-0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ang, P.S., 2014, A study on repair and restoration cases
of ceramics, Ph.D. dissertation, G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보존과학회지

제37권 제5호 2021년 10월

■
■
■
■

■

학술지 약어: J. Conserv. Sci.

■

DOI prefix: 10.12654

■

간기: 격월간

■

창간일: 1992년 12월 31일

■

보존과학회지 소개

보존과학회지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는 국내외 문화재
보존, 복원과 제작기술과 관련 연구 논문들을 소개하는 1992년도에 설
립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대표적인 학술지입니다.

학회지는 2010년 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으며 2017년부터 현
재까지 연 6회 짝수 달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고는 온라인투고시
스템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을 통해 편집위원회로 제
출되며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널사이트 (http://www.e-jcs.org)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존과학회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진 학술지로 한
국학술지인용색인 (KC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CrossRef
그리고 Google Scholar에 색인/검색/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정부재원(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출판사: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편집국]

연락처: +82-1522-5738

E-mail: conservation@conservation.or.kr

■

인쇄사: 한국학술정보㈜

[인쇄소]

주소: (10881)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30

홈페이지: http://www.e-jcs.org/

본 학회지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광물학, 금속공학 등의 자연과학과
고고학, 미술사, 역사학 등의 인문과학과의 융합학문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을 비롯하여 사라져가는 전통기술 및
소재 재현과 디지털 복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화재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주소: (28166)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303

eISSN: 2287-9781

보존과학회지는 문화재를 이루고 있는 재질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이를
보존·복원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과학
적 분야에 속해 있는 과학자, 기술자, 보존처리자, 그리고 복원가를 위한
국제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출판사무소]

pISSN: 1225-5459

■ 목적과 범위

■

XML 및 PDF 형식의 풀 텍스트 서비스는 홈페이지 (http://www.e-jcs.
org/)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회지의 전자저널을 이용하는
데 등록이나 구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언어: 한글/영어

오픈 액세스 정책

학회지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에 따른 open
access 자료이므로 타매체에 사용 시, 출처가 적절히 인용된다면 비상
업적인 용도로 사용, 배포, 복사가 가능합니다.

편집위원장: 한민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주소: (33115)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연락처: +82-41-830-7381

E-mail: journal.conservation@gmail.com

■

Notice: 학
 회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e-jcs.org/

연락처: +82- 31-940-1007

E-mail: booktory1007@kstudy.com
"보존과학회지 표지에 사용된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 2016년 발행『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중 78 페이지 수록, 국보 제89호 평양 석암리 금제 띠
고리 X선 투과조사 사진임."
ⓒ 2021 (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October 2021, Vol.37, No.5

October 2021, Vol.37, 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