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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청의 열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재로서의 내구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가상유적지 재현을 위해 가상 건축물의 사실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열화현상을 분석하고 가시화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건축

에 나타나는 단청의 열화과정을 인간이 인지하는 색채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한다. 우리나라 단청에서 사용된 안료를 살펴보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선정한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를 중심으로 내후성 시험을 통해 안료의 열화현상을 분석한다. 단청의 열화를 크게

색변과 박리 현상으로 나누어 촉진내후성시험기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목조 전통건

축의 열화현상을 분석한다.

   

1. 서론

 본 연구는 가상 유적지 건립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가상의 고건축에 대한 사실감을 높이

기 위한 방안으로 고건축물의 열화 현상을 가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건축에 대한 열화현

상을 가시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요소는 크게 목조의 

변형, 석조의 변형, 단청의 변형 등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연구는 단청에 사용된 염료의 

열화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열화

과정에 대한 가시화를 통해 가상의 고건축에 대한 

사실감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0-0021154).

2. 실험방법 및 범위

 단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여러 가지 빛

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일을 말하는데, 본래 예

로부터 왕실이나 나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이나 종

교, 신앙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기구 등을 치장

하여 일반 잡기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단청은 적,황,록,청,백,흑의 

주요색과 몇 개의 간색을 사용하여 문양이나 그림을 

내용물에 도채함으로써 내용물을 장식, 보호하는 목

적으로 사용되었다[1]. 

오늘날 우리나라 단청에 주로 사용되는 안료는 원

색과 혼색을 포함해 대략 20여종에 이른다. 원색은 

양록, 장단, 주홍, 양청, 황, 군청, 석간주, 황토, 뇌

록, 호분, 지당, 먹 등이며 뇌록은 시아닌 그린에 다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313 -

른 색을 첨가, 조색해 사용되기도 한다[2]. 본 연구

에서는 이 중 10개의 주요색에 대해서 실험을 실시

한다. 

2.1. 시공 재료

  본 연구는 전통건축 목재로 주로 사용되는 미송 

판재를 사용하였다. 소나무 판재의 수치는 

1,500mm(L) x140mm(R) x15mm(T)이며, 기건함수

율 11.5%, 기건비중 0.42, 평균연륜 폭 1.1mm 내

외의 판목판재를 양면 대패질하여 이용하였다. 옹이 

등의 결함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판재를 

140mm(L) x140mm(R) x14.5mm(T)로 재단하여 

사용하였다[5].

2.2. 실험 조건

 단기간에 열화를 진행시키고 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비치된 촉진내후성시험

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하였다. 시험조건은 70℃온도

에서 빛에 노출시킨 뒤 8시간을 시험하고 다시 5

0℃의 온도에서 빛에 노출 시키며 물을 분무하면서 

4시간 시험을 하는 것을 1cycle로 하여 단청의 주

요 색깔별로 각 1개,  총10 개의 목재를 시험하였

다. 

그림 1. 내광성 시험기 사진

이 조건으로 처리하는12시간 1cycle은 광방사량 

0.55W/  에서 1262시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표

준기후 하에서의 옥외폭로 약53일에 해당 하므로 

일반적인 계산상으로 100시간은 약1년2개월간의 옥

외폭로 시간에 해당되므로 700시간은 약 8년2개월

에 옥외폭로시간에 해당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시험 후 페인팅 된 목재 표면 색변화와 실험 하지 

않은 목재와 비교한다. 그림 2는 색상표를 이용하여 

촉진 내후성 실험을 한 목재의 전과 후의 색상을 비

교한 결과이다. 그림 3은 이를 토대로 원영상의 각 

HSV와 결과 영상의 2쌍 이외의 한 점을 추가하여 

곡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색상의 열화를 가시화한 

결과이다.

그림 2. 촉진내후성 실험 결과

그림 3. 양청(Cobalt Blue)의 열화생성 모델

4. 결론

 본 연구는 가상유적지 재현을 위해 가상 건축물의 

사실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통건축의 단청에 

대한 열화과정을 인간이 인지하는 색채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단청에 주로 사용되는 안료를 살펴보고 문화재

관리청에서 선정한 안료를 중심으로 내후성 시험을 

통해 안료의 열화현상을 분석하였다. 단청의 열화를 

크게 색변과 박리 현상으로 나누어 관찰하였으며 촉

진내후성시험기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목조 

전통건축의 열화현상을 가시화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정영경, 안병환, 단청안료의 접착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한국의 단청, p225~245.

[3] 최문정, 한국채색화의 전통안료 연구, 고려대학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한석성,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단청, 현암

사 2002.

[5] 라디에타 소나무재의 압밀화 온도와 시간에 따

른 색상의 변화, 목재공학 39권 3호, p238~243,

2011.

[6] 장기인, 한석성, 단청, 보성문화사,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