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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화의 구성 조건 중 차단층은 작품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차단층의 역할 및 재료에 대한 보존과학

적 접근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및 유화작품의 구조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표준시료를 제작하

였으며, 방습성 평가 및 가속열화실험을 통해 차단층 재료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문헌자료 조사 결과, 과거부터 차단층으

로 이용되어온 재료는 아교이고 , 현대로 넘어오면서 합성수지가 병용되고 있으며 , 특히 Polyvinyl Acetate(PVAc)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화작품 분석 결과 , 지지체의 표면에서 차단층이 확인되었으며 차단층 재료는 

아교로 동정되었다 . 바탕칠층 안료는 Funaoka canvas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 산화납과 산화타이타늄이 주요 구성성

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표준시료를 제작하여 차단층 재료의 기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 아교의 

경우 낮은 수축률을 보였으나, 방습성, 색도, 그리고 인장강도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조밀한 균열이 확인

되었다. PVAc(A)의 경우 방습성, 색도, 그리고 인장강도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 높은 수축률과 넓은 간격의 

균열이 확인되었다. PVAc(B)의 경우 인장강도, 수축·팽창률, 그리고 표면관찰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 , 방습

성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 각각의 차단층 재료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차단층 재료의 친수성과 소수성 , 
분자 간의 밀도와 접착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유화작품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유화 , 차단층 , 캔버스 , 아교 , Polyvinyl Acetate(PVAc), Gamblin PVA Size, Funaoka Canvas, 방습성 , 보존

ABSTRACT     Despite the size layer is an important part for conserving the artworks in the configuration of oil painting, 
the conservation scientific approaches of that have not been made yet. Therefore, this study produced standard sampl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of oil painting works, and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functions of the size layer 
materials. As a result of literature material, traditionally, animal glue was used for the size layer, whereas synthetic resin 
have been used in combination with animal glue since the modern age, in particular, it was identified that Polyvi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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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PVAc) was in general use. As a result of analysis of oil painting works, size layer was detected on the support 
and it was identified as animal glue.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Funaoka canvas for ground, it showed that the lead 
oxide and the titanium dioxide were the main constituent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standard samples were produced. 
As a result of evaluation on the functions of the size layer materials, in the case of the animal glue, stable result was 
observed in the shrinkag·expansion rate, whereas slight weakness was observed in moisture proofing, color, and tensile 
strength, and dense cracks were found on surface. As for PVAc(A), moisture proofing, color, and the tensile strength 
exhibited stable results. Higher shrinkage rate was observed and the cracks with wide gaps were found on surface. As 
for PVAc(B), tensile strength, shrinkage · expansion rate, and surface observation showed stable results, whereas moisture 
proofing property showed poor results. Different aspects were observed in each experiment, and this phenomena were 
considered to be due to the density and the adhesion properties between the hydrophilic and hydrophobic molecules 
in the size layer material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materials for the oil painting work conservation henceforth.

Key Words: Oil Painting, Size Layer, Canvas, Animal Glue, Polyvinyl Acetate(PVAc), Gamblin PVA Size, Funaoka 
Canvas, Damp proof property test, Conservation

1. 서 론

유화의 밑바탕 재료는 초기에는 패널(panel)이 주로 사

용되었으나, 르네상스 시기를 기점으로 직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Young, 2012). 직물은 밑바탕 재료의 조건을 갖

추기 위해 몇 단계의 공정을 거쳐 캔버스(canvas)라는 명

칭을 부여받게 된다. 캔버스는 지지체(support), 차단층

(size layer), 바탕칠층(groun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차단층은 지지체인 직물의 올과 올 사이를 메워줌으로써 

물감의 투과를 방지하고, 바탕칠층과 물감층에 함유된 건

성유 및 안료의 독성을 막아줌으로써 셀룰로오스로 이루

어진 지지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지체와 바탕

칠층 사이의 결합력을 제공하며, 씨실과 날실의 유동을 막

아 지지체로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준다(Mayer, 1991).
차단층 재료는 전통적으로 아교가 사용되었으나(Young, 

1996), 현대로 넘어오면서 합성수지가 병용되고 있으며

(Shinsuke, 1995), 특히 Polyvinyl Acetate(PVAc)를 사용

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재료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

고, 차단층은 캔버스의 내부에 존재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거나 그 역할이 무시된 채 형식적으로 

제작되는 일이 많았다. 차단층의 부재 및 결함은 유화의 층

위별 재료의 물리·화학적 손상으로 이어지며, 작품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현존하는 초기 유화작품이 소수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

이 심각한 훼손상태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이 차단층은 작품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요소임에도 현재까지 국내외 유화보존에 대한 연구

는 대부분 상태조사와 안료 및 매재(medium)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차단층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 조사 및 유화작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표준시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표준시료를 통해 캔버스 차단층의 재료특성을 분석

하고 기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조건에 대한 차단층 

재료별 캔버스의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2. 연구재료  방법

2.1. 유화작품 분석

차단층 유무에 따른 형태학(morphology) · 분광학

(spectroscopy)적 특징 조사 및 표준시료 제작을 위한 재료 

조사를 위해 유화작품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유화 보존

처리 기관인 국제미술과학연구소에 입고된 신성희 作 <제

목미상>(1980년대), <PEINTRE ‘82.B>(1982)와 권옥연 

作 <제목미상>(연대미상) 5점, 김영재 作 <제목미상>(연
대미상)의 총 8점을 대상으로 캔버스 시료의 표면과 차단

층 및 바탕칠층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지체 미

세조직 관찰과 차단층 재료 동정을 위해 동일 작가에 의해 

동일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 중 차단층이 존재하는 작품 한 

점과 차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 한 점을 대상으로 선정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바탕칠층 성분분석을 위해 

작품들 중 Funaoka Canvas를 사용한 여섯 점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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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and method of sample fabrication.

Accelerated degradation Support Size layer
Ground (mix ratio)

Pigment Medium

Damp proof property test by size 
agent

Linen, 
Plain woven

Not sized
7% Animal glue

10% Animal glue
50% PVAc(A)
100% PVAc(A)
100% PVAc(B)

Lead oxide : 
Titanium dioxide

(8:2) Linseed oil : 
Turpentine

(6:4)Assessment of canvas pro-perty 
by size agent Not applied

Table 2. List of samples.

Experiment Size layer Sample name The number
of samples

Accelerated
degradation

Damp proof property test 
(DP)

  A  Not sized
  B1 7% Animal glue
  B2 10% Animal glue

  C1 50% PVAc(A)
  C2 100% PVAc(A)
  D  100% PVAc(B)

DP-A
DP-B1
DP-B2
DP-C1
DP-C2
DP-D

6 Not practiced

 Ratio of shrinking-swelling test
 Surface observation

 Chromaticity test
(ND)

ND-A-1~6
ND-B1-1~6
ND-B2-1~6
ND-C1-1~6
ND-C2-1~6
ND-D-1~6

36

Practiced

Tensile strength test
(DT)

DT-A-1~6
DT-B1-1~6
DT-B2-1~6
DT-C1-1~6
DT-C2-1~6
DT-D-1~6

36

2.1.1. 지지체 미세조직 관찰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RA3 LMH, TESCAN, 
US)을 이용하여 차단층이 존재하는 작품과 존재하지 않는 

작품의 캔버스 시료를 200배율~10,000배율 사이에서 관

찰하여 미세조직 및 차단층 물질의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

였다.

2.1.2. 차단층 재료 동정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Vertex 70,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차단층 재료를 동정하였다. 차단층이 존재하는 작품의 시

료와 차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의 시료를 분석하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시료 조건에 해당하는 의사

시료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ATR방식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Bruker 社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라

이브러리와 시료 및 의사시료의 결과 데이터를 비교분석

하여 차단층 물질을 동정하였다.

2.1.3. 바탕칠층 성분분석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P-XRF: 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MET 3000 TXR, Oxford Instrument, 
UK)를 이용하여 다수의 한국 근·현대 유화작품에 사용된 

캔버스인 Funaoka canvas 社의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 여

섯 점을 대상으로 바탕칠층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물
감층이 존재하지 않는 캔버스 측면을 대상으로 측정하였

으며, 측정시간 120초, 측정지점 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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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elerated degradation condition (Chelazzi et al., 2014).

The wetting and drying condition

Cycle 1 - 54 h at 80℃ and 30% RH.
Cycle 2 - 54 h at 80℃ and 95% RH.
Cycle 3 - 54 h at 20℃ and 95% RH.
Cycle 4 - 54 h at 20℃ and 30% RH.
Cycle 5 - same as cycle 1.
Cycle 6 - same as cycle 2.
Cycle 7 - same as cycle 3.
Cycle 8 - same as cycle 4.
Cycle 9 - 168 h at 80℃ and 95% RH.

- Cycle 1~8
These were meant to simulate and accelerate the effects of changes 
i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side uncontrolled indoor 
environments.

- Cycle 9
It was meant to enhance the degradation reactions promoted by 
previous cycles through the prolonged exposure of samples to high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 The overall length : 25 days

Figure 1. Damp proof property test.

2.2. 표 시료 제작

문헌자료 조사 및 유화작품 분석 결과와 차단층 및 바탕

칠층 조건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표준시료를 제작하였으며, 
Table 1의 조건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시료 목록은 

Table 2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차단층 재료로 아교 이외에 Okong 社의 

‘Okong 205’ 제품과 Gamblin 社의 ‘Gamblin PVA Size’
의 2종의 PVAc를 사용하였다. Okong 205는 국내에서 생

산된 캔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차단층 재료로서 다수

의 한국 근·현대 유화작품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본래 용도는 목공용 접착제이

기 때문에 차단층 재료로서 PVAc를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차단층 재료로서 PVAc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Gamblin PVA Size 제품이 현재 

캔버스 차단층 전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Okong 205 제품은 PVAc(A)로, Gamblin PVA Size는 

PVAc(B)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차단층과 바탕칠층의 농도는 문헌자료조사 및 농도별 적

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특히 

차단층 농도의 경우 상충되는 개념이 존재하였고, 이를 농

도별 적용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시료제작에 반영하였다.

2.3. 차단층 재료 기능평가

2.3.1. 차단층 방습성 평가

차단층 조건별 방습성을 평가하기 위해 습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밀폐용기를 시료의 수만큼 준비하고, 용기의 뚜

껑의 중심부를 동일한 크기로 잘라낸 후 에폭시수지

(Araldite® Rapid Type, Huntsman Advanced Materials)
를 이용하여 시료를 접착시키고 완전 경화시켰다. 용기 내

부에 온 · 습도계를 배치하고 시료가 접착된 뚜껑을 닫은 

후, 데시케이터(desicator) 내부에 밀폐용기를 배치하였다

(Figure 1). 데시케이터 내부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온·습
도계를 배치하고, 고습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부에 질산

칼륨(Potassium nitrate) 용액을 제조하여 부은 후 그리스

(grease)와 파라필름(parafilm)을 이용하여 밀봉하였다. 이
후 12시간 동안 데시케이터 내부 및 차단층 조건별 용기 내

부의 온 · 습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2.3.2. 가속열화에 따른 차단층별 캔버스 물성평가

제작된 시료를 건습반복 조건에서 가속열화를 실시하

여 열화 전·후의 캔버스 물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2.3.2.1. 가속열화 조건

물성평가를 위해 항온항습기(DS-150, Daewon Science, 
Korea)를 이용하여 25일간 건습반복 조건에서 가속열화를 

실시하였으며, 열화 조건은 Table 3과 같다.

2.3.2.2. 수축·팽창률 조사

수축 · 팽창률 조사용 시료에 100mm×100mm크기의 정

사각형을 표시하여 건습반복 가속열화 후 크기확인을 통

해 수축 · 팽창률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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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ot sized sample(×200). Figure 4. Sized sample(×200).

Figure 2. Universal testing machine.

2.3.2.3. 표면관찰

디지털현미경(DG-3, Scalar, Japan)을 이용하여 50배율

로 건습반복 가속열화 전·후의 시료표면을 조사하였다.

2.3.2.4. 인장강도 시험

열화 전 · 후의 인장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KS K 
0520에 의거하여 그래브법으로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3365, Instron, US)(Figure 2)를 이용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인장강도 값(N)을 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화작품 분석 결과

3.1.1. 지지체 미세조직 관찰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캔

버스 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차단층이 처리된 직

물과 차단층이 처리되지 않은 직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

었다.
200배율 관찰에서 차단층이 처리되지 않은 직물의 올이 

풀려있는 반면(Figure 3), 차단층이 처리된 직물의 올은 꼬

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Figure 4). 1,000배
율~10,000배율 관찰 결과, 차단층이 처리된 직물에서 차단

층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확인하였다. 표면에 다른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차단층이 처리되지 않은 직물의 모습과 달

리(Figure 5, 7), 차단층이 처리된 직물에서는 고분자물질

이 섬유 표면을 덮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Figure 6, 8).

3.1.2. 차단층 재료 동정

시료 표면의 차단층 물질을 동정하기 위해 FT-IR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차단층 부재 시료 및 차단층 비도포 의사

시료의 피크와 차단층 존재 시료 및 차단층 도포 의사시료

의 피크가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igure 9). 차단층 존

재 시료 및 차단층 도포 의사시료에서만 카르보닐계 C=O 
결합을 나타내는 1,540cm-1와 아민 N-H 결합을 나타내는 

1,638cm-1에서 흡수 피크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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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ot sized sample(×1,000). Figure 6. Sized sample(×2,000).

Figure 7. Not sized sample(×10,000). Figure 8. Sized sample(×10,000).

Figure 9. A comparison of FT-IR spectrum according to being siz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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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tandard FT-IR spectrum of animal glue(provided by Bruker).

Figure 11. Oil paintings for XRF analysis. (Source: Kukje Art Science Institute).

Table 4. Result of composition analysis on canvas ground by portable XRF(%).

Object Pb Ti Fe Mn Zn Cu Nb Cr Ag Zr Mo Sr Br Se
A 68.4 24.3 2.9 2.1 0.7 0.4 0.3 0.2 0.2 0.2 0.2 0.1 0.1 0.0
B 73.9 21.0 2.1 1.6 0.4 0.3 0.2 0.2 - - 0.1 0.1 0.1 0.0
C 66.2 25.1 2.8 1.8 2.2 0.3 0.3 - 0.2 0.2 0.1 0.2 0.1 0.0
D 69.7 22.9 2.6 2.0 0.8 0.4 0.2 0.2 0.2 0.2 0.2 0.1 0.1 -
E 69.8 23.9 2.4 1.8 1.1 0.3 0.2 - - 0.2 0.1 0.1 0.1 -
F 71.1 21.8 2.8 2.1 0.3 0.4 0.2 - - 0.2 0.1 0.1 0.1 0.1

Average 69.9 23.2 2.6 1.9 0.9 0.4 0.2 0.2 0.2 0.2 0.1 0.1 0.1 0.0

3.1.3. 바탕칠층 성분분석

Funaoka canvas에 그려진 작품 6점(Figure 11)의 바탕

칠층 성분분석 결과, 납(Pb)과 타이타늄(Ti)이 주요 구성성

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Fe)과 망간(Mn)이 미량 검출

되었고, 기타물질은 1% 미만의 함량을 보였다(Table 4).

3.2. 차단층 재료 기능평가 결과

3.2.1. 차단층 방습성 평가

방습성 평가 결과, 공통된 특징으로 모든 조건에서 2시

간 경과 시점까지 가장 큰 습도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후 

변화 폭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12). 차단

층 조건별로 상이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차단층 부재 시

료에서 습도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반면, PVAc(A) 시
료에서는 차단층 비도포 시료와 최대 23%의 차이를 보이

며 습도 상승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Table 5).

3.2.2. 가속열화에 따른 차단층별 캔버스 물성평가

3.2.2.1. 수축·팽창률

가속열화 후 모든 시료는 수축하였으며, 차단층 조건별

로 수축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수축률은 100% PVAc(A) 
> 50% PVAc(A) > 10% Animal glue > Not sized > 100% 
PVAc(B) > 7% Animal glue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PVAc(A) 시료에서 수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교 시료

에서 낮은 수축률을 보였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축률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단층 비도포 시료보다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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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lative humidity change in 12 hours by size agent.
(A : Not sized, B1 : 7% Animal glue, B2 : 10% Animal glue, C1 : 50% PVAc(A), C2 : 100% PVAc(A), D : 100% PVAc(B)).

Table 5. Relative humidity change in 12 hours by size agent(%).

Time 0h 1h 2h 3h 4h 5h 6h 7h 8h 9h 10h 11h 12h
Control 31 78 79 81 84 85 87 88 90 90 90 90 90

A(Not sized) 31 55 65 68 71 74 76 77 82 83 83 83 82
B1(7% Animal glue) 30 52 63 65 69 72 74 75 80 82 82 82 82

B2(10% Animal glue) 30 47 61 64 68 70 72 74 79 81 81 82 82
C1(50% PVAc(A)) 31 45 58 61 65 67 69 71 73 78 79 80 80

C2(100% PVAc(A)) 29 33 42 45 49 51 54 55 59 62 63 65 66
D(100% PVAc(B)) 30 53 64 67 69 73 75 77 80 81 81 81 81

Table 6. Shrinkage rate by size materials.

Sample condition Size(width×length/mm) Shrinkage rate(%)
Control 100.00 × 100.00 0.00

Not sized 97.00 × 97.25 5.67
7% Animal glue 97.93 × 97.88 4.15

10% Animal glue 97.25 × 96.50 6.15
50% PVAc(A) 96.43 × 97.10 6.37
100% PVAc(A) 95.93 × 96.50 7.43
100% PVAc(B) 97.67 × 97.33 4.94

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7% 아교 시료와 100% PVAc(B) 시
료였으며, PVAc(A) 시료는 저농도와 고농도에서 모두 차

단층 비도포 시료보다 높은 수축률을 보였다. 또한 같은 

PVAc 계열의 재료임에도 PVAc(A)와 PVAc(B) 시료의 수

축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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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rface condition before and after degradation(×50).

Sample condition Before degradation After degradation

Not sized

7% Animal glue

10% Animal glue

50% PVAc(A)

100% PVAc(A)

100% PVAc(B)



176 | 보존과학회지 Vol.32, No.2, 2016

Figure 13. Tensile strength of before and after degradation. (A : Not sized, B1 : 7% Animal glue, B2 : 10% Animal glue, 
C1 : 50% PVAc(A), C2 : 100% PVAc(A), D : PVAc(B)).

Table 8. Tensile strength of before and after degradation(N).

Group A
(Not sized)

B1
(7% Animal glue)

B2
(10% Animal glue)

C1
(50% 

PVAc(A))

C2
(100% 

PVAc(A))

D
(100% 

PVAc(B))

Control 672 699 635 852 710 783

Experimental 555 509 607 825 715 700

Gap 117 190 28 27 5 83

3.2.2.2. 표면관찰

가속열화 후 차단층 비도포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

서 균열이 심화되었다. 차단층 비도포 시료의 경우, 열화 

전·후 모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7%와 10% 아교 시료

의 경우, 열화 전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으나, 열화 후 균열

이 조밀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PVAc(A) 시료의 경

우, 아교 시료에 비해 균열의 크기가 크고 넓은 간격으로 

발생하였으며, 열화 후 균열이 심화되었다. 또한 50% 
PVAc(A) 시료에 비해 고농도인 100% PVAc(A) 시료에서 

균열의 크기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PVAc(B) 시료의 경우, 
열화 전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였고, 열화 후 균열이 다소 

심화되었다. 열화 전 균열 상태는 아교 시료와 유사하나, 
열화 후 균열 발생 정도가 아교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났

다(Table 7). 

3.2.2.3. 인장강도

가속열화 후 전반적으로 인장강도가 하락하였다(Figure 

13). PVAc 시료에서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아교 시료의 경우 차단층 비도포 시료와 비슷하거

나 다소 낮은 결과 값을 기록했다. 열화 후 50% PVAc(A)
와 7% 아교에서 300N이 넘는 인장강도 차이를 보였다. 또
한 저농도의 차단층 재료를 사용한 시료에서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8).

4. 고찰  결론

유화의 재료 및 제작기법을 분석하고, 표준시료를 제작

하여 환경조건에 따른 차단층의 재료특성 및 기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유화작품 분석 중 차단층 재료 분석 결과, 차
단층 존재 시료와 아교를 도포한 의사시료에서만 카르보

닐계 C=O 결합을 나타내는 1,540cm-1와 아민 N-H 결합을 

나타내는 1,638cm-1에서 흡수피크가 검출되었다. 차단층

이 처리된 유화작품 시료에서 아교를 도포한 의사시료와 

거의 동일한 스펙트럼을 보였고, 차단층이 처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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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서는 피크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유화작품의 

차단층 물질은 아교로 동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아교의 

표준 라이브러리 스펙트럼(Figure 10)과의 비교를 통해 재

차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지체 미세조직 분석 결과, 차단층이 처리된 직물에서 

고분자 물질이 섬유 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또한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꼬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은 제조과정에서 적당한 꼬임을 줌으로써 

섬유가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형태를 유지하고, 섬유 간

에 마찰을 크게 하여 강도를 갖게 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한

다(Kim, 2006). 또한 실의 꼬임은 공기 중의 산소와 습기

가 캔버스 섬유에 접촉하는 표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캔

버스의 산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꼬임이 유지된 

실은 꼬임이 풀린 실에 비해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이는 

캔버스의 내구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두 

작품의 차이는 차단층이 유화의 지지체인 캔버스를 보호

하여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준다.
바탕칠층 분석 결과, 납(Pb)과 타이타늄(Ti)이 각각 

70%와 23%로 검출되었다. 이것은 한국 초기 유화작품의 

바탕칠층에 산화납(Pb)과 산화타이타늄(Ti)이 사용되었다

는 문헌자료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Lew, 2002)이며, 아연

화와 백악의 경우 대상작품에 사용된 Funaoka canvas 社
의 캔버스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시료를 제작하였다.
표준시료를 이용한 차단층 재료의 기능평가 중 차단층 

방습성 평가 결과, 차단층이 처리되지 않은 시료에서 습도 

상승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고, 아교 시료의 경우도 이

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반면 PVAc(A) 시료의 경우 

습도 상승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차

단층 재료의 친수성(親水性, hydrophilic)과 소수성(疏水

性, hydrophobic), 그리고 공극률(porosity)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교의 경우 친수성이 높아 물 분

자를 흡착시키고, 흡착량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습기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극률이 높

기 때문에 조직 사이로 습기가 이동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

한 재료적 특성에 의해 습도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PVAc(A)의 경우 PVAc로 구성되어 건조된 

이후 소수성을 띠게 되어 물 분자를 받아들이는 성질이 약

하며, 공극률이 낮아 습기의 투과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습

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단층이 처리되

지 않거나, 아교로 처리된 경우 방습성이 취약할 것이며, 

PVAc(A)로 처리된 경우 상대적으로 방습성이 우수할 것

으로 판단된다.
수축 · 팽창률 조사 결과, 가속열화 후 모든 시료가 수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PVAc(A) 시료에서 수

축률이 높고, 아교 시료에서 수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축률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단층 재료의 접착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PVAc(A)의 경우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 크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되는 정도가 크며 분자 간

의 밀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교의 경우

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축률이 

적으며, 분자 간의 밀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

험이 지지틀(frame) 없이 수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유화와 같이 지지틀에 고정되어 있다면 수축률이 높을 경

우 오히려 화면이 늘어짐 없이 평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지지틀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수축력이 클 경우에는 지지틀의 뒤틀림 등의 물리

적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관찰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가속열화 후 균열이 

심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고, 차단층 비도포 시료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PVAc(A) 시료에서는 수직의 균

열이 넓은 간격으로 발생한 데 반해 아교 시료에서는 수직

수평의 균열이 조밀하게 발생하여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수축 · 팽창률과 마찬가지로 차단층 재료의 접착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VAc(A)의 경우 접착

제 성분 간의 접착력이 접착제와 캔버스 간의 접착력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습반복 조건에서 나타나는 

캔버스의 수축·팽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접착제 

간의 견고한 접착으로 인해 저항하는 한계 범위가 큰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캔버스가 수축·팽창하는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 캔버스 올의 크기 보다 넓은 간

격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아교의 경

우 접착제 간의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습반

복 조건에서 캔버스의 수축·팽창에 반응하여 캔버스 올의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형태로 조밀하게 균열이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 시험 결과, 가속열화 후 전반적으로 인장강도

가 하락하였다. PVAc 시료에서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아교 시료에서 낮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또한 가속열화 

후 인장강도의 감소폭의 경우, PVAc 시료에서 안정적인 

결과 값을 보인 반면 아교 시료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PVAc가 아교에 비해 온·습도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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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농도 시료

의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농도에 비해 저농

도의 차단층 재료가 높은 침투성을 가지고 있어 섬유 사이

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연성 또한 높기 때문에 장

력에 저항하는 힘이 증가한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장강도는 직물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을 의미하기 때문

에 인장강도가 높을수록 지지체로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장강도를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PVAc(B)는 PVAc(A)

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PVAc(B)와 

PVAc(A)는 모두 동일한 PVAc 계열의 재료이지만, 성분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각 재료의 

MSDS를 확인한 결과, PVAc(A)는 Acetic Acid Ethenyl 
Ester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PVAc(B)의 구성성분은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로 명시되어 있다. 즉 

같은 계열의 재료이더라도 PVAc(B)와 같은 공중합체의 

경우 물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PVAc(A)에 비해 

PVAc(B)에서 수축률이 적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성분 차

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차단층에 유연성을 부

여하기 위해 단량체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공중합체의 형

태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화작품 분석 결과를 근거로 표준시료

를 제작하여 차단층 재료별 기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차단층 재료에 따라 캔버스가 특정한 환경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화작품의 

특성상 파괴분석 및 시료채취가 용이하지 못하였고, 한정

된 실험기간으로 인해 실험항목 및 시료개수를 축소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명료한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다소 미

흡한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향후에는 차

단층과 유화 보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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