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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나무 펄프 등
저급원료로 제조된 오래된 지류 기록물의 저하된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보강 약품과 보강 방법을 강도 개선 성능, 노화 거동
및 가역성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죽지 기록물의 노화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모사한 세 가지 노화 모
델 종이를 제작하였다. 건식노화 후 인열지수의 강도 감소율 0%,
40%, 70%를 기준으로 양호, 불량 및 매우불량의 세 가지 노화 모델
을 준비하였다. 노화 모델 종이에 다양한 보강 약품을 침지, 도포,
분사 방법으로 픽업량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각 약품의 보강능력을
평가하였다. 보강 약품 중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틸셀룰로오스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를 적용했을 때 강도 향상이 가장 컸으며
침지법으로 적용한 경우 우수한 보강능력을 보여 적용 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었다. 반면 노화 상태가 불량할수록 강도 향상 정도는 한
계를 보였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보강처리된 종이를 재노화한 후 노화 양상과 강도 유지
능력을 평가한 결과 메틸셀룰로오스 적용 종이가 무처리 종이보다
노화 후에도 더 높은 강도를 가졌다. 반면 매우불량 모델은 내절도
값이 무처리 종이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결과를 보여 열악한 종이
의 경우 보강처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강도 유
지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틸셀룰로오스는 색도의
변화폭이 적어 노화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처
리된 종이는 추후 재처리를 위해 보강 약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약품 제거의 용이성을 의미하는 가역성을 평가하고자 메틸셀룰로오
스 적용 종이를 탈이온수에 일정 시간동안 침지 후 여액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종이의 인장지수를 평가하였다. 보강 처리한 종이는

약 10분에서 15분의 침지를 통해 보강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
다.
메틸셀룰로오스를 노화 죽지에 적용할 경우 강도 개선 효과와 보강
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색도 변화폭이 미미하며 우수한 가역성을
가져 보강제로서 적용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저급원료로 이루어진 기록물의 상태,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적절한 화학적 보강법을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중국외서 등 저급원료로 제조된 종이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죽지, 노화, 강도보강, 셀룰로오스 유도체, 가역성, 보존성
학 번 : 201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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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이는 인류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을 기록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용, 위생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종이는 목재펄프, 인피섬유, 면섬유, 마섬유 등의 주원료에 종이의
성능과 공정을 위해 다양한 첨가제를 투입하여 제조된다. 주원료,
부원료 및 제조 공정에 따라 종이의 특성 뿐 아니라 종이의 보존성
이 영향을 받는다. 종이의 보존성은 제조공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으
로 펄핑 방법과 사이징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1807년 Moritz Illig는 pH 4∼5의 산성조건에서 알럼(alum)과 로진
(rosin)을 이용한 내첨사이징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종이의 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후 1980년대까지 알럼과 로진을 사용하
는 사이징 기술이 종이 제조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산성 조
건에서 로진을 이용하여 초지된 종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색
및 갈색으로 변색되고 작은 조각으로 바스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펄프화법과 관련하여 기계펄프
(mechanical pulp)로 제조된 종이는 리그닌 함량이 많아 빛 또는 열
에 의해 황변현상이 발생하고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상을 보였
다. 또한 종이 제조 시 포함된 금속물질, 인쇄 시 찍힌 철을 함유한
잉크 등은 종이의 노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이의 노화와 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표백화
학 펄프의 적용, 중성사이징 기술 개발,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충전
물 사용 등 종이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종이 노화 및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국내 기록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 기록물의 보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
1

다. 국내 기록물은 주로 섬유 길이가 긴 닥섬유와 중성 초지 방법으
로 제작된 한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수한 보존 상태
로 현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물 직지심체요
절, 조선시대 태조에서 철종까지 각 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과 사건들을 기록한 승정원일
기,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 내용을 기록한 의궤 등이 있
다. 그러나 우수한 보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중 일부
밀랍본은 한지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 상태가 매우 열악
하여 이를 복원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데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밀랍본으로 제작된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는 노화가 많이 진
행된 상태로 그 중 일부 실록은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
손 상태가 심각하다. 조선왕조실록을 제작할 당시 실록의 내구성 향
상을 위해 종이 표면에 밀랍을 처리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현재 적절한 보존 및 복원 방안 모
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종이 원료인 한지와 표면처리에 사
용한 밀랍의 특성 및 분석, 노화 후 특성, 밀납지 시제품 제작, 탈납
시 특성 및 보존성 등에 대한 연구1-4 가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해외 보고된 문헌을 토대로 노화로 인해 약해진 강도를 보강
하기 위해서 보강약품을 탐색하고 종이에 적용 및 평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종이의 강도 보강에 대한 해외
의 연구는 목재펄프로 제작한 종이에 대해서, 국내의 연구는 닥섬유
로 제작한 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
다.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록 문화유산에는 한지로 만들어진 국내
자료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원료로 제작된 지류 자료가 있
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2014년 2월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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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장 도서 중 약 45%에 달하는 중국 외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태와 종류가 다양하고 제책 방법 또한 다양하다.
책으로 제책되어 있거나 낱장의 종이를 접거나 묶어서 보관하고 있
다. 국내 존재하는 해외 지류 자료들은 제조국가, 종이의 원료, 제작
시기, 기록재료의 종류, 보관환경, 사이즈제 종류와 사이징 유무 등
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노화 및 손상된 상태도 다양하다. 국내
소장되어 있는 외국 서적은 외관상 보았을 때도 한지로 만들어진
국내 자료보다 황변, 부서짐 등 훨씬 열악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서적은 주로 열악한 섬유원료로 제작되어 있다.
근래에 닥섬유로 제작된 한지가 아닌 다양한 원료로 제작한 종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백죽지의 재현5 과 선지의 제조6 및 특
성7 과 같은 기초자료 구축 및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종이
제작 원료, 시기, 보관환경, 사이즈제 종류와 처리 유무에 따른 특성
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또한 국내 소장 외서의 노화 상태
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국내소장 외서의 노화에 대한 적절한 보존 방안이 요구된다.
종이 노화에 따른 적절한 보존 방안에는 약해진 강도를 보강할 수
있는 약품과 이의 적용방법, 향후 제거하고 다시 재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가역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강 약품 및 보강
방법은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한지
기록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하나의 보강 방법으로 다
양한 약품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가역성에 대한 연구는 셀룰로오스 유도체 및 전분풀에 대해
진행되었으나 제거 정도에 따른 강도변화와 약품에 대한 제거 조건
제시 역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히,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중국 서적 자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보강 방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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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수한 보강성능을 보인 약품에 한
해 가역성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의 제거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 외서를 비롯
하여 저급 원료로 제조된 노화 종이의 강도를 보강하고 이의 보존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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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종이의 인공 가속노화 연구
종이의 인공 가속노화는 일정한 조건으로 설정된 온도와 습도 조건
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종이를 노화 시켜 자연노화된 종이의 상태
를 모사하는 방법이다. 자연노화와 인공 가속노화간의 물리적, 화학
적 특성 변화를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인공
가속노화와 자연노화의 비교는 1929년 Rasch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
다. Rasch13 는 래그(rag) 종이와 목재 펄프 종이를 100℃에서 72시
간 동안 인공 가속노화하고 노화 전․후 물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1933년 Rasch와 Scriber14 는 1929년 보고된 Rasch 결과와 4년간
자연노화된 종이의 강도 및 셀룰로오스 함량 등을 비교하였고 열에
의한 인공 가속노화가 자연노화와의 유효성을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939년 Scriber15 도 Rasch가 이전에 보고한 물성 결과와 자연
노화 8년이 경과한 종이의 물성 결과를 비교한 바 있다. 오븐을 이
용한 인공 가속노화는 자연노화에 비해 급격하게 종이의 노화를 가
속화시키고 셀룰로오스 함량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래그
종이와 정제 목재 펄프 종이가 소다와 아황산펄프, 목재펄프 종이보
다 열에 더 안정적이고 산성도가 노화에 중요한 인자임을 보고하였
다. 1937년 Shaw와 O’leary16 는 old rag, 정제 목재 펄프(purified
wood pulp), 소다와 아황산 펄프가 50:50으로 혼합된 섬유로 구성된
18권의 도서를 100℃에서 72시간 동안 인공노화하고 노화 후 물성
을 1937년에 측정한 물성 및 36년의 자연노화 후 측정한 물성과 비
교하였다. 이로부터 내절도와 인열강도가 인공 가속노화와 자연노화
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한다고 언급하였다. Wilson 등17 은
Rasch13-14 와 Scriber15 가 보고한 100℃에서 72시간 동안 인공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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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한 결과와 자연노화 4년, 8년 및 26년이 경과한 종이의 물성 결
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00℃에서 24시간동안 인공 가속노화한
것은 약 6～8년의 자연노화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
러나 Bansa18 는 가속노화에 따른 다양한 노화 반응은 종이의 원료,
성분(셀룰로오스 함량, 불순물, 첨가제)에 따라 달라지고 다양한 종
류의 종이는 가속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노화 반응 및 거동을 보인
다고 언급하면서 가속노화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Arney 등19 은 90℃에서 신문용지와 래그(rag) 종이를 인공 가속노
화시킨 연구에서 주로 산소에 의존적인 반응(산화반응)과 산소에 의
존적이지 않은 반응이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60℃～120℃ 사이의 온
도별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반응은 종이의 종류 및 습도 등
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또한 약 100℃ 이상의 온도에서 진행된 인공
가속노화는 상온에서 진행된 노화와 화학적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Zou 등20 은 Arrhenius 수식을 이용하여 인공 가속노화
를 통해 자연노화 거동을 예상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Erhardt
등19 은 노화가 주로 상대습도에 의해 발생하지만 노화율은 온도에
의해 결정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외에도 인공 가속노화와 자
연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공 가속노화 조건들이 국제 표준 규격
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인공 가속노화 실험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 표준 규격으로 지정된 인공 가속노화 조건들을 이용하여 국내
에서도 한지에 대한 보존성 실험이 진행되었다. 한지는 닥섬유를 기
본으로 원료 조성, 증해, 표백, 고해, 초지, 탈수, 건조, 도침의 과정
을 거쳐 제작된다. 이 과정에서 원료의 종류, 증해 방식, 표백약품의
종류, 고해 방법, 초지 방식, 건조 방법, 도침의 유무에 따라 종이의
품질과 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공정상 인자들은 한지의 노화 특성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문21 은 한지의 제작 공정 중 잿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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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인 탄산칼륨(K2CO3)과 수산화나트륨(NaOH)을 이용하여 증해
공정을 거친 후, 종이를 제작하고 105℃의 건식노화 조건에서 인공
가속노화 후 종이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박22 은 전통 초지방식인 외
발뜨기 한지와 개량 방법인 쌍발뜨기 한지 외 네 가지 양지를 온습
도 조건을 달리하여 가속노화시킨 후, 종이의 물성을 측정하였다.
종이의 노화는 습도보다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외발뜨기로
초지한 전통한지가 강도적으로 더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최 등23 은
종이 제작방법 중 증해, 초지, 건조 방법, 도침처리까지 상이하게 제
작된 한지의 물성과 노화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잿물을 이용
한 증해, 외발뜨기로 초지, 목판으로 일광 건조, 도침 처리한 한지가
대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노화에 대한 안정성도 뛰
어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전24 은 온도, 습도, 시간의 조건을 달리
설정하여 수록한지와 수록화지의 인공 가속노화 실험을 진행하고
노화 특성을 보고하였다. 정과 조25-26 는 한지에 열과 자외선, 습도
등의 조건을 달리 설정하여 인공 가속노화한 후, 인공 가속노화가
종이의 광학적, 물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및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을 구명하였다. 박 등27 은 국내 시중에 판매되는 구성
원료가 다른 네 종의 한지를 습식 및 건식노화시킨 후, 한지를 구성
하는 원료에 따른 노화 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서화 및 회화
류에서 사용하는 배접지의 노화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정 등42
은 국내에서 생산된 배접지 네 종과 일본에서 생산된 배접지 세 종
에 대해 건식노화 후, 배접지의 광학적·물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고 국내산 배접지의 우수한 보존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실록 보존복원의 일환으로 밀랍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
다. 그러나 주로 닥섬유로 제작한 한지의 노화 및 보존성에 관련된
연구이고 닥섬유 외의 섬유로 제작된 종이의 노화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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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존성 향상을 위한 강도 보강 연구
종이의 노화는 산촉매가수분해(acid catalyst hydrolysis)와 산화
(oxidation)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이 두 기작에 의해 셀룰로오스
분자 체인이 분해됨으로써 강도저하 및 황변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8-12 . 종이 내 산을 중화시키고 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30년대 알칼리토금속을 이용하는 탈산처리 방법이 개발된 이후,
여러 화합물을 적용한 다양한 탈산처리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12 .
국내외 기록물관련 공공기관은 탈산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강도 및
보존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노화 종이의 강도를 보강하는 방법에는 크게 화학적 보강방법과 물
리적 보강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학적 보강 방법에는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표면코팅, parylene 코팅 등이 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셀룰로오스를 에스테르화 (esterification) 또는 에테르화
(etherification)하여 변성 처리한 것28 으로 CMC (carboxymethyl
cellulose), HPC (hydroxypropyl cellulose), MC (methyl cellulose),
EC (ethyl cellulose), CN (cellulose nitrate), CA (cellulose acetate)
등 여러 종류가 있다. Strnadova 등29 은 여과지에 셀룰로오스 유도
체를 농도를 다르게 하여 침지법으로 적용하고 가속노화를 진행하
였다.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적용하였을 때 보강효과를 보였으며 약
품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보고하였다. Franciska 등30 은 침
엽수 펄프 종이와 1903년에 발간된 책의 종이에 수산화칼슘과 메틸
셀룰로오스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적용하였다. 수산화칼슘과
메틸셀룰로오스로 처리한 후 종이에 남아있는 알칼리 잔존량이 많
을수록 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를 더디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한 바 있다. Seki 등31 은 목재펄프가 함유된 종이에 셀룰로오스 유
도체를 분사법으로 적용하고 보강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분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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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경우 낱장뿐만 아니라 책의 경우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 메틸셀룰로오스가 가장 우수한 강도 보강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밀랍
본 보존복원에 대한 방안으로 한지에 셀룰로오스유도체를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 등32 은 밀랍을 입힌 한지에 다양한 수용성
강도 보강약품을 이용하여 침지 방법으로 적용하고 열화 후 기계적
강도, 형태적 및 화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적용한 보강약품
중 셀룰로오스 유도체와 폴리비닐알코올과 폴리에틸렌글리콜이 강
도개선에 효과적이었고 노화 후 메틸셀룰로오스의 보강 우수성을
보고하였다. 강과 김33 은 국내 수록한지에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표
면 도포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노화 안정성 및 보강 안정성을 연
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약품을
적용하거나 목재펄프로 제조된 종이 또는 래그로 제조된 종이, 닥종
이로 제조된 종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외의 기타 다른
섬유로 제조된 종이의 보존을 위한 강도 보강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화학적 보강 방법 외 물리적 보강 방법에는 라미네이팅(laminating),
라이닝 (lining), 배접, 리프캐스팅 (leaf-casting) 등의 방법이 있다.
리프캐스팅은 손상되거나 결실된 부분을 원본과 유사한 특성을 가
진 섬유로 보강하는 물리적 처리 방법으로 1950년대 후반 고안되어
1960년대 동유럽에서 기기 개발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34 . 근
래에는 국내에서 노화된 양지에 보강재로 닥섬유를 적용하는 연구
가 보고된 바 있다35-36 .
라이닝 처리37 는 동양에서 지류문화재를 보존 및 복원처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양에서도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닥섬유로 제작된 한지 또는 화지를 이용하여 약해지거나 결실된 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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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띠 형태로 보강하는 결손부 메움과 전체적으로 덧대어 주는
배접방법이 있다. 라이닝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박38 은 배접지 제거
및 재처리 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라이닝 방법은 주로 배접을
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39-40 와 국내·외 배접지의 물성 비교43 ,
제작방법에 따른 배접지 특성44 , 배접지 안정성 연구41 , 노화에 따른
배접지의 물성42 , 기능성 배접지의 보존 특성45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외에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열을 가
해 압착시키는 라미네이팅 (laminating) 방법12 과 parylene 분자를
종이에 흡착시켜 코팅하는 방법 등이 보고된 바 있다46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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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강물질의 가역성에 관한 연구
가역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분풀에 대해 보고되었고 라이닝
보강방법의 특성상 접착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Daniels47 는 신풀과 고풀을 이용하여 접착시킨 종이를 열수에 담근
후 결합 부위가 분리되는 온도를 측정하였다. 양 등48 은 배접지의
종류와 풀의 종류를 달리하여 접착한 후, 수침처리 후 습박리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배접용 전분을 탐색하였다. 백 등49 은 한지를
3종의 숙성시킨 전분풀로 접착시킨 후, 스프레이로 수분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박리강도를 측정한 결과 수침기간이
길어질수록 박리강도가 줄어들었으나 7년 이상 숙성시킨 풀은
박리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제거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Bonet 등50 은
양지를 보강처리하고 물에 담근 후 가역성을 평가하였다. 보강처리
전의 종이와 보강처리 후 종이, 일정시간 동안 물에 담근 종이, 총
세 종류의 종이를 FT-ATR-IR로 분석하여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제거된 정도를 평가하였다. 물에 종이를 침지한 초기에 제거되는
양이 많고 침지시간이 길어져도 제거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양지 외의 종이에 적용한 연구는 없었으며 제거
후 종이의 강도 특성 및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제거를 위한
최적의 제거 조건 제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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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공시재료
연구에 사용한 종이는 인사동에서 시판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죽
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죽지는 대나무 펄프와 목재펄프가 혼합
되어(Fig. 1) 제조된 이합지로 현미경 관찰 결과 50:50의 개수 비율
로 혼합되어 있었다. 종이의 평량은 32 g/m2, 두께는 93 ㎛이고 구
성하고 있는 섬유의 길이 평균 섬유장은 Fiberlab (Kajaani,
Finland)으로 측정한 결과 2.18 mm를 나타내었다(Fig. 2).
보강 약품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하는 죽지가 일반적
인 우리나라 전통 한지보다 더 짧은 섬유장과 더 낮은 중합도 값을
갖는 것을 고려하여 저점도 약품으로 선정하였다. 총 네 종류의 약
품으로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틸셀룰로오스(methyl cellulose, MC)
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carboxymethyl cellulose, CMC), 폴리비
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 그리고 산화전분(oxidized starch,
OS)을 사용하였으며 각 약품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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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copic image of bamboo paper.

Fig. 2. Fiber length distribution of bamboo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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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strengthening agents
Chemical

Mark

Specification

MC 15

15 cPs at 20
(2% in H2O)(lit.)
Approx. Mw 14,000 g/mol

MC 25

25 cPs at 20
(2% in H2O)(lit.)
Approx. Mw 17,000 g/mol

℃
℃

Methyl cellulose

low viscosity,
Carboxymethyl
cellulose

CMC

Supplier

50-200 cPs at 25

℃

(4% in H2O)(lit.)

Sigmaaldrich
Sigmaaldrich

Sigmaaldrich

Approx. Mw 90,000 g/mol
5.2-6.2 cPs at 20

℃

Polyvinyl alcohol

PV

(4% in H2O)(lit.)

Sigma-

Mw 31,000 ～ 50,000 g/mol

aldrich

98-99% hydrolyzed
Oxidized starch

OS

5.2 cPs at 23±2

14

℃, 2%

Samyang
Genex Co.

3.2 실험 방법
3.2.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중국 외서의 상태
조사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중국 외서 자료의 상태를 바탕으로 모
델 종이를 제작하고 보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중국 외서의 노화
상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
고 있는 중국 외서를 대상으로 대표 문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
서는 중국 명나라에서 청나라 사이에 발간된 도서로서, 대표서적 13
권을 육안 판단 하에 손상 정도에 따라 양호(good), 불량(poor), 매
우불량(very poor)으로 분류하였다(Fig. 2). 대조군은 국내에서 약
16 ～ 17세기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지로 제작한 서적을 선
정하였다. 양호(good) 상태도서는 총 4권, 불량(poor) 상태도서는 총
5권, 매우불량(very poor) 상태도서는 총 4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
다. 기록물에 추가의 손상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종이 노화에 영
향을 미치는 pH와 종이 노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상을
측정하였다. pH는 TAPPI method T529 om-99에 의거하여 표면
pH를 측정하였으며, 색도는 휴대용 색차계인 SpectroEye
(Gretagmacbet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선정한 도서의 본문
에서 첫 장, 가운데 장, 마지막 장의 각각 상단, 중간, 하단 위치 종
이 표면에 대하여 상기 특성을 측정하였다.
본

15

Fig. 3. Pictures of Chinese old books depending on the condition
(good, poor, and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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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노화 상태가 다른 노화종이 모델 제작
3.2.2.1 인공 가속노화
노화된 죽지로 이루어진 지류 자료는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선행실험 없이 직접적인 보강 처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적
절하지 못하다. 이를 고려하여 인공 가속노화 실험을 진행하여 노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인사동에서 구입한 대나무 펄프와 목재 펄프가
혼합된 종이를 국제 표준 시험법에 의거하여 노화 실험을 진행하였
다. ISO 5630-1에 의거하여 (105±2)℃ 오븐에서 건식노화를 진행하
였고 ISO 5630-3에 의거하여 (80±0.5)℃, RH (65±2)% 조건으로 맞
춰진 항온항습기에서 습식노화를 진행하였다. 노화 시작 후 3일, 6
일, 9일, 18일, 27일 경과할 때마다 종이 시료를 꺼내어 (23±2)℃, 상
대습도 (50±2)% 조건에서 조습한 후 물성을 평가하였다.

3.2.2.2 노화 종이의 물성 평가
건식 및 습식노화시킨 종이 시편의 강도, pH, 색상 및 셀룰로오스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여 노화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열강도는 국제 표준법 ISO 1974에 의거하여 Elmendorf tester로
측정하였고 내절도는 ISO 5626을 참고하여 MIT tester로 추 무게
0.5 kg 하에서 강도를 측정하였다. 색도는 Elrepho를 이용하여 D65
광원 하에 CIELAB Color System에 의거한 L , a , b 값을 측정하
였다. pH는 ISO 6588에 의거하여 냉수 추출법으로 측정하였다. 셀
룰로오스 중합도의 경우 ISO 표준법 5351-1과 신51 의 연구를 참고
하여 capillary visc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중합도 값을 산출하
였다.
f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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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물성 평가 중 인열강도와 내절도는 노화에 대한 종이의 열
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열
강도가 노화 전 대비 40% 또는 70% 감소한 종이를 노화 모델 시편
으로 정하였다. 즉, 노화 전 시료를 노화 상태 양호 시편으로, 인열
강도 40% 감소 조건으로 노화한 종이를 불량 시편으로, 70% 감소
한 조건의 시료를 매우 불량 시편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노화 모델 시편의 결정화도를 평가하였다. 섬유의 결정화
도는 X선 회절기(XR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가장 널리 쓰이는
Segal법 (Peak height ratio법)52 을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구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결정면 200 plane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I200
과 110 plane과 200 plane 사이 최소값인 I M 을 이용하여 도출하였
다.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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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q [ ]

3.2.3 노화 모델 종이의 화학적 보강 처리
3.2.3.1 노화 모델 종이의 화학적 보강 처리
서 세 가지 노화 조건으로 준비한 노화 모델 종이의 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강약품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3.1.2에 명시된 보강 약품을 세 가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적용하
였다(Fig. 4). 일정 시간 동안 종이를 약품 용액에 담가 종이 내부로
약품을 침투시키는 방법인 침지(impregnation, I) 방법, 종이 표면에
붓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도포하는 표면 도포(brushing, B) 방법, 종
이 표면에 압축식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일정량을 고르게 분사하는
분사(spraying, S)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침지법은 1분 동안 약품 용
액에 노화 모델을 침지시키고 꺼낸 후 고무 롤러와 죽지를 이용하
여 과량의 용액을 제거하고 (23±1)℃, 상대습도 (50±2)% 조건에서
자연건조하였다. 표면 도포법은 붓을 이용하여 노화 모델 종이의 양
면에 도포하고 침지법과 동일하게 과량의 용액을 제거하고 자연건
조하였다. 분사법은 판 위에 노화 모델 종이를 올려 두고 압축식 스
프레이를 이용하여 좌우, 상하 각각 5번씩 양면 분사를 진행하였다.
분사 후 침지법, 도포법과 동일하게 과량의 용액을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하였다. 보강 약품의 픽업량은 1 g/m2 - 3 g/m2 범위로 조절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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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 Impregnation

<Removal of
excess chemicals>

<Drying at
room temperature>

(b) Brushing

(C) Spraying

Fig. 4. Procedure of strengthe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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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보강 성능 평가
이전 인공 가속노화 모델 제작에서 수행한 노화 전·후 종이의 물성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다.
보강약품이 처리된 노화 종이 모델의 인장강도, 내절도를 측정하여
종이의 강도 상승률 및 보강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약품 적용 후
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CIELAB Color System에서 색도 L , a ,
b 값을 측정하였다.
*

*

*

3.2.3.3 재노화 및 보강 성능 유지 능력 평가
보강처리한 종이가 노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강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보강처리 종이를 다시 노화시키며 물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재노화 과정은 국제 표준 방법인 ISO 5630-3에 의거하
여 (80±0.5)℃, RH (65±2)% 조건으로 항온항습기에서 습식노화를 7
일간 진행하였다. 노화된 종이는 (23±1)℃, 상대습도 (50±2)% 조건
에서 조습처리 하였다. 보강 유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3.2.3.2 방
법과 동일하게 인장강도, 내절도를 측정하였고 노화 후 색 변화와
냉수 추출 pH값 및 셀룰로오스의 중합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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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가역성 평가
보강처리한 지류 자료는 추후에 필요에 따라 훨씬 성능이 우수한
보강 방법으로 바꾸거나 기존의 방법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이 필요
하게 된다. 이전에 처리한 보강 약품을 용이하게 제거하고 본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가역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역성 실험은 우수한 보강능력을 보인 약품 및 방법으로 처리된
종이에 대해 실시하였다. 보강처리에 사용한 약품은 물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침수(immersion) 방
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탈이온수를 이용하였으며 평가 시 물의
온도는 (21±1)℃였다. 죽지를 1분, 5분, 15분, 30분 및 60분 동안 탈
이온수에 담근 후 꺼내 항온항습조건에서 압착 건조하고 국제 표준
방법인 ISO 1924-2에 의거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종이
가 담겨져 있던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otal)을 측정하여 각
침수시간별로 약품의 용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다만 종이로부터 유
래되는 유기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처리 죽지를 동일 시간
동안 물에 담근 후, 그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o trol)을 구하여
앞서 구한 COD otal 에서 빼줌으로써 약품의 용출 성능(COD i al)
을 구하였다.
T

C n

T

Che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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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전통 중국 외서 자료의 상태 조사
노화 모델 종이를 제작하기에 앞서 죽지로 이루어진 지류 자료의
상태 조사를 위해 색도 및 pH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5는 선정한
중국 외서의 노화 상태에 따른 색도 CIELAB color system L , a ,
b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IELAB color system에서 L 값은 명도
를 나타내는 값으로 0 ～ +100 사이의 범위에서 나타내며 0에 가까
울수록 흑색을, +100에 가까울수록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띤다. a 값은
양의 값일수록 적색, 음의 값일수록 녹색을 나타내고 b 값은 양의
값일수록 황색, 음의 값일수록 청색을 나타낸다.
대조군인 한지로 이루어진 도서(control)는 L 값이 86.6을 나타내며
흰색에 가까웠다. 노화 상태가 양호한 중국 외서는 대조군 도서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인 83.9를 나타냈으나 유사한 값으로 흰색에 가까
웠다. 노화 상태가 열악할수록 불량한 노화 상태를 갖는 중국 외서
는 75.9, 매우 불량한 노화 상태를 갖는 중국 외서는 65.6으로 명도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a 값과 b 값 또한 한지로 이루어진
대조군 도서와 양호상태 중국서와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노화 상태
가 열악할수록 점차 a 값과 b 값이 증가하여 적변 및 황변된 표면
상태를 보였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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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b)

(c)
Fig. 5. CIELAB color value of Chinese archives : (a) L*, (b) a*, an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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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의 노화가 일어나는 주요한 기작은 산 촉매 가수분해와 산화
분해이다. 이러한 기작으로 인해 종이 내 산이 생성되고 종이를 이
루고 있는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의 체인을 분해시켜 결국 종이의 강
도를 감소시킨다8-12 . 따라서 종이 노화에 영향하는 인자 중 pH는
분해 및 종이의 보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노
화 상태별 중국 외서 pH의 평균값은 대조군인 한지는 pH 6을 보였
고 양호한 노화 상태를 보이는 도서는 pH 6.8을 나타내어 거의 중
성에 가까웠다. 반면 불량 도서의 pH는 4.9를 나타내었고 매우불량
한 노화 상태를 보이는 도서는 pH 4.5로 약산성을 보였다. 양호 노
화 상태에 비해 불량, 매우불량 노화 상태를 보이는 도서가 더 낮은
pH를 보이는 것은 셀룰로오스의 분해와 보관 중 주위 대기 산성분
의 흡착에 의해 종이 내 산이 더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며
이는 연쇄적 필링 반응을 일으켜 지속적인 중합도 감소 및 강도 감
소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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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델 종이의 노화 특성
4.2.1 강도 특성
종이 노화가 진행되면 노화 기작으로 인해 셀룰로오스는 분해되고
섬유간 결합은 끊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종이의 강도는 감소한다.
종이의 인열강도는 내절도와 함께 종이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척도56
로 낮은 강도값을 보일수록 섬유가 더욱 분해된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열강도 감소율을 기준으로 노화 모델 기준을
선정하였다.
Fig. 6은 노화 시간에 따른 인열지수 값을, Fig. 7은 노화에 따른 인
열지수 감소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공 가속노화 시간이 길어질
수록 건식 및 습식노화 종이 모두 인열지수가 점점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초기에 인열지수 감소 정도가 더
급격한 경향을 보였고 노화 후반에는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Feller 등53 과 Zervos19 가 보고한 바와 같
이 주요 노화 기작인 산 촉매 가수분해와 산화반응이 셀룰로오스
결합이 취약한 비결정영역 부분을 선택적으로 먼저 분해하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식노화 인열지수 값이 습식노화 인열지수 값
보다 감소정도가 더 큰 결과를 보였다. Zou 등20 과 Kato 등54 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건식노화 조건의 온도가 105℃로 습식노화 조건
온도인 80℃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분해가 더 가속화되어 중합도 감
소가 더 컸으며 이로 인해 건식노화의 인열지수 감소가 더 크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화 모델 종이의 제작 조건은 건식노화
의 인열지수 감소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노화를 진행하지 않은
종이를 양호 모델(good, 대조군), 인열지수 감소율이 40% 값을 보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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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 노화 6일 조건을 불량 모델(poor), 인열지수 감소율이 70% 값
을 보인 건식노화 18일 조건을 매우불량 모델(very poor)로 선정하
고 노화 모델 종이를 준비하였다.
Fig. 8 ～ Fig. 9는 노화 시간에 따른 내절도 값과 노화에 따른 내
절도 감소율 그래프이다. 내절도 역시 노화시간이 지날수록 노화 초
기에 더 급격하게 강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건식노화 내절도 값이
습식노화 결과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여 인열지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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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ar index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Fig. 7. Reduction in tear index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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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olding endurance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Fig. 9. Reduction in folding endurance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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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노화에 따른 기타 특성
ig. 10은 습식 및 건식노화 후 시간에 따른 색도 L , a , b 값의 그
래프이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감소하였으며
a 값과 b 값은 점차 증가하여 적색과 노란색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
다. 실험적으로 인공 가속노화를 진행한 종이 색도는 실제 중국 외
서 기초조사 색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인열지수 및 내절도 강도
가 80% 감소한 18일 노화 시편보다 중국 외서가 더 불량한 값을 보
였다. 이러한 이유로 색도는 노화모델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Fig. 11은 노화 시간에 따른 습식 및 건식노화 후 pH 결과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노화를 진행시키지 않은 종이는 pH 6 정도의 값을
나타냈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
열지수, 내절도와 동일하게 노화 초기에 급격한 pH 저하가 일어나
고 점차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4.2.1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초기에 노화기작에 따른 노화가 진행되면서 산이 발생하여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식노화와 습식노화간의 pH 차이는 거의
없었다.
Fig. 12는 노화 시간에 따른 습식 및 건식노화 후 점도계를 이용하
여 측정한 셀룰로오스의 중합도 결과이다. 노화시간에 따라 중합도
의 값이 감소하는 것은 섬유가 분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화에 따
른 셀룰로오스의 중합도는 인열지수, 내절도, pH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

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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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b)

(c)
Fig. 10. Color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 (a) L*, (b) a*, an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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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pH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Fig. 12. Degree of polymerization of paper depending on 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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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인열지수의 감소율 0%, 40%, 70%의 조건으로 준비한
모델 종이를 Powder XRD를 이용하여 결정화도를 구하였다. 종이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는 결정영역과 비결정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졍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종이의 강도, 노화에 대한
저항성 등이 영향을 받는다.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는 결정영역의
비율을 말한다. Fig. 13은 노화 상태에 따른 종이의 결정화도 그래
프이다. 양호상태의 노화 모델 종이(노화처리하지 않은 시료)의 결
정화도는 64.4%였고, 불량상태의 노화 모델 종이(인열강도 40% 감
소 시료)의 결정화도는 63.1%, 매우불량 상태의 노화 모델 종이(인
열강도 70% 감소 시료)의 결정화도는 52.4%였다. 노화상태가 불량
할수록 결정화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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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gree of crystallinity of aging mode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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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강약품 적용에 따른 보강 성능
4.3.1 보강 약품 적용에 따른 강도 개선 효과
세 가지 다른 노화 상태를 갖는 모델 죽지에 목표 픽업량을 달리하
여 보강 처리를 진행하였다. Table 2는 처리 방법과 약품 종류에 따
라 보강 처리한 죽지의 목표 픽업량 대비 실제 픽업량을 제시하였
다. 전체적인 실제 픽업량은 분사법>침지법>도포법 순서로 목표 픽
업량 값에 근접하였다. 이는 보강약품의 점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목표 픽업량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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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ickup weight of strengthening agents
Measured pickup weight, g/m2

Target
pickup
weight,
g/m2

MC15

MC25

CMC

PVOH

OS

Ave.

0.89

0.86

0.79

0.86

1.06

Std.

0.27

0.25

0.24

0.16

0.10

Ave.

1.67

1.95

1.82

1.64

1.83

Std.

0.20

0.20

0.30

0.47

0.39

Ave.

2.05

2.43

2.47

2.26

3.12

Std.

0.26

0.58

0.42

0.58

0.65

Ave.

0.66

0.64

0.68

0.96

0.88

Std.

0.37

0.26

0.11

0.37

0.20

Ave.

1.35

1.46

1.54

1.67

1.56

Std.

0.42

0.38

0.40

0.51

0.45

Ave.

2.07

2.44

2.36

1.79

2.64

Std.

0.29

0.24

0.44

0.44

0.68

Ave.

1.22

1.28

1.28

1.30

1.25

Std.

0.39

0.19

0.26

0.37

0.20

Ave.

2.17

2.32

2.35

1.85

2.13

Std.

0.32

0.32

0.27

0.33

0.58

Ave.

2.94

3.16

3.32

2.59

2.85

Std.

0.16

0.46

0.19

0.51

0.50

1

Impregnation

2

3

1

Brushing

2

3

1

Sprayin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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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14(a) ∼ Fig. 14(c)는 노화 상태가 다른 세 모델 종이에 침지
법(Impregnation, I)으로 보강 약품을 적용하고 인장지수를 평가한
결과이다. 양호, 불량, 매우불량인 노화 모델 종이는 약품 보강처리
후 모두 인장지수가 무처리 종이에 비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적용한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인장지수의 값이 증가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틸셀룰로오스와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는 폴리비닐알코올과 산화전분보다 더 우수한 인장지수
결과를 보였다. 이는 김 등32 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보강처리를 하는 것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종류에
관계없이 보강 효과가 더욱 뛰어남을 보여준다.
Fig. 15(a) ∼ 15(c)과 Fig. 16(a) ∼ 16(c)는 세 가지 노화 모델 종
이에 각각 붓을 이용한 도포법(Brushing, B), 압축식 스프레이를 이
용한 분사법(Spraying, S)으로 약품을 적용한 후 종이의 인장지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포법과 분사법의 결과 역시 침지법의 결과
와 유사하게 약품 보강처리 후 강도가 개선되었고 픽업량이 증가할
수록 보강성능이 더 좋았다. 또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약품이 폴리비
닐알코올이나 산화전분에 비해 인장지수를 더 향상시킨 결과를 보
였다.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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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4. Tensile index of the aged sheets by impregnation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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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5. Tensile index of the aged sheets by brushing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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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6. Tensile index of the aged sheets by spraying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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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절도는 인열강도와 함께 종이의 내구성과 보존성을 평가하는 지
표 중 하나이다. Fig. 17(a) ∼ 17(c)은 다른 노화 상태를 갖는 모델
죽지에 보강 방법 중 침지법을 이용하여 약품을 적용한 후에 측정
한 내절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내절도 역시 앞서 제시한 인장지
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틸셀룰로
오스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가 적용된 모델 종이가 폴리비닐알
코올과 산화전분을 적용한 종이보다 더 높은 내절도 값을 보였다.
인장강도 결과에서 언급한 김 등32 의 연구에서도 약 30%의 내절도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매우불량 노화 시료의 경우 약품으로 보강 처리했음에도 강도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이는 노화 상태가 불량할수록 양호한 상태보다
강도 보강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화전분을 적용
하였을 때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내절도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전분에 의해 종이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하여 내절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8(a) ∼ 18(c)은 세 가지 노화 모델에 도포법으로 약품을 적용
한 후 측정한 내절도 결과이고 Fig. 19(a) ∼19(c)은 노화 모델 종이
에 분사법을 적용한 후 내절도 결과이다. 침지법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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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7. Folding endurance of the aged sheets by impregnation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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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8. Folding endurance of the aged sheets by brushing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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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9. Folding endurance of the aged sheets by spraying treatment of
chemicals: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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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처리 시 적용한 다양한 약품에 의한 종이의 색 변화를 관찰하
는 것은 약품의 보강 성능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
된 종이에 보강제를 적용하는 경우 외관상 색이 크게 달라지지 않
아야 한다. 따라서 죽지모델에 약품을 적용한 후 색도 변화를 측정
하였다.
Fig. 20 ∼ Fig. 22는 선정한 보강 약품을 침지법으로 적용한 종이
의 색상 L , a , b 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Fig. 20에서 양호, 불량,
매우불량 모델 종이의 L 값은 무처리 종이의 결과보다 보강처리 후
더 낮은 결과를 보였고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하였다. 즉,
보강처리 후 종이의 명도가 더 감소함을 나타냈다. Seki 등31 은 셀
룰로오스 유도체로 보강처리 후 종이의 밝기를 나타내는 백색도
(brightness)가 더 낮아졌으며 이는 보강약품으로 인해 종이의 비표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Fig. 21에 제시된 보강처리한 종이의 a 값은 무처리 종이에 비해 낮
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약품의 픽업량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Fig. 22의 b 값은 양호모델의 경우 무처리 종이에 비해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적용했을 때 낮았고 폴리비닐알코올과 산화전분을 적용했
을 때는 소폭 높은 결과를 보였다. 불량과 매우불량의 경우 무처리
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보강처리 후, a 값과 b 값을 띠는 적색
과 황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침지법으로 보강처리 시 약
품에 의해 종이가 가려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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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0. Changes in L* value of sheets by chemical impregnation :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a)

(b)

(c)

Fig. 21. Changes in a* value of sheets by chemical impregnation :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a)

(b)

(c)

Fig. 22. Changes in b* value of sheets by chemical impregnation :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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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보강 방법에 따른 강도 개선 효과
종이를 약품 용액에 침지시키는 침지법, 붓을 이용하여 약품을 표면
에 도포하는 표면도포법, 압축식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분사법, 이렇
게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진행하고 강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29-33 , 55 에서는 보강 약품에 초점을 맞추어 하
나의 방법으로 적용한 후 강도 개선 효과를 살펴본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방법마다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보강 방법으로 약품을 적용한 후 노화 종이의 보강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장에서는 보강약품 중 우수한 보강 능력을
나타낸 셀룰로오스 유도체인 메틸셀룰로오스(MC 25)를 임의로 지정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Table 2와 같이 적용한 보강 약품의 실제 픽업량과 목표 픽업량의
차이가 있어 실제 픽업량에 따른 강도의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 회귀식을 바탕으로 임의로 지정한 픽업량 2 g/m2 일 때의 결
과를 내삽하여 구한 후 이를 비교하였다.
Fig. 23은 세 가지 처리 방법에 따른 인장지수 증가율 결과이다. 양
호 모델에서 침지법의 경우 97.6%, 도포법은 80.9%, 분사법은
80.1%로 침지법이 더 우수한 보강 능력을 보였고 도포법과 분사법
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불량 모델은 침지법과 도포법이 각각
87.9%, 87.8%, 분사법은 75.0%로 침지법과 도포법이 더 우수한 보
강 효과를 보였다. 반면 매우불량 모델은 세 가지 보강 방법인 침
지, 도포, 분사 방법이 75.5%, 77.7%, 75.7%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어 보강 방법 간의 두드러지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각각의 노화 모델에서 보강 방법에 따른 강도 개선 효과를 살펴보
면 양호 모델은 매우불량 모델에 비해 침지법으로 처리하였을 때
인장지수 증가율이 약 1.3배정도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도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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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사법의 경우 양호 모델이 매우불량 모델보다 약 1.1배 정도 상
승한 결과로 침지법이 더 효과적이었다.
노화 상태가 다른 종이에 같은 방법과 동일한 픽업량, 동일한 약품
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화 상태에 따라 개선되는 보강 효과
가 달랐다. 노화 상태가 열악할수록 강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지만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보강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노화 상태가 다른 종이에 상이한 보강 방법을 적용한 후 측정한 내
절도 결과가 Fig. 24에 제시되어 있다. 내절도의 결과는 인장지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띠었다. 양호 모델은 침지법과 도포법이 각각
110.8%, 107.3%, 분사법이 91.6%를 보였고 침지와 도포법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불량 모델은 각각 111.3%, 106.9%, 89.2%, 매우불량
모델의 경우 침지법, 도포법은 70.1%, 69.9%, 분사법은 27.1%를 나
타냈다. 세 가지 노화 상태 모두 침지법, 도포법, 분사법 순서로 강
도 개선 효과가 우수하였다.
인장지수와 내절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 가지 상이한 보강
방법은 침지법, 도포법, 분사법 순서로 우수한 보강 효과를 보였다.
침지법은 약품에 담가 보강하는 방법으로 도포법이나 분사법에 비
해 종이에 존재하는 공극 내 약품 침투가 더 용이하고 섬유간 빈
공간을 채움으로써 우수한 강도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이 노화 상태에 따라서는 보강 향상 정도가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양호한 노화 상태를 보인 종이는 최대 인장지수가 97.6%, 내
절도는 111.3%의 상승효과를 보였다. 반면 매우불량 모델은 최대 강
도 상승률은 인장지수가 77.7%, 내절도는 70.1%정도를 나타냈고 양
호 모델과 비교할 경우 약 0.6배 정도의 강도 개선 효과를 보였다.
매우불량 모델은 양호 모델과 불량 모델의 종이의 결정영역 및 비
결정영역의 분해가 더 진행된 상태로 강도 개선에 어느 정도 한계
48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매우불량 종이의 경우 한 번의
보강처리보다는 자주 보강처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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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Increase in tensile index depending on treatment method.

Fig. 24. Increase in folding endurance depending on trea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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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노화 후 보강 유지 능력
다양한 영향인자에 의해 종이가 분해되기 때문에 노화된 종이는 보
강처리가 요구된다. 다양한 보강처리를 적용하여 노화 종이의 강도
가 개선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적용한 보강처리가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된 보강 약품을 세 가지 보강
방법을 이용하여 보강처리한 후, 재노화를 실시하였다. (80±0.5)℃,
RH (65±2)% 조건에서 7일 동안 재노화한 후 인장지수 및 내절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보강 유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보강 약품은 침지
법으로 적용하였다.
Fig. 25는 보강 약품에 따른 재노화 후 종이의 인장지수 결과이다.
재노화 후에도 노화 상태에 관계없이 인장지수는 픽업량이 많을수
록 더 높은 강도 결과를 보였다. 또한 무처리 노화 모델 대조군에
비해 재노화 후에도 더 높은 인장지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노화가
진행됨에도 적용한 보강 약품 모두 보강 유지 능력을 지니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한지에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적용하고 노화 후 강
도 감소율을 살펴본 강과 김33 의 연구에서도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보강처리한 종이가 무처리에 비해 보강 유지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양호 모델과 불량 모델의 경우 메틸셀룰로오스(MC25)가 다른 약품
들에 비해 더 높은 인장지수를 보였고 매우불량 모델에서는 메틸셀
룰로오스(MC 25)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가 높은 강도 결과를 나
타냈다. 이는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노화 후에도 어느 정도의 강도
유지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4.3.2장의 결과와 같이 재노화 후 우수한 보강 능력을 보인 셀룰로
오스 유도체 중 메틸셀룰로오스(MC 25)를 적용하였을 때 보강 방법
에 따른 인장지수 결과를 Fig. 26에 제시하였다. 세 가지 보강 방법
)

51

인 침지, 도포, 분사 방법 모두 재노화 후에도 노화 상태와 관계없
이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인장지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 약품의 픽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강도 결과로 비
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경향을 비교해 보면 양호 모델의 경우
침지법, 도포법, 분사법 순으로 인장지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고 불
량 모델과 매우불량 모델의 경우 침지법과 도포법은 유사한 결과
경향을 보이나 분사법은 다소 낮았다. 인장지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적용할 경우 강도 유지 능력이 더 우수
하고 침지 및 도포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27은 침지법으로 보강처리하고 재노화 과정을 거친 모델 종이
의 내절도 결과이다. 내절도의 결과도 일부분에 한해 인장강도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양호 모델의 경우 노화 후에도 픽업량이 클수
록 내절도의 값은 증가하였고 무처리 종이에 비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사용한 다섯 약품들 중 셀룰로오스 유도체가 더 우수
한 결과를 보였다.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 메틸셀룰로오스가 카르복
시메틸셀룰로오스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김 등32 의 결
과와 유사하다. 불량 모델은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보강한 종이의 내
절도가 다소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픽업량이 높을수록 우수하였다.
매우불량 모델은 무처리 종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내절도
값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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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5. Tensile index of the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tensile index
value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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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6. Tensile index of sheets depending on treatment method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tensile index value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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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7. Folding endurance of the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folding
endurance value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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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노화에 따른 색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보강처리를 진행하
고 재노화 후 종이의 색상을 측정하였다.
침지법으로 보강처리 진행 후 재노화를 실시하고 색도 L , a , b 값
을 평가한 결과가 각각 Fig. 28 ～ Fig. 30에 제시되어 있다.
L 값은 세 노화 모델 모두 재노화 후 노화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고 픽업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정도가 더 컸다. 그 중 우수
한 강도 효과를 보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더 큰 L 값의 감소
를 보였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가 적용된 경우 노화 전에 양호,
불량, 매우불량 시료의 L 은 91, 89.3, 86.7 이었지만 노화 후 가장
낮은 L*값은 각각 82, 81, 81의 값을 보여 8 이상 감소하였다.
a 값은 노화 전의 a 값보다 재노화 후 a 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특히 L 값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를 사용
한 경우 a 값에서도 적색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메틸셀룰
로오스는 노화 전 양호 모델 –0.4, 불량 모델 –0.3, 매우불량 모델
0.1의 a 값을 갖는 것에 비해 재노화 후 a 값의 최대 변화 값은 각각
약 0.05, 약 0.25, 약 0.8정도로 색상 변화가 미미하였다.
재노화 후 b 값은 a 값의 경향과 동일하게 노화 전 b 값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b 값은 a 값과 비슷하게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스 사용 시 더 크게 변하였다. 양호와 불량 모델의 경우 메틸셀룰로
오스의 변화 정도가 가장 작았으나 매우불량 모델은 다섯 약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가장 작은 변화량을 보인 메
틸셀룰로오스는 재노화 전보다 양호, 불량, 매우불량 모델에 비해 3
만큼 증가하였다. 이로부터 메틸셀룰로오스가 비교적 황변에 안정성
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노화 후 색도 결과를 종합하여보면 우수한 강도 개선 효과를 보
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는 오히려 재노화 후 색상 변화가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에서 큰 변화폭을 보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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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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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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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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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반면 메틸셀룰로오스는 오히려 재노화 후에도 대체적으로 작은
변화폭을 보여 노화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파우더
형태의 다양한 셀룰로오스 유도체를 노화시킨 후 500 nm에서 변색
정도를 평가한 결과 메틸셀룰로오스의 변색 정도가 가장 낮았고 노
화에 대한 안정성을 갖는다는 Feller와 Wilt28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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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8. Changes in L* value of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L* value
before aging.

(a)

(b)

(c)

Fig. 29. Changes in a* value of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a* value
before aging.

(a)

(b)

(c)

Fig. 30. Changes in b* value of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b* value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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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 31은 재노화 후 보강 약품을 적용한 모델 시료에 대한 픽업량
2 g/m2 일 때 냉수 추출법으로 측정한 종이의 pH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재노화 후 양호 모델(Fig. 35(a))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
오스와 폴리비닐알코올을 제외하고 무처리 종이의 pH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우수한 강도 개선 효과와 노화 후 색도변화 정
도가 적은 메틸셀룰로오스는 pH 결과에서 오히려 약산성 값인 5.5,
5.7을 보였다. 불량 모델과 매우불량 모델(Fig. 31(b), Fig. 31(c))은
무처리 종이의 pH 값인 5.5, 5.3 보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폴
리비닐알코올이 높은 중성을 나타내었고 메틸셀룰로오스, 산화전분
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재노화 후 노화 상태와 관련없이 카르복
시메틸셀룰로오스와 폴리비닐알코올은 pH 6을 보여 중성을 띠었다.
반면 우수한 보강 효과를 보인 메틸셀룰로오스는 pH 5 ～ 6 사이의
값을 보이며 재노화 후 노화 상태가 열악할수록 더 저하되는 값을
보였다. 이는 종이의 pH와 보강 약품의 pH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 판단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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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1. The pH of chemically treated sheets after aging :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60

보강성능 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강도 향상 효과를 보인 약품을 선
정하고 재노화한 후 측정한 셀룰로오스 중합도를 보강 방법에 따라
Fig. 32에 제시하였다. 재노화 후, 양호, 불량, 매우불량 모델 모두
보강처리 후 재노화한 시료의 중합도는 무처리 시료의 중합도보다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세 모델의 셀룰로오스 중합도는 보강효과를
가진 약품으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노화 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강 약품이 강도 향상에는 효과적이나 셀룰
로오스 중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강
방법 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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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2. Degree of polymerization of cellulose after aging: (a) good, (b)
poor, and (C) very poor. Dash line represents degree of polymerization
of cellulose befo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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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강 처리의 가역성
4.5.1 메틸셀룰로오스 용출 성능
양호, 불량, 매우불량의 세 가지 모델 종이를 다양한 약품으로
보강처리한 실험에서 가장 우수한 보강 효과를 보였던 메틸
셀룰로오스를 선정하여 가역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틸
셀룰로오스는 수용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한 제거 방법을
고려하였다. 보강처리를 실시한 종이를 탈이온수에 침지 시간을
달리하여 담금으로써 적용한 메틸셀룰로오스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일정 시간 침지 후 꺼낸 종이는 프레스 과정을 거쳐 항온항습
조건에서 압착건조시켜 인장강도를 평가하였고, 종이가 담겨져 있던
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 양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통해
평가하였다. 종이를 물에 담글 경우 종이를 구성하는 주원료 및
부원료로부터 각각 유기물이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강처리하지 않은 죽지 시료를 탈이온수 속에 담그고 용출되는
유기물 양을 측정하였다.
Fig. 33은 보강처리하지 않은 죽지를 물 속에 침지시키고 꺼낸 후
남아있는 물의 COD o trol 결과이다. 종이만 담갔을 경우 60분
침지시간에는 203 ppm 정도의 COD 값을 보였다. Fig. 34는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처리한 종이를 탈이온수에 담가 구한
COD i al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보강처리한 종이의 COD otal
값에서 무처리 종이의 COD o trol 값을 빼서 용출된
메틸셀룰로오스의 양 COD i al 값을 구하였다. 세 종류의 노화
모델은 물에 침지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COD가 점점 증가하였다.
즉, 물 속에 메틸셀룰로오스가 용출되는 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에 침지한 초기에는 급격하게 용출되는 유기물 양이
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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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만 약 30분 이후부터는 용출되는 유기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불량, 매우불량인 모델 종이의 노화 상태와
관계없이 유사한 값으로 유기물은 용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침지를 장시간 진행한다고 해서 용출되는 유기물의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용출 시간에 따라 로그함수적인 관계를
보였다. 물에 침지시킨 시간에 대한 COD 용출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Fig. 34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양호, 불량, 매우불량
시료에 대한 회귀식을 나타내었다. 이 회귀식을 바탕으로 유기물의
용출량이 일정해지는 시간인 60분을 100%으로 설정하고 약 80%
제거되는 시간을 산출해보았다. 양호 모델의 경우 약 2분, 불량
모델의 경우 약 6분, 매우불량 모델의 경우 약 9분일 때 80% 정도
제거되는 결과를 보였다. 양호 모델의 경우 산출된 결과시간이
2분으로 작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시료 종이의 픽업량 차이로 인해
기준으로 삼은 60분의 COD 용출량이 30분의 COD 결과값보다
작은값을 보였고 이의 결과가 회귀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한 결과 약 10분 ～ 15분 동안 물에 담그는 것이
메틸셀룰로오스를 제거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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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Leaching of organic matter from untreated sheet depending on
immersion time.

Fig. 34. Leaching of organic matter from MC-treated sheet depending
on immers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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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보강약품 제거 후 종이의 인장강도
메틸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보강처리한 종이를 일정 시간 물에
담가 보강 약품을 제거한 후, 종이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Fig.
35에 제시하였다.
인장강도는 COD i al 용출 결과와 유사하게 초반 약 5분까지는
급격하게 강도가 감소하지만 15분 이후부터는 크게 변화하는 것
없이 유사한 결과값을 보였다. 이는 물에 담근 초기에 보강제의
제거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에
장시간 침지하더라도 섬유의 풀어짐은 보이지 않았으며 형태가
유지되었다.
Fig. 36은 죽지 원지와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 처리 후, 15분 물
속에 침지 후 인장강도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 재료인
죽지 원지의 인장강도 수치는 1.0 kN/m이었고 양호 종이의 경우
메틸셀룰로오스로 보강처리를 진행한 후 인장강도는 약 1.8 kN/m
정도로 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물 속에 15분 침지시켜
보강 약품을 제거한 후에는 약 1.3 kN/m 정도였다. 이는 죽지
원지보다는 다소 높지만 상당량의 보강제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물의 침지 시간 15분 이후에 COD 양과
인장강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약 10분 ～ 15분
시간에서 침지하는 것이 보강제 제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Che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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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ensile strength of sheet depending on immersion time.

Fig. 36. Tensile strength of control sheet, MC-treated sheet, and
MC-removed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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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섬유가 아닌 대나무 펄프 등 저급원료로 제조된 오랜 지류 기록
물의 저하된 강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보강 약품과 보강 방법
을 강도 개선 성능, 노화 거동 및 가역성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서
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외서의 노
화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모사한 세 가지 노화 모델을 제작하였다.
보강 약품으로 보강 방법과 픽업량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강도 개선
능력과 재노화 과정을 통해 강도 유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추
후 재처리나 보강제 제거를 위해 제거 용이성인 가역성을 평가하여
셀룰로오스 유도체의 적용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노화 모델 제작 조건 선정을 위한 건식 및 습식노화를 통해 노화가
진행될수록 강도 저하, 황변 및 적변 발생 증가, pH 감소, 결정화도
및 중합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보강 약품 적용을 통해
셀룰로오스 유도체, 특히 메틸셀룰로오스가 폴리비닐알코올과 산화
전분에 비해 더 우수한 강도 개선 효과를 보였고 약품 적용에 따른
색상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보강 방법 중 침지법
이 도포법과 분사법에 비해 더 우수한 보강능력을 보였다. 이는 침
지법이 종이 내부로 약품이 침투하고 섬유간 공간을 메워 우수한
개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이의 노화 상태가 불량
할수록 강도 향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였다.
재노화 후 모든 보강 약품은 어느 정도의 보강 유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종이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경우는 강도 유지 능
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 메틸셀룰
로오스의 경우 색상에 대한 변화 폭이 적어 노화에 대한 안정성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pH 값이 5 ∼ 6의 산성을 띠고 있어 이
를 중성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병행한다면 더욱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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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보강능력을 보인 메틸셀룰로오스는 COD 결과와 인장강도
결과를 바탕으로 약 10분 ～ 15분 시간동안 물에 침지시킨다면 충
분히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역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저급원료로 이루어진 기록물의 상태, 노화 정
도 등에 따라 화학적 보강을 통한 강도 향상 능력을 파악할 수 있
었으며, 이는 중국 외서 등 저급원료로 제조된 종이의 보존성 향상
을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9

6. 인용문헌
1. 정소영, 이혜윤, 정용재, 홍정기, 엄두성, 조선왕조실록밀납본의
보존상태 조사, 보존과학연구 25:119-132 (2004).
2. 서진호, 정소영, 정선화, 조선왕조실록밀납본 손상 복원을 위한
복원용지 탐색, 보존과학연구 28:5-19 (2007).
3. 윤경동, 최경화, 서진호, 강영석, 정소영, 조선왕조실록밀랍지
시제품 제작 및 물리적 특성 분석, 보존과학연구 30:149-155 (2009).
4. Jeong, S., Jeoung, S., Seo, J., and Lee, H., The study of
restoration technique of wax-treated volume for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I) - evaluation of degradation behavior of
reproduced waxy paper -, Journal of KTAPPI 39(1):56-63 (2007).
5. Lee, S., The research on reproduction of white bamboo paper
in Ming-Qing dynasty : reproduction of paper woven painting
and repair paper,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3:39-51 (2008).
6. Kang, J. and Ju, Y., Manufacture of Hwaseonji(Korean
traditional paper) using various kinds of short-length fiber pulps,
Journal of KTAPPI 37(2):78-86 (2005).
7. Cho, J. and Eom, T.,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apers of
south China, Journal of KTAPPI, 41(4):1-7 (2009).

70

8. Hollinger, W. K. Jr., The chemical structure and acid
deterioration of paper, Library Hi Tech 1(4):51-57 (1984).
9. Gurnagul, N., Howard, R. C., Zou, X., Uesaka, T., and Page, D.
H., The mechanical permanence of paper: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Pulp and Paper Science 19(4):160-166 (1993).
10. Daniels, V. D., The chemistry of paper conservation, Chemical
society reviews 25(3):179-186 (1996).
11. Area, M. C. and Cheradame, H., Paper aging and degradation:
recent findings and research methods, Bioresources 6(4):5307-5337
(2011).
12. Baty, J. W., Maitland, C. L., Minter, W., Hubbe, M. A., and
Jordan-Mowery, S. K., Deacidific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paper-based works: a review, Bioresources
5(3):1955-2023 (2010).
13. Rasch, R. H., A study of purified wood fibers as a
paper-making material, Research Paper No. 107, Journal of
Research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469-506 (1929).
14. Rasch, R. H. and Scribner, B. W., Comparison of natural
aging of paper with accelerated aging by heating, Research Paper
No. 620, Journal of Research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11:727-732 (1933).
71

15. Scribner, B. W., Comparison of accelerated aging of record
papers with normal aging for 8 years, Journal of Research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23:405-413 (1939).
16. Shaw, M. B. and O’leary, M. J., Effect of filling and sizing
materials on stability of book papers, Journal of Research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21 1149:671-695 (1938).
17. Wilson, W. K., Harvey, J. L., Mandel, J., and Worksman, T.,
Accelerated aging of record papers compared with normal aging,
TAPPI 38(9):543-548 (1955).
18. Bansa, H., Accelerated ageing paper:some ideas on its
practical benefit, Restaurator 23(2):106-117 (2002).
19. Zervos, S., Natural and accelerated ageing of cellulose and
paper: A literature review, in Cellulose: Structure and Properties,
Derivatives and Industrial Uses, Lejeune, A. and Deprez, T. (ed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NY, pp. 1-42 (2010).
20. Zou, X., Uesaka, T., and Gurnagul, N., Prediction of paper
permanence by accelerated aging 1. Kinetics analysis of the
aging process, Cellulose 3:243-267 (1996).
21. Lee, M. K. and Mun, S. P.. Manufacturing of Korean
traditional handmade paper with reduced fiber damage(III),
Journal of KTAPPI 31(3):90-95 (1999).
72

22. 박소연, 종이의 가속 열화 방식에 대한 고찰 및 한지 보존성
향상 기술 개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3. 최유리, 김형진, 강광호, 보수용 한지의 물리적 특성 평가,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
펄프·종이공학회, pp.165-170 (2009).
24. Cheon, C. Characteristics of degradation for the hand-made
Japanese paper and hand-made Korean paper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d optical test-.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5(1):11-19 (1996).
25. Jeong, S. and Cho, N., Opt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papers by the artificial heat aging treatment, Journal of
KTAPPI 27(2):7-15 (1995).
26. Jeong, S. and Cho, N., Opt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papers by the UV irradition aging treatment, Journal of
KTAPPI 27(3):42-50 (1995).
27. Park, S., Choi, M., and Lim, H., Aging characteristics of
marketing Korean paper (Hanji),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5(2):161-169 (2009).
28. Feller, R. L. and Wilt, M., Evaluation of cellulose ethers for
conservation,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10).

73

29. Strnadova, J. and Durovic, M., The cellulose ethers in paper
conservation, Restaurator 15:220-241 (1994).
30. Franciska, R. L. and Maria, T., Paper conservation using
aqueous solutions of calcium hydroxide/methylcellulose 2. The
influence of accelerated ageing temperature on properties of
treated paper, Restaurator 24:178-188 (2003).
31. Seki, M., Sonoda, N., Morita, T., and Okayama, T., A new
technique for strengthening book papers using cellulose
derivatives, Restaurator 239-249 (2005).
32. Kim, K., Lee, M., and Eom, T., Strengthening treatment of
aged Hanji with water soluble polymers, Journal of KTAPPI
43(5):1-10 (2011).
33 Kang, K. and Kim, H., Studies on the reinforcement treatment
of aged Hanji using cellulose derivative solutions, Journal of
KTAPPI 43(2):40-48 (2011).
34. Futernick, R., Leaf casting on the suction table, Jou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22(2):82-91 (1983).
35. 박소연, 이귀복, 리프캐스팅처리 원료로서 한지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펄프·종이공학회, pp.
207-213 (2009).

74

36. 박소연, 이귀복, 기계식 배접처리를 위한 한지섬유와 화학펄프의
최적 배합비 탐색 및 평가, 2012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펄프·종이공학회, pp. 207-213 (2012).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류직물 문화재 보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38. Park, C. S., The problem of the conservation of the paintings
on the silk - lining paper -,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5(2):57-64 (1996).
39. 이충현, 효율적인 복원·보존을 위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배접

및 표장 연구,

40. 김성준, 전통장황의 의의와 보존수복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1. 정선영, 정소영, 정선화, 서진호, 유기질 문화재 복원재료의
재질안정성에 대한 연구, 보존과학연구 29:5-18 (2008).
42. 정선화, 최경화, 박지희, 강영석, 윤경동, 열처리 인공촉진열화가
배접지의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보존과학연구
30:93-102 (2009).
43. Jeong, S., Choi, K., Park, J. H., and Kang, Y. S., Comparioson
of the physical properties Korean and Japanese lining papers,
Journal of KTAPPI 41(3):60-64 (2009).
75

44. Choi, K., Seo, J. H., Kang, Y. S., Yoon, K. D., and Jeong, S.,
The effect of lye and sodium carbonate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Korea lining paper, Journal of KTAPPI 41(3):.65-69 (2009).
45. 최경화, 박지희, 서진호, 기능성 배접지의 보존 특성 분석 :
호분지, 보존과학연구 31:79-88 (2010).
46. Carter, H. A., The chemistry of paper preservation. Part 3.
the strengthening of paper,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73(12):1160-1162 (1996).
47. Daniels, V. D., A study of the properites of aged starch
paste(FURU-NORI), Preprints of the contributions to the Kyoto
Congress, The Conservation of Far Eastern Art, p.5-10, 19-23
September (1988).
48. Yang, E., Cho, K., and Choi, T., Characteristics of starch
paste for conservation of paper properties (Part 1) - the nature
and adhesive strength of starch paste -, Journal of KTAPPI
45(4):52-64 (2013).
49. Baek, Y., Cho, K., and Lee, Y., Effect of the fermentation
time of the fermented wheat starch and paste on the properties
for pasti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5(1):39-47 (2009).
50. Bonet, M., Munoz-Vinas, S., and Cases, F., A note on the
reversibility of cellulose ethers–detection on artwork surfaces
using modified FTIR, Restaurator 29-38 (2007).
76

51. 신희내, 셀룰로오스 결정화도와 표면 사이즈제로서의 전분이
종이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52. Thygesen, A., Oddershede, J., Lilholt, H., Thomsen, A. B., and
Ståhl, K., On the determination of crystallinity and cellulose
content in plant fibres, Cellulose 12:563-576 (2005).
53. Feller, R. L., Lee, S. B., and Bogaard, J., In historic textile
and paper materials: conservation and characterization, Needles,
H.L. and Zeronian, S.H.(eds), Advances in Chemistry Series 212,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pp. 329-347 (1986).
54. Kato, K. L. and Cameron, R. E.,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mally-accelerated ageing of paper and hornification,
Cellulose 6:23-40 (1999).
55. Kim, K., Lee, M., and Eom, T., Strengthening treatment of
aged Hanji with solvent soluble polymers, Journal of KTAPPI
44(1):1-9 (2012).
56. Roberson, D. D., The evaluation of paper permanence and
durability, Tappi 59(12):63-69 (1976).

77

Abstract

Improvement in the preservability of
aged bamboo paper through
the application of cellulose derivatives
Hyeyoon Lee
Program in Environmental Materials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cient books and paper documents composed of low quality pulps
appear more deteriorated because of cracking and yellowing compared
to ancient Korean books composed of long mulberry fibers, even when
they have been stored in the same environment. Paper aging occurs by
the mechanisms of acid hydrolysis and oxidative reaction. Because most
aged papers have lost their strength and show deterioration, they require
strengthening treatment to improve their preservability. In this study, a
strengthening treatment was conducted on papers made of low quality
pulp such as bamboo fibers. Various strengthening agents and treatment
methods were applied. In addition, aging behaviors of re-aging and
reversibility of the strength treatment were investigated. The condition
of ancient Chinese books made of bamboo paper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ults, three

model aging conditions, “good”, “poor”,

and “very poor” were determined for further experiments. The sheets of
these models were chemically treated for strengthening by different
application methods (impregnation, brushing, and spraying) with three
target pickup weights. Impregnation of cellulose derivatives showed
excellent strengthening effect, however the improvement was limited in
the “very poor” model. Aging was carried out on the chemically treated
paper. Most of the sheets treated with methyl cellulose showed higher
strength than untreated sheets regardless of aging. In addition, methyl
cellulose exhibited color stability with aging. The “very poor“ model
sheets had similar tensile strength and fold endurance compared to
untreated sheets. Although the severely aged papers were treated with
strengthening agents, strength retention ability is reduced with the
degree of aging. Reversibility was evaluated by measurements of COD
of water and tensile index of sheets with immersion time of the sheets
in water. Removal of methyl cellulose was observed in less than 15
minutes of immersion time. Therefore, we concluded that impregnation
of methyl cellulose results in improved strength of aged paper, good
strength retentio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aging, and good

reversibility.

Keywords: bamboo paper, aging, strengthening, cellulose derivatives,
reversibility, preser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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