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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천연수지이다. 옻은 주로 옻칠 공예품의 재료로서 방수, 방충, 

방부 등의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어 도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옻은 중국과 일본의 칠기유물 출토현황을 근거로 신석기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칠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옻의 초기 용도는 접착제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헌을 통해 옻이 역청, 교, 난백과 함께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택 대추리 출토 옹관편의 

복원에 칠과 대마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어 원삼국시대에 이미 접착제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후 파손된 도자기의 접합 복원에 칠

을 사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그 위에 금분 등으로 장식하는 사례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현재도 옻칠 개금, 나전칠기, 건축물 보수공

사 등에서 옻은 접착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처리에서 접착제의 주요 선택 기준의 하나인 가역성의 문제로 옻은 문화재 복원에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고대부터 접착제로 사용되어 온 전통재료로서 옻은 강한 접착강도와 내구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합성수지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존재와 환경에 의한 열화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천연수지인 옻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옻과 교의 배합으로 제조한 접착제를 통해 화학적 변용과 활용의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옻을 현대적 도료 및 기능성 재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추후 옻의 분자수준의 화학적 연구가 진전되어 기능성 재료로 

실용화하고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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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옻(漆)은 옻나무의 수액으로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천연수지이다. 옻은 도료로서 화려하고 수준 높

은 옻칠 공예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옻의 최초 

용도는 접착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고대부터 역청, 

쉘락, 밀랍 등 여러 종류의 천연재료가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 중 옻은 강한 접착력을 보여 석기나 금속의 촉

을 화살대에 붙이거나 토기와 도자기의 접착제로 사용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 『閨閤叢書(규합총서)』, 『五洲

書種博物考辨(오주서종박물고변)』 등에서 생활용품을 붙

이는 접착제로서 또는 틈을 메우는 보수재료로서 소개된 

바 있다.2 또한 옻을 접착·복원재료로 이용하여 깨진 도자

기, 토기를 복원하고 그 위에 금박, 은박 등과 같은 금속박

을 입히는 방법이 장식기법의 하나로서 성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합성수지 접착제가 다량 수입·생산되

면서 옻은 비교적 비싼 단가와 까다로운 취급 때문에 과거

보다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배하는 농

가도 줄어들었다. 이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처리가 본격화되

면서 보존처리 원칙으로서 접착강도, 가역성, 점도, 투명성, 

내구성 등이 접착제의 선택요건으로 제시되면서3 비가역적 

재료로 평가되는 옻은 합성수지 접착제에 밀려 문화재 접

착제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성도료와 접착제에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천연재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특

히 합성수지 접착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과정에서 접착제의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사

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4 이에 생분해성의 친환경 천

연도료와 접착제의 검토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5, 6 

여기서는 옻의 출현과 옻이 접착제로서 사용되어 온 사

례, 옻의 화학적 특성 등을 검토하고 최근 시도되고 있는 옻의 

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옻의 출현과 사용

옻이 언제부터 사용되고 재배되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출토 유물과 그 연대측정 결과를 토대

로 시기를 유추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절강성(浙江省) 여요시(余姚市)의 하모도(河母渡)유적 제3

문화층에서 약 7,600년전의 주칠 대부완과 주칠 목제통형

기가 출토되어 최초의 칠기로 추정하고 있다.7, 8 일본에서

는 북해도(北海道) 하코다테시(函館市)의 카키노시마(垣ノ

島)B 유적의 P-97에서 주칠 장신구(漆絲)가 출토되어 방사

선 탄소연대측정 결과 약 9,000년 전 최고(最古)의 칠기로 

발표되었다.9 이 유물은 연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으

나 2002년 화재로 소실되어 재분석이 불가능하므로 학술

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조몬시대 조기

~전기 칠문화의 시원(始原)을 밝히기 위해 연대측정이 진

행되었다. 그중 이시카와현(石川県) 미비키유적(三引遺跡)

1 Rong Ru, Takashi Yoshida, Tetsuo Miyakoshi, 2013, ‘Oriental Lacquer: A Natural Polymer’, Polymer Reviews 53, p.178

2 양필승, 2014, 「陶磁器 修理復元 事例 硏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13. 

3 Buys, S., Oakley, V., 1993,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eramics , Butterworth Heinemann, pp.106~109.

4 장성윤·조주혜, 2016, 「보존처리 접착제의 유해성」 『문화재 보존처리와 접착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pp.131~142.

5 김현중·이병후, 2002, 「천연도료 개발 동향 –옻칠, 황칠, 캐슈, 천연도료를 중심으로-」 『공업화학 전망』 5-5, pp.35~43.

6 이명천·박명철·서인선, 2002, 「최근 접착제 기술 현황」 『공업화학 전망』 5-5, pp.1~9.

7 차순철, 2008, 「韓國의 漆生産과 變化」 『慶州文化硏究』 10, pp.141~158.

8 권상오, 1997, 『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조형사, p.40.

9 차순철, 2008, 앞의 논문,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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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쿠이현(福井県) 토리하마(鳥浜)패총에서 출토된 옻칠 

빗의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결과를 보면, 미비키유적 출토품

은 7270~7165년 전으로 나타나 조몬 조기로 해석되었고 

토리하마패총 출토품은 6185~5995년 전으로 조몬 전기로 

해석되었다.10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일본과 달리 신석기시대의 칠기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결

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분묘와 저습지를 중심으로 칠기

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창원 덕천리 유적이 비교적 이른 시

기의 칠기편으로 알려져 있다.11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였던 

북부지방은 남부지방과 구분되는 칠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양 정백리, 석암리, 오야리 일대에서 출토된 칠기

가 그 예이다. 남부에서는 광주 신창동, 창원 다호리, 김해 

대성동, 경주 사라리 등지에서는 북부와 다른 고유의 칠기

문화가 발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접착제로서 옻의 사용
 

1. 국내 사례 

접착제는 박락되거나 파손된 기물의 수리복원 과정에

서 사용되는 재료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 

접착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로 역청, 옻 등의 천연수지 또

는 계란 흰자 등의 단백질을 접착제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접착제 없이 기물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단단히 묶어 사용

하기도 하였다. 특히 손상되었을 때 보수하여 재사용하는 

토기, 도자기의 경우에는 수리법이 여러 문헌에 소개되어 있

다.12 『山林經濟(산림경제)』에 소개된 기와와 돌을 붙이는 법

에서는 교와 역청을, 자기를 붙이는 법에서 계란 흰자를 언

급하였다. 『閨閤叢書(규합총서)』에서는 벼룻돌과 질그릇 붙

일 때 밀가루와 생옻을 합하여 붙인다고 하며 독과 항아리

는 역청가루를 녹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林園經濟志(임원

경제지)』에서는 항아리를 붙일 때 역청을 사용하도록 하였

고 『五洲書種博物考辨(오주서주박물고변)』에서는 깨진 자기

를 붙일 때 생옻, 우렁이살을 고아 만든 풀 등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옻을 접착제로 사용한 토기가 발굴된 

것은 흔치 않으나 원삼국시대 평택 대추리에서 출토된 옹

관편이 가장 이른 시기 출토품이다. 대추리 20호 수혈유구

에서 출토된 대형옹에는 동체부와 구연부의 파손부분을 보

수하기 위해 작은 구멍 7개가 확인되었으며 파편사이에 접

착제를 칠하고 대마를 부착하여 보강하였다(사진 1). 유물 

표면에서 발견되는 갈색 접착제 시료를 적외선 분광분석 

(FT-IR)과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py GC-MS)로 분석

한 결과, 옻을 접착제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13 이외에

도 토기의 수리복원을 위해서 작은 구멍을 내 끈으로 묶어 

고정한 후 사용하거나 옻 등을 넣어 틈새를 메워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도자기 구연부의 테두리 보호 또는 장식을 위해 금속 

테두리를 부착한 도자기에도 접착제로서 옻 등의 천연재료

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 신안선에서 출수된 백자은구대접 

조사결과에 따르면14 백자구연부에 주석을 주성분으로 하

는 금속테두리를 부착하고 그 내부에는 접착제로서 옻을 

사용한 흔적이 적외선 분광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 도자기 유물 복원사례 중 복원

재료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15 크게 옻을 사용한 경우와 

10 工藤雄一郎 · 四柳嘉章, 2015, 「石川県三引遺跡および福井県鳥浜貝塚出土の縄文時代漆塗櫛」 『植生史研究』, pp.55~58.

11 차순철, 2008, 앞의 논문, p.146. 

12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p.9~13.

13 조남철·김수철·김우현, 2010, 「평택 대추리 유적 출토 원삼국시대 대형옹(甕)에 사용된 접착재료 연구」 『보존과학회지』 26-4, pp.371~376.

14 변성문·황현성, 2008, 「청백자인각화훼문은구완(靑白磁印刻花卉文銀鉤盌)과 백자은구대접(白磁銀鉤大楪)의 금속 테두리 재질 성분 및 제작 방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9, pp.1~15.

15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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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옻을 사

용한 경우에는 생칠과 구운 토분을 1:1로 혼합한 주사비를 

사용하여 결손부를 복원하고 표면에 금분으로 장식한 사

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석고나 목재로 복원하고 

칠로 접착·도포한 후 그 위에 금분 또는 은분으로 장식하

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는 도자기 복원이 수리와 재사용

보다는 감상과 미적가치를 높이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

며 재료의 선택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합성수지 

접착제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옻에 밀가루나 토분 등을 섞

어 결손부 복원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토기와 도자기 이외에도 옻은 나전칠기 제작에 도료

와 접착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나전칠기에서 도료로서 

투명칠 또는 색칠을 사용하지만 백골을 다듬고 틈을 메우

거나 삼베를 붙일 때는 생칠과 토분을 섞은 칠죽을 사용하

기도 하고 생칠과 찹쌀풀 등을 섞은 호칠(糊漆)을 사용하

기도 한다.16, 17 생칠에 토분 또는 찹쌀풀 등을 섞으면 접착

력이 강해지고 점도가 낮아져 접착제나 틈을 메우는 용도

로 사용하기 용이하다. 나전문양을 붙일 때는 주로 아교, 

어교, 찹쌀풀, 쌀풀을 사용하며 옻을 보조적으로 접착력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불상의 표면에 옻칠 개금하는 

경우에도 옻칠은 도료 및 접착제로서 사용되며 비교적 강

한 접착강도를 유지한다.

한편 건축물의 보수복원 과정에서 접착제로서 옻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성혈사 나한전 해체수리 과정에서 창

호 보수시 문살의 결합에 아교와 옻을 사용하였다.18 나비

장과 주먹장에는 건조시간이 짧은 아교를 사용하였고 삼분

턱 조립에는 강도가 필요하고 조립에 2~3시간 소요되므로 

밥풀과 옻을 섞어 만든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이 접착제는 

잘 이긴 밥풀과 옻의 비율을 3:1로 만들며 굳는데 3~6시간 

정도 걸린다. 현대에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 합성수지 접착

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강한 접착력을 나타

내는 천연재료가 흔치 않았고 사용가능한 재료 중 하나가 

옻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외 사례

일본에서는 조몬(繩文)시대부터 접착제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천연 아스팔트와 옻이 접착제로 사용되었다.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고 난 후의 잔

유물로 흑갈색을 띠며 고온에서는 액체상태로, 저온에서

는 매우 딱딱한 고체로 존재한다. 아스팔트는 고대부터 접

착제로 사용되어 온 역청과 거의 유사하다. 아스팔트를 사

용하여 화살에 촉을 붙이거나 자루에 작살을 붙이고 토기

와 토우를 복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키타현(秋田県)에

서 생산된 아스팔트가 일본 내 여러 곳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20, 21 

이와 더불어 옻도 화살에 촉을 붙이거나 조몬토기의 

수리복원에 사용되었다. <사진 2A>는 옻이 화살촉 제작에 

접착제로 사용된 경우이고 <사진 2B>는 일본 사이타마현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나전장』, 민속원, pp.72~123.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칠장』, pp.58~60. 

18 영주시, 2010, 『聖穴寺 羅漢殿해체수리공사보고서』, pp.140~141. 

1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平澤 大秋里·金角里遺蹟』, 국방부.

20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994, 『漆文化』, pp.9~10, 70~71.

21 柳澤誠 一, 2012, 『接着剤技術の系統化調査. 国立科学博物館 技術の系統化調査報告』 第17集, pp.383~391.

사진 1. 평택 대추리 출토 대형옹의 수리복원 흔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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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埼玉県)에서 출토된 조몬 후기 토기로 결손부에 옻과 흙

을 섞어 메꾼 흔적이 남아있다. 조몬 후기 유적인 시모야케

베(下宅部) 유적22에서는 수액 채취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

말뚝, 옻 보관용기, 옻칠 토기와 옻에 의한 토기의 수리복

원 자료가 발견되었다. 특히 토기의 수리복원은 토기면에 

보수를 위한 구멍을 뚫고 끈을 연결하여 묶는 방식과 옻에 

의한 접착·복원방식이 모두 발견되었다. 옻으로 파단부를 

붙이고 결실부에는 옻과 식물섬유 또는 모래나 토분을 섞

어 복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본에서 최근에도 사용

되고 있는 칠공기술인 각저칠(刻苧漆)과 유사한 접합방식

이다. <사진 3A>는 시모야케베(下宅部) 유적 출토 토기 복

원에 사용된 보수재료로서 모래와 식물섬유를 옻과 함께 

섞어 결손부를 메우는데 사용되었다. 표면부에는 모래와 

옻으로, 내면에는 식물섬유와 옻으로 복원하였다. 또한 흑

칠 토기의 복원(사진 3B)에서는 결손부를 옻과 식물섬유

의 혼합재료로 접합하고 표면부는 흑칠로 접합 마감한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에도 일본에서는 칠기의 수리복원에 옻을 접착 

복원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으며, 옻에 밀가루를 섞는 맥칠

(麦漆, muji urushi)과 점토를 섞는 창칠(錆漆, sabiurushi) 

기법을 깨진 도자기의 복원에 사용하고 표면에 장식용으로 

금분 또는 은분을 칠하는 방법(金継ぎ, kintsugi)23이 사용

되고 있다. 보수의 개념보다는 장식과 가치를 높이는 방편

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생칠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생

칠과 목재 간에는 접착력이 강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보

다 훨씬 강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생칠에 동량의 도토분

(瓷粉)을 섞으면 결합력이 강해져 70kg/㎡ 이상에 다다른

다고 기술하고 있어24 접착 및 복원재료로서 사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Ⅳ. 옻의 접착특성

1. 옻의 화학적 특성과 경화 과정

옻나무의 학명은 Toxicodendron vernicifluum으

로 과거부터 흔히 Rhus verniciflua라고도 한다. 학명에

서 ‘toxic’은 독성을 의미하고 ‘dendron’은 나무를 의미

해 과거부터 독성있는 나무로 인식되어 왔다.27 옻나무

22 千葉敏朗, 2014, 「下宅部遺跡から見た縄文時代の漆工技術」 『国立歷史民俗博物館 硏究報告 第187集-縄文時代の人と植物の関係史』, pp.217~240. 

23 Caterina Roma, 2013, ‘Kintsugi’, Ceramic Review 260(March/April), pp.62~65.

24 路甬袢, 2004, 『中国传统工艺全集-漆艺』, pp.59~60.

25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994, 앞의 책, p.70.

26 千葉敏朗, 2014, 앞의 논문, pp.243~244.

27 鈴木三男, 「ウルシとはどんな植物か？」 工藤雄一郎/国立歷史民俗博物館 編, 『縄文人の植物利用』, 新泉社, pp.94~95.

사진 2.   접착제로서 옻의 사용25  

(A: 옻을 사용한 화살촉의 접합 흔적, 일본 富山県朝日町境 A유적 

B: 옻으로 보수한 토기, 일본 埼玉県大宮市寿能泥炭層 유적).

BA

사진 3.   일본 시모야케베(下宅部)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복원재료로서 옻의 

사용26 (A: 토기접합부 표면에서 모래와 옻을 충전제로 사용하였

고 내면에서는 식물과 옻을 사용하여 복원함, B: 흑칠토기 복원 

흔적. 1차로 식물과 옻을 혼합하여 복원하고 2차에서는 흑칠을 사

용하여 접합·마감함).

B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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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도 달라지고 재배지역도 다르

다. Rhus verniciflua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되는 옻

나무로서 주성분은 우루시올(urushiol)이고 색도 엷은 갈

색을 띤다. 베트남과 대만에서 재배되는 옻나무는 Rhus 

succedanea로 주성분은 라콜(laccol)이고 갈색을 띠는 반

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 재배되는 옻나무는 

Melanorrhoea usitata로 티치올(thitsiol)이 주성분이며 검

정색을 띤다(그림 1).28 이러한 옻나무 종류에 따른 성분 차

이는 각 지역 칠기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색, 미적 특성 등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자생한 옻나무라

도 나무의 수령, 주변 환경 채취기법, 도포방법 등에 따라 

다소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옻은 보통 6월과 10월 사이에 옻나무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다. 채취한 액체는 회백색 에멀젼 상태로서 공기와 

접촉하면 갈색으로 변한다(사진 4). 천연생칠은 60~70%의 

지용성인 우루시올에 다당류(polysaccharide), 효소인 락

카제(laccase), 당단백질(glycoprotein)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그림 2). 여기서 주성분인 우루시올은 벤젠환에 두 개

의 OH를 갖는 카테콜(catechol) 화합물에 탄소원자 15개

로 구성된 긴 곁가지(R)가 결합된 것으로 곁가지의 이중결

합 수와 결합형태에 따라 다양한 우루시올 유도체가 존재

한다. 1883년 Yoshida는 옻의 주 구성성분을 밝히고 분리

하였는데,29 이들 성분의 비율은 채취시기, 채취지역, 주변환

경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채취시기에 따라 수분함량 등이 

달라져 품질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용도도 

달라진다.30 보통 옻은 70% 이상의 습도와 약 20℃ 전후의 

온도, 그리고 산소 존재 하에서 건조된다. 옻의 건조는 우

루시올이 락카제(laccase)라는 효소 촉매에 의해 산소 존

재 하에서 고분자화 되는 반응이므로 위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해야 한다. 

옻의 고분자화는 먼저 우루시올이 산소 존재 하에서 

락카제의 촉매작용에 의해 퀴논 라디칼(quinone radical)

이 되어 연속반응을 일으키고 긴 불포화 곁가지들의 가교

결합이 일어나 고분자화되는 과정으로 밝혀졌다. 락카제에 

의한 반응이 진행되어 우루시올 단량체의 비율이 30% 이

하가 되면 우루시올의 긴 곁가지 이중결합에서 자발적 산

화반응(auto-oxidation)이 일어나 고분자로 형성된다.

이뿐 아니라 옻의 경화는 200~300℃의 고온조건에서

도 일어난다. 이 반응은 락카제 촉매작용에 의한 반응과는 

28 Rong Ru, Takashi Yoshida, Tetsuo Miyakoshi, 2013, 앞의 논문, pp.154~155.

29 Rong Ru, Takashi Yoshida, Tetsuo Miyakoshi, 2013, 앞의 논문, pp.155~156.

3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칠장」, pp.58~60.

31 Rong Ru, Takashi Yoshida, Tetsuo Miyakoshi, 2013, 앞의 논문, p.156.

그림 1. 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옻의 주요 성분.

그림 2. 생칠의 분리 및 구성성분.31

사진 4.   옻의 채취과정과 채취한 옻  

(A: 옻의 채취(원주), B: 생칠(左)과 정제칠(右)).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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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메커니즘을 가지며 금속이나 도자기에 칠한 도료를 

건조시키고 접착시킬 때 많이 사용한다. 이때 열에 의해 소

지와 옻칠과의 강한 결합력이 형성된다. 

2. 옻의 접착특성

옻은 고대부터 도료 뿐 아니라 접착제로 사용되어 왔

다. 분자수준에서 옻의 접착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

만 주로 우루시올의 카테콜 기능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강한 접착력을 가져 산업용 접착제로 개발 

중에 있는 홍합의 접착력이 카테콜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32 우루시올도 유사한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건조하는 동안 효소 촉매작용과 자

발적 산화과정에 의한 강한 고분자가 형성되므로 방수, 방

부, 내구성 등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보통 접착(bonding)은 두 가지 물질이 접착제에 의

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착재에 적합한 접착제

가 필요하며 접착제가 도포된 젖은 상태(wetting)가 필요

하다. 접착 메커니즘은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

으며 보통 하나 이상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33 흡

착(adsorption)은 접착계면에서 접착제와 피착재 간의 반

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한 것이다. 화학 흡

착(chemisorption)은 접착제와 피착재 계면에서 화학적 결

합이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계적 결합(mechanical 

interlocking)은 피착재 표면의 미세한 공극에 접착제가 유

입되어 경화됨으로써 걸쇠 또는 anchor와 같은 작용을 하

여 결합되는 특성이다. 상호 확산(interdiffusion)은 접착제

와 피착재의 화학적 구조의 상호 연결 및 확산을 의미하며 

정전기적 힘(electrostatic forces)은 접착제와 피착재의 양

전하와 음전하에 의한 결합이다. 이러한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에 의해 접착이 이루어지며 이 요인들이 접착과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옻의 접착 메커니즘도 하나 이

상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반응으로 추정된다. 

옻의 점도(viscosity)와 접착강도(tensile shear strength)

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합성수지 접착제와 

비교하였다(표 1). 옻의 점도는 다소 낮은 범위에 도시되

었고 에폭시 접착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옻을 토기 접착

제로 사용하였을 때 Paraloid B-72(in xylene) 및 Loctite 

401과 유사하게 나타나 접착강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판

단된다. 

표 1. 생칠 및 합성수지 접착제의 점도와 인장전단접착강도 특성 비교34

점도(viscosity)* 접착강도(tensile shear strength)**

점도 
(Pa·s) 

대상 접착제
강도 

(N/㎟)
대상 접착제

0~1

Loctite 401
UG4 (우루시올:아교

=6:4) 

생칠(0.75)†

Araldite AY103-1/

HY956

0~1

1~3
아교‡

Cemedine C
1~2

Cemedine C(1.00)

아교(1.70)

3~5
Paraloid B-72 

(in xylene)
2~3

Paraloid B-72 

(in xylene) (2.92)

Loctite 401(2.98)

생칠(3.00)

5~7 LG6(생칠:아교=4:6) 

3~4

LG6(생칠:아교=4:6) 

(3.20)

UG4 (우루시올:아교

=6:4) (3.44)

Araldite Rapid type 

(3.86)

7~10 -

10 이상 Araldite Rapid type 4 이상
Araldite AY103-1/

HY956 (4.02)

*  점도는 진동식 점도계(VM-10A, Sekonic)로 측정

**   인장전단접착강도는 KS M 3734를 토대로, 피착재는 1,100℃ 전기가마에서 

제작한 토기시편을 사용하고 만능재료시험기(AG-X plus 20kN, Shimadzu)로 

측정

† 생칠은 원주에서 재배한 옻나무에서 채취한 시료 

‡ 아교는 일본산 소 막대아교로 50% 수용액 

32 한호규, 2015, 「옻칠화학」 『화학세계』 04, pp.42~43.

33 Down, J., 2015, Adhesives , 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ion, pp.1~2.

3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옻과 교의 접착특성 연구』, pp.62~64, 일부 데이터를 추가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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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옻의 현대적 활용 

생칠은 비교적 높은 접착력과 방수, 방부, 내구성, 내

약품성, 내마모성 등을 가지는 뛰어난 재료지만 경화특성

상 특정 온습도 조건(온도 20℃ 전후, 상대습도 70% 이상)

에서 경화되므로 상온상습(23±3℃, 50±5%) 환경에서는 

접착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짙은 색을 가지고 있어 유

물 접착시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용제로 녹여내기 어렵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 경화 후에는 용제로 녹여낼 

수 없어 가역성은 거의 없지만 강알칼리로 수축시키거나 

유기용제로 연화시켜 일부분을 제거할 수는 있다. 이러한 

옻의 고유특징 때문에 접착제로서 현대적 활용이 어려웠고 

이뿐 아니라 옻의 독성과 자외선에 대한 취약성이 있으며 

단가가 높고 생산량이 적어 도료로서도 널리 활용되기 어

려웠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옻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용

도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도료로서 고습에서 경화되는 특성을 개선하고자 생칠에서 

우루시올 다량체를 합성하고 광경화성 산업용 옻칠도료로 

개발하여 옻칠의 장점은 살리고 경화조건을 개선하며 알레

르기 유발특성을 완화시키려는 연구가 있었다.35 또한 정제

옻칠의 생산기술을 개선하여 자동화를 추진하는 연구가 진

행된 바 있었고36 『本草綱目』등 문헌을 참고하여 옻의 약용 

특성과 효능 등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37 

접착제로서 활용하기 위해 옻에 첨가물을 넣어 접착

강도를 높이고 상온상습에서도 경화될 수 있는 방법도 연

구되었다.38, 39, 40 옻은 교(膠)와 결합되면 점도가 점점 증가

하고 상온에서도 2~48시간 내에 경화된다. 접착강도는 옻 

본연의 강도보다 높게 나타나며 옻과 교의 배합비에 따라 

경화시간, 강도, 점도 등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옻과 

어교를 배합한 경우에는 상온상습(25℃, 50%RH) 조건에서 

표면이 매끈하게 만들어지며 강한 접착력을 나타내지만 경

화시간이 24~48시간 정도 소요된다. 반면 옻에 아교를 배

합하면 배합비에 따라 2~24시간의 비교적 빠른 경화시간

을 나타내며 강한 접착강도를 나타내어 접착제로서 옻-어

교의 결합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옻-아교 천연접착제의 접착강도는 배합비에 따라 

0.59~3.20N/㎟ 범위를 나타내는데 최대강도는 생칠: 아교

=4:6인 LG6로 3.20N/㎟(표 1 참고)로서 문화재 복원에 많

이 사용되는 순간접착제인 Loctite 401보다 다소 높은 접

착강도를 나타낸다. 점도는 옻보다 높아져 배합비에 따라 

2~12Pa·s로 아크릴계 접착제나 에폭시계 접착제와 유사한 

점도를 나타내 문화재에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옻은 강한 색과 비가역성으로 인해 접착제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옻-아교의 천연접착제는 

옻과 동일한 어두운 색을 나타내 접착제로서 미관상 활용

이 어려웠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접착제 색을 옅게 바꾸고 

가역성을 높이기 위해 옻의 60~70%를 차지하는 우루시올

을 추출하여 아교와 배합하였다(사진 5). 그 결과 접착강도

는 유지하면서 색은 담황색으로 옅어졌으며 60℃ 이상의 

물과 일부 유기용제에서 제거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들 천연접착제는 기본적인 물성 평가를 통해 접착제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지만 아직 장기간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루시올-아교 또는 생칠-

아교의 천연접착제 사례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접착제

인 옻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하나의 연구사례로 볼 수 있다. 

35 윤형준, 2011, 「광경화성 산업용 옻칠도료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송홍근·한창훈, 2001, 「정제옻칠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Ⅰ」 『목재공학』 29.

37 김태희·이경민·권기록·최성모, 2002, 「옻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약침학회학회지』 5-1, pp.159~167. 

38 정세리·김은경·유재은, 2011, 「옻을 활용한 토기 복원용 천연 접착재료의 특성연구」 『접착 및 계면』 12, pp.1~6.

39 김은경·정세리·유재은, 2011, 「상온저습환경에서의 옻의 건조를 위한 옻과 교의 배합 분석 연구」 『보존과학연구지』 32, pp.38~52.

40 김은경·안선아·장성윤, 2015, 「우루시올과 아교를 배합한 천연 접착제의 투명성 및 접착 특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31-2,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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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에서는 접착제로서 옻의 연구는 드물지만 

도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옻의 응용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우루시올의 인공적 합성 기

술이 개발되었고41 도료로서 경화시간이나 조건 등을 개선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개발과정을 통해 방수·방부 특성을 

가진 자동차 외장재가 개발되어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42 중국은 세계 최대 생칠 생산국으로서 1980년대 초

부터 『中国生漆科学技术(중국생칠과학기출)』잡지 발행(현

재 『中国生漆(중국생칠)』로 개명) 및 생칠 전문연구기관인 

‘西安生漆涂料研究所(서안생칠도료연구소)’설립, 옻나무 

우량품종 선별과 보급, 표본수집, 나노도료로서의 합성연

구, 우루시올을 함유한 비누, 화장품, 왁스 등의 개발이 추

진된 바 있다.43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옻의 전통적 계승과 함께 폭넓

은 활용을 위해 분자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능성 재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상태이다. 

Ⅵ. 결론

옻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접착제와 도료로서 널리 사

용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발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의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되고 있다. 옻의 초기 용도는 접착제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합성수지 접착제 정도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

자기, 토기 뿐 아니라 나전칠기, 건축물 보수공사 등 다양

한 재료에 사용되어 왔다. 옻은 천연재료 접착제로서 환경

친화성, 물질적 안정성과 함께 방수, 방부, 내약품성, 내마모

성 등을 가지고 있어 합성수지 접착제보다는 효과적인 기능

과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옻의 연구는 전통재료로서

의 분석과 보존처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

어 옻의 기능성에 주목하여 옻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대적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옻과 

아교를 배합한 천연접착제는 상온저습에서도 건조되고 배

합비에 따라 접착강도가 조절되며, 우루시올과 아교를 배합

한 천연접착제는 가역성과 색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는 옻의 현대적 활용과 화학적 변용의 시작단계이며 심

도있는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

찍부터 옻의 화학적 변용과 적극적인 응용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향후 접착제를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서 옻의 분자수

준의 화학적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 전통재료로서 옻의 기능

성을 높이고 실용화하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다. 이제는 전통의 계승 뿐 아니라 현대적 활용의 폭을 넓히

기 위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41 Miyakoshi, Kobuchi, Niimura, Yoshihiro, 1991, ‘Synthesis of Urushiols with Pentadecatrienyl Side Chain, Two Constituents of the Sap of a 

Lac Tree, Rhus Vernicifera’, Bull. Chem. Soc. Jpn 64, pp.2560~2562. 

42 Rong Ru, Takashi Yoshida, Tetsuo Miyakoshi, 2013, 앞의 논문, pp.167~184.

43 李萍, 张飞龙, 2010, 「中国生漆科学技术发展30年」 『中国生漆』 29-2, pp.1~5.

44 김은경·안선아·장성윤, 2015, 앞의 책, p.119.

사진 5.   우루시올과 아교 배합에 따른 색 변화(U: urushiol, G: glue).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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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quer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natural resin in East Asia since Neolithic Age. As a major ingredient 

of lacquerware, lacquer is waterproof, insect-proof and rot-proof  to be durable and anti-abrasion, generally 

utilized for mainly painting purpose. According to lacquerware excavated from several sites of Japan and 

China, lacquerware seems to appear in Neolithic Age.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excavation research in 

Korea, lacquerwares are found after the Bronze Age. The initial purpose of lacquer is estimated to be adhesive, 

regarding the literatures mentioning bitumen(Yeoksceong ), animal glue(Kyeo) and egg alumen(Nanbaek). 

Especially piece of jar coffin unearthed in Pyeongtaek Daechu-ri site had trace of restoration by lacquer and 

hemp as an evidence of lacquer for adhesion in Pre-Three Kingdoms period. Since then a trend to restore the 

broken ceramics with lacquer and decorate with golden foil lasted especially in Joseon Dynasty. In the field of 

gold plated lacquer method, mother-of-pearl inlaying technique for lacquerware and restoration of buildings, 

lacquer is still used as adhesive. Due to matter of reversibility lacquer is being avoided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Lacquer as a traditional material for adhesive since ancient times, however, 

has advantage in adhesion strength and durability. Because synthetic resin adhesive has problem of emiss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ging over time, lacquer receives attention recently. On the contrary, by 

combination adhesive from mixing lacquer and animal glue, already proved the possibility of applicability and 

chemical modification. A research to utilize lacquer as modern paint or functional material is also conducted 

continuously also in China and Japan. To put traditional material into practical use and modernize, chemical 

research from the molecular level of the lacquer is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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