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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견본 회화 문화재의 보존처리의 보견작업에 적합한 자외선 인공 열화견을 얻기 위해 자외선의 종류 ,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열화견의 물리적 특성과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 장파장 자외선(UV-A) 조사 열화견
은 단파장 자외선(UV-C) 조사 열화견에 비해 자연상태에서 열화가 일어난 생견과 유사한 표면 손상 형태를 보였다 . 
UV-C 열화견은 자외선 조사와 함께 강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54시간을 조사하였을 때 원래 강도의 12.7%까지 저하한 
반면 UV-A 열화견은 168시간 조사하였을 때 원래 강도의 14.2% 수준으로 떨어져 강도 저하가 완만하였다. UV-A 열화견
의 수분율은 자외선 조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7.3%까지 떨어지다가 증가하지만 UV-C 열화견은 6.0%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UV-A 열화견의 수분이 높았다. UV-A 열화견은 밝은 황색을 띠며 황변지수가 낮은 반면 
UV-C 열화견은 어두운 황갈색이며 황변지수가 높았다 .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에 비해 황변에 의한 색상차가 크지 않아 보견 작업시 염색이나 보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 
강도면에서 UV-C 열화견은 섬유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인 것과는 달리 , UV-A 열화견은 자연상태에서 열화가 일어난 
생견과 유사한 속심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띠었다 . 그리고 UV-A 열화견과 UV-C 열화견 모두 친수성을 가져 보채에는 
문제가 없었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 UV-C 열화견 보다 UV-A 열화견이 견본 회화의 보견에 사용하기 적합하였다 .
 

중심어: 견본 회화 , 보견, 단파장 자외선, 장파장 자외선, 인공열화견 , 인장강신도 , 수분율 , 황변지수 , 보채 , 친수성
 

ABSTRACT     A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properties of artificially deteriorated silk with ultraviolets for reinforcing 
of loss area of paintings on silk. Deteriorated surface of raw silk irradiated by long-wavelength ultraviolet(UV-A) than 
short-wavelength ultraviolet(UV-C) was similar to naturally aged raw silk. UV-A irradiation raw silk was slowly decreased 
in tensile tenacity and elongation and lowered in yellowness index than that of UV-C. Water content of UV-A irradiation 
raw silk than that of UV-C was higher. UV-A irradiation raw silk had no problem in dyeing and inpainting for conservation 
because of low yellowness index. UV-C irradiation raw silk was brittle, but UV-A irradiation raw silk was seemed to 
tough and similar to naturally aged raw silk. Korean painting conservator estimated that UV-A irradiation raw silk was 
more proper for reinforcing of loss area of paintings on silk than that of UV-C.

Key Words: Painting on silk, Reinforcing, Short-wavelength ultraviolet, Long-wavelength ultraviolet, Artificially deter-
iorated silk, Tenacity, Elongation, Water content, Yellowness index, Inpainting, Hydrophi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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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견본(絹本) 회화 자료는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지지

체(support)인 생견 직물(화견, 畵絹)이 빛, 산소, 수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아, 심한 경우에는 만졌을 때 바

스라질 정도로 열화(劣化)가 진행되어 손상 부위의 결손이 

일어난다. 또 생물학적인 공격이나 인간의 부주의한 취급

에 의해서도 화견이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견본 회화의 보

존처리에 있어서, 화견의 결손이나 손상 부위를 메우는 보

견(補絹)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일본화의 보존처리에 있어 이와 

같은 결손 또는 손상부위의 보존처리를 위해, 옛날 그림의 

잔편의 무지(無地) 부분을 보견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오
래된 그림의 잔편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는 한편 수

리하여야만 하는 회화 자료가 증가하게 되어, 오랜 세월이 

흐른 화견 섬유의 약한 상태와 닮은 생견 직물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1. 그래서 새로 짠 생견직물로 결손 

또는 손상부위를 메우는데 사용하게 되었으나, 오랜 기간 

서서히 손상이 진행된 견본 회화 자료의 화견과 물리적 성

질(강도, 신도, 신축성)이나 질감에서의 차이로, 보존처리 

작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래의 화견과 보견한 생견

직물이 균형을 잃게 되는(외부로부터 가해진 응력이 원래

의 열화된 화견에 집중2) 등, 오히려 보존처리한 회화 자료

의 보존에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견본회화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생

견은 오래되어 열화가 진행된 견본회화 자료의 화견과 비

슷한 성질을 가진 직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γ-선이라는 방사선(전자선)을 사용한 전자선 열화견

을 개발하여 견본 회화 자료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게 되었

다1,3. 전자선 열화견은 개발된 후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일

본화 보존처리에 사용해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수

입하여 견본 회화 자료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전자선 열화견은 친수성이 부족하고 황변(黃變)을 띤 

색상으로 보채(補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4. 
전자선 열화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외선을 이용한 

열화견 개발이 시도되었고, 단파장 자외선(UV-C)보다는 

장파장 자외선(UV-A)으로 생견 직물을 열화시켰을 때 전

자선 열화견보다 오래된 화견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열화

견을 얻을 수 있었다4,5. 그러나 150~200년 자연 열화 화견

의 물성을 얻기 위해 자외선 강도 6~16mW/cm2의 UV-A 로 

장시간(1,750~4800시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6 현실적으

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현재 실용화가 되고 있지 않

다.
국내에서는 견본 회화의 보존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일

본에서 개발된 전자선 열화견을 고가에 수입해 사용해 왔

으나, 원하는 사양(보존처리용 화견의 열화 정도, 색상 등)
의 열화견을 구입하기 어려웠으며 그나마도 수입 자체도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입수의 어려움과 보

존처리에 있어서의 단점을 가진 전자선 열화견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외선 열화견 제조에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장시간 제작 기간 소요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단시간

에 보존처리에 적합한 성질을 가진 자외선 열화견을 얻기 

위해, 자외선의 종류,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열화견의 

특성과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을 평가한 것이다.

2. 열화견의 요구 특성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열화견의 요구 특

성은 다음과 같다4.
가. 열화견의 강도는 보존처리 대상 견본회화의 화견의 

손상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열화된 견본 회화의 화견과 열

화견은 같은 보존처리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다. 겉보기 질감이 견본 회화의 화견과 유사하고, 직물

의 조직도 비슷하여야 한다.
 라. 색상도 오래된 견본 회화의 화견과 비슷해야 하며, 

필요시 염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보채(補彩)나 염색 등과 같은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친수성을 가져야 한다.
바. 보존처리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존처리용 열화

견이 견본회화의 화견보다 열화가 빠르거나 늦게 진행되어 

겉보기에 큰 차이가 날 경우 재 보존처리가 필요하므로, 비
슷한 열화 메카니즘이나 열화 속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실험 조건

3.1. 재료

자외선 열화 대상 직물로 정련하지 않은 생견 직물을 사

용하였다. 직물의 규격은 섬도가 25/70den(경사/위사), 밀도

는 104/83개/inch(경사/위사)이며 크기는 10cm×2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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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외선 열화 촉진처리

자외선 램프는 UV-A 램프(필립스 TL 60W/10R)와 UV-C 
램프(필립스 TUV115W-VHO)를 사용하였다. UV-A 램프

는 350~400nm 파장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365nm 부근에

서 최대 피크를 가지며(Figure 1) 자외선 강도는 365nm에서 
8.1~9.9mW/cm2이며, UV-C 램프는 253.7nm에서 최대 피

크를 가지며(Figure 2) 자외선 강도는 254nm에서 4.2~6.2 
mW/cm2이다.

자외선 열화 촉진처리는 생견 직물 표면에 UV-A 램프

를 조사 강도로 672시간 조사하였으며, UV-C 램프는 650
시간 조사하였다. 열화 촉진처리시 온도는 20~30℃이며, 
습도는 40~60%이다.

      

3.3. 분석
   
3.3.1. 자외선 열화견의 물성

자외선 열화견의 표면 특성은 주사전자현미경(Tescan, 
TS5136MM)을 이용하여 열화견을 금증착시킨 후 진공에

서 관찰하였다. 인장강신도는 온도 20℃, 습도 55%에서 하

루 동안 전처리를 한 자외선 열화 견직물에서 경사 5올을 

채취하여 인장시험기(Shimadzu, AG-10KNI)를 사용하여 

파지거리 100mm, 크로스헤드 속도 100mm/min의 조건

에서 측정하였다. 자외선 열화견의 수분률은 인공 열화 

견직물(2cm×10cm) 5본을 온도 20℃, 습도 55%에서 하루 

동안 전처리한 후의 무게와 110℃에서 1시간 30분 동안 건

조시킨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 변동률로부터 계산하였

다. 황변지수(Yellowness Index)는 색차계(Minolta, CR-300)로 

인공 열화 견직물 표면의 X, Y, Z을 측정한 후 다음의 식으

로부터 계산하였다7.

황변지수=(128X-106Z)/Y

3.3.2. 자외선 열화견의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 평가

자외선 열화견의 수치화된 물성 평가와 함께 서화보존

처리가가 열화견을 사용하여 실제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

을 가정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자외선 열화견의 

절단되는 정도를 인또(서화보존처리용 칼)를 사용하여 실

제 보견 작업처럼 잘라보며 평가하였다. 그리고 보채나 염

색의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각각의 열화견

을 실제 작업과 동일하게 배접하고 건조판에 붙인 다음, 색
맞춤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수용 아교 1%를 2회 도포

한 후 그 위에 채색을 하여 물감이 스며드는 정도를 평가하

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자외선 열화견의 물리적 특성

4.1.1. 표면 특성

UV-A 자외선을 540시간과 672시간 조사한 열화견의 

표면은 Figure 3과 같으며 UV-C 자외선을 510시간과 650
시간 조사한 열화견의 표면은 Figure 4와 같다. 오랜 시간

(약 550년)에 걸쳐 열화가 일어난 생견의 표면(Figure 5)은 

생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리신이 열화에 의해 부분적으

로 박락된 부분이 관찰되며 표면에서 크랙은 보이지 않으

나 일부 절단된 단섬유가 관찰되고 있어 열화가 생견 표면

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UV-A를 조사한 생

견(이하 UV-A 열화견)의 표면에서는 생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리신이 열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박락된 부분이 보

이며 단섬유가 절단되기 직전이거나 절단된 부분이 일부 

보인다. 이와 같은 UV-A 열화견의 표면 특성은 오랜 시간

의 경과에 의해 열화가 진행된 생견과 유사한 표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UV-C를 조사한 생견(이하 UV-C 열
화견)의 표면에서는 생견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리신층의 

박락과 함께, 전체적으로 단섬유 표면에 가로 방향의 크랙

Figure 1. Wavelength distribution of UV-A lamp.

Figure 2. Wavelength distribution of UV-C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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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며, 크랙이 심하게 진행되어 단섬유가 부서지고 있

는 것이 관찰되어, UV-C 열화견은 부서지기 쉬운(brittle) 

느낌을 보여주며, 전자선으로 열화시킨 생견의 표면 특성

과 비슷하다(Figure 6). 

Figure 3. Surface of raw silk irradiated by UV-A(×2000). (a) 504hours, (b) 672hours.

Figure 4. Surface of raw silk irradiated by UV-C(×2000). (a) 510hours, (b) 650hours.

Figure 5. Surface of about 550 years ago raw silk(×2000). Figure 6. Surface of raw silk irradiated by electron beam(×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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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색상

자외선이나 전자선으로 생견을 열화시키면, 섬유의 분

해에 의한 황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과도한 황변은 보

채나 염색과 같은 색맞춤 작업에 방해가 되다. 따라서 보견

용 열화견은 황변이 덜 일어날 수록 보채나 염색 작업이 용

이하다. 
UV-A 조사 열화견은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밝은 황색으로 변하며 672시간 조사하였을 때 황변지수는 

21.6이었다. 반면에 UV-C 조사 열화견은 UV-C를 조사하

자마자 급격한 황변이 일어나며 100시간 이후에는 색상 변

화가 느려지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운 황갈색으로 변하여 

650시간 조사하였을 때 황변지수는 63으로, 비슷한 시간

(672시간)의 UV-A에 비해 황변지수가 약 3배 높았으며, 전
자선 열화견의 황변지수 35에 비해서도 과도한 황변이 일

어남을 보여준다(Figure 7). 이와 같이 UV-C에 비해 UV-A 
조사 열화견에서 황변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
외선의 파장이 200-331nm에서 견섬유의 황변이 주로 일어

나기 때문이다10. 이상의 결과는 UV-C 열화견에 비해 밝은 

황색을 띠는 UV-A 조사 열화견이 보채나 염색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4.1.3. 인장강신도

견본 회화의 화견은 제작 연대나 보관환경에 따라 물리

적 성질이 큰 차이를 보인다. 연대가 오래되거나 보관환경

이 나쁘면 화견은 만지면 바스라 질 정도이며 강도는 0에 

가까울 정도이다. 따라서 보견용 화견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견본 회화의 화견과 비슷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외선 조사시간에 따른 열화견의 인장강신도 변화를 

평가하였다. 
UV-A 조사 열화견은 자외선 조사시간의 증가와 함께 강

도가 감소하면서 168시간 조사하였을 때 원래 강도(3.32g/d)
의 14.2%(0.47g/d) 수준으로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강도 저

하가 완만해져 672시간 조사 후에는 원래 강도의 1.5%(0.05g/d)
로 떨어져 측정이 거의 힘든 수준이었고(Figure 8), 신도도 

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ure 9). 반면 UV-C 
조사 열화견은 자외선을 조사하자마자 강도가 수직으로 급

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54시간을 조사하였을 때 원래 

강도의 12.7%(0.42g/d)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UV-A를 168
시간 조사하였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54시간 조사 이후

에는 강도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고 완만한 감소가 

일어나 650시간 조사 후에는 원래 강도의 3.0%(0.10g/d) 
수준으로 떨어졌다(Figure 8). 이와 같은 UV-A와 UV-C의 

강신도 저하 속도 차이는 자외선의 파장이 강도와는 반비

례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자외선을 이용한 열화견 제조에 관한 선행 연구4,5,6에서, 

UV-C 열화견은 100시간 이상 조사하면 인장강도가 측정

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지지만, UV-A 열화견은 1000시간 

조사할 때까지 서서히 인장강도가 감소하며4 보견 작업에 

필요한 인장성질을 얻기 위해서는 자외선 조사 조건에 따

라 틀리지만 최소 165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6. 더구나 자외

선 열화 처리 전 생견을 온수처리를 하여 세리신층을 일부 

제거하여 세리신층이 노출됨으로 순수 생견 직물에 비해 

자외선에 의한 열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추측되지만

(생견보다 정련견이 자외선 열화속도가 빠름), 순수 생견을 

사용하고 낮은 자외선 조사강도를 사용한 본 연구의 UV-A 
열화견에 비해 보견 작업에 필요한 강신도를 얻는데 훨씬 

Figure 7. Yellowness Index changes of raw silk fabrics ir-
radiated by UV-A and UV-C.

Figure 8. Tenacity changes of raw silks irradiated by UV-A 
and U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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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에 사용된 UV-A 램프의 종류의 차이(선행 연구 National 
FL20S/BL-B)에 따른 현상인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또 다

른 요인 때문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오래된 견본 회화 자료의 화견에 대한 인장강도를 측정

한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의복에 사용

된 생견의 인장강도 자료에 의하면 생견이 약 140년 정도 

경과하면 1.4g/d8, 200백년 경과하면 0.8g/d9로 떨어지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UV-A는 120시간 이상, UV-C는 12시
간 조사하면 200년 정도 경과한 생견의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다.

4.1.4. 친수성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시 화견과의 색맞춤을 위해서 보

채나 염색이 필요하다. 이때 보견용 열화견의 친수성이 떨

어지면 보채나 염색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보채나 염

색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화견의 친수성이 높

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화견이 가진 친수성의 척도를 

일정 습도에서 열화견에 함유된 수분률로 평가였다.
UV-A 조사 열화견의 수분률은 자외선 조사시간의 증가

와 함께 완만히 감소하다가 240시간 조사하였을 때 7.3%
로 최저로 감소(미조사견의 90.1%)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672시간 조사하였을 때에는 

7.9%로 미조사견 수분률의 97.5%까지 증가하였다. 마찬

가지로 UV-C 조사 열화견도도 222시간 조사할 때까지 

6.0%(미조사견의 74%)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650
시간 조사에서는 7.4%(미조사견의 90.4%)로 증가하였다. 

UV-A와 UV-C 조사 열화견의 수분률이 조사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비
슷한 인장강도라고 하더라도 수분률 감소폭은 UV-C가 훨씬 

더 컸다. 따라서 UV-C 조사 열화견에 비해 UV-A 조사 열화

견이 친수성이 더 좋아 보채나 염색이 용이함이 추정된다.
 

4.2. 자외선 열화견의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 평가

 

4.2.1. 색상 및 외관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에서의 자외선 열화견의 적용성 

중 색상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UV-C 열화견과 UV-A 
열화견 모두 자외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황변지수가 증

가하였다. UV-C 열화견은 연한 황색에서 진한 황색으로 확

연히 변해갔으나, UV-A 열화견은 672시간 경과 후에도 색

상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1). UV-C 열화견은 

색상이 진하게 황변되어 경우에 따라 보견 대상 회화 자료

보다 황변지수가 높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에 비해 열화로 인한 색차가 크지 않

기 때문에 보견 작업시 염색이나 보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견본 회화의 보견에 사용되는 열화

견은 화견의 상태에 따라 색맞춤을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가능한 한 연한 색을 띠는 것이 좋다. 따라서 색상면

에서 UV-C 열화견보다 UV-A 열화견이 보견 작업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UV-A 열화견을 고색 

자연염색 처리를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UV-C 열화견은 UV-A 열화견에 비해 뒤틀림 현

상이 심하고 유연성이 부족한 반면, UV-A 열화견은 뒤틀

Figure 9. Elongation changes of raw silks irradiated by UV-A
and UV-C.

Figure 10. Moisture content changes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A and U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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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 없이 유연하다(Figure 12). UV-C 열화견의 낮은 수분

률에 의해 일어나는 뒤틀림 현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열화

견의 수분률 측정 결과와도 일치한다. 

4.2.2. 강도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열화견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외선 열화견의 절단되는 정도를 

인또(서화보존처리용 칼)를 사용하여 실제 보견 작업처럼 

잘라보며 평가하였다(Figure 13, Table 1). UV-C 열화견과 

UV-A 열화견 모두 자외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견사의 

절단도가 높았으나, UV-C 열화견의 열화가 UV-A 열화견

보다 빠르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의 부서지는 느낌을 띠는 것과는 달리, 열화견

의 속심이 살아있는 듯한 양상을 띠었다. 즉 섬유의 바깥층

보다 섬유 중심의 열화정도가 덜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열

화된 화견과 열화상태가 흡사해 보였다.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보다 더딘 열화도를 보여, UV-C 열화견은 

270시간, UV-A 열화견은 504시간을 조사한 후부터 인또

로 긁기가 용이한 상태가 되었다.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에 비해 장시간 조사하여

야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게 되는 시간적인 단점이 있

지만, 열화 양상으로 보았을 때 UV-A 열화견이 자연적으

로 열화된 견본 회화 자료의 보존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며, 보존처리 대상 견본 회화의 손상 상태에 따라 UV-A 
조사시간을 조절한다면 견본 회화 자료에 적합한 보견 작

업이 가능하리라 추정된다.

4.2.3. 친수성 

열화견으로 염색이나 보채 작업을 할 경우, 친수성이 떨

어지면 균일하게 염색되지 않거나 색맞춤이 되지 않기 때

문에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화견의 친수성은 매

우 중요하다. 실제 견본회화의 보존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열화견을 배접하고 아교포수한 후, 채색하여 물감이 스며

Table 1. Comparison of scraping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C and UV-A for various times using knife Intto.
 

UV Lamp UV Irradiation Time(hours)

UV-C 78 102 174 270 366 414 510 650
× × △ ○ ○ ○ ○ ○

UV-A 72 96 168 240 312 408 504 672
× × × × △ △ ○ ○

        ○ : Brittle △ : Normal × : Tough

Figure 11. Color comparisions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C and UV-A. (Up: UV-C irradiation time 78, 102,
174, 270, 366, 414, 510, 650hours, Down: UV-A irradiation
time 72, 96, 168, 240, 312, 408, 504, 672hours(from left)).

Figure 12. Comparison of drying of raw silk fabrics irradi-
ated by UV-C and UV-A. (Up: UV-C irradiation time 78, 
102, 174, 270, 366, 414, 510, 650hours, Down: UV-A irra-
diation time 72, 96, 168, 240, 312, 408, 504, 672hours (from
left)).

Figure 13. Scraping test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C
and UV-A using knife Intto (Up: UV-C, Down: U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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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정도를 관찰한 결과, UV-C 열화견과 UV-A 열화견 모

두 비교적 전반적으로 채색이 균일하게 도포되었는데, 자
외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채색의 균일도가 높아지는 것

을 도포시 감도와 세밀한 육안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Figure 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자선 열화견1이나 UV-C 
열화견은 보채를 할 때 친수성이 부족하여 물감을 튕겨내

고, UV-A 열화견은 친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UV-A 열화견이나 UV-C 열화견 모두 보채

에 문제가 없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친수성 테스트의 또 다른 실험으로, 안료의 흡수성 정도

를 테스트하기 위해 각각의 열화된 비단에 동일한 농도의 

먹을 동일한 방법으로 세필을 사용해 선을 그어 보았다

(Figure 15, Table 2).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UV-C 열화

견과 UV-A 열화견 모두 짧은 시간 자외선을 조사한 열화

견은 자외선을 조사하지 않은 생견보다 먹의 흡수력이 떨

어졌다. 그러나 UV-C 열화견의 경우, 30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먹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UV-A 열화견의 

경우, 96시간이 지난 후부터 먹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으로 보아 열화 초기에는 친수성이 떨어지다가 자외선 

조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친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UV-C 열화견이 UV-A 열화견에 비해 

수분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료의 흡수도가 높은 것은 

섬유 표면의 미세한 크랙 사이로 안료가 흡수되어 보이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Figure 14. Painting Comparison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C and UV-A (a), UV-C irradiated raw silk fabrics
for 78hours(left) and 414hours(right) (b), UV-A irradiated raw silk fabrics for 72hours(left) and 672hours(right).

Figure 15. SHydrophilic property test of raw silk fabrics irra-
diated by UV-C and UV-A.

Table 2. Comparison of hydrophilic property of raw silk fabrics irradiated by UV-C and UV-A for various times.
 

UV Lamp UV Irradiation Time(hours)

UV-C

0 1 2 12 30 54 102 270 414 680

UV-A

0 1 2 8 24 48 96 240 408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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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견본 회화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있어 보견작업에 적합

한 자외선 인공 열화견을 얻기 위해 자외선의 종류, 자외

선 조사 시간에 따른 열화견의 특성과 견본 회화 보존처리

에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열화견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장파장 자외선(UV-A)

으로 조사한 열화견은 단파장 자외선(UV-C)으로 조사한 

열화견에 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상태에서 열화가 일

어난 생견과 유사한 표면 손상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UV-C 열화견은 자외선 조사와 함께 급격한 강신도 저하가 

일어나지만 UV-A 열화견은 강신도의 저하가 완만하게 일

어났다. 그리고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에 비해 수분

률이 높으며 자외선 조사 시간에 따른 황변지수는 완만하

게 증가하였다. 
자외선 인공 열화견의 견본 회화 보존처리에의 적용성

을 평가한 결과,  UV-A 열화견은 UV-C 열화견에 비해 황

변도가 낮고, 강도면에서도 자연열화된 회화문화재의 열화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아, UV-C 열화견보다 UV-A 열화견

이 견본 회화의 보견 작업에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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