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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傳 純貞孝皇后 朱漆 螺鈿家具) 매트리스의 제작 기법 및 사용 재료

의 특성을 확인한 후 보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창덕궁 대조전 매트리스와 비교하여 1920~30년대 국내에서 사용된 

매트리스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전 순정효황후 매트리스 분석 결과, 프레임은 소나무과 솔송이 사용되었으

며, 구조부인 웨빙, 트와인은 마섬유로 확인되었다. 충전재인 버랩은 마섬유, 초석은 벼속, 그 외 충전재는 면섬유로 

확인되었다. 커버 상단은 레이온, 하단은 면섬유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재료와 내부 구조를 확인한 결과, 서양 가구인 

데이베드와 의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업홀스터리로 제작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해체 → 세척 → 보수 및 보강 → 조립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해체 과정에서 상단의 커버가 새

롭게 발견되었으며, 충전재인 버랩에서 요코하마, 고베, 조선의 단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제작사나 제작 장소를 특

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부와 충전재, 커버는 건식 세척을 진행한 후 업홀스터리 구조에

서 기존 재료는 제거하지 않고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및 보강을 진행하였다. 구조부 웨빙은 동종의 재료를 사

용하여 보강하였으며, 스프링의 배열 및 고정은 트와인을 사용하여 목재 프레임에 고정하였다. 손상된 면천과 버랩은 

유사한 소재의 보강재를 덧댄 후 바느질하였다. 상단 커버는 손상부에 보강 직물을 마름하여 안쪽에 넣고 바느질하였

다. 조립은 해체의 역순으로 진행하였다. 스프링과 닿는 부분에 동일 소재의 버랩을 삽입하여 고정한 후 충전패드, 보

강천, 초석, 면천, 솜포, 커버 보호용 광목천, 커버를 씌워 택으로 마무리하였다. 순정효황후가 사용한 2개의 매트리스

는 제작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프레임과 충전재, 커버로 구성된 서양의 업홀스터리로 제작되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벨벳 커버가 발견되었고 이전 수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충전재로 초석, 가마니와 짚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작 환경에 따른 사용 재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근대문화재 업홀스터리 의자 또는 소파의 보존처리에서 

사용 재료 및 제작 방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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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침대의 역사는 이집트 고왕조(古王朝) 시대의 유

구(遺構)가 최초로 남아 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

랜 전통이 계승되어 민족·풍토·생활양식 등에 의해 다

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침대의 기본 구조는 매트리스

(Mattress)와 침대 프레임(Bed frame)으로 나뉘며 침대 

프레임은 헤드 보드(Headboard), 풋 보드(Footboard), 침

대 레일(Bed Rail), 침대 슬랫(Bed Slats)의 부재로 구성된

다(동아출판사 2020). 매트리스는 침대 프레임 상단에 놓

는 담요의 일종으로서 직사각형 모양의 프레임에 스프링

을 배열하고 충전재를 올린 후 커버로 감싼 형태이다. 이

러한 형태는 16~17세기 서양에서 목수들이 간단한 도구

를 사용하여 의자의 천을 교체하거나 쿠션을 제작하는 

업홀스터리(Upholstery)로서, 재료와 도구는 시대에 따

라 변천되었으나 기본적인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David James 2016).

업홀스터리에 사용되는 기본 재료는 목재 프레임 하

단에 들어가 내부 물질을 지지하는 웨빙(Webbing; 마로 

직조된 띠), 고정을 위한 택(Tack; 짧은 못), 쿠션감을 위

한 스프링(Spring), 이들을 엮어주는 트와인(Twine; 마로 

꼬인 끈), 배열된 스프링 상단에 놓이는 버랩(Burlap; 올

이 굵은 마천)과 패딩(Padding; 충전재)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제작 방법은 비어 있는 목재의 프레임 내부로 

웨빙을 연결하여 하단의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

한다. 웨빙의 배열은 격자 형태로서 한쪽을 고정한 후 반

대편으로 당겨 고정한다. 스프링 하단은 바늘에 트와인

을 꿰어 네 부분을 고정한다. 스프링 상단의 고정은 프레

임의 한쪽에서 택으로 트와인을 고정한 후 클로브히치

(Clove hitch) 매듭법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사선과 위·아

래 방향으로 진행한다. 버랩을 올려 택으로 고정하고 솜

포, 말총, 야자나무 섬유와 같은 충전재를 올린 후 다양

한 재질의 직물을 이용하여 커버를 씌우게 된다. 팔걸이

가 있는 의자에서부터 스툴, 소파, 침대와 같이 다양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Frank T. Destro, JR 2010; Frederick 

Palmer 1985; Peter Nesovich 1992).

한국에 서양 침대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3년으로, 인

천에 국내 최초로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이 설립되고 내

부에 서양에서 들여온 집기로 실내장식이 갖춰졌다고 한

다. 이후 독일 여성 손탁(Sontag)이 세운 손탁호텔(1902), 

조선호텔(1914), 반도호텔(1936) 등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서양식 건축과 실내장식 등의 기물들이 적극적으로 소개

되었다. 특히 1902년에 설립된 손탁호텔의 주인 손탁은 남

편인 러시아 공사의 도움으로 고종 황실의 외국인 접대를 

도맡게 되면서 황실과 일부 고위층의 서양 식기와 서양 가

구를 들여오는 역할에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도 서

양풍 식기류와 가구가 유행하게 되었다(오정환 1991).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 중인 국가민속문화

재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傳 純貞孝皇后 朱漆 螺

鈿家具)는 조선왕조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의 비인 순

정효황후(1894~1966) 윤씨가 황후의 신분에서 밀려나 창

덕궁 낙선재에서 생활할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공호 2018).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침대 매트리스는 

하단부의 커버 및 웨빙이 끊어져 내부의 스프링과 프레임

이 노출되었으며, 내부의 직물 조직이 모두 열화되어 손

상되었다. 스프링은 표면 부식이 진행되었고 충전재로 사

용된 재료들이 먼지와 뒤엉켜 아래로 쏟아져내렸다. 매트

리스를 둘러싼 커버는 변색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뜯기거

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이 곳곳에 나타남에 따라서 보존처

리를 진행하여 매트리스의 구조를 보강하고 직물과 내부 

충전재들을 원래의 자리로 배열하여 보존성을 향상하고

자 하였다. 또한, 2009년 보존처리를 진행한 창덕궁 대조

전 매트리스 구조와 비교하여 1920~30년대 국내에서 사

용된 매트리스의 사용 재료 및 구조 등을 확인하여 업홀

스터리 가구의 보존처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보존처리 대상 및 사전 조사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소장 중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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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다. 매트리스의 크기는 가로 135㎝, 세로 197㎝, 높

이는 일정하진 않지만 대략 18~18.5㎝로 확인되었다. 매

트리스의 구조는 내부에서 사용자의 하중을 지지하는 목

재 프레임, 웨빙, 스프링으로 구성된 구조부, 편안한 쿠션

감을 위한 충전재, 외부를 감싸는 커버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단 커버는 열화되었으며 얼룩과 같은 오염물이 곳

곳에 나타난다. 상단 커버의 외각 둘레를 따라 내부의 스

프링이 노출되어 커버 직물의 손상이 나타나며 우측 부

분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단 커버는 좌측 아

래의 손상이 재봉선을 따라 확대되어 내부가 노출되었

다. 이는 상단 커버의 우측에 해당하며 상부로부터의 하

중으로 웨빙이 끊어져 나타난 손상으로 보인다. 전체적

으로 황갈색의 오염 및 얼룩이 커버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진 1A).

내부는 웨빙과 스프링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3개의 목재 프레임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하단의 손상

된 재봉선을 따라 웨빙이 끊어져 있으며, 열화된 상태로 

탄성을 잃어버렸고 스프링은 표면에 부식물이 형성되어 

먼지와 함께 고착되었다(사진 1B). 스프링은 트와인을 사

용하여 연결되었으며 스프링 상부로 버랩이 확인되고 곳

곳에 신문 파편이 발견되었다(사진 1C). 고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금속의 택 주변부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커버

가 오염되었다. 버랩은 스프링과 직접 닿는 부분이 마모

되어 내부의 충전재가 흘러나와 먼지와 뒤엉켜 있었다. 

전 순정효황후 매트리스는 사용 재료와 내부 구조 등으로 

비춰보아 업홀스터리로 확인된다. 

2. 분석 방법

1) 수종 분석

매트리스 프레임에 사용된 수종을 알아보고자 자

연 탈락한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삼단면 박편을 제

작하였다. 박편은 사프라닌(Safranine, wt 1%)으로 염색

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Slide glass) 위에 고정하고 글리세

린(Glycerine, wt 50%)을 떨어뜨린 뒤 커버 글라스(Cover 

glass)를 덮어 프레파라트(Preparat)를 완성하였다. 프레

파라트는 광학 현미경(Eclipse Lv 100, Nikon, Japan)으

로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 촬

영하였다. 수종 식별은 『목재 조직과 식별』(박상진 1987), 

『한국산 목재의 조직 구조』(이원용 1997),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도 II』(이필우 1997)를 참조하였다.

2) 금속 재질 분석

금속 부분에 대한 분석은 X선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은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장비(α-2000, Innov-X 

Systems, USA)를 이용하였다. Alloy 모드로 10~40kV, 전

류 10~50μA에서 15초씩 원자번호 15번(P)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섬유 분석

매트리스에 사용된 섬유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미경 관찰 및 적외선 분광 분석(FT-IR)을 실시하였

다. 섬유를 증류수에 7일간 침지 후 세척하여 실체 현미

경(SMA 800N, Nikon, Japan)으로 섬유의 굵기를 측정하

였으며, 관찰된 시료는 해리하여 표면 관찰용 프레파라트

를 제작하였다. 단면 관찰용 시료는 실체 현미경을 통하

여 섬유 방향을 확인한 후 지름 15㎜ 고정 틀에 임시 고정

시켜 에폭시 수지(Epoxy fix)를 이용해 경화된 시료를 제

작하였다. 제작된 시료는 시료 절단기(Minitom, Struers, 

A

B C

사진 1 매트리스 손상 현황. A: 하단, B: 웨빙, C: 버랩



223  국가민속문화재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傳 純貞孝皇后 朱漆 螺鈿家具) 매트리스의 보존처리 및 제작 기법 비교

Denmark)로 10㎛ 크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편에 부착

된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가 담긴 초음파 세

척기에 넣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76×26㎜ 크기의 슬라

이드 글라스에 부착하여 고정하였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된 편은 사포(#5,000)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편은 초

음파 세척기에 추가로 세척한 후 글리세린(wt 50%)을 떨

어뜨린 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커버 글라스를 덮어 단

면 관찰용 프레파라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표면 및 단

면 시료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사진 촬영을 실시하

였다. 섬유 식별은 『천연 섬유와 모피 식별 아틀라스』(국

립민속박물관 2005)를 참조했다. 

적외선 분광 분석(FTIR)은 Cary620 Microscope 

(Agilent, USA)를 이용하여 ATR 모드로 분석하였다. 분

석 조건은 분해능 4cm-1, 분석 범위(range) 400~4000cm-1, 

스캔 횟수(scans)는 32회이며, 분석은 시료별로 3회 반복

하였다. 결과는 Agilent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재문화

재연구소에서 구축한 Library를 비교하여, 유사한 IR 피크

(peak) 값을 가지는 물질을 측정하였다.

3. 분석 결과

1) 수종 분석

매트리스 내부와 측면 프레임을 대상으로 수종 식별

한 결과, 소나무과 솔송속으로 식별되었다. 침엽수재로 

횡단면에서 연륜 경계가 명확하고 수지구는 존재하지 않

으며 접선 단면에서 방사 조직은 단열이다. 방사 단면에

서 방사 조직은 방사유세포와 방사가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유세포의 벽은 비교적 두껍고 염주상말단벽

이 존재하였다. 분야벽공은 주로 편백형, 유연벽공은 1열

이었다(표 1).

2) 금속 분석

매트리스 금속부 중 스프링과 못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점 모두 철(Fe)이 다량 검출되어 매트리스의 스프

링과 못은 철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2). 

3) 섬유 분석

(1) 웨빙

웨빙의 너비는 약 4.7㎝, 색상은 적갈색을 띠고 있

다. 5×5㎜ 범위 안에 위사는 2올, 경사는 1올로 관찰되었

다. 섬유의 굵기는 위사는 1.72㎜, 경사는 4.55㎜로 측정

되었다. 단면의 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다각형이고 얇은 

세포벽과 균일하게 폭이 넓은 루멘이 관찰되었으며 측면

에서는 마디와 세로줄 등이 관찰되어 마섬유로 판단된다

(표 3의 1).

(2) 트와인

트와인은 꼬여진 끈으로 관찰되었으며 꼬임의 굵기

는 1.76㎜로 측정되었다. 단면은 타원형이나 둥근 형태였

으며, 루멘은 불규칙한 형태가 길쭉한 형태로 관찰되었

다. 측면 관찰에서 세로줄 무늬와 마디 등 인피 섬유가 관

찰되어 마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의 2).

표 1 목재 프레임 수종 분석

횡단면 (×100) 방사 단면 (×400) 접선 단면 (×200)

표 2 XRF 스펙트럼 분석 결과

스프링

Reading #4 18-Oct-2017

Fe Ka
Fe Kb

Energy keV

Counts/s

40.0

30.0

20.0

10.0

-0.0 20.0 30.010.0

못

Fe Ka
Fe Kb60.0

40.0

20.0

-0.0 10.0 20.0 30.0

Energy keV

Reading #6 18-Oct-2017
Coun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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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랩

버랩의 크기는 가로 155㎝, 세로 220㎝, 색상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다. 5×5㎜ 범위 안에 위사는 2올, 경사는 2

올로 관찰되었다. 섬유의 굵기는 위사는 1.73㎜와 1.77㎜, 

경사는 2.13㎜와 1.58㎜로 측정되어 2종류 굵기의 경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면은 오각형 또는 육각형이면서 

둥근 편이었다. 세포벽은 얇고 루멘은 균일한 폭을 가지

거나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 것도 관찰되었다. 측면에서도 

마디와 세로줄 무늬 등 인피 섬유의 특징이 관찰되어 마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의 3). 

(4) 충전패드-충전재

세로줄 무늬와 얇은 벽의 인피 섬유들이 다수 확인

되었다. 일부 인피 섬유에서는 마디도 관찰되었으며 섬

유 중 간혹 돌기가 있는 섬유도 관찰되었다. 벽공이 관찰

되는 도관 섬유가 보이므로 마 종류의 섬유를 사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표 3의 4). 또 다른 시료에서는 표면이 매

끈하고 꼬임이 있는 섬유가 다수 관찰됨에 따라 면섬유로 

식별하였다(표 3의 5).

(5) 충전패드-면천

면천의 크기는 가로 155㎝, 세로 220㎝, 색상은 짙

은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으며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5×5

㎜ 범위 안에 위사는 10올, 경사는 8올로 관찰되었다. 굵

기는 위사 0.43~0.51㎜, 경사 0.39~0.44㎜로 측정되었다. 

단면은 편평한 원형 형태로 가운데에는 루멘이 있었으며, 

측면은 편평한 형태의 꼬임이 관찰되어 면섬유로 식별하

였다(표 3의 6). 

(6) 초석

초석은 두 장 발견되었으며, 각각의 크기는 가로 95

㎝, 85㎝, 세로 179㎝, 144㎝, 색상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볏짚 1~2단으로 꼰 가는 새끼줄을 씨줄로 하고 1낱을 날

줄로 하여 베처럼 짠 형태이다. 초석은 주로 벽이 좁고 폭

이 넓은 섬유들로 표피 세포 내부에 prickle hair가 현저하

게 관찰되었다. 표피 세포의 가장자리에는 Oryza-type의 

실리카 세포가 줄지어 있거나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

이 관찰되므로 이는 볏과 벼속의 특징으로 벼로 판단된다

(표 3의 7). 

(7) 충전재-면천

면천은 2장의 천을 덧대어 연결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170㎝, 세로 249㎝, 색상은 아이보리색과 연한 황갈

색을 띠고 있다. 5×5㎜ 범위 안에 위사는 15올, 경사는 6

올로 관찰되었다. 굵기는 위사는 0.31~0.43㎜, 경사는 

0.63~0.68㎜로 측정되었다. 단면의 형태가 원형으로 편

평하며, 가운데 루멘이 확인되고 측면에 표면이 매끄럽고 

편평한 리본의 형태로 꼬임이 관찰되어 면섬유로 식별하

였다(표 3의 8). 

(8) 상단 커버

상단 커버는 2장의 천을 덧대어 연결하여 문양을 일

치시켰다. 가로 168㎝, 세로 233㎝이며 바탕 색상은 연한 

회색, 꽃받침과 잎은 녹색, 꽃봉오리는 붉은색 계열로 확

인된다. 5×5㎜ 범위 안에 위사 13올, 경사 8올로 관찰되

었다. 섬유의 굵기는 위사는 0.44㎜와 0.55㎜로 측정되었

으며, 각각 다른 굵기의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

사는 0.26~0.28㎜와 0.93㎜로 측정되어 두 종류 굵기의 

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은 경사 섬유를 대상

으로 진행하였다. 단면은 다각형 모양이었고 측면은 매

끈하고 기다란 섬유가 관찰되었다(표 3의 9). IR 분석 결

과 1380cm-1과 1200~1000cm -1를 중심으로 넓은 스펙트럼

이 관찰되었으며, 706cm -1, 560cm-1에서 peak의 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공의 재생 셀룰로

오스로 제작된 Rayon의 특징이다(김갑진 1985). 따라서 

현미경 관찰 및 IR 분석 결과를 통해 상단 커버에 사용된 

섬유는 Rayon으로 식별하였다(그림 1A).

(9) 하단 커버

면천의 크기는 가로 145㎝, 세로 210㎝, 색상은 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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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으며 평직으로 직조되었다. 5×5㎜ 

범위 안에 위사 7올, 경사 7올로 관찰되었다. 섬유의 굵기

는 위사 0.54~0.67㎜, 경사 0.5~0.66㎜로 측정되었다. 단

면에서 편평한 원형 형태로 가운데에는 루멘이 확인되고, 

측면에서는 섬유의 표면이 매끄럽고 편평한 리본의 형태

로 섬유 전장에 걸쳐 꼬임이 있는 섬유들이 관찰되어 면

섬유로 판단된다(표 3의 10).

(10) 발견 상단 커버(벨벳)

발견 상단 커버의 크기는 가로 153㎝, 세로 198㎝이

며 색상은 아이보리색, 주황색, 청색을 띠고 있다. 5×5㎜ 

범위 안에 위사 5올, 경사 3올로 관찰되었다. 섬유의 굵기

는 위사 1.1~1.4㎜, 경사 0.44~0.58㎜로 측정되었다. 분

석은 경사 섬유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단면은 다각

형 모양으로 섬유의 측면은 마디 없이 매끈하였다(표 3

의 11). 네 종류의 실에 대한 IR 분석 결과, 1380cm-1과 

1200~1000cm -1를 중심으로 매끄러운 스펙트럼이 관찰되

었으며, 706cm -1, 560cm -1에서 peak의 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그림 1B~1D). 따라서 현미경 관찰 및 

IR 분석 결과를 통해 상단 커버에 사용된 섬유는 Rayon으

로 식별하였다.

제직에 쓰인 실은 쓰임과 색상에 따라 지경사와 파

일 경사 3종, 위사 총 5종이다. 열화가 진행되어 일부 파

손된 부분이 있으며, 색이 전면에서는 퇴색되었으나 시

접으로 접힌 안쪽에서는 원래의 색을 확인할 수 있다(사

진 2A). 파일 경사는 색상에 따라 아이보리색, 주황색, 청

색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세 종류 모두 무연사를 합

사하여 사용하였다. 아이보리색 실의 측정 결과, 두께

는 0.310~0.321㎜ 정도이며 4올의 무연사를 Z 꼬임으

로 합사하여 사용하였다(사진 2B). 주황색 실의 측정 결

과, 두께는 약 2올의 무연사를 Z 꼬임으로 합사하여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2C). 청색 실의 측정 결과, 두께

는 0.636~0.664㎜ 정도이며 주황색의 파일 경사와 마찬

가지로 2올의 무연사를 Z 꼬임으로 합사한 것으로 보인

다(사진 2D). 지경사는 흰색으로 파일 경사에 비해 두께

가 가늘어 앞부분에서는 파일 경사에 가려져서 잘 보이

지 않는다. 앞부분의 일부 박락된 부분과 뒷면의 조직 및 

식서 부분을 현미경으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두께는 

0.180~0.186㎜ 정도이며 S 연의 약연사 2올을 S 연으로 

합사하여 사용하였다(사진 2E). 위사는 조직 경사와 마찬

가지로 문경사보다 두께가 가늘어 직물의 앞면에서는 보

이지 않으며 박락된 부분과 뒷면에서도 위사는 단면 등 

일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평직으로 제직된 식서 부분을 

통해 위사를 관찰하였다. 위사는 검은색으로 두께는 약 

0.332~0.360㎜이며 Z 연의 약연사를 합사하지 않고 사용

하였다(사진 2F).

A

B

C

D

그림 1    FT-IR 분석 결과. A: 상단 커버, B: 발견 커버(위사-노란색), C: 발견 커

버(위사-파란색), D: 발견 커버(경사-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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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섬유 현미경 관찰 모습

연번 구분 대상 실체 현미경 (5×5㎜) 광학 현미경 (×200) 광학 현미경 (×200) 분석 결과

1

구조부

웨빙 마

2  트와인 마

3

충전재

 충전패드-버랩 마

4

충전패드-충전재

- - 마

5 - - 면

6  충전패드-면천 면

7  초석 - - 벼

8  충전재(면천) 면

9

커버

 상단 커버 Rayon

10  하단 커버 면

11  발견 상단 커버(벨벳) R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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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존처리

1. 해체

매트리스는 목재와 스프링, 웨빙의 구조부 상단으로 

충전재들을 쌓아 올린 후 커버를 사용하여 목재 프레임

에 택으로 고정되었다. 손상된 구조부의 내부 보강과 열

화된 충전재들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해체를 진행하였다. 

하단 커버를 제거하고 상단 커버와 충전재들을 해체한 후 

순서대로 분류하여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1) 하단

목재 프레임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택을 제거한 후 

하단 커버를 수습하였다. 수습 도중 상단 우측과 하단 좌·

우측의 모서리에서 신문이 발견되었으며 발행 연대는 

1960년대로 확인되었다. 웨빙은 가로와 세로 8줄씩 배열

되었으며 3, 4, 5, 6, 7열의 웨빙이 열화되어 끊어졌다. 스

프링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목재 프레임은 둘레

를 따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박혀 있는 택의 주변에는 상단 커버와 다

른 직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2) 상단

상단 커버는 택으로 고정되었으며, 목재 프레임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제거하였다(사진 3A). 상단 커버 수

습 도중 내부에서 새로운 커버가 발견되었다. 변색과 오

염, 뜯어짐과 같은 손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전체적인 구성은 두 종류의 화문(花紋)을 교차로 배치하

고 사이사이에 사각형을 배치하였다. 사각형 안에는 작

은 꽃문양이 들어 있으며, 꽃무늬의 사이사이에 배치된 

사각형의 모퉁이를 사선의 꽃문양으로 연결하였다. 바탕

은 아이보리색을 사용하고 주황색과 청색으로 문양을 나

타냈다. 문양의 일완전 크기는 가로 34㎝, 세로 38.5㎝가

량으로 비교적 상태가 온전하였다(사진 3B). 

발견 커버 아래는 솜포(사진 3C)와 면천(사진 3D), 

초석(사진 3E), 충전패드(사진 3F)가 확인되었다. 초석

은 2장으로 충전패드 상단의 정중앙에 위치하였으며, 볏

짚 1~2단으로 꼰 가는 새끼줄을 씨줄로 하고 1낱을 날줄

로 하여 베처럼 짠 형태로 되어 있다. 충전패드는 면직물

과 버랩 사이로 짚풀을 넣고 사방을 고정한 형태이며, 우

측 부분에서 스프링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여 내부의 충전

재가 외부로 흘러나왔다. 스프링과 닿아 있던 버랩의 후

면에서 영문이 확인되었다. 상부 우측의 SF-581, KOBE, 

우측과 중앙의 ASBESTOS, ASBESTOS CORPORATION, 

UNITED BEAVER MINES, THE TO□OMINES. □UF, 

CANADA, 방패문양 숫자 5, 원형 내부에 숫자 58과 

CANADIAN STANDARD가 확인되었다(사진 3G).

구조부는 스프링을 연결하는 트와인이 4열부터 8열

까지 집중적으로 끊어졌다. 스프링은 외곽을 따라 56개, 

내부에 88개가 배열되었고 3, 6, 9열은 목재 프레임 상단

에 놓여 있다. 가장자리의 스프링과 연결된 기다란 철근

은 손상되어 배열이 어긋난 채 휘어졌다(사진 3H).

2. 세척

매트리스의 상·하단 커버는 습식 세척 시 수분에 의

한 오염물의 확산으로 얼룩·이염 등의 문제와 건조 과정

에서 형태 변형이 우려되어 건식 세척을 진행하였다. 충

A B

C D

E F

사진 2   발견 커버 섬유. A: 후면 시접, B: 아이보리색 실, C: 주황색 실, D: 청색 

실, E: 지경사, F: 지위사



22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전재로 사용된 솜포와 면천, 초석 역시 습식 세척으로 인

한 손상이 우려되어 건식 세척을 진행하였다. 

1) 구조부

내부의 목재 프레임과 웨빙, 스프링은 먼지로 뒤덮

여 있었다. 프레임 가장자리는 이전에 사용된 못들이 제

거되지 않은 상태로 박혀 있어서 제거를 시도하였지만, 

목재의 손상이 우려되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프

레임의 세척은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먼지와 오염물을 

털어내고,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분진을 제거하였다. 

웨빙과 스프링은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먼지와 오염물

을 털어냈으며, 진공 흡입기로 분진을 제거하였다(사진 

4A). 스프링은 세척 후 Crystalline wax로 표면 강화 처리

를 진행하였다.

2) 충전재

세척은 부드러운 붓과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오

염물과 먼지를 제거하였다. 핀셋으로 커버에서 풀린 실

을 제거하고 먼지를 털어냈다. 초석과 닿는 부분은 지푸

라기와 같은 이물질이 섬유 사이에 박혀 있었다. 우선 핀

셋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

를 털어낸 후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

였다. 충전패드의 세척은 외부로 노출된 짚풀 등을 재삽

입하고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를 털어낸 후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였다(사진 4B).

3) 커버

기존 커버는 부드러운 붓과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였다. 부드러운 붓으로 안쪽을 세척한 후 

뒤집어 직물의 결 방향과 같게 먼지를 털어내고 진공 흡

입기를 사용하여 직물에 붙어 있는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

였다. 발견 커버는 오랜 시간 열화되어 재질이 약화된 상

태였다. 유물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드러운 솔

과 블로어를 이용하여 안쪽을 세척 한 후 겉쪽으로 돌려 

직물의 결 방향과 일치시켜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최종

적으로 블로어를 사용하여 직물에 붙어 있는 미세한 먼지

를 제거하였다(사진 4C). 하단 커버는 부드러운 붓을 사

용하여 오염물을 털어내고 진공 흡입기를 사용하여 직물

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였다.

사진 3   매트리스 해체. A: 커버, B: 발견 커버, C: 솜포, D: 면천, E: 초석1, F: 

충전패드(면천, 짚풀, 버랩), G: 충전패드 후면(『근대 그 새로운 시대』, 

2018), H: 구조부(스프링, 목재, 웨빙)

A B

C

F

D

G

E

H

A

B C

사진 4 매트리스 세척. A: 목재 프레임, B: 충전재(버랩), C: 발견 커버



229  국가민속문화재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傳 純貞孝皇后 朱漆 螺鈿家具) 매트리스의 보존처리 및 제작 기법 비교

3. 보수 및 보강

업홀스터리의 수리는 손상된 부재를 유사한 성능의 

부재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전 순

정효황후 매트리스는 국내에 찾아보기 힘든 업홀스터리 

구조로서, 현재의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재를 내부에 남겨둔 후 동종의 부재로 보수 및 보강을 

진행하였다. 사용 재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재료를 영국에서 수급하여 사용하였다. 

1) 구조부

하단의 웨빙은 동종의 새로운 웨빙을 덧대어 보수하

였다. 가로·세로 8개씩 놓았으며 기존 웨빙과 동일하게 배

열하였다. 웨빙의 고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의 택을 박

은 후 접어서 2개의 택으로 프레임에 고정하였다. 웨빙과 

스프링의 고정은 트와인을 사용하였다. 곡 바늘을 사용하

여 시작점에서 끊어지지 않게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게끔 

바느질하였다. 사각형의 구조를 위·아래·옆으로 이어서 

매듭을 짓고 고정하였다(사진 5A). 상단의 손상된 트와인

은 제거하지 않았고 유사한 재질의 트와인을 사용하여 고

정하였다. 둘레 스프링은 하단의 목재 프레임과 가장자리 

철근의 고정을 진행하였다. 모서리 바닥에 트와인을 택으

로 고정한 후 스프링 연결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고정된 둘레 스프링은 상단에 접해 있던 철근과 2차 고정

을 진행하였다. 휘어진 철근은 수평을 맞춰주고, 스프링

과 닿는 부분은 트와인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고정된 스

프링을 아래로 당겨 높이를 11㎝로 맞춘 후 트와인과 택으

로 프레임에 고정하였다. 높이는 발견 커버에서 측면을 감

싸는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내부의 스프링 고정은 목재 

프레임에 트와인을 고정한 후 가로·세로·사선 방향으로 진

행하였으며, 스프링과 닿는 여덟 부분에서 매듭을 짓고 반

대편 목재 프레임에 택을 박아 마무리하였다(사진 5B).

2) 충전재

충전패드는 스프링과 닿는 버랩의 우측면에서 손상이  

심각하여 보강이 필요하였으며, 면천과 버랩 사이의 결합  

부분이 느슨해져 내부의 충전재가 유실되고 있는 상태였

다. 보강용 버랩을 재단하여 삽입하고 정돈한 후 손상된 마

천의 가장자리를 따라 감침질로 결합하였다(사진 5C). 면

천은 보강천을 재단하여 삽입하고 정돈한 후 홈질로 바느

질하였다. 충전패드의 우측과 하단, 그리고 상단의 결합 부

분에서 충전재가 노출되어 기존의 바느질선을 따라 사방을 

공그르기 바느질하여 결합하였다(사진 5D).

3) 커버

발견 커버는 습식 세척 시 증류수에 의한 색상의 이

염 또는 변색될 것이 염려되어 전체적으로 손 압력에 의

한 다림질과 유리판 및 자석을 사용하여 형태를 잡아주었

다. 구김이 심한 부분은 증류수로 가습한 후 유리판과 자

석을 사용하여 구김을 펴주었다(사진 5E). 보수는 측면의 

가장자리를 한 장의 직물로 둘러가면서 보수한 뒤 커버의 

중앙을 보강하였다. 안쪽 면의 시접 부분은 올이 많이 풀

려 있어 전체적으로 감침질하여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였

다. 바깥 면은 손상된 곳에 파손된 치수보다 사방으로 5㎝ 

가량 크게 보강 직물을 마름하여 유물 안쪽에 넣고 올을 

맞춰 세로와 가로를 길게 시침으로 고정시킨 후 손상 부

A B

C D

E F

사진 5   매트리스 보수 및 보강. A: 웨빙, B: 스프링, C: 충전패드(버랩), D: 충전

패드(면천), E: 발견 커버 측면, F: 발견 커버 바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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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Self Couching Stitch하였다(사진 5F). 하단 커버는 

재봉선이 뜯어져 손상된 세로 방향으로 온박음질하였다. 

가로로 손상이 나타난 부분은 동일 재질의 면직물을 아래

에 덧댄 후 감침질로 고정하였다.

4. 조립

1) 충전재

보강된 구조부(사진 6A)의 스프링과 프레임으로부

터 충전패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의 버랩을 삽입하여 

고정하였다(사진 6B). 충전패드는 보강용 버랩의 상단에 

올리고 해체 시 일괄 수습하였던 택으로 고정하였다(사

진 6C). 충전패드 상단은 초석이 직접 닿아 2차 손상이 우

려됨에 따라 보강천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초석은 중

심과 가장자리의 높이 차이로 인한 직물의 손상이 우려되

어 기존의 상·하 배열에서 좌·우로 변경하였다(사진 6D). 

초석의 위로 면천을 올린 후 정돈하고 상단과 하단에 택

으로 고정하였다(사진 6E). 솜포는 커버를 올렸을 때 완

만한 시트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정돈하였다(사진6F).

2) 커버

보강천은 노방천과 광목천을 사용하였다. 노방천은 

발견 커버의 손상부와 옆면의 보강재로 사용하였으며, 광

목천은 하단 스프링의 탄성으로부터 발견 커버를 보호하

고 충전재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보강천은 

발견 커버의 색과 유사하게 염색을 진행하였다. 오리나

무 열매를 기본으로, 매염제는 백반과 미량의 구리 매염

제를 사용하여 유사한 발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였다. 

염색된 보강천(광목천) 2장을 길게 연결하여 재봉한 후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주름을 펴고 프레임에 택으로 고정

하였다. 모서리는 형태를 잡은 후 남아 있는 보강천(광목

천)을 잘라내고 접어서 고정하였다(사진 6G). 발견 커버

는 우측 상단을 트인 상태로 보강천 위에 안착시켰다. 측

면의 접힌 부분을 매트리스 아래로 늘어트려 형태를 잡으

며 커버를 정돈하였다. 트인 부분의 문양과 패턴을 확인

하여 바느질로 고정한 후 매트리스에 씌워서 마무리하였

다(사진 6H). 보존처리가 완료된 매트리스의 크기는 가

로 135㎝, 세로 197㎝로 큰 차이가 없으나 높이는 측정 위

치에 따라 약 2~4㎝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7A, 7B). 이는 보강용으로 사용된 재료들로 인한 높이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하단 커버는 직접 바닥

에 닿아 외부의 오염물은 물론 하중에 의한 손상이 우려

되어 보강천을 덧씌워 보호하였다. 기존 커버와 상단의 

작은 솜포는 보존처리 후 별도 보관하였다. 

사진 6   매트리스 조립 순서. A: 구조부(스프링, 목재, 웨빙), B: 보강 버랩, C: 충

전패드(면천, 짚풀, 버랩), D: 보강 면천, 초석, E: 면천, F: 솜포, G: 보강 

커버, H: 발견 커버

A B

C

F

D

G

E

H

사진 7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매트리스. A: 처리 전, B: 처리 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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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창덕궁 대조전 침대 매트리스 

창덕궁 대조전 침대 매트리스는 길이 224cm, 폭 

154cm, 높이 113.5cm의 뼈대 전체를 용으로 조각된 서

양식 침대이다. 매트리스 중앙부가 함몰되고 상단 커버

도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

지 에이스침대에서 수리·복원하였다. 매트리스의 손상 

양상은 중앙 부위가 함몰되었고 상단의 붉은 커버가 찢어

져 있으며 스프링을 지지하는 프레임의 손상이 확인되었

다(사진 8A~8C). 상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일부 스프링이 

파손되고 결손되었으며 스프링을 연결하는 트와인이 끊

어져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되었다. 손상된 하단부를 통

해서 확인된 매트리스의 구조는 내부에서 사용자의 하중

을 지지하는 목재 프레임, 스프링 지지대, 스프링으로 구

성된 구조부와 쿠션감을 위한 충전재, 외부를 감싼 커버

로 나타난다. 상단 커버는 붉은색의 벨벳 원단으로 열화

되어 변색이 진행되었고, 부분적으로 찢겨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프레임에 고정되었다. 하단 커버는 광목

으로 제작되었으며 상부의 함몰로 찢기고 프레임으로부

터 탈락되었다. 가로 프레임 아래로 세로의 프레임을 배

치되었으며, 함몰된 위치를 따라서 가로와 세로 프레임이 

파손되고 스프링이 탈락·결손되었다(에이스침대 2009). 

일반적으로 업홀스터리 구조에서는 스프링과 닿는 부분

은 비교적 물성이 강한 버랩이 사용되지만, 창덕궁 대조

전 매트리스는 황색과 푸른색의 직물이 확인되었다.

매트리스 하단 커버는 손상을 최소화하여 수습하였

다. 상단 커버는 택으로 고정되었으며 목재 프레임의 손

상을 최소화하여 해체를 진행하였다. 상단 커버 수습 도

중 원형으로 추정되는 황색 커버가 일부 발견되었다. 황

색 커버는 분석 결과, 선염 후 직조되었으며 무늬가 없

는 실크 벨벳으로 확인되었다(사진 8D). 상단 커버의 아

래로는 펠트와 볏짚, 가마니, 직물류가 확인되었다(사진 

8E, 8F). 충전재로 사용된 펠트, 볏짚, 가마니(기계 직조)

로 보아 1950~60년대의 재료로 추정된다. 직물류는 스프

링과 닿아 있으며 황색과 푸른색의 천을 이어놓았다. 황

색천은 황색 커버와 동일한 직조 형태가 확인되었다. 구

조부는 스프링을 노끈으로 추가로 매듭한 흔적이 확인되

며 7개의 가로 프레임을 따라 6개씩 스프링이 배열되었다

(에이스침대 2009).

창덕궁 대조전 침대 매트리스는 목재의 프레임 위로 

스프링이 배열되었다. 스프링의 상단을 천으로 덮은 후 가

마니, 볏짚, 펠트와 같은 충전재를 올린 후 커버가 씌워진 

형태로 확인되었다(그림 2A). 프레임과 스프링은 심하게 

손상되어 동일한 소재로 복원하였다. 충전재인 가마니, 볏

짚은 재사용하였으며 펠트는 목화솜으로 교체하였다. 프

레임에 남겨진 황색 커버와 스프링을 감싼 황색 커버의 분

석 결과가 일치하여, 이전 수리 과정에서 내부의 부재로 

재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60년대의 재료로 추

정되는 펠트와 가마니가 내부에서 발견되고, 못에 남은 직

물의 흔적과 상단의 커버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못

의 형태들은 부분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매트리스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매트리스의 구조는 목재 

A B

C D

E F

사진 8   창덕궁 대조전 매트리스 A: 상단 함몰, B: 커버 손상, C: 하단 내부, D: 

황색 커버, E: 충전재(펠트), F: 충전재(짚풀, 가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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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에 스프링이 3개의 열만 배열되었을 뿐 나머지는 

웨빙에 올려져 고정되었다. 스프링은 트와인으로 엮었으

며 상단으로 충전패드(마천, 볏짚, 면천)를 고정하고 초

석, 면천, 솜포를 올린 후 커버가 씌워진 형태로 확인되었

다(그림 2B). 

버랩에서 확인된 영문은 Canada Beaver Mines 

(Asbestos Corporation)에서 석면을 수출할 때 사용

된 포대로 확인된다. 캐나다에서 조선(朝鮮), KOBE, 

YOKOHAMA 지역으로 수출한 포대를 매트리스 제작에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트리스 상단 커버의 수습 과정에서 새로운 커버가 

발견되었다. 목재 프레임 하단에서 동일한 직물이 못에 

찢겨진 형태로 확인되고 내부에서 1960년대 신문 등이 

발견되어, 제작 이후 부분적인 수리 과정에서 기존의 커

버를 외부 마감재로 재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삽입한 것으

로 추정된다.

새로운 커버는 루프 파일과 컷 파일이 복합된 직물

로서 전체를 루프 파일로 제직하고 문양 일부를 컷 파일

로 작업하였다. 경 파일 직물로 지경사와 파일 경사를 써

서 파일을 일으킬 부분에 위사 대신 철사를 끼워 제직하

는 방법으로 직물 표면에 루프 파일과 컷 파일을 만든 입

체적인 직물이다. 지경사는 지위사와 바닥 조직을 만들

고, 파일 경사는 문양에 따라 필요한 부분의 파일 경사만

이 들어올려지며, 만들어진 저구 사이에 위사 대신 철사

를 끼워 제직한다. 이렇게 해서 파일 경사가 풀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짠 후 철사를 빼면 직물 전체는 고리 모양

의 루프 파일이 되고, 철사 위의 파일 경사를 자르면 컷 

파일의 융 직물이 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장융(漳絨)

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서구에서는 시스레 벨벳(Cisele 

Velvet)이라고 한다.

Ⅳ. 결론
 

창덕궁 대조전 매트리스는 1910년부터 1926년 사이

에 사용되었으며, 전 순정효황후 나전침대 매트리스는 순

종황제가 사망한 후 1926년 창덕궁 낙선재로 거처를 옮

겨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0~30년대에 국내에서 매

트리스 제작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침대 커

버인 벨벳 직물도 국내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880년대부터 국내 호텔에 서양 침대가 수입된 사실이나 

대한제국기에 이미 각종 서양 가구를 유럽에서 직접 수입

한 사례를 미루어보면, 매트리스를 직접 수입해왔을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공호 2018). 

두 매트리스 모두 보존처리 과정에서 원형 커버가 

발견되었고 공통으로 벨벳이 사용되었다. 벨벳은 벨루티 

가(Velluti 家)의 발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여 이탈리아어

로 벨루토(velluto)라 하였으며, 특히 14세기에서 16세기

에 걸쳐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복식 재료로 생산되어 유

럽 각국에 보급되었다. 광택·촉감이 특별하여 왕실과 귀

족, 종교인의 예복이나 실내장식용으로 귀하게 쓰였다

(최공호 2018). 국내에서는 처음 보이는 직물로 근대 직
그림 2   매트리스 구조. A: 창덕궁 대조전 매트리스 보존처리 후, B: 전 순정효

황후 주칠 나전가구 매트리스 보존처리 후

A
커버(복원)

커버(복원)

스프링(복원)

프레임(복원)

솜포

초석

짚풀

B

보강커비

보강 면천

보강 버랩

발견커버

솜포

면천

초석 1

초석 2

충전패드 상단(면천)

충전패드 내부(짚풀)

프레임 및 웨빙

충전패드 하단(버랩)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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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연구에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다. 

순정효황후가 사용한 매트리스는 제작 시기의 차이

가 있을 뿐 업홀스터리로 제작되었다. 업홀스터리는 매

트리스, 소파, 팔걸이 의자 등에 충전재를 채우고 그 위에 

천을 씌운 실내가구를 의미하며 근대기에 수입된 가구에

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2011). 충전재는 일반적

으로 솜포나 말총, 야자나무 섬유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매트리스의 경우 초석, 가마니와 짚풀 등

이 공통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작 환경에 따른 사용 재료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매트리스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이 아닌 서양의 문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료와 

제작 방식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업홀스

터리 의자 또는 소파의 보존처리에서 제작 특성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근대문화재의 보존방

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보수·보존처리 용역의 결과물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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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rried out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mattress put on the bed, which is one of  4 items in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the Red-lacquered Furniture with the inlaid mother-of-pearl design used by 

Empress Sunjeonghyo (presumed), after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the used 

materials. And the study intends to compare it with the mattress placed in the Daejojeong in the Changdeokgung 

Palace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mattresses domestically used during the 1920s and 1930s. From 

the analysis of  the mattress presumably used by Empress Sunjeonghyo, it was identified that the mattress frame 

was made of  pinaceous hemlock spruce while the webbing and twine in the structural parts were made of  jut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burlap had a filling material that was made of  jute; the straw mat was made from 

Oryza; and, the rest of  the filling material was cotton . Rayon was used for the top cover while cotton was used 

for the bottom. As a result of  research on the materials and the inner structure, it was found that mattress was 

manufactured in the form of  the upholstery style mainly found in chairs and day-beds in Western furniture. Based 

on analysis results, materials identical to the original were adopted dur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Next, the 

process of  dismantling, cleaning, repair, reinforcement and assembling was conducted. During the dismantling 

process, the top cover was newly discovered and some letters (Yokohama, Kobe, and Joseon) were found in the 

burlap filling, but there was no trace which can clarify its maker or production place. dry cleaning wa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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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ructural parts, filling materials, and the cover, and then the repair and reinforcement were done, preserving 

the existing materials in the upholstery structure and using the same materials for conservation. The webbing in the 

structural parts was reinforced using materials identical to the original, and the twine was used for arranging and 

fixing the springs into wooden frames. For the damaged cotton cloth and burlap, reinforcement materials identical to 

the original were put over it and sown. For the damaged area of  the top cover, reinforcement cloth was cut and then 

added inside and the damaged area was sown. Assembling was carried out in the reverse order of  the dismantling. 

After the burlap identical to the original material was inserted into the areas in contact with the springs and then 

fastened, a filling pad, reinforcement cloth, a straw mat, cotton cloth, cotton felt, wide cotton cloth for protecting the 

cover, and the cover were layered and fastened with tacks. 

 

The two mattresses used by Empress Sunjeonghyo differed only by the period of  production and followed 

the same Western upholstery style consisting of  the frames, filling materials, and covers. Dur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process, a velvet cover was newly discovered and the traces of  repair in the past were found. Furthermore, 

identifying straw mats, straw bags, and straws for filling material, this study confirmed changes in the materials used 

according to the production environmen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see changes in the conservation materials 

dur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used for chairs and sofas in the upholstery style 

belonging to the modern cultural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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