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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de Investiture Books in Joseon Dynasty shows diverse facies with various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to

green and white based on color. In lithologically, the green rocks are jade composed of calcite and serpentine, and

the white ones are marbles consisting mainly in crystalline calcite. As a result of X-ray diffraction of jade rocks,

the more green in color, the more increased intensity of serpentine appears. Therefore, the grade of jade is

correlated with contents of serpentine. The Jade Investiture Books owned by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re subdivided with 104 (41.3%) books made by only jade rocks, 98 (38.9%) books made by only marbles, and 50

(19.8%) books mixed with jade rocks and marbles. Among the mixed ones, 47 (18.6%) books consisted mainly of

the marbles. This result shows the superior marble books occupy more than half of the total books. The Jade

Investiture Books made in early Joseon Dynasty are composed of high grade jade. However, the grade of jade had

decreased as the kings changed in process of time, and the composition of marble had increased in reverse

proportion of jade. The quality of letter pigments, metal accessories and fabrics also had decreased with jade. These

trends are reflected in the aspect of society such as weakening royal authority, national power and finance with the

course of time. The jade of the books has different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from some modern jade produced

in Chuncheon nephrite and Buyeo precious serpentine in Korea. Meanwhile, there is ancient literature that described

quarries from Namyang in Hwaseong of Gyeonggi province. This area has a wide distribution of gneiss, limestone

and limesilicate rocks are interbedded between muscovite schist. The limesilicate rocks contain diopside, which

produced serpentine through alteration. It has possibility to make the Jade Investiture Books using these small

amounts of jade through min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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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은 다양한 산출상태를 보이지만, 색을 기준으로 녹색과 백색으로 구분된다. 녹색

을 띠는 암석은 방해석과 사문석으로 구성된 옥질 암석이며, 백색의 암석은 결정질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대리암질암

이다. 옥질암은 녹색조가 강할수록 X-선 회절분석에서 사문석의 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옥의 품위는 사문석의

함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 252점의 암종분류 결과, 옥질암으로 제작한 옥책은

104권(41.3%), 대리암질암 98권(38.9%), 혼합사용 50권(19.8%)으로 세분되었다. 두 암종을 혼합사용한 옥책에서는 대

리암질암이 우세한 것이 47권(18.6%)으로, 전체 옥책의 절반 이상에서 대리암질암이 사용되었다. 대체로 옥책의 품질

은 조선의 말기로 갈수록 떨어지며, 대리암질암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다. 또한 글자의 안료나 금속제 부속품 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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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도 저하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난다. 이는 조선 말기로 갈수록 약화된 왕권, 국력 및 재정 등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옥책에 사용된 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춘천 연옥이나 부여 귀사문석과는 다른 광물학적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고문헌 자료에는 경기도 화성의 남양 일대에서 채석했다는 기록이 있다. 남양 일대는 편마암 지대에 해당

하며, 백운모 편암 사이에 석회암 및 석회규산염암이 협재하고 있다. 이 석회규산염암은 투휘석을 포함하여 변질작용

을 통해 사문석이 형성될 수 있으며, 소규모로 형성된 옥을 채굴하여 옥책 제작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어 : 옥책, 조선왕조, 옥, 대리암, 사문석

1. 서 언

옥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보석

의 일종이다. 특히 고대 동양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아

름다움 외에도 다양한 이념적 및 사상적 상징성을 가

지고 있어, 예(禮)를 갖추기 위한 도구 제작에도 선호

하였다. 한반도에서는 곡옥 등 옥기의 실물이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지만, 중국에 비해 그 수량이 매우 적

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일부 신분에서만 제한적으

로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실용적인 옥

기들이 등장한다(Shin, 2002).

유교사상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예

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로

대표되는 오례를 기준으로 나라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주례(周禮) 및 예기(禮記)와 같은 여러 유교 경전에는

옥을 군자의 덕목과 비유하여 표현하는 등 상징적 가

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제천이나 의례, 의장 등에 사

용되는 예기의 제작에 대부분 옥을 사용하였다. 따라

서 조선왕조의 유교적 제례문화를 대표하는 종묘에서

는 다양한 옥기가 활용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어책과

어보는 왕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보장하는 신성한 성물

로 숭배되었다.

조선왕조의 어책은 재질에 따라 옥책, 죽책, 금책 등으

로 구성된다. 옥책은 왕이나 왕비에게 올리는 시호, 존

호, 휘호 등을 옥에 새겨 첩으로 만든 것으로 대개 주인

공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죽책은 왕세자

와 왕세자빈을 책봉하거나 시호 등을 수여할 때 대나

무에 새긴 첩이며, 금책은 대한제국 이후 황후나 황태

자 등을 책봉할 때 금동판에 새긴 첩이다(Park, 2016).

조선시대의 어책은 총 373점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250여 점이 옥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종이를 이용

한 국내의 여러 기록유산과 달리 어책은 옥과 대나무

라는 재질적 특수성을 가지며, 시대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천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

의 인류문화사적 관점에서도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어보와 함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어책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

사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문헌연구(Shin, 2002)가 있으

며, 어책의 시대별 현황과 특징(Kim, 2016b)도 보고된

바 있다. 어책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는 제작기법, 내

함, 직물 및 금속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Kim,

2016a; Park, 2016), 어책의 책간으로 사용된 옥, 대나

무 및 금에 대한 재료학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의 암석광물학적

특징을 밝히고 시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재

료의 산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글자에 채색된 안료와

금속 부속품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옥책의 보

존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황 및 구성

어책은 원래 종묘에 있는 각 신실의 신주장 좌측 책

장에 구조보감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이왕직에서 관리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구황실사무청이, 1955년부터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서, 1962년 이후에는 문화재관리국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다. 1992년에는 궁과 왕릉의 궁중유물을 한자

리로 모아 덕수궁에 궁중유물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이전

되었으며, 2005년에 경복궁 서편의 국립고궁박물관으

로 개편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책의 대

부분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Kim, 2016b).

국립고궁박물관은 총 257권의 옥책을 소장하고 있으

며, 전시중인 옥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수장고에 보

관하고 있다. 옥책은 모두 짝수의 첩으로 구성되며, 2첩

에서 최대 18첩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각각의 첩은

얇은 판상형태로 연마한 옥간을 5~7족씩 연결하여 제작

하였으며, 앞면에 음각 형태로 글자를 새겼다(Fig. 1).

글자 내부에는 황금색 안료로 칠하였으며, 각 첩의 윗

면, 아랫면 및 뒷면은 붉은색의 꾸밈천으로 마감하였

다. 옥간의 양 끝에는 못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

었으며, 변철로 두르고 두정을 옥간의 구멍에 박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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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무리하였다. 첩과 첩은 둥근 고리나 경첩을 설치

하여 연결하였으며, 첩과 첩이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비하여 첩 사이에 완충재로서 붉은색

격유보를 끼워 넣었다(Fig. 1).

옥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과 왕비에게 올리

는 시호 또는 존호를 새겼으며, 업적이나 공덕을 칭송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존호는 여러 차례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하며, 생전에 올리기도 하고 사후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왕 또는 왕대비, 대

왕대비로 존숭할 때에만 존호를 올리기 때문에 매우

절제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영조대부터는 이전과

달리 왕 자신이 여러 차례 존호를 받기 시작했으며,

조선 말까지 지나칠 정도로 존호를 자주 올림으로써

옥책의 제작권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각각의 왕조

와 시대에 따른 옥책의 연평균 및 총 제작 권수는

Figure 2와 같다.

Fig. 1. Each component name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in Joseon Dynasty (Photographs by National Palace Museum

Fig. 2. Diagram showing the making quantitie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in accordance with each Kings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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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옥의 특징

인류가 옥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신석기시대의 유물에서 옥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옥기의 실물이 청동기시대부터 나

타나며, 삼국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까지 왕실 또는 고

위관직 등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향유되었다(Lee et

al., 2006; Kim et al., 2008).

지질학적으로 광물과 암석을 분류하고 동정하는 것

은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옥을 구분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고서인 ‘설문해자’

에는 옥을 ‘돌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재

료학적 분류 대신 색감이나 질감을 기준으로 옥을 구

분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분류하는 옥에 비해 그 범위

가 매우 넓어 마노, 수정, 비취, 호박 등과 같은 광물

질과 일부 유기물도 관념적 개념에서 옥으로 취급하기

도 하였다(Shin, 2002). 

옥은 산지, 색, 경도, 조성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방식과 명명법이 있다. 중국에서는 옥의 산출지에

따라 남양옥, 화전옥, 남전옥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색

에 따라 청옥, 백옥, 벽옥, 흑옥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

다. 또한 옥에 경도 차이가 있음을 중시하여 상대적으

로 약한 것을 연옥, 강한 것을 경옥이라 불렀다. 토파

즈, 루비 및 사파이어는 한자로 황옥과 강옥으로 부르

며 아름다운 돌이라는 개념에서 옥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 관점에서의 옥과는 차이가 있는 광물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고대의 연옥과 경옥을 광물학적으

로 분석한 결과, 두 옥은 상이한 광물로 구성되었음이

밝혀졌다. 연옥은 광물학적으로 주로 각섬석으로 구성

된 반면, 경옥은 주로 알칼리 휘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광물은 모두 규산염 광물이지만 결정구조와 화

학조성 및 형성과정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산출지

역과 광물학적 특성 역시 차이가 있다.

연옥과 경옥의 광물학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옥도

존재하는데, 천하석(amazonite)과 귀사문석 등이 있다.

천하석은 녹색빛을 띠는 미사장석이며, 귀사문석은 사

문석 중에서 안티고라이트(antigorite)에 해당하는 사문

석을 지칭한다. 이러한 광물들은 연옥이나 경옥과는 전

혀 다른 메카니즘으로 형성되며, 광물학적 특성 또한

다르지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옥의 성질(색, 경도, 광

택 등)을 갖기 때문에 옥으로 분류하였다(Kim et al.,

1995; Lee et al., 2006; Kim et al., 2008).

2.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옥책 252점에 대하여 육안관찰을 통

해 전수 조사하였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옥책 12점을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밀조사에서는 산출

상태와 육안적 특징을 기록하였으며, 휴대용 실체현미

경 촬영, 색도분석, X-선 형광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작도중 폐기된 옥책의 편을

제공받아 편광현미경 관찰, X-선 회절분석 및 화학분

석과 같은 분석을 병행하였다. 옥책에 사용된 암석 외

에도 채색안료, 변철, 두정 등 옥책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속품의 재질특성을 검토하고자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시대를 대표하는 옥책 12점에 대해 기재적 특

징을 살펴보고, 암석의 색이나 광물조성 등을 정량화

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조암광물의 조직,

조성 및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Dino-Lite사의

AD7013MZT 휴대용 디지털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였다.

또한 옥책의 표면색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색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Minolta사의 CM-2600d 모

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1회당 3번 측정한 평균값

을 적용하였다. 이 후 Minolta사의 SpectraMagic N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옥책을 구

성하는 금속부속품에 대해서는 P-XRF를 활용하여 화

학조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에는 Innov-X System사의

α-6000을 이용하였으며, 금속모드로 45초간 측정하였다.

또한 폐기된 옥책의 파편 5점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유백색부터 담록색까지 다양한 색을 보였다. 유백색에

서 녹색조가 강한 순서대로 DJIB-1에서 5까지 시료번

호를 설정하였다. 전체 시료를 대상으로 조암광물의 정

밀한 동정을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Rigaku제 D/Max 2200을 활용하였다. 타겟으로 사용한

X-선은 CuKα이고 양극의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

류는 각각 40kV와 100mA로 설정하였다. 또한 가장

유백색을 띠는 DJIB-1과 녹색조가 강한 DJIB-5 시료

의 화학조성을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ICP-AES 및 MS)와 중성자 방사화분석기

(INAA)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산출상태 및 색도분석

이 연구에서는 옥책의 형태적 대표성과 시대에 따라

1545년에 제작된 인종옥책부터 1926년의 순종옥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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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점의 대표옥책을 선정하여 기재적 특징을 기록하

였다(Table 1).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은 다양한 조직이

나 구조가 관찰되지만, 색을 기준으로 녹색과 백색의

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녹색 암석은 담록색 내지

회록색을 띠며, 백색 암석은 유백색, 회백색 및 암회색

등으로 명도의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균질한 암석

을 사용한 옥책도 있고, 일부는 불균질한 암석을 사용

하여 선구조나 특정 광물이 농집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나로 엮여있는 옥책의 모든 첩이 동일한 암석

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담록색 및 유백색 암석을 혼

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

실체현미경 관찰결과, 담록색을 띠는 암석은 미정질

로 매우 치밀하고 단단하다(Fig. 3A, 3B). 부분적으로

담록색과 백색의 광물이 혼합된 형태가 관찰되며, 일

부는 섬유상 조직을 보인다(Fig. 3C). 옥의 품위가 높

아 담록색이 짙어질수록 무색광물의 함량은 감소하며,

일정한 조직과 구조가 없는 괴상으로 산출된다. 유백

색을 띠는 암석은 현정질이며, 등립질 입상조직을 보인

다(Fig. 3D, 3E). 입자크기는 옥책에 따라 0.2~1.5mm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부 암석에서는 작은 반점

Fig. 3.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A) Light green jade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JIB-5).

(B) Massive textured on jade surface (JIB-2). (C) Heterogeneous and fibrous part mixed with green and white color of jade

surface (JIB-3). (D) Ivory white jade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JIB-10). (E) Granular textured on marble surface (JIB-

10). (F) Lineated biotite in marble surface (JEB-12).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Table 1. Summary on the Jade Investiture Books for this study

No. Someone Conferred Age Major Material Minor Material

JIB-1 The 16th King of Joseon, Injo 1545 Jade -

JIB-2 The Queen of Injo, Inryeol 1636 Jade -

JIB-3 The 17th King of Joseon, Hyojong 1659 Jade -

JIB-4 The 2nd King of Joseon, Jeongjong 1681 Jade -

JIB-5 The 1st King of Joseon, Taejo 1683 Jade -

JIB-6 The 18th King of Joseon, Hyeonjong 1772 Jade -

JIB-7 The 21th King of Joseon, Youngjo 1784 Jade -

JIB-8 The 25th King of Joseon, Cheoljong 1863 Marble Jade

JIB-9 The 26th King of Joseon, Gojong 1873 Marble Jade

JIB-10 The 1st King of Joseon, Taejo 1897 Marble -

JIB-11 The 26th King of Joseon, Gojong 1907 Jade Marble

JIB-12 The 27th King of Joseon, Sunjong 1926 J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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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형으로 배열된 흑운모가 관찰된다(Fig. 3F).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산출상태를 종합하여 담록색을 띠

는 암석을 옥질암으로, 유백색을 띠는 암석을 대리암

질암으로 세분하였다.

암석의 색은 광물조성, 유기물 및 불순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옥은 전통적 분류에

서 조암광물, 조직 및 구조적 특징보다 색을 분류기준

으로 삼았기 때문에 색도의 측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색분류를 위해 색도계

를 사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획득한 색도값은

1976년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제안한 L*, a*, b* 표색계

로 표기하였다.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표 옥책 12점의 색도값을 그래프에 도시한 결과,

옥질암과 대리암질암은 채도 중에서 녹색 및 적색도를

의미하는 a* 값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Fig. 4).

옥질암의 a* 값은 –2.14에서 –4.53까지의 범위를 보여

녹색의 채도를 갖지만, 대리암질암은 0.00에 밀집되어

채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의 품위에 따른

녹색도의 증가는 명확한 경향성이 없었으며, 암석이 다

소 불균질하여 품위가 떨어지는 경우 황색도를 나타내

는 b* 값이 증가하고,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이 떨어지

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정 품위 이상에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3.2.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옥책 구성암석의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옥책을 제작하던 도중 파손되거나 가공에 실패

Fig. 4. Diagram showing chromaticity of the representative

Jade Investiture Book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Fig. 5. Photographs showing disused sample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3.

Table 2. Result on chromaticity analysis of the studi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No. L* a* b*

JIB-1 72.70 -2.81 5.41 

JIB-2 67.80 -4.33 6.17 

JIB-3 66.44 -4.13 6.89 

JIB-4 68.38 -4.11 7.84 

JIB-5 69.97 -4.53 6.55 

JIB-6 70.07 -2.14 8.66 

JIB-7 66.98 -3.28 7.35 

JIB-8 68.77 0.16 7.41 

JIB-9 75.11 0.41 7.49 

JIB-10 68.14 -0.23 2.96 

JIB-11 70.72 -3.27 7.37 

JIB-12 57.49 -2.37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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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폐기한 옥책편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공받

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편은 대리암질암 옥책편 2개,

옥질암 옥책편 3개로 총 5개이며, 백색도가 높은 시편

부터 녹색도가 높아지는 순서로 시료번호를 설정하였

다(Fig. 5, Table 3).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대리암질암은 화려한 간섭색과

뚜렷한 벽개가 관찰되는 방해석으로 구성된다(Fig. 6A,

6D). 방해석 입자는 대부분 0.5~2.0mm의 입상조직을

보이며, 각형 내지 아각형의 결정형을 갖는다. 흑운모

는 방해석의 입자보다 다소 작은 크기로 산출되며, 층

리면을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대부분

의 방해석은 결정질로 산출되며 유기물이나 미화석은

관찰되지 않는다.

옥질암은 암석이 전반적으로 불균질하며, 육안상으

로도 백색 및 녹색 광물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편광현

미경하에서 백색 광물이 농집된 부분은 방해석만 관찰

되며(Fig. 6B, 6E), 녹색 광물은 방해석과 사문석이 혼

합되어 나타난다(Fig. 6C, 6F). 두 지점의 방해석은 모

두 미정질 입자로 구성되며, 복굴절에 의한 간섭색이

확인된다. 사문석은 타형의 결정으로 위치에 따라 크

기나 조직이 상이하게 산출되며, 가상조직과 비가상조

직이 모두 관찰된다. 가상조직을 보이는 사문석은 하

나의 결정이 쪼개진 형태이며, 결정 사이에 방해석이

망상조직의 형태로 산출된다.

구성광물의 정밀한 동정을 위해 5점의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리암질암

(DJIB-1, -2)은 유색광물 함량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방해석과 운모의 피크만 확인되었다(Fig. 7). 그러나 옥

질암(DJIB-3, -4, -5)은 모두 사문석과 방해석이 주요

조암광물이며, 일부 녹니석이 동정되었다. 옥의 품위가

Fig. 6. Occurrences on polarization microphotographs of the studied samples. (A, D) Open and cross nicols of DJIB-1

sample. (B, E) Open and cross nicols of light green part of sample DJIB-5. (C, F) Open and cross nicols of white part of

sample DJIB-5. Ca; calcite, Sp; serpentine.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5.

Table 3. Petrographic description of the studi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5

No. Lithofacies Description

DJIB-1 Marble
Grey marble showing equigranular medium grained texture with arranged biotite in 

specific direction

DJIB-2 Marble
Dark grey marble showing equigranular medium grained texture with scattered biotite 

irregularly

DJIB-3 Jade Grey green jade showing phaneritic texture and heterogeneous mineral composition

DJIB-4 Jade Grey green jade showing aphanitic and massive texture

DJIB-5 Jade Light green jade showing aphanitic texture and white minerals in par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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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DJIB-3에서는 녹니석과 백운석의 피크가 명

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옥의 품위가 높은 DJIB-4 및

DJIB-5에서는 이들 광물의 피크가 줄어들거나 사라졌

고, 반대로 사문석의 피크는 증가하였다. 이는 옥질암

의 품위가 사문석의 함량과 비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며, 사문석화 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녹니석과 백

운석이 상전이 되어 소모되었음을 의미한다.

3.3. 지구화학적 특성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대리암질암과 옥질암 중에서 가장 품위가 높은

DJIB-1과 DJIB-5에 대해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원

소의 함량을 살펴보면, 대리암질암(DJIB-1)은 CaO 함

량이 55.17 wt.%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CaO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1 wt.% 미만을 보인다(Table 4). 옥질암

(DJIB-5)은 SiO2가 27.34 wt.%로 가장 높은 함유량을 보

였으며, MgO와 CaO가 각각 25.66 wt.%, 20.58 wt.%

로 나타났다. 다른 원소들은 DJIB-1과 마찬가지로 모

두 1 wt.%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구성광물군과 주원소

의 함량으로 볼 때, 옥질암은 강한 열수변질 작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함량을 보이는 미량원소로는 Sr, Cr, Ni

등이 있다. 이중에서 Sr은 대리암질암에 다량 포함되

어 있으며 Cr과 Ni은 옥질암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

인다. Sr은 탄산염광물을 구성하는 Ca과 치환될 수 있

으며, 속성작용이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Graf, 1960; Kinsman, 1969). 대리암질암은 탄산염광

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Sr이 유입되고, 이후 외부 환

경과의 교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옥질암은 탄산염암의 열수변질 과정에서 Ca과

Mg의 치환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Sr이 함께 빠져나

가며 Cr과 Ni이 치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Cr과 Ni

은 옥의 중요한 발색원소이며(Tan et al., 1978; Kim

et al., 1986), 이는 춘천 연옥과 부여 귀사문석에서도

발색의 주요한 원소로 보고되었다(Noh and Cho,

1993; Kim et al., 1995). 따라서 옥책에 사용된 옥질

암의 발색원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희토류원소의 거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퇴적기원

암석의 표준물질로 널리 사용하는 PAAS (Post Archean

Average Shale; Taylor and McLennan, 1985;

McLennan, 1989)로 표준화하였다. 옥책의 암석에 포

함된 희토류원소의 함량은 대리암질암과 옥질암 모두

Table 4. Major (wt.%) and minor (ppm) element

compositions of analyzed sampl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3 and Figure 5

No. DJIB-1 DJIB-5

SiO2 0.16 27.34

Al2O3 0.04 0.13

Fe2O3 0.03 0.58

MnO 0.01 0.01

MgO 0.58 25.66

CaO 55.17 20.58

Na2O 0.01 0.01

K2O 0.01 0.01

TiO2 0.01 0.01

P2O5 0.01 0.01

LOI. 43.16 24.25

Total 99.19 98.59

Ba 15 5

Co 2 3

Cr 5 22

Ni 1 11

Sr 358 76

Zn 3 7

La 0.20 0.80

Ce 3 3

Nd 5 5

Sm 0.10 0.10

Eu 0.10 0.10

Tb 0.50 0.50

Yb 0.10 0.20

Lu 0.05 0.05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studied samples.

Ch; chlorite, M; mica, Sp; serpentine, Ca; calcite, D; dolomite.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옥책의 암석학적 특징과 산지검토 493

5ppm 미만의 미량만이 검출되었으며, 두 암석 모두 경

희토류원소에 비해 중희토류원소가 부화된 경향이 확

인되었다(Fig. 8). 옥책에 따라 산출상태의 차이가 있고

전체 옥책의 수에 비해 분석시료의 수가 적어 대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 결과는 두 시료가 거의 유사한

성인적 생성환경을 갖는 것을 지시한다. 이 자료는 추후

옥책의 지구화학적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암종분류 및 점유율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옥책 중에서 포장

된 상태이거나 전시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5권

을 제외한 252권의 옥책에 대해 구성암석의 육안적 암

종분류를 수행하였다. 육안관찰로 식별되는 색을 기준

으로 대리암질암과 옥질암으로 대분하였으며, 한 권의

옥책에서 두 암종이 모두 사용된 경우는 혼합사용으로

기재하였다. 혼합사용의 경우 대리암질암과 옥질암의

점유율에 따라 주요 구성암종을 표기하였다.

옥책 252권 중에서 옥질암으로 구성된 옥책이 104

권(41.3%), 대리암질암 옥책 98권(38.9%), 양자를 혼합

사용한 옥책이 50권(19.8%)으로 분류하였다(Table 5).

두 암종이 혼합사용된 옥책 50권 중에서 옥질암을 주

요하게 사용한 것은 3권(1.2%)뿐이며, 대리암질암이 47

권(1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리암질

암 또는 대리암질암이 우세하게 사용된 옥책이 145권

(57.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혼합

사용한 옥책 1권을 제외하면 모든 옥책은 옥질암으로

제작되었다(Fig. 9). 그러나 19세기부터 대리암질암 및

혼합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옥질암으로 제작된 옥

Table 5. Statistic data about constitution material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in accordance with each century of Joseon

Dynasty

Materials 16C 17C 18C 19C 20C Total

Only Jade 1 28 65 8 2 104

Mainly used Jade, additionally Marble - - - 2 1 3

Mainly used Marble, additionally Jade - 1 - 42 4 47

Only Marble - - - 78 20 98

Total 1 29 65 130 27 252

Fig. 9. Diagram showing the material ratio in accordance

with each century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in Joseon

Dynasty.

Fig. 8. Diagram showing the rare earth elements patterns normalized by PAAS values (Taylor and McLennan, 1985;

McLennan, 1989) of the studied samples. Marble and jade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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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전체 제작량의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또한 왕

의 재위기간에 따라도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17

세기 인조, 효종, 현종대에 비해 18세기 숙종, 경종,

영조대의 옥책에서 품위가 더욱 불균질한 경향이 있으

며, 19세기 철종 이후로는 대부분의 옥책이 대리암질

암으로 제작되었다.

3.5. 부속재료의 화학조성

옥책에는 암석 외에도 금속재료가 다수 활용되었다.

옥책에 새겨진 명문은 음각법으로 조각하였으며, 내부

에 금색 안료를 도포하였다. 안료는 옥책에 따라 밀도

의 차이를 보이며, 일부 옥책은 육안으로도 색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Fig. 10A-D). 부속품으로는 여러

개의 옥간을 하나의 첩으로 엮기 위해 사용한 두정과

변철이 있다. 옥책에 사용한 안료와 부속품의 재료학

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로

구성성분을 검출하였다. 분석은 Table 1에 제시한 대

표 옥책 12점에 대하여 글자의 안료와 변철 및 두정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Table 6).

글자의 안료는 측정지점의 폭이 좁고 음각이 되어있

Fig. 10. States of letter pigments and metal accessories of the studied samples. (A, B) Gold-bearing pigments painted on

every part of letters. (C, D) Letters covered on low densely gold-bearing pigments. (E, F) Metal accessories plated with gold

and alloys of copper and zinc.

Table 6.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by P-XRF analysis for pigments and metal accessories of the Jade Investiture Book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able 1

No.
Letters Pigments (wt.%) Border (wt.%) Nails (wt.%)

Cu Zn Ag Au Pb Cu Zn Ag Au Pb Cu Zn Ag Au Pb

JIB-1 ND ND ND 4.17 ND 44.25 ND ND 55.40 0.19 54.90 ND ND 44.77 0.33

JIB-2 ND ND ND 2.84 ND 22.67 ND ND 76.61 ND 21.02 ND ND 77.94 0.23

JIB-3 ND ND ND 3.20 ND 47.31 ND ND 51.90 0.30 5.49 ND ND 2.95 0.03

JIB-4 ND ND ND 3.16 ND 39.23 ND ND 60.12 0.29 34.10 ND ND 65.06 0.43

JIB-5 ND ND 0.07 3.33 ND 29.86 ND 2.67 66.72 0.28 33.20 ND 2.44 63.51 0.34

JIB-6 0.11 ND ND 1.57 ND 37.78 ND 0.73 61.17 0.31 30.59 ND 0.86 68.20 0.20

JIB-7 ND ND 0.05 3.10 ND 58.81 ND ND 40.93 0.26 53.81 ND ND 45.91 0.29

JIB-8 ND ND 0.17 1.98 ND 58.65 ND ND 40.96 0.39 62.59 ND ND 37.04 0.37

JIB-9 ND ND 0.06 ND ND 68.10 29.66 ND ND 1.13 68.19 28.99 ND ND 1.65

JIB-10 ND ND 0.08 1.53 ND 32.14 15.93 ND 51.64 0.29 39.45 18.83 ND 41.34 0.37

JIB-11 ND ND ND 1.43 0.01 ND ND 20.29 67.04 ND ND ND 16.21 69.53 ND

JIB-12 0.70 ND ND 1.68 0.02 62.14 37.71 ND ND ND 61.78 38.04 ND ND 0.09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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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완벽한 접촉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정량적인 분석

치를 획득할 수 없었으며, 정성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

었다. 안료의 성분은 고종연간에 제작된 JIB-9를 제외

하고 모두 Au이 검출되었으며, 후기에 제작된 옥책으로

갈수록 Au의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Table 6).

Au 외의 원소들로는 Ag, Cu, Pb 등이 확인되었으며,

Au 함유량과 비교하여 10% 미만의 적은 함량을 갖는 것

으로 보아 제련 및 정련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한 불순물

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JIB-12의 경우, Cu가 0.7 wt.%

로 다량 검출되었으며 인위적으로 Au와 Cu를 혼합하

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변철과 두정의 분석 결과, 한 옥책에 사용된 두 부

속품은 거의 동일한 화학조성을 갖는다. 변철과 두정

을 구성하는 주성분 원소는 Cu와 Au이며, 일부 옥책

에서 Zn이 검출되었다. Cu와 Au로 구성된 금속은 합

금이 아니며, X-선의 투과성으로 인해 표면의 도금층

과 하부의 소지층이 함께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Fig. 10E). Au이 검출되지 않거나 Zn이 사용된

옥책은 조선후기에 제작된 옥책에서만 나타나며, Au

대신 Cu-Zn계 합금인 황동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 10F). 황동의 경우 금빛을 띠기 때문에,

일부 옥책의 부속품에서는 금도금 없이 황동에 조금기

법으로 문양을 새긴 후에 그대로 노출시켜 Au가 검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고 찰

4.1. 재질특성과 시대상

옥은 전통적으로 색과 질감 등 시각과 촉각을 통해

구분하였으며, 광물학적 특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

다. 옥에 대한 광물학적 분석이 다수 수행되면서 각섬

석, 알칼리 휘석, 사문석, 미사장석 등의 광물이 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광물들

은 화학조성, 구성광물, 비중, 경도 등에서 차이를 보

이지만, 녹색조의 색, 결정형, 광학적 특징 및 조흔색

등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질이 유사한 특징이 있다(Kim

and Choi, 2000).

대리암질암은 지질학적 관점에서 옥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옥으로 판단하고 옥책 제

작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

서인 ‘五洲書種博物考辨’에는 옥에 해당하는 암석은 청

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중 하나라고 서술하였으며,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백색의 석회암 및 대리암을 백옥

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선의 의례를 정

리한 ‘국조오례의’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옥기를 남양

에서 나는 청옥으로 제작하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다른 색의 옥보다 청옥을 최고의 품질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옥책에 사용한 유백색의 대리

암질암은 당대 관점에서 보아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책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질의 변화가 명확

하게 나타난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후기로 갈수록

색이나 불균질한 조직 등으로 인해 옥질암의 품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19세기의 순조대부터 대리암

질암과 혼합사용한 옥책이 제작되었으며, 현종대에는

대리암질암만으로 제작된 옥책이 등장한다. 19세기 이

후에는 옥질암의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며,

20세기에는 거의 대리암질암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옥의 품질저하와 함께 글자의 안료나 금속제 부속품

및 격유보의 품질도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글자

에 도포한 안료의 경우, 후기로 갈수록 마감이 부실하

고 안료의 밀도가 떨어졌으며, 금속제 부속품은 금도

금에서 황동으로 재료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재질의 변화는 왕권 및 국가재정 등 시대상과

함께 해석해 볼 수 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까지는 왕권이 강하였으나, 19세기에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왕권과 국력이 약화된다. 이후 19세기 말부

터 20세기까지 열강들의 침탈로 국가의 재정은 더욱 악

화된다. 이와 함께 옥책의 재질 또한 19세기부터 대리암

질암이 옥질암과 함께 혼합 사용되었으며, 20세기 후반

으로 갈수록 대리암질암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따라서 옥책의 재질변화는 당시의 시대상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어보나 예기 등 다른 옥기와

함께 재료학적 특징을 비교한다면 조선시대 옥의 범위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보다 과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4.2. 산지해석

국내에서 대표적인 옥의 생산지로는 춘천과 부여가

있다. 춘천은 남한 최대의 옥 생산지이며, 투각섬석과

양기석을 주구성광물로 하는 연옥이 산출된다(Noh and

Cho, 1993). 부여 녹옥광산에서 산출되는 옥은 귀사문

석으로 옥책의 것과 동일한 사문석계열의 광물로 구성

되지만, 초염기성암의 변질로 형성되어 기재적 특징과

광물조성에 다소 차이가 있다(Kim et al., 1995). 따라

서 춘천과 부여 일대의 옥을 옥책의 재료로 사용하였

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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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자료에서는 수원, 성천, 의주, 김포, 청주 등의

지역에서 옥이 채석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현재의 화성 일대인 남양이다. 옥책

을 포함하여 왕실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옥기는 남양

청옥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남양은 현재 경

기도 화성의 남양일대의 옛 지명이며, ‘조선왕조실록’

과 ‘승정원일기’에서도 남양부사에게 옥을 채취하여 올

리라는 계가 다수 확인된다.

외국의 문헌자료에는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옥이 사

문석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귀사문석은 조선

에서 생산되는 것이 최고의 품질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한 전문서적에서는 조선의 옥이 광물학적으로 사문

석군에 해당하는 안티고라이트(antigorite)의 일종으로

알려진 보위나이트(bowenite)라고 기재되어 있다(Kim

and Choi, 2000). 이는 옥책에 사용된 옥이 사문석으

로 구성된 것과 일치한다. 현재 화성 일대에서는 옥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문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질학적 환경을 갖췄다면, 과거 채석을 통해 옥

을 생산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경기도 화성의 남양일대는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를 기반암으로 하며, 쥐라기 화강암류가 이를 관입하

였다. 암석분포로 볼 때 대규모 단위의 탄산염암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화성시청 동쪽에 태행산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는 백운모 편암 사이에 석회암 및 석회규

산염암이 협재하고 있다. Park and Kim(1972)은 이

일대의 석회규산염암이 방해석, 투휘석, 녹렴석 등으로

구성됨을 보고하였으며, 일부 암석은 녹회색을 띤다고

기재하였다. 투휘석은 열수와 반응하여 사문석이 형성

될 수 있으며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3CaMgSi206 (투휘석) + 2H2O (열수) → 

Mg3Si2O5(OH)4 (사문석) + 3CaO (산화칼슘) + SiO2 (석영)

따라서 편암에 협재하는 남양일대의 석회암이 석회규

산염화 작용으로 투휘석이 형성되고, 이후 열수에 의해

사문석으로 변질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채석하

여 옥책의 제작에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연

구에서는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사문석과 방해석으로 구성된 옥질암과 결정

질의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대리암질암으로 구분하였다.

옥책을 구성하는 옥은 연옥이나 경옥이 아닌 사문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책에 따라 옥질암의 산

출상태에 차이가 크며, 폐기 옥책편의 일부만을 분석하

였기 때문에 연옥, 경옥 및 사문옥 등이 일부 옥책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결 언

1.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은 다양한 기재적 특징

을 보이지만 색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담록색을 띠

는 암석과 백색을 띠는 암석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

옥책 및 폐기 옥책편을 대상으로 암석광물학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담록색을 띠는 암석은 사문석과 방해석

을 주구성광물로 하는 옥질 암석이며, 백색을 띠는 암

석은 결정질 방해석으로 구성된 대리암으로 동정되었다.

2. 화학분석 결과, 옥질암의 주성분 원소는 석회규산

염화 작용을 받은 암석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는 SiO2,

MgO, CaO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리암질암은

CaO를 제외하면 다른 원소는 미량만 검출되었다. 미량

원소 중에서는 옥질암에 Cr과 Ni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이는 춘천 연옥 및 부여 귀사문석의 발색원소와 동일

한 조성이다.

3. 전체 옥책에 대한 육안감식을 통해 암종을 살펴본

결과, 전체 252권 중에서 옥질암 옥책 104권(41.3%),

대리암질암 옥책 98권(38.9%), 혼합사용 옥책 50권

(19.8%)으로 분류되었다. 혼합사용된 옥책 중에서 옥질암

을 주로 사용한 것은 3권(1.2%) 뿐이며, 47권(18.6%)은

대리암질암이 주를 이룬다. 대리암질암을 사용하거나

두 암종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지만, 대리암질암이 우세한

옥책이 총 145권으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

4. 옥책의 글자 안료 및 금속제 부속품에 대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료는 모두 금을 사용하

였지만, 조선 말기로 갈수록 안료의 마감상태가 부실해

지고 안료의 밀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속제 부

속품은 조선 후기까지 구리에 금도금을 하여 제작하였

으나, 조선 말기에는 Cu-Zn 합금인 황동을 사용하였다.

5. 옥책을 구성하는 암석과 부속품들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조선 중기의 옥책은 가장

고품위의 옥을 사용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옥의 품

위가 떨어지고 대리암질암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 부

속품 또한 금의 사용비율이 감소하고 일부 옥책에서는

황동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19세기 세

도정치 및 열강의 침탈 등과 함께 약화된 왕권과 국력

등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6. 옥책 제작에 사용한 옥은 일반적인 연옥 및 경옥

과는 다른 사문옥에 해당한다. 사문옥은 부여의 녹옥

광산에서 산출되지만 산출상태 및 광물학적 특징 등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고문헌 자료에서는 경기도 화성

의 남양일대에서 옥을 채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일대의 지질도에는 편암류 사이에 협재된 석회규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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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투휘석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석

회규산염암의 열수변질작용으로 형성된 사문옥질 암석

과 대리암질 암석을 당시 사람들은 옥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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