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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hinyeojuryeom is a set of bamboo blinds[Juryeom] enclosing the Korean litter for transporting 
a mortuary tablet of royal family[Shinyeo] in Joseon dynasty. The blinds were made up of twigs 
laid horizontally which were joined together by vertical threading, then they were lined and 
backed with silk fabric. A number of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Gukjosangryebopyeon(1758), 
JeongjoGukjangdogameuigwe(1800) and Gukjangdogam- myeongseseo(1905) provide information 
on material and structure of the litter and blinds. How- ever, detailed dimensions or specific in-
gredients of some of the materials were not clearly explained. In order to complement these 
missing or unclear parts, a close examination and scientific analysis of the litter's material was 
undertaken. The result newly identified materials of the gold tip tassels and pigments used on 
twigs as well as partly confirmed information on historical records. This new information will 
help further understanding and future production of a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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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여주렴의 앞(좌)․뒤(우)

- 필자 촬영

Ⅰ. 머리말

신여주렴은 종묘제례시 신주(神主)를 운반하는 가

마[신련(神輦) 혹은 신여(神輿)]의 부속품으로, 가마

의 네 면에 드리운 주칠된 발[주렴(朱簾)]이다. 조선

시대 국가 중요행사의 기록물인 의궤에 형태를 묘사

한 그림과 글이 남아있으나, 세밀한 부분의 규격 혹

은 제작에 사용된 재료에 관한 정보는 모자란 부분

이 많다. 또한, 현존하는 신여주렴의 보존관리 현황

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유물에 대한 조사 사례는 찾

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종묘 소

장 신여주렴의 조사․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고

문헌 자료의 기록과 비교대조하여 향후 유물의 복제

품 제작과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헌자료에 기록된 명칭에 차이가 있거나, 재

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주칠, 금전지 등에 대한 분

석을 실시하여 신여주렴의 세부 정보를 보완하고 복

합재질(직물 및 기타재질)로 구성된 유물의 보존관

리를 돕고자 하였다.

종묘와 관련된 유물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종묘제

기에 관한 연구 및 어보 연구1), 그리고 목제구에 대

한 복원연구2) 등이 있으며 특히 장경희는 종묘에 위

치한 주렴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신여주렴

에 관한 연구정보는 희박하여 본 연구가 자료로써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Ⅱ. 신여주렴 개요

신여(神輿)는 종묘제례에 쓰던 상여이며, 주렴은

대나무살에 붉은 칠을 한 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신여주렴은 종묘 소장으로, 2011년 보존처리를 위해

의뢰된 유물 중 하나이며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여주렴은 모두 네 점의 주렴이 모여 한 조를 이루

며,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가로

․세로 87cm의 크기이다. 대를 잘라 굴곡을 깎고 가

늘게 다듬은 대오리를 붉게 칠하여 위아래를 지지해

주는 받침대에 연결하였다. 발은 귀갑문(龜甲紋)으로

엮어 직물로 감싸고 발의 중앙 두 곳에 낙영(絡纓)

을 늘어뜨린 다음 금전지술을 달아 구성하였다. 발을

가마에 고정하기 위하여 위쪽에는 한 쌍의 가죽끈,

양 옆쪽에는 자주색 명주끈이 한 쌍씩 달려있다. 뒷

면은 붉은색 직물로 덮어 발이 보이지 않도록 마무

리하였다<그림 1>.

신여주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유물의 구성과 제

작의 기준이 되는 문헌자료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

다. 특히, 실제 유물에 대한 기초관찰 및 조사 과정

에서 재질확인이 어려운 주칠과 금전지에 대하여 상

세한 문헌별 기록을 비교․검토하였다.

1. 문헌자료

신여와 주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실의 상례에 대

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조상례보편(國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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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백요여’에 관한 기록

- 국역 국조상례보편, pp. 35-36.

喪禮補編),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국장도감명세서(國葬都監明細書)에는 그 구성 및

재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은 영조(英祖)의 명

으로 홍계희(洪啓禧)가 1758년에 완성하여 간행한

궁중 상례에 관한 기록이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나 속오례의(續五禮儀)를 보완하는 상례의 기

준으로, 도설로 시작하여 이어진 1권부터 6권까지 각

절차별 의식과 수교(受敎)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도설 부분에는 초종장례(初終葬禮) 때 쓰이는 기구

등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 다음과 같

은 ‘신백요여’의 기록이 있다<그림 2>.

“신백요여(神帛腰輿)는 신백을 받들어 신연(神輦)

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다...4면에 주렴을 설치한다.
‘당주칠唐朱漆을 한다. 녹진사綠眞絲를 엮어서 거북
무늬를 만든다. 단은 녹광직綠曠職을 쓴다.’ 양 색

의 휘장[幨]과 ‘모단冒團과 녹광직을 쓴다.’ 12줄의
낙영을 ‘모단을 쓴다.’ 단다.”

국조상례보편보다 이후에 간행된 정조국장도감
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는 정조(正祖)의 승하(1800

년) 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

고 있다. 의궤는 일방의궤(一房儀軌)와 이방의궤(二

房儀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방의궤의 조작

질(造作秩)에는 ‘신백요여’와 ‘주렴’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그림 3>.

“신백요여 1좌-외사복시에 있는 것을 수보하여 쓴
다. 제도는 요여(腰輿)와 같다. 사면에 주렴(朱簾)
을 설치하고 당주(唐朱)를 칠한다. 홍진사(紅眞絲)

로 거북이 무늬를 짜고 초록 운문단(草綠雲紋緞)
으로 꾸민다. 신백(神帛)을 모시고 신련(神輦)에
올리고 내리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所入]
동도리에 소용되는 초록운문단 7척5촌, 낙영(落纓)

18개의 금전지(金牋紙)에 소용되는 지금(紙金) 13
장반, 홍진사․남진사․초록진사 각 1냥2전. 영삭에
소용되는 홍향사(纓索次紅鄕絲) 2냥. 원환(圓環)에

소용되는 두석 10냥. 유소(流蘇) 4개-이전에 진배
한 것을 다시 물들인다- 담줄 3거리 안에-1거리
내공은 이전에 진배한 것을 그대로 쓴다-밖을 싸

는 홍목 28척 2거리 안에 내공백포 1필 21척. 밖을
싸는 홍목 1필 21척. 주렴 내사장 개비홍운문사(朱
簾內紗帳改備紅雲紋紗) 6척 7촌 및 너비 1척, 길이

6척 7촌짜리 1편.”

정조국장도감의궤에는 ‘주렴’에 대한 별개의 기

록이 있는데, 이것은 신백요여에 사용된 주렴이 아니

라, 주렴기(朱簾機)에 걸어 사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발의 준비를 위한 재료는 신백요여의 주렴과

어느 정도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로 그 기록을 살피

면 다음과 같다.

“주렴(朱簾) 2부(浮)-선(縇)에는 초록 토주(吐紬)

를 사용한다. 노제소․주정소의 영좌(靈座) 앞에
나누어 설치한다-

들어가는 것[所入]
대죽(大竹) 40개, 반주홍(磻朱紅) 2근. 석간주 14
냥. 아교 10냥. 명유(明油) 1되 5홉. 초록향사(草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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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백요여’와 ‘주렴’에 관한 기록

- 국역 정조국장도감의궤, p. 170, p. 178.

鄕絲) 3근 12냥. 선(縇) 및 동도리 낙영(東道里落
纓)에 모두 쓰인 초록 토주 40척, 소에 소용되는
백정포 22척. 봉조에 소용되는 초록진사 2전. 마사

(麻絲) 3전. 장첩목(帳貼木) 4개. 소원환(小圓環) 4
개. 광두정 28개. 권삭홍향사(捲索次紅鄕絲) 세겹바
4거리 싸는데에 소용되는 청목(靑木) 4폭 보자기,

매폭 길이 6천 5촌 2건.”

마지막으로 국장도감명세서(國葬都監明細書)는
1905년(光武9년) 궁내부(宮內府)에서 발행한 2권의

필사본으로 국장(國葬)에 사용된 모든 물품과 수량,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제1권에는 신백요여에

사용된 물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백요여 일좌소입(神帛腰輿一座所入)...대금전지
사십팔개(大金箋紙四十八介)...소금전지 칠십이개(小
金箋紙七十二介)...칠에 사용하는 석간주 한근(漆次

石磵朱一斤)...칠에 사용하는 당주홍 오량(漆次唐朱
紅五兩)”

2. 주칠의 성분

위 문헌들의 기록에 나타난 신백요여[신여]에 사

용된 여러 재료 중 특히 주칠의 경우 각 문헌의 설

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기록된 당시의 명칭만으

로는 정확한 구성성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국조상례보편에는 주렴에 당주칠(唐朱漆)

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주칠’은 붉은 색의

주사(朱砂, Cinnabar)를 사용한 칠을 의미한다. 당홍

(唐紅), 혹은 당주(唐朱)는 중국에서 수입된 주사 혹

은 진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19세기말 처음 사용되

는 서양에서 들어온 양홍(洋紅), 양주(洋朱)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한편, 정조국장도감의궤에서 신

백요여의 주렴에 칠한 붉은색은 당주(唐朱)를 사용

하였다고 하였다. 당주는 먼저 살펴본 국조상례보편
에서와 같이 주사(朱砂)를 가리킨다. 동 문헌의 주

렴기에 관한 기록편에서 살펴보면, 반주홍과 석간주

가 주렴의 칠에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나중 시기에 간행된 국장도감명세서의 기록

을 통해 당주홍과 석간주가 주렴의 칠에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석간주(石間硃, Iron Oxide Red)는

주토(朱土), 철주(鐵朱), 대자(大紫)라고도 하는데,

적철석(赤鐵石)에서 산출되는 적갈색 토양빛의 안료

이다. 한편, 반주홍(磻朱紅)은 주사를 가리키는 당홍,

당주 등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이므로 주사와 유사한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재료를 알아내

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주홍’은 앞서 당주칠과 같이

주사를 가르키는 명칭이다.

이를 종합하면, 주렴에 사용된 칠은 당주, 당주홍,

반주홍, 석간주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관

련 문헌 중 앞 시기의 두 문헌(국조상례보편, 정
조국장도감의궤)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당주 혹은

반주홍, 즉 주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에는 주사성분

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다가 중간시기의 문헌에 석간

주가 함께 등장하였고, 후기 국장도감명세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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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 신여주렴의 두 종류(㉮․㉯)

- 필자 촬영

<그림 5> ㉮의 앞뒤 직물

- 필자 촬영

<그림 6> ㉯의 앞뒤 직물

- 필자 촬영

기에는 석간주와 구성성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당주홍’이 주칠에 사용되는 등, 시기에 따라 그 성분

이 점차 변화하여 온 것이 확인된다.

3. 금전지의 성분

위 문헌자료에 기록된 신여제작에 소용된 많은 재

료 중, 금전지에 관한 기록은 정조국장도감의궤와
국장도감명세서에 매우 간단히 나타나 있다. 두 자
료에서 공통으로 ‘금전지(金箋紙)’ 명칭이 확인되며,

국장도감명세서에는 ‘대금전지(大金箋紙)’와 ‘소금

전지(小金箋紙)’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어, 크기가 다

른 종류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재료에

관하여는 정조국장도감의궤에 ‘금전지에 소용되는

지금(紙金)’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글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할 때 종이위에 금박을 입힌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박의 정확한 구성 비율 등

은 알 수 없다.

Ⅲ. 신여주렴 조사

총 4점의 신여주렴은 크기와 사용된 직물의 종류

가 조금씩 다른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분류된다. 큰 주렴 한 쌍(㉮)은 최대크기 87(가

로)×87(세로)cm, 발갯수 약 230~240개이며 작은 주

렴 한 쌍(㉯)은 최대크기 80(가로)×77(세로)cm, 발

갯수 약 300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주렴의 앞

뒷면 가장자리는 녹색의 단, 뒷면은 적색의 견직물로

감싸져 있는데, 주렴의 종류에 따라 사용된 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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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의 녹색단은 운보문단이며 뒷면은 적색 평

견직물인데 반하여, ㉯는 앞면은 녹색 도류불수문단

이고 뒷면은 적색의 익조직 직물로 발을 가리웠다

<그림 5, 6>.

발을 엮으면서 만들어낸 귀갑문의 크기도 두 종류

의 신여주렴이 각각 다르다. ㉮의 귀갑문 육각형 하

나의 크기는 너비 34mm, 높이 40mm이며 약 15개의

발이 귀갑문 1개를 구성하는 반면, ㉯의 경우는 너비

27mm, 높이 30mm이고 귀갑문 1개의 발수는 약 11

개이다. 따라서, 가장자리 직물에 덮이지 않고 표면

에 드러난 귀갑문의 총 개수는 ㉮는 가로 22개, 세로

17개, ㉯는 가로 27개, 세로 32개로 크기가 작은 귀

갑문의 수가 더 많이 보이게 된다.

한편, 대나무발의 두께는 ㉮․㉯ 두 종류 모두

1.3~1.6mm 사이이며 Z꼬임의 녹색 합연사가 발을

엮는데 사용되었다. 각 주렴은 짧고 긴 한 쌍의 낙영

이 두 개씩 달려있는데, 낙영 한 개마다 세 개의 금

전지술이 녹색, 보라색, 그리고 흰색의 Z꼬임 견사로

연결되어 달려있다.

Ⅳ. 과학적 분석

신여주렴에 관한 문헌기록에서 대부분의 재료와

달리, 금전지와 주칠은 몇 가지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었거나 구성성분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부

분이 있어,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고려

되었다. 금전지는 ‘금전지’, ‘지전’으로 기록되어 있으

나 실제 유물의 색상을 참고하였을 때 순금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주칠에 사용된 재료로

석간주와 당주홍의 혼합여부의 확인과 ‘반주홍’ 명칭

을 가진 안료의 성분확인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

를 위하여 무기질 안료의 정밀분석을 위한 과학적

분석법이 사용되었다.

1. 주칠

신여주렴의 발 표면의 적색칠은 고문헌에서 당주,

당홍, 반주홍, 석간주 등의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었다. 각 문헌의 기록이 부분적으로 일치하

기도 하였으나, 명칭이 정확하지 않아 혼동되고 그

성분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반주홍’의 경

우 주사일 것으로 추정은 되나 당주, 당홍과 같이 일

반적으로 이해되는 명칭이 아니므로 조사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금전지의 조사에서와 같이 XRF와 SEM-EDX분

석을 진행한 결과 Hg(수은), S(황)이 주성분으로 검

출되었는데<표 1, 2>, 이로써 주사(HgS)가 사용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일부 측정에서 함께 검출된 Fe(철)

은 문헌에 주렴의 재료로 기록된 ‘석간주’(산화철을

포함한 흙)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국조상례보편의 주사의 사용(‘당주칠’)과 정조
국장도감의궤의 석간주의 사용, 국장도감명세서의
주사(‘당주홍’)와 석간주의 혼합사용이 모두 확인되

었다.

한편, Hg, S 외에 주성분으로 검출된 Pb(납)의 존

재로 미루어 연단(Pb3O4)의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

정되었다. 연단(鉛丹, Red Lead)은 주홍색보다 약간

밝은 색을 나타내며 납이 주성분으로 장단(長丹), 또

는 광명단(光明丹)으로도 불리우며 납을 산화하여

만든 붉은 색을 띠는 인공 안료로 궁궐 단청의 안료

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결과를 정조
국장도감의궤에서 석간주와 반주홍이 함께 주칠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비교하면 ‘반주홍’은 연단

과 주사의 혼합으로 추정된다.

석간주와 연단의 혼합은 창덕궁 희정당 내부 회랑

의 석간주색 단청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창덕궁 신선원전 대들보의 주홍육색 단청의 안료 성

분으로도 조사되었으며, 또한 같은 위치의 석간주색

단청 성분으로는 석간주와 진사의 혼합도 나타나, 단

청에서 석간주와 연단 혹은 진사의 사용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색상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적색계열을 표현하기 위한 석간주, 연

단, 진사의 혼합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보다 많은

사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2. 금전지

신여주렴의 낙영에 연결된 금전지술은 홍색의 견

사로 만든 술 위에 부채모양의 금전지를 부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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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칠 분석위치 분석 스펙트럼 검출원소

Pb, Hg, S

<표 2> 금전지의 재질분석 결과(SEM-EDX)

주칠 분석 스펙트럼 분석 결과

Fe

Hg

Pb

Hg 24.51(wt %)

Pb 74.02(wt %)

Fe 1.47(wt %)

<표 1> 주칠의 재질분석 결과(XRF)

성하였다. 금박은 대개 금을 두드려 얇게 펴서 만드

는데, 천공개물(天工開物)에는 ‘금박은 종이보다 얇
아서 금박(擒縛) 또는 금박(金箔)이라 부른다’고 하

였으며 금박의 제작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금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7리(厘)의 금을 치면

1평방촌의 금박 천 장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릇의 표

면에다 붙이면 가로세로 3척의 면적을 덮을 수 있다.

금박을 만들려면 금을 쳐서 박편을 만들고, 다시 오

금지(烏金紙)에다 싸서 쇠망치로 힘껏 쳐서 펼친다.

오금지에 싸고 쳐서 금박을 만든 후, 초석[천연광물

로 주성분은 질산칼륨]으로 무두질한 고양이 가죽을

작은 네모난 판자에 펼친 다음, 향불의 재를 가죽에

뿌리고 오금지에서 금박을 꺼내 그 위에 붙인다. 이

것을 가로세로 한 치가 되도록 네모로 긋고 가벼운

나무 막대를 침으로 축여 손에 잡고, 금박을 두들겨

세워 작은 종이 조각에 끼운다. 이것으로 물건을 장

식한다.’

어보의 금전지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따르면 문

헌 중에는 술이란 말은 없고 금전지(金箋紙)라고만

하고 소용되는 물품에 지금(紙金), 그리고 사용된 실

의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살핀 신여주렴 관련 문헌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동일연구에서 금전지의 제작방식은 바탕지의

종류와 금박 혹은 금칠 등 시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금전지는 순금과 가금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신여주렴의 금전지술

은 열화와 박락과정을 거치면서 변색된 상태인데, 유

물의 상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근거로

금전지가 순수한 금성분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의문

을 가지고 정밀 분석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네 점의 신여주렴에 달린 금전지술의 금색층 박락

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박락되어 제자리를 찾기 어

려운 금색층의 시료를 제작하여 분석기기를 사용하

여 재질을 조사하였다. 먼저 XRF(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조사결과 Cu(구

리)와 Zn(아연)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금성분

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SEM-EDX(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분산형 X선 분석

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조사 결과, 금박으로 보이는 부

분은 Cu(구리)와 Zn(아연)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

으며 이는 XRF 조사와 일치된 결과였다.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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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 분석위치 분석 스펙트럼 검출원소

Cu, Zn

Cu, Zn

<표 4> 금전지의 성분분석 결과(SEM-EDX)

금전지 분석 스펙트럼 분석 결과

Cu

Zn

Pb

Cu 67.86(wt %)

Zn 23.22(wt %)

Pb 8.92(wt %)

<표 3> 금전지의 성분분석 결과(XRF)

바탕으로, 금전지의 성분은 황동(CuZn)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SEM(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한 표면과 단면 관찰 결과 입자

형상이 아닌 매끄러운 판형으로 관찰되어 금전지에

사용된 재료는 황동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

헌자료에 “금전지에 사용된 지금(紙金)”으로 기록된

재료가 실제로는 금이 아님이 확인되었다<표 3, 4>.

황동(黃銅, Brass)은 구리에 아연을 첨가하여 만든

합금으로, 놋쇠라고도 하는데 청동과 함께 중요한 구

리합금을 이룬다. 색이 아름답고 주조하기가 쉬우며

경도와 강도가 크고 전연성(展延性)이 풍부하여 얇

은 박이나 가는 철사 등을 만들 수 있어 여러 가지

장식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
書種博物考辨)에서는 “황동박(黃銅箔)을 만드는 방

법은 금박과 같이 황동을 두드려 얇게 펴서 만든다

(制黃銅箔法制法仝金箔)”고 기록하였다.

Ⅴ. 결론

신여주렴은 국가행사에 사용되어진 중요한 기물임

에도 불구하고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실제

유물에 대한 세밀한 조사기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여주렴의 고문헌 기록을 살피고, 실

제 유물을 대상으로 형태와 구성, 두 가지의 다른 유

형을 파악하였다. 조사과정을 통하여 유물과 문헌기

록이 신여주렴에 사용된 직물의 색이나 종류, 발에

사용된 일부 칠안료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바를 확

인하였으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혼동되는 부분은 과

학적 분석법을 동원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금전지와 발 표면의 주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금전지는 문헌으로 유추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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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달리 금이 아닌 황동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임

이 밝혀졌다. 또한 주칠에 사용된 안료는 문헌과 일

치하며, 의미가 불명확하던 ‘반주홍’의 경우 연단과

주사의 혼합물로 추정되는 등 안료의 성분도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보존관리의 미흡이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실제유

물을 조사하기 힘든 경우, 고문헌 자료는 유물의 구

성과 재료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유물의 연구와 활용을 위한 복원품 제작

에 유일한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헌별로

기록된 바가 일치하지 않거나 재료의 명칭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한 경우, 혹은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때에는 실제유

물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분석법의 수행과 그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문헌기록의 부족한 정보를 보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대의 상호보완이 유

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유

물의 성공적인 복원품 제작에 충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여주렴과 같이 복합재질이면서 주요한 재

질(직물)의 특성에 맞추어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는

유물의 경우, 주요 재질 뿐 아니라 그 외 재질에 대

한 상세한 분석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본 연

구에서 제시된 무기안료(주칠)와 금박층에 대한 분

석과정 및 결과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은 보다 광범위한 고문헌의 조사와

신여주렴 전체 재질에 대한 종합조사와 분석 등으로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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