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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귀 한 문화재

이다. 생지본의 경우에는 그 상태가 양호한 반면, 습기나 해충 등으로부터 원본을 보호

하기 해 랍으로 도포한 기 랍본 실록 같은 경우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 임

이 밝 졌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한 1998-1999년의 상태 조사 

결과, 랍본으로 되어 있는 실록  일부가 경화되어 꺾이고 고착되는 등 손상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고 보고하 다.1) 한 훼손된 랍본의 경우, 랍이 많

이 경화됨에 따라 변색, 갈라짐, 꺾임 등의 다양한 손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 으로 

곰팡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찰되었다고 보고하 다.2) 랍본 손상의 주 원인이 

랍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한 랍과 직  하지 않더라도, 랍

의 휘발성 성분에 의해 종이의 노화가 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의 연구결과에서 보

고하 다.

  추가 인 손상을 막기 해서는 도포된 랍을 제거하고, 하되는 강도를 보강처리

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랍의 제거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

고, 이  몇 가지는 연구되어져 왔다. 가온가압 탈랍법은 국민 학교 연구 에서, 임

계 유체 추출은 서울  연구 에서 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추출방법 , 유기용매 추출법을 용하고자 하 다. 용매 추출 

탈랍법을 개발하기 한 첫 단계로서, 추출에 합한 용매를 선정하고자 하 다. 최

의 용매란 탈랍은 잘 되면서, 한지 에 먹으로 인쇄된 부분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 237 -

-  -0123456789



2011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한 추출된 한지의 노화안정성에도 향을 게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의 용매를 선정하기 하여,  각 유기용매별 용매 추출 후 탈랍 효율을 평가하

고, 먹으로 인쇄된 한지를 랍도포, 탈랍처리를 행하고, 탈랍지를 노화시켜 노화안정성

을 평가하 다.

2 .  재 료  방 법

2 . 1 실 험재 료

  실험에 사용한 한지는 “신 세 통한지 공방”에서 제조된 한지를 사용하 다. 랍

은 “빈도림”에서 생산한 랍을 구입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정제과정에서 화학물

질을  사용하지 않고 첨가물이  없으며 필터링  침 방식으로만 생산한 것

이다. 랍의 녹는 은 65℃로 조사되었다. 

  랍지는 hot plate가 설치된 auto bar coater(GIST Co., Korea)를 사용하여 제조하

다. Hot plate의 온도는 65℃로 하 고 랍의 도포량은 rod bar No. 24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도포하 고, 랍 도포 후 앙부 에서 150×150 mm로 재단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유기용매 선정 기 은 dielectric constant(유 율)에 의해 선정하 다. 일반 으로 

용매의 유 율이 15보다 낮은 경우를 비극성용매라고 하고, 수치가 높을수고 극성이 높

다. 사용한 유기용매 종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electric constant of solvents tested

Solvent Dielectric constant

Ethyl acetate 6.02

Ethyl benzene 2.5

Tetrahydrofuran 7.5

Toluene 2.38

Benzene 2.3

Styrene 2.4

DCM 9.1

Chloroform 4.81

Isopropyl alcohol 18

Ethanol-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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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실 험방 법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법은 음 세척기(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 다. 유기용매

와 랍지를 유리 샘 병에 넣고, 음  세척기에 넣어 25℃에서 30분 동안 처리하여 

추출하 다. 음  주 수는 40 kHz 이고 음  출력은 400W 이고 진동자 타입은 

B.L.T type이다. 추출 후 탈랍율  먹의 색농도,  색상(L*, a*, b*)변화를 측정하 다. 

  용매 추출 후 탈랍지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150
o

C 건조기에서 12, 24, 36, 48 

시간동안 노화시켰고, 각 시간 마다 먹의 색농도 변화  색상변화를 측정하 다. 색농

도변화는 잉크농도측정기(GretagMacbeth, D196)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색상(L*, a*, 

b*)변화는 Elrepho 3300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ΔB는 Variation으로 처음 한지에 먹을 

인쇄한 후의 잉크 농도(B1)와 노화 시키고 난 후의 잉크농도(B2)의 차이 값이다(Δ

B=B1-B2).  ΔC는         으로 각 농도별 변화량의 합을 

나타낸다(B=Black, C=Cyan, M=Magenta, Y=yellow).  색상의 변화는 ΔE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ΔE=       ). 여기서 ΔL 역시 기 한지의 L
*

값(L1)

과 노화 후 L*값(L2)의 차이 이다.(ΔL=L1-L2)

3 .  결 과   고 찰

Table 2는 인쇄를 하지 않은 랍지를 시료로 사용하여 탈랍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극성용매인 isopropyl alcohol의 경우 탈랍율이 매우 낮은 반면, 나머지 네 용매에

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탈랍율이 100%를 넘는 것은, 실험오차이거나 용매추출 시, 

랍 이외에 한지의 다른 성분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2. Effect of solvent type on dewaxing rate

Solvent Dewaxing rate (%)

DCM 100.97

Chloroform 100.84

Benzene 100.94

Alcohol-benzene 98.97

Isopropyl alcohol 1.79

Fig. 1과 Fig. 2는 한지와 랍지, 노화한지, 노화 랍지를 유기용매 추출 후, 인장강도

와 내 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다. 한지와 랍지를 노화시키면 강도 하가 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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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랍지의 경우에 노화시킨 후 강도 하가 뚜렷하게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시료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용매 별로 뚜렷한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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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ype of solvent type 

on tensile strength of solvent extracted 

Hanji.

Fig. 2. Effect of type of solvent type 

on tensile strength of solvent extracted 

Hanji.

  

  Table 3.는 먹으로 인쇄를 한 한지를 랍으로 도포하고, 유기용매로 추출하 을 시,

유기용매의 종류가 탈랍율에 미치는 향을 보여 다. Ethyl acetate의 경우 탈랍율이 

90.18%로 가장 낮았다. 사용된 유기용매 에서, 다른 유기용매에 비해 

tetrahydrofuran, DCM, chloroform, ethanol-benzene의 탈랍율이 97%이상으로 상

으로 우수한 것을 찰하 다.

Table 3. Effect of solvent type on dewaxing rate for 

printed beeswaxed Hanji 

Solvent Dewaxing rate (%)

Ethyl acetate 90.18

Ethyl benzene 95.95

Tetrahydrofuran 97.35

Toluen 94.15

Benzene 95.57

Styrene 96.61

DCM 98.44

Chloroform 98.53

Ethanol-Benzene 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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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은 검정 잉크농도(black)에 한 변화 값을 보여주고 있다. Ethyl acetate의 검

정색 농도 변화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thyl acetate

로 추출한 탈랍지의 색농도 변화가 큰 것은 다른 유기용매에 비해 상 으로 탈랍율

이 낮아서 시편에 잔존하는 랍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노화 시간이 길어질

수록 가장 변화가 은 것은 tetrahydrofuran으로 단된다. 먹의 색농도변화 값의 변

화량의 합도 검정색농도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4). L
*

값과 ΔE값도 

검정색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s. 5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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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s in black color density 

of dewaxed Hanji with various solvents.

Fig. 2. Effect of type of solvent type 

on tensile strength of solvent extracted 

Ha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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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in L* of dewaxed 

Hanji with various solvents.

Fig. 6. Variations in ΔE of dewaxed 

Hanji with various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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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결  론

유기용매 추출기법을 통하여 측정한 탈랍율은 비극성 용매인 경우, 용매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Tetrahydrofuran, DCM, Chloroform, Ethanol-Benzene의 탈랍율이 상 으

로 높았다. 유기용매의 종류가 탈랍 후, 탈랍지의 강도에 미치는 뚜렷한 경향은 없었다.

탈랍 후 인쇄된 먹의 색상 변화는 Tetrahydrofuran을 사용하여 탈랍한 경우가 가장 

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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