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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cultural heritages experience chemical and physical deterioration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preservation environments and the property of paper
materials1). Thus, it is important to develop optimal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methods for the damaged paper cultural heritages. Currently, lining is a popular
treatment for the restoration of paper cultural heritages in Korea. Since lining
paper is a layer of paper directly attached to the inside of cultural heritages for
protection, understanding of the preservation properties of lining paper is
primarily needed in order to devise the better preservation methods. The main
material of lining paper is the paper mulberry, but additives such as chalk and
white clay is sometimes used to enhance the preservation properties of lining
paper. To date, the properties of the functional lining paper containing these
additives have been not fully understood yet. In this study, dry heating aging at
105℃ and biological aging by the Aspergillus versicolor and Penicillium polonicum
for the lining paper, which is made from paper mulberry and the chalk, are carried
out to evaluate changes in their preservation properties by these aging factor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functional lining paper containing 25.1% of chalk
can control the growth of fungi, while the paper containing 32.7% of chalk do not
show any protection effect. However, the functional lining paper added by chalk is
more aged than the lining paper made from paper mulberry by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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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지류 문화재는 국내 문화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지류 문화재들

은 유기질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보존환경이나

기타 여러 인자들에 의해 쉽게 물리적·화학

적·생물학적 열화가 발생될 수 있다.2) 그러므

로 지류 문화재의 구적인 보존 및 복원을 위

해 배접(lining), 탈산처리(deacidification),

훈증처리(fumi-gation), 짜깁기(leaf-

casting) 등 여러가지 보존처리 방법들이 행해

지고 있다.3)~6)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류 문

화재의보존처리로배접을주로행해왔다. 

배접지는 일반적으로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닥지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백토나 호분 등의

물질을 첨가한 배접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호

분(조개가루)이나 백토는 산의 중화나 항균 작

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분지나백토지의보존특성에대해서는아직

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배접지의 경우, 지류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접

촉되기 때문에 그 보존 특성에 따라 지류 문화

재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접지, 특히 기능성 배접지에

대한보존특성을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요기능성배접지중

의 하나인 호분지의 보존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건식 인공열화 및 생물학적 인공열화를 실

시하여 닥나무 100%로 제조된 "닥지"의 보존

특성과비교분석해보았다. 

Ⅱ. 시료및연구방법

2.1. 공시재료

2.1.1. 배접지 (lining paper)

호분 함량이 다른 2종의 호분지와 닥섬유

100%로 제조된 닥지 2종을 사용하 다. 사용

된배접지의특성은Table 1과같다. 

2.1.2. 균 (fungi)

Fausta Gallo에 의하면 지류를 열화시키는

균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균류는

Aspergilli(약 30%)와 Penicilli(30% 이상)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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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s of lining paper samples.

* MD: bal direction, CD: bal cross direction
** Chalk content: measured a calcium carbonate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chalk(g CaCO3/㎡)

Dakji

A
A-1

A-2

B-1

B-2

MD( )

CD( )

MD( )

CD( )

23.5

23.4

79.75

77.38

-

-B

Lining paper Bal*
direction

Basis
weight
(g/㎡)

Thick
ness
(㎛)

Chalk
cons.
(%)

Chalk
added
Dakji

C
C-1

C-2

D-1

D-2

32.7
(13.9**)

25.1
(7.9**)

MD( )

CD( )

MD( )

CD( )

42.5

31.5

115.25

101.63D

Lining paper Bal*
direction

Basis
weight
(g/㎡)

Thick
ness
(㎛)

Chalk
c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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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지류문화재인 조선왕조실록 랍본에서

동정된 것으로 알려진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을농업

유전자원센터 (KACC)에서 분양받아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

배지에 접종하여 28℃의 인큐베이터에서 2주

간배양하 다(Table 2). 

2.2. 연구 방법

2.2.1. 인공열화실험

2.2.1.1. 생물열화실험

각각의 배접지를 60×60 ㎜ 사이즈로 재단하

으며 가압멸균장치(autoclave)에서 120℃로

멸균한후무균상자(clean bench) 내에서직경

90 ㎜의 패트리 디쉬에 한 장씩 넣었다. 이후

cork borer(3호)를 사용하여 균을 절취한 후

패트리 디쉬 내 배접지의 중앙에 접종하 으

며, 균이 접종된 패트리 디쉬의 뚜껑을 개봉한

상태로 직경 150 ㎜의 패트리 디쉬 내에 투입

하 다. 마지막으로 균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

을 제공하기 위해 균에 직접 닫지 않도록 바깥

쪽의 패트리 디쉬(φ150 ㎜) 내에 10 ㎖의 멸균

수를 넣은 후, 파라 필름(para film)으로 봉

하여 30℃인큐베이터에서 90일간생물열화를

실시하 다. 

2.2.1.2. 건식열화실험

ISO standard 5630-1 법에의거하여 105℃에

서 90일동안건식열화를실시하 다. 

2.2.2. 인공열화특성분석

2.2.2.1. 균 생장률 분석

82 보존과학연구

Table 2. Generals of Aspergillus versicolor and Penicillium polonicum.

Sample name

KACC No.

History

Location of Isolation

Source

Media

Temperature

Image

K-8

41873

CBS 245.65

USA, Indiana

Cellophane

PDA(Potato Dextrose Agar)

28℃

K-9

43011

CNU 0600092

Daejeon, Korea

Pinus densiflora

PDA(Potato Dextrose Agar)

28℃

Scientific name Aspergillus versicolor Penicillium polon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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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열화 시 균 성장률을 살펴보기 위해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 을 실시하 다.

사진이미지를통한육안관찰은관찰자에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균

성장률 분석 시 육안관찰 보다 더 정확하게 비

교 분석하기 위해 iCamscope MVS-24

(Mobile VideoScope)를 이용하여 열화된 시

료표면의미세 상확대분석을실시하 다.

2.2.2.2. 물리적 특성

각시료를항온항습조건에서조습처리한후,

ISO 1924, 5626에 의거하여 각각 인장강도는

만능시험기(INSTRON 3365)를 사용하여 측

정하 으며, 내절도는 MIT 내절도시험기

(TOYOSEIKI)를사용하여측정하 다. 

2.2.2.3. 광학적 특성

각시료를항온항습조건에서조습처리한후,

TAPPI Standard 452, 425에 의거하여 백색

도와 불투명도를 측정하 으며, 측정장비는

ELREPHO(Lorentzen & Wettre)를사용하 다. 

Ⅲ. 결과및고찰

3.1. 생물학적 열화

닥지 및 호분지의 생물학적 보존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에 의한 생물학적 인

공열화를실시한후, 균 생장률및광학적특성

을분석한결과는다음에서보는바와같다. 

3.1.1. 균생장률

생물학적 인공열화 시 닥지 및 호분지의 균

생장률분석결과는 Fig. 1에서보는바와같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 모두

호분 함량이 25.1%인 D 배접지의 균 생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A, B, C 순으로 균 생

장률이 낮았다. 이처럼 호분 함량이 높은 C 배

접지의 경우 닥지보다 균 생장률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보아 호분지의 호분 함

량에 따라 생물열화 방지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호분 함량에 따른 생

물열화 방지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또한생물열화균류에따른균성장률을살펴

보면 호분 함량이 높은 C 배접지를 제외한 A,

B, D 배접지 모두에서 Aspergillus

versicolor가 Penicillium polonicum 보다

균 생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호분 함량

이 32.7%인 C 배접지의 경우 Penicillium

polonicum 균에 의한 균 생장률이 높게 나타

나Penicillium polonicum균의경우호분함

량이높으면오히려생물열화가촉진됨을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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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광학적특성

3.1.2.1. 백색도

열화 전, 후 백색도 변화율은 열화 전 시편의

백색도 값(100%)에 대한 열화 후 시편의 백색

도 값의 비율로 환산하여 Fig. 2에 나타내었

다. Aspergillus versicolor가 Penicillium

polonicum보다 초기값에 비해 백색도가 낮게

나타났다. 각 배접지별 변화율을 살펴보면

Asergillus versicolor의경우B, C, A, D 순으로

백색도가감소하 으며, Penicillium polonicum의

경우C, B, D, A 순으로백색도가감소하 다. 

84 보존과학연구

Digital camera image

iCamscope image

Fig. 1. The growing image of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 on the lining paper samples after biological aging
(fungi: Aspergillus versicolor (K-8), Penicillium polonicum (K-9) , Lining paper: A, B, C, D).

Fig. 2. The ratio of ISO brightness to initial value (100%) of
lining paper samples after biological aging by Aspergillus
versicolor (K-8) and Penicillium polonicum (K-9). 

Fig. 3. The ratio of L* value to initial value (100%) of lining
paper samples after biological aging by Aspergillus versicolor
(K-8) and Penicillium polonicum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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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색도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

에 의한 생물열화 전후 배접지 시편의 색도 변

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Fig. 3, 4, 5에서 보는

바와같다. 

Fig. 3에서보는바와같이생물열화후초기

값(100%)에 대한 L*값의 비율은 As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에의해

생물열화된배접지모두 B, C, D, A 순으로감

소하 다. 

각 배접지들의 생물열화 전후 a*값을 살펴보

면, Asergillus versicolor의 경우 생물열화

후 B, C, D 배접지순으로초기값에비해증가

하 으며, A 배접지는 감소하 다. 이러한 결

과로볼때 A 배접지를제외한 B, C, D 배접지

모두 Asergillus versicolor에 의한 생물열화

시적변이발생하는것을알수있었다. 

Penicillium polonicum의 경우에는 A와 D

배접지의 a*값은 감소하 으며, B와 C는 증가

하 다. 

각 배접지들의 생물열화 전후 b*값은

Aspergillus versicolor와 Penicillium

polonicum 균 모두 D 배접지를 제외한 A, B,

C 배접지의 열화 전 시료에 비해 b*값이 증가

하여 생물열화 시 황변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

으며, 특히 호분 함량이 높은 C 배접지의 변화

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3.2. 건식 열화

닥지 및 호분지의 보존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105℃의조건에서건식인공열화를실시한후,

물리적 특성 및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서보는바와같다. 

3.2.1. 물리적특성

건식인공열화전후배접지시편의물리적특

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내절도 및 인장강도

를 측정하여 주었으며, 물질방향과 물질반대방

향의시편에대해각각측정하 다. 

건식인공열화시내절도변화율을살펴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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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ange of a* value of lining paper samples
before/after biological aging by Aspergillus versicolor (K-8) and
Penicillium polonicum (K-9). 

Fig. 5. The change of a* value of lining paper samples
before/after biological aging by Aspergillus versicolor (K-8) and
Penicillium polonicum (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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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ig. 6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화가 진

행됨에따라내절강도가초기값에비해감소되

었다. 호분 함량이 32.7%인 C 배접지의 변화

율이 25.1%에 비해 높게 나타나 호분 함량에

따라상이한결과를나타냈다. 

또한 인장강도 역시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초

기값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내절도 감소율보다

적은감소율을나타냈다(Fig. 8, 9). 

86 보존과학연구

Fig. 6. The change rate of MIT folding endurance of lining paper
samples during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MD: bal direction). 

Fig. 7. The change rate of MIT folding endurance of lining paper
samples during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CD: bal cross direction). 

Fig. 8. The change rate of tensile index of lining paper samples
during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MD: bal direction). 

Fig. 9. The change rate of tensile index of lining paper samples
during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CD: bal cross direction). 

Fig. 10. The ratio of ISO brightness to initial value (100%) of
lining paper samples after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Fig. 11. The ratio of L* value to initial value (100%) of lining
paper samples after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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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광학적특성

3.2.2.1. 백색도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열화전후백색도변

화율은 열화 전 시편의 백색도 값(100%)에 대

한 열화 후 시편의 백색도 값의 비율로 환산하

여주었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

C, D 배접지모두건식인공열화시 30일이후

백색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색 전환(color

reversion)이발생됨을알수있었다. 

3.2.2.2. 색도

건식 인공열화에 따른 색차의 변화 특성은

Fig. 11, 12, 13에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L*값의 경우 열화 30일 후 감소

되어 백색도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a*값은 30일 열화 시 감소되었다가 이후 열화

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결과로볼때, 열화가진행됨에따라적

변(赤變)이발생되는것으로보인다. b*값의경

우,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닥지와 호분지 모두

증가하여 황변(黃變)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Ⅳ. 결론

생물학적 인공열화 시 각 배접지별 균 생장율

살펴보면호분함량이 25.1%인호분지의균생

장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호분 함

량이 32.7%인 호분지의 경우 균 생장률이 높

게나타났다. 또한균류별균생장률은호분함

량이 높은 C 배접지를 제외한 A, B, D 배접지

모 두 에 서 Aspergillus versicolor가

Penicillium polonicum 보다 균 생장률이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호분 함량

및 균에 따라 생물열화 방지효과가 상이한 것

으로보이므로추후호분함량및균에따른생

물열화 방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건식인공열화에따른물리적특성을살

펴본 결과,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모두 초기값

에비해급격히감소되어열화가상당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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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hange of a* value of lining paper samples
before/after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Fig. 13. The change of a* value of lining paper samples
before/after dry heating accelerated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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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알수있었다.

특히 호분 함량이 32.7%인 C 배접지의 변화

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볼 때, 호분지의 경우 호

분함량에따라부분적으로생물열화방지효과

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의 건식 인공열

화에 대한 방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호분함량이많은경우오히려열화율

이 닥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보존특성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다. 그러므로 추후 호분

함량에 따른 배접지의 보존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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