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1, March 2013, pp.228~237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국/문/초/록

지류문화재는 유기질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손상인자(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인위적 원인)에 의해 유물의 보존성에 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 손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존처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중 유물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습식클리닝 처리가 지류문화

재를 구성하는 주 원료인 한지의 재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분석방법

은 공시재료로 인공열화지를 사용하 고 습식클리닝(침적식)을 적용하여 처리 전·후의 색차와, 내절강

도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습식클리닝(침적식)에 의한 색도의 변화와 내절강도는 30분 침적을 2회 반

복 처리하 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때가 클리닝의 효율과 재질의 안정성이 가장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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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지류문화재는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손상을 받게

되어 그 보존성에 향을 받고 있다. 또한 원재료인 한

지는 그 보존성이 매우 뛰어난 원료이지만 이는 일정한

보존환경(항온항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서 가능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환경의 유지에도 재질이

취약하여 열화되면 2차 손상이 발생되는데 이때 문화

재의 보존을 위한 단계로 보존처리를 실시하게 된다.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작업은 처리 전 유물의 상태조

사를 시작으로 안료의 안정화 및 클리닝, 보수지 염색

및 결손부 보강, 가배접 및 건조, 마무리 및 보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 유물 표면에 부착된 먼지

및 오염물을 제거하고 정제수를 이용하여 유물을 클리

닝하는 방법은 1차적인 먼지나 오염물 등 불순물을 제

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고문헌 중『산림경제』, 『역대명화기』, 『장황지』, 『상

연소심록』등에서 오염이 발생한 서화 및 종이류의 클

리닝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연구논문으로

는 지류문화재에 냉·온수를 사용한 효과적인 클리닝

방법에 대한 연구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클리닝은 재질과 손상상태에 따라 크게 건식과 습식

클리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식클리닝은 표면의 이물

질이나 먼지를 부드러운 붓으로 털어주거나 지우개 가

루를 만들어 골고루 가볍게 문질러 내는 방법이다. 습

식클리닝은 유물 밑에 흡수지를 깔고 그 위에서 정제수

를 분무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정제수에 직접 담그

는 방법이다. 습식클리닝은 이물질이나 오염물을 제거

하는 데 긍정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류유물 재질에 대한

구조적 악화 등 물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그 처리 횟수와 시간 등 침적 클리닝 방법에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과정 중 일반

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침적 습식클리닝에 따른 한

지의 물성변화를 분석하 다. 이때 분석대상 시료는 파

괴시험법을 직접 유물에 적용할 수 없는 공시재료의 제

한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존처

리용 한지를 인공촉진열화 실시하여 침적 습식클리닝

처리 후 한지의 클리닝 효과와 재질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방법으로 광학적인 특징은 L*,

a*, b*값을 측정하여 색상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 고,

물리적 특징은 대표적으로 내절강도를 측정하여 강도

감소율을 비교·분석하 다.

1. 공시재료

1) 한지 원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지 원지는 문화재보존과학센

터에서 지류문화재 보존처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주문제작 전통외발홑지이며, 그 특징은 <표 1>과 같다.

서론

공시재료및연구방법

【 표 1 】공시재료(한지)의 특징

Item
Sample

한지
산지

인피
섬유 자숙제 분산제

(닥풀)
표백
여부 초지법 홑·겹지 평량

(g/m2)

한지 경상도 닥나무
천연
잿물

황촉규 미표백
외발
초지

홑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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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열화 시료

지류문화재의 특성상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파괴시

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공시재료를

위해 한지 원지를 인공열화시켜 열화시료를 제조하

다. 인공촉진열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연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환경적 변화를 단시간에 부여하여 종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Simulation하여 자연열화현상을 증명하 으며, 그동안

한지의 보존성을 연구하는 데 적용되었다. 본 실험에서

공시재료를 열처리하는 열화조건은 한국산업표준 KS

M ISO 5630-1에 의거 온도를 105℃로 설정하고 30일

간 실시하 다. 이 조건은 105℃에 72시간 열처리하

을 경우 자연열화 25년에 해당한다는 연구보고를 인용

한다면 현재 공시재료의 열처리 조건은 약 250년에 해

당하는 시료라 추정할 수 있다. 열화된 시료의 물성은

표 2와 같다. 

2. 실험방법

1) 침적 습식클리닝 처리

본 연구에서는 습식클리닝 처리가 열화 한지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클리닝 처리시간 및 처리 횟

수 등을 달리하여 클리닝 효율을 관찰하 으며, 그 조

건은 표 3과 같다. 

105℃에서 30일간 열화 처리한 한지 시료에 대하여

상온의 정제수를 300ml/g 사용하여 침적시간 및 침적

횟수를 달리하여 클리닝 처리를 실시하 다(그림 1).

10분 및 30분 침적 횟수는 각각 1회, 2회, 3회 반복처리

하 고, 60분 침적은 과도한 침적에 의한 섬유손실을

고려하여 1회, 2회만 반복처리하 다. 이때 시편의 크

기는 침적용 수조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로 47cm, 세로

【 표 2 】30일 동안 인공촉진열화 처리한 한지의 물성

Sample
Item 한지 원지 열화 한지 변화값

1) 미열화 한지의 초깃값을 100%로 기준하 을 때 열화 후 내절강도의 감소율

Density, g/cm3 0.24 0.28 0.04△

Color

L* 85.41 84.13 1.28▽

a* 0.35 0.30 0.05▽

b* 8.90 9.49 0.59△

ΔE - - 1.41

Folding endurance 794 337 581)

【 표 3 】침적 습식클리닝 처리 조건

Item Conditions

클리닝 용매 정제수(Distilled Water)

클리닝 온도 상온

시편의 크기 47×66cm

침적 클리닝 시간 및
반복수(겤)

10분

1회

매회
8번
반복

2회

3회

30분

1회

2회

3회

60분1)
1회

2회

클리닝 용매 용량 300ml/g

건조 가배접하여 7일간 자연건조

1) 60분 클리닝 처리 반복수는 무리한 클리닝 반복수를 배제하여 2회까지만
실시함

【 그림 1 】침적 습식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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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cm로 재단하 고 모든 처리조건에서 각각 8번 반복

실시하 다. 클리닝이 완료된 모든 시료는 7일간 가배

접하여 건조판에 부착하여 자연건조하 다.

2) 물성 측정

도, 색도, 내절강도

열화처리 전후의 물성 측정용 시료는 KS M ISO 187

의 규정에 따라 온도 23±1℃, 상대습도 50±2℃로 조

절된 항온·항습실에서 24시간 이상 조습처리 하 으

며 한지의 시편을 시험편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10반복

이상 측정할 수 있도록 Sampling 처리하 다. 종이의 물

성은 온도보다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강도실험

은 항온·항습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항습실에서

실시하 으며 이때 종이의 함수량은 약 10% 내외이다. 

종이를 구성하는 Cellulose는 친수성을 지니고 있어

강도적 성질은 수소결합과 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하

여 경직된 섬유는 부서지기 쉬우나 습식클리닝한 한지

는 섬유가 유연해져서 신축성이 향상되어 강도에 향

을 미치게 된다. 

측정평가 항목은 도, 색도, 내절강도를 측정하 는

데, 도는 평량(basis weight)과 두께(thickness)를 측정

하여 KS M ISO 7201에 따라 다음 식으로 산정하 다.

D(g/cm3) 〓 W / T × 1000 

D : density (g/cm3)

W : basis weight (g/m2)

T : thickness (mm)

광학적 특징은 색도계(BYK Gardner, Spectro-

guide, Germany)를 사용하 으며, 측정 기준은 KS A

0063의 규정에 따라 클리닝 전·후에 따른 시료의 동일

지점을 측정하여 CIE L*, a*, b* 표색계의 색차로 표시하

다. L*은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지수이고 측정

범위가 0~100으로 표시되며 50을 기준으로 Black(0)~

White(100)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a*는 색도, b*는

채도를 나타낸다. a*와 b*는 －60~＋60의 수치로 표시

되며 a*는 Red값으로 Red(＋)~Green(－), b*는 Yellow

값으로 Yellow(＋)~Blue(－)에 가까운 색상이다.

L*a*b*표색계에 의한 색차(∆E*ab)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ΔE*ab 〓 [(ΔL*)2 ＋ (Δa*)2 ＋ (Δb*)2]1/2 

ΔL* 〓 L*t - L*, Δa* 〓 a*t - a*, Δb* 〓 b*t - b* 

L*t, a*t, b*t : 기준 샘플의 L*a*b* 값

L*, a*, b* : 시료 샘플의 L*a*b* 값

색차 ΔE*ab값으로는 전체적인 색상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ΔL*, Δa*, Δb*는 각각 KS A 0067에

규정되어 있는 L*a*b*표색계에서 2개의 물체색의 명도

지수 L* 및 크로마틱네스 지수 a*, b*의 차이이다. 특히

색좌표 상의 b*값은 Yellow와 관계된 값으로 육안상 관

찰되는 황변현상에 크게 관여한다. 

물리적 특징은 종이의 열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그림 2 】내절강도 측정기(Folding enduranc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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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절강도(folding endurance)를 측정하 다. 내절강도

는 KS M ISO 5626에 따라 폭 1.5cm, 길이 15cm로 재단

하여 각각 10번 반복 측정할 수 있도록 Sampling한 후

MIT 내절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는 일정

한 인장력 하에 시편을 굴곡시키고 절단되는 순간까지

의 내절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종이의 접힘성·유연

성과 관련되며 종이의 열화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물리

적 강도를 알아보는 중요한 실험이다. 

1. 침적 습식클리닝에 따른
인공열화지의 특징

105℃에서 30일 동안 인공촉진열화에 의해 표 3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 인공열화지에 대하여 시간과 횟수

를 달리한 침적 습식클리닝을 실시하고 그 물성에 대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1) 도의 변화

도는 종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질로 도의

변화는 종이의 모든 성질을 변화시킨다. <그림 3>은 30

일 동안 열처리(105℃) 인공열화시킨 한지를 침적 습식

클리닝 처리 후 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열

화지에 비하여 10분 침적 습식클리닝 1회, 2회, 3회 처

리하 을 때 도가 점점 상승하 는데 10분 3회와 30

분 2회 처리하 을 때 최고값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습식클리닝에 따른 한

지내부 수분이동으로 인한 섬유의 팽창으로 이력현상

이 발생되고 건조하면 섬유의 수축으로 공극이 치 해

져 도가 상승되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침적 습식

클리닝 30분 3회 처리부터는 도값이 낮아졌는데 이

는 과도한 클리닝으로 인한 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섬유 및 첨가제(분산제)의 용출현상이 야기되어 중

량감소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가 도에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 】습식클리닝한 열화지(105℃, 30days)의 물성

Sample

Item

Aging
hanji

Wet cleaning hanji

10 min 30 min 60 min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회 2회

1)미열화한지의초기값을 100%로기준하 을때열화후내절강도의감소율

도, g/cm3 0.28 0.28 0.30 031 0.30 0.31 0.27 0.29 0.27

색차(ΔE) 3.37 3.56 3.63 3.57 3.90 3.39 3.21 3.20

내절강도
(감소율)1)

143
(0)

224
(-56.5)

205
(-43.2)

201
-40.5

189
(-32.2)

333
(-113.3)

138
(3.7)

149
(-4.2)

103
(28.0)

연구결과및고찰

【 그림 3 】습식클리닝에 따른 열화지(105℃, 30days)의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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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도의 변화

<그림 4>에서는 침적 습식클리닝에 따른 열화지의

색변화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ΔE*ab값으로 나타내었

다. 초기 10분 침적 습식클리닝을 1, 2, 3회 반복할수록

색차 변화가 점점 증가하다가 30분 2회 클리닝하 을

때 가장 높은 색차값(3.90)을 나타내어 이 지점이 침적

시간 및 클리닝 반복횟수에 있어 종이 내 오염물 제거

등의 클리닝 효율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침적

습식클리닝 30분 3회 및 60분 처리에 있어서는 과도한

침적시간 및 반복처리로 인하여 종이 내부로 오염물질

등이 재흡착되면서 명도(L*) 발현에 역효과를 초래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절강도의 변화

습식클리닝에 의해 열화된 한지의 색차효과가 좋아

졌다 하더라도 과도한 클리닝으로 인하여 강도가 저하

되었다면 그 보존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이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내절강도가 중요한 물리적

성질로 요구된다. 침적 습식클리닝에 따른 내절강도 감

소율의 변화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초기 10분 1, 2, 3

회 반복처리와 30분 1회 처리까지 강도값이 증가하면

서 강도 감소율이 낮았으며, 30분 2회 습식클리닝하

을 때 강도가 최고값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는 강도

감소율이 상승하면서 60분 2회 처리하 을 때 가장 높

은 강도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도값이 가장 높

았던 처리시간(30분 2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 는

데 종이의 강도는 도와 접한 관련이 있어 클리닝

침적시간과 반복수의 증가, 더불어 한지 내에 포함되어

있던 미세섬유 및 첨가제(분산제)의 용출현상에 의한

도감소가 내절강도의 변화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류문화재 보존처리에 적용되고 있는 클리닝 방법

중 침적 습식클리닝에 따른 한지의 물성변화를 관찰하

기 위하여 한지를 열처리 인공촉진열화시킨 후 침적시

간 및 침적횟수를 달리하여 한지의 물성을 비교·분석

하 다.

공시재료로 사용한 원지에 대하여 105℃ 30일 동안

열처리 인공촉진열화를 실시한 결과 색차의 변화는 명

도 L*값이 1.28point 낮아지고, 색도 a*값 및 채도 b*값

이 각각 0.05point 저하, 0.59point 상승되어 전체적인

【 그림 4 】습식클리닝에 따른 열화지(105℃, 30days)의
ΔE*ab값의 변화

【 그림 5 】습식클리닝 처리에 따른 열화지(105℃, 30days)의
내절강도 감소율 변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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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양상을 나타내는 ΔE 값이 1.41point로 나타나고,

내절강도의 감소율이 58%인 열화지를 사용하 다.

클리닝의 효율을 관찰하기 위하여 침적시간과 반복

수를 달리하여 열화지를 습식클리닝하 으며, 한지의

물성변화 결과는 침적 습식클리닝 10분간 3회 및 30분

간 2회 반복하여 처리하 을 때 종이 구조의 치 한 정

도를 나타내는 도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습식클리

닝에 따른 한지의 색 변화는 30분간 2회 반복처리하

을 때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종이의 내구성

을 나타내는 지표인 내절강도는 습식클리닝 30분간 2

회 처리하 을 때 초기 열화지에 비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높은 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문헌

등 지류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오염물 제거를 위한 클

리닝 효율을 높이면서 종이 내구성에도 안정적인 향

을 유지하려면 침적 습식클리닝을 30분간 침적 2회 반

복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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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aging
Paper in the Cleaning Process for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Historical Paper Documents 
- Focusing on Immersion Wet Cleaning -

Abstract

Paper relics are affected by a number of complex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and artificial damaging

factors due to the vulnerability of organic materials. Wet cleaning is a conservation treatment method for

removing pollutants from paper artefa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se the effect of wet

cleaning on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made from mulberry trees) which is the main material used in

Korean paper relics (historical paper documents). For this study, the color change and folding endurance of

artificially degraded paper was analysed before and after immersion wet cleaning. The result showed that

washing each twice in 30 minutes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for obtaining cleaning efficiency and material

stability.

Key Words Paper Relics, Historical Paper Documents, Conservation, Immersion Wet Cleaning, Artificial Aging, Density,

Color Difference, Folding End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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