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역사

문화재 보존윤리

유구전사·이전

문화재 분석의 이해와 활용

비파괴 조사

발굴 금속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와 보존

도자기 보존처리

목재문화재 보존

석조문화재 보존

종이(양지)

서화, 전적문화재의 보존

섬유

벽화보존(한국 사찰벽화 보존)

환경

서양화의 보존과 복원

https://conservation.or.kr
https://conservation.or.kr




보 존 과 학
 
입 문

I N T R O D U C T I O N 

T O 

C O N S E R V A T I O N 

S C I E N C E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역사

문화재 보존윤리

유구전사·이전

문화재 분석의 이해와 활용

비파괴 조사

발굴 금속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와 보존

도자기 보존처리

목재문화재 보존

석조문화재 보존

종이(양지)

서화, 전적문화재의 보존

섬유

벽화보존(한국 사찰벽화 보존)

환경

서양화의 보존과 복원

https://conservation.or.kr
https://conservation.or.kr


발 행 일

기 획
책 임 편 집

발 행
주 소
연 락 처
북 디 자 인

I S B N

편 집 위 원 회

2021년 12월 15일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보존과학 입문서 발간 편집위원회
박 학 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 푸르미르빌딩 6층 605호
전화  1522-5738   /   팩스  0303-3130-5708   /   홈페이지  https://conservation.or.kr
Design Wap's

979-11-976915-1-5(전자책)
979-11-976915-2-2(인쇄본)

Ⓒ 2021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 필 자 1장 이 오 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

2장  이 수 정 (문화재청)

3장  위 광 철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4장  김 규 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5장  박 학 수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6장  조 남 철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7장  양 필 승 (서울시 문화재위원)

8장  김 익 주 (제주문화진흥재단)

9장  김 사 덕 (명지대학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10장  이 귀 복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

11장  박 지 선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12장  채 정 민 (단국대학교 석주석기념박물관)

13장  한 경 순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14장  오 준 석 ((주)싱크피플 문화재연구소)

15장  김 주 삼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보 존 과 학
 
입 문

I N T R O D U C T I O N 

T O 

C O N S E R V A T I O N 

S C I E N C E

위  원  장 한 경 순 (건국대학교, 제14대 학회장)

부위원장 위 광 철 (한서대학교, 제14대 부회장)

위        원 박 학 수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

 박 기 정 (서울역사박물관 보존과학과)

 이 현 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함 철 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https://conservation.or.kr
https://conservation.or.kr


발간을 
기념하며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거치면서 예정보다 늦게 입문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학회가 창립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뜻깊은 해에 발간하게 되어 그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이번 입문서는 ‘우리나라 보존과학의 역사’, ‘보존윤리’를 비롯한 소재별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고는 보존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분

야별 전문내용과 참고문헌, 연습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입문서는 학회 홈페이

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파일로 올려질 것입니다. 

30년의 학회 역사에서 늘 논의된 입문서를 교재 형태로라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

존과학의 학문적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보존철학과 윤리에서 자연과학 전 분야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학문입니다. 추후 입문서의 내용과 분야는 추가되어야 하

며, 이번 입문서가 보존과학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이오희 선생님을 비롯한 참여 집필진과 그간 원고 취합에 수고 많았던 박학수 선생에

게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서진문화유산’의 김선덕 대표에게

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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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우 리 나 라  보 존 과 학 의  역 사

1
한 국  보 존 과 학 의  시 작

우리나라가 문화재 보존처리에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 말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하려는 본격적 연구

가 시작된 이래 1970년과 1971년에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과 같은 중

요 석조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가 있었으며, 1972년에는 유형문화재 관련 연구보

고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 Ⅰ』과 『해인사 팔만대장

경 신판고 환경조사 보고서』(1979년 9월), 『제2차 해인사 팔만대장경 신·구판고 환경

조사 보고서』(1979년 12월), 『제3차 팔만대장경 신·구판고 환경조사 보고서』(1980년 

11월) 등이 출간되었다. 

2
보 존 과 학 의  발 전 ( 보 존 과 학  전 담  인 력  양 성 )

1973~1975년에는 경주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발굴조사로 많은 수의 유물이 출토되었

다. 또한 1974년 안압지 발굴, 1976년에 신안해저 침몰선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인

양된 각종 유물의 보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했다.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과 국

립중앙박물관에 보존과학 전담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961년 UNSCO 산하 국제 문화재 보존·복원연구센터 소장(Dr. Harold J. 
Plenderleith 박사)을 초청하여 석굴암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상태 조사함. 

- �1963년 국보 제78호 및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60여점에 대해 
감마선 [Co-60, Cs-137]을 사용해 조사(과학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비파괴조사 연
구하기 시작함).

- �1968년 대통령 특별 지시에 따라 문화재관리국 협조 하에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관
계전문가가 참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발간

-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내 보존과학반
- �1971년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에 대한 보존처리 실시(발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

존과학 기술의 실제 적용은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이 최초임)
�*�목관재와 목제봉황머리 장식을 알코올로 탈수 건조한 후 합성수지로 보존처리함. 
또한 철제 등 금속유물을 수산화나트륨(NaOH 10%) 용액에 침적하여 전해환원 
처리를 실시함. 

- �1972년 유형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초연구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관
한 연구(Ⅰ)』 보고서를 원자력연구소 주관 하에 발간

도1-1   1968년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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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내 보존과학반
- �1975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1995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명칭 변경)
- �1976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2007년 5월 22일 보존과학팀 정식 직제 마련, 

2013년 3월 23일 보존과학부 승격)
�*�국립중앙박물관 故 최순우 前 관장과 이난영 관장(前 경주국립관장)은 보존처리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5년 초 박물관 학예실 소속의 이상수와 이
오희(前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회장)를 각각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과학기술실과 
일본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내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을 연수토록 함. 1976년 
일본과 대만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두 연구원은 소장품 보존처리 업무를 시작
하였고,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의 시작임.

- 1980년 국립경주박물관 보존과학실 설치
- �1980년 덕수궁미술관 양화수복실(1986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보존과학실)
- �1981년 목포해양유물 보존처리장(임시기구): 신안해저 인양 침몰선 보존을 위한 문

화재연구소 산하 현장 임시 기구(1994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 개편)
- �1989년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 보존과학실(1999년 문화재보존연구소 승격)
- �1990년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창원) 및 목포해양유물 보존처리소 정식 개설
- �1991년 한국문화재보존과학 학회 창립
- �1993년 국립부여박물관 보존과학실 설치 
- �2002년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
- �2004년 국립민속박물관 보존과학실
- �2007년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

- �1992년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보존과학)
- �1997년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現 문화예술대학 문화재학과)
- �1998년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1999년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 �2000년 경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2002년 예원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 �2002년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보존학과(現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술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 �이후 건국대학교 대학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충북대학교, 대학원, 명지대학교 등에 

보존과학 전공과정 개설

3
보 존 과 학  교 육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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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존 과 학  사 례

4 .  1   초 창 기 의  보 존 과 학

1) 석불사(石佛寺/石窟庵)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과학자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1958년 석불사(石佛寺/石窟庵) 

보존조사가 처음이고, 문화재 보존과학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68년 조상들이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을 과학적 방법으로 잘 보존하여 온전한 상태로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과학기술처가 주관하고 문화재관리국이 협조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에 관한 조사 연구』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1913년 10월부터 1915년 8월까지 이루어진 1차 보수공사는 석굴 전체를 해체하여 

파손된 석재를 신재로 보충하고 돔을 콘크리트로 덮어 그 위에 모르타르(Mortar)로 

성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석굴 후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자

연암반에 두군데 수조를 만들고 납관으로 두 수조를 연결하는 배수공사도 하였다. 그

러나 석굴주위를 콘크리트로 덮고 전면을 개방하면서 내부로 안개가 유입되어 습기

가 차며 청태(靑苔)가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지하수의 양이 두 개의 수조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문제점

이 발생되었다. 이 보수공사에는 세키노 타다시 박사도 직접 관여했고, 이이지마 겐

도1-2 석굴암 해체 모습 도1-3 해체 복원 후 모습

도1-4 현재의 모습 도1-5 목조 건물 설치(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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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케 기사의 감독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일본인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

시(柳 宗悅)는 일차 공사가 끝난 약 일 년 후 2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3번이나 석불사

를 찾아 면밀히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나는 이것을 보고 그 몰취미한 행위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나는 

이것이 굴원의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옛날 사람들

은 아무런 과학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석불사와 같은 건축에서 자연의 이법(理法)을 

놀랄 만큼 아름다움과 결부시켰던 것이다. 굴원은 다행히 왜구의 난을 면했다. 그러

나 오늘날 수리라는 이름아래 새로운 모독을 받는 것이다. …(중략)… 나는 파손된 채

로 있던 당시의 사진과 수리 뒤의 사진을 보고 예술을 모르는 죄 많은 과학의 행위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에서는 1917년 굴 상부 봉토면에 대한 응급조치만

을 실시하였고, 1920년에서 1923년 사이에 다시 대대적인 3차 공사를 벌이게 되었

다. 이 공사에서는 석굴 주위 전면에 균열된 콘크리트를 보수하고 부분적으로 철근을 

박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하수 처리를 위하여 석굴 후면의 수조를 4배로 확장

하고 토관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였다. 3차에 걸친 공사로도 석굴 전면의 변형과 청

태는 시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33년에는 석굴 내부에 발생하는 청태를 뜨거운 증

기로 막고자 보일러를 설치하고 1941년, 1947년, 1953년, 1957년에 걸쳐 청태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얻지 못하고 석굴암의 훼손을 더욱 심화시

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공사와 무모한 청태 제거작업으로 제상(諸相)의 풍화·탈락은 점

차 심해져 갔으며, 또 다시 누수(漏水)와 지하수에 의한 청태, 먼지, 녹물, 석회분들의 

오염물질이 더해져 석굴암의 손상은 최악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해방 이후 처음으

로 석불사(石佛寺/石窟庵) 수리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으

로 과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되어 1958년 1월 14일에서 1961년 4월 2일까지 

총 6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일제시대까지 통틀

어 문화재의 수리공사에 과학자가 참여한 예는 석불사의 수리보존이 처음이며 이것

은 건축가와 문화재 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문제들을 다각도

로 고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석불사 조사 보고서에서는 누수와 지하수 같은 물의 문제, 굴 내외 온·습도 변화와 벽

체의 석회성분의 분비 등에서 오는 석상 자체의 풍화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을 

들어 근본적인 중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 1961년 8월에 유네스코 문화재보존

전문가 Dr. Harold J. Plenderlith가 내한하여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1961년 9월 13일부터 1963년 6월 30일까지 조사 작업과 예비 공사가 착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3년 7월 1일부터 1964년 6월 10일까지 본 공사를 실시하였다. 공

사의 주요 내용은 외기(外氣)의 침투를 막고 내부의 공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외피와 환기구멍을 증설했으며, 기능을 잃은 방수층을 깨끗이 걷어내

고 새로운 액체방수법으로 방수층을 신설하였다. 하수구도는 종전의 연관배수방식

에서 용적이 상당히 큰 규모의 암거(暗渠)를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 이중 돔 기초로

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전실(前室)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높은 봉토로부터 

가중되는 토압을 견고하게 지탱하도록 설치했으며 이것이 여러 구조물의 아름다움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 도1-6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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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 석굴암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실을 개석으로 덮고 문을 설

치하였는데, 그 형태는 발굴 조사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으로 복원·재현

하는데 주안점을 맞추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보수공사가 없었으나 1996~1997년 

대한건축학회가 구조 안전진단을 벌여 내·외부 돔 균열부위 등에 대한 보강작업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1998년 문화재관리국 주도하에 오래된 서까래와 기와를 교체하

고 베니어합판으로 만든 송풍관을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하였으며, 균열이 간 부

분은 수축되지 않는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등의 보수 작업을 마쳐 오늘과 같은 상태

에 이르고 있다.

석불사는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세계인이 주목하게 되었으나 보존

적인측면에서는 아직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내·외환경과 구조조사를 정

밀하게 다시 하여 근본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각 분

야 전문가로 구성한 석불사 보존위원회를 만들어 장기적인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문

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한다. 

2) 과학적 비파괴 조사

문화재에 직접적으로 과학적 비파괴 조사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63년 국보 제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60여 점에 대

해 감마선[코발트-60(530mc), 세슘-137]을 사용해 조사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1962

년 국립박물관 의뢰로 국립공업연구소에서 통일신라시대 선림원종(禪林院鐘)에 대

해 화학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1963년 고고미술자료에 발표되었다.

발굴 고고금속유물의 X선 투과 촬영조사는 1979년 8월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산

에 위치한 사적 제 79호 대가야 시대 고분 중 제 32~35호 발굴 중에 32NE-1에서 출토

된 철제환두대도의 환두부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은상감당초문의 문양을 발견한 

것이다. 그후 1980년 12월에 신라시대 고분 황남대총 출토 철제유물 일괄을 조사하

였으나 상감문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1-7   감마선 촬영 사진(정면)

3) 무령왕릉 및 천마총 등 고분 출토유물 

공주 무령왕릉 보고서 『과학적 보존을 위한 연구』에 기술된 내용에 기초하면, 무령왕

의 두침(頭枕)과 그 파편은 1971년 7월 국립박물관 서관 지하실(현 덕수궁 미술관)에

서 Polyvinyl acetate 5% Benzene용액과 10% Toluene 용액으로 강화하는 보존

처리가 이루어졌다. 왕의 족좌(足座), 왕비의 두침(頭枕)과 족좌(足座)는 비교적 원

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강화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의 족좌에서 옻

칠이 박리(剝離)되는 현상과 채색(彩色)되어 있는 왕비의 두침이 퇴색되는 등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습도를 조절하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보존방법

을 채택하였다. 습도조절은 습도 조정시약 질산나트륨(NaNO3 : 75~80%)을 비이커

에 포화용액으로 만들어 아크릴 밀폐상자 내에서 2개월간 보존하다가 질산마그네슘

(Magnesium nitrate,60%) 포화용액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적 보존방

법을 마련했다. (내부온도 24~25℃, 밀폐상자 외부 상대습도 60~70% 유지)

이 보존방법은 1973년에 이루어진 천마총 출토 천마도 보존처리에도 이용되었다. 천

마도는 목재에 천마(天馬)를 채색한 말 다래로 복합재질 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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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8 감마선 촬영 사진(머리측면, 머리 내부에 철심과 못이 존재함) 도1-9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10 감마선 촬영 사진 세부(오른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음) 도1-11 감마선 촬영 사진(가슴과 팔, 머리에 철심과 기포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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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우 리 나 라  보 존 과 학 의  역 사

의 유물보다 보존처리가 어렵고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유물

의 보존처리 사례도 없었던 당시에 습도조정시약을 이용하여 밀폐용기 내에서 일정

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한 보존방법이었다. 

출토 유물 중 철산화물로 이루어진 철전 40점은 10%NaoH 용액을 전해액으로 하고 

양극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여, 철전을 음극으로 해서 전해환원처

리를 했다. 초기 전압은 14~15V로 높여 30분간 유지하고, 반응이 일어나면 전압을 

5~8V로 내린 상태에서 3~5시간 처리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하였다. 산화피막을 제거

한 후에는 증류수로 여러 번 수세(水洗)하여 아세톤에 넣었다가 건조시켰다. 건조된 

유물은 10% 크롬산 용액에 5~10분간 넣어 표면을 부동태화(不動態化)시키는데, 이

것은 환원처리시의 수소취성(水素脆性)을 막아 주는 동시에 공기 중에서의 산화반응

을 억제해 주는 기능을 한다.

관못 및 관고리의 처리는 먼저 관못에 부착되어 있는 썩은 나무 등과 같은 유기물질

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뒤, 10% 칼곤(Calgon)용액에 30분간 담궈 남아 있는 

유기물을 연화(軟化)시켜 증류수로 씻어주었다. 표면의 산화피막 제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 다음 10% 크롬산 용액에 5~10분간 침적시켜 부동태화 시켰다.

출토 청동유물의 경우, 청동잔은 알칼리 롯셀염(Rochelle salt) 용액에 약 10분간 침

적시켰다. 이 용액은 가성소다와 롯셀염, 증류수를 각각 1: 3: 20으로 혼합하여 제조

한 것으로, L-타르타르산나트륨칼륨사수화물(KNaC4H4O6·4H2O)을 말한다. 알칼리 

로셀염에 침적하여 어느 정도 피막이 제거된 유물은 10%NaOH 용액을 전해액으로 

한 환원처리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그리고 증류수로 수세(水洗)한 다음 아세

톤에 넣었다가 꺼내어 건조시켰다. 환원처리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전압은 약 2~6V

로 적절히 조절하였다. 청동숟가락은 10% NaOH 용액을 전해액으로 환원처리를 하

여 푸석푸석한 악성 녹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청동잔과 마찬가지로 증류수로 수세

(水洗)한 다음 아세톤에 넣었다가 꺼내어 건조시켰다.

그 외의 출토 유물 중 은제화형장식의 보존처리는 먼저 유물의 표면에 고착된 나무뿌

리, 흙 등의 유기물질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그리고 10% NaOH 용액을 

전해액으로 하여 약 5분간 환원처리 하였는데, 환원처리로 표면이 검게 되면 5% 묽

은 황산에 넣었다가 꺼내어 증류수로 수세(水洗)하고 탈지면으로 닦아준다. 단단하

게 부착된 피막의 경우에는 소형나무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었으며 전

체적으로 피막을 제거한 다음 아세톤에 넣었다 꺼내어 건조시켰다. 건조 후에는 파손

된 부분을 Epoxy계 접착제로 접합하고 파티나의 분말을 채워주었다. 유물의 강화 및 

코팅제로는 내산(耐酸)·내수성(耐水性)이 좋고 피막이 투명한 Epoxy 수지를 사용하

였으며 침적법으로 피복하였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피복할 유물을 사

전 처리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한 다음 Epoxy 수지를 용매로 희석한 용액에 침적시켰

다. 다음으로 침적한 유물을 꺼내어 건조기에 넣고 70~80℃에서 약 5시간 건조시켰

는데, 이와 동일한 방법을 3회 반복하였다. 마지막으로 광택을 없애기 위해서 섬유소 

도료를 입혀주는 작업으로 마무리하였다. 

금속유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창기 보존처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에 생성된 부식생

성물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전해환원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표면코팅 강화제로 비

가역적(非可逆的)재료인 Epoxy계 수지를 사용하였다. 유럽에서도 초창기에는 전해

환원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여 금속의 녹을 제거하는 것은 유

도1-12   무령왕릉 연도 입구

도1-13   무령왕릉 출토 왕비 베게(頭枕,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도1-14   무령왕릉 출토 왕 발받침(足座,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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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형태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출토된 고고 금속유물은 대개 금속

산화물이 녹으로 형성되어 있어 녹자체가 유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해환원방법의 사용은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는 명문이나 금·은상감문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제유물에 적용할 경우 염화은(鹽化

銀)이라고 하는 부식물이 제거되어 은제합과 같은 얇은 그릇은 표면에 요철이 생기거

나 구멍이 뚫리게 된다. 또한 청동유물의 경우에는 소지 금속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

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치밀한 청동녹(Patina)마저 모두 벗겨낼 뿐 아니라 청동녹을 

제거함으로써 고격(古格)의 미(美)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청동유물의 보

존에 대한 기본 개념은 특히 형태 보존과 색상 보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도1-15 황남대총

도1-17 옥충금동안교

도1-19 백동술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16 천마도

도1-18 옥충금동등자

도1-20 청동박산향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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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안해저유물

신안해저발굴(1976~1984년)로 9년 동안 11차에 걸쳐 도자기 및 기타유물 22,007점, 

동전(28톤), 자단목 1017본, 선체편 445편의 방대한 유물이 인양되었다. 이 중에 최

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목선(木船)이 출토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수침목재

(Waterlogged wood)의 보존처리는 급성장하게 되었다. 

도1-21 신안해저 출토 도자기

도1-23 신안해저 침몰선 용골 인양도1-22 신안해저 유물 인양 작업

도1-25 신안 해저선 복원도1-24 약화된 수침목재 PEG 강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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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침(水浸)목재 보존처리는 1970년 경주 안압지 경주 안압지 출토 

목선(木船)을 시작으로 1977~1984년 신안해저 침몰선, 1983년에 발굴한 완도선

(11~12세기), 1995년 목포 달리도선(14세기), 2003년 군산 십이동파도선(11세기), 

2005년 3월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에서 출토된 안좌도선(14세기 말) 등과 부여 

궁남지, 광주 신창동, 익산 미륵사지 수침목재 유물들이 대표적이다. 

신안해저유물의 경우는 금속제품이 729건 출토되었는데, 1978년 1차에서 3차까지 

인양한 금속유물을 한국원자력연구소(사업 책임자 : 김유선)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

터 보존처리 용역사업을 의뢰받아 보존처리하였으며 부식진행 억제를 위해 약 1년간 

비활성 가스인 Helium gas(비닐밀봉)로 응급보관하였다. 2차 보존처리는 1979년 

비활성 가스인 Helium gas로 응급보관 중에 있던 금속유물을 문화재관리국이 홍익

공업전문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보존처리 방법은 염분, 유기물, 해토 등을 용해하여 제거하고 연화(軟化)시키기 위

해 40~60℃의 물에 보통은 2~3일, 긴 것은 10일간 침적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청동

유물은 benzotriazole, 철제유물은 dicyclohexyle ammonium nitrate, 주석제품

은 mercaptobenzotriazol을 각각 1L 당 10g씩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은제품은 증류수만을 사용하여 cleaning하였고, 청동제품과 은제품 가운데 금속심

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해환원처리법으로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철제품은 

25,000rpm의 회전 에어드릴에 금강석(金剛石)을 부착시켜 이물질을 연마하여 제거

하였다. 유물의 강화처리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밀랍을 사용하였고, 접합은 Cyano-

acrylate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4 .  2   현 재 의  보 존 과 학  

현재의 보존과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석장비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파괴분석이 가능한 분석기기가 다양해지고, 분석장비의 휴대성이 높아져 

더욱 분석 대상의 한계가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존처리를 위한 재료 개발도 꾸

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재료의 탐색과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보존과학

의 대상물은 근대의 기록물, 직물, 무기류에서부터 타자기, 자동차, 전차까지 그 범위

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아트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

라 보존처리 대상물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기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존처리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더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유물의 보존처리에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가 사용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보

존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보존처리 재료, 도구 및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기본적으로 재

료의 선택은 가역성(可逆性)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재료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라 최선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한다.

도1-26 복원전의 미륵사지 석탑(서탑)

도1-28 옛 부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부재와 접합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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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7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 복원(서탑)

도1-29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동탑)

1)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최대 사찰이었던 익산 미륵사는 무왕(武王,600-641)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창건시기가 명확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

되었다. 원래 9층으로 추정되나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었다. 정확한 원형은 알 수 없으

나 17~18세기 이전 1층 둘레에 석축이 보강되고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분에 콘

크리트를 덧씌운 상태로 전해졌다. 남아 있는 6층까지의 높이가 14.5m이고, 상·하 이층

으로 구성된 기단의 전체 폭은 약 12.5m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시대 목탑·목조건

축 기법과 양식이 그대로 반영돼 목탑에서 석탑으로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준다.

석탑은 1998년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999년 해체·수리를 결정했다. 2001년 해

체조사에 착수하여 2017년 조립공정이 완료되었다. 제대로 된 보수를 위해 해체되는 

부재 모두 3D스캐닝을 통한 형상정보를 기록하였고, 한편으론 고증을 위한 발굴 조

사, 원래 부재와 새 부재에 관한 각종 연구, 구조보강 방안, 옛 부재의 오염물 제거 등 

보존처리 대책도 마련했다. 보수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기술특허 5건, 보수·

보존 관련 논문과 학술 발표 37건 등의 연구 성과를 낳기도 했다. 

미륵사지석탑의 보수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함께 문화재 수리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역사성을 보존하고 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철

칙을 지켰다. 이에 따라 남아있던 6층까지만 수리되었으며, 석탑의 부재 1627개 중 본

래의 부재 81%를 재사용하여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다. 원재료

와 기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연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하였다. 새 부재도 옛 

부재와 재료학적으로 가장 동질성을 보이는 미륵사지 인근 황등 채석장에서 구했다. 

2) 전차 381호 보존처리 

‘전차 381호’(길이 13.7m, 너비 2.4m, 높이 3.2m, 무게 18t)는 1968년 당시 운행됐

던 총 176대 중 현재 남아있는 2대 중 하나다. 1968년 전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후 

1973년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능동)에 전시되었고, 2007년 서울 신문로 서울역사박

물관으로 옮겨왔다.

2010년 8월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 467호로 지정됐다.

‘전차 381호’는 지난 2009년에도 보존처리를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실내 철물과 내장

재 등 일부를 복원하지 못했다. 보존처리 전에는 차체 외부 도장이 손상돼 들떠 있거

나 부분적으로 결손돼 있었고, 실내 철물들은 자료가 부족해 복원하지 못했다. 

전차 381호의 수리를 위해 도면과 당시 사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차가 

1966~1968년 사이에 개조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실내 합판은 고밀도 섬유질 판재인 

‘하드보드(Hard Board)’이고, 출입문 걸쇠와 운전석 차단봉 등 철물 제작에 사용된 

접합방식이 리벳팅(Riveting) 기법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개조된 ‘전차 381호’는 출입문을 총 6개(양쪽 3개씩)에서 4개(양쪽 2개씩)로 줄

이고, 승차 인원을 늘리기 위해 내부 벽면을 따라 길게 부착됐던 좌석 4개를 2개로 줄

였다. 또 정중앙에 있던 출입문을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부착한 게 특징이다. 

2017년에 진행되었던 수리에서는 조사를 통해 새로 밝혀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리

가 진행되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었던 부품들의 재질, 제작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외부 도색 페인트의 경우 기존의 떨어진 페인트 도막을 분석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

로 페인트를 제작해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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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남준 作 ‘다다익선(多多益善)’

‘다다익선’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설치되었으며 세계적인 영상 예술가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다. 다다익선은 총 8층으로 구성된 TV모니터 탑으로 7, 8층에 

6인치 모니터가 60대, 10인치 모니터가 1, 5, 6층에 552대, 14인치 모니터가 4, 5층에 

93대, 20인치 모니터가 3층에 103대, 25인치 모니터가 2층에 195대로 총 1003대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고, 시스템 기기로 DVD플레이어 8대, DVD음향 플레이어 1대, 

비디오 영상 콘트롤기기 2세트, 증폭기 9대, 분배기 67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다

익선’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 한국 미술을 대표해온 중요한 작품으로 평

가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모니터들을 한데 모아 만든 작품인 만큼 노후화에 따라 각각의 모니터

들은 지속적으로 고장을 일으켜왔다. 2003년에는 전면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모니터 

전면교체와 변압기 및 1차 전력간선설비가 설치되었다. 2008년에는 2차 부분수리가 

이루어져 모니터를 전체 분해하고 청소 및 구조물의 분진을 제거하였다. 2010년 4월 

158대가 수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86대가 추가 수리되었다. 2012년 79대가 수리

되었고 2013년 2월 음향기기가 교체되었다. 같은 해 6월에 100대가 수리되었으며 전

원, 영상회로기판, 고압트렌스 등이 수리되었다. 2014년 98대가 수리되었는데 브라

운관 모니터의 국내생산 중단으로 인해 중고 모니터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2015년

도1-31 전차 내부 해체 보수

도1-33 전차 수리 후 외부

도1-30 서울전차 381호 수리 전 외부

도1-32 전차 하부 세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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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20여대가 수리 및 교체되었고 분진청소가 이루어졌다. 최근 ‘다다익선’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작동을 멈추고 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남준의 ‘다다익선’ 수리방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백남준 작

가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말을 생전에 했었다며, 미디어 

아트로서 개념이 중요한 것이므로 최신 LED TV로 전면 교체하자는 주장이 있는 반

면, 전면 교체는 원형이 훼손이라는 반론이 대립중이다. 

일반적인 미디어 작품의 보존 전략은 첫째, 뉴미디어 아트에 사용된 장치의 노후와 

손상에 대비하여 동일한 장치 또는 동일 사양의 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저장(Storage) 방법이 있으며, 둘째, 원작과는 다른 기술이나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

되 외형은 그대로 재현하는 보존방법인 에뮬레이션(Emulation), 셋째, 원본과 가장 

유사하게 작품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향상되는 기술에 맞추어 새로운 장비나 소프트웨

어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인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넷째, 기술의 변화와 시대

적 환경에 따라 기존의 매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채택하

는 재해석(Reinterpretation)의 방법이 있다.

미디어 및 디지털 아트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

구가 진행 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미디어 및 디지털 아트가 어디까지 보존되어야하

고 어떠한 방식으로 보존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편적으

로 적용 가능한 보존환경, 보존처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1-34 모니터의 노후화에 따라 모니터의  
전원이 모두 꺼진채로 전시되고 있는 
백남준 作 ‘다다익선

5
보 존 처 리 는  어 떻 게  해 야  할 까 ?

문화재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인위적 등으로 인해 손

상과 훼손이 일어난다. 인위적 훼손을 제외하고는 자연의 섭리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손상된 문화재를 수리와 복원을 하여 병든 문화재를 되살리는 일을 한다.

특히 보존처리하는 데 있어 단순히 문화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학술적 관점에도 포

괄되어 있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각 재질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은 현재 

존재하는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

보존처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면

⑴ 수리복원

수리복원은 형태·재료·장식 등의 손상된 결실부분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실된 곳을 채워 넣거나 보강한 부분에 고색처리를 하여 본래의 

모습과 분간할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손상부분에 새로운 요소들이 첨

가되어 후세에 잘못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⑵ 현상유지 보존처리와 부분 복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 특히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실시하는 현상

유지 처리방법으로, 전체 조화와 물리적 안정, 시대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복원

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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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본격적 보존처리

보존처리의 손상된 상태가 매우 심할 때 실시하는 수리복원법이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된 유물은 처리전과 전혀 다른 유물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문화재의 미적 가치는 떨어지지만, 역

으로 수리복원과정에서 당초의 기법, 소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 자료로서 귀

중한 물증이 되기도 한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있어 국가별 시대별과 현재 주어진 여건 등에 따라 보존의 철

학을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하는 

보존의 기본 원칙은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하는 데 있어 한번 쯤 고찰해 볼 재미있는 그리스 신화를 소개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Plutarchos)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약 3300년 전, 남쪽 크레타 섬에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 아테

네 사람들은 이 괴물에게 해마다 선남선녀 열네 명을 제물로 받쳐야 했다. 이때 등장

한 인물이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Theseus), 테세우스는 산 제물로 받쳐지는 사람

들 사이에 섞여 섬으로 들어가 괴물을 처치하고 아테네로 돌아온다. 이러한 테세우스

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가 타고 돌아온 배를 천 여 년 간 보존 했다. 그런데 오

랫동안 보존하자니 부후된 노와 널 판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했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는 기묘한 질문을 던진다.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

도 그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이것이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테세우스의 역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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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보존에 과학자가 참여한 최초의 문화재와 그 참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2. 보존처리 재료의 선택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뉴미디어의 보존 전략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 보존처리 방법의 원칙 및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종류별로 적용이 적합한 사례를 서술하시오.

5. 현재의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테세우스(Theseus)의 역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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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윤리

이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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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보존윤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보존윤리는 전문직업인인 보존가가 공적 

자산인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윤리이다. 보존윤리는 문

화재를 보존하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이해

하고 적용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한다. 보존가는 문화재와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

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모든 직무행위에서 최고수준을 추구하며, 동료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존중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합리

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가치중심의 판단, 보존의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보에 

입각한 보존방법의 선택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존가가 보존윤리를 준수하

기 위해서는 보존가로서의 적절한 자세를 갖추고 직무에 임하며, 매사에 합리적 판단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윤리는 윤리적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일에 있어서 보존원칙을 지키는 것을 말한

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업적 윤리이다. 이러한 보존윤리

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존가가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와 그에 대한 행위인 

보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사유가 필

요한데, 우리는 그러한 분야를 보존철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존윤리는 철학적 사

고를 기반으로 한다.

보존의 대상은 문화재이다.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산물로서 가치, 의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개념은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에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재를 역사적 사실을 

물리적인 산물에 담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해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의 지적 수준

을 보여주는 재산적 가치로서 중시하였다. 때문에 개인적 후원에 의한 고고학적 발굴

이나 유물의 수집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문화재를 역사적 산물로 인식하는 

관점은 현재까지 이어졌으며, 보존의 대상인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사성을 지

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 

1
보 존 윤 리 란  무 엇 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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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문화재를 ‘옛 것’, ‘과거로부터의 산물’이라고 이해하면서 초창기에는 고고

학적 유물, 예술작품, 종교적 건축물과 같은 개별 대상을 지칭하였다. 그 후 각종 공예

품이나 산업시설 등 인류의 활동과 연관된 모든 산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 

또한 형태가 있는 유형적 산물 외에도 춤, 의례, 기술, 언어, 풍습 등 무형적 산물도 문

화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내소사 괘불은 유형문화재이지만 무형문화재인 영산재의 

공양작법과 하나가 되어야 완전성을 갖추게 된다(도2-1). 또한 부여처럼 백제의 고도로

서 도시 전체가 문화재인 경우도 있다(도2-2).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되는 범위만 확장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를 규정하는 속성도 확

장되었다. 원래 문화재는 재화가치가 분명한 동산성격의 유물에서 그 개념이 출발하

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후 이러

한 제한적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달되었고, 앞으로 미래로 

전달되는 산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확대되었다.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상속되는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세대를 뛰어넘어 전달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소유권에 관계없이 시대

와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러

므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적 산물이자 공적인 유산이라는 개념에서 더욱 확장

되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써 문화재

는 재화적 속성을 지닌 역사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에 관계없이 공적인 대상이

며, 또한 동시에 인류의 모든세대를 위한 자원이다.

보존에 임하는 사람은 이러한 문화재 개념의 진화과정과 현재적 속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문화재는 인류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무형적 산물을 포함하고, 그 핵심요소

는 문화재가 지닌 가치이며, 그 핵심속성은 공적인 산물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에 대해 알아보자. 

보존은 말 그대로 문화재가 지닌 가치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그러한 가치는 문화재의 

유형적 요소와 무형적 요소를 통해 형성되므로, 보존을 함에 있어서 이들 요소를 정확

히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보존에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답이나 모든 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

도2-2 고도로 지정된 부여 전경도2-1 내소사 괘불과 공양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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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재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 해당문화

재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 종종 보존

처리의 방법이나 보존의 결과 또는 보존 후의 상태를 두고 비판이나 논란이 벌어지지

만 대부분 명확한 결론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 보존

에 임하는 전문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보존의 수준을 결정한다. 

보존은 공적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행위이다. 문화재는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개인의 의견이나 소수 전문가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보존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보존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 

보존을 위한 의사결정, 보호에 대한 참여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

다.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우선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존을 정보에 근거

한 행위(informed conserv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과학적 

정보가 많아야 문화재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손상원인이나 해결방법을 다각도

로 고민해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해당 문화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있어야 다

수가 서로 보존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존행위를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보존가 이다. ‘보존가’라는 용어는 문화재 보존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로 『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에서 처

음 사용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보존가에는 보존과학자, 보존처리가, 보존

행정가 등 학계, 관계,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보존가가 하는 연구와 조사, 결정과 판단, 그리고 행위는 모두 개인적 행위가 아닌 사

회적, 공적인 행위이다. 때문에 이들은 전문가로서 적합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판단

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적 행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

을 우리는 보존윤리라고 한다. 

보존윤리는 크게 세 부분을 다룬다. 첫째, 문화재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지

녀야 하는지, 둘째,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셋째, 문화재를 다

룰 때 어떠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존윤리지침 또는 보존윤리규범이라고 한다. 

국내의 명문화된 보존윤리로는 『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이 있다.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윤리규범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2012년에 최종 공포한 

이 지침은 앞의 세 가지 사항을 간명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41개의 조항으로 명문화

하고, 국내문화재의 성격과 보존여건을 반영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 중 보존윤리의 핵심사항인 보존가가 지녀야할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의사결정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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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은 크게 용어정의, 일반지침, 실무지침의 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표2-1). 그 중에서 일반지침의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보존가가 직

무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동료전문가와의 관계, 책임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 소양을 명시한 항목이다.

보존가가 갖추어야 할 첫 번쩨 요건은 앞서 서술한 문화재와 보존행위의 개념을 정확

히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의 속성을 이해하여야 보존행위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존가는 자신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고의 질적 수

준을 추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존가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재료와 기법을 선

택함으로써 해당문화재의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보존가는 문화재가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면밀히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

다. 이를 가치 중심의 보존(value-based conservation)이라고 한다.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를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재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재의 물리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기술자, 기능인, 과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보존에 

있어서 인문학적·철학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화재의 물리적 측면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것은 그것이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담아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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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용어정의

문화재� 기록
보존� 보존처리
문화재보존가� 복원
조사� 복제
분석� 예방보존
해석� 사후관리

일반지침

문화재보존가의 태도와 자세(1~8항)
동료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관계(9~10항)
문화재보존가의 직업적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11~13항)
윤리지침의 준수와 장려(14~15항)
관련법의 준수(16항)

실무지침

조사(17~18항)� 복원(32~34항)
분석(19~23항)� 복제(35~36항)
해석(24~26항)� 예방보존(37~39항)
기록(27~28항)� 사후관리(40~41항)
보존처리(29~31항)

표2-1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의 구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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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존가는 물리적인 측면을 보존하기 위해 해

당문화재가 지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다양한 가치들이 문화재의 물리적인 측면

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공존하는 보존재료와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해당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보존가는 예술가나 창작자가 아니라 문화재가 지닌 고유의 가치가 손상되

지 않도록 지키는 전문가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보존가는 예술가나 창작자처럼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산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원작자가 사용한 물리적인 요소나 거기에 담긴 기법과 의미는 후대의 보존

가가 첨가한 물리적 측면과 비교될 수 없으며,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창작 당시의 물리적 측면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가가 결손부분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본래 지니고 있는 미적, 개념적, 물리적 특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

이 한 변화와 모든 행위는 후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섯 번째로, 보존가는 동료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존중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제9항과 제10항에 명시

되어 있다. 앞에서 보존은 정보에 의한 행위라고 하였듯이 보존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한 가치 외에 수많은 다른 가치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

존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동료 보존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 필요한 정보

를 교환하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려는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보존가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번 보존처리

를 했다고 해서 그 문화재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시대에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라고 해서 같은 재료와 방식으로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보존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분야 뿐 만 아니라 유관분

야에 대한 지식과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능력향상이 힘써야 다양한 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존철학과 보존원칙에 대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보존철학은 보존을 왜 하며, 무엇을 보존하며,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

을 찾는 과정과 방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적 사유과정을 통해 보존원칙이 수립된

다. 보존윤리는 그러한 철학적 사유과정을 통해 수립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보존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철학과 원칙을 이해하여야 한다. 보존이 일찍 발달

하기 시작한 서구 유럽에서는 과거에는 보존을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기

술적인 행위로 인식하였다. 이제는 행위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판단

을 위한 철학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보존과학이나 물질적 측면

에 대한 연구에만 몰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존의 당위성을 세우고, 특정한 

보존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적 사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논

의하고, 보존방식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서구중심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화재의 특성과 보존환경을 고려한 선택과 

판단의 원칙들이 새롭게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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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행원칙은 가치중심의 판단(value-based decision 

making)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보존방법

을 선택하고 보존처리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등 4가지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정서적 가치, 사회경

제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다. 보존가는 자신이 다루는 문화

재가 지닌 다양한 가치와 함께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자신의 결정이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는 것이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구조적 보강을 위한 해체수리가 필요한 경우, 건축

물의 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무형적 요소, 즉, 벽화나 단청, 목 부재, 각종 불상이

나 조각, 건축의도, 예불의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

다. 문화재는 역사적 사실을 물리적으로 담아내는 증거물이므로, 역사적 가치는 문화

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역사적 가치를 보자. 예를 들어 발굴을 통해 세상에 나온 유물은 특정시기

의 생활모습, 사상적인 측면, 사회적인 풍습 등 그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

문화재는 역사적 사실을 물리적으로 담아내는 증거물이므로, 역사적 가치는 문화재

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보존가는 포괄

적인 역사적 중요성 외에도 보다 세부적으로 해당 유물의 용도, 형태, 장식적 요소 등

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생활모습이나 의례, 생산방식, 제작기법 등을 파악하여야 한

다. 또한 장인이 그 유물을 제작할 당시 단순히 기능적 측면 외에 예술적 의도나 장식

적 도안에 담겨있는 사상이나 신념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는 하나의 유물 또는 유적에 한 시대만 한정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발굴유적이나 성곽의 경우 서로 다른 시대의 

흔적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 가치는 어느 한 시기만이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의 흔적이 동등하게 중요하

므로, 이러한 시대적 중첩성이나 시대적 흔적을 모두 존중하기 위한 

보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도2-3). 

두 번째로, 유물이 만약 장식적인 요소를 담고 있거나, 시대적 미감

을 담아내고 있다면, 이는 예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예술적 가치는 

작가가 문화재를 만들 때 의도하였던 예술적 감각과 예술의지, 그리

고 그것으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

를 모두 포함한다. 예술적 가치는 문화재의 형태, 스케일, 색상, 질감 

등 모든 물질적 부분에 존재한다. 한편 시·공간에 관계없이 전시대에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절대적 가치이기도 하고, 때로는 당대의 미적 

기호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이기도 하다. 도2-3 부여 석성산성의 시대별 흔적

3
합 리 적  판 단 을  위 한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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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또는 국가와 민족별로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화작품의 한 종류인 문인화의 경우, 그것의 예술적 가치는 서양의 

감각적 인식과는 달리 작가가 세상 이치에 대한 통찰과 사유가 깊어 만물을 향한 정감

이 성숙되어 격조 있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표현될 때 발현된다고 

본다(변영섭, 2013). 

또한 기법 측면에서도 서양에서는 색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예술적 표현으로 본다. 반

면, 동양에서는 먹빛에도 오색이 있다고 하여 용필·용묵에 따라 수묵 한가지만으로도 

무궁무진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먹의 사용에 따라 그 예술적 격이 달라진다. 문인

화는 예술적 측면에는 도교와 불교의 노장과 선종사상을 융합하여 그것을 미적 가치

로 발현하고 있으므로, 서양의 예술적 가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

치는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보존가는 유물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을 함께 고

려해야한다. 

또한 예술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재료적 측면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회화작품의 경우, 보존처리에 있어서 먹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며, 그 농묵의 의미

와 예술적 미감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존처리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이나 보존처리할 곳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학술적 가치는 문화재가 전달하는 학술 정보나 각종 지식 등에 내재되어 있

다. 역사적 사실이나 한 시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흐름이나 사건을 이해할 수 있

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연대 정보, 시대 양식이나 미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 그리고 당시의 생활상이나 믿음 또는 사유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민속적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문화재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현

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다양한 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문

화재는 학술적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학술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는 

교육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한다(Lipe, 1984). 

그러나 학술적 가치는 그 자체의 속성상 그 내부에 모순점을 지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벽화와 같이 시대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대의 물리적 흔적 위에 후

대의 예술행위가 첨가되면서 하나의 벽화에 여러 시대의 흔적이 겹쳐진 경우에는 한 

시대의 물리적인 형태나 완전성을 손상시켜야만 전대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른 

시기의 벽화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매우 드문 경우에는, 아래 층위에 있는 벽

화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해당 벽화의 물질적 측면에 대한 보존이 위협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보존가는 다양한 가치를 보존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3 .  2   보 존 의  당 위 성  수 립

합리적 판단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은 물리적 개입의 당위성을 세우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보존가가 문화재의 물질적인 측면에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문화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훼손되었거나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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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존처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보존가는 해

당 회화작품이 손상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변형되었는지를 분명하

게 구분하여야 한다. 

손상은 물리적인 변화에 의하여 문화재가 지니는 다양한 가치들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도2-4). 이 경우, 보존가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

호하는 전문가로서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개

입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에 일어난 물리적 변화

가 문화재가 지닌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변화는 경우에 따라 그것이 문화재가 지닌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보존가가 물리적

인 개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발굴에서 발견된 유물이 최초의 보존처리를 거친 후에, 전

시장에 전시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유물이 만들어진 최초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최초의 모습으로 돌리려는 보존처리가 정당한 것인지 고민해

야 한다. 그 유물에 일어난 변화가 유물의 물리적 상태와 모습을 변화시켜 물성을 약화

시키지 않으며, 유물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그 유물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음미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상이 아니라 단순한 변화에 해당한다. 

또한 회화문화재의 경우, 생물에 의한 피해로 군데군데 얼룩이 졌다 하더라도 생물의 

번식이나 활동이 완전히 멈추어 더 이상 작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

학적 분석결과가 나왔거나 예술적 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는 경우, 그것을 일부러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물질을 사용하여 세척하기 보다는 그

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나 방법이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하게 원래대로 되돌리려다 보면 오히려 보존처

리가 문화재의 상태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존

가는 문화재에 일어난 변화가 단순한 변화인지 아니면 가치를 훼손시키는 손상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후에 물리적인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  3   정 보 에  입 각 한  최 선 의  방 법  선 택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과학적·인문학적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그에 

맞는 보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존가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당대의 기술, 방법, 

재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문화재의 가치와 물리적 보존에 가장 적합한 원칙, 기술, 

방법,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적 지침』 제7항). 이를 위해 보

존가는 조사·분석·해석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회화문화재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나 각종 문헌자료 외에 물리적 특성, 즉, 

회화작품의 바탕으로 사용한 종이나 비단, 마, 모시 등에 대한 정보, 사용한 먹이나 채

색안료, 천연염료의 성분·제작 방법·원산지, 표장을 위해 사용한 재료의 특성, 배접에 

사용한 풀의 성분이나 배접기법 등 하나의 회화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사

용된 재료와 기법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존가는 과학적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문화재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거나 변형을 일

도2-4   용봉사 괘불의 손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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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과연 보존윤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보존가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자신이 하는 모든 직무의 과정

과 절차에 있어서 최대한 논리적인 사유를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다. 한 점, 한 점의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존가로서 늘 일관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하나의 의사결정이라도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신중히 하는 것이 제대로 

보존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보존윤리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이다. 보존가의 사회적 도덕성

이나 개인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다. 행위의 결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보존윤리는 우리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 원칙

이다. 우리 모두가 보존윤리를 준수하면 공적 산물을 보존하는 공적 책무를 해나가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당위성과 신뢰성이 부여된다. 그리고 보존가가 적문직업인으

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보존윤리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후배나 동료가 함께 지켜나가도록 서로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4
보 존 윤 리 의  준 수

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실험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보존가는 유사한 유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온 실증자료와 비교해가면서 데이터

를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색에 사용된 천연안료는 산지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성분구성이나 특성이 다를 수 있어서 해당 회화작품의 안료를 분석하여 나온 데

이터만으로 산지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전의 안료분석에서 도출된 데이

터와 성분이나 특성 등을 비교하여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료와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보존처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재료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적 지침』 제30항). 특히 최근 들어 다양

한 재료가 개발되고 있고, 보존기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배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선대의 보존가들이 해온 방법이 과연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늘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다만 보존가는 문화재를 제작할 당시에 사용했던 전통기법을 연구하여 보존처리에 그

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지만, 예외적으로 현대의 대안적 기술과 재료가 장

기적 보존에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가능성도 늘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재료개발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방법으로 보존할 수도 있

으므로 후대에 재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또한 손상부위의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와 기법이 보존처리 후에 원래의 안료나 재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향후에 보다 나은 재료와 기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일 것이다. 반드시 손상부위를 복원해야 한다면 후대에 더 나은 재료와 기술이 나왔을 

때 복원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복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

다(『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적 지침』 제33항).

37



참 고 문 헌

연 습 문 제

1. 보존윤리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가 ?

2. 문화재 보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

3.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적용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문화재 보존원칙과 합리적 판단.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보존윤리규범 기초연구 종합보고서.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

4.   변영섭, 2013, 문인화, 그 이상과 보편성, 북성재, 서울.

5.   이수정, 2017, 문화재보존윤리, 그패픽코리아, 서울.

6.   Ashley-Smith, J, 1999, Risk assessment for object conservation,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7.   Marstine, J(ed), 2011, Museum ethics, Routledge, Oxon.

8.   �Lipe, W, 1984, Approaches to the archaeological heritage; a comparative study of worl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9.   �Richmond A & Braker A(eds), 2009, Conservation: principles, dilemmas and uncomfortable truths, Butterworth-Heinemann, 

Oxford.

38



 2 장    문 화 재  보 존 윤 리

〔부록 1〕 문화재 보존가를 위한 윤리지침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1   용 어  정 의

문화재  국가, 사회 또는 특정 집단이 생산한 산물 중에서 후대에 전할 만한 가치와 의미 또는 중요성이 있는 대상을 ‘

문화재’라 한다.

보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를 당대에 활용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고,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 주기위해 취하는 모든 활동을 ‘보존’이라 한다. 

문화재보존가  문화재와 보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보

존하기 위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문화재보존가’라 한다.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 연구, 보존처리하고, 보존 방안을 수립하며, 보존 정책을 결정하는 등 문화재의 보존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조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 제작 기법, 재료, 손상 상태, 손상원인 등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행위를 ‘조사’라 한다. 

분석  과학적 장비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물리적·화학적 톡성을 규명하고, 제작 기법을 연구하며, 보존

처리를 위한 재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모든 행위를 ‘분석’이라 한다. 

해석  현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얻어진 문화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적이고 객관

적으로 결과를 설명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정보를 유추하는 모든 행위를 ‘해석’이라고 한다.

기록  조사, 분석, 해석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보존처리, 사후관리, 예방보존 등 보존과 관련한 모든 행위의 내용을 

남기는 작업을 ‘기록’이라 한다. 

보존처리  문화재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에 가하는 모든 화학적·물리적 행위를 ‘보존처리’라 한다.

복원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멸실되었거나 손상되었을 때, 원래의 모습을 회복 또는 재창조하는 행위를 ‘복원’

이라 한다. 

복제  문화재를 전시 또는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의 모습대로 재생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복제’라 한

다.

예방보존  문화재의 전시, 보관, 운반, 활용 등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손상 또는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존에 가작 적

합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방보존’이라 한다.

사후관리  문화재를 보존처리하거나 복원한 후에 현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든 행위를 ‘

사후관리’라고 한다.

문 화 재  보 존 가 를  위 한  윤 리 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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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반  지 침

[ 문화재보존가의 태도와 자세 ]

1.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당대에 활용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임을 알고, 이를 보존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의 유형적·무형적 가치와 의미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데에 행위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3.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가 유형적·무형적 가치가 있는 특수한 물질적 대상이며, 그 가치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될 수 없다

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문화재보존가는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전 과정에서 모든 행위들이 최상의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 중요성과 물리적 특성 및 제작 의도, 역사적 흔적 등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6.  문화재보존가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며 당대의 기술, 방법, 재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문화

재의 가치와 물리적 보존에 가장 적합한 원칙, 기술, 방법,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7.  문화재보존가는 해당 문화재가 후대에는 현재와는 다른 보존처리 방법과 보존 원칙에 따라서 보존·관리·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 행위가 후대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존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지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동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관계 ]

9. 문화재보존가는 직업적 관계에서 예의를 갖추어 동료를 대하고, 그의 전문분야와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문화재보존가는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실용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가적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문화재보존가의 직업적 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 ]

11. 문화재보존가는 학문적·실무적 차원에서 보존 분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보존가 외에 문화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

존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3.  문화재보존가는 국민이 문화재보존가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고, 문화재보존가의 모든 보존 행위가 전문적 지식과 기

술, 그리고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윤리지침의 준수와 장려 ]

14. 문화재보존가는 윤리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보존의 전 과정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

15.  문화재보존가는 동료들에게 윤리지침의 준수를 권장하고, 윤리지침을 널리 확산시키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해야 한다. 

[ 관련 법의 준수 ]

16. 문화재보존가는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의 각종 법규와 규범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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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무 지 침

[ 조사 ] 

17.  문화재 관련 조사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는 보존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다양한 형태

와 방법으로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18.  문화재보존가는 조사 방법과 조사 과정이 문화재에 손상이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조사의 타당성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분석 ] 

19.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의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분석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20. 문화재보존가는 분석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1. 분석 방법은 가능한 한 해당 문화재에 물리적 손상이나 변형을 주지 않으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22. 분석을 위해 문화재의 일부분을 시료로 채취해야 하는 경우, 문화재보존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 문화재보존가는 시료를 채취할 때에 최소한의 양을 채취해야 한다.

[ 해석 ] 

24.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의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과학적 이론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25.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얻은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조사, 분석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해석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6. 문화재보존가는 조사와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과학적 이론과 방법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기록 ] 

27.  보존의 전 과정에서 얻은 문화재에 대한 모든 정보는 문화재보존가가 참고해야 할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문화재보존가

는 보존 행위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8.  기록 내용은 당대 또는 후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동료 전문가와 자료를 공유하

여야 한다.

[ 보존처리 ]

29. 문화재보존가는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보존처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0.  문화재보존가는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 분석, 해석에서 얻은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

고, 보존처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재료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1.  문화재보존가는 보존처리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처리법이 보존처리 후 문화재의 보존 상태와 향후의 보존 행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복원 ] 

32.  문화재보존가는 복원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

용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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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재보존가는 현재보다 나은 기술과 재료를 후대에 해당 문화재에 적용하고자 할 때, 복원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

는 복원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34. 복원된 부분은 복원 후에 육안 또는 과학적 조사 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제 ]

35.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를 실시해야 한다. 

36. 문화재보존가는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문화재를 왜곡하지 않도록 복제하여야 한다. 

[ 예방보존 ] 

37. 문화재보존가는 예방보존이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8.  문화재보존가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존처리가 아닌 문화재의 보존 환경에 대한 제어만으로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존처리보다 예방보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9.  문화재보존가는 예방보존을 위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한 환경 조건, 손상요인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40. 문화재보존가는 보존처리 후 문화재의 보존 상태와 보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41.  문화재보존가는 자신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해당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문화재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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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각국의 보존윤리규범 제개정 현황

제정 단체 명 칭 제정 개정

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가를 위한 윤리적 지침 2015

1
미국 유물 및 예술품 보존 협회

American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AIC)

1. Code of Ethics

1968 19942. Guidelines for Practice

3. Commentaries to the Guidelines for 
Practice

2

캐나다 문화재 보존협회
캐나다 전문보존가 협회

Canadi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Canad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nservators(CAC/CAPC)

1. Code of Ethics

1985 2000

2. Guidance for Practice 

3 캐나다 문화유산 전문가 협회
Canad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Heritage Consultants(CAHP)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Ethics 미상

4 네덜란드 보존가 협회
Dutch Association of Professional Restorers(VeRes) VeRes Code of Ethics 1992

5
유럽연합 보존가 협회

European Confederation of Conservator-Restorer's Organizations 
(E.C.C.O)

Professional Guidelines 1993 2002

6 The United Kingdom Institute for Conservation
영국 보존협회(UKIC)

Code of Ethics 1998

소멸

Rules of Practice 1981

7 The Institute of Conservation
영국 보존회(ICON) Professional Guidelines(ECCO)

8 호주 문화재 보존협회
Australian Institute for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Material(AICCM) Code of Ethics and Code of Practice 1986 2000

9 뉴질랜드 보존가 그룹
New Zealand Professional Conservators Group(NZPCG) Code of Ethics 1985 1995

10 국제 박물관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Code of Ethics for Museums 1986 2004

11 일본문화재보존수복학회 문화재 보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규범 2008

12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V & A Museum Checklist 197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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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 중 심 의  판 단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우리 손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한 최초의 유적 발굴 작업은 

194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경주의 호우총(壺衧塚)을 조사한 일이다(이선복, 

1996). 이후 수많은 발굴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해 동안 1,000여건 이상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발굴이 완료된 유적 및 유구는 대부분 복토과정을 통해 

재 매립되지만 일부 문화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 및 유구는 원형으로 보존하거나 

이전·복원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게 관람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굴된 매장문

화재의 보존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

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

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문화재청, 2018).

이에 따라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

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실태

에 대하여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문화재청, 2018).

국내 발굴 유적 및 유구의 보존에 대한 방법론이나 보존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

해 찾아보기는 어렵다. 발굴 유구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에 대한 기록은 1946년 발굴이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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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지난 시간 동안 발굴 완료 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에 의해 보존조치 되었는

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굴 유구의 보존을 위해 보존

유형에 따른 보존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 유구 보존을 위한 보존조치로 국내에서는 198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의 판축 전사(김병호,1998) 및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진 청

자가마 이전(이상수, 1983)을 국내 최초 이전 복원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전 복원 

방법론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고, 단지 사용

된 재료는 내구성, 접착력, 강도 등의 증가를 위해 교체되었을 뿐 많은 변화양상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발굴 유구 보존은 보존 유형에 따라 크게 원형보존과 이전보존 2가지로 분류하였으

며, 원형보존은 복토보존과 현장보존 2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전보존은 방법론에 따

라 크게 주거지, 야철지, 가마터, 고분 등의 유구 전체를 원 상태로 이전한 후 복원하

는 원형이전 방법, 고분의 봉토, 건물지의 판축, 퇴적층, 패총 등의 토층 층위가 학술

적으로 중요한 경우, 토층의 단면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표면에 도포한 후 떼어내는 

토층전사 방법, 유구전체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노출된 유구의 형태만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형틀을 제작하여 이전 후 복원하는 유구전사 방법, 도면과 사진을 이용하여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원형과 유사하게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 또는 유구 표면에 F.R.P

를 적층하여 표면에 흙가루를 고착시켜 모형을 제작하여 복원하는 모형제작 이전 방

법, 지석묘, 석곽묘 등과 같이 부제를 해체하여 이전 후 재조립하여 복원하는 해체 이

전방법으로 분류한다.

표3-1 유구 보존유형

유구 보존유형

이전보존현지보존

복토보존 현장보존 원형이전 전사이전

유구전사

토층전사

해체이전 복제이전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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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복토보존 절차

현지보존은 발굴이 완료된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방법으로 복토보존(覆土保存) 방법과 현장보

존(現場保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  1   복 토 보 존

복토보존(覆土保存)은 발굴이 완료된 유적지의 현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다시 땅속에 

묻는 보존방법으로 유구 파손방지를 위해 토양 표면경화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

하여 유구를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 복토 후 잔디 식재 및 보호펜스를 설치하고 표석 

및 안내판을 활용하여 유적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가장 일반적인 보존방법이다. 

장점은 가장 일반적인 보존방법으로 관리의 편리성 및 저 비용으로 보존적 측면에서 

높은 반면 단점으로는 도면 및 사진 등 발굴 보고서에 의존하여 유구의 형태 및 특성 

파악이 가능함으로 교육적, 전시 활용적 측면에서 매우 낮은 활용성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이 유구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복토보존 후 일정 구역을 유적공원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기도 하며 복토보존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에 관하여 <표3-2>와 같다. 

2
현 지 보 존

도3-1   서산 부장리 복토보존

도3-2   부산 복천동 복토보존

유구 보존조치

완 공

복토

잔디 식재 및 펜스 설치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유구보강주변정리 강화처리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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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현 장 보 존

현장보존은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 후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복토

보존이나 이전보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발굴된 현장 자체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보존

방법으로는 원 유구 위에 보호각 또는 전시실을 설치하여 보존하는 방법, 유구 상부에 

강화유리를 덮어 보존하는 방법, 외부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자연환경에 의한 손상이

나 피해가 적은 석조물을 노출시켜 보존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장보존 방법은 유구 표면정리 – 1차 경화처리 – 유구내부 보강처리 – 2차 경화처

리 – 유구 보호시설물 설치 등으로 이루어진다. 

장점은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

장체험의 교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보호시설 및 항온항습시설 등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주체의 무관심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물 등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강화유리를 덮어 보존하는 방법은 雨, 風, 

雪 등 외부 손상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는 높지만 강화유리의 난반사로 인한 관람의 어

려움, 내부 고온효과로 인한 표면균열, 고습으로 인한 이끼류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어 항온항습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표3-3 현장보존 절차

유구 보존조치

내부 전시물 설치
(안내판, 설명문, 관람로 등)

전 시

유구정비

표면정리

경화처리(1차)

경화처리(2차)

사전조사

보호시설 설치

자문회의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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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유 구 전 사 · 이 전

보존유형 특 성

복토보존

발굴 종료 후 노출된 유구의 보존을 위해 흙으로 재 매립 후 표지석 및 안내판 설치하여 보존하는 방법. 

· 장점 - 가장 일반적인 보존방법.
· 단점 - 도면 및 사진 등 발굴 보고서에 의존하여 유구의 형태 및 특성 확인.

현장보존

발굴된 현 상태의 유구 위에 보존시설을 설치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방법.

· �장점 - 관련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체험.
· �단점 - 보호시설 및 항온항습시설 등 철저한 관리. 주체 부제 시 파손의 위험이 있음.

표3-4 발굴유구 현지보존의 유형 및 특성(위광철, 2011)

도3-3 돈의문 유적 현장보존

도3-4 세운상가 유적 현장보존

🅐 돈의문 유적전시관

🅐 세운상가 전시관 

🅑 돈의문 궁장유적 현장보존

🅑 세운상가 유적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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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이전보존은 발굴 유구의 현지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유구 전체 또는 발굴된 유구 중 학

술적 가치가 높고 대표성을 갖는 유구를 선정하여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

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

여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전보존의 방법으로는 유구 전체를 원형(原形)으로 이전하는 

원형이전,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이전하는 토층전사 및 유구전사, 석구조물 등 해체하

여 이전·복원하는 해체이전 방법, 유구의 형태를 원형 또는 축소하여 모형물을 제작하

여 전시하는 복제방법 등이 있다(위광철, 2012). 

3 .  1   원 형  이 전 보 존

원형 이전보존은 유구전체 또는 일부를 원형 그대로 이전보존하는 방법으로 유구의 

내부 및 표면 주변를 경화처리하여 거푸집인 보호 상자로 포장한 후 파손이나 왜곡 없

이 원형 그대로 이전보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소형 유구 및 석구조물 형태 또는 가마(窯), 생활유구 이전방법에 많이 적용되는 이전

보존 방법이다. 유구 원형 변형 없이 이전하여 보존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가마터와 같이 대형의 유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장방법으로 이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분할면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

어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고인돌과 같

이 과도한 중량의 유물이나 유구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

장비의 진입로 확보 등 사전에 작업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과도

3
이 전 보 존

표3-5 원형이전 절차

유구 보존조치

유구 경화처리(한지배접, FRP 처리)

전 시

유구표면 정비 예비실험사전조사

보호상자 설치 우레탄폼 충진유구 이전면 절개

보호상자 해체 및 복원 보호시설 정비 및 마무리보호상자 이전

복원장소 협의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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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량으로 인해 작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원형 이전보존 방법의 고려할 사항은 대부분의 발굴 유구 이전·복원은 발굴 완료 후 행

해지는 조치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완료 승인이 이루어진 후 시행자는 원래의 공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시행자는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복원에 관한 구

체적인 계획수립 없이 이전부터 실시하는 행위가 빈번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복원 계획

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된 유구의 보관방법, 장소,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고 있는 경우 길게는 2~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인해 보존하기 위해 행해진 조

치가 오히려 파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원형 이전보존의 일반적인 절차는  

<표3-5>와 같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이전 작업 전 자료조사와 현장 기록을 목적으로 유구의 구조형식, 상태조

사 및 사진촬영을 통하여 보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고자료 및 미술사적인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존 처리 과정 및 방법 결정의 중요한 단계로 현 상태를 객

관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여 자료로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업 전반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 

이 단계는 유구이전의 계획성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전시 소요되는 약품 및 중장비의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구의 설치여부에 관한 사항

이 협의되어야 한다. 유구 이전과 동시에 복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짧게는 1년 길게

는 몇 년 동안 보관한 후 복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관기간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장소 및 복원 계획도면을 확인한 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3-5 사전조사

🅑 토양강도 측정🅐 토양수분 측정 🅒 사전 경화처리

2) 토양 경화처리 및 보호

매장상태의 유구들은 대기중에 노출되면 건조로 인한 수축 또는 균열로 인하여 손상

된다.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구의 상태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경화제를 

선택하여 경화처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토양 경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수지로는 흡수성이 우수하고 저 농도의 고

분자 재료를 사용한다. 경화제는 수용성 emulsion계와 합성수지계통을 사용한다.

수용성 emulsion계 수지의 특성은 물과 융화성있게 만든 수지로 액체 내의 분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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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클로이드 입자 또는 粗大한 입자로서 분산하여 浮狀을 이룬 것으로 침투성이 우

수하고 건조 후 수분 증발을 통해 고체 형태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건조된 수지는 물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건조 후 유물에 다른 경화제를 첨가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용해제가 없어 가역성이 떨어진다. 특히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탁색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예비 실험을 통해 색상의 변화를 인지 한 후, 사용

하도록 한다. 종류로는 수용성 Binder Medium계통의 Caparol, Golden 등을 사용

한다.

합성수지의 장점으로는 강화 처리 후 수용성 emulsion계 수지와 달리 수지 용액에 

포함된 유기 용제가 유물 안에 수지를 재용해하기 때문에 강도를 증가시켜 경화제

의 농도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점차적으로 높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종류로

는 Acryl계통의 Paraloid B-72(in Acetone), PSNY-6(in Acetone)를 사용한다(위

광철, 2009).

표면 강화 처리 완료 후 가마의 연소부(燃燒部)및 소성부(燒成部)등과 같이 빈공간의 

경우 이전과정 중 충격에 의한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폴리우레탄폼을 이용하여 내부

의 빈 공간을 충진하고 유구를 보호조치 한다. 보호조치는 유구표면과 밀착성이 좋은 

한지를 이용하며, 한지의 밀착성 높이기 위해 물 또는 물풀을 분무하여 밀착하는 것이 

좋다. 한지는 3~5 겹 정도로 피복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을 사용하기도 한다.

3) 구획설정 및 외벽 보강처리

구획설정은 대상유구의 형태유지와 보호를 위해 구획선을 설정하여 이전하기 전의 준

비단계라 할 수 있다. 구획설정은 유구의 형태와 토양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

반적으로 유구 끝단면에서 보통 50~70㎝ 정도 간격을 두고 인력이나 중장비(굴삭기)

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구획설정이 완료된 유구는 외벽 보강처리를 실시한다. 외벽의 보강처리는 토양 경화

제를 도포하는 방법과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유리 섬유 보강 플라스

틱)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토양 경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상 유구가 소

형이거나, 황토와 같이 단단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FRP적층방법은 1차적으로 외벽에 토양 경화제를 분무한다. 외벽에 처음부터 FRP의 주

재료인 합성수지를 도포하게 되면 토양과의 접착력이 떨어져 작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적층은 합성수지도포 후 유리섬유를 붙여가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지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탈크 등을 첨가하여 두께 및 강도를 높여 사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3-6 표면 경화처리 및 유구 보호 작업

🅑 한지 부착 과정 🅐 경화처리 🅒 내부 우레탄 폼 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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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틀 제작 및 우레탄 폼 보강처리

내, 외부 보강작업이 완료된 후 운반시 안전을 위하여 보호틀을 제작한다. 보호틀은 

각재와 합판을 이용하여 유구의 크기에 맞추어 판넬을 제작한 후 물수평자를 이용하

여 전체적인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이전과정 중 충격에 의한 유구 보호를 

목적으로 완충작용을 위해 유구와 보호 박스 사이는 약 30㎝ 정도 이격을 시켜 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을 주입할 공간을 남겨 두고 제작한다.

 폴리우레탄 폼 수지의 사용방법은 액체상태의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혼합하면 외부 

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2분 이내 발포되어 약 30배 정도의 체적이 증가

한다. 장점으로는 액체상태로 부정형의 빈 공간으로 흘러들어가 발포가 진행되므로 

효율성이 높으며, 경화 후에는 중량이 가볍고 칼이나 공구 등으로 쉽게 제거되는 장점

이 있다. 단점으로는 비가역성으로 용해가 불가능하며, 우레탄 폼을 절단 할 경우 발생

되는 분진은 인체에 유해하므로 방진복,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

하며, 작업후에는 반드시 수세를 실시하여 인체에 해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3-7 유구외벽 보호 작업

도3-8 유구 보호 틀 작업

🅑 경사면 구획 설정

🅑 우레탄 폼 충진 작업 

🅐 유구 구획설정

🅐 외벽 보호틀 작업

🅒 외벽 경화처리 

🅒 유구보호 틀 완료 

5) 바닥면 관통 및 이전(移轉)

지면과 부착된 대상유구의 이전을 위해 지면과의 분리작업을 실시한다. 분리방법은 

바닥면을 천공하여 각재(角材)나 강관(鋼管)을 바닥면으로 밀어 넣고 그 위에 합판 또

는 철판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전한다. 바닥면 관통방법은 이전 유구의 중량

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구의 폭 가운데 부분을 먼저 관

통한 후 일정한 분배를 통해 가로 받침대를 끼워놓고 가로 받침대를 보강하기 위해 가

로 받침대 밑으로 세로 받침대를 고정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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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완료된 유구는 지면으로부터 분리 작업을 통한 후 복원 장소

로 운반하게 된다. 지면과의 분리작업은 무거운 중량으로 인하여 중장비(크레인)를 

이용하여 분리 작업을 실시하므로, 유구 이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중량의 계산은 토양의 성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 당 1.5~1.8톤 정도의 무게로 산

정하며, 대상 유구 중량의 3배의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도3-9 유구 이전작업

도3-10 동대문 유적전시관 이전복원

도3-11 서울시청 군기시 유적전시관 이전복원

도3-12 서울 공평동 유적전시관 이전복원

🅑 유구 이동 작업

🅑 동대문 DDP 유적공원

🅑 서울시청 군기시 원형 이전보존

🅑 서울 공평동 유적 원형 이전보존

🅐 바닥면 관통 작업

🅐 동대문 역사관 유적공원

🅐 서울시청 군기시 원형이전

🅐 서울 공평동 유적 원형이전

🅒 유구 이동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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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전 사 이 전

전사(轉寫) 또는 전사법이란 용어의 사전적 해석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기어 베키

다”라는 뜻으로 토층의 단면 또는 입체형태의 토양 유구를 이전할 목적으로 표면에 합

성수지 도포 후 떼어내는 방법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전사 방법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경 러시아에서 토양을 예리

한 칼로 토양표면 단면을 채취한 이후, Tray에 의해 단면을 떼어내거나, 접착제를 사

용하여 고착시켜 떼어내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근대적인 방법으로는 1932년경 독일의 E. Voigt가 지질, 선사, 고고학의 중요 자료의 

보존을 위해 퇴적층의 토층 단면을 떼어내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그는 아세톤으로 

용해시킨 Cellulose nitrate(상품명 Firma Gustav Ruth Z4/924)를 토층 전사에 사

용하였다. 이 수지는 경화 시간이 빠르고 유연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당시 토층을 

전사하는데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일본은 1968년 加曽利貝塚 단면을 Acryl 수지를 사용하여 떼어낸 뒤 패총 단면 관람

시설을 만들어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에폭시 수지와 변성 Poly-

urethane 수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사용법으로 이용하여 유구 전사

를 실행해왔다. 

한국은 발굴된 유구 보존을 위하여 1981년도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의 판축의 전사를 

시작으로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진 청자가마 이전을 국내 최초 이전 복원 사

례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구보존 방법론 및 합성수지를 이용한 유구의 이전

과 복원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사방법은 1차 전사 방법으로 토층을 떼어낸 후 복원하면 모든 위치나 방향

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입체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거지나 고분 및 가마등

의 경우 원형의 상태대로 재현할 때 1차 전사체를 대상으로 재전사를 실시하여야 하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토층전사

발굴과정에서 노출되는 토양의 층위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토층

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 및 부산물이 퇴적되어진 상태의 흙층을 의미하는 것으

로 퇴적될 당시의 순서를 유지함으로 그 당시의 환경에 따른 변화 즉 홍수로 인한 범

람, 화재로 인한 흔적,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와 생활쓰레기가 쌓여 당시의 생활상

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특히 점토와 마사토 등 성분이 다른 흙을 교대로 다져가며 판축 한 토층의 경우, 그 시

대의 판축기술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토층전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존함으로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와 교육·전시·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층전사 방법은 크게 현장작업과 실내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절차는 <표

3-6>과 같다.

55



자문회의

⑴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토층 단면 떼어내기 작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토층의 상태를 파

악하고 그에 따른 약품 선정, 약품 도포방법, 작업공정 등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

로 전체 공정의 8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용 약품 선정은 토층을 구성하는 

토양의 입도 차이 및 수분 함량, 토압 등을 확인한 후에 현장 조건에 맞는 약품을 선

정하여야 한다. 

토층 단면이 고습 상태일 경우 Epoxy 계통의 합성수지는 토층과 수막을 형성하여 

표3-6 토층전사 절차

유구 보존조치

합성수지 도포(합성수지+거즈, 유리섬유 적층)

전 시

전사면 정리 예비실험사전조사

세척 및 건조 경화처리(1차)토층분리

복원 및 색맞춤 경화처리(2차)전사면 판넬부착

도3-13 토층의 형태

🅐 황토층 🅑 마사토층 🅒 퇴적층 🅓 판축층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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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성이 떨어지므로, 수분과 친화력이 우수한 변성 Polyurethane 수지를 선택하

는 것이 좋으며, 패각층 또는 도자기 퇴적층 등 강도유지가 필요한 토층전사 재료는 

접착력 및 높은 강도유지가 필요한 Epoxy 계통의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황토층은 토양 입자가 고운 세립질로 수지의 침투력이 떨어지므로 예비실험을 통

한 결과에 따라 가장 타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예비실험은 토양의 상태에 따

라 결과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위치를 선정하여 실험을 통한 후, 그 결과에 따

라 약품 및 농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점토질의 토층은 건조가 심할 경우 수지 침투

가 어려우므로 표면에 수분을 분무하여 준다. 토양의 표면 함수량은 20~30% 상태

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⑵ 합성수지 도포

합성수지 도포방법은 평붓을 이용하여 토층 표면에 바르는 도포법과 Spray를 이

용한 분사방법이 있다. 도포법은 토층의 단면이 구석기 토층처럼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토층단면에 적용하며, 분사법은 합성수지 도포 시 토층 단면과 분리되어 

흙과 합성수지가 말려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Spray를 이용한다. 분사방법은 합

성수지의 농도가 고점도일 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저점도의 수지를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도3-14 사전조사 방법

🅑 토층 측량

🅔 약품 예비시험

🅐 토층표면 정리

🅓 건조층 수분 첨가

🅒 토층 수분측정 

🅕 토층표면 메움작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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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강도 유지를 위해 유리섬유(Glass Cloth)나 거즈( absorbent gauze), 부

직포를 등을 수지 도포면에 부착한다. 토층의 표면 상태가 단단하거나 평평한 경우 

1차수지 도포 후 2차로 붓을 이용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도포한다. 2차 도

포가 완료된 후 토양과 분리 시 꺽임, 갈라짐 등의 손상을 방지하고 강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 거즈를 접착하며, 높은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거즈를 4~5회 적층하

거나 강도유지를 위해 유리 섬유를 사용하여 강도를 증가 시킨다. 

유리섬유는 강도 유지를 위해서는 최적의 재료이나 부피와 중량이 증가하고 유리

섬유 가루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거즈를 여러 겹 부

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⑶ 토층분리 및 경화처리

도포한 수지가 완전 경화되면 토층 분리 위치 및 방향표시를 경화된 수지 윗면에 스

프레이를 이용하여 표기하며 복원 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원 토층과 전사체의 분리

는 윗면부터 분리를 실시하며 바닥면부터 분리할 경우 하중에 의해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분리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점토층 표

면만 묻어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나무쐬기 또는 형태가 사각형의 도구를 이용하여 

깍아 내면서 분리한다. 

면적이 넓은 경우 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 분할하는데 이 경우 접합 순서 및 

절단면 연결부분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분리과정 중 수지의 도

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토양과 밀착되지 못한 부분은 그 위치의 토

양을 시료봉투에 채취하여 위치를 표기한 후 복원과정 시 수지원액을 바른 후 그 

위에 토양을 접착시켜준다. 토층분리가 완료된 토층 표면은 불순물이 붙어있거나, 

도3-15 합성수지 도포방법

도3-16 합성수지 도포

🅑 모르탈건 분무

🅑 거즈부착 완료

🅐 스프레이 분무

🅐 1차 거즈부착

🅒 평붓 도포 

🅒 토층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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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유 구 전 사 · 이 전

불필요한 흙이 부착되어 있어 정확한 형태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세척을 실시한다. 

세척은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이 있으며 건식방법은 1차적인 방법으로 붓, Air로 털

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하며, 2차적으로 물을 이용한 습식방법을 실시한다. 물을 사

용할 경우 떼어낸 토층을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 과도한 압력으로 세척하는 것보

다 고무 호수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며 세척해야 한다. 

경화처리의 목적은 토층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와 달리 건조되면 색상이 발색

되어 옅은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 토층과 유사한 색상을 유지하고 표면에 부착

된 토양이 고착되도록 경화처리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화제의 종류

로는 수용성수지와 합성수지로 나눌 수 있으며 수용성수지에는 Primal MC-76, 

Caparol 이 있고 합성수지로는 Isocyanate계 PSNY-6가 있다

도3-17 토층분리 및 경화처리

🅑 토층 분리면 수세🅐 토층 분리 🅒 토층 경화처리

⑷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는 전시 판넬제작, 토층 고정 작업, 전사면 정리, 2차 경화처리, 전

시 순으로 이루어진다. 전시 판넬제작은 토층 전사물 자체로는 전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골조 작업과 골조위에 베니어판을 고정시킨 

후 토층 단면을 접합하여 고정하여 준다. 

토층 고정 작업은 떼어낸 토층 단면을 부착하는 방법은 수축 및 변형이 적고 접착력

이 우수한 Epoxy계 수지를 사용하며 가능하면 토층 단면 떼어내기에 사용하였던 

동종의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접착방법은 합판위에 Epoxy계수지를 도포한 

후 그 위에 토층 단면을 부착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 및 많이 들떠 있는 부분은 그립

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토층 단면의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갈라진 부분이나 이질감이 발생한 부분은 현장

에서 채취한 원래의 토양으로 메움 작업을 실시하고 아크릴물감을 이용하여 주변

의 토양 색과 동일하게 색 맞춤하여 이질감을 해소한다. 모든 과정 및 작업이 완료

되면 최종적으로 2차 경화처리를 실시한다. 경화처리는 색상변화 및 광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저농도로 분사하여 과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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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구전사

유구(遺構)는 유적(遺蹟)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물로 건물지, 고분, 주거지 등의 형

태를 일컫는 말이다. 유구전사는 발굴된 중요 유구를 현장에 전시관이나 보호각을 설

치하지 못할 경우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형 그대로 전사하고 이전 · 복원하여 학술 및 

교육적, 전시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구전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7과 같

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

도3-18 토층 판넬부착 및 마무리

도3-19 판축토층 전사

도3-20 퇴적층 전사

도1-1 유구전사의 일반적인 방법

🅑 전사면 접착작업

🅑 판축토층 전사 후

🅑 퇴적층 전사 후

🅐 판넬 합성수지 부착

🅐 판축토층 전사 전

🅐 퇴적층 전사 전

🅒 표면 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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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유 구 전 사 · 이 전

도3-21 유구 형틀 떼어내기의 사전조사

🅑 수지 예비실험🅐 전사면 정리 🅒 3D 스켄 작업

표3-7 유구전사 절차

유구 보존조치

합성수지도포 부목작업

합성수지도포 부목작업

전 시

전사면 정리 예비실험사전조사

속틀, 원형틀 분리

부목작업

세척 및 건조

토층분리

복원 및 색맞춤

세척 및 건조

경화처리(1차)

경화처리(1차)

자문회의

자문회의

⑴ 사전조사

사전조사 목적은 전사 전 유구의 형식 및 상태조사를 기록한 후 속틀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및 미술사적인 역사적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유구전사

과정 및 방법 결정의 중요한 단계이다. 현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고 복원작업 시 기초자료로 활

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조사 방법은 사진촬영, 실측, 약품선정, 전사방법설정, 

이전방법 및 복원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형틀제작

속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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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표면 수지도포

유구전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는 Epoxy계통 수지와 Polyurethane prepoly-

mer계통의 수지 등이 사용된다. 이들 수지는 강도가 높고 수축변형이 적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1차적으로 떼어낸 속틀을 이용하

고 2차적으로 원형의 틀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수지 선택은 탄성이 우수하고 침투

력 및 강도가 우수한 수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충격에 약한 수지는 원형틀 제

작 시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수지 도포 방법은 토층 전사면 떼어내기 방법과 마찬가지로 Air-Spray를 이용하여 

분사방법으로 1차 도포 후 강도유지를 위해 2차, 3차 적층하는 방법으로 수지도포

를 실시한다. 적층 시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위해 거즈 또는 유리섬유를 이용하면 좋

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차 수지 도포는 유구의 토양 구성 입자에 따라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평붓을 이용하여 도포할 경우 침투되지 못하고 흙과 말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Air-Spray를 이용하여 분사하여 도포 한다. 

1차 수지도포가 완료된 속틀은 지면으로부터 분리 할때 파손 또는 꺾임과 같은 손

상을 방지하고 형태의 전체적인 수평 유지를 위해 부목작업을 실시한다. 부목작업

은 유구의 균형 및 정확한 형태유지를 위하여 기준점을 설정한 후 균일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유구 토층과의 분리는 토양과 합성수지가 밀착되어 분리 과정 중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도3-22 합성수지 도포 및 부목설치

🅑 2차 수지도포🅐 속틀제작 🅒 부목설치 

⑶ 원형틀 작업 및 마무리

원형틀 복원 작업은 흙이 묻어 있는 속틀의 바닥면이 상면으로 올라오도록 형틀을 

반전 시킨 후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여러 쪽으로 분리된 속틀은 드릴을 이용하여 

미리 뚫어 놓은 연결구멍을 나사로 결합하여 하나의 틀로 조립한다. 조립이 완성된 

틀은 속틀과 원형틀의 원활한 분리를 위해 이형제를 도포한 후 속틀 전사체 표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한다. 

도포방법은 속틀 제작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성수지, 거즈, 유리섬유를 적층하

는 FRP방법을 적용하여 원형틀을 제작한다. 속틀 전사체와 원형틀 전사체인 원형 

유구의 분리가 완료되면 원형유구의 떼어낸 전사면의 표면 박락 방지 및 층상이 잘 

표현되기 위해 경화처리를 실시한다. 경화처리제로는 수용성수지인 Primal MC-

76, Caparol 등이 있고 합성수지로는 Isocyanate계 PSNY-6가 있다. 이와 같이 유

구 전사·복원 과정을 처리 과정 및 처리 후 상태조사를 통하여 보고서 작성이 이루

어지면 모든 보존처리과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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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해 체 이 전

해체 이전 방법은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입체적인 형태의 지석묘, 석곽묘 등 대부

분 대형의 석조 구조물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개체별로 분리한 후 이전하여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들 유구 및 유적은 역사성 또는 형식의 특이성 등으로 발굴 조사 후 재 설

치할 필요가 있거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유구 또는 구조물을 한 곳으로 이전하여 

교육적, 전시자료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체 이전방법은 무엇보다 해체당시 유구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원상태대로 복

원이 가능하며, 복원작업 시 복원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발굴담당자 등 전문가들

의 자문을 통해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법은 사전조사 – 해체 – 포장 – 운반 – 보관 – 복원 및 마무리 – 전시 순으로 이루어

진다. 

도3-23 원형틀 제작 과정

도3-24 속틀 제거 및 원형틀 완료

도3-25 유구전사 완료

🅑 원형틀 수지도포

🅑 원형틀 완료

🅑 유구전사 이전 후 상태

🅐 속틀 분리

🅐 속틀과 원형틀 분리

🅐 유구전사 이전 전 상태

🅒 원형틀 수지도포 완료 

🅒 원형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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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사

해체 이전방법은 각 부재를 하나씩 혹은 부분별로 해체한 후 복원장소에 다시 원형으

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원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복원 시 원

래의 상태대로 복원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해체작업 이전에 실측과 사진촬영을 충

분히 실시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긴다. 

실측은 발굴조사 시 작성한 도면을 활용하고, 가능하다면 3D스캔 촬영을 통한 입체도

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면은 부분별로 1:1로 확대하여 유물

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중점사항 등 부족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부분은 추가로 실측을 

실시한다.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실시하고, 전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으

로 나누어 촬영한다. 특히 촬영 각도에 따라 유물의 형태가 변화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촬영 각도는 가능한 유물과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여 촬영을 실시한다. 

2) 해체 및 보관

해체과정은 사진, 실측도면, 3D스캔자료 등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부재에 고유번호를 

지정한 후 해체를 실시한다. 

고유번호 부여 방법은 표준화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나 쉽게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놓여있는 방위에 따라 동-1, 북-1 등으로 부여하는 방법과, 발굴 유적의 

명칭에 따라 A-1, A-2 또는 가-1, 나-1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번호부여는 개별로 

해체하면서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후 사진촬영 및 도면에 동일한 

번호를 표기한다. 

해체한 구조물이 대형의 단일체일 경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패드형태의 보온 덮

게를 이용하여 1차 포장한 후 보양제를 이용하여 2차 포장하여 준다. 이외 석곽묘 등 

개별로 해체하여 포장할 경우, 소형의 경우에는 개별로 에어캡을 이용하여 포장하고 

충격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완충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Poly propylene, PP) 매트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완료된 구조물은 표면에 도면과 동

일한 고유번호를 표기하도록 한다. 

보관은 개별 포장이 완료된 구조물에 대하여 구역별 또는 고유번호 부여별로 하나의 

구조물에 모아서 한 묶음으로 보관한다. 장기간 보관 후 복원할 경우 운반 및 적재하기 

쉬운 나무상자에 보관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의할 사항은 한 묶음으로 모아 

운반할 경우 마찰로 인해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빈 공간은 부직포 또는 스티로폼과 

같은 충격 완화재를 보강하여 준다. 

포장이 완료된 나무상자나 돌 포대는 내부의 내용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남겨놓아

야 한다.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내용물은 작업자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

게 알 수 있도록 사진자료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표면에 부착하

여야 한다. 

각각의 묶음별로 보관된 상자 등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실내에 보관한다. 작업장 시설

이 완비된 실내보관의 경우 큰 외부의 영향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개별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 컨테이너 사용 시 시건장치 및 습기로 인한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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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26 석조물 해체

도3-27 석조물 복원 과정

도3-28 석조물 해체복원 

🅑 넘버링 작업

🅑 복원유구 구획정리

🅐 유구복원 완료

🅐 실측 작업

🅐 속틀과 원형틀 분리

🅒 석구조물 포장 

🅒 석조물 복원

🅑 복원된 유구 전시

3) 복원

복원방법은 원형회복을 위해 유구 해체 전에 조사한 실측도면, 3D스캔 자료, 사진, 일

련번호 등 사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복원을 실시한다. 

복원과정 중 주의할 점은 복원시설의 지하수 침투 방지 및 내부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

요하다. 복원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유구를 안치하여 복원하는 방법이 대부

분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내·외부 벽체와 내부 바닥의 방수처리를 실시하여 지하수 침

투로 인한 복원 유구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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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유형 특 성

원형이전

유구 원형 그대로 전체 또는 분할하여 포장한 후 이전하는 방법.(발포성 우레탄폼 충진에 의한 유구 이전법 또는 발
포성 우레탄폼 유구 전사법 이라고도 함) 

· 장점 : 이전보존 방법 중 형태 변형 없이 복원하기에 이상적인 방법.
· 단점 : �과도한 무게로 중장비 사용에 따른 작업의 위험성 및 한계성이 있으며, 분할면의 손실 및 고비용 발생.

토층 전사이전

토층 단면에 합성수지 도포하여 경화 후 떼어내어 이전·복원하는 방법.(퇴적층, 판축층, 폐총 등의 이전에 많이 적용) 

· 장점 : 토층 구분이 명확하고, 작업이 간편함.
· 단점 : �토양의 함수율이 높은 상태(표면 습도60% 이상)에서의 적용이 어려우며, 좌우 방향이 반전 상태로 상황에 

따라 재 전사가 필요함.

유구 전사이전 

입체형태의 유구 표면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떼어낸 1차 전사체(속틀) 위에 박리제 도포 후 2차 전사체(원형틀)를 
도포하여 원형의 틀을 만들어 보존하는 방법. 

· 장점 : �실물에 가까운 형태를 얻을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의한 손상 요인이 적음. 
· 단점 : 합성수지 사용으로 인한 이질감 발생, 작업과정이 복잡. 

해체이전
분묘, 석곽묘등 대부분 석 구조물로 운반이 용이하도록 개체별로 분리한 후 이전 복원하는 방법.

· 장점 - 크기 및 형태에 관계없이 이전이 가능함.
· 단점 - 복원과정 중 원형이 왜곡될 위험이 있음.

표3-8 발굴유구 이전보존의 유형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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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현지보존            ②이전보존            ③기록보존            ④유적보존 

2.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 된 매장문화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구 보존유형 중 이전보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체이전            ②현장이전            ③원형이전            ④전사이전 

4. 발굴이 완료된 유적지의 현상을 변형시키지 않고 다시 땅속에 묻는 보존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장보존            ②기록보존            ③복토보존            ④이전보존 

5. 다음 설명 중 현장보존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인도 역사적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② 현장체험의 교육시설로 활용이 가능

� ③ 실내전시를 통한 유구관리의 효율성이 높다.

� ④ 실내전시로 인한 항온항습시설 설치 불필요. 

6. 유구 이전보존 과정 중 사용되는 토양 경화처리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Caparol            ②Primer MC-76            ③Golden            ④AW106 

7. 폴리우레탄 폼 수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제와 경화제를 1 : 1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 ② 발포되면 약 30배 정도의 체적이 증가한다

� ③ 경화 후에는 중량이 가볍고 칼이나 공구 등으로 쉽게 제거된다.

� ④ 발포 후 불필요한 부분은 희석제를 이용하여 제거가 가능하다.

8. 유구의 형태가 입체적인 지석묘, 석곽묘등 대형의 석구조물 이전 복원방법으로 많이 적용되는 방법은?

� ① 해체이전            ② 유구이전            ③ 원형이전            ④ 전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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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④� 2. ③ � 3. ②� 4. ③� 5. ④� 6. ④� 7. ④� 8. ①� 9. ②� 10. ②

연습문제 정답

9. 원형 이전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형으로 이전되므로 유구보호를 위한 거푸집, 보호 상자 등의 포장 불필요

� ② 유구전체 또는 일부를 원형 그대로 이전보존하는 방법

� ③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원형 그대로 전사하여 복원하는 방법 

� ④ 중량이 무거운 유구인 경우에도 원형 중시를 위해 분할하여 이전을 금지함

10. 토층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사재료로 강도 및 흡수성이 높은 재료 사용

� ② 에폭시 수지는 접착력이 높아 고습상태의 토양에 사용하여도 가능

� ③ 퇴적층과 같이 강도가 높지 않은 경우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함

� ④ 에폭시수지는 저온 상태(18℃)에서 경화 속도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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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분석은 문화재의 외형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인문학과 구분하여 재

질을 기초로 내형적인 특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연

과학적 분석과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에 포함된 역사에 대

한 정보 제공으로 그 활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에 대한 자연과학

적 분석과 조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추세로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인문학에서

도 자연과학적 분석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

석과 조사가 어떻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직 상호적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 분석조사의 시작은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조각품의 아름다운 색상과 

질감이 조성(구리+주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

다. 이러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조사는 분석화학의 개척자

로 알려진 독일 화학자 Martin Klaproth 박사가 1789년 로마시대 청동 거울과 유리

를 분석한 논문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 19세기에는 화학 분석은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고고학적 활용이 시도

되었고 20세기 들어서는 물리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분석법이 문화

재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괄목한 업적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미국화학교육학회에

서는 1950년에 E. R. Caley 박사가 고고학에 화학을 접목한 연구 분야를 ‘고고화학

(Archaeological Chemistry)’ 이라고 분류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접목하는 분야를 

광의적으로 ‘고고과학(Archaeological Science)’이라고 명하고 있다. 이후에 영국은 

Hawkes 교수에 의해 고고학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분야를 ‘Archaeometry’이

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박물관은 발굴 문화재의 대량 유입으로 급격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발굴품의 대부분은 보존 문제가 발생되기 시

작하였다. 특히, 대영박물관은 1차 세계대전 동안 지하에 보관한 소장품에서 대리석

의 색상 변화, 금속품의 부식 등 문화재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훼손 원

인과 보존 방법을 찾기 위하여 1920년에 화학자 Alexander Scott 박사가 대영박물관

에서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학자

가 박물관에서 활동하기 된 계기이다.

박물관에서 과학적 연구 활동은 문화재의 훼손 메커니즘의 규명과 대책, 전통적인 수

1
문 화 재  분 석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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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복원에 재료 과학의 지식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재 보존 철학과 윤리를 제시하

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제 협의 단체들이 결성하

여 현재는 ICOM-CC(1948), IIC(1950), UNESCO 산하 ICCROM(1958), ICOMOS 

(1965) 등이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적인 보존 협의체가 과학적인 분석 

정보를 기초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문화재의 과학적 연구 분야를 考古科學이

라 칭하며 고고학적 유물의 자연과학적 조사, 주로 분석학적 입장에서 재질에 관한 연

구 활동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연구 목적을 결정하고 이에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

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역사 자료에 접목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

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의문과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분석법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재를 이루는 물질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거나, 인위적인 가공한 것으로 시대와 지

역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화학에서는 

그 분류가 보다 간단하게 도식될 수 있다(도4-1).

<도4-1>과 같이 문화재인 역사 자료는 크게 무기물과 유기물로, 조성 상태에 따라 균

질과 불균질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의 기초 단위는 원소(elements)로 표시하며 구성 

원소들의 조성 분포와 결합 구조에 따라서도 다양한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문

화재의 재질적 분류를 중심으로 외형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1차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D/B화하여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문 화 재  분 석 과  보 존 과 학

Objects(역사자료)

Materials(물질)
Inorganic(무기물) : Rocks and Minerals
organic(유기물) : Plants and Animals

Homogeneous(균질)
Gold, Glass, Limestone

Elements(원소) Compounds(화합물) Mixture(혼합물)

Heterogeneous(불균질)
Stone, Metal, Pottery, Wood, Bone

도4-1 문화재(역사 자료)에 대한 물질의 분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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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질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으로 그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은 경도, 밀도, 연성, 전성, 결정 구조,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등으로 물질의 종류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화학적 특성은 금속의 부식, 안료의 퇴색 등 물질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은 보존 처리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물리적 방법으로, 화학적 변

화는 화학적 방법으로 그 손상 요인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다. 이를 기초

로 현재 활용되는 자연과학적 분석의 단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Macro-level(거시적) : 오감으로 확인

2) Micro-level(미시적) :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예 : 현미경)

3) Chemical analysis(화학 분석) : 조성분석으로 확인

문화재의 보존(Conservation)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론 또는 기술학으로 

유럽 박물관에서 1930년대 이후에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다. 물론 이전부터 개인 소

장가나 일부 박물관에서 깨지거나 파손된 문화재를 원형으로 ‘수리(repair) 또는 복원

(restoration)’하는 작업들은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개념적 관점에서 문화재 분석과 

보존과학은 연구 대상이 문화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정보

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구 시점이 보존과학은 현재라고 한다면 고고화학은 과거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존과학은 물질에 대한 조성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손상 요인을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는데 반하여 고고화학은 역사

적 사실과 문화적 변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에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까지 고고화학이라는 분야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에서 문화재의 과학적 

연구 분야를 총칭하여 보존과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구 영역이 넓어

지면서 세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대상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테

스트는 conservation scientist에게 때때로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본적

인 확인 방법이 정립되고 그리고 좀더 자세한 분석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한 

물질 확인에서 첫 번째 단계는 육안 조사이다. 그리고 대상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료 소량을 사용하는 많은 간단한 화학 측정 방법도 있다. 밀도와 비중은 일반적

으로 물질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상용된다. 용해도 측정은 유기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불꽃 측정, 열분해 측정 그리고 용융온도 등을 포함하는 

열량 측정법은 물질 확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하나 또는 다수

의 선택 조사를 통하여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 기초적 단계로 유용하다. 물질의 초기 

육안 검사는 자세한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유물에 

대한 중요한 확인 표시와는 별개로 확대경 검사는 색상, 표면 마감, 변질 그리고 제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Quye and Williamson, 1999).

조명의 다른 유형은 육안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Ianna, 2001). 물체 정면의 표준 

조명(반사 조명)은 컬러, 투명도 와 광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측광(경사조명)은 

질감, 균열 그리고 평면 왜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질 뒷면의 투과 조명은 깨

진 틈, 수선 부위, watermarks(투과 무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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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화 재  분 석 에 서  고 려 사 항

문화재 자연과학적 연구는 대상 선정 및 시료 채취, 시료 전처리, 분석 측정 및 조사 그

리고 측정 결과의 평가와 해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시료 채취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요구하는 분석 목적, 대상 문화재의 특성 그리고 분

석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문화재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비파괴 분석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한정된 분석 정보만이 제공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문화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소량 시료를 취하여야 하나 가능한 대표성을 갖도록 표

면, 내부, 유물 전체 등 채취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재의 전체 조성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서 가능한 최소 양으로 

채취한다.

2)  금속, 유리 등 균질한 물질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제한 요소는 없으나, 문화재는 매

장 환경 등의 부식 및 훼손 정도에 따라 균질성이 파괴된 상태이므로 불균질 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 방법을 사용한다.

3)  대부분의 문화재는 불균질한 물질 상태이다. 불균질 물질은 가능한 여러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대표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성 입자의 크기가 다르면 입자별로 분리할 필요도 있다. 필요에 따라 입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전처리한 다음, 분석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문화재란 한계성을 기초로 

시료 채취와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이외에 분석 방법은 정확성, 분석 시간 그리고 분석 점수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잘 

선택된 분석 자료는 체계적으로 DB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하

여 흥미로운 결과도 얻을 수도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의 과학적 재질 및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고고화학은 

일반적으로 연대추정, 산지추정, 사용 원료의 조성 그리고 제작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연대추정에서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1940년 말에 Libby박사

가 개발한 Radiocarbon을 활용하여 대영박물관에서 1950년부터 탄소를 함유한 문

화재의 제작 연대를 탄소동위원소분석법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재의 절

대연대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청동의 납동위원소분석, 토양을 원

료로 도자기는 중성자방사화분석은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여 문화의 기원 및 변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광물과 암석 등 무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석

재, 금속, 도자기, 유리 제품 등과 동물과 식물을 재료로 하는 유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목재, 종이, 섬유 등으로 1차적 재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건축

물과 같이 복합 재질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문화재에 구성된 재질의 기본 물질인 원

소를 분석하여 지역과 시대에 따른 공시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 분석기술

은 문화재 복원 재료와 박물관 환경 조사, 유적지의 발굴 탐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앞

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 문화재의 분석 기술의 응용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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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물질은 다양한 특성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에 따른 분석 방법

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분석 목적에 따라 분석 방법이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분석 방법은 각각의 분석 목적에 따라 현재 50여종의 분석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장비

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대된다. 그러나 문화재의 연구는 과학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며 

고고학, 미술사, 전통공예학, 재료과학 등 관련 분야가 함께 연구하는 종합적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용 원료의 구분은 재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과학에서는 재질에 대한 가

장 기본 단위를 과학에서는 물질(materials)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분

석 및 조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물질의 본질, 즉 조성, 구

조, 특성 등을 연구하는 화학(chemistry)은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질 본질을 기초로 하는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는 일반적으로 활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재질과 이에 따른 원료의 특성 분석

2) 연대 및 산지 추정 분석

3) 제작 기술에 대한 분석

4) 훼손 요인 및 사용 재료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분석

5) 진위 조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활용 분석

이러한 활용 범주에서 과학적 분석과 조사를 활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은 연구 대상인 

문화재의 형태적, 문화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석 및 조사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문화재는 사용 원료에 따라 목재, 석재, 금

속, 유리, 도자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를 물질의 조성과 특성을 분석하는 고고화학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

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할 수 있으나 관련된 많은 정보와 분석 자료를 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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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여 접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한정된 분석 정보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분

석 대상에 대한 선정은 과학적 정보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고

고화학적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잘 

선정된 대상 문화재에서 광범위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공시적 흐름에 따른 문화재의 조성 및 특성 변화와 함께 연대, 산지, 제작 기술 및 문

화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인

문학과 자연과학이 연계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성과가 돌출되

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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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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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컴퓨터 단층 촬영[CT(Computed Tomography)]

2. 4  방사선 안전관리

3. 자외선 조사(Ultraviolet photography)

4. 가시광선(Visible ray)

4. 1  실측

4. 2  사진 촬영

4. 3  광학 장비

5. 적외선 반사 촬영(Infrared reflectography)

6. 화상 분석(Image Analysis)

6. 1  화상 분석 소프트웨어

6. 2  스케일 설정

6. 3  화상 처리(Image Processing)

6. 4  화상 분석(I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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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비파괴 조사에는 주로 질량이 없고 전하를 띄지 않는 전자기 방사를 이용한

다. 전자기 방사(electromagnetic radiation)는 전자기 방사 에너지를 가지고 공간

을 진행하는 전자기장의 파동(전자파)을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파장에 따라 우주선

(Cosmic ray), 감마선(γ-ray) X선(X-ray),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라디오파 등으

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전자기파의 파장별 위치를 <도5-1>에 나타내었다.

전자파는 고유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으며 파장과 에너지의 상관 관계는 아래의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식으로부터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전자파가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접촉하게 되면 상호 작용에 의해 반사, 

산란, 흡수, 회절, 간섭, 형광, 투과 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그 강도와 진행 방향에 변화

가 생긴다. 이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된 전자파나 문화재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검출해

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육안 관찰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비파괴 조사의 기본 원리이다.

E = hν = h 

(h: 6.626 × 10-34 J·sec, 플랑크 상수, ν: 진동수, λ: 파장, c: 3.0 × 108m/sec, 광속)

문화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적합한 보존처리와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다.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시료의 채취나 분

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문화재의 특성 때문에, 문화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파괴 조

사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비파괴 조사가 가지는 한계도 존재하지만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각 비파괴 조사의 

원리를 이해하여 대상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비파괴 조사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문화재의 조

사에 많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전 자 기  방 사 ( E l e c t r o m a g n e t i c  r a d i a t i o n )

c
λ

도5-1   전자기 스펙트럼

Grmma Rays

1 × 10-14

4 × 10-7 5 × 10-7 6 × 10-7 7 × 10-7

1 × 10-12 1 × 10-8 1 × 10-4 1 × 10-2 1 × 102 1 × 104

Wavelength(in meters)

X-Rays Ultaviolet Rays

Visible Light

Wavelength(in meters)
High Energy Low Energy

Infrared Rays Radar FM TV Shortwav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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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원자핵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고에너

지의 입자와 전자파의 흐름이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높고 물질과 상호작용에 의해 흡

수, 산란되며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문화재의 내부

를 관찰할 수 있다. 중성자, 감마선, X선 등을 선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문화재의 비

파괴 조사에는 전자파에 해당하는 감마선(γ-ray)과 X선을 주로 이용한다. 감마선은 
60

27Co, 192
77Ir과 같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안정한 상태로 변환될 때 방출된다. X선은 충

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전하를 띤 입자가 갑자기 감속되었을 때 발생한다.

2 .  1   방 사 선  선 원

감마 선원(線源 source)으로 Co-60, Cs-137, Ir-192 등을 주로 이용하는데, 선원은 방

사선 물질들을 캡슐 속에 밀봉하여 제작된다. 이동이나 취급 중에 캡슐에서 방사선이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캡슐은 차폐용기에 저장된다. 사용할 때는 차폐용

기의 뚜껑이 열리거나 선원이 외부로 움직여 감마선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다. 문화재의 두께가 두꺼워서 큰 투과력이 필요하거나, 야외 등과 같이 X선 조

사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과 1964년에 걸쳐 원자력연구

소의 고종건, 함인영이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등을 비롯한 

불상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1963

년 조사)과 성덕대왕신종, 보신각종은 Co-60으로 이용하였으며, 백제대향로와 2002

년의 반가사유상 조사에는 Ir-192를 이용하였다.

X선은 1895년 렌트겐(Wilhelm Konard Röntgen, 1845-1923)에 의해 처음으로 발

견되었으며, 그 발견은 과학, 의학, 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X선관

은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원통형의 튜브 속에 필라멘트로 이루어진 음극과 텅스

텐 등의 경사진 금속 표적(target)을 가진 양극이 있으며 내부는 고진공 상태이다. 그

리고 튜브의 측면에는 발생한 X선이 튜브를 빠져나가는 창(window)이 있다. 음극의 

필라멘트에 전류를 가하면 온도가 상승하여 전자가 방출된다. 그 전자가 가속전압에 

의한 높은 전압차에 의해 양극으로 가속되어 양극의 금속 표적(target)에 충돌하면 전

자가 급속히 감속되며 그 에너지의 일부가 X선으로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X선을 제

동방사선이라 하며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바뀌고 불과 1 % 미만의 에너지만이 X

선으로 전환된다. 이 X선은 경원소로 이루어진 창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비파괴 조사의 선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경사진 금속 표적을 가진 X선관(directional 

tube)과 달리 표적이 얇게 이루어져 전자가 표적에 충돌했을 때 발생한 X선이 표적을 

투과하게 만들어진 투과형 X선관(transmissional tube)도 존재한다. 이것은 전자의 

초점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X선 빔의 크기가 작아 불선명도를 낮게 할 수 있어서 

CT에 장착하여 미소부위의 마이크로(㎛)나 나노(㎚) 단위의 정밀한 측정에 이용된다.

2
방 사 선  조 사 ( R a d i o g r a p h y )

도5-2 X선의 발생 원리와 X선관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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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물질에 입사하게 되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상호 작용을 하여 광전 

흡수(photoelectric absorption),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 컴프턴 산란

(Compton scattering), 전자쌍 생성(pair production)이 일어나 산란이 일어나고 

비탄성 산란인 경우 그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런 작용은 물질과 입사한 방사선의 에너

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입사된 방사선의 강도는 물질을 지

날수록 약해지게 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수식에서 방사선의 강도는 물질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역지수로 급격히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란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투과한 방사선의 강도에 변화

가 생기게 된다.

X선관의 가속전압(kV)이 증가할 수록 X선의 파장이 짧은 영역으로 확대되어 투과력

이 높게 된다. 가속전류(단위: mA)를 높이면 X선의 파장은 짧아지지 않지만, 각 파장

의 강도가 증가한다. X선관은 출력(kW), 가속전압(kV), 전류(mA), 초점 크기(focal 

spot size), 빔의 각도(beam angle), 누설 선량 등으로 사양을 낸다. 초점 크기가 작

아지면 기하학적 불선명도(geometric unsharpness)가 작아져서 보다 선명한 화상

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가속전압과 빔의 각도가 같다면 초점 크기가 작은 것을 선택하

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초점 크기가 작으면 빔의 각도가 작은 사양이 되어, 빔의 영

역이 작아져 조사 대상물이 빔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활용하려는 용도와 

설치 여건에 맞추어 X선관의 규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선관의 가속전류(mA)를 증가시키는 것과 시간(단위: 분, min)을 증가시키는 것은 

X선의 선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같은 변수로 간주할 수 있어서, 두 변수를 곱한 값을 

노출값(mA*min)이라 한다. 가속전류가 크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초점 크기가 크거나 부수적인 장치와 여러 요소들이 함께 커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

므로 실용적으로는 발생장치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원과 필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60-100㎝ 사이이며, 방사선의 강도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거리

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거리가 변해도 일정한 강도의 방사선을 얻으

려면 노출값을 거리에 따라 변화한 만큼 변화시켜야 한다.

조사 대상인 물체의 구성 원소, 두께, 밀도, 결함의 여부에 따라 방사선의 흡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과되어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 부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투과

된 방사선을 필름, CR, DR 등으로 기록하면 대조(contrast)가 있는 화상을 얻을 수 있

으며, 이것으로 물질의 내부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을 문화재에 해당시켜 본다면 방사선을 문화재에 조사했을 때, 무거운 원소(금, 

은 등의 입사)나 두꺼운 부위(갑옷의 겹친 부위), 밀도가 높은 부위는 방사선을 많이 흡

수하며, 균열이 있거나 얇은 부위(음각된 명문, 문양 등), 밀도가 낮은 부위(부식된 부

위, 복원 및 접합 부위)는 방사선을 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 x= I 0ex p ( - μ x )

Ix: 깊이 x에서의 방사선의 강도, I0: 초기 입사 방사선의 강도, μ: 선형 흡수 계수(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도5-3 X선 조사의 기본 개념도

도5-4 1963년 발표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의 방사선 이미지와 내부의 설명도

도5-5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의 사진과 방사선 이
미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박물관 보존과학 
이야기, 2013): 내부에 거푸집의 뼈대와 못이 
있으며 등에는 결실 부위와 균열이 존재한다.

증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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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방 사 선 의  기 록

문화재를 투과한 방사선은 필름 혹은 영상관, CR(Computed Radiography), DR 

(Digital Radiography) 등의 검출 수단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비파괴 조사에 사용하

는 X선 필름은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cellulose triacetate)나 폴리에스터 바탕에 

감광유제가 양면으로 발려져 있다. 감광유제가 양면에 발려져 있어서 X선의 조사 시

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감광유제가 한쪽에만 발려진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제에는 할로겐화 은(silver halide) 결정이 들어 있는데 X선

이 닿으면 결정에 물리적 변화가 생겨 잔상이 남는다. X선 필름도 일반 사진 필름과 같

이 입도와 감도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 입도가 작아서 세밀한 관찰이 가능한 필름은 입

도가 큰 것에 비해 X선 조사량을 길게 해주어야 한다. X선 필름은 다양한 크기와 포장

으로 시판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X선 에너지를 사용하고 필름 카세트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서화 등은 필름이 

종이에 개별 포장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 보다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필름 카세트에 

증감지와 함께 필름을 사용하는 금속유물의 조사에는 필름 여러 장이 박스로 포장된 

것을 주로 사용한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크기는 10*12인치, 14*17인치이다.

일반적으로 X선 필름은 다루는 과정에서 빛과 손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름 카세트에 

넣어서 사용을 한다. X선 필름에 들어온 X선 중 감광 작용에 사용되는 것은 일부에 불

과하므로 필름의 앞과 뒤에 증감지를 넣어서 입사된 X선이 증감지에서 전자나 광자를 

방출하여 필름의 감광 작용을 상승시켜 조사 시간을 줄이고 산란되어 강도가 약한 X

선은 증감지가 차단하여 대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증감지로는 얇은 금속 납 박을 사

용하며 X선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전자나 광자를 방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앞면에는 가속 전압이 120kV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 그러나 후면에는 낮은 가

속 전압이어서 증감 효과가 없어도 후면에서 오는 산란 X선을 차단하는 용도로 항상 

사용한다. 증감 효과를 위해 필름과 증감지가 밀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증감지가 구

겨지거나 긁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속전압은 서화류는 10-30kV, 목재 문화재는 20-60kV, 도자기 20-

100kV, 금속은 50-300kV의 범위에서 두께와 밀도에 따라 변화를 준다. 그러나 사용

하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출력, 배치, 문화재의 위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속조건

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노출은 가속전류(mA)와 시간(분, min)의 곱인 노출값(mA·min)으로 나타낸다. 가속

전압과 노출의 관계를 가지고 적절한 흑화도 범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속 조건을 선택

한다. 흑화도는 필름에 빛을 쬐였을 때 반대 방향으로 투과해서 나오는 빛의 양을 이르

는 지표로서 높을수록 필름이 검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속 전압과 

긴 노출값이 넓은 흑화도 범위를 얻을 수 있지만, 실용적인 점을 고려해서 너무 큰 노

출값을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가속전압을 올려 균형을 맞춘다.

  1. 결함 찾기: 균열, 기공, 부식부위, 복원 및 접합 부위

  2. 형상 파악: 이물질과 유물의 파악(출토품)

  3. 제작방법 조사: 문양, 명문, 입사, 내부구조, 결합방식

도5-6 전 정곤수 초상(傳 鄭崑壽 肖像)의 사진과  
방사선 이미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혜선, 
장연희, 2008) :  
사진으로는 조선의 관복을 입고 있는 초상
이지만, X선 사진에서는 청대 관복이 관찰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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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시 납 글자로 유물번호, 조사 일시, 가속전압, 노출값 등을 표기하여 카세

트의 가장자리에 함께 놓아 조사 조건을 기록한다. 또한 조사가 어느 정도의 최소 결함

을 발견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상질계(像質計, image quality indicator)를 

유물 윗면에 올려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재를 보존처리, 구입하거나 기증받는 경우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항목 중 하나

이다.

방사선을 조사한 필름을 현상하면 노출된 할로겐화 은에 남은 잔상이 검은색의 금속 

은으로 변화하여 이미지를 만든다. 현상기에 필름을 넣으면 현상, 수세, 정착, 수세, 건

조의 과정을 거친다. 매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름의 흑화도와 장기 보관

성이 좋지 않게 된다. 현상과 정착은 온도와 시간의 변수이므로 필름제작사가 제공하

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면 재현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동으로 현상할 

수도 있으며, 균일한 작업을 위해 자동필름현상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필름을 카세

트에 넣거나 현상을 하는 과정은 필름 제조사가 추천하는 사양의 붉은 조명이 있거나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된 필름은 전용 라이트 박스에 조사 문화재의 손상이나 보이지 않는 부위의 판정

을 하게 된다. 미소 부위의 관찰을 위해 확대경이 붙은 라이트 박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현미경으로 필름을 관찰하기도 한다. 필름의 장기 보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

름을 스캔하기도 한다. 현재 필름은 사용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CR은 높은 에너지를 받은 것을 흡수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인광체(燐光體, phos-

phor)를 바른 화상판(image plate) X선 필름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문화재에 화상

판을 넣은 카세트를 밀착시키고 X선을 조사하면 문화재를 투과하여 화상판에 도달

한 X선은 인광체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다. 화상판을 CR 스캐너에 넣으면 레이저

(LAGER)가 화상판에 쪼여지며 전체를 스캔하게 된다. 이때 화상판의 인광체는 레이

저에 의해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아가며 에너지를 청색의 가시광선으로 

방출한다. 이 가시광선을 검출하는데 그 강도의 차를 디지털화해서 화상으로 만들어 

모니터로 확인하는 것이 CR의 원리이다.

필름에 비해 X선의 조사 시간이 짧아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속전압이라며 절반 이

하의 노출값으로도 필름과 같은 흑화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필름과 달리 흑화도가 

조사한 X선량과 비례 관계를 이룬다. 암실에 구성에 필요한 현상 약품, 현상 장비 등

이 필요 없으며 화상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필름에 비해 짧다. 또한 화상판은 초

기화 시켜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캔하는 레이저 빔의 크기가 작지 않

으면 필름에 비해 해상력이 떨어지며, 일반적인 필름과 유사한 정도의 해상력을 가진 

장비는 아직 고가이다.

DR은 필름이나 CR과 같이 화상을 형성하기 위한 현상이나 스캔의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화상을 만들 수 있는 검출기(detector)이다. 입사한 X선이 섬광체(scintillator)

에 닿으면 섬광체는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빛을 화상 소자로 검출하여 화상을 만든다. 

DR은 2차원의 평면 검출기(area detector)나 1차원의 선형 검출기(line detector)

의 형태가 존재하며, CT나 수화물 검색대에 사용하는 검출기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

된 것이다.

도5-7 다양한 크기의 X선 필름 카세트와 CR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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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컴 퓨 터  단 층  촬 영 [ C T ( C o m p u t e d  To m o g r a p h y ) ]

컴퓨터 단층 촬영[CT(Computed Tomography)]은 조사하려는 문화재가 회전하면

서 매 순간 기록된 디지털 화상을 계산을 통해 입체로 구현하는 것이다. 원하는 부위

의 내부 구조를 절개한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선관의 출력과 분해능

에 따라 일반, 마이크로 CT, 나노 CT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사하려는 문화재의 크

기와 목표로 하는 분해능에 따라 장비를 선택한다. 국내에서는 출토 미이라와 복식

의 조사에는 의료용 CT를 오래 전부터 활용하여 왔으며, 세라믹, 금속 등의 문화재에

는 산업 연구용 장비가 활용되고 있다. 장비가 고가이며 운용하는데 기술이 필요하지

만, 기존의 방사선 조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두 선원 이외에 중성자를 사용하여 금속문화재 내부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낮은 원

소로 이루어진 종이, 목재와 같은 유기물을 조사한 보고도 있지만, 적용 사례가 많지

는 않다.

3 .  4   방 사 선  안 전 관 리

방사선은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

수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발생장치의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차폐가 설계되어 있기 때

문에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을 한다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방사선 장비

의 사용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히 허가기관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 전 건강 검진과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정기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기보고나 종사자 변경, 장비 변경에 관한 

신고와 허가 사항들이 있으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5-8 컴퓨터 단층 촬영기의 형상(국립중앙박물관) 도5-9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와 컴퓨터 단층촬영(CT) 형상(이영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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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10-400㎚)은 X선보다는 파장이 길고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짧은 전자기복

사선이다. 자외선을 유물에 조사했을 때, 유물이 반사하는 자외선이나 유물의 인광체

(燐光體, phosphor) 성분이 자외선을 받아 방출하는 가시광선(광발광, photolumi-

nescence)을 기록하여 유물의 상태와 제작 방법 등을 조사한다.

자외선 조사는 입사된 자외선이 유물에 의해 반사된 것을 직접 검출하는 방식과 입

사된 자외선에 의해 유물이 방출하는 가시광선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반사된 자외선을 직접 검출하는 반사 자외선 사진(Reflected ultraviolet pho-

tography)은 유물의 자외선 반사도 차를 이용한 것이다. 가시광선을 차단하고 자외선

을 투과시키는 필터(exciter filter)를 사용하여 반사된 자외선으로 화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시광선 상에서 같은 색으로 보이는 물감이나 재료라 해도 자외선에 대한 반

사도는 다르기 때문에 덧칠한 부위, 보수 부위 그리고 접합 부위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물이 입사된 자외선을 받아 발생하는 형광색(인광)을 기록하는 것이 자외

선 형광 사진(UV-fluorescence photography)이다. 유물의 색이 유사해도 자외선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형광(인광) 특성이 다르면 다른 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

에서는 가시광선을 기록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자외선 차단 필터(UV barrier filter)

를 장착하여 반사된 자외선을 차단하고 발생한 형광만을 기록하여 화상을 만든다.

자외선 광원으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자외선 등을 사용하는데 장파장과 단파장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LED 타입도 존재한다. 자외선의 기록에는 필름과 화상 소자가 

있으나 필름은 대부분이 단종되고 사용도 번거롭기 때문에 현재는 반사 자외선 사진

에는 자외선 영역에 응답성을 가진 화상 소자를 사용한 카메라를 이용하고, 자외선 형

광 사진에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주로 이용한다.

유화의 덧칠, 밑그림, 보수 부위, 기필과 안료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이용하고, 도자기

에는 접합 부위와 복원 부위를 관찰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일상에서 빛으로 감지하는 전자기파로 파장은 대략 400-800㎚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

요한 조사 수단이다. 빛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실측, 사진촬영, 현미경 조

사 등이 가시광선을 이용한 조사방법의 예이다. 파장이 짧은 순서에 따라 보라색, 남

색, 청색, 초록색, 노랑색, 주황색, 빨강색을 띄고 있으며 물체가 반사한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물체의 색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물체의 색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시광선 중 어떤 파장의 빛이 물체에 비춰지는가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달

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광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색을 재현할 수 있다.

3
자 외 선  조 사 ( U l t r a v i o l e t  p h o t o g r a p h y )

4
가 시 광 선 ( V i s i b l e  r a y )

도5-10 소형의 문화재의 자외선 조사를 위한 자외선 
등과 상자, 이동형 자외선 등

도5-11 오지호(1905-1982년) 처의 상(1936년)의 사진
과 자외선 형광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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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실 측

실측은 문화재를 육안 수준에서 전반적인 형상과 더불어 파손된 부위, 균열, 부식 정

도, 이종 물질, 복원 부위 그리고 취약한 부위나 보존처리 시 주의해야 할 부위 등을 파

악하여 기록하는 과정이다. 조사에는 확대경, 자, 줄자, 캘리퍼스, 두께 게이지, 윤곽

자(contour gauge), 저울 등의 계측도구와 조명을 이용한다. 조사된 내용을 보존처

리카드에 기록하는데 방사선 조사 등의 다른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재의 상태를 서술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기본�사항:�유물번호,�명칭,�사업명,�출토지,�보존처리자,�보존처리�일시�등
②��보존처리�전�상태:�크기(축적,�단위�등),�형상,�무게,�이종�물질의�분포,�열화부위,�복원�부위,�

기타�보존처리에�유의해야�할�부위의�특징,�사진�상으로�파악이�곤란한�부위
③�보존처리�과정:�보존처리�절차,�사용한�재료와�약품,�약품�사용�과정과�결과
④�보존처리�후�상태:�취급�및�보관에�주의해야�할�부분�등

이상의 내용을 보존처리카드에 기록할 때 변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필을 사용한다. 

그리고 특별한 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색연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존처리카드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보관 상자에 보관하며 추후의 상태 점검과 보존처리 시 필수 참고 

자료이므로 영구 보관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보존처리카드를 스캔하면 보존과 

활용측면에서 유리하다.

4 .  2   사 진  촬 영

보존과학에서의 사진 촬영은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과정, 보존처리 후 등 보존처리

의 매 단계마다 이루어진다. 심미적인 것보다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

는 것이 목적이다. 예전에는 기록 방식으로 필름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디지

털 카메라가 그 자리를 완전하게 대체하였다고 정확한 형상 기록의 관점에서 촬영하

기 때문에 입체형상의 유물인 경우 6면(상, 하, 전, 후, 좌, 우)의 촬영이 기본이다. 문

화재의 전체 형상을 촬영한 것으로 세부의 확인이 어려운 큰 유물은 분할 촬영을 하여 

세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왜곡이 적은 사진을 얻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

니면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다. 그리고 세부나 미세균열 등은 접사 렌즈(macro lens)

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다. 접사 렌즈는 근접 촬영뿐 아니라 광학소자에 

최대 1-5배로 상이 맺혀서 현미경을 사용하기 곤란한 각도이거나 야외인 경우에도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큰 문화재의 형상 전체를 한번에 촬영하기 위해서는 광

각렌즈를 사용한다.

촬영 시 유물의 번호와 명칭, 스케일과 컬러 패치(color patch)를 유물과 함께 놓는

다. 스케일은 유물의 크기 추정을 위해, 컬러 패치는 화이트밸런스 보정을 위하여 각

각 사용한다.

광원은 스튜디오용 스트로브, 플래쉬, LED 등이 있으며, 유물의 반사에 의해 색상 정보

가 사라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광원이나 렌즈가 바뀌는 경우 그때마다 

도5-12 실측 장면

86



도5-13 손기정 선생 기증 보물 904호 그리스 청동제투구의 6면 사진(박학수, 정수빈, 2013)

도5-14 접사 촬영 장면과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소장)의 봉황의 가슴부위 접사 사진

컬러 패치를 함께 촬영해야만 화이트 밸런스 보정을 통해 원래의 색을 재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촬영을 진행할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대를 사용하고 수

평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수평계를 사용한다.

촬영할 카메라에서 파일의 형식은 촬영정보의 손실이 없고 추후 보정이 가능한 RAW 

형식을 지정하여야 하며, 손실 압축 형식인 JPEG 형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RAW 형식은 제작사마다 파일의 확장자가 다르게 되어있다.

촬영 후에는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색상 보정과 밝기 등을 조

절한다. 모니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색재현을 위해 보정 도구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보정한다. 디지털 현상을 거친 RAW 형식의 파일은 배포가 가능한 파일 방식으로 변

환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상의 파일 형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문화재 사진은 손실

이 없는 TIFF로 지정한다. 손실이 있는 JPEG 등의 파일 방식은 색의 왜곡이 존재하므

로 이 방식을 주된 저장 형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손실이 있는 방식의 파일은 화상

분석으로 색이나 면적 같은 측정을 할 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디지털 현상 후 원

본 파일인 RAW는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주기적으로 백업해야만 자료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백업은 컴퓨터 운영체계가 설치되지 않은 복수 이상의 

저장 매체(하드디스크 혹은 클라우드 등)를 이용한다.

카메라를 현미경, 내시경 등에 장착하여 기록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도 

RAW 형식으로 촬영해야 원색의 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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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광 학  장 비

광학현미경은 용도에 따라 보존처리 작업용과 조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보존처리 전 조사와 보존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실체현미경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육안이나 사진 촬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소 부위의 특징을 관찰하기 위하여 현미

경을 이용한다. 현미경은 대물렌즈, 접안렌즈, 광원과 더불어 관찰한 부위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조사 단계에서는 유물에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

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저배율(5-100배)의 실체현미경(stereomicroscope)

을 이용한다. 3차원 형상을 기록과 측정을 위하여 3D 현미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세균열의 진행 정도, 부식물의 형상, 명문, 유물의 제작 당시나 매장 과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착물 등을 관찰한다. 또한 제작의 선후나 방법 등을 밝힐 수 있는 부위, 

가공이나 공구의 흔적 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기록매체로는 필름, 영상카메라, 디

지털카메라 등이 있으며, 현재는 정량적인 측정이 용이하고 촬영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영상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주로 이용한다. 렌즈 일체형의 이동형 현미경

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렌즈와 RAW 포맷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 색

보정과 측정에 유리하다. 현미경 촬영 결과만으로는 조사 대상 유물을 알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촬영 시 유물에 대한 정보, 촬영부위의 특징, 배율 등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서는 컬러 패치의 흰색이나 회색 부위를 

촬영하여 화이트밸런스 보정을 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렌즈와 광학소자가 결합된 형태이거나 작은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휴

대형 현미경(portable microscope)도 있다. 일반 현미경의 접근이 어려운 서화, 직

물, 야외에 위치한 문화재의 조사에 사용한다.

내시경(borescope)은 육안 관찰이 어려운 유물의 내부나 구석을 관찰을 위하여 이용

한다. 내시경은 광섬유 다발 앞에 초소형의 렌즈가 있고 렌즈가 전달한 화상을 광섬유 

다발을 통해 전달하여 다시 렌즈를 통해 관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내시경이다. 외부

의 광원이 있어서 광섬유를 통해 관찰하려는 곳으로 빛을 전달하고 유물에 반사된 빛

은 렌즈에 의해 모아져 다시 광섬유를 통해 밖으로 전달된다. 렌즈가 달린 앞쪽은 외

부와 연결된 선에 의해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즘에는 초소형의 카

메라를 앞에 장착하여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가 없는 비디오 스코프라는 내시경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불상의 내부 복장물 확인, 정병과 도자기의 내부 구조 확인 등에 두

루 사용되고 있다.

도5-15 실체현미경과 다뉴세문경의 현미경 촬영 장면

도5-16 휴대형 현미경과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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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17 적외선 카메라와 선원, 가시광선 차단 필터의 
스펙트럼 투과도 예시

도5-18 윤두서 자화상의 사진(좌)과 적외선 사진(우) 
(천주현 외, 2006):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
운 옷깃과 옷주름을 적외선 사진에서 관찰
할 수 있다.

도5-19 충남 부여 쌍북리 출토 구구단 목간의 사진 
(좌)과 적외선 사진(우): 적외선 사진에서 9단
부터 2단을 상하로 칸을 나누어 배치한 것을 
관찰할 수있다(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빨간색 보다 파장이 김) 전자기복사선이며 그 파장

에 따라 근적외선(near infrared, 0.78-3㎛), 중간 적외선(intermediate infrared, 

3-6㎛), 원적외선(far infrared, 6-15㎛), 극적외선(extreme infrared, 15㎛-1㎜)으

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근적외선이 안료와 칠층에서 덜 흡수되고 채색층을 통과하

여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된다.

유물에 존재하는 밑그림이나 묵서 등이 표면을 덮고 있는 채색층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적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투

과하지 못하는 채색층이나 이물질을 통과하여 그 하부에 존재하는 밑그림에 의해 반

사되어 나오게 된다. 이 반사된 적외선을 광학소자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많은 안료의 

경우 최대 투과는 파장이 1.8-2.2㎛ 사이에서 일어나고, 탄소 기반의 밑그림에 입사한 

근적외선은 강하게 흡수되기 때문에 이 영역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는 Ga-In-As로 만

들어진 광학소자를 사용하면 근적외선의 검출 효율이 높다. 상용의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는 광학소자 앞면에 있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실리콘 광학소자의 특성 상 사용할 수 있는 파장대가 1000㎚로 제한적이지만 적외

선 전용 장비에 대해 조작이 쉽고 고화소인 장점도 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 

디지털카메라에서 적외선차단 필터를 제거하고 적외선 촬영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장비는 적외선 선원, 적외선 필터(가시광선 차단), 적외선 카메라(필름, 광학소자)로 

구성된다. 선원은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할로겐 등을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차단하

기 위하여 가시광선 차단 필터를 등 앞에 부착하여 적외선만이 조사 대상 유물에 전

달되도록 한다.

회화 유물의 밑그림, 섬유, 목간의 묵서 등을 찾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적 외 선  반 사  촬 영 ( I n f r a r e d  r e f l e c t o g r a p h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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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사진 촬영과 현미경 등의 조사를 통해 얻은 화상(Image)에는 우리가 목적

으로 하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들 화상에서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관심 영역(ROI: 

Region of Interest)이라 하고 이것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것이 화상 분석(Image 

Analysis)이다. 화상분석은 객관적이고 재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심미적 

관점에서 보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6 .  1   화 상  분 석  소 프 트 웨 어

디지털화된 화상을 처리하고 관심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특화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한다. 현미경과 방사선 장비 등과 연동하는 장비 전용의 화상 분석 소프트웨

어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진 화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별도의 소프트

웨어도 존재한다. 오픈 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인 ImageJ(미국 국립보건원)

와 ICY(프랑스 파스테르연구소) 같은 것도 보존과학 분야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화상

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6 .  2   스 케 일  설 정

화상 분석의 첫 단계는 화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때 화상은 무손실 방식의 파일 형식

이어야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TIFF 형식의 파일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이

때 원본 파일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하고 복사본을 화상 분석에 이용한다. 압축 손실 방

식인 JPEG 형식의 파일은 압축 과정에서 색과 형상 등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화상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화상을 불러오면 그 화상의 픽셀이 실제 길이와 어떤 비율로 

해당하는 지를 결정한다. 현미경과 같은 장비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사전에 각 

배율에 해당하는 픽셀과 실제 길이의 비율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

루어진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화상에 실제 길이를 알 수 있는 스케일, 

자 등이 있어서 직접 측정해서 비율을 결정하거나 사전에 각 배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측정해서 파일이나 플러그 인(plugin)의 형태로 만들어 활용한다. 스케일이 설정되면 

화상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막대 형태의 스케일을 표기한다. 촬영 당

시의 배율을 표기하는 것은 화상이 구현되는 매체에 따라 화상의 크기가 변화하여 정

확한 크기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6 .  3   화 상  처 리 ( I m a g e  P r o c e s s i n g )

화상에는 노이즈, 노출 불량, 불균일, 중첩 등 화상에 포함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이들 요소를 감소시켜 관심 영역의 확인을 쉽게 하고 배경과 분

6
화 상  분 석 ( I m a g e  A n a l y s i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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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이 화상 처리이다. 구체적으로 밝기(brightness)/대조(contrast) 조정, 레

벨(level) 조정, 히스토그램(histogram) 늘리기 등과 필터인 언샤프 마스크(unsharp 

mask) 등으로 관심 영역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거나, 이미지의 픽셀 값에 대해 사직 연

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관심 영역을 추출하기 쉽도록 한다. 그후 필요로 하는 관심 

영역과 다른 영역이 구분되도록 분리한다. 관심 영역은 도형 그리기나 자동 선택 도구

(wand tool)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화상을 처리 과정에서 픽셀 값

을 변화시키는 연산과 필터 등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사용했다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

6 .  4   화 상  분 석 ( I m a g e  A n a l y s i s )

화상 처리를 통해 관심 영역이 지정되었다면 길이, 면적, 각도, 개수, 지름, 색 등의 원

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값은 화상에 표기하기도 하고, 별도로 그

래프를 그려서 측정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화상 분석을 한 화상의 파일은 원본과는 

별도로 저장하며 이때도 저장 형식은 무손실 방식인 TIFF를 기본으로 한다.

화상 분석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하여야 한

다. 따라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화상 처리와 분석을 하여야 한다.

도5-20 화상분석기를 이용한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의 화상 분석(박학수, 2009) 
(左: 획원과 동심원의 배치 측정, 右: 외구 동심원의 반지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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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전자기파의 종류를 에너지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시오.

2. 에너지가 2.0×10-16J인 전자기파의 파장은 얼마이며, 어떤 전자기파에 속하는가?

3. 방사선이 물체에 입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산란의 종류와 그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강도가 100인 방사선이 두께 20㎜ 물질에 입사되었을 때 어느 두께에서 방사선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완전히 투과했을 때 강도는 얼

마인가?(선형 흡수 계수, μ = 4.6*10-2/㎜ 사용)

5. �방사선 조사에서 기하학적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초점-필름 거리(FFD)를 70㎝에서 100㎝로 증가시켰다. 처음의 노출값이 10mA·min였다면 

동일한 흑화도를 얻기 위해서 노출값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6. 방사선 조사에서 증감지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7. �적외선 조사와 자외선 조사에서 카메라에 장착하는 필터가 갖추어야 할 특성과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다음 문화재(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의 색상을 보정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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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상분석기(ImageJ, ICY)를 이용하여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의 봉황 가슴에 뚫려 있는 연기 구멍의 직경을 측정하시오.

10. 화상의 저장과 분석 시 손실 압축 포맷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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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신석기 시대 말엽 자연의 금속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으나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금속의 양은 도구를 만드는 데 충분하지 못하

였다. 대부분의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지 않고 광석 형태로 발견되며 독특한 색

상을 지니거나 높은 밀도를 가지는 광물들이다1). <표6-1>에 대표적인 금속의 원광석

을 정리하였다2). 이 중 금, 은, 구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금속들에 비하여 순수한 상태

로 발견되나, 다른 금속들은 거의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원소들과 화합

물의 형태로 결합되어 발견된다. 자연의 금속은 대체로 산화물이나 황화물 계통의 광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광물 상태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하여 광석을 제련하

고, 제련법의 발달로부터 청동기 시대(~3000-1200 B.C.), 철기 시대(~1200 B.C.)가 도

래하였다. 이러한 금속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표6-2>와 같다2).

광석을 제련하여 얻어진 금속은 광택과 높은 강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고

대부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제련된 금속으로 제작된 금속유물은 금, 은 등과 같이 

순금속을 사용하거나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만들어 진다. 광물을 제련하여 얻어진 금

속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주위 환경과 반응하여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부식이라 한다3). 따라서 금속으로 제작된 문화재는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철이 비금속산화물(부식

물)로 바뀌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금속유물의 보존은 부식으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의 제 모습을 찾아주고 부식을 억제

하여 오래도록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특히 금속유물은 발굴 후 대기환경에 노출

되면 매장환경과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해 금속유물은 부식되고 수

년 내에 파편 또는 분말 상태로 변하여 고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

다4). 그러므로 발굴된 금속유물의 경우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보존처리를 실시

하여 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외부 환경이나 부식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

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금 속 의  역 사 와  보 존

표6-1 금속 광석

금속 광물 화학식

알루미늄(Al) Gibbsite Al(OH)3

구리(Cu) Chalcocite Cu2S

금(Au) Native Au

철(Fe) Hematite Fe2O3

납(Pb) Galena PbS

니켈(Ni) Pentlandite (Ni, Fe)9S8

은(Ag) Argentite Ag2S

주석(Sn) Cassiterite SnO2

아연(Zn) Smithsonite Zn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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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최초로 사용된 대략적인 연대

구리(Cu) ~7000 B.C.(근동지방): 자연구리, ~5000 B.C.(근동지방): 제련된 구리

납(Pb) 6000 - 5000 B.C.(근동지방/발칸)

금(Au) 5000 - 4000 B.C.(발칸)

주석(Sn) 4000 - 3000 B.C.(근동지방)

은(Ag) 4000 - 3000 B.C.(발칸/근동지방)

니켈(Ni) 2000 - 1000 B.C.(근동): 구리/니켈 합금

철(Fe) 1000 - 0 B.C.(근동지방)

아연(Zn) 100 - 200 A.D.(로마): 구리/아연 합금, 900 - 1000 A.D.(인도): 금속 아연

알루미늄(Al) 1800 - 1900 A.D.(유럽/미국)

표6-2 금속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

2 .  1   철 제 유 물 의  부 식 2)

철제유물은 토양에 매장된 경우와 바다에 매장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철이 토양에 매장되어 부식될 때 표면은 점차적으로 토양, 먼지, 점토, 모래와 함

께 단단한 불용성 철부식화합물로 덮이게 된다. 바닷속에 매장되어 부식될 때 표면은 

철부식화합물과 혼합된 불용성의 응결물(primarily calcium carbonate)로 덮이게 

된다. 부식된 철제유물의 구조는 대체로 층상을 이루고 있다(도6-1). 최외각층은 철부식

화합물과 응결체, 작은 입자, 모래, 점토, 토양 광물과 같은 이질적인 재료들이 혼합

되어 있고, 두 번째 층은 낮은 산화상태의 철부식화합물(대개 magnetite)을 포함하

고 있다. 만약 유물이 완전히 광물화(부식)되지 않았다면 내부에는 금속심이 남아 있

을 것이다.

2
금 속 유 물 의  부 식

도6-1 매장 철제유물의 부식층과 산화·환원 지역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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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매장되어 부식됨에 따라 산화의 반쪽반응이 금속과 부식물(해양 환경에서는 응

결물 아래) 사이 경계면에서 일어난다. 이 계면에서는 Fe2+ 이온들이 용해, 축적되고 

가수분해 반응을 겪는다. 이 가수분해 반응은 부식생성물에 있는 기공과 공동(空洞) 

안에 채워져 있는 전해질 용액 안에서 국부적인 산성화(즉, 수소이온의 생산)의 원인

이 된다. 또한 Fe2+ 양이온은 주위환경으로부터 확산된 음이온에 의해서 전기적 중성

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바닷속에서는 환경적으로 음이온이 우세하므로 계면에 농축

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고철제유물의 부식층 내에 존재하는 크랙, 기공, 열

린 공간들은 염화철 수용액(FeCl2·4H2O)으로 채워진다. 특히 유물이 발굴된 이후 이 

용액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발굴 후 Weeping과 Akaganeite(β-FeOOH)의 생성

을 통하여 부식을 알 수 있다(도6-2, 3). 

발굴 초기의 철제유물은 매장환경에서와 같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부식생성물에 의

해서 덮여 있을 수 있으나 표면 부식생성물 아랫부분이 항상 안정하게 남아 있는 것

은 아니다.

Goethite와 Magnetite는 매장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생성되는 철산화물이다. 특히 

Magnetite는 용존산소의 양이 적을 때 형성된다. Hematite는 Goethite가 가열되

었을 때 형성되며 철제유물에서 이따금 확인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장조건에서는 

Hematite와 같은 부식생성물은 형성되지 않는다. Hematite의 존재는 보통 매장되

기 이전에 유물이 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 탄산염인 Siderite와 철 인산염인 Vivianite는 발굴 철제유물에서 흔하게 발견되

는 화합물로서 상대적으로 환원 분위기에서 형성된다. 탄산염은 용해된 CO3
2- 이온의 

양이 높을 때 그리고 인산염은 철이 뼈, 어류 폐기장, 음식물 쓰레기 더미와 같은 PO4
2- 

이온의 근원지 근처에 있을 때 형성된다.

발굴 철제유물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부식화합물로는 Mackinawite, Pyrite, 

Greigite와 같은 철 황화물이 있다. 이러한 철 황화물 계통의 부식화합물은 황산염환

원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혐기성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다. 금속광택과 황갈색을 띠는 

철 황화물은 금과 유사하게 보인다. 일례로 Pyrite와 Chalcopyrite는 금과 유사하여 

‘Fool's gold’라고 부른다. 유물 위에 Pyrite와 Chalcopyrite의 금과 유사한 층은 때

로 가금(假金)으로 여겨졌다. 이 황화물이 의도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매장된 

동안에 증착된 것인지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표6-3>은 발굴 출토 철제유물에서 보

이는 부식생성물이다5).

도6-3 철제유물에서의 weeping 현상도6-2   Akaganeite의 결정구조 
9)

99 6 장    발 굴  금 속 문 화 재 의  과 학 적  조 사 와  보 존



화합물명 화학식 결정구조 색상 특징

Magnetite Fe3O4 입방정계 Black 불용성. 매장 철제유물표면의 부식화합물로 안정하고 녹제거 시 
이 부식층을 표출함.

Goethite α-FeOOH 사방정계 Red-Brown 불용성. 철 산화물 중 가장 안정한 화합물. 금속표면에 분말 또
는 덩어리 형태.

Akaganeite β-FeOOH 정방정계 Light 
Red-Brown

불용성. 세척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함. 금속 내부의 금속 심과 표
면층 사이의 박락층 사이에 주로 형성. 금속심 부분이 부식.

Lepidocrocite γ-FeOOH 사방정계 Red-Brown 불용성. goethite, akaganeite와 함께 매장유물의 주요 부식화
합물. 금속표면에 분말 또는 덩어리 형태.

Limonite Fe2O3 · nH2O 비정질 Brown 비결정성의 순수하지 않은 산화철 수화물

Hematite Fe2O3 삼방정계 Red-Brown 매장 전 물질의 연소에 의함.

Vivianite Fe3(PO4)2 · 8H2O 단사정계 Blue 불용성. 철 소지를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며 매장 
시 인골이 가까이 있을 때 드물게 관찰됨.

Lawrencite FeCl2 삼방정계 Pale-Green 수용성. 산성용액에 안정. 부식되는 금속표면에 방울로 나타남.

Molysite FeCl3 삼방정계 Orangy-Brown 수용성. 강산화제. 부식되는 표면에 방울로 나타남.

Ferrous Hydroxide Fe(OH)2 - Pale-Green 수용성이나 공기 중에서 급속히 산화되어 FeOOH로 됨.

Siderite FeCO3 삼방정계 Yellow-Brown 불용성. 유리질 광택이 남.

표6-3 출토 철제유물의 부식생성물

2 .  2   청 동 유 물 의  부 식

동이나 청동제유물에는 녹청색의 녹이 생성되는데 이는 주로 염기성탄산동이다. 유

물표면을 완전히 덮은 녹청녹은 치밀하고 안정한 녹이며 유물을 완전히 바깥공기로

부터 차단하고 지키는 좋은 녹이다. 발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록색(담록색)의 녹이 

발생하면 그것은 나쁜 녹이 침해한 것을 의미한다. 이 유물은 소위 「청동병(Bronze 

disease」에 걸린 것으로 적절한 화학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부식되고 유물은 흔적

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도6-4>는 청동유물에 나타난 청동병이다.

금속제 유물에 함유된 염화물의 공급원은 해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파도의 물방울이 바람에 날린 풍송염은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간

다. 또한 공장의 매연 등에 기인한 인위적인 오염 외에도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화산, 

온천 그리고 빗물 등에 기인해 염화물이 확산된다. 염화물의 화합물은 대부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지하수에 녹아서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청동유물에 나타나는 주된 부식물을 <표6-4>에 나타내었다. 그 외 염기성염화동인 

Botallackte도 검출된다. 또한 야외에 전시되어있는 청동상에서는 유화물(Cu2S)과 

유산동(CuSO4·5H2O) 그리고 염기성황산동(CuSO4·3Cu(OH)2) 등도 검출된다. 탄산

염으로서 청동유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Azurite와 Malachite의 청동 녹을 <도6-5>

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은 순동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청동이나 황동 같은 합금

상태로 많이 사용한다. 동에 주석이나 납 같은 금속을 합금하여 주조할 때 많이 생기는 

편석이나 기공 등에 의해 여러 가지 부식이 발생되고 부식정도의 차이가 심하게 된다. 

청동은 비교적 균일부식이 많으나 합금성분에 따라 선택부식, 석출부식, 틈부식,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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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4 청동 녹의 종류, 색상 및 특징

등의 부식이 일어난다. 또한 동은 철에 비해 부식속도는 느리나 청동병에 걸리면 치명

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6-4 청동유물에 나타나는 청동병 

도6-5   고대 청동제품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녹의 종류

화합물명 화학식 색상 특징

Oxide
(산화물)

Cuprite Cu2O Red/Orange·Yellow 적동광, 불용성 알카리와 산성액에 녹음

Tenorite CuO Black 흑동광, 불용성 알카리와 산성액에 녹음

Carbonate
(탄산염)

Malachite CuCO3 · Cu(OH)2 Dark green 공작석, 불용성, 치밀한 녹으로 내부 금속을 보호

Azurite 2CuCO3 · Cu(OH)2 Bright blue 남동광 또는 감청석.

Chlorides
(염화동)

Nantokite CuCl Pale grey / White 염화제1구리, 불용성 분말

Paratacamite CuCl2 · 3Cu(OH)2 Bright green 염기성염화제2구리로 분말형태의 청동병

Sulfides
(황화물)

Covellite CuS Indigo blue 황화제1구리로 휘동광

Chalcocite Cu2S Black 남동광

Chalcopyrite CuFeS2 Black 황동광

Bornite CuFeS4 Black 방동광

🅑 말라카이트(Malachite)🅐 아주라이트(Azu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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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명 화학식 색상 비고

Acanthite α-Ag2S Black

Argentite β-Ag2S Black 휘은광

Ceragyrite AgCl Lavender / gray 각은광

Bromargyrite AgBr yellow

2 .  3   금 제 유 물 의  부 식

출토되는 대부분의 금제유물은 수천 수백년 동안 지하 고분 속에서 다른 종류의 금속

유물인 청동(구리합금), 철 등과 함께 매장되어 있어 청동 녹, 철 녹이 표면에 달라 붙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귀금속에 속하는 금은 부식되지 않지만 귀금

속이라고 할 수 없는 철, 청동 등이 금에 비해 부식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금과 구리금속이 함께 존재하면 귀금속인 금은 음극으로 되고 금보다 비금속인 구리

는 양극으로 갈바닉 전지를 형성하면서 더 빠르게 부식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생성

된 녹이 금 표면에 고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금제유물(금관 등)

은 순금이 아닌 금, 은, 동의 합금으로 되어있어, 오랜 세월 고분에 매장되어 있으면

서 미량의 합금원소인 동은 산화되고 은(銀)은 어느 한 곳으로 몰려 금보다 먼저 부식

되는 것이다.

흔히 금제유물은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보존처

리가 다른 금속유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금빛을 되살리기 위해 무조건 약품을 사

용하면 아주 얇은 구리 피막이 제거되어 풍요로운 황금색은 창백한 금색으로 변하며, 

은의 원소가 몰려 있는 부위는 더 창백한 색이 되기 때문에 약품의 사용은 충분한 고려

가 필요하다. <도6-6>은 표면 부식물로 덮여 있는 나주 정촌 금동신발과 무령왕릉 왕

비 금제관식의 사진이다.

2 .  4   은 제 유 물 의  부 식

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은 부식이 되며, 은(銀)은 보통 상태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

고 수분을 다량 함유한 공기나 아황산가스(SO2), 황화수소(H2S) 등과 반응하여 황산

은(AgSO4)과 황화은(Ag2S)이 된다. 상대습도 60%이상이 되면 황화피막으로 성장하

는데, 특히 밝은 은은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처음에는 갈색 변색층을 생성하며 변색 피

막이 두꺼워지면 검게 변한다. 황화수소를 생성하는 물질은 고무, 양모, 염료 등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은제유물을 전시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할 때 유물

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우개를 잘라 끼워 넣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염화물(할로겐)이 존재하는 환경에 은제품이 있게 되면 염화물과 반응하여 염화

은이 되는데, 염화은은 자주색을 띄는 녹으로 높은 습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분말

상으로 되어 결국 은제품을 침식시킨다. 토양 속에는 용해성 염화물질이 많이 있기 때

문에 유물이 흙 속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유물이 파괴될 위험이 높다. <도6-7>은 국립 

공주박물관의 소장유물 중 연꽃무늬 잔과 꽃모양 장식이며, 은제유물에 나타나는 주

된 부식물을 <표6-5>에 나타내었다.

도6-6 나주 정촌 금동신발(위)과 무령왕릉 왕비  
금제관식(아래)에서 관찰된 부식21)

도6-7 국립 공주박물관 소장 연꽃무늬 잔(위)과  
꽃모양 장식(아래)에서 관찰된 부식

표6-5 은제유물에서 보이는 부식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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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8 X선 촬영기

도6-9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의 X선 촬영사진17)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은 금속의 재질·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

으로 처리 전 상태조사, 표면 이물질제거, 탈염 및 탈알칼리 또는 안정화처리, 강화처

리, 접합 및 복원, 색맞춤 및 마무리와 보존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3 .  1   보 존 처 리  전  상 태 조 사

처리 전 조사는 유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과정으로 유물이 매

장되어 있던 환경의 토양 수분과 pH, 염화물이온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미술사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물의 형태, 크기, 중량뿐만 아니

라 부식상태, 현미경 관찰과 X선 촬영조사를 통한 유물의 제작기법과 유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기록한다14).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나 유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미경 조사, 적외

선 조사, X선 촬영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파괴적 조사 방법으로 제작기법, 부

식 정도, 문양 또는 장식 등의 존재유무까지를 관찰하여 보존처리 계획을 정한다. 또

한 유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과 실측(처리기록카드, 

3D 스캔) 등이 필요하다.

•  X 선

X선은 에너지가 크고 질량이나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물체를 투과하는 능력이 

크다. X선을 어떠한 물체에 투과하면 조사하던 구성물질의 종류, 밀도, 두께에 따라 

X선의 흡수 정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투과되는 X선의 양이 달라지게 된다. 이 투과된 

X선이 사진건판을 감광시키면 음영을 가진 화상이 만들어진다. 또한 근래에는 사진

건판 대신 CCD를 활용한 Image plate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는 투과촬영 방법은 종

래와 같지만 디지털 화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쉽고 고감도이면서 Dynamic 

3
금 속 유 물 의  보 존 처 리

103 6 장    발 굴  금 속 문 화 재 의  과 학 적  조 사 와  보 존



range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통해 문화재의 부식정도, 균열이나 결함의 존

재여부, 입사나 문양의 존재, 수리 부위 등을 알 수 있다(도6-8)
15,16). <도6-9>는 무령왕릉

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의 X선 촬영사진이다.

3 .  2   표 면  이 물 질 제 거

1) 철제유물

철제유물은 부식화합물(녹), 이물질(흙) 등이 심하게 고착되어 있으며 유물의 형태가 

변형되어 있거나 부풀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보존처리 시 유물의 형태

를 정확하게 규명하여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식생성

물(녹)과 심하게 고착되어있는 흙을 제거하려면 우선적으로 실체현미경과 확대경 등

을 사용하여 유물표면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실시하고, 방사선 촬영사진을 참고로 하

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부식물을 제거해야 한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녹제거는 유물

의 외형에 손상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조사(방사선 촬영, 유물의 재질, 실측, 유

물에 관련된 문헌, 고고학적 견해 등) 결과에 따라 실시 되어야 한다14).

이물질제거는 유물표면에 생긴 부식물이나 매장 당시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유

물 본래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다. 부식물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

어서 유물을 일부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녹이 있는 반면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되어 유물에 치명적인 녹이 있다. 이물질제거는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녹은 그

대로 보존하고 빠른 속도로 유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녹은 제거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

로 한다. 그러나 녹 밑에 숨겨진 음각, 상감문양 등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므

로 표출시켜주어야 하고, 유물에 부착되어있는 직물, 지류, 목질 등의 유기물도 중요

한 고고학적 자료이므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녹제거의 방법은 크게 Sand blaster(정밀분사가공기)와 같은 기기나 각종 소도구 등

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화학적인 방

법이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Mechanic tool과 소도구(Hand tool)로 구분되는데, 이

러한 방법은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상의 기술과 부식물의 모양, 생성상태에 따라 기기나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

해야 한다(도6-10). 

유기물질(아주 작은 나뭇조각·천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in xylene) 용액을 이용하여 붓으로 강화처리 한 다음 부식물을 제거한다. 강화

처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수지가 유기질 내부로 완전히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유

기질이 없는 부분은 강화제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4).

특히 방사선 촬영 결과 명문, 문양 등이 상감된 경우에는 보존처리 순서를 일부 바꾸

어 실시한다. 즉, 부식물 제거 전에 약화된 재질을 강화처리 한 다음 실체현미경을 보

면서 부식물을 제거한다. 상감표출 작업은 X선 필름을 분석하고, 실체현미경으로 상

감부위와 상감주변의 철부식물(α-FeOOH)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상감이 노출되

지 않을 정도까지 Power pen으로 조심스럽게 한층 한층 벗겨낸다. 그리고 수술용 

칼을 수직으로 세워 상감된 부분을 눌러 주면 나머지 얇은 철녹층은 금, 은과 이온화 

경향이 달라 친밀성을 갖지 못하므로 쉽게 제거된다. 대체로 철기유물은 최외각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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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ite층, 철산화물과 모래, 흙 등이 혼합된 Soil mineral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바

로 밑층에 Magnetite층, 그 안에 철심으로 되어 있다. 특히 문양이나 명문 등은 제

작 당시의 표면층이었던 Magnetite층에 상감되어 있으므로 부식물 제거 시 주의해

야 한다14). 

2) 청동유물

청동유물은 부식환경과 합금성분에 의해서 부식화합물의 종류와 표면층의 색상이 다

양하게 형성되며, 오랜 기간 보존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화학적으로 

보다 안정된 파티나(patina)를 형성하게 된다. 청동 표면의 안정된 파티나는 얇고 균

일한 녹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성분은 구리탄산염 녹인 Azurite와 Malachite로 

청동유물을 더 이상 부식시키지 않는 좋은 녹이다(도6-5).

청동유물의 부식생성물과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유물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좋은 녹인 Azurite와 Malachite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

나 청동병을 유발하는 나쁜 녹인 염화동 Nantokite와 Paratacamite는 반드시 제거

해야 한다. 따라서 청동유물의 부식생성물 및 이물질제거는 실체현미경으로 세심하

게 표면층을 관찰하면서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한다.

3) 금동유물

금동유물의 경우 표면 부식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

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금도금 층위에 생성된 청동유물의 부

식생성물 및 이물질을 실체현미경으로 표면층을 관찰하면서 치과용 소도구를 이용하

여 주의 깊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화학적인 방법은 Formic acid와 같이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표면의 부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

며 물리적인 방법보다 오히려 유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유물의 상태

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4) 은제유물

은제품에 생성되는 부식물의 종류는 다른 금속에 비해 단순하지만 출토된 은제유물은 

염화은이 생성되므로 심한 경우는 분말상태로 형태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염

화은은 국부적으로 발생하지만 높은 습도에서는 전체로 퍼져나가는 전이현상이 일어

나기 때문에 황화은과 염화은의 부식화합물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살려 두

면서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황화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는 너무 검게 변해 은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부식물을 제거할 때는 유물

이 지니고있는 전체적 상황과 윤리적, 심미안적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은제품의 녹제거는 유물의 상태에 따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규조나 규사를 에탄올

에 혼합하여 면봉을 이용한다. 화학적으로는 개미산 또는 레몬산, 중탄산나트륨, 

EDTA·2Na 등 약산이나 약알칼리로 세척이 가능하다. 또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

법을 같이 혼용하기도 한다. 2차적으로 초음파, 증류수, 에탄올 세척으로 잔류약품과 

규조, 규사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은제품에 얇게 형성된 산화물을 제거하거나 광택을 요구하는 금속제품을 닦아줄 때

는 유리섬유로 만든 솔이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는 유리섬유 솔 대용으로 볼펜잉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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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유리섬유 솔이나 볼펜잉크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며 강하고 거친 것을 사용하면 광택을 내고자 하는 표면에 수많

은 긁힌 자국이 생기거나 손상되므로 유물이 아닌 다른 물질에 예비실험 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사용한다22).

3 .  3   안 정 화  처 리

1)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

매장상태에서 금속유물 대부분은 고습도(98% 이상), 염화물이온, 토양 중의 산소 확

산율이 적은 매장환경 등 여러 가지 부식인자들의 영향이 있으나 대부분 매장환경 상

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므로 서서히 부식된다. 이러한 금속유물이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량이 많아지고,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하여 유물표면과 내부의 부식인자들이 활

발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발굴 후 2~3년 내에 급격하게 부식이 진행되어 가루처럼 산

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의한 부식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는 부식인자들을 제거하고, 부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탈염처리 또는 안정화처리 과

정을 거쳐야 한다.

탈염처리는 철제유물의 부식인자 중 가장 치명적인 수용성 활성염 Cl-를 추출 제거하

는 것이 목적으로 부식정도와 상태, 매장환경, 제작기법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알맞은 

탈염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탈염처리의 방법으로는 가열법과 비가열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열법은 비가열법보

다 빨리 부식인자를 제거 할 수 있으나, 금속심(소지금속)이 있는 철제유물은 금속심

과 유물표면의 Magnetite층과 열팽창 정도가 다르므로 Magnetite층에 크랙이나 박

락이 일어나 접합 복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14). 

비가열법은 반대로 Cl-의 용출시간은 길지만 열팽창이 없어 크랙이나 박락이 비교적 

심하지 않다. 그러나 용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화물에 의한 부식이 우려될 수 있

다. 탈염처리 시 염화물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품 속에 함유되어있는 Cl- 값을 알

고 있어야 하며, Cl- 값이 높게 나오는 경우 탈염의 종료시점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 또는 박락이 심한 유물은 실, 거즈 등으로 감

싸 탈락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도6-11>은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 시 

사용하는 항온수조이며, <도6-12>는 현재 쓰이고 있는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 방법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6-10   실체현미경 및 Sand Blaster를 이용한 표면 이물질제거

도6-11 항온수조를 이용한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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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LiOH법(Litium hydroxide)

Absolute methyl alcohol과 Ethyl alcohol을 1:1로 혼합한 후 중량비로 약 0.2% 

수산화리튬을 혼합한다. 여기에 용액의 2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Isopropyl alco-

hol을 더한 것을 탈염액으로 사용하며, 반응과정은 다음과 같다1).

L i O H  + C l -  →  L i C l  +  O H -

철제유물 내의 염화물은 수산화리튬과 반응하여 알코올과 다른 유기용매에서 높은 

용해도를 갖는 염화리튬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염화물이 유물에서 용출되며, 유물

을 처리용액에서부터 꺼내 자연 건조하도록 하면 잔여 수산화리튬은 대기의 이산

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리튬으로 변화할 수 있다18).

⑵ NaOH(Sodium hydroxide)

0.1M의 NaOH 수용액을 사용하여 침적 후 주기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강알칼

리성 용액(pH 13)이기 때문에 단조품에 주로 사용한다. 부식이 심한 주철이나 크랙

이 심한 유물은 외형의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물

의 상태에 따라 0.01M을 사용하여 탈염 용액의 pH를 낮출 수 있다.

⑶ Sodium sesquicarbonate(Na2CO3 + NaHCO3)

Na2CO3는 열에 대해 안정한 흰색 고체로 물에 잘 용해된다. NaCO3·10H2O는 공기

중에서 스스로 결정수를 잃고 NaCO3·H2O의 흰색가루가 된다(풍해현상).

N a CO 3 + 2 H C l  →  2 N a C l  + H 20  + CO 2 ↑

NaHCO3는 솔베이트법의 중간 생성물로 얻어지는 무색의 결정성 가루이며, 물에 

잘 용해된다.

N a H CO 3 + 2 H C l  →  N a C l  +  H 2O  +  CO 2

도6-12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의 Flow Chart

탈알칼리 및 잔류약품 제거(H2O, Borax)

Auto Clave법
(1.5기압, 

80~120℃)

항온항습기
(60~80℃)

상온

107 6 장    발 굴  금 속 문 화 재 의  과 학 적  조 사 와  보 존



가열법과 비가열법이 있으며, NaOH용액보다 알칼리도가 낮아(pH 11) 유물에는 

안정한 편이다.

비가열법은 Na2CO3:NaHCO3 = 5.2g:4.2g의 비율로 0.5~3% 용액에(in 증류수) 

유물을 침적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매회 용출된 Cl- 양을 측정하

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실시한다.

가열법은 60~80℃의 Sodium sesquicarbonate 0.5~3% 용액에 유물을 넣고 유

물을 8시간 침적 후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매회 Cl-를 측정하여 변화

가 없을 때까지 추출한다.

비가열법은 비교적 유물에 안정한 처리법이며, 가열법은 온도 상승으로 인해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서 추출되는 시간은 적으나 유물표면인 Magnetite층과 크랙부분

이 박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물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크랙이 박락

될 경우에는 증류수로 용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중단해야 한다. 크랙이 심한 주철 유

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철과 같은 철가루처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단조품, 바다에서 인양된 청동유물 등에 사용되며 유물상태에 따라 용액농도를 조

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14).

⑷ Alkaline sulphite(NaOH+Na2SO3)

이 방법은 1975년 N.A.N. North, C. Pearson에 의해 발표된 방법으로 바다에서 

인양된 철제유물의 탈염을 위해 채택되어 현재에는 고분 등 육지에서 출토된 유물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탈염처리 방법에 비해 짧은 기간 내

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가장 안정한 부식물인 Fe3O4(Magnetite)로 환원시

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금속성이 완전하지 않은 철제유물에 대해서는 사

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수산화나트륨과 황산나트륨의 혼합수용액

을 사용하여 산화철을 안정한 상태인 자철광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탈염의 효과

도 얻을 수 있다. 

처리 과정은 0.5M(20g/ℓ) NaOH, 0.5.M(31.5g/ℓ) Na2SO3 혼합용액에 철제유물

을 완전히 잠기게 하여 밀폐한 후 온도는 60℃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1주일 간 침

적한다. 유물이 Alkaline 용액에 침적되어있는 동안 공기 중의 산소가 침입하게 되

면 유물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 이 기간 중 용액은 짙은 갈색으로 변색되는데 이 용

액을 교체하는 과정을 6~7회 되풀이하여 용액이 투명할 때까지 반복한다. 교체 시

에 용액의 온도 변화가 있으면 유물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용액은 60℃로 준

비한 후에 유물을 침적시켜야 한다.

이후 용액에서 꺼낸 유물은 잔존 SO3
2-, SO4

2-을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수로 깨끗이 

씻어 낸다. 제거되지 않을 때는 0.1M(15.8g/ℓ) Ba(OH)2·8H2O에 1시간 정도 담구

어 잔류한 황산나트륨을 불용성으로 만든 다음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여 남아있는 

약품을 완전히 씻어 낸다. 이 방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SO3
2- 용액은 대기 중 산

소와 즉시 반응하므로 완전하게 밀폐된 용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약 표면에 백색침전물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솔이나 바늘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제

거 후에는 증류수에 세척한 후 아세톤이나 메틸알콜 같은 용매를 이용해 건조시키

면 빨리 건조할 수 있다. 

처리 시에는 Alkaline sulphite는 강 알칼리성이고, Sodium hydroxide는 독성

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게 주의한다. 이 용액을 사용 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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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시에는 4배의 물과 함께 흘려보내야 한다19).

⑸ Borax법(붕사)

붕사 0.1M 수용액에 침적시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매회 용출된 Cl-양을 측정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실시한다. pH가 9.5로서 부식 상태가 심각하고 박락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유물의 탈염처리방법이다. 비교적 유물에 안정한 처리방법

이나 용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⑹ Intensive washing법(냉·온수 교체법)

온수와 냉수에 유물을 번갈아 침적시킴으로써 수축, 팽창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유

물 내부의 염화물이 빠져나오게 된다. 80℃ 항온수조에 유물을 6시간 이상 침적한 

후 상온의 증류수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8회 이상 반복하며 매회 Cl- 이온을 측정하

여 변화가 없을 때까지 추출한다19). 또한 탈염 후 잔류 알칼리 용액을 추출하는 방

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처리 중 수중의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수화물 부식이 일

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존산소가 없는 증류수로 처리해야 한다14).

⑺ Auto clave법

Auto clave란 1.5기압, 80~120℃에서 1~4시간 추출하는 고압가열추출 방법으로 

여러 탈염용액과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고압과 열에 의해 빠른 용출이 가능하나 

크랙과 박락의 위험이 커 세밀한 표면관찰을 통한 적절한 용출시간 안배가 중요하

다. 또한 철제유물의 부식인자인 혐기성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⑻ Soxhylet 장치법

Soxhylet 장치는 Auto clave법과 냉·온수 교체법을 혼합 자동화한 장치로 유물을 

1.5기압 80℃ 증류수에 넣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질소가스를 주입한 탱크에 넣고 

2시간 단위로 Cl-을 측정하여 변화가 없을 때까지 80℃ 증류수를 연속적으로 흘려

보내 추출한다. 모든 금속유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모되며, 

수소 플라즈마 환원을 시켜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14). 이 방법 역시 가열법이므

로 크랙과 박락이 발생되기가 쉽고, 설치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⑼ 수소 Plasma 환원장치

수소기체 속에 전극을 설치하여 방전하면 수소기체 분자는 이온과 전자의 혼합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 기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유물표면에 충격을 주면서 

산화된 금속을 환원하는 장치이다. 부식이 심하지 않은 금속유물과 Soxhylet 장치

법의 전처리에 효과적이나, 용융점이 낮은 유물과 부식층(두께 1㎜ 이상)이 두꺼운 

유물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이 장치 내에서 유물이 350℃ 이상 열을 받기 때문에 금

속조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4).

⑽ 탈알칼리 및 잔류약품 제거

유물의 상태에 따라 60~80℃로 항온수조, 가열기, Auto clave 등을 사용하여 증류

수에 유물을 3~8시간 침적하여 pH가 중성(붕사 사용 시 pH9)이 될 때까지 반복처

리한다. 수중의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수화물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붕

사 0.1%를 넣어주면 붕사가 용존산소와 먼저 반응하여 철제유물에 일어날 수 있는 

수화물부식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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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화처리

금속유물 중 부식이 가장 활발한 부분은 유물의 표면이 아니라 부식층과 금속심이 접

해있는 부분과 크랙이 발생되고 있는 미세한 틈 같은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 부식억

제제를 투입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안정화 처리이다.

부식억제제는 금속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의 약품이 사용되며 철, 동, 은 등 유물 하나

에 여러 가지 금속이 복합된 유물은 이온화 경향이 가장 활성적인 재질을 기준으로 부

식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식억제제는 무기억제제와 유기억제제가 있

으나 금속유물에는 유물표면의 색상변화가 적고 안전한 유기억제제가 많이 사용되며, 

특히 청동유물에는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 BTA)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벤조

트리아졸법(BTA)은 동과 BTA가 반응하여 동 금속에서 염화물이온의 침식활동을 저

지하는 Cu-BTA(polymer film) 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도6-13). 에틸

알코올에 3wt%로 용해시켜 진공함침 또는 일주일 침적 후 자연 건조한다.

열풍 건조기를 사용하여 강제 건조시키면 BTA는 승화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기화되어 

부식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98℃ 이상에서 건조하면 BTA가 융해되고 크랙

이나 동의 열화가 심한 부분에 결정화되어 유물에 손상을 주므로 유물의 상태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80℃ 이하에서 건조해야 한다. 또한 건조 시 BTA 용액이 많이 남아 있

던 부분에서 흰색분말이 석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붓으로 

칠하거나 분무하여 제거해 주어야 한다. BTA는 발암물질인 벤젠기가 있어 승화 시 인

체에 해로우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3 .  4   건 조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를 마친 철제유물에는 잔류수분이 존재하며 이는 환경에 따라 

다시 부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아세톤과 알콜 등의 극성 유기

용제를 이용하여 치환할 수 있으며 자연건조 후에는 열풍건조기 및 진공건조기를 사

용하며 48시간 이상 100~105℃로 건조한다(도6-14). 이때 유기물질이 부착된 유물은 열

풍건조기의 온도를 80~85℃로 낮추어 높은 열에 의한 유기질의 탄화나 화재의 위험성

을 막는 대신 72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진공건조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도 있으나 재질이 약한 유물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14, 18).

도6-13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 BTA)

도6-14 열풍 및 진공건조기를 이용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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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강 화 처 리

철제유물은 부식으로 인해 금속 특유의 성질인 연성, 전성을 상실하여 재질이 약화됨으로서 형

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강화처리는 이렇게 약화된 금속유물에 수

지(resin)를 주입하고,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부식으로 인해 약화된 유물을 강화시

키고 공기 중의 수분과 오염가스 등의 부식인자를 차단하여 주는 과정이다14). 

강화처리는 유물의 상태에 따라 진공함침법, 가열용융법, 자연함침법 등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진공함침법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진공함침의 원리는 진공챔버(vacu-

um chamber)에 유물을 넣고 진공상태로 만든 다음 유물이 수지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 진공을 풀어주면 약화된 유물의 미세한 기공 깊숙이 수지가 들어간 뒤 응고되

면서 부식되고 연약한 재질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다(도6-15). 가열용융법은 금속용기

에 왁스를 가열용융 시켜 유물 내부로 왁스용액을 침투시킨 다음, 유물을 냉각시키면 

약화된 유물이 고체화된 왁스에 의해 강화되고 표면이 코팅된다. 금속유물과 수침목

재유물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냉각 시 서서히 온도를 낮추면서 왁스가 한 곳에 뭉치

지 않도록 잘 닦아 주어야 한다. 자연함침법은 농도가 낮은 수지를 통해 약화된 유물

을 2~6시간 이상 침적하고, 수지를 자연적으로 침투시킨 후 건조하는 방법이다. 부식

이 심하지 않은 유물, 또는 진공 챔버에 넣을 수 없는 대형유물 등에 사용된다. 물리적

인 충격이 없어 비교적 안정적이나 합성수지로 접합되었거나 표면이 취약한 유물은 

분리 또는 와해 될 우려가 있다. 유물에 사용되는 강화제는 가역적인 것 즉 재처리 시 

용해가 가능한 약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존처리 시에는 아크릴계 수지

인 Paraloid B-72, Paraloid NAD-10, Incralac과 V-Flon(불소계 아크릴 수지) 등이 

많이 사용된다(도6-16). 

3 .  6   접 합  및  복 원

부식된 유물을 강화처리 한 후 완전히 건조되면 유물의 원형을 찾아주기 위해 파손된 

편들을 접합하고, 결손 부분은 복원하여 주는 과정으로 가능한 출토 당시의 형태를 유

지하고 원형을 살려 접합복원 후 유물의 형태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복원을 실시하며, 재처리가 가능한 방법 및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형태의 합성수지와 접착제, 충진제가 있으나 각각의 

유물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합·복원제로는 Acryl계인 Cyanoacrylate(순간접착제), Cellulose nitrate계 수지

인 Cemedine-C, Epoxy계 수지인 Araldite, CDK-520 등이 사용된다. 성형성을 높

이거나 경화 시 생기는 수축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충진제로는 Phenol계 Micro-

ballon과 Talc 등이 있으며20), 또한 각종 무기안료 등을 접착제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접합·복원제 역시 가역적인 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Epoxy계 수지와 같이 비

가역적인 수지를 사용할 때에는 접합면이 가역성이 있는 수지로 코팅된 유물에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물에 사용이 가능한 약품이라도 접합하고자 하는 유

물의 부식상태, 접합면의 상태, 접합면적 및 두께 등을 약품의 강도와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도6-17>은 철제 솥에 대한 접합 및 복원 모습이다. <도6-18>은 금

동제 팔찌의 접합 및 복원 전과 후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6-15 진공함침기를 이용한 강화처리 

도6-16 Paraloid B-72

도6-17 철제 솥의 접합 및 복원 모습

도6-18 금동제 팔찌의 접합 및 복원 전과 후

🅐 금동제 팔찌의 처리 전 모습 

🅑 팔찌의 접합 및 복원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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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색 맞 춤

색맞춤은 접합·복원한 부분의 질감, 색상이 유물과 비슷하도록 채색하는 작업으로 안

료에 강화제를 섞어 사용하거나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다. IIC(국제보존과학회) 규약

에 따르면 접합·복원한 부분은 6inch(15㎝) 이내에서는 식별이 가능하고 6feet(1.8m) 

이상에서는 눈에 거슬리지 않게 색맞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접합·복

원과 색맞춤 시 접착제나 안료 등이 원래의 유물표면을 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9). 

<도6-19>는 철제 솥의 처리 전 모습과 접합 및 복원을 한 후 색맞춤까지 완료한 모습

이다.

3 .  8   보 관

부식이란 결국 금속이 놓인 환경과 반응하여 화합물이 되는 것이다. 금속유물 또한 공

기 중의 수분과 오염가스 등의 접촉으로 인해 부식이 진행되므로 온도 20±2℃, 상대

습도 45% 이하에서 보관해 주어야 부식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수장고 내부의 온습

도 관리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는 Silica gel 또는 탈산제를 이용한 RP시스템을 활용하여 항온항습장(dry cabinet)

에 보관한다(도6-20, 21).

도6-19 철제 솥의 보존처리 전과 후

도6-20 RP System을 사용한 포장

도6-21 항온항습장을 이용한 철제유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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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발굴 후 철제유물이 계속적으로 부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발굴 철제유물에서 보이는 부식화합물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3. 청동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발굴 청동유물에서 보이는 부식화합물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5. 은제유물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부식화합물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6.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X-ray 촬영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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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제유물의 표면 이물질 제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탈염 및 탈알칼리 처리의 목적과 Sodium sesquicarbonate를 이용하여 탈염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9.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과정 중 강화처리의 목적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보존처리 완료 된 금속유물의 보관방법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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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기물을 만들고 불을 사용하여 구워낸 도자기는 인류 발전과 더

불어 제작기법상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와 문명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러한 도자기는 태토와 물, 불, 그리고 공기의 4대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작이 가능한 고난도의 제작기술이 필요하다. 

도자기의 구성물질은 점토가 주요성분이며, 토기에는 비가소성 물질이, 자기에는 유

약성분이 혼합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도자기는 이러한 점토를 손으로 빚는 방법

이나 점토 띠를 쌓는 방법, 거푸집이나 회전판(물레) 등 도구로 성형하는 방법을 활

용하여 기물을 만든 후, 노천이나 밀폐된 가마에서 토기는 약 600~1,000℃, 자기는 

1,100~1,300℃ 정도의 온도로 소성하여 제작해왔다(강경숙 2012). 

이렇게 제작된 도자기는 여러 원인으로 손상되는데 외부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 많으

며, 이물질에 의한 표면오염과 보존환경 조건에 따른 화학적인 손상도 발생한다. 도자

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오래전부터 수리하거나 복원하여 사용하였다. 

수리·복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리·복원 사례에 대한 문

헌(S. Buy sand V. Oakley, 1993)에 따르면 토기가 처음 구워지던 시기부터 수리·복

원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손상된 도자기 보존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처리 전 조사, 세척, 강화처리, 접합, 복

원, 색맞춤 및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나 처리하고자하는 도자기의 상태에 따라 순서

를 바꿔 진행하기도 한다. 

도자기를 취급할 때에는 도자기 특성상 충격에 매우 약하므로 취급요령을 숙지한 상

태에서 포장, 해포, 운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각

각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도구와 기기의 사용은 물론, 전시 진열장이나 보관대 등 적절

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도자기는 토기, 도기, 자기, 옹기를 모두 일컫는 용어(강경숙, 2012)이나 본고에서는 

도자기 중 토기(도기 포함)와 자기, 옹기의 구성물질이 다르고 소성방법이나 온도에

서도 차이가 있어 보존처리 방법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과정에서는 토기와 자기

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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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토 기 의  구 성 물 질

토기의 주요성분은 점토이다. 점토에 물을 혼합하면 가소성을 나타낸다. 점토의 가소

성은 토기 생산자가 여러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응용되었다. 그러나 건조되면 가소

성을 잃어버려 점토가 단단해 지면서 부서지기 쉽게 된다. 또한 소성 시에는 여러 온

도 범위에서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점토는 고르게 건조되지 않으므로 균열

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토기는 점토로만 만들지 않고 조개가루, 모래 등 다른 재

료를 혼합물로 첨가하는데 이를 비가소성 물질이라고 한다. 이물질의 역할은 점토가 

균일하게 건조되도록 도와주며 건조 및 소성 시에 점토 혼합물의 지나친 수축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토기는 이러한 점토와 비가소성 물질을 조합하여 제조하는데 이를 

태토(body)라 한다. 

2 .  2   자 기 의  구 성 물 질

자기의 구성물질은 점토와 유약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의 주

성분은 고령토이며 고온에서만 유리질화되는 재료로, 자기의 소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료 중의 하나이다. 양질의 고령토는 규석 50%, 알루미나 30%, 포타시움 2.5%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한 회색이나 백

색을 띠며 내화도가 높다(강경숙, 2012).

유약의 원료는 도자기를 만드는 점토와 성분이 거의 같으며, 약 600~800℃에서 유리

질화하는 연유계통과 약 1,100℃에서 녹는 석회유가 있다. 유약은 소성 시 유리화 되

어 피막을 형성하여 액체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각종 약품의 화학작용 및 

물리적 작용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철, 동, 코발트, 망간 등과 같은 금

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색채를 냄으로써 미적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약 

표면에 빙렬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주로 도자기를 구울 때 수축

하는 과정에서 태토와 유약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되거나 너무 급속하게 냉각시키거나 

바람이 들어갔을 경우 태토보다 약한 유약에 균열이 생겨 발생하게 된다.

도자기의 성형방법으로는 수날법, 감아올리기법, 테쌓기법, 거푸집법, 회전판(물레)

법이 있으며, 토기의 기벽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는 물손질법과 타날법이 있다(김원

룡, 1981).

수날(손으로 빚기)법은 그릇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손을 사용하여 반죽한 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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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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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의 소성은 노천에 토기를 놓고 그 주위에 나무를 쌓아 태우면서 구운 노천요로

부터 시작되어 통풍을 조절하여 고온으로 올릴 수 있는 지붕을 가진 움집형태의 실요

로 발전하였다. 이후에 언덕의 경사면에 길게 만들어진 터널형태의 가마로 내부에 격

벽을 둔 등요가 등장하면서 가마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 불완전 연소를 유도하

는 방법으로 소성하여 회청색의 토기나 자기를 번조하였다. 

도자기 소성 중 온도가 200~500℃로 올라가면 태토 내 유기 물질들은 산화된다. 즉 지

푸라기 등의 유기물들은 가열되면 산화 상태에서는 유기물의 탄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CO2로 날아가 버린다. 그 결과 유기물이 점유했던 공간이 비게 되어 다공성의 토기가 

생성된다. 반면에 환원 상태에서 가열되면 유기물은 산화되지 않으나 그을리게 되어 

탄소원소의 잔여물이 남게 되고 흑회색의 토기가 얻어진다.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수분은 510~705℃ 사이에서 대

부분 증발하는데 이때 화학결정수(수산화이온(OH-)의 형태로 분자에 화학적으로 결

합한 수분)와 유기물에 들어 있던 가스도 모두 증발되어 점토의 원자구조는 비가역적

으로 변화되며, 기물이 현저하게 수축한다. 

온도가 600~800℃ 사이에 도달하면 탄산칼슘(CaCO3)이 산화칼슘(CaO)로 전환되고 

점토에 있는 철은 산화되어 적색의 무수산화철(Fe2O3)이 된다. 이때 점토는 최대의 기

공이 생성되어 매우 약하게 된다. 따라서 이 온도에서 소성된 토기는 철 성분에 의하여 

적색을 띠며 기공이 매우 많다. 

온도가 800℃ 이상 올라가면 점토 내의 용제와 실리카가 녹기 시작하는 유리화가 일

어나고, 955℃ ~ 1,010℃ 사이에 이르면 뮬라이트라고 하는 알루미늄-실리카의 견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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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직접 주물러 제작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감아올리기법(권상법)은 엿가락처럼 길고 둥글게 점토 띠를 감아 나선형으로 쌓아 올

리는 방법이다.

테쌓기법(윤적법)은 먼저 도넛 모양의 점토 띠를 만들고 그것을 의도하는 기형으로 한 

단씩 쌓아 올리면서 만드는 방법이다.

거푸집법은 먼저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거푸집을 제작하고 그 거푸집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회전판(물레 포함)을 이용하여 성형하는 방법은 회전판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그 회전

판을 돌리면서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형태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성형하기도 쉬워 옛날은 물론 현대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도자기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기법으로는 토기의 경우 손에 물을 묻혀 표면을 매끄럽

게 정리하는 물손질법과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기벽의 표면을 깎아 내거나 문지르고, 

두들기는 타날법 등이 있다. 자기는 음각, 양각, 상감, 퇴화, 첩화, 회화, 투각, 상형기

법 등 다양한 기법과 무늬를 사용하여 표면을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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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상의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결정은 소지를 견고하게 하며 온도가 올라

감에 따라 실리카 결정의 주위에 유리막을 형성한다(S. Buy sand V. Oakley, 1993). 

도 자 기 의  분 류

도자기는 소성온도 및 번조방법, 기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강경

숙, 2012).

토기는 섭씨 600~800℃ 온도로 노천에서 산화번조(가마에 불을 땔 때 산소를 많이 들

여보내는 방법)의 상태로 구운 것을 말하며, 유약이 씌워 지지 않았고 표면색은 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고 있다. 기공도는 약 5~15% 정도이며 흡수율은 약 23% 이하이다.

도기는 섭씨 800~1,000℃ 정도에서 구운 것으로 태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석이 높

은 온도에서 녹아 태토 사이로 흘러들어 매우 단단하며, 환원번조(산화번조와 반대 방

법으로 가마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 불완전 연소를 유도하는 방법)로 소성한 것

으로 표면이 회청색을 띤다. 흡수율은 약 15% 이하이다.

자기는 1,100~1,300℃ 내외에서 고령토를 태토로 사용하고 장석질의 유약을 입혀 번

조한 유리질화가 높은 그릇을 말한다. 자기는 약 800~1,000℃ 사이에서 초벌구이를 

한 후 다시 유약을 씌워 약 1,100℃ 이상에서 재벌구이하여 제작한다. 흡수율은 0.5% 

이하이며 기공도는 2% 정도이다. 이 자기를 우리가 흔히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이것

을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분류하고 있다.

옹기는 물이나 발효식품을 저장하는 항아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옹, 혹은 옹기라 칭하

게 된 일종의 질그릇을 말한다. 고려시대 이후에는 유약이 입혀져 고급화되었다. 옹

기는 소성온도나 번조방법에 따른 분류보다는 그릇 모양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며, 재

질은 대부분 도기이다.

우리나라에서 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만 이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

다(강경숙, 2012). 이러한 토기(도자기)는 예술적, 종교적 가치는 물론이고 그 희소성 

때문에 파손되면 수리하거나 복원하여 다시 사용하였을 것이다. 도자기의 수리·복원

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각종문헌이

나 논문에 나타난 내용(S. Buy sand V. Oakley, 1993)을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도자기의 수리·복원이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원전 4000년경

의 갈머리 유적출토 토기 편(안승모 외, 2003))과 창원 다호리출토 토기(홍진근, 2006) 

등이 수리·복원 흔적이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도자기의 

수리·복원이 시작된 것은 토기가 처음 구워지던 시기부터라고 추측할 수 있다.

5
도 자 기  보 존 처 리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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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유 물 에  나 타 난  수 리 ·복 원  방 법

유물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토기의 수리·복원 사례는 성형과정 중, 건조과정 중, 그

리고 소성 후 사용 중에 발생한 손상을 수리·복원한 사례가 있고, 도자기의 경우에는 

구연에 금속테두리를 씌우거나, 깨진 파편을 리벳으로 고정하는 방법, 비교적 낮은 온

도로 재소성하여 수리·복원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1) 토기의 수리·복원 사례

토기에 나타난 수리·복원 사례는 성형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복원, 건조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복원, 토기를 소성한 후 사용 중에 파손된 토기를 수리·복원 등 3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성형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복원 방법은 주변에 있는 점토를 사용하여 뚫린 

구멍이나 결함을 보수하는 것으로, 작은 손상에 대해 응급처치 형식으로 간단히 행해

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리한 토기는 창원 다호리 유적의 B7호 출토 고배뚜껑 등

이 있다(홍진근, 2006).

건조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 복원방법으로는 점토를 덧대어 접합하거나, 대형의 

토기에서는 보수한 부분이 건조 단계에서 다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윗

면에 포나 가죽 등을 덧대어 처리하였는데 그러한 흔적이 경북 북사리에서 출토된 토

기에서 확인되고 있다(홍진근, 2006).

소성한 후 사용 중에 파손된 토기의 수리·복원은 파손된 토기의 파편을 역청 또는 칠 

등으로 접합한 후 날카로운 송곳이나 활비비와 같은 도구로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나무

껍질이나 가죽 등으로 묶어 수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평택 대추리 유적에

서 출토된 대형옹관 편이 있는데 파편 가장자리에 활비비와 같은 도구로 구멍을 뚫고 

파편단면에 옻을 칠한 다음 접합하고, 접합면 주변의 틈새에는 옻을 바른 마포를 접어

서 그 틈에 넣어 메워 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남철 외, 2009). 

이렇게 수리한 토기는 액체를 담는 용기보다는 곡물을 저장하는 용기나 의례를 위한 특수

용도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리된 유물 중 뚜껑이 수리된 것이 많은 이유도 아

마 용액의 저장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리·복원한 사례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암사동(국립중앙박물관 1994), 진안 갈머리, 풍납토성(권오영 외, 2009), 안성 

양기리 유적(박연서, 2008) 일본 청강현 등궁유적(陳馨, 2006)등이 있다. 

🅐 성형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복원 사례 🅑 건조과정 중 손상된 토기의 수리‧복원 사례 🅒 소성 후 사용 중 파손된 토기의 수리 · 복원 사례
도7-1 토기의 수리·복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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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자기의 수리·복원 사례

도자기에 나타난 수리·복원 사례는 도자기 구연부 금속테두리 부착기법, 리베팅 기법, 

재소성에 의한 도자기 수리·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금속판을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여 도자기 구연부에 테두리를 부착하는 기법은 유약이 

씌워지지 않아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자기나, 유약이 씌워졌더라도 보다 아름답

게 장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구연을 보호하는 손상예방을 위한 목적으

로 행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구연부에 테두리가 부착되는 시기는 파주 혜음원지에서 주석으로 테두

리가 부착된 상태로 발굴된 청자접시로 보아 12세기경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서정호, 김효영, 2007). 금속테두리 수리·복원에는 주석, 은, 동, 금동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이 중 주석을 사용한 도자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현성 외, 2008).

리베팅 기법은 금강찬에 달린 송곳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도자기 유약 층에 경사지게 

구멍을 뚫은 다음, 얇은 금속판(동 또는 철판)을 긴 마름모꼴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뚫어 놓은 구멍의 깊이만큼 끝을 구부려 꺽쇠모양처럼 만들어 구멍에 끼워 넣는 방법

이다. 이 기법은 중국 고대의 도자기 중 리베팅 기법으로 수리·복원되어 수출된 도자

기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아 중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成耆

仁, 2006). 우리나라 리베팅 기법은 문헌 등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세기 중반 

중국으로부터 기법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리베팅 기법의 목적은 깨진 도자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더 이상 균열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처리방법을 예술적 감상대상으로 보기 위한 목적

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된 리벳 재료의 성분은 중국의 경우 명대에는 철을, 

청대에는 동합금을 사용했다고 한다(成耆仁, 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 동합금

을 사용한 것이 많은데, 경희대박물관 소장 백자철화운룡문호에 사용된 리벳의 재질

은 구리와 아연이 7 : 3 정도로 합금된 황동으로 밝혀졌다(양필승, 2014). 

재소성에 의한 도자기의 수리·복원된 유물은 종로 청진지구 발굴현장에서 재소성하

여 수리·복원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도자기편 3점이 발굴됨으로써 확인되었다(한울문

화재연구원, 2013). 

이 도자기편을 현미경 등으로 관찰한 결과 접합면에 갈색의 물질이 채워져 있고, 청화

안료 위의 유약은 유리질화된 정도에 따라 상·하 두 개 층이 보이는데, 상층유약은 불

투명하고 하층유약은 투명하게 보인다. 따라서 이 도자기는 두 개의 편을 접착제로 접

합한 뒤 그 위에 유약을 바른 다음 재 소성하여 수리·복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한울

문화재연구원, 2013).

도7-2 도자기의 수리·복원 사례(양필승, 2014)

🅐 구연부 테두리 부착 사례 🅑 리베팅 기법 사례 🅒 재소성에 의한 수리 · 복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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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기 록 에  나 타 난  수 리 ·복 원  방 법

도자기 유물의 수리·복원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나라에는 세종실록(방병선, 2005), 산

림경제(홍만선, 1998), 오주서종박물고변(이규경, 2008) 등이, 일본에는 陶磁器の修

理うけおいます(甲斐美都里, 2002), 중국에는 古銅紫氣考(成耆仁, 2006)가 있다. 서

양에도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eramics(S. Buys and V. Oakley, 

1993)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도자기 수리·복원에 대한 연구사례와 사용된 재료, 

처리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위의 문헌에 나타난 도자기 보존처리에 사용된 유기물 접착제로는 쉘락, 달걀흰자, 우

유, 치즈, 동물의 가죽이나 뼈에서 추출된 아교 등 동물성 접착제가 있다. 또한 식물성 

접착제로는 역청, 옻나무 등 각종 나무에서 추출된 접착제와 쌀, 밀가루 등에서 추출

한 전분 접착제, 천연고무 등이 사용되었다. 

무기물 접착제는 점토, 석회, 시멘트, 석고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밖에도 규산소

다, 황, 금속, 도자기 편, 암석 등 많은 물질들이 도자기 수리·복원 재료로 이용되었다. 

특히 석회나 석고 등은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매우 인기 있는 접합·복원재였다. 

합성수지는 19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합성수지 산업의 발전에 따라 도자기 

수리·복원에 적합한 물질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주로 사용된 합성수지 접착제로는 폴

리비닐계 수지나 아크릴계 수지, 에폭시계 수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죔쇠, 리벳, 땜납, 볼트, 금속 핀, 나무 핀, 끈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고자 하

는 파편에 구멍을 뚫거나 묶어서 접합하기도 하였다. 

복원부분 색맞춤 방법은 접착제로 옻칠을 바른 후 금박(금분), 또는 은박(은분)으로 코

팅한 방법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이밖에도 흙, 쉘락, 기름, 

천연고무 등 유기물 접착제와 합성수지 접착체 등 다양한 재료에 각종 무기안료를 혼

합하여 색맞춤 물질로 사용하였다. 

6 .  1   물 리 적 인  손 상

물리적인 손상원인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충격에 의한 손상, 가용성 염에 의한 손상, 

동파에 의한 손상, 열 충격에 의한 손상, 나무뿌리에 의한 손상, 무분별한 보존처리에 

의한 손상 등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동체, 잘못된 모양과 구조, 부주의하

고 균일하지 않은 소성, 태토에 첨가한 비가소성 물질의 양이 적거나 너무 빨리 건조

시켰을 경우, 태토 내에 들어 있던 공기가 빠져 나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데, 동체가 

찌그러지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도자기 표면이 부풀거나 터지는 등의 손상이 나타나

게 된다.

6
도 자 기  손 상 원 인

도7-3 취급부주의로 손상된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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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의한 손상은 도자기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무너진 무덤의 토

압에 의해 주로 파손되며, 취급과정 중 부주의에 의해 파손되기도 한다. 그리고 홍수

나 화재, 지진 등도 도자기에 균열을 발생하게 하거나 파손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도자기에 침투한 염이 습도의 변화로 인해 결정과 용해가 반복되어 균열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동파나 급격한 가열 또는 냉각으로 인한 손상, 매장 시 나무뿌리의 피해

를 입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존처리 잘못으로 인한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보존처리 과정 중에 

처리 방법이나 재료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비전문가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질 때 

손상이 발생한다.

6 .  2   먼 지  및  침 전 물 ,  얼 룩  등 에  의 한  손 상

먼지나 침전물은 직접적으로 도자기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도자기의 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심미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 물질들

이 습기를 흡수하여 곰팡이 등의 발생을 초래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손상 원인을 제공

하기도 한다. 먼지 및 침전물, 얼룩 등에 의한 손상으로는 음식 침전물, 매장 시 주변 

유물에서 발생된 물질에 의한 표면 피막, 곰팡이의 성장, 금속 침전물, 보존처리에 사

용된 물질, 화재 시 오염물질 등이 있다.

6 .  3   화 학 적 인  손 상

화학적인 손상의 가장 주된 요인들은 토기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주로 일어난

다. 습기가 많은 환경에 매장되거나, 보존처리 시 사용 약품, 화재, 강산이나 강염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토기는 일그러지는 등의 형태의 

변화가 오고 태토의 구성성분도 변할 수 있다.

또한 산성 혹은 알칼리 조건에서는 칼슘이나 실리카를 함유한 비가소성 물질이 용해

되어 표면이 박리되는 손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토기는 다공성이기 때문에 침

전된 물질에 의한 얼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기가 철기와 함께 매장되면 철제

품에서 나오는 용해성 철 화합물을 흡수하고 그 결과 황색을 띤 철 얼룩이 생기기도 하

며, 혐기성 황산염 박테리아에 의해 검은색의 얼룩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7-4 침전물에 의해 발생된 표면 얼룩

도7-5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상된 토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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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처 리  전  조 사

처리 전 조사는 처리하고자 하는 도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먼저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 도자기의 색깔 및 제

작기법, 문양, 유약의 박락과 같은 재질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이 어려운 내부 

균열이나 예전에 복원된 부분 등은 X선 투과촬영, CT 촬영, 자외선램프로 확인한다. 

또한 각종 분석 장비로 도·토기의 태토와 유약을 분석하여 주요성분 및 미량성분을 알

아내고, 소성온도 및 산지를 추정하여 도자사 연구 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처리 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스케치나 실측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도자

기의 규격과 주요 특징을 기록한다. 결손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복원에 대비한다. 위의 과정들을 기

록카드에 사진과 글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남기고 처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약품과 각

종 도구 등을 준비한다. 

1) 물리적 특성조사

물리적 특성조사는 시각, 촉각, 청각을 이용하여 유물의 Color(색깔), 경도, 기공도 및 

흡수율, 강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도자기의 표면에 부착된 철 산화물이나 유

기물질 등의 존재여부와 성분, 도자기의 내구성과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여 유물의 기원 및 그 시대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도자기가 현재 처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각에 유물에 알맞은 보존처리 및 취

급요령, 보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2) 내부구조 및 복원부분 조사

내부구조 및 복원 부분은 X선 투과촬영이나, CT 촬영, 자외선 램프를 활용하여 조사

한다. X선조사는 문양이나 내부구조 및 제작기법, 복원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도

자기의 내부 균열 발생이나 복원된 도자기의 기계적인 결합(리벳이나 못 등), 각종 충

전제(석고, 합성수지 등)의 사용 여부 등의 조사에 활용한다. X선으로 촬영할 때는 삼

차원의 형상이 이차원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각도로 여러 번 찍어보고 그 상들을 비교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7
도 자 기  보 존 처 리  과 정

도7-6 X선 투과촬영에 의한 내부조사 사례(Nigel Williams, 2002)

🅐 도자기 주구 복원부분 🅑 X선 투과촬영에 의해 나타난 복원부분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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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를 이용하여 조사하면 형상을 삼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보다 상세한 조사가 가

능하다. CT 촬영은 유물을 360°로 회전시키면서 다각도로 X선을 조사하여 획득한 이

미지를 디지털화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얻어진 3차

원 데이터는 대상 물체의 겹쳐진 영상이 아닌 물체의 단면 영상을 제공한다. 이를 3차

원 가시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체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유물의 내

부구조 및 밀도, 두께는 물론 복원 여부 등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수치화 할 수 있어 

문화재 조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3) 광물학적 조사 및 분석, 연대측정

광물학적 조사 및 분석, 연대측정은 각종 분석기기를 활용하여 광물의 크기, 모양, 입

자간의 배열·비율·조직 등의 광물입자를 확인한다. SEM-EDS, X선회절분석기, X선

형광분석기 등으로 도자기의 태토와 유약의 주요성분을 분석하고 중성자방사화분석

법 등을 활용하여 미량성분을 알아내 산지를 추정한다. 그리고 전자회전공명, 열발광

법 등으로 제작연대를 측정하고, 시차열분석, 열중량분석, 열팽창분석법 등으로 소성

온도를 추정한다.

4) 기록

기록은 보존처리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기록하지 않으면 유물 원래의 상태나 처리과

정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존처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면 전시를 위한 대여나 보관 관리 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

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처리 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에 대한 기록은 처리과

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보존처리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행위들은 미래의 재처

리를 위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미술사 등 관련전문가에도 

도7-8 자외선에 의한 복원여부 조사 사례

🅐 보존처리 완료된 
토기호

🅑 자외선 검사에  
의해 나타난 복원부분

도7-7 CT 조사에 의한 내부 조사 사례

자외선으로 복원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자외선의 짧은 파장을 이용하는데 약 380㎚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도자기에 비추면 유물의 표면에 

있는 각각의 표면 구성요소나 유약의 조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가진 다양한 색깔의 

형광을 방출하게 된다. 도자기 복원에 사용된 합성수지와 같은 유기물질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도자기와는 다른 색을 띠게 된다. 자외선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지류나 섬유류 문화재에 많이 이용되는 적외선도 도자기의 숨겨진 표면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데, 염이나 탄산염의 물질 또는 탄소 등으로 덮여 숨겨진 장식들

을 찾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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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보존처리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체

계가 갖추어진 기록카드를 작성한다. 기록카드에는 처리 전 조사 내용은 물론, 분석 

데이타, 처리 전·후 및 처리과정 사진촬영, 처리약품, 처리방법 등 보존처리 중 발생

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글이나 그림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한다. 근래에는 이 기록카드

의 모든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보다 쉽게 공유하는 방

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록카드 작성 시 처리 전 상태나 처리과정의 모든 사항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한계

가 있다. 즉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이나, 모양, 장식, 조직 등은 사진을 이

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유물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작은 부분

을 크게 확대한 사진이나 현미경을 통해 찍은 사진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던 제

작기법 등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매

우 중요한 과정이다.

사진촬영 시 입체적인 형태의 도자기는 심도가 깊지 않으면 초점이 맞는 부분만 선명

하고 주위는 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리개를 최대한 줄여서(렌즈의 f 번호를 크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조명의 사용 시 요철 등의 문양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조명의 조도를 다르게 하

여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리고 배경지는 천 또는 종이를 사용하는데 유물의 색

에 따라 알맞은 색깔의 배경지를 선택하여 촬영한다. 

카메라 위치는 접시와 같이 납작한 도자기를 촬영할 때는 유물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

래로 내려다 보 듯 내면이 많이 보이는 각도로 잡아주고, 대접이나 발 등은 중간 정도, 

병 등 높이가 동체 폭보다 큰 도자기는 구연부가 살짝 보이게 카메라의 위치를 잡고 촬

영하는 것이 좋다.

7 .  2   세 척 ( C l e a n i n g )

도자기 유물의 처리에 있어서 "세척(cleaning)"이라는 용어는 유물 본래의 구성물질

이 아닌 다양한 물질로부터 생성된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매장상

태에서 오염된 토양 및 가용성 염, 도자기를 사용하면서 흡착된 각종 생활얼룩, 과거

에 실시한 수리·복원에 사용된 접착제 등의 각종 오염물질을 물리적 방법이나 화학적

인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도자기는 이러한 세척만으로 보존처리가 완료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세척으로 인해 

도자기를 더욱 손상시키거나 유물의 귀중한 정보를 제거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자기의 세척은 다른 재질의 유물에 비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물리·화학적 변화를 거쳐 생성된 오염물

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세척에 앞서 먼저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과, 유물의 상황,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복원된 부분에 적용되었던 물질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이물질이 존재하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이나 표면, 태토내부의 존재여

부 등을 확인한 다음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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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세척법

물리적인 세척법은 붓, 메스, 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법은 물론, 초음파, 

그리고 스팀세척기나 에어브레시브를 사용해야 하는 것들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물

리적인 방법의 장점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용제를 통해 도자기의 body로부터 오염

물을 용출시키는 화학적인 방법보다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도자기 오염물의 제거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붓과 같은 각종 도구이다. 특

히 건식세척인 경우, 표면에 부착된 먼지는 적절한 크기의 붓을 이용하거나 면봉이나 

바늘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또한 오래된 복원제나 오염물이 표면에 고체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치과용 소도구를 사용하거나 유리섬유 브러쉬, 치과용 드릴에 붙어 있는 고

무와 같이 단단한 물체, 연마지와 연마필름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바다에서 출토되

어 표면에 패각류가 부착된 도자기는 먼저 치과용소도구로 패각류 일부분을 제거한 

후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익주 외, 2004).

태토가 매우 약하고 젖어 있는 연질 토기는 큰 흙덩이 정도만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넣

거나 물을 적신 거즈로 감싼 솜 등으로 덮어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조치하여 처리실로 

옮긴 다음 서서히 건조시키면서 부드러운 솔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연약한 

연질 토기는 물의 사용보다는 표면의 먼지나 흙을 털어 낸다는 기분으로 제거한다. 매

장환경 내에서 물에 반죽된 것과 같은 흙에 의해 뒤덮인 토기 표면은 그 흙이 감싸 보

호해주는 역할도 하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서서히 건조시킨 다음 붓 등

으로 흙을 털어 낸다. 이때 매장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미세한 균열이 건조되면서 확대

되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 처리한다.

만지면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연질토기는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를 유

기용제로 2~5%정도의 농도로 용해시켜 스프레이 등으로 토기 표면에 뿌려 준 다음, 강

화제가 완전히 굳으면 면봉에 유기 용제를 적셔 표면에 부착된 흙 등 이물질을 조금씩 제

거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CaparolⓇ이나 PSNY-6Ⓡ와 같은 경화제를 희석시킨 용액으

로 먼저 강화처리를 한 후 용액이 경화되기 전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스팀세척기는 증기를 분사하여 표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기기로 특히 발굴유물의 표면

에 고착된 토양오염물 및 기존에 접합복원된 물질의 제거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단 표

면이 약한 토기나 유약의 박락이 심한 도자기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1차 세척액에 의

한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어브레시브는 주로 깨진 편 가장자리에 단단하게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는데 효

과적이다. 

초음파세척기는 균열사이에 부착된 오염물은 물론 유약 또는 태토내부에 침투한 염화

물 등의 제거도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표면이 부스러지거나 유약이 박락될 위험이 있

는 도자기에 사용하면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2) 화학적 세척법

화학적 세척법에는 물이나 유기용제와 같은 용액에 침적하여 제거하는 침지분산법과 

고함수수지,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라포나이트 등 고흡수성의 습포제를 사용하는 

습포법이 있다.

침지분산법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유기용제 등 용액에 도자기를 침적하여 과거 

수리 시 사용한 접착제나 코팅제, 표면에 부착된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도7-10 습포법을 이용한 자기의 표면  

오염물 제거 

도7-9 스팀세척기를 사용하여 자기의 표면 오염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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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포법은 침지분산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용제의 낭비와 오염

물이 용해되어 태토내부로 확산될 우려, 그리고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염물을 제거하는 용제를 습포물질에 흡습시켜 도자기의 

표면에 부착하여 부착된 먼지나, 균열 또는 도자기 내부에 침투한 오염물을 제거한다. 

이 때 용제의 휘발성이 높으면 식품 포장용 랩 등으로 습포제를 감싸 증발속도를 늦추

어 준다. 약품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용한 약품이 도자기 표면이나 태토에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화학적 세척법에 주로 사용되는 용액으로는 물, 유기용제, 탈색제, 산, 알카리 등이 있

는데, 물은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값이 싸며 가장 

효과적인 용제이다. 특히 염분이 많은 곳에서 출토된 도자기는 흐르는 수도물이나 지

하수에 2~4주정도 침적시켜 염분을 제거한다. 물의 온도를 40~50℃ 정도로 유지시켜 

주면 염분의 용출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흐르는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에는 수조에 물을 넣고 그 속에 도자기를 침적하는데 온도 조절이 가능한 히터와 서큘

레이터를 사용하여 물을 순환시키면 보다 효과적으로 탈염처리를 할 수 있다. 

도자기 오염물 제거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제로는 아세톤, 톨루엔, 자일렌, 트리클로

로에틸렌 등이 사용된다. 유기용제 사용 시 물처럼 침적시켜 세척할 수 있으나 손상우

려가 존재하므로 붓이나 면봉 등에 묻혀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열이나 빙렬, 그리고 태토와 유약 사이에 침투한 오염물 탈색에는 주로 과산화수소

를 사용하며, 과산화수소로 도자기의 탈색에 사용할 때에는 농도를 10%이하로 낮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촉매작용을 하는 암모니아를 한두 방울 첨가함으로써 탈색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해양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부착된 패각류는 염산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염산은 유약에 함유하고 있는 칼슘화합물에 손상을 주어 광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염산과 같은 산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것보다는 시간

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나무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패각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도자기의 표면에 형성된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 철에 의한 얼룩의 제거는 인산, 옥

살산, 시트르산, 아세트산,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등이 사용

된다. 이러한 산 또한 염산처럼 유약 및 태토에 영향을 끼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

는 것아 좋다. 탄산나트륨 같은 염기는 지방분이나 동물성 지방, 밀랍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오염물 제거 시 산 등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화처리를 하여 유약이나 태토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3) 처리 시 주의사항 

세척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양, 채색물질, 섬유질

과 같은 유기물 및 제작기법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제거해 버리는 실수를 하

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물질 제거 시 표면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좋다. 그

리고 도자기 해체 및 세척 과정 중에 어떤 약품을 사용하든 반드시 그 약품의 적용가능 여

부를 먼저 테스트 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세척 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나 세척액

들이 2차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세척에 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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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이 끝난 도자기는 상온에서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연질 토기의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실내에서 건조시키는데, 수축, 휨, 표면의 균열, 균열부분의 확

대 및 파손 등에 유의하면서 서서히 건조시킨다. 반면에 경질 토기나 도자기는 상온에

서 자연 건조시키거나 처리 시간의 단축을 위해 열풍건조기에 넣고 온도를 50℃ 이하

에서 건조시키도록 한다.

7 .  3   강 화 처 리

도자기는 제조상의 결함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좋지 않은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 취급 중 작은 힘만으로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자기의 조직이 

부서지거나 깨질 때, 그리고 유약이나 다른 장식들이 갈라지거나 가루로 되어서 표면

에서 떨어질 때,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굴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보강하여 

응급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자기를 수습하거나, 기물 자체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강

화처리가 필요하다. 

강화처리는 모든 도자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처리를 하지 않으면 형태 유지

나 보존관리가 어려운 토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도자기의 경우에는 유약이나 장식

들이 갈라지고 가루로 되면서 표면에서 떨어질 때 강화처리 하도록 한다.

1) 처리방법

처리방법은 도자기의 상태에 따라 강화처리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발굴도

자기의 수습 시 이용하는 일시적 보강법과, 분무법(붓이나 스프레이, 주사기, 피펫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침지법(강화제에 침적하거나 진공함침기를 사용하여 처리는 

방법)이 있다.

사용되는 강화제는 CaparolⓇ, GoldenⓇ 등 수용성 Emulsion, ParaloidⓇ B72, 

HPCⓇ, 이소시아네이트계인 PSNYⓇ-6, 폴리비닐부티랄Ⓡ 등의 약품이 있으며, 도구

로는 한지, 알루미늄호일, 석고붕대, 플라스틱 필름, 증류수, 진공함침기, 분무기, 붓, 

피펫, 각종 밀폐용기, 산업용 종이와이퍼, 면봉 등이 있다.

일시적 보강법은 깨지거나 균열이 발생한 도자기를 발굴현장에서 수습 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표면에 한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먼저 감싼 다음 석고붕대로 돌려 감아서 보

강하거나, 도자기 주변의 흙을 일정부분 제거한 후 도자기 표면에 한지, 주석박지 등으

로 덮은 후 석고붕대를 사용하거나 우레탄 폼으로 감싸서 보강한 뒤 수습하는 방법이다.

태토가 만지기가 어려 울 정도로 약한 토기는 분무기에 2~5% 농도의 강화제를 넣고 

토기표면에 분사한다. 또한 박락이나 균열이 발생된 부분의 강화처리를 위해서는 붓

이나 피펫, 주사기를 사용하여 한 방울씩 떨어뜨려 스며들도록 한다.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의 연질 토기는 2~5% 농도의 강화제에 침적시킨 후 기포가 표

면으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두었다가 꺼내어 표면에 묻은 강화제를 킴와이프스와 

같은 산업용 종이와이퍼로 조심스럽게 닦아 낸 다음 상온에서 건조시킨다. 좀 더 도자

기 깊숙이 경화제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진공함침기에 넣고 감압함침하기도 

한다. 이러한 침지법으로 처리 시 도자기가 조각조각 갈라져서 깨질 수 있으므로 약한 

도자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7-11 침지법에 의한 토기 편 강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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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 시 주의사항

도자기의 재질을 강화시키는 강화제는 잘 침투되는 물질이어야 하며, 사용된 강화제

가 도자기의 외관과 색상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보존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강화제의 노화에 영향을 끼치므로 환경변화에 보다 안전한 강화제의 선택이 중

요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강화제로는 Caparol과 같은 수용성수지가 있다. 수용성

수지는 한번 경화되고 나면 쉽게 용해되지 않으므로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로 약한 토

기에 한해서 사용한다. 

강화처리에 어떤 수지를 사용하더라도 토기의 색상은 약간 진하게 변색되므로 먼저 

색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 본 후에 강화처리를 한다. 처리 시 용해제를 

선택할 때 처리 중 빨리 기화되는 유기용제는 토기표면에 강화제 성분이 많이 남아 있

게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화처리 후 강제로 건조시킬 경우 토기 내부에 

침투한 수지가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급격한 건조로 토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약 2일 

이상 상온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7 .  4   접 합

깨진 도자기를 접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능성이 있는 도자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로는 장식된 도자기의 형태나 미학적인 측면

을 복원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도자기를 전시할 때, 좀 더 의미 있는 상태, 즉 역사

적이고 미학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도자기로 되돌리기 위해서이다. 

접합 시에는 사용되어야 할 접착제, 접착제의 적용 방법, 분리된 편들의 접합 순서, 접

착제가 경화되는 도중에 사용될 지지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1) 접착제 선택 

도자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 종류는 많다. 그러나 도자기의 재질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접착제는 따로 있다. 따라서 보존 전문가는 도자기 유물의 조성, 

형태, 차원(평면인지 아니면, 삼차원인지)을 생각해 보고 도자기의 종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부착강도, 점성(점도), 가역성, 적합성, 색깔과 투명성, 영속성, 편리성, 건

강 안전성을 고려하여 접착제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되는 접착제 및 사용도구로는 CemedineⓇ-C, CyanoacylateⓇ, LoctiteⓇ 401 

등 순간접착제, HMCⓇ, Araldite(Rapid type)Ⓡ, Polyvinyl Acetate, CaparolⓇ, 

ParaloidⓇ B72, 에폭시 수지 접착제, Acetone 등 유기용제, 각종 무기안료, 죔쇠 등 

고정용 도구, 각종 치과용소도구, 모래상자, 접착테이프, 이쑤시개, 면봉 등이 있다.

2) 예습(사전 임시접합)

도자기 편이 깨끗하게 세척되고 완전한 건조가 끝나게 되면, 각 파편들 간의 접합 우선

순위 확인과 어긋난 접합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전 임시접합을 실시한다. 사전 임시

접합 할 때는, 우선 맞는 편들에 숫자를 부여한 다음 보호 테이프에 작게 숫자를 쓰고 

도자기편의 표면에 그것을 붙여 접합순서를 확인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전 임시

접합한 도자기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스케치한 다음 각 파편마다 접합순서를 기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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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하게 될 본 접합에 대비한다.

이렇게 사전 임시접합을 통해 확인된 접합순서에 따라 저부부터 시작하여 구연부에서 

마무리하도록 접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도자기의 형태나 파손상태에 따라 순서를 

바꿔 접합할 수도 있다. 특히 모세관 접합과 같은 접합방법으로 수행할 때에는 접합하

기 쉬운 순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파편수가 많고 복잡한 형태의 도자기는 

사전 임시접합 순서에 따르지 않고 접합이 이루어지면 본 접합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접합되지 않거나, 접합도중에 파편이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 접착제를 녹여내고 처

음부터 다시 접합을 시도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접착면을 강화시키고 나중의 재처리 시 도자기가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파

편 단면에 대한 강화처리는 유기용제에 잘 용해되는 ParalroidⓇ B-72와 같은 아크릴

계 수지 5~10%를 파편 단면에 도포하도록 한다. 

도7-12 사전 임시접합 과정

🅐 접합 전 🅑 접합과정 🅒 접합과정 🅓 사전 임시접합 완료

3) 접합방법

접합방법은 단일접합, 복합접합, 결합접합, 모세관 접합(N. Williams, 2002) 이 있

는데, 도자기의 파손상태나 보존 전문가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

하도록 한다.

단일 접합(Single joining)은 도자기의 본체에 한 개의 편을 접합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태토가 약하지 않은 도자기는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복합 접합(Multi joining)은 편들간의 접합에 사용한 접착제가 굳기 전에 잇달아서 다

른 편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접합하는 동안 접합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접착제가 굳기 전에 미세조정을 할 수 있어 작은 어

긋남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결합 접합(Combination joining)은 무거운 도자기 또는 팔, 다리, 손잡이와 같이 많

은 힘을 받는 곳의 접합에 이용된다. 먼저 에폭시 수지 접착제 등 접착력이 강한 접착

제를 파편단면에 바른 다음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접합한다. 

모세관 접합(Capilary joining)은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파편을 모두 접합한다. 테이

프에 의해 접합이 완료되면 순간 접착제 또는 저점도의 수지를 접합면 사이에 침투시

킨다. 그러면 그것이 모세관 작용에 의해 접합선에 스며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접

합방법이다. 

Springing(튕김)이나 뒤틀린 상태에서 발생된 균열부위의 접합은 먼저 균열 사이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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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을 습포제나 스팀세척기로 세척한다. 이 후 균열사이에 접착제를 스며들게 한 다음 

죔쇠 등으로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고정시킨다. 이 때 죔쇠의 힘이 너무 강하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편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도록 한다.

파손된 도자기의 파편들이 아주 작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먼저 작은 파편들을 순간접

착제 등으로 접합하여 비교적 큰 파편으로 만든 다음 접합한다. 

도자기의 구연부가 좁거나 높이가 높아 접합 후 내부에 대한 복원과 색맞춤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편하나를 접합함과 동시에 결손부를 복원하고, 색맞춤도 실시하도록 한다. 

모든 접착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야만 완전히 경화하므로 접합 후 파편들을 고

정시킬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다. 접합부위가 수평으로 되도록 모래상자 안에 세워 

두거나, 도자기 양옆에 무겁고 잘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여 제 위치에 고정시

켜 두도록 한다. 이 밖에도 클램프, 죔쇠 등도 지지대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처리 시 주의사항

임시 접합 시 사용한 접착테이프는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고 접착제가 접합 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접착제가 흘러서 도자기 표면에 묻었다면 접

착제가 굳기 전에 바로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제로 제거한다. 

또한 접합 시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접합되면 나중에는 파편 간에 틈이 많이 

벌어지거나 크게 어긋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세심하게 접합하도록 한다. 

7 .  5   복 원 

도자기 유물이 깨지면 깨진 가장자리부터 어느 정도의 재질 손상이 있기 마련이다. 경

질자기의 경우에는 손상이 매우 적어 편들을 클리닝하고 다시 접합하는 것만으로 다

른 처리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잘 부서지는 자기나 깨진 가장

자리가 손상을 입은 곳은 가장자리로부터의 재질 손실이 보다 크다. 그러한 경우에 시

각적인 관점과 유물의 장기적인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접착제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결손부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화재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복원이 이루어지나 도자

기 문화재의 복원에서는 점토를 소성하여 복원하기보다는 합성수지를 이용한 복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도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태토와 유약에 대한 분석과 

복제에는 과도한 비용이 들고 소성에 의한 복원 시 점토와 유약의 작용,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 정확한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복원제 및 도구로는 CDKⓇ-520, AralditeⓇ SV427+HV427, Araldite 

(rapid type)Ⓡ, Epo-tecⓇ 301, XTR-311Ⓡ, Repairit QuikⓇ, 익스프레스 STD 퍼티
Ⓡ, AlginoplastⓇ, SNⓇ-Sheet, HNⓇ-Sheet, Silicon RubberⓇ, Mold maker, 자유

수지, 포록Ⓡ, 활석, 고령토, 유성점토, 바세린, 석고, 유리섬유, 은박지, 랩, 비닐, 풍

선 등이 있다.

1) 처리방법

결손부분이 작을 경우에는 복원할 부분에 비닐로 싼 고무찰흙이나 종이 또는 비닐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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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복원제를 채워 넣는 것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복원할 수 있으나 

표면이 약한 토기나 유약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도자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 

구연부 등이 일부 결손되고 나머지 부분이 잘 남아 있을 경우에는 먼저 잘 남아 있는 

부분에 자유수지나 Wax판을 대고 열을 가해 틀을 뜬 다음, 그 판을 결손부에 대고 복

원제로 채워주는 방법으로 복원한다.

구연부가 좁아 도자기 내부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자기 안쪽에 풍선이나 

에어백 등을 넣고 공기를 주입하여 부풀린 다음 결손부를 복원제로 채워 준다. 복원제

가 완전히 굳은 다음 풍선이나 에어백을 제거한다. 

또 다른 복원방법은 결손부에 먼저 에폭시 수지판이나 SNⓇ-Sheet, HMⓇ -Sheet 등

으로 보강한 후 그 위에 복원제를 덧씌워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복원하게 되면 

복원 후 표면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주의의 도자기와 비슷하게 질감을 낼 수 있다. 

또한 복원제가 굳기 전에 색맞춤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아주 복잡한 문양 등이 있는 도자기, 손잡이와 주구 등이 결손된 도자기의 경

우에는 점토, 석고, 고무찰흙 등으로 먼저 복원하고자하는 곳의 모양을 만들고(Mod-

eling), 그것을 실리콘라바 등과 같은 물질로 틀(Moulding)을 제작한 다음 이 틀을 사

용하여 복원부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다. 몰딩 작업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먼저 몰딩 재료가 도자기에 붙지 않도록 이형제를 도포해야 하는데 이형제로는 얇은 

주석박이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양이 있는 곳의 복원에는 좋으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처리 전 상태 🅑 석고로 주구제작 🅒 제작된 모형을 이용하여 실리콘라바로 틀 제작 🅓 처리 후 상태
도7-14 주구가 손상된 청자백퇴화모란문표형주자 보존처리 과정

🅐 Wax판을 이용한 복원 🅑 풍선을 이용한 복원 🅒 수지판(SN시트)를 이용한 복원
도7-13 손상된 도자기 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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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로 복원된 부분의 성형과 표면 연마는 원 유물과의 경계면이 표시나지 않게 메

스와 같은 소도구, 사포, 연마지, 천과 필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처리한다. 이 때 사포 

등에 의한 도자기의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복원범위(정도)

첫 번째 방법은 토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결손부만 복원하고 내부나 외부의 접합

된 파편들의 선을 그대로 두는 방법이다. 이 처리법은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토

기 본연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는 장점은 있으나 나중에 접착력이 약해져 재 파손

의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로 토기의 처리법으로 결손된 부분은 충전제를 채워 복원하고, 내·

외부 각 파편들의 접합선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깨진 토기의 파편모습을 그

대로 보여주고 결손부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보관관리에도 유리하다.

세 번째 방법은 복원한 흔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토기의 경우

에는 각 파편들을 접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게 내부와 외부를 전부 메워주기도 하는

데, 이 방법은 보존처리 후에 접착제의 접착력이 떨어지더라도 결손부를 수지가 보강

하고 있어 재 파손의 우려가 없어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안전하게 보존관리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기 보존처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결손부 복원 없이 접합 한 토기 🅑 결손부 복원 후 내‧외부선은 보이게 처리 🅒 복원 흔적이 표시나지 않게 처리한 토기 🅓 복원 흔적이 표시나지 
않게 처리한 자기

도7-15 복원법위(정도)

3) 처리 시 주의사항

복원 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자 임의대로 복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 복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존상 문제가 있거나 미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복

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연부 등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을 복원할 때는 먼저 그 도

자기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복원

하도록 한다. 그리고 복원작업 시 접착제가 도자기 표면에 묻거나, 접착제 성분이 복

원부분 주위를 변색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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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색 맞 춤  및  유 약 처 리

색맞춤은 도자기 보존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보존윤리측면에서나 처리기법상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각종 보존관련 단체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처

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처리하도록 한

다. 

처리에 필요한 물품으로는 물감, 무기안료, 미디엄, 붓 등 회화도구, 에어콤프레샤, 

분무기, 유기용제, 산업용 종이와이퍼, 면봉, 솜, 거즈, 아크릴 수지, 에폭시 수지 등

이 있다.

1) 처리방법

토기를 색맞춤 할 때는 먼저 수채화, 아크릴 등 각종 물감을 사용하여 기본이 되는 색

을 먼저 바탕에 칠하고 그 밖에 특징 있는 색들을 하나씩 입혀 가면서 완성한다. 처음

에는 색상을 엷게 시작하여 점점 진한 색으로 바꿔 가면서 칠한다. 

자기의 경우에는 아크릴물감, 수채화물감 등 각종 물감으로 복원부분을 위와 비슷하

게 색을 만든 후 붓으로 바르거나 에어브러시으로 분사하여 원 유물과 유사하게 색맞

춤하고 그 위에 미디엄이나 Epoxy계 수지를 표면에 도포하여 유약과 같은 효과가 나

도록 처리한다. 

빙렬이 발생되어 있는 도자기는 유약처리 후 메스날이나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

로 홈을 파서 빙렬처럼 나타내거나 붓으로 가는 선을 그려 빙렬과 같은 효과가 나도

록 한다.

2) 색맞춤 정도

색맞춤의 정도는 색맞춤 부분이 약 30㎝ 거리에서는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전시되었

을 경우 일반 관람객은 거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처리하도록(6피트 6인치 법칙) 각

종 보존관련 단체에서 보존처리 규범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규범대로 색맞

춤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협의하여 색맞춤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이 좋다.

3) 처리 시 주의사항

색맞춤 시 주의할 점은 색맞춤 재료가 주위의 도자기 표면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만일 물감이 표면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굳기 전에 빨리 제

거한다. 또한 덧칠 등으로 도자기 본래의 색상이 왜곡되어 보여 지는 일이 없도록 각

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색맞춤이 완료된 도자기는 처리전의 상태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

화된 내용을 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처리 후 사진을 촬영을 실시한다. 그리고 보존처리 

과정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특히 사용한 약품과 방법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처리에 대비하여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

게 기록하여 처리를 마무리한다. 

도7-16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색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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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다루면서 일어나는 주된 손상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발생한다. 이러한 

손상은 미리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를 잘하고 주위 환경을 완벽하게 정비하면 최소화

할 수 있다. 먼저 도자기를 취급 또는 이동시키기 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취급 및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8 .  1   취 급 요 령

도자기의 손상원인 중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에서 오는 파손이다. 따라서 도자기를 취

급할 때는 실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급 시 

손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갑을 끼면 미끄러져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급

적 끼지 않는 것이 좋으나 땀 등 오염물질이 표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손가락과 손바닥이 PVC로 코팅된 장갑이나 수술용 장갑을 사용한다. 반지, 시계, 귀

걸이 등 몸에 부착된 장신구는 물론, 상의 주머니 속의 필기구나 라이터 등의 물건도 

꺼낸 다음 작업에 임한다. 

도자기는 바닥과 가까운 낮은 자세와 위치에서 취급해야 하며, 잡을 때는 항상 두 손

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항아리는 구연부와 바닥을 함께 잡거나 두 손으로 안

전하게 받쳐 든다. 목이 있는 도자기는 목과 바닥을 동시에 잡는다. 뚜껑이 있을 경우

는 뚜껑을 분리하고 난 다음 몸체를 다룬다. 또한 도자기를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수

리여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하여 약한 부분에 힘이 가지 않

도록 한다. 또한 손잡이나 주구와 같이 돌출된 부분만을 잡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

닥과 함께 잡는다.

8 .  2   포 장  및  해 포

도자기의 포장은 솜 포대기 또는 에어비닐과 같은 완충재로 기물을 싼 다음 오동상자

에 넣는 것이 좋다. 이때, 목이나 손잡이, 주구, 귀 등을 먼저 한지나 중성지로 감싸서 

보호한 다음 본체를 포장하도록 한다. 뚜껑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포장하는

데, 작은 뚜껑이 분실되지 않도록 포장재료 위에 표시하여 해포 시 포장재료와 함께 버

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컨테이너에 도자기상자를 넣을 때는 무거운 것을 아래

에 넣고 균등하게 무게가 분배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상자와 상자는 충분하게 거리를 

두고 사이에 완충제로 채운다.

도자기의 해포는 반드시 상자의 외양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포작업

에 들어가도록 한다. 해포작업은 원칙적으로 포장 순서의 반대로 진행한다. 도자기 목

록과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포한다. 직접 포장에 참여

하지 않은 사람이 해포할 수도 있으므로, 포장방법을 기록하여 두거나 사진촬영 또는 

8
도 자 기  취 급  및  보 관 관 리

도7-17 토기를 두 손으로 안전하게 잡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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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하여 놓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또 도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오동나무 상자와 같은 곳에 들어 있는 도자기를 꺼낼 때는 완충제로 싼 상태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완충제를 조심스럽게 꺼낸 후 약한 부분이나 파편 등이 있는지 확

인한 다음 꺼낸다. 또한 주변에 있는 포장 재료나 보관상자 끈 등이 작업 중에 발이나 

손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한 다음 작업을 한다.

 

8 .  3   운 반 

도자기를 이동할 때는 에어비닐과 같은 완충제가 채워진 바구니나 상자에 넣어 운반

한다. 오동나무 상자를 취급할 때는 상자를 묶은 끈만 잡고 들거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끈이 풀어지거나 끊어지면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 손은 상자의 

바닥을 잡고 한 손은 끈이나 몸체를 잡아 이동한다. 이동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가 

달린 이동용 밀차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운반 중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뜨리는 등 만일

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운반차량은 진동이 적은 무진동차량 및 문화재를 전

문적으로 운반하도록 설계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차량을 사용한다.

8 .  4   전 시

도자기를 전시할 때는 전시케이스 바닥에 융과 같은 완충제를 깔아 혹시 도자기가 넘

어지더라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람객들의 손에 직접 닿지 않도

록 고정된 전시 케이스나 유리로 차단된 단독장을 사용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굽이 평

평하지 않아 흔들리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도자기는 반투명한 실리콘 막대 등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주거나 투명한 낚시줄과 같은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도록 한다. 또 다

른 방법으로 도자기 내부에 스테인레스 구슬주머니나 모래 등을 채워주면 쉽게 넘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시케이스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깨질 때 큰 파편으로 파손되는 것보다는 

자동차의 유리처럼 잘게 부서지거나 필름이 부착되어 깨어지더라도 파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특수 물질을 깔거나 혹시 넘어

지더라도 주위의 도자기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도자기의 간격을 충분히 벌려서 전

시하도록 한다. 

전시케이스는 가능한 한 밀폐될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은 케이스 내부보다는 밖에 설치

하여야 하며, 습도를 조절하는 조습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확보되고 쉽게 교환

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도7-18 자기를 완충제로 채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운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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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5   보 관 관 리 

1) 보관상자

도자기의 보관은 비록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각 각의 규격에 맞는 보관 상자를 

제작하여 그 안에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

의의 사고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고 도자기를 보관대에서 취급할 때나 이동시에도 안

전하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상자 내에 어떤 형태의 도자기가 들어 있는지, 귀나 주

구, 손잡이 등 돌기된 부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상자 외측에 부착하고 그 밖

의 특징 및 취급상 주의사항, 보존처리 여부 등을 기록해 준다면 불필요한 취급을 최

소화하여 운반과 취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보관 상자에 넣을 때는 안에서 도자

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솜 주머니나 에어비닐과 같은 완충제를 채워주어야 한다. 특히 

귀나 주구, 손잡이 등 돌기된 부분이 있으면 이들을 먼저 안전하게 포장한 다음 상자

에 넣도록 한다.

2) 보관대 및 보관방법

보관대는 금속, 유리, 나무와 같이 강하고 안전한 재질로 제작한다. 따로 보관 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나무로 제작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보관대에 보관 시 상자

에 넣지 않고 도자기를 보관할 때에는 간격을 충분히 유지시켜 혹시 넘어지더라도 옆

에 있는 도자기에 닿지 않도록 배치한다. 또한 내부에 있는 도자기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유리가 부착된 문이 있으면 더욱 좋다. 보관대가 너무 깊으면 안쪽에 있는 도

자기를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깊이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많은 도자기를 보관

할 때는 작은 도자기가 앞쪽에 오고 큰 도자기가 뒤쪽에 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기와나 묘지석과 같이 편평한 도자기를 쌓아서 보관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크기

가 커서 보관장에 보관이 어려운 도자기는 형태, 무게,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받침

대를 제작하여 보관한다.

보관대에는 각자 정해진 장소에 도자기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상자와 마찬가지로 

보관대에 어떤 도자기가 보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표지를 

부착한다.

8 .  6   보 존 환 경

대부분의 도자기는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의 변

화는 보존처리를 위해 사용된 수지 등과 같은 물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존환

경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도자기에 손상을 미치는 환경요소는 온도

와 습도, 빛, 오염물질, 진동, 그리고 인간에 의한 취급 부주의 등이다. 

1) 온·습도

도자기의 전시 및 보관에 알맞은 온도는 20±2℃, 습도는 45% 이하이다. 온도가 급격

하게 변화하게 되면 열에 의한 충격을 입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열성 조

명은 가능하면 전시 케이스 밖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합성수지로 처리한 도자기는 습

도7-19 유물정보가 부착된 보관 상자

도7-20 도자기가 보관된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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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화로 인해 사용된 수지가 손상을 받는다. 리벳 접합이나 손잡이, 주구 등에 금

속으로 수리된 부분도 습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속이 부식되어 손상을 발생될 수 있으

며, 염화물이 도자기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습도가 변하게 되면 염의 결정과 용해 

과정의 반복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2) 빛

빛에 의한 손상은 그리 크지 않으나 합성수지로 접합되거나 결손부분을 복원한 도자

기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변색되거나 접착력이 약화된다. 또한 빛은 수지를 연하고 끈

적거리게 만들어 먼지 및 오염물의 부착이 쉬워져 결합을 약화시킨다. 

3) 오염물질

오염물질도 도자기 손상에 관여하는데 합판과 같은 목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

드는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 유약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미세한 먼지들

이 표면에 쌓이게 되면 습도의 변화에 따라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4) 지진 및 진동

지진과 같은 큰 진동은 도자기의 손상에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미세한 진동도 장기간 

계속되면 균열이 발생된 도자기에 영향을 주어 균열을 더 확대시키거나 나중에는 파

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갖추어진 건물이 필요하며, 전시

할 때에도 진동에 넘어지지 않도록 개발된 특수수지를 도자기 바닥에 부착시키는 것

도 고려해볼 만하다.

도자기는 전시하거나 이동 중에 인간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손상이 대부분

이므로 앞서 언급한 취급요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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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도자기의 성형방법 및 표면장식기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도자기를 소성온도, 번조방법, 기형에 따라 분류해 보시오.

3. 과거에 수행된 보존처리 방법 중 리베팅 기법의 목적과 사용재료,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도자기의 손상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해양에서 출토된 도자기의 세척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6. 도자기의 강화처리에 사용되는 물품과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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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자기 접합에 사용되는 물품과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8. 도자기 복원에 사용되는 물품과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9. 도자기 보존처리 중 접합·복원제 선택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도자기의 취급 시 주의할 사항 등 취급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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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목 재 의  특 성  및  이 용

재료적인 특성으로서 목재는 가벼우면서 비교적 높은 강도를 갖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또한 목재는 대패나 톱 등 비교적 간단한 도구로도 쉽게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재료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아울러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향기와 모

양이 아름다운 무늬가 있고 인간에게 따뜻한 친근감을 주는 재료이다. 

반면에 단점은 나무의 종류와 켜는 방향에 따라 성질이 일정하지 않고 흡습과 방습에 

의하여 수축·팽창하는 성질이다. 주위의 수분변동에 따른 목재의 수축팽창은 단점인 

동시에 습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다. 또 생물체이므로 벌레 먹고 썩으며 

불에 타는 성질 등 비교적 내구성이 약한 재료이다. 

목재자원은 석유, 철, 시멘트 등의 다른 비생물계 자원과는 달리 나무를 심고 베는 시기

를 조절하면,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재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목재는 수많은 세포의 집합체이다. 물관, 헛물관, 목섬유 등 주로 가늘고 긴 형태의 섬

유모양 세포가 대부분을 이룬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마치 벌집과 같은 세포내강

을 가지고 있다.

금속, 시멘트, 플라스틱 등과 같이 경쟁력 있는 다른 공업 생산품의 개발에도 불구하

고, 다른 재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미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온화

한 느낌을 준다. 온·습도 조절 기능이 우수한 천연의 재료인 목재는 가구나 건축의 내,

외장재료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질복합재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1 .  2   목 재 사 용 의  역 사

역사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목들은 약 1억 5천만년 내지 3억년 전

부터 진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종인 은행나무는 약 2

억 일천만년 전인 삼첩기(Triassic)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0억년 이상이나 되

는 기나긴 자연의 시도에 의해 오늘의 지구 환경이 만들어졌고, 지구상의 궁극적인 생물

로서 550만년 전에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인류의 생활이 시작된 아스라한 태곳적부

터 우리 인간은 목재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어 오면서 불의 발견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

은 문명의 발달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불의 발견을 통하여 태초부터 인간의 생존에 결정

적으로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명 발달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으로써의 위치를 차지

해 왔던 재료가 목재였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숲에서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은 숲을 모태로 하여 번창하였다. 

우리에게도 독특한 목재 이용의 문화가 일찍부터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온

돌을 들 수가 있다. 자작나무는 한자로 華 또는 樺로 표기되고 있는데 "화촉을 밝힌다" 

하면 이는 자작나무 수피의 불로 어둠을 밝혀서 행복을 부른다는 뜻이 담겨있는 곧 결

혼식을 의미하게 된다. 건강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숯 역시 목재를 탄화시켜 얻은 

것으로써 숯이 지니는 다양한 기능은 그 모체가 되는 목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1
목 재 의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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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는 적절한 환경 조건만 지속되면 오랜 기간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장점도 있

다. 4천년이 지났음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 파라오의 목관, 고려시대에 제

작된 해인사 팔만 대장경판, 700여년전 중국에서 제작되어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신안

선과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선박들이 그것 들이다. 

팔만대장경판에 사용된 목재는 제작하기 전에 수년간 바닷물에 침수시켰다가 만들었

다고 한다. 소금물이 주입된 목재의 세포벽은 팽윤되는데, 이것이 목재의 치수안정화

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후 건조과정에서 목재 내부의 수분경사가 완화되

기 때문에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다.

1 .  3   목 재 의  내 구 성

목재는 수종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진다. 대체로 심재는 수종에 관계없이 변재에 비해 

내구성이 크다. 심재에는 탄닌 등을 비롯한 많은 추출물들(extractives)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후균은 종류에 따라 추출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

에, 모든 추출물이 부후균의 성장을 억제시키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열대산 활엽수

재의 천연 내구성이 크다. 열대산 활엽수재에는 온대산 활엽수재에 비해 다량의 추출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  4   목 재 의  구 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목재의 외관은 목재내부의 구조, 세포의 구성이나 성분의 조

성에 따라 달라지며 목재의 이용 상 중요한 특징을 나타낸다. 

1) 육안적 구조 

⑴ 목재의 3단면 

목재의 구조나 성질은 목재의 단면에 따라 다르므로 목재를 연구할 때에는 단면별

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횡단면(cross section)은 수축이나 목리에 직각으로 

절단한 단면이며, 방사단면(radial section)은 중심부의 수를 통과하여 방사방향

으로 절단한 단면이다. 또한, 횡단면상에서 방사조직에 직각이 되고, 연륜과 평행

하게 잘라 낸 단면을 접선단면(tangential sec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목재를 

절단하여 나타난 단면에서는 연륜, 심재와 변재, 방사조직, 목부유세포, 수, 수지

구, 목리 등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내후성 수 종

큼 낙엽송, 편백, 느티, 박달, 밤, 신갈, 졸참

보통 삼, 젓, 종비, 가래, 계수, 다릅, 물푸레

작음 소나무, 잣나무, 분비, 고로쇠, 상수리, 오리, 오동, 자작

매우작음 거제수, 물박달, 미류, 서어, 풍게, 황철

표8-1   수종에 따른 천연 내후성의 차이

도8-1  광주 동림동 유적 ‘목조수로’(2005)

도8-2  목재의 육안적 구조(정희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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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적 구조 

세포벽은 형성 시기에 따라 1차벽과 2차벽으로 구분된다. 1차벽은 제일 먼저 형성되

는 것으로써 세포 분화 중에 대개 확장되는데 일부세포(예, 일부 방사유세포)의 경우 

세포벽이 1차벽으로만 구성되기도 한다. 2차벽은 일반적으로 세포의 신장생장이 완

료된 후 1차벽 안쪽으로 퇴적되는데 이러한 2차벽의 형성은 거의 모든 목재 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 특징으로써 대개 1차벽보다는 상당히 두꺼운 편이다. 

1 .  5   목 재 의  이 화 학 적  성 질

1) 화학적 특성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은 어느 수종이든 목재의 세포막에 다량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들 성분을 목재의 주성분이라 하고, 수지나 회분 등을 부성분이라고 한다. 

목재는 셀룰로스로 뼈조직을 만들고, 그 주위에 헤미셀룰로스를 가득채워서 이것을 

리그닌이 둘러싼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세포벽은 세포간층(M), 일차벽(P), 2차벽의 

외층(S1), 중간층(S2), 내벽(S3), wart층(W)으로 되는데 각 층의 화학조성은 각각 다

르다. 세포사이의 층(M)은 리그린의 비율이 높고,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비율

은 적다. 한편 2차벽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비율이 높고, 리그닌은 20%이하

가 된다. 

2) 물리적 특성 

목재는 목재실질(세포벽질), 공극 및 수분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공체이다. 따라

서 공극을 함유하지 않은 목재실질의 비중을 진비중 이라하고(1.46), 공극을 함유한 

비용적중을 통상 비중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유용목재 비중은 0.35 – 0.65의 범위에 

있다(소나무 0.44±0.06, 박달나무 0.87 ±0.04). 

 

3) 목재와 함수율 

목재의 함유수분(moisture content)은 비중과 더불어 목재의 모든 물리적 또는 기계

적 성질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이다. 목재 중의 수분은 그 함유상태에 따라서 전건상태, 

기건상태, 섬유포화점, 생재상태, 포수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함수율=�{(건조전중량�-�전건재의�중량)/전건재의�중량}�×�100�

전 건 상 태�:�0.5%이하의�수분이�결합수로서�존재�
기 건 상 태�:�14.2%�-�목재를�실내에�두면�실외에�방치하였을�때�보다�약�4%�낮아진다.�
섬유포화점�:�25-35%(평균28%)�세포벽이�결합수로�포화된�상태�
생 재 상 태�:�입목,�벌채직후,�수중�저목�시의�상태�
포 수 상 태�:��최대함수율(maximum�moisture�content)��

[(1.5�-�용적밀도)/1.5×용적밀도]×100�����용적밀도�=�전건중량/생재용적

도8-4 침엽수재 가도관벽 중 주성분의 분포 
(정희석, 1986)

도8-3  2차 세포벽(이규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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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재 의  생 물 열 화

썩는다(decay, rot, 부후, 부패)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모든 자연물

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대한 물질 순환의 싸이클의 일부분(중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목재 보존이란 목재의 열화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방제(방

부,방충) 하여 사용연한(service life)을 연장시키는가를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목

재를 열화시키는 생물학적, 비생물학적인 인자들에 대해조사, 연구하고 이어서 열화

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제(preservatives; 보존제)의 종류와 특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

로는 이같은 보존제를 효율적으로 목재 내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 분야이다. 

목재는 분해하여 결국은 탄산 가스와 물로 전환되는 탄소 싸이클의 일부이다. 보존처

리를 할 경우 그 사용년수가 대략 3배 정도 증가한다. 

목재를 열화시키는 생물에는 미생물, 곤충류, 해충류(海蟲類) 등이 있지만, 가장 일반

적인 것은 미생물이다. 목재를 열화시키는 미생물, 즉, 목재 부후균은 대부분 진균류

에 속하고, 광합성과 운동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포자를 형성하여 증식한다. 목재

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목재 성분에 따라서 셀룰로오스 분해균, 

헤미셀룰로오스분해균, 리그닌 분해균으로 구분한다. 

미생물은 섬유포화점(FSP)이상의 함수율을 갖는 목재를 침해하지만 곤충(힌개미의 

분포, 가루나무좀류)은 습한 목재뿐만 아니라 기건상태의 목재도 가해한다. 목재가

해 미생물은 진균(fungi)과 세균(bacteria)들이다. 이들에 의해 썩는 현상을 부후(de-

cay, rot)라고 한다. 접합균, 자낭균, 불완전균류에 속하는 균들은 표면변색을 일으키

지만, 고등균류에 속하는 담자균은 목재의 파괴(부후)에 관계한다. 

1) 미생물 열화

⑴ 갈색부후 

갈색 부후균은 주로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분해하며 리그닌은 거의 분해

하지 않아서 목재의 겉모습이 암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변화된다. 부후목재가 건조

되면 목리와 직각방향의 할열이 두드러진다. 주로 침엽수재에서 많이 나타나며 대

형 목구조물의 내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갈색부후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목

재는 외관상 온전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후의 초기에 목재의 강도를 급

격히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다. 

⑵ 백색부후 

백색부후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재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선택적 가해가 없

다는 것이다. 부후의 초기에 색상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갈색부후재에 비해, 백

색부후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백색 또는 갈색의 띠나 대선이 나타나는 뚜렷한 변

화를 보인다. 주로 활엽수재에서 발생하지만 침엽수재에서도 나타난다. 

⑶ 연부후 

목재가 고함수율 영역(준혐기성 상태)에 장기간 위치하게 될 때 연부후라는 독특한 

형태의 부후가 발생한다. 연부후 목재는 그 표면이 아주 연해지고 색깔은 암갈색으

2
목 재 의  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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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하지만 목재의 내부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다. 피해부위가 건조되면서 표면

은 처음에는 스폰지처럼 느껴지지만, 완전히 건조되면 할열이 발생하고 색깔의 흑

화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부후는 침엽수재와 활엽수재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활

엽수재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2) 곤충열화

목재를 가해하는 곤충의분류는 분류학적 차이에 의해 구분할 수도 있지만, 공격하는 

목재의 함수율에 따라 건재해충, 생원목 해충, 습재 해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곤충은 생입목(living tree)에서부터 쇄약목, 벌목 직후의 생원목(green log), 건조목

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격의 범위가 매우 넓다. 소나무를 박피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거나, 방치할 경우 수피 가해 곤충의 피해는 계속된다. 벌채한 소나무를 완

전히 건조시켜 사용하지 않거나 발육이 늦은 천공충의 성충은 건축 후 10년이 경과된 

목재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완전히 건조한 소나무는 빗살수염벌레, 하늘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기둥, 들보 등 건축부재로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가 습기

와 접촉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있을 경우 흰개미의 피해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생

입목 상태의 소나무에서 건조 상태의 제재목, 판재 및 건축부재에 이르는 동안 소나무

는 종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곤충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⑴ 곤충의 일반적 생활환 

곤충은 알(egg) → 애벌레(유충, larva) → 번데기(용, pupa) → 성충(imago, 

adult)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다. 그러나 흰개미와 같은 유시아강에 속하는 곤충

류는 유충에서 곧바로 성충으로 되는 불완전 변태(incomplete metamorphosis)

를 한다.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에서 부화하여 나온 것을 약충(nymph)이고 하는

데, 목재를 가해하는 곤충에서 불완전변태를 하는 것으로는 흰개미가 대표적이다. 

도8-9 흰개미 가해

도8-5 침엽수 가도관의 연부후(광학현미경)

도8-7 목선천공충(Teredo류, Limnoria류)에 의한 피해

도8-6 연부후 피해의 말단(주사전자현미경)

도8-8 연부후에 의한 2차 세포벽의 분해 및 분리 
(주사전자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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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에 의한 목재의 피해는 대부분 유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충기간은 

방제상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곤충에 의한 건조 목재의 공격은 대부분 목

재 내부에서 유충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육안으로 관찰하기 힘들다. 

따라서 목재의 표면에 곤충의 탈출공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목재는 곤충에 의해 이

미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한다. 

⑵ 건재해충의 종류 

건재해충의 대부분은 딱정벌레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딱정벌레목은 곤충강 중에

서 가장 큰 목으로써 전세계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건

재해충으로는 가루나무좀, 개나무좀, 빗살수염벌레, 하늘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가루나무좀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 

건재해충은 종류에 따라 목재를 가해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가루나무좀은 목재

의 함수율이 6 - 22%일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 반면 하늘소 계통의 건재해충

은 목재의 함수율이 8 - 62%의 범위에서 활동한다. 가루나무좀에 비하면 하늘소는 

생존에 필요한 보다 넓은 함수율에서 살아남는다. 가루나무좀은 목재의 평형함수

율 부위 (12 - 16%)가 적정한 생존 조건인 반면 빗살수염벌레와 하늘소 등은 섬유

포화점 부근의 함수율에서 가장 왕성하게 목재를 가해한다. 건조된 목재를 가해하

는 곤충의 적정 생장온도 역시 곤충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빗살수염벌레의 적정 생

장온도는 23℃인 반면 하늘소의 그것은 30℃이다. 

실내에 보관돼 있는 건조 고목재를 공격하는 곤충들로는 가루나무좀, 빗살수염벌

레, 하늘소 등이 있다(→ 곤충편 참조). 우리나라의 목조문화재의 피해는 72%가 

곤충에 의한 것으로 주로 권련벌레(빗살수염벌레류)(38%), 넓적나무(가루나무좀)

(10%), 송곳벌(10%)이며, 흰개미에 의한 피해 또한 14%에 이른다. 이중에서 빗살

수염벌레는 기둥, 보 등의 목조문화재를 가해하는 주요 곤충이다

 

3) 기상열화

옥외에 노출된 목재는 광선, 수분, 환경오염물질, 열, 기계적 마모 등 비생물학적 열화

인자에 의해 물리·화학적 열화가 발생하는데 이를 기상열화 또는 풍화라고 한다. 기

상열화의 특성은 초기에 급속한 재색의 변화를 보이며 할열, 표면의 침식 등이 발생

하는 것이다. 기상열화에 의한 목재성분의 변화는 거의 전적으로 자외선이 원인이다.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건조 고목재는(예: 목재 사찰의 기둥 등) 대부분 기상 열화(또

는 풍화)의 피해를 받는다. 기상열화를 받은 사찰의 기둥, 문틀은 색상의 변화와 함께 

리그닌의 선택적인 분해로 인해 중간층이 분해된다. 기상열화에 장기간 노출된 건조

고목재는 광분해에 의해 분해된 조재의 성분들이 빗물에 의해 용탈(leaching)되면서 

조재가 깊이 파있는 현상을 나타낸다.

4) 열열화 

목재가 고온에 노출되면 세포벽의 구성성분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의 열

분해가 발생되면서 목재의 성능이 저하된다. 100℃ 이하의 온도에 노출될 때도 강도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포벽 구성성분의 분해가 아니라 목재성분의 해중합 때문

이다. 목재가 10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벽 구성성분 내의 화학결합이 끊어

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속도는 노출온도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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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에서는 비가연성 물질인 이산화탄소, 미량의 유기물, 수증기가 발생한다. 

200℃ 이상에서는 셀룰로스가 깨지면서 주변 대기로 빠져나가는 타르나 가연성의 휘

발성 물질이 발생한다. 이때에 가연성의 휘발성 물질이 공기와 혼합되고 온도가 발화

점까지 상승하면 연소반응이 일어난다. 450℃ 이상에서는 목재내의 모든 물질이 이미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활성탄뿐이다

목재는 활엽수재와 침엽수재로 크게 나누어진다. 활엽수재는 대개 넓은 잎을 지니면서 

낙엽수로써 침엽수재에 존재하지 않는 도관요소를 지니고 있다. 목재는 다양한 종류

의 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복잡한 유기체이다. 세포의 크기, 형태, 이들 세포가 모여 이

루게 되는 조직은 과, 속, 수종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동일수종 내에서도 다르다. 

어떤 종류의 목재인지를 알기위해 목재를 식물해부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사하므로

써 그 목재가 어느 수종의 나무로부터 생산된 목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수종조사이

다. 이러한 목재식별은 상업용 목재의 수종 진위 여부 판별, 고건축물의 보수를 위한 

구조용재의 수종식별,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니는 유물의 복원과 관련된 수종식별 등

에 응용되고 있다. 

목재해부와 목재식별은 육안적 및 현미경적 수단을 통하여 연구되고 있다. 목재식별

을 위해서는 미지의 목재 시편을 육안이나 돋보기를 이용하여 먼저 육안적으로 조사

한 다음 3단면으로부터 얇은 절편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미지의 목재를 육안, 돋보기, 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재감과 각종 문헌에 기록되어 있

는 수종별 목재의 해부학적 특성을 참조하여 식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  1   건 조 고 목 재 

문화재로서 건조고목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통의 한옥, 고궁, 사찰건물과 목조불

상, 목탑 등일 것이다. 

1) 건조고목재 특성 

목재가 건조된 상태를 지속하는 한 목재는 기본적으로 수 천년 이상 열화 되지 않고 남

아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목재의 분해는 다습한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조

한 기후 조건에 있는 목재는 부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조고목재는 활렬과 

3
수 종 조 사

4
목 재 유 물 의  분 류 와  보 존 

도8-10 탄화세포의 변형

도8-11 상수리나무 횡단면(상), 방사단면(중),  
접선단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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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cracks), 기상열화(weathering)와 함께 곤충의 피해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건조물문화재의 부후 및 충해에 대한 점검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은 곳, 금속 등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환기를 위한 천창부, 마루밑 등을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 분해의 

목재의 표면을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 

목재의 일부가 검게 변하거나 또는 하얗게 변한 경우, 목재 표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경

우에는 목재가 습기에 젖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부재에 갈색의 할열이 생겼

거나 백색의 섬유질 상태가 노출된 경우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며, 푸른 

곰팡이(청태)의 경우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차적인 부후를 유발하기 쉬

운 상태이므로 속히 제거해야 한다. 

2) 건조목재의 보존 

⑴ 방부, 방충처리 

근래에 들어 건조고목재에도 적당한 방부처리법을 선택해 보존관리를 실천하고 있

다. 붕소화합물계는 주로 생원목용으로 이용되고 약제 침투성은 양호하나 용탈이 

잘 일어나므로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저독성이므로 문화

재에서는 치목 이전에 처리하고 건물의 공포대 이상 부분에 사용하는 나무에 쓴다. 

⑵ 수지보강 

목재의 분해된 층을 제거하고 주로 에폭시 수지를 채워 넣어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특별히 강성이 요구되는 부재의 경우에는 탄소섬유나 티타늄 섬유 등의 특수

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한다.

4 .  2   수 침 고 목 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침 고목재 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되어 인양된 송대의 신

안선을 비롯하여 진도 통나무배, 태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시대의 목선 등이 있다. 

도8-12 건축 목부재의 갈색부후 : 나주 향교 대성전

도8-13 건축 목부재의 복원사례 : 영암 도갑사 해탈문 위-전, 아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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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침고목재의 특성 

수침고목재(old waterlogged wood)는 바다, 호수, 늪지와 육상의 고함수율 영역에

서 발굴된 고고목재로 정의된다. 수침고목재는 목재의 기본 구성단위인 세포가 물로 

채워져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로 생물적 요인(충, 균, 세균)

에 의해서 목재의 골격물질을 이루는 섬유소 성분이 주로 파괴되어 목재의 강도가 감

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수침 목재는 보존(치수안정화 및 강도보완)을 위한 특

별한 조치 없이 공기 중에 방치하면, 목재 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축과 변형을 수

반하여 원형을 잃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건조 고목재의 경우 치수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있다 해도 미미하다. 그러나 수침 고

목재의 수축율은 정상적인 목재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Gao 2015). 특히 길이 방향의 

수축율이 10% 이상 되는 것도 있다(최근재의 길이방향 수축율은 0.6% 내외). 수침고

목재의 경우 접선 방향의 수축율: 길이 방향의 수축율의 비가 3 이하인 경우가 허다하

다(최근재의 경우 그 비율은 10 이상). 이 때문에 수침 고목재의 건조과정에서 뒤틀림, 

변형 등 극심한 건조 결함이 나타난다. 

수침출토목재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현생재에 비해 전섬유소(셀룰로스+헤미

셀룰로스)는 대폭 감소 되며, 상대적으로 리그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수침출토목재가 매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주로 미생물에 의해 열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홀로셀룰로스가 화학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차벽이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수침고목재의 보존 

수침고목재는 수백, 수천년간의 수침 기간동안 목재의 상당 부분이 미생물에 의해 분

해되어 있는데다, 표면과 내부의 부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재 표면과 목재 내부의 

함수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극심한 수분경사는 건조과정 에서 심한 수축과 변

형을 일으킨다. 출토된 수침고목재를 적절한 보존 처리과정 없이 곧바로 공기 증에 노

출 시킬 경우 그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축 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목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을 치수의 변형을 일으키지 

도8-14 오산 가수동 목조우물 출토 현장(2007) 도8-15 창원 동중 ‘구유형 목기’ 출토 현장(2008)

도8-13 건축 목부재의 복원사례 : 영암 도갑사 해탈문 위-전, 아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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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제거시켜야 한다. 따라서 수침목재유물에 관한 보존처리의 과제는 '치수안

정화' 와 '경화처리'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⑴ 수지의 주입

수침고목재는 세포벽이 파괴된 부분에 물이 채워져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 하고 있

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불안정한 물을 안정한 다른 화합물로 치환하여 주는 것이 수

침목재 보존의 주된 방법이다. 

주입의 목적은 목재내의 공간을, 유물을 구조적으로 지지해주고 기계적 강성을 줄 

수 있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물질로 채우기 위함이다. PEG, 천연수지, 당알콜류, 

설탕, 실리콘수지 등이 사용되며 목재내 침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적 촉진, 

gamma-ray를 이용한 단분자의 중합, 축합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⑵ 동결건조

수분을 함유한 목재를 동결시키고 감압함으로써 얼음을 승화시켜 수분을 제거하여 형

태변이를 최소화하며 건조하는 방법이다. 만일 물이 고체상태에서 기체상으로 직접 바

뀌어 제거된다면 유물의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건조중의 표면장력과 모세관장력

도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붕괴를 막을 수는 있으나 수축은 방지하지 못하므로 응

력이 생기고 갈라짐이 발생한다. 또 다른 영향은 0℃에서 동결할 때 물이 약 9%의 체적

팽창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지에 의한 전처리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⑶ 조절건조

피해가 경미한 수침목재의 보존처리에 유용한 방법은 건조응력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주변습도가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서서히 건조하는 것이다. 건조응

력은 먼저 건조된 표면부가 수분의 이동이 늦으므로 팽윤상태를 더 길게 유지하고 

도8-17 수용액처리 사례 : 부여 쌍북리 출토 칠기

도8-16 신안해저유물선 복원 중(1999)

도8-18 강진 병영성 출토 나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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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탄 화 목 재

1) 탄화목재의 특성 

육안적으로 보면 불이 붙은 목재는 탄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소층이 다시 단열성

능을 나타냄으로써 열의 내부 전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250℃ 정도

에서 가스가 발생하며 가스에 불이 붙어 불꽃이 발생하면 이때의 온도는 400℃ 정도

에 해당한다. 

목재에서 목탄으로의 완전한 이행은 300 - 340℃ 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미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온도 단계에서 목재세포벽 층이 얇아지고 셀룰로

스의 결정형 영역이 붕괴됨에 따라 매끄럽게 비결정형화 되는 양태를 보인다. 700℃ 

이상의 온도에서는 목재가 완전히 탄화되어 세포벽의 터짐이 관찰된다. 탄화목재의 

외관적 특성은 그 크기는 목재의 크기와 수종, 가열온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균열과 

할열이다. 

2) 탄화목재의 보존 

탄화층의 보강에는 아크릴계 수지, 이소시아네이트계 수지 등을 사용하고, 갈라진 틈

을 메꾸는 데에는 증량제를 첨가한 에폭시수지를 주로 사용하여 복원한다. 

[  탄  화  ]

고고학적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유물에는 탄화목, 탄화미, 탄화곡물 등의 이름이 흔

하다. ’탄화’ 라는 접두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유기물을 적당한 조건하에서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비결정성탄소를 생성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기물은 300~400℃에서 탄화를 일으킨다. 유기물의 탄화는 곧 黑化를 연상시키며 따

라서 외관상 검은색을 보이는 것에는 모두 ‘흑화’ 라는 접두사로 표현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목재를 포함한 유기물은 불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흑색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에서 유물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목재의 경우에는 불 에 탄것인지의 여부

가 유물이나 유구의 해석에서 관점을 크게 바꿀 수 있다. 또한 탄화여부 뿐만 아니 라 

어느 온도에서 탄화되었을까를 알 수 있다면 유물의 내력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도8-16 신안해저유물선 복원 중(1999)

도8-19 부산 기장 가동 출토 신석기시대 나막신(2005)

있는 내부에 비해 더 크게 수축함에 따라 발생한다. 

⑷ 용매치환건조

물은 상당히 높은 표면장력을 갖고 있으므로 표면장력이 낮은 아세톤이나 알콜로 물

을 치환하면 표면장력과 모세관 장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수축과 변형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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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 불에 탔을 경우, 화재에 의한 것이거나 연료재로서의 사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

다. 주거용이나 시설물에 해당하는 탄화된 목구조체에서, 부재별로 다수의 시료를 취

하여 분석하면 불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소성온도를 나타내는 목재의 현

미경적 내부구조를 면밀히 관찰하면 연료재로서의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

목재가 고온에 노출되면 세포벽의 구성성분의 열분해가 발생되면서 목재의 성능이 저

하된다. 목재가 10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벽 구성성분 내의 화학결합이 끊

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속도는 노출온도에 비례한다. 450℃ 이상에서는 목재내

의 모든 물질이 이 미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활성탄뿐이다.

열에 노출되지 않은 유기물의 검은색으로의 변색은 ‘흑화’가 적절하다. 그렇게 하면‘흑

화목’,‘ 흑화미’,‘ 흑화곡물’ 로 바꿔 불러야 마땅할 유물들이 다수일 것이다. 목재의 흑화

는 주로 목재의 표면오염균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흑화목들은 그

러한 균들의 생장환경과 같은 조건에 일정기간 이상 놓여 있었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근래에 세계적으로 목재유물의 보존과 관련한 새로운 재료와 방법이 시도되거나 정착 

단계에 있다. 이는 문화재로서의 목재유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기초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서 동결건조로도 극복할 수 없는 목재유물 표면의 미세균열이나 함몰 등에 대처

하기 위하여 액체탄산을 사용하는 임계점건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목재 내부의 결

손이나 결함부위에 대한 상태진단을 위하여 Acoustic Emission, XCT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방법으로 보존처리 된 유물의 변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와 적용방법에 대한 재평가를 기준으로 제어와 대체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을 대별하면 전반적으로 유물의 손상부를 대체하는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 기기와 장비를 통하여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또 하나는 목재 

자체나 손상목질을 대체하는 보존재료의 변성 또는 개질가공을 통하여 장기간의 안정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재 보존의 첫 번째 원칙인 비가역적 재료

와 방법에 대한 금기를 유물의 상태나 유물의 활용목적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

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5 .  1   보 존 관 리 

보존처리 이후 유물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밝

혀야 한다. 그 원인이 보존처리 방법이나 과정, 재료 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유물 자체의 열화에 의한 것인지, 보관환경이나 취급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보존처리의 문제점을 밝혀냄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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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보존처리를 하고, 최선의 환경, 조건하에서 전시

하거나 보관하더라도 보존처리 후 유물의 열화, 보존재료의 열화 등 환경의 차이를 감

안한다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재처리가 필요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연구

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의 미술공예품에서는 화학처리를 한다고 하여 그 제품의 물성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그다지 없다. 그러나 출토품의 경우에는 특히, 목제품은 출토시의 상태와 화학처

리를 실시한 후의 물성이 크게 달라진다.

5 .  2  수 침 고 목 재 의  변 형 에  대 한  대 처

서구에서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침고목재의 보존방법론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까지 해당분야에서의 연구의 중점은 손상된 목구조

와 이에 따른 과량의 수분이 이탈하면서 수반하는 크기와 형상의 변형을 제어하는 데

에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로서 목제품 또는 목구조물의 보존과 복원은 변형을 제어하

는 - 치수안정화를 기하는 - 것뿐만 아니라, 목재표면의 색감과 질감 또는 목재가공도

구나 방법의 흔적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침고목재의 변성이란 재색의 변화와 이방적 수축에 의한 변형, 그리고 부주의한 취

급에 따른 표층의 마모 등이다. 재색의 변화는 매장환경 중에서 주로 미생물에 의해 

변성되고 가수분해된 목질이 급격한 산소와 햇볕에 노출되는 것에 기인한다. 변형은 

목재내 수분의 이탈시 내부층과 표층의 수분이탈 속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매장상태의 목재가 공기중에 노출되는 환경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변성을 제어하

는 최선의 방법이다. 

5 .  3  보 존 처 리 목 재 의  변 색 에  대 한  대 처

치수안정화와 함께 질감이나 색감을 유지하여야 하는 유물로서의 보존처리에서 참나

무류(특히 상수리류)는 난이도가 높은 쪽에 속한다. 첫 번째 원인은 대형관공의 환상

배열(환공재)과 광방사조직으로 인한 할열과 변형이다. 또한 이들 수종에 많은 타닌이 

토양속의 철성분을 흡착하여, 처리과정이나 처리후에도 산화철을 생성하여 흑색으로

의 변색과 목재조직의 분해와 박락을 유발한다. 

또한 미생물 대사물질로서의 황이 또한 변색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존처리재료와 과정을 설계하고, 철성분과 황성분을 제거하기에 유효한 방

법(전기분해 또는 착염형성에 의한 제거)을 찾으며, 피할 수 없이 잔류하는 철성분의 

산화방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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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목재의 육안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삼단면, 연륜, 조재와 만재, 심재와 변재)

2. 목재 세포벽의 미시적(현미경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포벽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쓰시오.

4. 목재의 함수상태(5단계)에 대해 쓰시오.

5. 갈색부후에 대해 설명하시오.

6. 연부후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7. 우리나라에서의 주요 목재 가해 곤충은?

8. 목재의 비생물적 열화 요인에 대해 쓰시오.

9. 수침고목재의 특성은?

10. 수침목재유물 보존처리 방법설계

11. 목재의 열에 의한 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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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란 돌로 된 재료를 뜻하는 단어로 흙 등이 굳어서 된 단단한 덩어리를 의미한다. 

그럼 석조문화재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석재로 만들어진 모든 유물을 뜻한다. 석재

는 강도가 크고 풍화가 적고 불연성이며 매장량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오랜 역사를 거치며 석조문화재로 발전을 거듭하

였다. 석재의 용이한 재료수집과 뛰어난 강도는 선사시대의 석기부터 현대까지 무덤, 

건축, 조형물 등 많은 분야에 걸쳐 활용되었다.

석조문화재는 다른 재질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지만 대부분 야외에 놓여있고 자연환경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비, 바람 등 자연적 풍화와 지진과 환경오염에 훼손되고 전쟁, 

종교적인 문제로 파괴 등 인위적 훼손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축조기간이 오래

되었고 화려한 조각을 새기기가 용이한 사암, 대리석 등 약한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석조문화재가 균열, 박리, 박락, 백화, 흑화, 생물피해 등 다양한 훼

손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존처리 등 수리를 필요로 한다. 

석조문화재는 기온변화, 결빙, 강우, 화재, 지진, 태풍, 환경오염, 생물, 전쟁, 인위적 

훼손, 도굴, 잘못된 처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되는데 그 원인을 크게 물리적 요

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위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

한 훼손원인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훼손

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야지만 잘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해야지만 잘 

보존될 것이다 

과거 우리의 문화재 수리는 훼손원인에 대한 조사, 연구 없이 진행되어 재 수리가 빈

번하게 발생되어, 최근에는 진단, 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석조문화

재가 위치해있는 지점의 보존환경은 석조문화재의 상태를 좌우하는 기본적이면서 근

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석조문화재 보존방안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 환경요인은 수목의 생육, 빗물 침투 및 배수, 지반수분 등이 있으며 모두 빗물, 

수분과 관련이 있다. 석조문화재 주변 수목이 생육함으로서 나무뿌리 압력에 의해 석

재의 균열이 벌어지고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시키며, 나뭇가지에서 흘러내린 빗물은 

석조문화재에 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오염시키고 극심한 생물서식을 초래 시킨다.

대부분의 석조문화재는 옥외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수, 대기 중의 수분 및 지표수의 유

입 등으로 인해 석재가 수분과 상호작용이 발생하면서 석재 자체에 풍화가 아주 심하

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 뿐 만 아니라 암석자체의 결함에 의하여 많은 공극과 각력의 

탈락이 발달되어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풍화 양상

은 다양하면서 심한 풍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석조문화재 주변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강우 

후 즉시 배수가 되어 석조문화재 주변은 건조가 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를 하여 모든 

수분의 유지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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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 조 문 화 재  제 작 방 법  및  재 질

1 .  1   석 조 문 화 재 의  제 작

  

우리나라 석조문화재가 많이 제작된 것은 아마 우리조상들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기

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든 지석묘와 역사

시대에 들러서면서 건립되었든 여러 형태의 무덤에서 확인된다. 지석묘는 수 톤에서 

몇 십톤의 이르는 개석이 사용되었고 이중에는 자연석을 채취한 것도 있지만 암반에

서 떼어낸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청동기시대에 이미 필

요한 양의 석재를 암반에서 떼어 낼 수 있는 기술력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시대의 적석총과 석실분, 백제시대의 석실분, 신라시대에 조성되었

든 적석목곽분의 양식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많은 양의 석재를 채취 및 가공하여 조

성하였든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도 석탑 주변에 많은 흔적들이 남

아 있다. 따라서 많은 건축재 및 조형물들이 석재로 제작됨에 따라 고대로부터 석재의 

채취 및 가공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석재의 채취는 큰 암반에서 쐐기를 박아 적정한 크기의 암석을 절단한 후 여러 가지 도

구를 이용하여 석조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작도구로는 계측을 위한 자를 비롯하여 절단 및 형태를 표시하는 데는 먹줄, 먹칼, 

붓 등을 이용하였고 모양을 만들고 다듬을 때에는 여러 종류의 망치와 정을 사용하였

다. 암석은 절리, 층리, 편리, 석리, 벽개, 쌍정 등의 결을 가지고 있으므로 석재를 가

공하는 석장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암석의 할석 과정시에는 결과 

절리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의도치 않은 쪼개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석조물 

제작에 용이한 크기로 재단을 진행할 때에는 노련한 석장기술이 필요하다. 재단된 석

재는 정다듬, 도드락다듬, 물갈기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석조물로 완성하게 된다. 

1 .  2  석 조 문 화 재  재 질

우리나라 석조문화재는 화강암류, 섬록암류, 석회암류, 사암류, 응회암류, 대리암, 편

마암류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소분류로 나누면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석조문

화재 재질에 따라 풍화양상과 보존방안이 다름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석조문화재 보존

대책 강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고 재질특징은 어떤가 어떻게 만

들어 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석조문화재를 이루는 암석의 종류는 화강암, 사암, 석회암, 대리석, 응회암, 점판암 등 

다양하며 풍화에 대한 내구성도 재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같은 재질이라 할지라도 광

물조성, 입도분포, 조직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석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재질의 종류와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보존환경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는 건축물과 종교적 조형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

재 지정된 석조문화재는 석탑· 부도, 석비, 석불· 마애불, 당간지주, 석교, 석굴, 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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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 조 문 화 재 의  훼 손 원 인

2 .  1   물 리 적  요 인

 

1) 팽창과 수축

밤낮의 기온 차로 인해 석재의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 기온의 차이(thermal loading)

가 생겨 외부에 심한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기온의 변화가 오랜 기간 계

속되면 외부가 내부와 분리되어 박락되게 된다.

2) 결빙작용(frost action)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동결과 융해의 반복에 따른 파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동파

는 석재를 구성하는 광물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물이 침투되어 물 자체가 가지는 모세

관압에 의해 균열이 벌어지고 기온의 강하로 침투된 물이 결빙될 때 그 부피가 증가(약 

9%)되면서 기존의 균열을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균열을 생성시키는 석재의 내부파괴

현상이다. 이 때 팽창하는 압력의 크기는 -22℃에서 약 2000기압이 된다.

고, 암각화 등 20여 종류이며, 전체 지정 석조문화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석조물들은 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외 대리암, 편마암, 사암, 응회

암, 섬록암, 안산암, 각섬암, 유문암, 석회암 등 17여종의 암석이 사용되었다. 전체 대

한민국 석조문화재의 약 56%를 차지하는 화강암은 전국에 걸쳐 200여종이 산재해 있

어 석탑이나 석불 등의 주재료로 제작되는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빗방울의 작용

빗물 중에 녹아있는 물질의 화학적 작용과 물 자체의 용매 역할 외에 빗물이 떨어질 때 

풍화로 결합이 약해진 부분을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떼어내는 역할을 한다.

4) 바람의 작용

바람과 함께 모래, 먼지 등이 석재의 표면을 때려 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지면에 

가까운 석재부분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5) 기타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설계를 잘못하여 균일하게 지지하지 못하면 지반침하현상

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문화재가 중심을 잃어 기움으로써 문화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위환경의 교통차량으로 인한 진동에 의하여 파손되는 수도 있다.

도9-1 박리, 박락, 절리

도9-2 겨울철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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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화 학 적  요 인

 

화학물질(S, CO, CO2, SO2, NO화합물 등)을 함유한 석재가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석

재표면이 손상되어 서서히 분해 및 붕괴 되어가는데 이러한 화학적 요인으로 인해 석

재가 풍화되기도 한다.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돌의 표면에 있는 물에 녹아서 탄산염암석(CaCO3;방해석)

이나 장석류(NaAlSi3O8;사장석~KAlSi3O8;정장석)암석 등과 반응하게 되는데, 탄산

염 암석에 대해서는 좋은 용매가 되고 장석류에 대해서는 분해를 일으킨다. 황의 산

화물은 공기 중에 SO2, SO3로서 존재하는데 이것은 돌의 표면에 있는 물에 녹아 들어

가서 물에 녹기 힘든 탄산염을 황산염(NaSO4)으로 바꾸어 물에 더 잘 녹게 하며 또 황

산마그네슘(MgSO4·nH2O)이 생성되면 조해성이 커서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게 된

다. 황산염은 탄산염보다 물부피가 커서 석재표면이 얇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간다. 

최근의 산업화와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라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고 산성비의 영향

으로 도심에 위치한 대리석, 석회암, 사암 등의 재질로 된 석조문화재가 심각한 피해

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화학적 요인에 의해 암석의 열화가 촉진되는데 이는 암석강도를 약하게 하

고 점차 암석을 사질화시킨다. 또한 암석의 변색을 유발하여 부조된 조각이나 조형물

의 아름다움을 해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조류의 배설물도 암석풍화를 촉진시키는 화학적 요인 중의 하나이다. 비둘기와 같은 

조류의 배설물은 석재표면에 흡착되어 미관을 해치기도 하지만 배설물 내의 유기산이 

환경오염 물질과 화합하여 석재 표면을 부식시킨다.

도9-3 화학적 풍화로 석탑 표면이 오염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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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생 물 학 적  요 인

 

석조문화재의 조립 틈새에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흙, 먼지 등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 

잡초류나 넝쿨식물, 나무들이 생육함으로서 자생식물들의 뿌리압력이 석재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식물들이 주위의 습기를 함유하게 되어 지의류나 이끼

류의 생육을 도와주게 된다. 이들은 석재표면의 직접 풍화보다는 화학적 물리적 풍화

를 촉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나무뿌리는 암석 내부를 관통하여 내부조직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합성수지로 석재를 

강화시키거나 나무 벌채, 약품으로 나무 고사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수목의 가지를 잘

라 생장을 억제하면서 뿌리가 말라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쓰인다. 

지의류는 백색, 회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난다. 이끼류와 달

리 지의류는 습한 곳이나 건조한 곳, 고온이나 저온과는 무관하게 서식하는데, 지의류

의 대부분은 대기오염이 적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서식이 어렵다. 따

라서 산간지역의 석조문화재에서는 쉽게 지의류를 접할 수 있다. 지의류는 다른 육상

식물과 달리 체내의 수분 보유량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수분이 많을 

때는 지의류 표면 전체에 수분을 흡수하여 매우 많이 팽창하고, 건조시에는 반대로 상

당히 측소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암석의 결정을 들어 올려 떨어져 나가게 된다. 또

한 지의류의 균사는 암석 내부로 침투하기 때문에, 건조기에 지의류가 축소하게 되면 

표면층이 절단되며 분리될 수 있다. 또한 지의류가 분비하는 지의산은 암석을 표백시

키거나 표면에 작은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동물류에 의한 침식을 살펴보면 조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해변가에서 흔히 많이 

발생되었으나 요즈음은 대도시에서는 비둘기와 같은 조류들의 분비물에 의하여 석재

를 오염시키고 세균이나 기타 식물류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9-4 하등식물, 초본류, 수목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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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인 위 적 인  요 인

 

석조문화재가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원인은 미신(불상의 얼굴 파괴), 이단 종교(이단 

종교 광신자들에 의한 훼손), 화재, 무지, 교통사고(사천왕사지 당간지주), 전쟁, 도굴, 

잘못된 수리복원 등이 있다. 또한 과거의 잘못된 수리, 보수시기 경과 등으로 인해 석

재가 손상될 수 있으며 낙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등 사람들의 부주의와 잘못으로도 

석재가 훼손될 수 있다.

2 .  5   구 조 적  요 인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여러 개의 부재간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

존에 있어 구조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석탑은 좁은 직사각형의 평면 위에 많은 석재들

을 피라미드 형태로 높이 쌓은 조적구조이며 부재들은 재하하중의 압축력을 받는 수

직방향의 부재와 전단력을 주로 받는 수평재로 분류할 수 있다. 압축파괴는 하부 기단

부부터 발생하고 전단파괴는 부재와 부재의 연결부분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좁은 직

사각형 면적에 집중되는 하중은 오랜 세월동안 기초가 부동 침하되어 구조적 불안전

을 초래한다. 또 진동 등은 석재의 풍화나 훼손된 부재들의 이완을 촉진시켜 마침내 탑

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집중호우시 석조문화재 주변 토양이 유실되어 구

조붕괴가 우려되기도 하고 하천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수몰로 도괴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고 주변토양을 다지는 등 토

양유실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한다.

2 .  6   자 연 재 해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폭우,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석조문화재

도9-5 무분별한 행위, 낙서, 도괴, 잘못된 수리복원

도9-6 중심침하, 부재 이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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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간접으로 손상시킨다. 손상된 석조문화재의 수리복원과정에서 발생되는 엄청

난 금전적 손실은 과거 사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 생

물학적인 피해는 노출된 문화재에 대한 표면풍화를 촉진시켜 원형유실의 원인이 되

고 있다.

3
석 조 문 화 재 의  풍 화 안 전 진 단

석조문화재는 야외 환경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조치가 취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풍화 요인들에 의해 훼손이 진행된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

사를 통해 석조문화재들의 훼손상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추후 보존처리 작업 시나 보존관리 지침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석조문화재의 풍화도 진단에서는 표면풍화 양상과 오염물의 종류와 훼손상태를 파악

하고 구조적 결함과 안정성을 분석한다. 또한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면서 종

합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을 내려 풍화등급과 보존 방안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석조문

화재의 과학적 보존에 있어 필수적인 수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  1   풍 화 훼 손 지 도

석조문화재의 훼손상태 진단 중 훼손유형과 훼손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보존처리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훼손지도 작성 항목은 균열, 박리박락, 탈락 

등의 물리적 풍화와 백화, 흑화, 갈변 등의 생물적, 화학적인 훼손 유형별로 정리한다. 

훼손지도 작성시 실측도면을 통해 정확한 분포수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기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3D스캔 촬영과 적

외선 열화상 등 정밀실측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측도면을 얻을 

수 있다. 실측도면을 활용한 정밀한 자료는 CAD와 같은 도면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정량적인 풍화 훼손도 평가를 할수 있어 훼손양상과 보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

고 있다. 

3 .  2   비 파 괴  풍 화 진 단

석조문화재는 손상이 일어나면 완전복원이 어려운 재질이다. 보존처리 후에도 훼손

인자들에 노출된 야외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재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손상 현상에 대한 예방과 예측을 위해 여러 가지 비파괴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정밀

풍화진단이 진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보존처리와 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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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음파 측정

초음파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이상의 음파로 탄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음파 탐사는 석재 표면에 탐촉자를 접촉시켜 초음파 펄스가 석재면을 따라 투

과되는 속도를 측정하여 물성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탐사에는 탐촉자 간의거리를 일

정하게 해주어야 하고 측정점이 촘촘할수록 데이터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밀도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 석재의 강도, 균열심도, 내부공극 등을 비파괴 진

단법으로 석재의 손상정도를 비교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석재의 두께, 함수율 등에 

따라 같은 풍화도를 가진 것이라도 다른 변화를 보일 있는 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

종의 신선한 석재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풍화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실측도면과 이

미지 맵핑을 통해 전체적인 풍화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휴대용 현미경 조사

육안으로 찾기 힘든 유물 표면의 훼손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암석

의 구성조직이나 미세균열, 표면오염물 관찰에 주로 쓰인다

3) 적외선 열화상 분석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강한 열효과와 투과성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대상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을 측정하여 표면온도

를 분석하는데 공극, 균열, 밀도, 함수량과 같은 물리적 차이에 의한 온도변화를 측정

하여 석재 결함의 크기와 위치 등을 가시화 시킬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표면박리부 검출 적용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주변온도와 표면오염

물 등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변온도에 대한 영향은 할

로겐램프나 원적외선 램프 등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4) 3차원 영상분석 

3D SCAN은 현재의 석조문화재 모습을 3차원으로 기록하고 완료시 기본적으로 제

공되는 정밀실측도면 등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

가 대상에 반사하여 돌아오는 값을 계산하여 3차원 데이터를 얻는 방법으로 이미 여

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석조문화재는 다른 재질의 유물보다 규모

가 크기 때문에 비접촉식의 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형상을 스캔한다. 정밀스캔으로 

주요 부분의 데이터를 얻은 후 광대역 스캐너를 통해 전체형상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

법을 주로 쓰고 있다. 

또한 부재간의 자유로운 시뮬레이션으로 제작기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파악에 유용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캔면의 심도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풍화모니터링에 대한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5) 에코팁 측정 

에코팁 측정기는 반발식 경도시험기로써 석재의 표면을 타격하여 표면강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과거 슈미트 해머 경도 측정기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강한 측정법이

다. 측정부위에 수직측정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측정수치의 편차가 일어날 수 있

으며 수직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각도에 따라 보정값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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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회 타격하여 평균값을 내어 분석하며 풍화가 진행되여 표면재질이 약화된 경우 

지속적인 타격시 손상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경도시험기와 

현장에 따른 측정기술과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6) 거동진단 

한국의 석조문화재는 암반에 조각하거나 조적건축물은 탑, 부도 등이 대부분이다. 오

랜기간 지진, 하중, 충격 및 주변 환경 요인들에 의해 부재간 이동이나 지반침하 등 구

조적 안정성이 결여되면서 큰 훼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모

니터링을 통해 석탑의 붕괴나 마애불의 절리면 이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보존처리

와 관리방안 수립에 정보를 제공한다. 

3 .  3   산 지  추 정

산지추정은 석조문화재에 쓰인 재료의 원산지를 찾기위한 연구활동 이라 할수 있다. 

석조문화재의 경우 옛 문헌이나 기타 고증자료를 통해 원산지를 추정이 가능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증자료에 의한 사실을 과

학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으며 이같은 연구활동은 과거의 물류

이동 등을 유추하고 유물이 가지는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석조

문화재 부재의 대체나 복원이 필요한 경우 동종암석을 찾는데 필수 연구과정이다. 

산지추정은 일차적으로 전문가의 육안으로 암종을 구분하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기

를 활용하여 암석학적, 지질학적, 화학적인 분석이 실행되고 대상유물과 원산지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암대자율 측정과 감

마스펙트로미터가 주로 이용된다. 

대자율이란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현장에서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화강도를 측정하여 암석의 재질적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석조

문화재 산지를 추정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감마스펙트로미터란 특정한계치와 K, U, Th 등을 선택적으로 각각의 카운트 수를 측

정하는 것으로 암석과 토양내의 K, U, Th 등의 함량과 감마선 활동도를 조사하기 위

해 사용되어 왔다. 사용시 시료의 균질성, 붕괴의 평행성, 시료형태의 유지성의 조건

이 충족되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며 측정시간이 길수록 데이터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하지만 조사목적과 환경에 따라 측정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변석재의 박리 및 탈락된 시편을 채취하여 분

석기기를 이용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집된 시편을 이용한 분석은 편광현미

경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파악하여 정확한 암종을 판별할 수 있으며 X선 형광분석기

(XRF)를 이용하여 구성성분을 파악하는 정성·정량 분석이 가능하고 X선 회절분석기

(XRD)를 이용하면 결정구조 파악의 정성분석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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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존 처 리

석조문화재는 주변 환경, 재질특성 외에도 건조시기, 제작 방법, 훼손형태 및 유형 등 

모두가 다르므로 같은 방법으로 보존처리 해서는 안된다. 

 먼저 문화재에 대한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등 재질특성을 파악하고 풍화 및 훼손상

태에 대한 다양한 비파괴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 훼손도 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고 처리방향과 범위에 대한 설계를 1차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후 세척 등 처리방법과 접착, 강화 등 처리제에 대해서는 현장

에 직접 적용실험을 진행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석조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없던 과거에는 균열된 부분을 나비장 모

양의 홈을 판 후 무쇠를 넣거나 접착부위에 철심을 박고 유황을 끓여 부어 접착하는 

방법과 최근까지 시멘트를 사용하여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전근대적 방법이 사

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문화재 보존과학의 연구의 전문성이 높아져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재료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대적인 수리복원에서는 훼손 부분에 따라서 재료를 다음

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첫째로 열화하여 물러진 석조품을 경화시키기 위

한 강화 재료, 둘째로 파손되어 절단된 석조품을 접합시키기 위한 접착제, 셋째로 결손

된 부분을 성형하여 보강·충진 시키기 위한 보강 충진제이다. 

4 .  1   접 착 과  충 진 

석조문화재의 가장 대표적인 접착, 충진제는 에폭시 수지이다. 에폭시 수지는 다른 수

지에 비교하여 접착강도가 우수하고, 수축팽창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 석재가 자연적

이거나 인위적 요인으로 절단되었거나 풍화되어 박리, 박락된 부위 등 접착, 보강, 충

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접착과 충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며 목적과 조건에 따라 희석제, 점도 조절제, 

충진제 등을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화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기후나 온도에 관계없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며 일반

적으로 경화제를 첨가하여 열경화성 물질로 변화시킨 상태로 사용된다. 수성, 내약품

성을 비릇한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하고 사용시 각종충진제를 다량으로 첨가할 수 있

고 점도를 조절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석조문화재보존처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석조문화재에 사용되는 에폭시수지는 스위스의 CiBA사의 아랄다이트 계열이 널리 

사용되었어나 대한민국에서는 황변현상이 없고 변화가 적은 자체개발품(상품명 : 

L-30, L-40)이 사용되고 있다.

석재가 파손, 절단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절단된 표면이 외적인 충격에 의해 마모

되어 접착시킬 때에 잘 밀착되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긴다. 이 공간을 메우는 방법이 충

진이며, 석재의 접착에서 합성수지로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충진제를 혼합하여 점도

를 조절한 후 사용한다. 주로 에폭시 수지가 사용되지만 힘을 받지 않는 공간에는 우

도9-7 훼손된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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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탄 수지도 사용한다. 점도 조절을 위한 충진제는 페놀 마이크로바룬, 탈크, 포록, 동

질의 석분이 사용된다.

4 .  2   수 지  의 석 과  석 재  보 강

석재 부재 결손부위에 대하여 합성수지로 성형하여 만드는 것을 말하며 주로 에폭시 

수지에 각종 충진제를 혼합하여 만든다. 경우에 따라 결손 부위는 새로운 석재를 보충

하여 구조를 보강하기도 한다. 

4 .  3   세 척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척분야

라고 할 수 있다. 석조문화재의 세척은 석재를 상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오염을 방지하

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염물의 종류와 석재의 재질과 종류를 잘 파악하여 훼손상태에 

따라 세척방법과 과정을 달리해야 한다.

석조문화재의 세척에는 증류수세척, 스팀분무, 블라스팅, 화학세척, 레이저 세척 등이 

있는데, 석재의 물리적 마모와 화학 반응이 수반되는 세척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척의 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9-8 접착과 충진

도9-9 수지 의석과 석재 보충

171 9 장    석 조 문 화 재  보 존



1) 물뿌리기(Water sprinkling)

물을 뿌려 더러운 곳을 유연하게 하고 다음에는 강하게 문질러 용해된 크러스트를 제

거하는 가장 일반적은 방법으로 문화재에 손상을 주지 않으나 세척이 완전치 않으면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결점이 있다.

2) 물분무(Water spray)

5~10㎏/㎠의 고압제트기로 분무하여 더러운 층이 팽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용해염

은 물로 씻겨 나가고, 남아있는 크러스트는 부드러운 나일론 솔 등으로 문질러 제거한

다. 그러나 다공질 암석인 경우는 가능한 한 적게 물을 사용해야 한다.

3) 스팀(Steam)

0.5㎏/㎠의 압력을 가진 스팀을 긴 노즐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특히 표면에 굴곡이 심

해 기계적 세척이 어려운 곳에 이용하고 솔 같은 것으로 문지른다. 이 방법은 건축물 

세척에 적합하나 예술적인 조각품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4) 습식 블라스팅(Wet grit blasting)

물과 마모입자를 0.5~3㎏/㎠의 압력으로 돌의 표면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건식 블라

스팅 보다 먼지가 안나서 작업자나 주위환경에 무해한 것이 장점이며 주로 건축물에 

활용된다.

5) 건식 블라스팅(Dry grit blasting)

이 방법은 제어하기가 힘들어 때로는 고색창연한 곳 뿐 만 아니라 돌의 깊은 층까지 

제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며 작업자가 세척부분

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되며 자국이 없는 것이 습식 블라스팅

보다 유리하다.

6) 미세 블라스팅(Micro-blasting)

건식 블라스팅과 같은 원리이나 매우 미세한 마모분말(알루미나 혹은 유리미세구슬)

을 사용하므로 매우 부드러운 세척 방법으로 섬세한 석조물 장식품 세척에 적합하다.

7) 화학 세척(Chemical cleaning)

화학 세척 중 계면활성제는 물에 섞어 세척한다. 산 및 염산은 검은 덮개를 녹이는 역

할을 하는데, 염산은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불산 및 산성 불화암모니움염의 

사용도 조심해야한다. 

알칼리는 그리즈와 같은 오일자국이 있을 경우의 세척에 사용된다. 양잿물은 과거에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소디움 핵사메타포스페이트, 암모니움 포메이트, 침투제, 에타

놀아민의 혼합체가 적합하다. 유기용제는 기름이나 지방에 의한 자국제거에 적합하

며 이끼와 같은 미생물 제거에는 펜타클로로페놀을 메탄올에 녹이고 알킬벤젠 설포네

이트 용액을 혼합 사용한다.

화학적 세척을 할 경우, 무슨 종류의 시약을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은 작업방법과 약품의 농도 및 산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처리방법에 따라서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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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까지 사용되는 석조문화재의 세척제는 습윤제, 침

투제, 가용제, 분산제, 유화제, 세척제, 기포제, 소포제, 산화제, 환원제, 표백제, 탈색

제 등과 같은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이다. 따라서 각 문화재의 재질과 오염정도에 적합

한 세제를 선택하기 위한 임상실험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석조문화재의 세척에는 

친수성 비누와 세제 및 비이온 계면활성제(알코올과 에틸렌 세제)가 사용된다.

8) 흡수분말 및 특수점토(Absorbent powder and special clay)

화학 세척시 세척제의 깊숙한 침투를 막고 용해염을 흡수하기 위해 흡수분말을 페이

스트상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사용되는 분말은 마그네시움과 알미늄의 하이드레이티

드 필로실리케이트(hydrated phyllo-silicates)이다. 이 페이스트를 1~2개월간 석조

물 표면에 부착하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 용융염은 흡수되고 나머지 불용해물 및 

페이스트를 솔과 물로 세척한다.

9) 레이저 세척(Laser cleaning)

매우 세련되고 고가인 세척 방법으로 주로 소형 유물세척에 쓰이며 처리면적이 적어 

작업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레이저 세척은 레이저 빔으로 불결한 크러스트 내에 있

는 유기물질을 증발시켜 제거하는 것인데,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발생되며 초점이 매

우 좁고 대리석과 같이 매끈한 표면 세척에 적합하다.

4 .  4   강 화

강화의 정의는 푸석푸석하게 풍화된 석재에 합성수지를 석재 내부에 함침시켜 약화된 

석재조직의 응집력을 회복시켜 석질을 경화하고 물의 침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석재의 풍화나 손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석재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강화제는 실리콘계(에칠실리게이트의 함량과 겔형성률로 

구분),아크릴계(Paraloid B-72 등), 이소시아네이트계(PSNY-6)등여러 종류가 있으

나,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화처리함에 있어서 석조문화재의 재질 및 풍

화상태에 맞는 강화제를 선정하여 적절한 강화방법으로 적용하여야만 효과적인 강화

효능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강화제는 염과 같은 유해 부산물이 형성 되지 말아야하고, 석재의 색상을 변하

게 하지 말아야하고, 암석의 수정기 투과성, 열적, 수성성질을 변화시키지 말아야한

다. 더 나아가서 대기의 환경에서 변화가 없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화처리 방법은 크게 두 방법 인데 함침법과 도포법이다. 이 모두 처리하고

자 하는 표면이 깨끗해야하며, 먼지가 없고 흡수성이 있는 건조한 상태라야 한다. 현장

에서는 주로 도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강화제가 흘러내리지 않고 외부로 증발되지 않

도록 알리미늄 호일, 비닐 등으로 둘러싸서 암석의 내부로 들어가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풍화 훼손된 암석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는 처리 전에 암석의 풍화, 훼손상

태, 재질특성, 수용성 염분오염과 물성 등을 연구하고 강화전처리(사전강화처리, 세

척, 탈염)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강화제와 방법으로 강

화처리 해야 한다.

도9-10 레이져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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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 조 문 화 재  점 검  및  보 존 환 경  관 리  방 안

5 .  1   안 전 점 검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외부환경에 노출되고 축조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풍

화가 진행되고, 보존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형 및 훼손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기적

인 점검과 주변 정비가 예방보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석조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관리이다. 

석조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예방

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옥외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환경과의 반응에 의하여 구조물에 각종 훼손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한번 

손상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및 형태적 변형, 균열상태, 파손 등 훼손현상을 조사하여 문화재의 원

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초기 점검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점검을 말한다. 지정되는 문화재는 지정

후 바로 실시하며, 보수를 통해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

기점검은 문화재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자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문화재 상태의 판단 및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에 초기점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2) 수시 점검(긴급)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옥외에 위치해 있어서 기상악화, 지진, 토목공사 등 특수한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그 안전점검

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악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 지진이 일

어난 경우에는 그 직후에 그리고 대형 토목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발파작업이 있는 직

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정기 점검 

석조문화재는 대부분 옥외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훼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어날 수 있는 훼손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 점검은 최소한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 점검은 여름 장마 및 우

기가 끝났을 때(9월) 및 겨울이 끝나 해동이 되었을 때(3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검자는 해당 문화재의 전반적인 외관형태 및 구조적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

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

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는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다음 점검 및 진단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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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훼손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시험 등 검사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주변 통

제를 해야 하며,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관련 기술자와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는 관련 도면 등에 기록하며, 건조물 전체에 대한 조

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건조

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조물의 해체 보수시에는 폐자재 등에 대해서

도 재료분석까지를 포함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5 .  2   보 존 환 경  관 리  방 안

석조문화재의 손상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석조문화재 풍화의 가장 큰 요인은 물(수분)에 의한 

훼손이며, 물에 의한 훼손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잘 제어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장

기적인 보존대책 강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예로서 보호각 설치, 지하수면을 낮추기 위한 터널 설치, 문화재 주변 배수로를 넓

고 깊게 설치, 주변 통풍이 잘 되도록 정비하는 것 등이며 초본류 제거 등 일상관리를 

철저히 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보존방안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조사하

여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석조문화재의 훼손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훼손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란 어렵지만 예방적인 보존관리는 절실히 요구되며 일반적인 지침을 간단히 나

열하면 다음과 같다.

도9-11 장기적인 대책

1) 일반적인 관리 지침

모든 석조문화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연역, 보수 및 보존처리 이력을 기록함을 원칙

으로 해야할 것이다. 일반적인 관리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디지털 카메라도 가능)을 보관하면서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비교하여 보

존상태의 이상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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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환경 정비 지침

석조문화재의 주변은 항상 건조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된다. 지반으로부

터 수분이 침투할 경우 석재와 반응하면서 광물들을 풍화시키며 토양에 들어 있던 염

분들이 물에 의해 상승하여 석재에 염광물들이 석출된다. 또한 수분이 침투된 부위에

는 동시에 습기로 인하여 생물서식이 왕성하게 되기에 배수로 확보와 같은 주변 환경

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석조문화재 주변 수목, 잡풀, 잔디 등의 제거는 여름철의 강우시기 전후에 조사를 실시

하여 석조문화재 표면의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해야 한다. 문화재 반경 5m 이내에는 수

목과 잔디 등의 식물이 자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시를 위한 석재도 바닥에 고

임을 하여 지면 습기와 초본류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자생하는 수목은 경관을 위하여 보호되나 석조문화재 주변에 그늘이 생기고 

다습하게 되어 이끼, 조류 및 박테리아의 서식이 증가한다. 생물의 서식은 암석의 화

학적 풍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식물의 근압에 의해 절리가 더 벌어지고 또 다른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 주변의 산불로 훼손될 수 있고 큰 고목은 낙뢰와 태

풍 등의 자연현상으로 도괴되면서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겨울철에 수목의 가지치기나 제거해야한다.

도9-12 배수로 정비

도9-13 전시 환경의 개선

도9-14 주변 식생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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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석비 비신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재질 종류, 이들 재질이 석비 제작에 사용된 이유와 이러한 재질특성으로 발생된 석비의 주요 훼손양상

과 보존방안에 대해 설명 하시오.

2. 석조문화재에 사용되는 강화제의 종류와 특성,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석조문화재 세척의 목적, 세척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 건축물의 세척과 다른 점은?

4. 석조문화재 표면 무기, 유기 오염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석조문화재가 산성비에 의해 풍화되는 메카니즘과 보존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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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석조문화재의 풍화를 촉진하는 지의류의 일반적 특성과 제거방안은?

7. 에폭시수지의 특징과 보존처리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석조문화재의 산지추정 과정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9. 석조문화재 정밀안전진단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석조문화재 풍화훼손지도에 대한 설명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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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는 인류 문화와 지식을 담는 고서, 도서, 문서, 도면, 그림 등의 기록재료로 가장 

우수하고 많이 사용되어온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이전의 기록재료는 동양에서는 

갑골, 도기, 죽간, 목독, 견(비단) 등이 있었으며, 서양에서는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

지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재료들은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편리성, 경제성, 이동성 

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상 종이는 서기 105년 채륜(蔡倫)이 인피섬유(예 : 닥나무)와 넝마 등 식물섬유

를 가지고 만들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따라 지금의 종이

를 탄생시켰다.

본 장에서는 인쇄술과 종이산업의 발전에 따라 나무(목재)를 주원료로 하는 서양식 종

이제조방식으로 생산된 양지의 제조과정과 그에 따른 보존성 측면에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처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종 이 의  탄 생

처음 종이는 중국 후한서의 환관전(宦官傳) 기록에 의하면 채륜이 닥나무 등 인피섬

유, 넝마 등을 물에 불리고 찧어서, 섬유들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수분을 건조시켜 얇

고 넓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즉, 종이는 식물성 섬유와 물이 혼합된 현탁액을 미

세한 망(screen)으로 걸러 초지(제조)한 펠트상의 판상제품이다.

종이의 원료는 각종 식물성 섬유이며, 크게 비목질섬유와 목질섬유로 구분된다. 비목

질섬유는 초본류, 목본류의 인피(겉껍질)에서 주로 얻으며, 목질섬유는 목본식물의 

목부(木部)에서 얻는다.

비목질섬유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목본 인피(木本 靭皮) : 닥껍질(닥나무), 삼아피(三椏皮), 안피(산닥나무), 상피(뽕나무)

·초본 인피(草本 靭皮) : 아마(亞麻), 케나프(Kenaf), 황마(黃麻)

·엽 섬유(葉 纖維) : 마닐라 마, 사이잘 마

·화본과 식물섬유(禾本科 植物纖維) : 짚, 사탕수수 바가스, 대나무

· 종모(種毛) : 목면(木棉), 린터(linter, 면종자에서 긴섬유(lint)를 뽑은 후 종자에 남

은 짧은 섬유)

목질섬유는 나무의 목부를 말하며 목재는 크게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한다. 이중 종

이제조용 펄프용재로 사용되는 침엽수는 30여종, 활엽수는 10여종이 있다.

오늘날 대량으로 생산되는 종이는 약 93%이상 목재에서 펄프화를 거쳐 생산한다. 그

러므로 종이의 특성은 목재의 구조와 성분에 따라 결정된다. 비목질섬유(닥나무)를 원

료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韓紙)와 대조되는 목재를 원료로 하고 서양식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종이를 양지(洋紙)라고 한다. 대표적인 양지로 신문용지, 인쇄

용지, 필기용지, 복사용지, 포장용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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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재 의  섬 유  특 성

2 .  1   섬 유 의  구 조 적  특 성

침엽수 및 활엽수 섬유의 형태를 현미경으로 보면, 침엽수(소나무)는 섬유속이 비여 있

고 막공이 존재하는 장섬유로 구성세포는 가도관 95%, 방사세포 4%, 기타 1%로 구성되

어 있다. 활엽수(참나무)는 섬유속이 비여 있고 끝이 뾰족하며 막공이 없는 단섬유로 구

성세포는 목섬유 27~70%, 도관 12~55%, 유세포 및 방사세포 7~20%로 구성되어 있다.

섬유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지의 원료인 닥섬유는 침엽수 및 활엽수보다 섬유의 길이

가 2~15배 이상 길어 섬유결합력이 강하고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종이(한지)를 

생산할 수 있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비교하면, 활엽수는 침엽수 보다 섬유 길이가 짧은 단섬유로 목섬

유와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엽수는 섬유장이 짧아 인장강도가 낮고, 섬유벽이 두

꺼워 섬유 유연성이 낮고, 섬유간 결합력이 떨어진다.

2 .  2   화 학 적  특 성

나무(목재)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주성분(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과 

부성분(탄닌, 로진 등)이 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주성분 비율을 보면(표10-2) 침엽수는 

활엽수보다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비율이 낮고, 대신 리그닌의 비율이 높다. 

부성분(각종 추출물)은 침엽수에서 많이 추출된다.

섬유구분(구성) 섬유 길이(㎜) 섬유 폭(㎛) 섬유벽 두께(㎛) C-stain 염색 후 섬유 색상

닥 섬 유 3~16 20~30 - 갈색

침 엽 수(가도관) 3~7 20~50 3~5 자주빛 회색

활 엽 수(목섬유, 도관) 1~2 10~40 3~7 푸른색

🅒 활엽수 섬유🅑 침엽수 섬유🅐 닥 섬유
도10-1 종이 원료로 사용되는 섬유

표10-1 종이 원료의 섬유 크기

※섬유의 크기는 평균적인 수치로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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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룰로오스(Cellulose)

셀룰로오스는 식물체의 세포벽 주성분으로 섬유소라고도 한다. β-D-glucose가 1-4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선상 사슬모양 연결된 고분자 화합물이다. 셀룰로오스 분자식

은 (C6H10O5)n으로 고분자의 중합도(n)는 10,000정도이며, 목재 주성분 중에 가장 많

이 차지한다. 셀룰로오스 단량체(cellulose unit)에 3개의 수산기가 있어 인접한 단량

체의 수산기와 수소결합을 통해 섬유를 형성한다. 셀룰로오스는 백색의 고체 상태로 

물(중성)이나 알칼리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나 강산에서는 분해된다.

셀룰로오스는 면섬유에는 약 98%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한지의 주원료인 닥섬유, 아

마, 대마, 황마 등 인피섬유는 70%이상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인 종이의 원료인 목재 

섬유에는 40~50% 함유하고 있다.

2) 헤미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는 목재의 세포벽에 여러 종류의 당잔기가 결합된 고분자로 존재한

다. 셀룰로오스보다는 중합도(n)가 매우 작아 100~200정도 이다. 헤미셀룰로오스는 

수분과 친화력이 높아, 전체 섬유의 본질적인 특성인 섬유 팽창성, 유연성, 친수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물에 대해 친수성인 헤미셀룰로오스는 섬유간 수소결합력을 증가시

킨다. 헤미셀룰로오스는 침엽수에는 25~35%, 활엽수에는 17~35%를 함유하고 있다.

3) 리그닌

리그닌은 세포간층과 세포벽 사이를 연결 또는 접착시켜 목재 세포를 강하고 견고하

게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리그닌은 화학적으로 페닐-프로판(phenylpropane, C6-

C3)을 기본단위로 에테르 결합 또는 탄소-탄소결합의 삼차원적 망상구조 상태로 목

재에 존재한다.

리그닌은 물에 대해 소수성으로 섬유간 결합을 저해한다. 또한 빛과 반응하여 황변화

를 유발하는 변색 원인 물질이다.

4) 기타(추출물)

목재에는 주성분(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외 1~8%의 추출물질을 함유

하고 있다. 주요 추출물은 탄닌류, 로진, 테페노이드류, 플라보노이드류 물질이 있다.

구   분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추출물 회분

닥 섬 유 70% 이상 16% - - 2~4%

침 엽 수 45~50% 25~35% 25~35% 3~8% 0.2~0.5%

활 엽 수 40~50% 17~35% 18~25% 1~5% 0.4~0.8%

도10-2 셀룰로오스 화학구조.(이귀복 외 3인, 2002).

표10-2 종이 원료의 화학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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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 이  제 조  과 정

3 .  1   펄 프 ( P u l p )  제 조

펄프는 종이제조용 섬유상 원료를 말한다. 종이제조용 펄프는 목재를 가공하는 방법

에 따라 기계적 처리로 제조된 기계펄프(mechanical pulp), 화학적 처리로 제조된 

화학펄프(chemical pulp), 기계와 화학적 처리를 병용한 반화학펄프(semi-chemi-

cal pulp)로 구분된다. 기타 고지를 다시 사용한 재활용펄프도 있다.

펄프의 원료, 제조방법, 표백유무 등에 따라 펄프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기계펄프는 마쇄(분쇄)공정에서 물리적으로 섬유표면 손상, 섬유 절단으로 미세섬유 

증가, 단섬유화(절단), 섬유 강도저하 등이 발생된다. 화학적으로는 섬유 속의 리그닌

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섬유의 유연성, 신축성이 떨어진다.

화학펄프는 가온, 가압으로 섬유 속의 리그닌을 용출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셀룰로

오스, 헤미셀룰로오스까지도 손상을 미쳐, 펄프화 비율이 기계펄프(85~95%)보다 화

학펄프(40~55%)가 떨어진다. 그러나 섬유 속의 리그닌이 대부분 제거되어 순수 셀룰

로오스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섬유의 유연성, 신축성이 향상되고 섬유의 강도가 강

해지는 특성이 있다.

반화학펄프는 목재(칩)를 먼저 약품으로 증해(연화)처리하고 리파이너(disc refiner)

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마쇄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러므로 기계펄프와 화학펄프

의 중간 특성을 나타낸다.

3 .  2   종 이 ( P a p e r )  제 조

종이의 제조(초지) 공정은 펄프 섬유와 물이 혼합된 현탁액을 판상형 종이(sheet, 지

구   분 기계 펄프화법 반화학 펄프화법 화학 펄프화법

제조방법
(펄프화 공정)

기계적으로 목재를 분쇄하여 펄프화 시킴
(펄프화 비율 85~95%)

화학적, 기계적 처리를
병용하여 펄프화 시킴
(펄프화 비율 55~85%)

열과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약품을 투여하여 
목재를 펄프화 시킴
(펄프화 비율 40~55%)

섬유의
화학적 변화

쇄목석 또는 기계적인 마쇄로 
화학적 특성의 변화가 없음

일부 리그닌과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으로 구성

리그닌이 분해 및 용출되고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으로 구성

섬유특성

- 단섬유(미세섬유 30%)
- 세포벽이 두껍고 강직
- 피브릴화가 어렵다
- 섬유강도가 약하다

- 기계, 화학펄프의 중간적 특성

- 장섬유(미세섬유 거의 없음)
- 세포벽이 얇고 유연함
- 피브릴화가 용이함
- 고강도, 신축성 우수

종 류
- 쇄목펄프
- 리파이너 기계 펄프
- 열기계 펄프

- 중성 아황산 반화학 펄프
- 고수율 크라프트 펄프

- 크라프트 펄프
- 아황산 펄프
- 소다 펄프

표10-3 펄프화 제조공정별 섬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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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 이  구 조 적  특 성

1) 평량(Basis Weight, g/㎡)

종이의 일정한 면적(㎡)당 무게(g)를 평량(g/㎡)이라고 한다. 종이 가로(1m)×세로

(1m)로 절단하고 그 무게(g)를 측정하여 평량으로 표시한다. 평량은 종이의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며, 종이를 구별하고 비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2) 두께(Thickness, ㎜)

종이의 단면(표면과 이면의 수직 거리)을 두께라고 한다. 종이 두께는 ㎜, ㎛ 등으로 

표시한다. 종이의 두께는 균일성이 중요하며, 고품질의 종이와 인쇄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다.

3) 밀도(Apparent Density, g/㎤)

종이 제조 시 섬유간 결합력과 관련된 밀도는 종이의 무게(평량, g/㎡)를 두께(㎜)로 

나눈 수치(g/㎤)로 표시한다. 같은 무게(평량)의 종이가 두꺼운 것은 밀도나 낮고, 얇

은 것은 밀도가 높은 종이이다. 종이의 밀도는 종이 강도와 보존수명을 결정하는 중

요한 특성이다.

4) 지합(Formation)

종이 제조 시 섬유와 기타 첨가물질들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결합된 형상을 지합이라

필)로 만드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장망식 초지기가 사용된다. 초지기는 섬유 현탁액

을 헤드박스를 통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와이어(테이블)에 분사하여 지필을 형성하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압착과 건조를 거쳐 종이를 생산한다.

그림 10. 3은 장망식 초지기의 모식도로 기능별로 와이어부(테이블)와 압착부(프레스

부+건조부)로 구분할 수 있다. 와이어부는 습부(wet end)로 지필이 형성, 탈수되는 구

간이며, 압착부는 건부(dry end)로 압착, 건조, 캘린더 공정을 거쳐 종이가 완성된다.

도10-3 장망식 초지기 모식도.(김철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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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종이의 원료인 섬유의 특성(길이, 폭)과 종이 제조방법, 기술수준 등과 관련

된다. 특히, 섬유길이가 길면 섬유끼리 뭉침이 생겨 지합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지합

지수(formation index)는 종이 품질과 광학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

  
지 합 지 수 ( F I )  =  

 평 량 표 준 편 차 ( σ ( W ) )

   평 량 평 균 ( W m )

5) 섬유방향성(Fiber Orientation)

종이 제조 시 섬유가 헤드박스(H/B)에서 와이어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배열되는 방향

을 종방향(기계방향, machine direction, MD)라고 하며, 종방향의 수직방향을 횡방

향(폭방향, cross direction, CD)라고 한다. 종이 제조 시 초지기의 기계방향(와이어 회

전방향)으로 섬유가 배열되는 특성을 종이의 방향성이라고 하며, MD와 CD의 방향에 

따라 종이의 강도, 수축과 팽창의 차이 등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6) 양면성(Two Sideness)

종이 제조 시 섬유가 와이어상에 흡착하면서 와이어와 닿는 이면과 닿지 않는 표면으로 

구분된다. 와이어와 닿는 면을 이면(wire 면)은 섬유가 탈수하면서 밀착되어 밀도가 높

고 평활한 특성을 보이며, 표면(felt 면)은 이면보다는 밀도가 낮고 거친 특성이 있다. 즉 

종이 제조 시 이면과 표면의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종이 양면성이라고 한다. 

7) 함수율(Moisture Content)

종이의 섬유(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는 친수성이라서 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

으며, 이를 흡착층이라고 한다. 또한 종이는 수소결합을 통한 표면장력이 작용하여 만

들어진다. 그러므로 종이는 생산 시 일정한 수분(5~8%)을 함유하고 있다.

종이 함수율은 종이를 건조 전(a)과 건조 후(b)의 무게 차이를 건조 전(a) 무게로 나누

어 백분율로 산출한다.

 ( a - b )  
×  1 0 0  =  함 수 율 ( % )

 a

종이 함수율은 종이의 강도와 치수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함수율이 낮아지면 종이 

인열강도가 떨어지며, 특히 내절도가 급격하게 저하된다.

8) 치수안정성(Dimensional Stability)

종이의 치수안정성은 고품질의 인쇄용지, 보존성 우수한 보존용지에 특히 중요한 성

질이다. 종이 제조 시 섬유의 방향성(배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섬유의 배열 방향성

에 따라 종방향(MD), 횡방향(CD)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 종이는 건조하거나 다습한 

환경에서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수축과 팽창하는 변화의 차이가 발생한다.

목재 섬유의 수축과 팽창 비율은 섬유 길이방향 1~2%, 폭방향 20~30%이다. 종이는 

섬유의 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섬유의 치수안전성과 연계관계 있다.

도10-4 초지기 모식도(기계방향 MD, 폭방향 CD)

도10-5 종이 단면 사진(상단 : 표면, 하단 :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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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법(KS법) 강도적 성질과 보존특성 단위(SI)

내절강도(MIT)
(Folding Strength) M7065

- 종이 앞뒤로 접어 절단되는 횟수
- 보존성지수, 인장강도, 신장률과 연관
- 지폐용지, 증권용지, 보존용지 등

log10(접힘 횟수)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M7014

- 종이를 잡아당겨 끊어지는 힘 
- 섬유길이, 평량, 내구성과 연관
- 신문용지, 포장지, 종이 백 

kN/m

파열강도
(Burst Strength) M7017

- 압력을 가해 파열되는 힘
- 종이의 저항도와 연관
- 종이봉투, 시멘트포장지 등

kN/㎡

인열강도
(Tear Strength) M7016

- 종이를 찢는데 들어가는 힘
- 보존성지수, 섬유방향성과 연관 
- 서적용지, 잡지, 보존용지 등

mN

휨강도
(Stiffness)

TAPPI
T451

- 종이 휨(변형)에 대한 저항
- 종이 두께와 유연성에 연관 
- 카드용지, 포스터용지 등

mN

5
종 이  강 도 적  성 질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강도적 성질은 종이의 품질과 사용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균일한 품질의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이의 강도별 규정된 측정

방법(표10-4)에 따라 측정한다.

또한 종이의 강도는 보존성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보존성이 우수한 종이의 경우 일

정 수준이상의 강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종이는 외부와 내부적 환경에 따라 강도가 저

하되므로 강도의 저하 정도는 보존 수명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표10-4 종이 강도 측정법과 보존특성

인열강도 측정기 내절도 측정기 인장강도 측정기 파열강도 측정기

도10-6 종이 강도 측정기(이귀복 외 3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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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방법 광학적 성질과 보존 특성

백색도
(Brightness) 457㎚인 빛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방법 종이의 노화(보존성)와 밀접한 관계, 리그닌 함량이 높은 경우 

황변화로 인해 백색도가 감소됨

색
(Color)

Munsell시스템의 3차원성질
(명도, 채도, 색상)로 표현

종이의 빛 흡수 특성에 따라 색이 결정되며, 염료와 안료로 착색된 종이는 
보존환경에 의한 변색, 탈색 등으로 색의 변화가 발생됨

불투명도
(Opacity) 종이를 투과한 빛의 총양에 의해 결정 빛을 전혀 투과시키지 않은 불투명지로 검정색종이, 판지 등이 있으며, 

인쇄용지, 필기용지의 경우 약 90%의 불투명성을 갖는다.

광택도
(Gloss)

광학적으로 평활한 표면으로부터 
정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

종이 표면의 굴곡과 거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광택은 종이 표면의 평활도, 
인쇄 품질과 관계가 있음.

6
종 이  광 학 적  성 질

7
종 이  보 존 성  예 측  지 표

빛은 종이에 비추어지면 반사, 흡수, 투과, 산란된다. 종이 내부의 섬유, 미세분 기타 

충전제들은 빛에 대하여 모든 방향으로 산란시킨다. 이러한 산란현상은 빛의 입사광

에 반사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0-5>는 종이의 광학적 성질을 백색도, 색, 불투명

도, 광택도로 구분하였다.

이들 성질 중에서 백색도는 종이내부의 리그닌과 불순물에 의한 요인으로 종이를 생

산하는 단계에서는 펄프와 종이에서 리그닌과 불순물을 제거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

법이며, 생산된 종이는 장기간 빛에 누출 시 파랑색과 보라색 영역의 자외선(400~500

㎚)을 흡수하여 황색으로 변색된다. 즉, 백색도는 빛에 의한 변색(열화)과 노화도를 측

정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종이의 백색도는 리그닌의 함량이 높은 기계펄프와 미표백펄프로 생산된 종이의 경우 

급격하게 감소하며, 표백펄프로 생산된 셀룰로오스 함량이 높은 종이에서도 산성화 

및 건조화 과정에서 셀룰로오스가 분해되면서 백색도가 떨어진다.

1) 산성도(pH)

종이는 제조과정에서 산성(pH 7 이하), 중성(pH 7), 알칼리성(pH 7 이상) 용지를 생

산할 수 있다. 종이의 pH는 보존수명을 예측하는 화학적인 특성으로 장기간 보존으

로 산성화가 진행되고 보존수명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보존용지의 pH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pH 7~8)으로 생산된다.

pH측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pH 지시약, pH 펜, pH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표10-5 종이 광학도 측정법과 보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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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미터 pH 지시약 pH 펜

2) 내절도

내절도는 종이에 일정한 힘(1kgf)으로 당기면서 끊어질 때까지 접힘 횟수를 측정하는 

강도적 특성이며, 보존수명을 예측하는 지표로 내절도가 떨어질수록 보존수명이 짧

아진다. 내절도는 섬유결합력 저하, 산성화, 건조화 등 종이가 열화되면서 초기 생산

된 종이보다 점점 감소된다.

같은 종이라도 종이의 섬유 방향성에 따라 내절도의 차이가 발생된다. 즉 종방향(MD)

과 횡방향(CD)에 따라 내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강도(측정값)를 비교 시 

각 방향별로 해야 한다.

3) 인열강도

인열강도는 종이를 찢어짐(out-of-plane)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강도적 특성이

며, 보존수명을 예측하는 지표로 섬유장이 짧고, 섬유결합력이 적을수록 인열강도가 

떨어지고 보존수명이 짧아진다. 내절도와 같이 종이의 섬유 방향에 따라 인열강도의 

차이가 발생된다.

4) 내광견뢰도

종이는 빛(자외선)에 노출 시 광화학반응이 일어나 변색 또는 퇴색된다. 종이의 내광

견뢰도는 종이가 빛에 노출 시 변색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인공 노화가속기(weath-

erometer, 강한 자외선을 인공적으로 발산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광에서 노출되

는 시간과 비교하여 변색 정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여 측정한다.

종이의 내광견뢰도가 높을수록 빛에 안전하고 변·퇴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

로 보존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10-7 종이의 pH 측정 방법(이귀복외 3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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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 존 용 지 의  규 격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종이의 물성이 변화 없이 장기

간 보존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보존용지에 대한 품질규격을 정하고 있다. 보존용지의 규

격은 종이의 원료인 펄프, 제조방법, 물리적 강도, 광학적 특성 등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

다(표10-6). 보존용지는 종이원료인 펄프조성에 따라 보존용지 1종은 화학펄프 100%, 2종

은 화학펄프와 화학펄프와 동등한 펄프(재활용펄프)를 추가해서 생산한다.

한국은 외국(단일종류)과 다르게 보존용지 1종, 보존용지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한, 각각 종류별 보존백상지, 보존아트지, 보존복사지 3가지 지종으로 나누어 평량

별 인열강도와 내절도를 제시하고 있어, 외국의 경우보다 보존용지 종류와 지종별 세

분화된 보존용지의 규격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존용지는 지종별, 평량별, 섬유방향

(MD, CD)별 물리적 강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항  목 한국 보존용지 규격 ANSI Z39.48-1984 규격 ISO 9706-1994 규격

종  류 1종, 2종 단일종류 단일종류

pH pH 7.5이상(냉수추출법) pH 7.5이상(냉수추출법) pH 7.5~10(냉수추출법)

펄프의 종류 1종 : 화학펄프 100%
2종 : 화학펄프+동등펄프 화학펄프 100% 화학펄프 100%

탄산칼슘함량 2% 이상 2% 이상 2% 이상

내절도 (참조) 표 10. 7 CD 30회 이상(1㎏/㎠)

인열강도 (참조) 표 10. 7

MD 60 lb/㎡ 50gf 이상
50 lb/㎡ 40gf 이상
40 lb/㎡ 32gf 이상
30 lb/㎡ 24gf 이상

CD, MD에 관계없이
Υ(인열강도)=6ω(평량)-70을 만족시킴

기타사항 백색도 75% 이상 인쇄물에 마크 사용 Kappa 값 5.0미만

표10-6 한국보존용지, ANSI Z39.48-1984, ISO 9706-1994 규격

표10-7 한국 보존용지의 지종별 물리적 강도 기준

종이 종류 평  량(g/㎡) / 강도 MD방향 CD방향

보존백상지 70
인열강도(g f) 20 25

내절도(회/kgf) 15 10

보존아트지 100
인열강도(g f) 35 40

내절도(회/kgf) 35 20

보존복사지 70
인열강도(g f) 30 35

내절도(회/kgf)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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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 이 의  보 존 환 경  특 성

9 .  1   온 도 와  습 도 ( 상 대 습 도 )

종이 재질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보존수명을 연장하고 훼

손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이다. 고온(고열)은 종이의 화학적 열화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종이는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고 낮으면 수축이 발생하므로 급격한 온

도변화는 수축과 팽창에 따른 응력의 작용으로 섬유결합력을 약화시켜 결국 종이를 

훼손시킨다.

또한 높은 습도의 환경에서는 수분을 흡수하여 가수분해를 촉진시키며, 곰팡이, 세균 

등 미생물이 급속한 생육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낮은 습도는 종이의 

함수율을 떨어뜨려 종이의 건조화, 바스러짐 등 훼손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종이 재질에 적절한 온도는 일반적인 실내온도(20~24℃)보다 1~2℃ 낮은 

온도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습도는 종이 주성분인 셀룰로오스가 40~55%에서 물

리·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65%이상 시 미생물이 생육에 따른 생물학적 피해가 발생

되므로 65%이하에서 셀룰로오스가 안전정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적합하

다. 온도와 습도는 동시에 정한 기준으로 항온·항습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종이기록물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18~22℃, 40~55%로 설정하고 있다.

9 .  2   빛

종이의 주성분 중에서 셀룰로오스가 공기 중의 산소와 산화 열화반응이 일어날 때 빛

은 간접적으로 산화 열화반응을 가속화(촉진)시키며, 직접적으로는 빛은 섬유간 수소

결합을 끊어 섬유결합력 약화 및 절단 등의 훼손을 유발한다.

종이의 주성분은 셀룰로오스 〈 헤미셀룰로오스 〈 리그닌 순서로 빛의 영향을 받는다. 

셀룰로오스는 빛을 흡수하지 않아 비교적 안정하지만, 단파장의 자외선에 장기간 노

출 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헤미셀룰로오스는 빛에 의해서 알콜성 수산기로부터 

탈수소 반응으로 수산기가 소실되고 쉽게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 섬유결합력을 저하

시킨다. 리그닌은 빛에 가장 민감하고 광화학반응으로 황변화 등 변·퇴색 현상이 발

생한다.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자외선(380㎚보다 

짧은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 종이의 화학작용과 훼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빛에 자연광(태양)과 인공광(형광등, 백열등, 할로겐등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인공광의 자외선 비율은 형광등 〉 고압나트륨등 〉 할로겐등 〉 백열등 〉 

LED 순으로 최근에 개발된 LED등이 자외선이나 열발생 측면에서 자료에 가장 안정

적인 인공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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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   공 기 오 염 ( 유 해 기 체 ,  미 세 먼 지 ,  미 생 물  등 )

종이는 대기 중의 공기와 보존공간(서고, 수장고, 전시장 등)의 공기오염으로 훼손이 

유발된다. 산업의 발전, 대기오염, 실내 환경문제 등 공기의 오염은 종이 재질의 물리·

화학적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다.

공기오염물질로 각종 유해기체(이산화황, 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

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미세먼지, 미생물(곰팡이, 세균 등)이 있다. 그러므로 종이

재질을 포함한 각종 문화재, 기록물, 시청각, 전자매체 등은 보존장소의 공기질에 대

한 기준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유지 및 관리가 훼손을 예방하는 첫 단계이다.

오염물질 허용범위 참  고

이산화황(SO2)

0.05ppm 이하

대기중 황(S)과 산소(O2)결합으로 SO2 발생

산화질소(NOx) 대기중 질소(N)과 산소(O2)결합으로 NO2 발생

오존(O3) 성층권에서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 생성되며, 강력한 산화력을 갖고 있음

포름알데히드(HCHO) 120㎍/㎥ 탄소가 포함된 무색의 수용성 가스로 주로 접착제에서 발생됨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무색무취 독성가스로 석탄, 석유 등 연소 시 발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대기 중에 광화학반응으로 증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을 총칭한다.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 등이 있음

미세먼지(PM-10) 50㎍/㎥ 입경 10㎛ 이하의 미세먼지로 각종 분진

표10-8 자료보존서고 공기오염 기준(참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1 0
종 이 의  훼 손

종이는 보존환경과 취급과정에서 자연적, 인위적 손상을 입게 된다. 자연적으로 종이

의 변색, 탈색, 건조화, 산성화 등으로 외형적(물리·화학적 특성) 상태가 나빠졌지만 

종이에 기록된 글, 그림 등 내용을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열화(劣化, degra-

dation)상태라고 한다.

종이가 열화상태에서 물리·화학적인 손상이 계속 진행되어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도 판독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여 신속한 수선(修繕, repair) 또는 복원(復元, resto-

ration)작업이 요구되는 단계를 훼손(毁損, deterioration)상태라고 한다.

1) 종이 황변화에 의한 변색·탈색

종이의 화학적 성분 중에서 리그닌(lignin)은 빛(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황색으로 변색된다. 이러한 황변화 현상은 기계펄프나 쇄목펄프처럼 리그닌이 함유된 

펄프로 제조된 산성 종이의 경우 더 빠르게 변색된다. 또한 빛은 인쇄된 잉크의 휘발과 

탈색을 유발하여,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훼손시키기도 한다.

도10-8  황변화 현상 
(상 : 중성지/백색, 하 : 산성지/황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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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9 세균과 곰팡이 생육 특성

2) 종이 건조화, 산성화에 의한 바스러짐

종이는 대기 중에서 보통 8~1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고온 또는 건조한 환경, 

급격한 온·습도 변화 등 부적당한 환경에서 종이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한 상태

가 된다. 또한 공기 중 산성유해물질(가스)과 종이내분의 산성성분에 의한 산성화로 

종이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의 수소결합이 약해지거나 깨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산성화 

현상은 산성초지법으로 생산된 산성용지의 경우 더 빠르게 발생된다.

종이 건조화 및 산성화 현상은 종이내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셀룰로오스의 수소결합

이 파괴되어 결국 종이의 물리적 강도를 저하시켜 바스러지는 훼손상태가 된다.

3)  미생물(곰팡이, 세균)에 의한 종이 훼손(얼룩, 탈색, 오염, 냄새, 강도저하, 부분 결실 등) 

미생물 피해는 부적절한 보존환경과 종이자료에 포함된 미생물 영양소에 의해 유발

된다.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다습한 환경 특히, 상대습도 65%이상에서 장기간(72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미생물이 급격하게 번식하여 종이자료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또한 미생물의 영양소로 종이, 제본풀, 아교, 가죽 등이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생육에 

도움을 준다.

종이에 피해를 주는 미생물은 곰팡이류와 세균류가 있는데, 세균보다는 곰팡이가 영

향이 크다. 곰팡이는 생육하면서 분비물과 포자에 얼룩, 탈색, 변색의 오염과 냄새를 

유발한다. 또한 곰팡이 중에는 셀룰로오스를 영양소로 하는 종류가 있다. 그러므로 곰

팡이가 셀룰로오스를 공격하여 섬유의 강도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세균은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를 갖고 있어, 미세하지만 섬유내의 셀룰로오스 분해로 

인한 종이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자료에 있는 풀, 접착제, 기타 유기물질

을 영양소로 번식하여 얼룩, 착색 등의 오염을 유발시킨다.

구  분 세  균 곰 팡 이

진화도/ 세포 하등/단세포 고등/다세포

크기 0.2~2㎛ 10~20㎛

영양원 단백질 탄수화물

배지(pH) 약알칼리성 약산성

수분 요구량 크다 작다

산소 요구량 작다 크다

훼손 형태 셀룰로오스 분해 효소, 얼룩, 착색 등 셀룰로오스 공격, 분비물 얼룩, 탈색, 변색 등

도10-9 바스러짐 현상

도10-10 곰팡이에 의한 훼손(이귀복 외 3인, 2002)

🅐 산성화에 의한 훼손

🅐 산성화에 의한 훼손 🅑 배설물에 오염된 표지

🅑 건조화에 의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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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충, 동물에 의한 종이 훼손(구멍, 부분 결실 등)

종이자료를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해충은 좀, 바퀴, 흰개미가 있으며, 기타 책다드미, 

딱정벌레, 파리, 벌이 있다. 동물은 쥐, 다람쥐 등이 있다.

①  좀 : 좀은 주로 옷, 책표지 등 섬유류에 피해를 입히며, 서적류의 제본풀이나 표

지의 접착제를 먹으면서 생육한다.

②  바퀴벌레 : 바퀴벌레 종류 중 집바퀴, 이질바퀴, 먹바퀴가 대표적으로 서적의 표

지나 속지를 갉아먹는다.

③  흰개미 : 목재건축물, 목재서가 등 종이보다는 목재류에 피해를 입히며, 목재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갉아먹어 장속에서 발효시키고 흡수

하여 생육한다.

④  책다드미 : 각종 서적에서 기생한다고 해서 책이(booklice)라고 하며, 제본풀

을 먹으면서 생육한다.

⑤  딱정벌레 : 딱정벌레는 권연벌레과, 수시렁이과, 개나무좀과, 가루나무좀과가 

있으며, 종이, 가죽, 목재 등에 피해를 주며 주로 나무속에 알을 낳고 산란 부화

하여 생육하므로 목재부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1 1
종 이 의  과 학 적  보 존 · 복 원 처 리

보존(preservation)이란 유물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대응방법으로 

최적의 보존환경 유지, 훼손 예방, 대체매체변환, 재난예방대책 마련 및 보존에 관련

된 관리부분, 재정적 부분, 인력운영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보존업무 중 훼손예

방 차원의 특별한 대응조치(유물에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행동이나 과정)를 보존처리

(conservation)라고 한다. 복원처리(restoration)란 훼손된 유물에 원형의 복원하기 

위한 개별적이고 특별한 복원과정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훼손예방차원 보존처리방법으로 소독처리와 탈산

처리방법을 소개하고 훼손된 자료의 복원처리과정으로 조습처리→건식세척→습식

세척→수작업복원→기계식복원(리프캐스팅)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습처리

종이자료는 보존 및 복원처리 전에 너무 건조한 상태인 자료들은 사전에 조습처리를 

실시한다. 건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펼칠 경우 바스러지거나 찢어져 훼손될 수 있으

므로 종이에 수분을 공급하여 어느 정도 유연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보존 및 복원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접혀졌거나 두루마리 형태로 된 자료는 종이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간 상

태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분을 재공급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조습처리

는 증류수나 중성수를 사용하며, 종이내 수분 공급 시 직접적인 분무보다는 대기 중에 

가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분공급으로 인쇄, 

그림, 재질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좀

🅐 물통을 이용하는 방법

🅑 해충 훼손(갉아먹음)

🅑 조습처리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도10-11  해충에 의한 훼손된 자료 
(이귀복 외 3인, 2002)

도10-12 조습처리방법(이귀복 외 3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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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세척

종이세척 방식으로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으로 나눌 수 있다. 건식세척은 종이표면의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다른 유물이나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우개, 지우

개 패드, 붓(브러시) 등의 도구와 진공청소기를 사용한다.

건식세척의 순서는 먼저 부드러운 붓으로 이물질을 털어내고, 지우개를 갈아 분말상

태로 만든 지우개 가루를 종이표면에 뿌려주고 가볍게 문질러 오염물질이 지우개 가

루에 부착되면서 제거한다. 지우개 가루를 면주머니에 넣은 지우개 패드, 건식 스폰

지, 부드러운 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건식세척은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빠르게 처리 

시 종이가 찢어지거나 바스러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 습식세척

건식세척 후 종이 표면이 아닌 섬유사이의 얼룩, 착색 등의 오염은 습식세척을 실시한

다. 습식세척은 중성수(증류수)를 종이 표면에 분사하는 분무방식과 수조에 일정시간 

담가놓는 침수방식이 있다. 종이 섬유사이에 잔존하는 곰팡이 얼룩, 해충 배설물, 세

균 변색물질, 수용성 산 등을 중성수를 분무하거나 장기간 침수시켜 오염물질을 용해

시키면서 제거한다. 중성수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화학약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화

학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다시 중성수로 세척하여 잔류약품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습식세척은 사전에 종이, 필기구, 인쇄잉크, 제본접착제 등이 물에 안전하거나 변형

이 없는지 점검하고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습식세척 후 건조과정에서 수축으로 

인한 훼손이나 물리·화학적 변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습식세척을 신중하게 검토하

고 적용해야 한다.

세척작업은 모든 보존·복원작업의 전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지만 전문

가적인 경험과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

4) 수작업 복원처리(배접, 부분배접)

훼손된 종이자료는 물리적으로 복원하는 배접 또는 부분배접(결실부 복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복원의 기본원칙상 원본 형태유지와 최소한의 복원을 고려 시 부분배접이 

뒷면을 전체적으로 배접하는 복원방법보다는 바람직하다.

⑴ 배접

배접은 전통적인 복원방법으로 원본의 뒷면에 복원용지를 붙여 종이의 물리적 강

도를 보강한다. 배접 시 원본과 유사한 배접용지의 선별과 접착제(소맥전분 풀, 중

성접착제 등) 그리고 작업자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배접용지는 원본의 섬유종류, 두께, 평량, 밀도, 섬유방향성(한지의 경우 섬유발수

와 발의 방향 등), 강도, 색상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접착제는 전통적으로 소맥전분 풀을 오랫동안 숙성시켜 단백질을 제거하고 접착

력을 조절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성이면서 보존용으로 제품화된 공업용 

접착제도 사용된다. 접착제는 원본의 물성(유연성, 밀도, 두께 등)에 최소한의 영

향을 미치도록 농도, 사용량을 조절해야한다. 또한 시간이 지나 다시 복원을 위해

서 배접용지를 제거 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접착농도와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

이 중요한다.

배접은 전통적인 보강방법이지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원본의 물성이 많이 변한

🅐 부드러운 붓으로 세척

🅐 배접 전 훼손상태

🅑 배접 후 보강상태

🅑 건식 스폰지 세척

🅒 진공청소기로 세척

도10-13  간단한 건식세척 도구와 장비 
(붓, 스폰지, 면장갑, 진공청소기 등)

도10-14 건식세척 방법(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도10-15 배접 전·후(인쇄되지 않은 뒷면에 전면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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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이 있다.

⑵ 부분배접(결실부 보강)

부분배접은 원본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전면적인 배접보다는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만 복원이 필요시 적용된다. 부분배접에 사용되는 복원용지와 접착제는 배접작업 

시 선택 기준을 따르면 된다.

부분배접을 위한 복원용지는 원본의 훼손 형태에 따라 찢어짐, 구멍이 뚫림, 부분 

결실 등에 맞추어 크기와 모양으로 재단한다.

부분배접용지를 재단 시 훼손된 부분보다는 약간 크게(2~3㎜) 하여 중첩되면서 부

착될 수 있도록 한다. 칼이나 가위로 절단하며 접착면의 섬유가 절단되어 이질감과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손으로 찢거나 붓으로 물을 묻혀 재단하여 섬유가 살아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훼손 형태로 재단된 부분배접용지에 끝부분의 섬유가 살아나도록 풀을 

안쪽에 바깥쪽으로 바르고 결실된 부분의 뒷면에 붙이고 압착 건조한다.

⑶ 리프캐스팅(기계식 부분배접)

동유럽에서 개발된 리프캐스팅 방법은 수작업에 의한 부분배접처리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리프캐스팅은 복원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서양의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사용하여 제지공정을 응용한 기술로 양지로된 

신문, 도서, 잡지, 지도 등의 자료에 많이 적용했다. 최근에는 리프캐스팅 원료와 

기술이 개발되면서 한지, 화지, 선지 등에 인쇄된 오래된 자료들도 적용하고 있다.

리프캐스팅은 수작업의 배접이나 부분배접작업보다 속도가 빠르고 균일한 처리가 

장점이나, 훼손이 심하거나 수용성 잉크로 인쇄된 자료들은 적용이 어렵다. 

리프캐스팅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원본의�섬유를�분석하고�유사한�펄프를�물에�해리하여�섬유물(해리된�펄프+물)을�준
비한다.

②�훼손된�자료를�낱장으로�펼쳐�리프캐스팅�기기(와이어�망)에�올려놓는다.

도10-16 부분배접(결실, 구멍난 부분만 보강함)

도10-17 리프캐스팅 대상 자료의 훼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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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훼손된�원본이�충분히�잠기도록�물을�넣는다.
④�섬유물을�리프캐스팅�기기에�놓인�훼손된�자료의�위쪽에�고르게�뿌려�준다.
⑤��아래쪽에�흡입장치에서�물을�흡입하면�위쪽의�섬유물이�훼손된�부분으로�흘러들어가�

안착되면서�결실부분이�섬유로�메워지고�여분의�물은�아래쪽으로�빠져나간다.
⑥��섬유가�메워진�훼손자료를�압착�건조하면�결실부분에�섬유들이�부착되고�복원이�완

료된다.

물리적 보강(지력 강화) 방법인 배접, 부분배접, 리프캐스팅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

다. 전통적인 배접은 지도, 도면 등 낱장형태의 자료에 적합하나 제본된 서적인 경

우 두께가 증가로 인한 원본의 변형이 단점이다. 부분배접은 숙달된 전문성과 수작

업으로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반면 리프캐스팅은 기계식으로 균일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물속에서 작업하므로 사전에 물에 대한 인쇄잉크, 필기

구, 종이 등의 안전성 시험과 선별과정이 요구된다.

1 2
소 독 처 리

종이는 각종 세균, 곰팡이, 해충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을 위해 소독(살균, 살충)처리

가 필요하다. 종이는 셀룰로오스, 전분, 접착제 등을 영양원으로 생육하는 미생물들

로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존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종이재질에 적합한 환경(항온·항습)을 유지

하는 것이 생물학적 피해예방의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한번 미생물이 발생되면 급속

하게 대량 번식하므로 신속한 소독처리가 요구된다.

도10-18 리프캐스팅 장비 모식도

도10-20 배접, 부분배접, 리프캐스팅 처리한 단면 모양

도10-19 리프캐스팅 전·후 자료(결실된 부분에 섬유를 흘려서 보강함, 일종의 부분배접)

🅐 처리 전 🅑 리프캐스팅 과정 🅒 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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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독방법

소독약제와 방식에 따라서 화학약제법, 천연약제법, 에너지파법, 열과 압력법, 환경

조절법(저산소법, 동결법) 등이 있다. 소독방법의 선택 시 과거에는 생물학적 피해예

방을 위한 살균·살충효과 중심에서 최근에는 약제나 방식이 환경오염 및 인체에 안전

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화학약제법은 각종 화학약제(유기염소계, 유기인계, 방향족화합물 등)를 사용한다. 

그중에서 종이(고서, 서화, 지도, 도서류 등)에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과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85:15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

하는 훈증소독방법이 있다. 브롬화메틸은 해충, 유충 등 살충에 효과적이고 산화에틸

렌가스는 곰팡이, 세균 등 살균에 효과적이다. 일본에 개발된 방법으로 감압, 진공상

태의 챔버안에 혼합가스를 주입하여 종이자료의 표면과 속에 있는 각종 해충과 미생

물의 살균·살충처리 한다.

화학약제법은 소독효과는 우수하나 인해의 유해성, 오존층 파괴물질, 환경오염물질

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사용이 규제된 상태이다. 또한 화학약제 특성상 약제의 잔

류성, 확산성, 난분해성, 맹독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천연약제법은 인체, 환경, 소독대상물 등의 안전성 측면에서 화학약제법을 대체하고 

있다. 천연약제로는 각종 허브식물(레몬밤, 로즈마리, 민트, 라벤더 등)에서 추출한 향

과 약성분을 사용한다. 허브란 “푸른 풀”이란 뜻으로 과거 건강과 병을 치유하는 약초

구  분 소독약제 소독방식 약제특성

화학약제법
(훈증법)

브롬화메틸 : 산화에틸렌(비율 85:15)
혼합가스를 분사하여 살균·살충함 감압, 진공 오존층파괴,

인체유해, 환경오염물질

천연약제법 독성이 강한 허브식물의 추출물을 분사하여 살균·살충함
(쑥, 할미꽃, 국화 등 향과 약초 사용) 감압, 진공 인체안정

에너지파법 전자파, 초음파, 자외선, 방사선을 조사하여 살균함 에너지파
조사

에너지파에 의한
종이 손상

열과 압력법 열과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살균·살충함 가온, 가압 열에 의한 종이 손상

환경조절법
(저산소법)

상대습도 65%이하 저습한 상태에서 질소치환 또는 산소흡수제를 활용하여 
산소농도를 0.1%이하로 만들어 곤충을 질식시킴

저습도법
저산소법

일부 세균이나 
곰팡이 살균효과 미흡

환경조절법
(동결법)

저온으로 냉동시켜 곤충을 동사시킴,
해동과정에서 재질변화가 있어 사전에 주의가 요구됨 동결법 일부 세균이나 

곰팡이 살균효과 미흡

표10-10 소독방법 및 약제특성

공중 부유균 배양 A. Cladosporium sp. B. Aspergillus sp. C. Penicillium sp.
도10-21 서고내 공기중 생육 미생물 배양 및 분석 사진(3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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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마시는 차, 음료수, 각종 음식의 넣어 먹었다. 허브는 예방적 측면에서 방부와 방

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완전한 살균과 살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산소, 저습 상태

의 환경조절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하면 소독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2) 소독효과 검증방법

종이자료의 소독처리 전과 후에 소독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공시균과 해충을 자료와 

함께 소독처리한 후 살균과 살충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소독약품과 방식(장비)이 종이

자료에 대해서 물리·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변화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소독효과를 검증하는 공시균과 공시 해충은 아래와 같다.

-��공시균� :� Alternaria� Alternata(KCTC� 6005),� Aspergillus� Nigrt(KCTC� 6144),� Penicillium�
Frequentans(KCTC�16098)�등

-�공시해충�:�쌀바구미(Sitophilus�Oryzal)

소독효과 검증과 종이자료의 안전성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효과�검증�:�공시균과�충을�소독장비에�넣고�공정대로�소독처리한�후�공시균을�25℃,�5일간�
배양하여�곰팡이와�세균이�생육�유무를�판단하고,�공시충은�100%�살충�여부를�판단하여�소
독효과를�검증한다.

-��안전성검증�:�종이�안전성은�종이시험규정(Tappi�Standard�T220�Om-83)에�의거�시편을�
만들고,�소독�전과�후의�내절도,�인장강도,�인열강도,�백색도,�pH를�측정하여�변화가�없어
야�한다.

1 3
탈 산 처 리

종이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로오스는 글

루코오스(glucose) 단량체인 쇄상(鎖狀) 고분자화합물로 중성(pH 7)에서는 안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종이가 산성(pH 6.5 이하)화 되면서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는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분자량이 감소하게 된다. 분자량의 감소는 섬유의 결합력을 

저하시키고 종이의 강도를 약화시킨다.

종이는 근대에 들어와 인쇄술의 발전과 종이의 대량생산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성용지

(pH 7이하)가 생산되었다. 산성용지는 종이생산과정에서 인쇄적성을 향상시키고 생

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진(rosin)과 알람(alum, Al2(SO4)3·nH2O)을 사용하는 사이

징 방법을 적용하면서 만들어졌다.

산성용지는 종이 내 산성성분을 포함되어 근본적인 산성화 원인을 제공했으며, 로진

과 알람은 종이내부에 잔류하면서 종이를 산성화를 가속화시켜 셀룰로오스의 산(酸) 

가수분해(hydrolysis)를 유발하면서 섬유 결합력과 종이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중요

한 내부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10-23 산성화 자료(사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 산성용지에 인쇄된 신문

🅑 산성용지에 인쇄된 도서

🅐 화학약제 소독장비

도10-22 소독장비(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 천연약제 소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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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용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성사이징제를 사용한 중성용지(pH 7)가 개발하

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성 또는 알칼리용지(pH 7~10)가 생산된다. 그러나 중성용지

도 장시간 대기오염 물질과 환경변화에 의해 서서히 산성화가 발생된다. 각종 대기오

염 물질 속에는 산성성분이 포함되어있으며, 산성성분은 종이에 침투하여 셀룰로오스

의 산가분해를 유발시켜 결국 산성용지와 같은 산성화 현상이 발생된다.

1) 탈산처리 원리

종이의 산성화를 예방 또는 산성화된 종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탈산처리를 실시한

다. 탈산처리 원리는 산성화된 종이 내에 알칼리물질을 침투시켜 산성성분과 중화반

응을 일으켜 산성용지를 중성화시킨다.

대표적인 비수성탈산법인 Bookkeeper법은 산화마그네슘(MgO)을 미세분말로 만들

어 프레온 또는 용매(perfluoroalkane)에 분산시켜 만든다. 알칼리성인 산화마그네

슘을 종이내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알칼리성분인 산화마그네슘은 종이내부에 산

성물질과 중화반응을 일으켜 중성화시킨다. 또한, 처리 후 여분의 산화마그네슘은 종

이내부에 잔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산화물질과 중화반응을 통하여 종이의 산성화 예방

하는 효과가 있다.

⑴ MgO + H2O → Mg(OH)2(종이내부에서 수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함)

⑵  Mg(OH)2 + H2SO4 → MgSO4 ＋ 2H2O(수산화마그네슘은 종이내부의 산성물질

과 중화 반응함)

2) 탈산처리 방법

탈산처리는 처음 W. J. Barrow가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수산화칼슘과 탄산수소칼슘

을 물(용제)에 녹인(CaH(CO3)2)의 수용액을 사용하는 수성(水性) 탈산법이다.

탈산처리방법은 탈산처리약품을 담고 전달하는 용제의 종류에 따라 물인 수성탈산법

과 알콜류인 비수성탈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액체가 아닌 가스(기체)로 처리하

는 기상처리법도 있다.

수성탈산법은 물에 약한 필기구, 인쇄잉크, 풀 등을 소재로 쓴 자료에 적용시 훼손이 

우려되며, 제본된 서적류는 해철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분무기(스프레이)

를 사용한 방법도 고안되어 있지만 효과나 건조 시간에 문제가 있다.

탈산처리 용제(溶劑)로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수성(非水性) 탈산법도 개발되었다. 

Richard Smith가 1971년에 개발한 웨이트(Wei'to)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탈산약품

도10-24 탈산처리약품(Bookkeeper법, Wei’to법) 구성.

도10-25 탈산처리 전·후 종이표면 상태(Bookkeeper법 처리)

1960년 도서(pH 4.0~4.5) 광학현미경(×50) 기계펄프+활엽수 SEM(×500) 손상된 섬유상태 SEM(×500) MgO입자 침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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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방법 탈산방식 탈산약품(알칼리약품, 용제) 개 발 특징

Bookkeeper법 비수성법 MgO
Perfluoroalkane(용제) 미국 분무방식

대량처리방식

웨이트법 비수성법 Mg(OC2H5)2
Chlosofluorohydrocarbon 캐나다 사전건조

(함수율 0.5%)

HMDO법 비수성법 MgO
Hexamethyldisiloxane(HMDO) 독일 인화성 물질

DEZ법 기상법 (C2H2)2Zn
Diethyl Zinc 미국 공기중 발화

위험

DAE법 기상법 트리에탄올아민 일본 암모니아 냄새

FMC법 비수성법 Mg 유기화합물
(부톡신 트리글리코레이트) 미국 처리 후 pH의

불균일 문제점

BPA법 기상법 에탄롤아민 미국 암모니아 냄새

으로 마그네슘유기화합물을 알코올과 프레온을 함께 사용하는 분무(스프레이) 처리

방식이다. 수성 탈산법에 비해 서적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책장 속으로 침투가 용이하

고 건조 공정이 짧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비수성 탈산법은 자료를 대량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량탈산법(mass deacidification)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상탈산법인 BPA법은 대형의 진공처리조에 산화에틸렌, 암모니아, 물(참조: 반응식 

①)을 투입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종이 내부에 에탄올아민을 생성시킨다. 탈산

처리 기체인 에탈올아민류는 침투성이 매우 높고, 탈산처리과정 및 취급상 안전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①�C2H4O�+�NH3�+�H2O�→�NH2�-�C2H5�＋�2H2O(에탄올아민�생성�후�종이�내�침투)

또한 탈산제로 디에틸아연(Diethyl Zinc) 가스를 사용 DEZ법, 기타 FMC법, HMDO

법 등이 있다.

탈산처리 대상 자료와 방법을 선택 시에는 먼저 탈산약품을 대상 자료에 소량으로 반

응시켜 탈산약품에 포함된 용매가 기록물의 재료(필기구, 인쇄잉크, 제본용 풀, 표지 

등)를 변질 또는 훼손 여부를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처리해야 한다.(이귀복 외 3

명, 2002)

표10-11 탈산방법 종류 및 특징

도10-26 탈산방식(이귀복 외 3인 2002)

🅐 분무방식(수작업) 🅑 침전방식(기계식) 🅒 기상방식(가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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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종이의 화학적 주성분 3가지와 빛에 영향을 설명하시오.

2. 종이의 구조적 특성 중에서 평량과 함수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 한국의 보존용지 1종에 대한 규격을 기술하시오. 

4. 종이의 훼손 원인과 형태 중에서 미생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종이자료의 적정 온도와 습도조건과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조습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7. 배접과 리프캐스팅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기술하시오.

8. 소독처리방법 중 화학약제와 천연약제의 장·단점을 비교 기술하시오.

9. 종이 산성화원인을 설명하시오.

10. 탈산처리 원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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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전적문화재는 종이, 직물 등의 유기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문화재이다. 최근 서

화, 전적문화재를 통틀어 지류문화재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서화와 

전적(고문서포함)을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유기물은 탄소원자들이 연결되고 다

른 원자들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인 천연물로 만들어졌으므로 주위환경에 

의해 쉽게 손상된다. 또한 금속, 도토기같은 무기물 문화재처럼 땅속에서 발굴되는 경

우는 매우 드물어서,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서화, 전적은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

겨 사용하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 현재에 이르른 전세품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전란과 침탈이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환경에 쉽게 손상받는 서화, 전적들이 잘 보존되어온 이유는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국가신앙으로 지켜온 사찰문화와 조선시대 충효정신을 기반으로 선조를 숭상하는 유

교정신을 이어온 문중들의 역할이 컸다. 계층의 상하를 불문하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

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였던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는 우리가 현재 문화재라고 지칭하는 

수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오백여년 간 이어온 조선의 정신은 

말살되었고 전통기술도 변질되고 단절되었다. 서화나 전적, 도자기, 공예품에 ‘문화

재’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도 이 시기이다. 문화(文化)애 경제적 개념 재(財)를 접목하

여 ‘문화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사용과 감상의 가치에 경제적 가치가 중요시되어

버렸다.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조선의 문화는 생산성 위주의 재료와 

기법으로 바뀌어졌고, 해방 후 들어온 서양문화와 건축물의 변화로 그 형태와 사용방

법마저 바뀌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닥섬유를 육재(콩대, 메밀대등을 태워 

재로 만든 후 뜨거운 물을 부어 알칼리용액을 만듦)로 삶아 초지(抄紙)하였던 조선식 

외발종이뜨기를 바꾸기 위해 일본은 학교를 세워 조선의 지장(紙匠)들을 교육시켰다. 

결과 생산성이 높은 일본식 쌍발초지법이 자리잡았고 전통 초지방법은 잊혀지게 되

었다. 서화의 형태와 감상방식도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의 건축구조에 맞추어 변화

하였다. 세로 방향으로 거는 족자형태는 가로로 거는 액자형태로 바뀌고, 상자에 넣어 

보관하다가 필요시에 단기간 걸어 감상하는, 즉 시절에 맞추어 서화를 바꾸어가며 즐

기는 서화 감상방법은 드물어지고, 일년 내내 벽의 일부처럼 걸어두는 유리액자가 생

활화 되었다. 결국 전통 서화는 더 이상 생활 속에서 감상할 수 없는, 박물관에 가야 접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서화, 전적의 제작과 감상, 그리고 수리와 보존은 인류의 생활 속에서 함께 이루어졌으

므로 각 각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 문화재보존을 20세기에 생겨난 보존과

학의 관점에서 연구하지만 동양서화 보존의 역사는 이미 불교경전의 제작부터 시작한

다. 종이의 발명은 인류의 문명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다주었고 서화, 전적은 종이를 재

료로 만들어지고 종이로 수리되어졌다. 서화의 제작과 수리에 관해서 847년 장언원의  

<역대명화기>에 상세히 기록되어있는데 수리에 쓰이는 재료와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이때 사용한 재료와 기술은 현재에도 보존처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9세기에 

서화, 전적 수리에 검증된 재료와 기술이 확립되었음을 증명한다.

1
서 화 문 화 재 와  전 적 문 화 재 의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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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와 전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서화:�직물(견직물,�마직물,�면직물�등)이나�종이�위에�그려진�글씨나�그림
서화의�내용에는�산수,�화조,�초상화,�기록화,�불화,�탁본,�묵서�등�다양한�장르가�있다.�
서화는�작가가�종이나�비단같은�얇고�손상되기�쉬운�바탕재질�위에�그리므로,�바탕재
질�한�장만으로는�장식하고�감상할�수�없다.�그래서�서화�뒷면에�종이를�덧대어�배접하
여�튼튼히�한�후�주위에�비단을�둘러�장식하여�사용용도에�적합하도록�꾸미는데,�이를�
장황(粧䌙)이라고�한다.�
장황의�형태는�족자,�두루마리,�병풍,�첩,�액자가�있다.

전적:��서책,�고문서등�종이�위에�먹으로�쓰거나�인쇄한�후�연결하여�두루마리,�첩,�책으로�장황
하거나,�낱장�형태인�것�
제작�시에�배접하지�않고�사용하므로�용도에�맞게�종이의�두께,�종류를�선택한다.
전적의�내용은�왕실문서,�일반�행정문서,�경전,�일기,�서간문�등이�있으며�
장황의�형태는�두루마리,�절첩,�호접장,�포배장,�선장,�철장이�있다.

🅐

🅐

🅓-1 🅓-2 🅔 🅕

🅑-1 🅑-2 🅒-1 🅒-2

🅑

🅒

🅓

🅔

도11-1 장황의 형태 - (A) 두루마리, (B) 족자, (C) 병풍, (D) 첩, (E) 액자

도11-2 전적 장황의 형태 -  (A) 두루마리, (B.1) 절첩, (B.2) 절첩 세부, (C.1) 호접장, (C.2) 호접장 세부,  
(D.2) 포배장, (D.2) 포배장 세부, (E) 선장, (F) 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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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문화재 중 본지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크게 바탕재료, 채색재료, 접착재료로 나

누어진다. 19세기 서양의 기술이 들어오면서 재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그간 

자연에서 채취하여 사람의 손으로 소량 만들던 방식에서 화학반응으로 다양한 색상

을 만들어내고 기계직으로 대량 균일한 조직의 직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재

료의 변화는 기법을 변화시킨다. 서화 보존처리자는 재료와 기법의 변화를 기본 교육

에 의해 숙지하여야하고 사전조사 시에 알아차려야 한다, 기본교육이란 미술사. 서지

학, 보존과학 등인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이러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

나 문화재 보존작업은 이론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문화재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

러므로 경험 많은 숙련된 전문가 밑에서 실제로 보존처리 작업을 도우며 경험하는 과

정이 꼭 필요하다.

2 .  1   바 탕 재 료

동양서화의 바탕재료에는 직물로는 비단, 삼베, 모시, 면, 그리고 종이가 사용되었다. 

바탕재료로 종이보다는 견직물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견직물이 가지는 광택과 안

료와의 접착성이 우수하여 고급재료로 선호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 종이

⑴  서화문화재에서 종이는 서화 제작의 바탕재료로, 장황의 배접지로 사용되었다. 앞

에서도 설명했듯이 얇고 약한 재료 위에 그려지므로 서화의 뒷면에 풀칠하여 종이

를 여러 겹 덧붙여 튼튼히 한다. 서화가 세월이 경과하여 산성화하고 손상되면 뒷

면의 배접지를 교체하는 것이 동양서화의 보존방법이다. 그러므로 보존성이 좋은 

배접지를 선택하여 서화문화재의 보존수명을 연장한다.

⑵ 종이의 정의

식물성 셀룰로우즈를 물속에 분산시켜 얇은 층으로 형성시킨 후, 압축(탈수), 건조

하는 과정을 거쳐 섬유 상호간의 수소 결합한 것이다.

⑶ 종이 이전의 기록재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고대에는 동굴벽, 돌, 나무조각, 동물의 뼈 등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재료위에 뾰족한 물건으로 표시하여 기록하였다. 인류의 

거주공간인 동굴의 벽에 딱딱하고 뾰족한 것으로 홈을 판 후 색깔있는 흙으로 홈을 

메워 기록하는 동굴벽화, 암벽화 기록은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인류는 움직

일 수 있는 기록재료를 개발한다. 

2
서 화 문 화 재 의  구 성

서화 =

본지

+

장황

바탕재료 : 종이, 비단, 삼베, 모시 등 배접지 : 닥지, 선지

접착재료 : 동물성 아교 접착제 : 소맥전분

채색재료 : 광물성 안료, 동,식물성 염료 회장비단

표11-1 서화유물의 구성요소

도11-3 셀룰로오즈 화학구조

207   1 1 장    서 화 ,  전 적 문 화 재 의  보 존



말랑말랑한 점토판 위에 뾰족한 것으로 그어 기록하였는데 BC3000년대 말부터 

BC1세기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었던 쐐기문자(설형(楔形) 문자)이다.

다음으로 정보기록의 양이 획기적으로 많아지게 된 것은 파피루스의 출현이후이다. 

파피루스는 나일강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길이가 긴 속줄기를 길이방

향으로 얇게 저며, 이를 가로방향 한층, 그 위에 세로방향 한 층을 겹친 후, 압축 건조

시켜 만든 것이다. 종이는 식물섬유를 물속에서 수소 결합하여 만든 것이고, 파피루

스는 섬유조직을 압축하여 만든 것이다. Paper는 Papyrus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기원전 5세기경에는 동물의 가죽이 기록에 사용되는데 양피지(羊皮紙) Pach-

ment가 사용된다. 파치먼트는 이집트가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하여 파피루스 대

신 만들어진 것인데, 1450년 구텐베르그 성서가 파치먼트 위에 인쇄되었다. 그러

나 한권의 성서를 만들기위해서 양 300마리의 가죽이 필요하였으므로 종이가 사용

되면서 양피지의 수요는 줄어드나, 품격이 높은 종교용도, 증명서, 중요서류에는 

여전히 파치먼트가 사용되었다.

종이의 발명 이전 중국에서는 나무를 조각내어 상하에 구멍을 뚫어 이를 끈으로 연

결하여 기록하는 목간(木簡), 죽간(竹簡)이 사용되었다. 책(冊)이라는 단어는 여기

서 만들어진 상형문자이다. 가장 오래된 상형문자로 1899년에 최초 발견된 거북 배

껍질에 새겨진 점술에 사용된 갑골(甲骨) 문자가 있다.

⑷ 종이의 발명과 전파

인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종이는 기원전 1세기 후한(後漢) 의 환관인 채륜(蔡倫)

이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이는 후한서에 105년 채륜이 樹皮, 麻頭, 破布, 魚網으로 

종이를 만들어 和帝에게 헌상하였다는 기록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발굴

된 유적에서 채륜 이전의 종이가 발견되어 채륜은 종이의 발명자가 아니라 필사하

기 좋도록 종이를 개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에서 만든 초기의 종이는 어망 등 용도가 끝난 직물을 잘라 삶고 두드려 섬유

로 만든 후 물웅덩이에 풀어 한 장씩 망으로 떠서 말린 것이였다. 초지형태는 가둠

뜨기이며 섬유는 마(麻)였다. 중국의 제지기술은 불교와 함께 한반도로 전해졌고 

이후 일본으로 전파된다. 610년 ‘고구려의 담징이 채색과 먹, 종이를 전했다’는 기

록이 「일본서기」에 있다. 

기원전 발명된 제지기술은 751년 탈라스전투에서 중국의 제지기술자가 포로로 잡

혀가면서 서양으로 전파된다. 사마르칸트를 기점으로 이슬람권으로 전해졌는데 

이 기술이 그대로 이어져서 양지(洋紙)의 초지방법이 가둠뜨기로 이어진다. 반면 

한반도로 전해진 제지술은 초지방 법은 섬유의 결합을 높이며 표면이 평활해지는 

흘림뜨기로 발전하며, 원료도 가공하기 어려운 마섬유에서 닥섬유로 변화하였다.

⑸ 종이의 성분

식물성 종이는 셀룰로우즈, 헤미셀룰로우즈, 리그닌으로 구성되어있다. 셀룰로우

즈분자가 결집하여 마이크로피브릴이 속(束)이 되어, 헤미셀룰로우즈와 리그닌 등

과 복잡하게 결합하여 섬유를 구성한다. 헤미셀룰로우즈와 리그닌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부착, 집합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세 성

분의 비율은 식물에 따라 다르다. 종이는 셀룰로우즈의 함량이 많을수록 보존성이 

높으며 리그닌이 많을수록 변색하기 쉽다. 목재 펄프가 원료인 양지가 인피섬유인 

닥원료인 한지에 비해 보존성이 낮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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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이전의 그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어떤 직물이 바탕

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물이 남아있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

면 고려시대 이전에는 견직물 이외에 마직물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불화의 바탕재료는 견직물인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직된 화견(畵絹)

으로 조선시대 의궤에는 이 직물을 생초(生綃)라고 기록하고 있다. 초(綃)는 생사(生

絲)로 정련하지 않은 견사로 제직된 평직물을 이른다. 초는 날실 두 올이 가깝게 붙어

있으며 두 올 사이를 씨실이 지나가는 구조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화견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왕실을 비롯한 상류계층에서 그림을 그리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조직은 19세기 말까지 화견으로 사용되었다. 

그림의 바탕재질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간단한 방법으로 견직물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직조하는데 누에에서 뽑아지는 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약 

1km 정도이므로 이음새가 없이 실을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삼베, 모시는 식물의 줄기

를 잘라 가늘게 쪼개 실을 삼으므로 연결부분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확대경으로 확인

하면 쉽게 그 연결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면직물은 섬유의 꼬임이 많으므로 쉽게 구

분할 수 있다. 각 직물의 한 폭 길이는 견직물이 약 35부터 60, 90㎝ 정도로 한자(一者)

에서 세자(三者) 자정도까지이며 삼베, 모시는 한자 폭 정도로 약 35~37㎝ 정도이다. 

그러므로 조선불화에서 가로로 넓어진 화면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폭의 직물을 식서

에서 결봉하여 연결하였다.

서화의 바탕재료에 대해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⑴  고려불화에 사용된 견직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직조된 화견이다. 정련

하지 않은 생사를 두 올씩 하나의 바디사이에 넣어 직조하였는데 이때 바디살의 두

께에 의해 날실 두 올이 서로 붙어있는 형태인 변화평직으로 나타난다. 고려불화

는 이음새가 없는 한 장에 그려졌으며 화견의 폭은 30㎝에서 250㎝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⑵  조선불화는 다양한 바탕재료 위에 그려졌다. 불화의 화면이 가로로 커지면서 넓은 

폭의 바탕 재료가 필요하였으나 고려시대와 같이 왕실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배불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료가 쓰이

게 되어 그 결과로 다양한 직물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폭의 직물을 연결

하여 화면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화된다. 반면 조선시대 초상화와 일반서화는 고려

불화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서화용 화견에 그려졌다.

20세기 초 일본강점기시대에는 화견용으로 기계직 비단이 유입된다. 

20세기 초반에는 견사도 굵어지고 일반평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수직 화견은 사라지고 기계직 비단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11-4 종이의 성분

🅑 생명주🅐 화견

🅓 마🅒 명주를 정련한 것

🅕 면🅔 저마

1788년1744년

1935년1919년

표11-2 바탕직물의 종류

표11-3 화견의 시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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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명칭 광물명 및 영어명 화학식 비고

백

연백鉛白,연분鉛粉, Lead White
2PbCo3˙Pb(OH)2 

백색 안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됨
Pb(OH)Cl

백토白土, 백악白堊 Kaolin, China Clay Al2Si2O5(OH)4

합분蛤粉, 호분胡粉 Shell White CaCo3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의 색차가 큼

흑
먹 Chinese ink Carbon을 아교등으로 굳힌 것

송연 소나무의 그을음

황

자황 雌黃, 석황石黃 Orpiment As2S3
비소가 포함된 독성이 있는 황색으로 

금색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함 

등황 藤黃 Camboge 식물성 수지

밀타승 密陀僧 Litharge, Massicot PbO 연鉛을 300℃전후에서 가열하여 만듬

적

진사 辰砂, 주사朱砂, 단사 丹砂 Cinnabar
HgS

진사는 천연광물을 부수어 만듬 

주朱 Vermilion 수은과 유황을 합성하여 만듬

연단 鉛丹 Red Lead Pb3O4
연鉛을 450-500℃에서 가열하여 만든 

인공안료

대자代赭,
Red Ocher, 

Earthy Hematite Fe2O3

천연광물인 적철광을 부수어 만듬 

석간주石間朱 적갈색, 건축물에 많이 사용

연지 臙脂 Insect Lac 동물성 염료

2 .  2   채 색 재 료 

위에서 설명한 바탕재료가 준비되면 채색재료인 안료에 고농도의 아교수를 넣어 고르

게 문질러 안료입자 주위를 아교로 코팅하여 화면에 칠한다. 아교의 농도는 안료 입자

의 크기와 형태. 아교와의 친화력에 따라 조절한다. 서화문화재에 사용되는 채색은 천

연재료에는 자연에서 채취되는 광물과 식물이나 동물의 체액에서 채취되는 염료가 있

다. 또는 고대에서부터도 기존의 광물을 부식시키거나 열을 가하여 반응시켜 인위적

으로 만들어낸 합성재료가 있다. 주로 불화에 사용되는 색상은 백, 흑, 적, 황, 녹, 청, 

금색으로 이는 불화 뿐 아니라 일반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료란 유기용제, 기름, 수지, 물 등에 용해되지 않는 미세한 분말로 화면에 정착되지 

않으므로 접착력 있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접착력 있는 물질에 분산시켜 사용하며, 염

료는 일반적으로 물 및 유기용제에 녹는 유색분말로서 주로 섬유의 착색에 사용된다. 

동양의 서화미술품에 사용되는 안료와 염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성분과 형태, 크기에 

따라 바탕재료와의 접착력과 보존성에 차이가 있다. 

표11-4 서화문화재에 사용된 채색재료 : 백색, 흑색, 황색,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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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석록 石綠(공작석) Malachite CuCo3˙Cu(OH)2
두 광물은 매우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움

녹염동광 錄塩銅鑛 Atacamite Cu2Cl(OH)3

녹토 錄土
Glauconite/
Celadonite
Green Earth

K(Mg, Fe2+)
(Fe3+, Al)Si4O10)(OH)2

불화의 회장부분에 주로 쓰임

양록 洋綠 Emarald Green Cu(C2H3O2)2˙3Cu(AsO2)2
19세기 이후 전래된 인공안료, 

가격이 싸서 많이 사용됨

청

석청石淸 Azurite 2CuCo3˙Cu(OH)2 남동광석을 부순 것

청금석靑金石 Lapis Lazuli
Utramarine Blue Na8

-10Al6Si6O24S2
-4 우리나라 그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음

청화靑花, 청대靑黛 Indigo 식물성 쪽

스몰트 Smalt K, Al, Co silicate 유리질이기 때문에 현미경관찰시 
투명한 유리입자가 보임

금 금金 Gold Au 금박, 금니의 형태로 사용

2 .  3   접 착 재 료 

1) 아교

서화의 바탕재료에 채색재료를 고착시키는 접착제로 아교를 사용한다. 우리가 습관

적으로 교(膠)를 아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의 아현의 교(膠)가 유명하여 유래되었다

고 한다, 그러므로 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나 이 글에서는 관습적으로 아교로 칭

하도록 하겠다. 

아교는 인류역사상 칠(漆)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접착제이다. 접착제로서 

5000년이상 사용되었다고하며 소, 사슴, 물고기 등의 가죽이나 뼈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이다. 원료에 따라 접착력, 강도, 유연성, 투명도가 달라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여 진다. 그러나 아교가 유기물이므로 과거에 어떤 동물의 것이 쓰여 졌는지 분석하

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소아교를 사용하고 불화를 그릴 때 접착

력이 강한 어교를 사용하며 나무등 가구를 붙일 때도 어교를 사용한다, 아교는 고형 상

태를 하루밤 물에 담궈 팽윤시킨 후 중탕하여 사용한다.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섭

씨 60℃이상이 되면 가수분해 되기 시작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11-5 서화문화재에 사용된 채색재료 : 녹색, 청색, 금색

표11-6 아교의 종류

소아교(막대) 소아교(분말) 어교(민어부레) 토끼아교(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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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맥전분풀

서화에서 채색을 접착하는데는 아교가 쓰이지만 완성된 서화를 배접하고 장황하는데

는 식물성 접착제인 밀가루 전분풀을 사용한다. 

전통 장황 접착제인 소맥전분풀은 조선시대에도 제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밀가루를 

물과 함께 항아리에 넣어 부패시켜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분과 단백질을 분리

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단백질은 곤충과 곰팡이의 영양분이 되고 시간이 경과하

면 딱딱해져서 족자를 말고 펼 때에 꺾임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경험으

로 이 사실을 알고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이 방법은 지금

까지 이어져 서화보존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진 소맥전분을 끓여서 배접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배접풀을 소맥전분 새풀이라하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맥전분풀을 항아리에 담아 7년에서 10년 정도 저장한 

후 고풀(古糊)라 하여 족자나 두루마리와 같은 말았다 폈다하는 축장(軸粧)에 사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맥전분 삭힌 풀, 혹은 고풀이라 부른다. 소맥전분 삭힌 풀

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자의 길이가 짧아지고 남아있던 영양분에 미생물이 발생하여 

10년 정도 되면 더 이상 미생물이 자라지 않는 환경이 된다. 그러므로 소맥전분 삭힌 

풀은 접착력은 약하지만 건조 후 경화되지 않고 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접착제가 된다. 

이 풀에 대한 우수성도 실험을 통해 수차례 검증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고 환경에 쉽게 손상 받는 서화. 전적문화재는 보존처리에 경험이 많

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서화, 전적문화재의 제작과정을 이해

하고 재현 가능한 사람 이여야 제작과정을 염두에 두고 반대과정인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에는 우선 보존처리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현 상

태에서 손상이 계속 진행하는지, 현재의 손상이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

치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보존처리 후 어떻게 보관되고 활용될 것인지를 검토

하여 보존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존처리가 결정되면 해당 문화재의 상태를 사전 조사한다. 사전조사는 인문학적 조

사와 자연과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인문학적 조사란 문화재의 제작상황, 소장 경위, 

자료적 가치 등을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는 것인데, 이때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유물

과 비교조사 한다. 과학적 조사는 기기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육안으

로 보이는 부분을 촬영하고 기록하 것 외에 현미경, 적외선, X선 등을 촬영하여 제작

의 비밀을 밝히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처리 방법과 방향

을 결정하며 보존처리의 목표를 설정한다. 

서화문화재는 구조적으로 서화제작과 장황 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므로 보존처리 과정

3
서 화 ,  전 적 문 화 재 의  보 존

🅐 🅑

🅒 🅓

도11-5  제작 방법에 따른 풀의 형태  
(A)소맥전분 새풀,  
(B) 소맥전분 삭힌 풀(2년차),  
(C) 소맥전분 삭힌 풀(9년차),  
(D) 소맥전분 삭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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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전적문화재는 종이 위에 필사하거나 인쇄하여 종이를 연결하

거나 제책하였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보존처리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보존처

리 과정을 각각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3 .  1   서 화 문 화 재 의  보 존 처 리

1) 사전조사

⑴ 크기, 형태 측정, 촬영

대상유물의 전체크기와 본지의 세로x가로, 장황부분의 크기를 측정하고 사진촬

영 한다.

채색이 두꺼운 서화는 x선, 적외선 촬영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한다.

⑵ 손상조사, 촬영, 손상지도 작성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손상의 형태를 분류하여 손상지도를 그린다.

⑶ 바탕재질 조사, 섬유 조직 현미경촬영, SEM 단면조사로 섬유종류 판별

바탕직물이 무엇인지 현미경 관찰로 확인가능하지 않을 경우 미소량을 채취하여 

단면과 측면을 관찰한다. 섬유를 채취할 때에는 유물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사전조사 시, 서화의 끝부분에서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보존처리 과정 중 해체

단계에서 미소량 채취한다.

바탕재질이 종이일 경우 표면 섬유 현미경 촬영, 극미소량 섬유로 섬유 종류를 분

석한다.

바탕재질의 조사는 유물의 결손부를 메우기 위한 재료준비의 기초자료가 된다. 

⑷ 안료 현미경 촬영. XRF로 안료의 성분조사

유물에 사용된 채색의 성분을 분석하고 입자를 현미경촬영한다. 이때 채색이 앞면

에서 칠해졌는지, 뒷면에서 칠한 배채(背彩)인지 확인한다.

2) 건식크리닝

유물 표면의 오염을 부드러운 붓으로 털어서 제거한다. 

사전 조사 시 확인한 표면에 부착한 오염물이 있으면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한다.

3) 서화와 장황 분리

뒷면 전체 배접지를 제거한 후, 본지와 장황을 분리한다.

4) 배접지분리

그림 앞부분에 보강지를 대고 그림을 뒤집어 화면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1차 배접

지를 제외한 나머지 배접지를 제거한다. 이때 배접지는 가능한 한 종이의 원형태를 유

지하도록 한다.

5) 채색 안정화 

서화의 제작은 안료와 아교의 접착으로 이루어진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교의 접착력

🅐

🅐

🅐

🅐

🅐

🅑

🅑

🅒

🅑

🅑

🅑

🅒 🅓

도11-6  사전조사 방법 - (A) 사이즈 측정, (B) 사진촬영, 
(C) 색차값 측정, (D) 산성도 측정.

도11-7  사전조사 방법  
(A) 손상사진 촬영, (B) 손상지도 작성

도11-8  바탕 직물의 현미경 관찰  
(A) 섬유의 측면, (B) 섬유의 단면

도11-9  사전조사 방법, 안료조사 - (A) XRF측정,  
(B) 현미경촬영, (C) 녹색안료 현미경

도11-10 서화 보존처리 과정 건식크리닝

도11-11  서화 보존처리 과정  
(A) 상·하 축 분리, (B) 회장비단 분리

도11-12 서화 보존처리 과정 배접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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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해져 아료의 분말화, 박락 등의 손상이 발생한다. 서화의 보존처리는 물, 풀, 종

이로 이루어진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에 의해 이미 약화된 채색층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서화 제작시 사용한 전통접착제인 아교를 채색부분에 더하여 

안료를 안정화 시킨다. 

아교는 토끼아교를 사용하는데 농도는 채색의 입자크기, 종류와 상태를 관찰하여 조

절한다.

도11-13 서화 보존처리 과정 아교더하기

도11-15 서화 보존처리 과정 - (A) 배접지 제거(건식), (B) 배접지 제거(습식)

도11-14 서화 보존처리 과정 습식크리닝

6) 습식크리닝

아교를 더하여 채색이 안정화 하기까지 열흘이상 건조시킨 후 유물 표면에 여과수를 

통과시켜 수용성 오염을 제거한다. 유물의 아래에 흡수지를 깔고 위에서 스프레이한

다. 이때 채색이 안전한지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진행한다.

7) 1차 배접지초배지 제거

그림에 붙어있는 초배지를 제거한다.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다.

⑴ 건식 :  초배지를 제거하기 위해 임시로 화면을 풀가사리로 접착하여 고정시키는 

facing 작업을 한 후 건식으로 제거하는 방법

⑵ 습식 :  초배지와 본지와의 접착력이 약한 경우는 습기를 주어 젖은 상태에서 제거

하는 방법

8) 결손부 메움 

유물이 손상되어 결손된 부분을 사전조사 시 준비하였던 유사직물로 메운다. 이때 유

사직물이란 섬유의 종류, 굵기, 밀도, 열화정도가 유사한 직물을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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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배접 

1차 배접은 보존성이 좋은 한지 등을 유물과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천연염색하여 사용

하며, 풀은 소맥전분풀을 사용한다.

10) 보채

결손 메움부를 유물의 바탕색과 비슷하게 채색한다. 현재의 유물의 색상은 제작당시

의 바탕재질이 열화되어 갈변된 것이므로 이때 사용 염료는 입자가 적은 안료, 혹은 식

물성 염료를 사용한다. 결손된 부분에 형태를 그려넣지 않는다.

11) 장황

해체했던 순서의 역으로 배접하고 장황비단을 연결하여 원래의 형태로 만든다.

도11-17 서화 보존처리 과정 1차 배접

도11-19 서화 보존처리 과정 - (A) 비단 그림 연결, (B) 축달기 

도11-18 서화 보존처리 과정 보채 - (A) 보채 전, (B) 보채 중, (C) 보채 후

도11-16 서화 보존처리 과정 - (A) 풀가사리 칠하기, (B) 비단 메움, (C) 메움 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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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전 적 문 화 재 의  보 존 처 리

1) 사전조사

⑴ 크기, 형태 측정, 촬영

낱장 문서를 제외한 전적문화재는 해체 전 전체 크기, 두께, 무게, 제책형태 등을 확

인하고 해체 후 낱장의 크기, 두께, 무게, 밀도, 색차, 산성도를 측정한다.

크기 측정 시 연접된 부분의 두께나 책 구멍의 위치 등도 기록한다.

⑵ 두께, 무게, 밀도, 색차, 산성도 측정

⑶  손상조사, 촬영, 손상지도 작성 

손상 정도와 형태를 확인하고 사진촬영과 손상지도를 작성한다.

도11-20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사이즈 측정, (B) 두께 측정

도11-21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색차값 측정, (B) 산성도 측정

도11-22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손상조사 및 촬영(뒷면 라이트), (B) 손상지도 작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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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표면 섬유 현미경 촬영, 극미량 섬유로 섬유 종류 분석

바탕재질을 파악하기 위해 표면 섬유의 현미경 촬영이나, 필요의 경우 극미량의 섬

유로 섬유종류 분석을 한다.

⑸ 도침 전 후 비교 

⑹ 인장 안료 현미경 촬영. XRF로 안료의 성분조사

먹으로 쓰여진 글씨나 그림을 제외한 채색재료가 사용된 부분은 현미경촬영과 

XRF 성분분석을 통해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조사한다.

도11-23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현미경 촬영 사진, (B) C염색 촬영사진 

도11-24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도침 전, (B) 도침 후 

도11-25 전적 사전조사 방법 - (A) 현미경 촬영, (B) XRF 측정, (C) 인장안료 현미경

🅐

🅐

🅐

🅑

🅑

🅑 🅒

2) 해체

두루마리의 경우 제작당시부터 휘어지게 연접되어 있는 경우나 연접된 부분이 경화되

어 추가 손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연접부분을 분리한다.

전적류는 제책형태를 해체하여 낱장으로 분리하여 보존처리 한다.

해체과정에서 확인가능한 지심의 형태나 위치, 연접등으로 가려졌던부분에 대한 자

료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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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식 크리닝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오염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필요시 지우개 

파우더를 이용한 2차 건식 크리닝을 한다.

지우게 파우더를 이용할때는 파우더 입자가 너무 고운 경우 바탕 섬유 사이에 잔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물에 따라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5) 습식 크리닝

습식 크리닝 전 물에 의해 번질 위험이 있는 오염(잉크)이나 채색이 있는지 확인한다.

흡수지 위에 유물을 올리고 스프레이로 분무하여 여과수를 통과시키거나 바트에 물을 

담고 유물을 담구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4) 채색 안정화

도11-26 전적 보존처리 과정 - (A) 지심 해체, (B) 해체 후 분리

도11-28 전적 보존처리 과정 - (A) 번짐 테스트, (B) 아교 더하기

도11-27 전적 보존처리 과정 건식크리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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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움용 재료 준비

사전조사 시 확인한 섬유의 종류, 두께, 밀도 등의 물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

물의 바탕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과 유사한 재료를 제작한다.

습식크리닝 이후 측정한 색차(L*a*b*) 값에 맞춰 천연 염료로 염색하여 유물과의 이

질감이 적도록 한다.

7) 결실부 메움

결손부를 메우는 방법은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과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처리방법은 유물의 손상 정도와 재질(종이 섬유)에 따라 선택한다. 손으로 하나씩 메

우기는 방법과 종이 섬유를 흘려 수압에 의해 결손부를 메우는 방법인 리프케스팅 방

법,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는 결손부가 적은 경우는 가능

하나 결손부가 많은 경우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 하다. 

수작업에도 건식과 습식 두 방법이 있다. 건식은 유물이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서 손상 부위 보다 조금 크게 붙인 후 겹쳐진 부분을 긁어서 최대한 두꺼워지지 않게 

한다.

도11-30 전적 보존처리 과정 메움지 제작 (A), (B)

도11-29 전적 보존처리 과정 건식크리닝

도11-31 전적 보존처리 과정 건식메움 - (A) 결손부, (B) 풀 칠, (C) 메움지 붙이기, (D) 인도를 이용한 긁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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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캐스팅은 유물종이와 같은 섬유로 지료를 만들어 유물의 뒷면에서 흘리면 밑으

로부터의 빨아당기는 압력에 의해 지료가 유물의 결손부에 빠르게 흘러 들어가 결손

부분을 메워 종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리프캐스팅의 원리는 한가지인데 기계 방식

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유물을 지통에 넣고 위로 올리는 방법과 석션테이블 위에 유물을 얹고 

위에서 지료를 흘려 빨아들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물에 충해가 많아서 작은 조각

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물속에서 유물 조각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래서 개선된 것

이 두 번째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료를 흘리기 전부터 유물을 석션이 고정하고 있으므로 유물이 흐트

러질 걱정이 없다. 또한 이 방식의 기계도 가둠뜨기 방식과 흘림뜨기 방식이 있는데 동

양의 종이는 흘림뜨기 방식이므로 가둠뜨기 방식에서 개선된 종이의 방향성을 구현할 

수 있는 흘림뜨기형 리프캐스팅이 이상적이다.

리프캐스팅 방식은 작업의 효율성이 높으나 유물 종이의 치밀성이 적고 공극이 많은 

경우에는 종이 섬유 사이에 지료가 흘러들어 원 유물 종이를 두껍게 변화시켜 유물의 

원형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이 리프캐스팅 방식은 섬유가 치밀하여 공극이 적은 양

지 문서의 보존처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서 중에는 도침 된 종이의 결손부 메움에 적합하며, 일본문서에 사용된 삼

지닥, 안피지와 같이 섬유가 가늘고 치밀하고 충해가 많은 문서의 경우 효과적으로 활

용 할 수 있다.

습식은 유물에 수분을 주어 젖은 상태에서 같은 습도의 메움지를 손상부보다 조금 크

게 겹쳐 메우는 방법인데 이때 메움 종이의 섬유만을 손상 부위에 겹치게 한다. 

도11-32 전적 보존처리 과정 습식메움 - (A) 결손부, (B) 풀 칠, (C) 메움지 붙이기, (D) 겹친부분 올풀기

도11-33 전적 보존처리 과정 리프캐스팅 -  (A) 지료 넣기, (B) 석션 준비, (C) 석션으로 인한 섬유 이동 
(D) 손상부분으로 섬유 밀집, (E) 손상부분 메움, (F) 메움 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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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조

메움이 끝난 유물은 흡수지 사이에 넣어 수분을 조금씩 제거하기 위해 프레스에 눌러 

건조 시키고 완전히 건조될 때 까지 수차례 흡수지를 갈아 건조한다.

9) 제책

건조된 낱장의 문서는 해체 전 사진과 비교하여 순서를 맞춰 정리하고 원형대로 제책 한다. 

도11-34 전적 보존처리 과정 리프캐스팅 - (A) leaf-casting 장비, (B) leaf-casting

도11-35 전적 보존처리 과정 - (A) 프레스를 이용한 건조, (B) 건조판에 붙여 건조

도11-36 전적 보존처리 과정 - (A) 제책, (B) 문서 연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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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서화문화재와 전적문화재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서화문화재의 장황 형태를 기술하시오.

3. 서화문화재의 구성요소를 적으시오.

4. 서화문화재의 장황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설명하시오.

5. 서화문화재의 바탕을 설명하시오.

6. 종이 이전의 기록재료를 설명하시오.

7. 종이의 정의와 성분에 대해 설명하시오.

8. 서화문화재의 바탕재료인 견직물의 시기적 변화를 적으시오.

9. 녹색 안료로 사용되는 광물을 설명하시오.

10. 서화문화재의 사전조사에서 바탕재질을 분석 조사하는 목적을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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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 된 문화재를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다. 그중 유물의 보존

상태와 퇴화유형 등이 유사한 보존적 측면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유물의 전래방

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래(傳來) 유물과 불복장(佛腹藏) 유물, 그리

고 출토(出土)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래유물은 대(代)를 이어 전해온 것으로 비교

적 형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원래의 색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실제 착용이나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변형, 열화 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불복장 유

물은 불상이나 석탑 등을 조성하면서 함께 봉안하는 여러 가지 유물로 경전, 사리함 등

의 종교적인 성물들과 함께 발견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전래유물에 포함되지만 그 전

래방식과 상태의 특성상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것은 외부와 차단된 환경으로 인해 

고유의 색상과 형태 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그 가치가 크지만 종류와 수량이 한정

적이다. 출토유물은 땅속에 매장되었다가 발굴·수습된 것으로 매장환경에 따라 보존

상태가 다양하다. 특히 복식 유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색상이 변색되거나 탈색되어 

대부분 원래의 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특정한 섬유가 완전 퇴화되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출토유물은 기존의 한정된 전세유물과 문헌자료를 

보완하고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섬유 유물은 의복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직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관모

나 대대 등과 같이 의복과 함께 착용하는 것들이 있다. 복식류 유물 외에 공예품이나 

침구류 등의 가정용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서화류 유물 중 일부는 바탕천이나 표

지 등에 직물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 이런 유물은 직물과 기타 다른 재질이 혼용된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섬유류 유물의 출현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는 옷감이나 끈 등 다양하다.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은 유기물이므로 무기물로 구성된 문화재보다 보존기

간이 짧다. 재질 특성상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도 노화로 인해 보존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섬유의 노화(老化, aging)는 넓은 의미로 섬유가 생성되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나빠지는 과정을 말한다. 노화는 일반적으

로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이 감소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열화 또는 퇴화(degradation, deterioration)라 부르기도 한다. 심한 경우 섬

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현존하는 고대 섬유 유물

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크다. 섬유 유물의 보존처리는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손상원인을 규명하여 제거해서 그 수명을 연장시

키기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섬유 유물에 대한 사적(史的) 측

면에서의 이해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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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fiber)는 가늘고 긴 물질로 옷감이나 실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다. 실(yarn 

또는 thread)은 선상(線狀)의 섬유소재로 한 올 또는 여러 올로 길게 만든 것이다. 섬

유는 일반적으로 원료에 따라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섬유는 천

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크게 식물성 섬

유인 셀룰로오스 섬유(면, 마 등)와 동물성 섬유인 단백질 섬유(견, 모 등) 그리고 광

물성 섬유로 구분된다. 인조섬유는 천연섬유를 모방하여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

어진 섬유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인조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적인 연구는 1800년

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어 1800년대 후반 최초로 인조견사인 레이온(Rayon)이 발명

되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경부터이다(섬유공학회, 

1999). 이후 1935년에 합성섬유인 나일론이 제조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가

지 합성섬유가 개발되었다(김성련 외, 2009). 인조섬유의 생산과 사용은 나일론과 폴

리에스터가 시판되며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되었다.

직물 유물은 인조섬유(화학섬유)가 만들어져 상용화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들, 즉 근

현대 이전의 유물은 모두 천연섬유로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천연섬유와 인조섬

유가 모두 사용되었다.

2
섬 유 의  종 류 와  특 성

도12-1 섬유의 분류(KS K ISO 2076, 6938 참조)

천연섬유(Natural fibres) 인조섬유(Man-made fibres)

식물성 섬유
(Vegetable)

종자섬유
- 면, 케이폭 등 견 석면 유기 섬유

(Organic)
무기 섬유
(Inorganic)

헤어섬유
- 양모, 캐시미어, 알파카 등

줄기섬유
- 아마, 저마, 대마 등

잎섬유
- 아바카, 사이잘 등

과일섬유
- 야자섬유 등

동물성 섬유
(Animal)

광물성 섬유
(Mineral)

재생 섬유
(Re-generated)

레이온, 아세테이트,  
모달

폴리에스터, 
아크릴, 나일론, 
폴리에틸렌 등

금속사, 탄소섬유 등

합성 섬유
(Syn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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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동 물 성 ( 단 백 질 계 )  섬 유

1) 견(絹, Silk)

천연섬유 중에서 유일한 필라멘트섬유(800~1200m)로 누에고치에서 얻어진다. 고치

로부터 얻은 견사를 미정련견(生絲, raw silk)라고 하며 생사의 단면은 끝이 둥근 삼각

형이고 측면이 매끄럽지 못하며 두 개의 피브로인(fibroin) 필라멘트가 세리신(seri-

cin)에 감싸있다. 세리신은 견사를 뻣뻣하고 광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비누나 알칼

리 용액으로 처리해 세리신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을 정련(degumming)이라 한다. 이

렇게 처리한 견을 정련견(熟絲, degummed silk)라고 하며 유연성과 광택이 증가한

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견직물은 견섬유 고유의 광택이 감소하고 매끄러운 측면의 표

면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다양한 직조법으로 제직되어 의복 외에 회화나 자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전해지는 직물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섬유이다. 

2) 모(毛, Hair)

동물의 털로 된 섬유는 견섬유와 같이 화학적 조성이 단백질로 되어있으며 양모의 

구성 단백질은 케라틴(keratin)이다. 모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면양의 털인 양

모(Wool)이며 그 외 기타 동물의 털은 실을 만들어 직조하거나 가죽과 함께 사용된

다. 일반적인 동물털의 외곽층은 스케일(Scale)로 덮여있으며 이 패턴은 동물의 종류

에 따라 달라 각각을 구별하는 주요한 표시이다. 동물털 섬유의 감별은 현미경을 이

용해 섬유 직경(fiber diameters), 스케일 간격(scale interval), 스케일 둘레(scale 

perimeter), 스케일 면적(scale area) 등의 스케일 모양과 메듈라(모수, medulla)

의 형태 등을 관찰해 표본 형태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Xian-Jun Shi, and 

Wei-Dong Yu, 2008). 오랜 시간이 경과한 털섬유(hair)는 고유의 광택을 잃고 작은 

외부의 힘에도 끊어지는 등의 강도저하가 나타난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은 많지 않고 의복 중에서는 갑옷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그 외 관모 등 기타 복식류 유물이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된 동물털 

섬유는 말총(馬尾), 토끼털, 담비털 등 다양하다. 일본의 쇼소인(正倉院)에는 신라시

대 깔개인 모전(毛氈)이 소장되어있다. 

도12-2 미정련견(raw silk)의 구조

도12-3  정련견(degummed silk)의 단면(위)과  
측면(아래)

도12-4 배자(19C)에 사용된 토기 털 섬유(왼쪽 : 측면, 가운데 : 단면, 오른쪽 : 메듈라)

도12-5 울(wool) 헤어(왼쪽 : 단면, 가운데 : 측면, 오른쪽 : 메듈라)

fibroin

ser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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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식 물 성 ( 셀 룰 로 오 스 계 )  섬 유

1) 면

단세포로 되어있으며 섬유의 폭은 12~20㎛정도로 균일하며 측면은 리본 상으로 꼬임

을 가지고 있다. 단면은 편평에 가까운 관상으로 가운데 중공(中空, lumen)이 있고 섬

유벽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성련, 2000). 섬유상의 꼬임(convolution)은 면

섬유 벽의 피브릴과 축과의 방향이 변해서 나타나고 중공은 면화가 개화하기 전에 원

형질이 차 있던 곳이 건조하면서 나타난다(The Textile Institute, 1975). 

섬유 유물 중 다른 섬유에 비해 내구성이 낮은 편이다. 직물유물에 사용된 면직물은 섬

유가 절단되거나 표면에 균열이 피브릴을 따라 나타나는 등의 손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현상은 건조에 의해 발생한 손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Mahall, 1993). 현재 우

리나라에서 보고된 가장 오래된 면섬유 유물은 백제 능산리에서 발견된 면직물이다. 

2) 저마(苧麻, ramie)와 대마(大麻, hemp)

저마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모시라 하며 인피섬유 중에서 섬유의 길이가 약 150㎜로 

비교적 길고 직경은 약25~75㎛ 정도이다. 단면은 타원형으로 큰 중공을 가지고 있고 

측면은 곳곳에 마디를 볼 수 있다. 세포벽이 얇고 납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cross-

marking과 섬유 다발로 인해 길이방향으로 줄무늬가 있다(김성련 외, 2008). 저마의 

섬유 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하고 다양한 모양의 중공 때문에 각각의 세포벽은 

두께가 고르지 못하고 세포벽이 얇다(Catling 외, 2004).

대마는 우리나라에서 삼베, 또는 베라고 하며 문헌에는 마포, 포 등으로 기록되어 있

다. 섬유 형태는 단면 다각형으로 중공이 있고 측면은 길이 방향으로 많은 선이 보이고 

군데군데 마디가 있다. 섬유 조성은 두 섬유가 유사한데 약 68%내외의 셀룰로오스와 

약 10%의 내외의 리그닌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섬유는 오랜 시간의 경과와 후처리제로 인해 다양한 형태

를 관찰할 수 있다. 다발로 이루어진 마섬유는 열화되어 섬유 다발이 흩어지며 섬유

가 가늘어지거나 섬유의 길이가 절단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섬유의 단면과 측면

의 형태만으로 종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의

복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 생활용품으로도 흔히 사용되어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된 섬유 중 하나이다. 

2 .  3   인 조 섬 유 

원료를 가열하거나 인위적으로 녹여 방사원액을 만들어 이것을 가늘고 긴 섬유로 만

드는 것이다. 원료와 방사방법을 필요에 따라 제어하여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섬유의 

생산이 가능하다. 천연섬유가 고유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는 반면 인조섬유는 방사방

법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특징을 가지므로 아세테이트와 같은 특징적인 단면

의 형태를 가진 섬유를 제외하면 형태적 특징으로 섬유를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인조

섬유가 개발되어 생산된 이후 현대의 다양한 섬유가 상용화되기 전인 1900년대에 가

장 많이 사용된 것은 레이온과 나일론이다. 

도12-6 면섬유의 측면(위)와 단면(아래)

도12-7 대마의 측면(위)와 단면(아래)

도12-8 저마의 측면(위)와 단면(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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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온(Rayon) 

섬유가 너무 짧아서 직접 실을 만들수 없는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재생섬

유로 인견이라고도 한다. 셀룰로오스 원료인 목재 펄프나 면 린터를 수산화나트륨에 

처리하여 생긴 용액을 방사에 의해 섬유로 만든 것이다. 강도가 약하며 습윤시 절반으

로 감소하는 등의 특성으로 세탁에 유의해야 한다. 용해액의 종류와 용해 방법 등에 따

라 비스코스레온, 구리암모늄레이온, 리오셀 등이 있다. 

2) 나일론(Nylon)

고분자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폴리아미드(Polyamid)계 섬유이

다. 강도가 강한편이며 산에 약하고 흡습성이 적어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고 일광에 약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처음 생산을 시작했으며 주로 나이론 6이 주를 이루었

다(한국섬유공학회, 1999).

2 .  4  기 타  특 수  섬 유  –  금 속 사 

우리나라 직물 유물에서 금속사는 주로 직금이나 자수 등에 이용되었으며 금이나 은, 

또는 합금 등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사는 구성방식에 따라 여러 가

지로 구분되나 우리나라 유물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은 연금사와 편금사이다. 금속사

는 종이 위에 얇게 편 금박을 아교나 어교, 옻 등의 접착제로 붙인 후 가늘게 잘라 사용

하는 편금사와 편금사로 심사를 감아 만든 연금사가 있다. 편금사는 주로 직물을 제직

할 때 사용했으며 연금사는 자수에 주로 사용했는데 편금사처럼 직금직물을 제직할

때도 사용되었다. 금속사의 금속부분은 탈락과 박락으로 인한 손상이 주로 나타난다. 

도12-9 레이온의 측면과 단면

도12-11 편금사의 직물 사용예와 형태(A-조직, B-측면, C-단면)

도12-12 연금사직물 사용예와 형태(A-조직, B-측면, C-단면)

도12-10 나일론의 측면과 단면(출처: 김성련 외, 2008)

🅐

🅐

🅑

🅑

🅒

🅒심사
(wick yarn)

금속박지
(metal paper)

금속박지
(metal paper)

배지
(paper)

배지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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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종이에 금박을 붙여 
얇게 자른 형태

(편금사)

A 타입의 금속사가 
섬유다발을 감싼 형태

(연금사)

금속판을 얇게 자른 형태
(metal strip) 와이어 형태의 금속사 D 타입의 금속사가 

섬유다발을 감싼 형태

표12-1   유물에 사용된 금속사의 분류와 특징

3 .  1   형 태 관 찰 법

유물을 구성하는 모든 천연 섬유는 꼬임이나 단면의 중공 등 섬유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는데 이러한 섬유형태를 관찰해 동정하는 방법으로 비교

적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섬유를 관찰하기 위해 이용하는 현미경은 실체현미경(ste-

reoscopic microscope), 형광현미경(fluorescence microscope), 편광현미경

(polarizing microscope), 공초점현미경(confocal microscope) 등과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등이 있다.

1) 표본의 제작

표본은 섬유의 측면과 단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측면 관찰용 표본은 실 상태

인 시료의 꼬임을 풀어 섬유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열화된 시료의 경우 부서

지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면 관찰용 표본은 섬유를 코르크

나 에폭시 수지 등에 포함(embedding)시켜 마이크로톰이나 면도날 등으로 얇게 잘

라 제작한다. 이때 시료의 양이 적거나 열화되어 쉽게 부서지는 경우에는 아세테이트

와 같이 특징적 단면을 가진 인조 섬유와 섞어 표본을 만든다.

3
고 섬 유 의  동 정 ( i d e n t i f i c a t i o n )

도12-13 섬유의 단면 표본 제작 도12-14 아세테이트로 충진하여 제작한 단면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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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단면 섬유

편평한 리본모양의 꼬임이 길이를 따라 나타나고 그 방향이 가끔 변하기도 한다. 
일부 미성숙한 섬유는 세포벽이 얇고 꼬임이 잘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편평하고 신 타원형이나 콩 모양이며 
중공이 있다. ➡ 면

다양한 크기의 섬유가 다발로 있으며 일부 단면에 cross-marking이 관찰되기도 한다.
섬유 측 방향에 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곳곳에 마디를 갖는다.

다각형이나 타원형 모양으로 
중공이 있다. ➡ 마

스케일이 보인다. 원형으로 크기가 다양하다. ➡ 모

표면이 매끈하고 변화가 없다 끝이 둥근 삼각형 모양이다. ➡ 견

2) 천연 섬유 형태에 따른 동정 과정

⑴  동정할 시료는 먼저 측면을 관찰해 단일 섬유인지 다른 섬유와 혼합되어 있는지 조

사한다.

⑵  섬유 측면을 관찰해 스케일이 있는지 조사하고 스케일이 있다면 동물성 섬유로 분

류하고 이후 정밀한 동정을 실시한다.

⑶  측면 상에서 섬유의 꼬임이 있고 단면에서 cross-marking과 중공이 모두 관찰되

면 면섬유로 분류한다.

⑷  측면 상에서 스케일이나 꼬임이 없고 길이 방향으로 나눠진 줄무늬가 없이 매끄럽

고 단면상에서 중공이 없이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면 견섬유로 분류된다.

⑸  측면 상에 섬유가 다발로 관찰되고 길이방향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마디가 관찰되

며 단면에 중공이 관찰되면 인피섬유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한다.

3 .  2   기 타  감 별 법

형태학적 관찰 방법 외에 천연섬유 동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착색시헙법 

(Herzberg's stain test)이나 팽윤시험법(Sodium Hydroxide와 Schweitzer's 

([Cu(NH3)4](OH)2 reagent swelling test)등과 기기를 이용한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ry) 등의 분광분석법이 있다(Garside 외, 

2003:Zhao 등, 2007). 

슈버이처시약(Schweitzer's reagent)를 면섬유에 처리하면 1차벽으로 둘러싸인 2차

벽의 셀룰로오스 팽윤 압력으로 인해 꼬임 구조가 해체되며 섬유 길이 방향으로 공처

럼 둥근 부분과 수축된 밴드와 같은 모습(ballooning)을 나타낸다. 헤르쯔베르그 착

색시험(Herzberg‘s stain test)은 대마와 저마의 감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염화아연 

용액 15㎖와 물 1㎖, 요오드 용액을 혼합한 후 6시간 방치해 침전시킨 후 맑은 용액을 

갈색시약병에 따라 요오드 박편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그러나 열화되었거나 염색된 

실제 유물에 적용해서 그 차이를 관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착색시험법은 염색되었거나 변퇴색된 고섬유 감별의 적용에는 판별의 모호함으로 인

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적용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형태학적 관찰

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의 일반적인 섬유 동정에 사용

되는 파괴적인 방법을 유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

해 적용해야 한다. 

도12-15 천연섬유의 형태관찰을 통한 섬유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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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분석(Infrared Spectroscopy)은 분자의 운동에너지, 특히 진동에너지와 회전에

너지의 양자화된 특징을 이용하여 적외선(Infra-Red) 에너지를 물질에 투과해 물질 

고유의 흡수스펙트럼을 얻어 물질의 구조 및 특수한 작용기를 찾는 분석방법이다(박

만기, 1994). 면이나 마섬유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나 견의 주성분인 폴리아미드의 

특징적인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섬유를 동정할 수 있다. 섬유의 IR에 의해 나타나

는 band assignments는 〈표12-2〉와 같다(Berni, R. J. and Morris, N. M., 1984).

Frequency(㎝-1) Funcional Group Assignment Materials in Which Bands Present in Spectra

3700-3300 O-H Stretching(Free and Bonded) Cellulose, Treated Cellulose

3500-3200 N-H Stretching Polyamide, Treated Cellulose

3060-3010 -C=C- Styrene, Treated Cellulose

2967-2857 -C-H Stretching Moste Organic Materials

2252-2062 -C≡N Arylics, Modacrylics, Treated Cellulose

1725-1700 -C=O Stretching(Saturated Aliphatic Acids) -

1750-1735 -C=O Stretching(Ester) Acetates, Polyester, Acrylics, Treated Cellulose(Water Repellet)

1680-1630 -C=O Stretching(Amide Ⅰ) Polyamide, Wool, Treated Cellulose(Durable Press)

1630 H-O-H Stretching(Adsorbed Water) Cellulose, Treated Cellulose

1650-1620 N-H(Amide Ⅱ, Primary Amide, Solid) -

1600, 1500 -C=C(Aromatic) Polyester, Polystyrene, Treated Cotton

1570-1515 N-H(Amide Ⅱ, Secondary Amide) Polyamide, Treated Cellulose

1250-1150 C-O(Ester) Polyester

about 1250 P=O Treated Cellulose(Flame Retardant)

about 1100 C-O(Secondary Alcohol) Cellulose

about 1050 C-O(Primary Alcohol) Cellulose

800-600 C-Cl -

720-730 C-H Polyethylene

600-500 C-Br -

표12-2 천연 섬유의 주요 IR 스펙트럼 피크

(출처: �Berni, R. J. & Morris, N. M.(1984), Infrared Spectroscopy, Analytical methods for a textile laboratory(3rd), J. William Weaver,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pp.266.)

도12-16  슈버이처시약(Schweitzer's reagent)에 의한 팽윤시
험(좌: 17C 섬유, 우: 현대섬유)

도12-19  정련견(degummed silk)의  
FT-IR spectrum 

도12-20 면(cotton)의 FT-IR spectrum 도12-21 대마(hemp)의 FT-IR spectrum 도12-22 저마(ramie)의 FT-IR spectrum 

도12-17  면섬유의 15% NaOH 팽윤시험 
(좌: 17C 섬유, 우: 현대섬유)

도12-18  헤르쯔베르그 착색시험(Herzberg‘s stain test) 
(좌: 저마, 우: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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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3 복식유물에 주로 사용된 천연염제

복식유물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섬유의 퇴화와 함께 색상도 퇴색한다. 특히 출토복

식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황색이나 갈색을 띄고 있다. 이에 현존하는 전세

유물과 의궤나 초상화 등에 자료를 근거로 유물의 색상을 복원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의복 유물 중 분해되고 남아있는 염료의 구조를 파악하여 원래의 색상을 밝히고자하

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색소의 분리 및 확인에는 UV-Visible Spectro-

photometer, GC-MS, HPLC, FTIR, TOF-SIMS 등의 기기분석을 통하여 염료성분

을 분석하고 퇴화과정에서 겪는 변화의 양상을 관찰하는 연구 등이 시도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천연 식물염료의 종류에 대하여 〈표12-3〉에 간단히 정

리하였다. 

4
염 료 의  감 별

분류 염색제(학명) 색소 성분

red dyes

꼭두서니�(Rubia akane)�
(Rubia tinctorum)

홍화(Carthmus tinctorius)
소목(Caesalpinia Sappan)

pupurin
alizarin
carthamin
brazilein

yellow dyes

황벽(Phellodendron amurnse)
울금(Curcuma longa)
괴화(Sophora japonnica)
황련(Plaglorhegina)
치자(Gardenia jasminnoides) 

berberine
curcumin
rutin
berberine
crocin

blue dyes 쪽(Polyginum tinctorium)
계장초(Commelina communis)

indigo
commelinin

violet dyes 자초(Lithospermim erythorhizon) shik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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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에 남아있는 오구 및 오염의 정도는 유물이 보관되어온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한

편 착용되었던 의복에 남아있는 오구를 관찰하여 사용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유물

의 손상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복식 구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

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  1   오 구 의  종 류 와  특 성

1) 출처에 따른 분류(Agnes Timar-Balazsy & Dinah Eastop, 1998)

⑴ 용도(및 관리)

착용 중에 부착되는 불순물은 주로 의상, 장신구, 가정용 섬유소재 및 행사용 섬유

소재에서 발견되며 마모된 섬유, 음식물, 화장품, 혈액, 체액, 피부각질, 다양한 부

식물, 물얼룩, 이염된 염료, 먼지, 연기, 페인트, 잉크, 접착제, 곰팡이 등이 있다. 

⑵ 발굴 또는 회수

발굴 또는 회수 시에 부착되는 불순물은 해저 또는 고고학적 탐사 및 출토복식에서 

발견되며 진흙, 부식토, 토탄, 산화물, 탄산염, 황산염, 인산염, 질산염, 염화물, 기

타 금속염과 그 산화물 등이 있다.

⑶ 대기오염물 

공기 중의 오염물은 깃발, 커튼, 카펫 또는 가구용 섬요소재에서 발견되며 각종 염, 

고형물질, 오일, 왁스 등이 있다.

2) 오구의 종류와 손상

오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제거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오구의 정도에 따라 

세척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⑴  고형오구 : 먼지, 토사 등의 불용성 고형오구는 마찰에 의해 직물 또는 자수 부분의 

실을 마모시킨다. 입자가 크면 비교적 쉽게 제거되지만 입자가 작아지면 섬유 사이

에 끼어 제거가 어렵다. 

⑵  섬유분해물 : 섬유가 분해되어 황변하면 일광에 의한 손상이 커진다. 또한 분해물

은 대부분 산성이므로 산 가수분해를 일으킨다.

⑶  유기분해물 :지방성 오구는 불포화의 이중결합을 갖는 것으로 쉽게 산화되어 딱딱한 

네트워크 물질을 형성해 얼룩의 가장 자리가 응력으로 약해진다. 혈액 등의 단백질

계 오구는 섬유에 오랫동안 묻어 있으면 딱딱한 얼룩으로 남아 손상의 원인이 된다. 

⑷  미생물 : 박테리아나 곰팡이 등의 미생물은 천연의 분해제 역할을 한다.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효소분해가 일어나고 이러한 대사의 산물은 대개 산성이다.

⑸  유기착색물질 : 염료, 안료 등이 존재하면 섬유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되어 일광

에 노출되었을 때 손상이 커진다.

⑹  기타 : 천연 가공제(풀, 아교, 기름 등)는 노화하면 딱딱해져 직물이나 공예품에 물

리적 손상을 주며 산성이 되어 습한 조건에서 가수분해를 일으킬 수 있다. 

5
유 물 의  오 구  및  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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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복 식  유 물  손 상  유 형

1) 결손 및 탈락 

복식이나 직물의 일부가 분리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복식 유물

의 경우 결손 또는 탈락된 부분과 그 정도를 파악한다. 

2) 파열 

직물의 가로 또는 세로 혹은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손상에 대해 조사한다. 

3) 마모

직물이 사용 또는 마찰 등의 이유로 낡고 헤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파열하게 된다. 

4) 솔기 파손 

의복의 경우 바느질로 된 솔기가 손상되어 시접이 노출되거나 의복의 부분이 분리된 

손상이다. 

5) 변색과 탈색

직물의 색상이 탈색 또는 변퇴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적인 영향이나 인위적

인 처리로 인한 염료의 이동(이염) 등 색상요소의 손상이다. 

6 .  1   처 리 전  조 사  및  평 가

1) 조사 준비 

직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찰할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기록함으로써 처리 전후의 변화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처리 이후의 장기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2) 유물의 외관 조사

⑴  대상 유물의 복식 종류를 파악하고 구성 직물을 조사한다. 의복류 유물은 옷의 형태

와 용도에 따른 구성특징, 소재적 특징 등을 조사·기록한다. 

⑵  유물의 결손 여부와 손상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한다. 파악된 유물의 구성적 특징

을 근거로 결손된 부분이나 손상 여부 등을 사진과 그림 등으로 자세히 기록한다. 

⑶  오염의 정도와 종류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집할 수 있다.

⑷  전래 과정 중 착용 및 사용에 의한 외형의 변경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일부 전래 

유물의 경우 전해지는 과정 중에 착용 등으로 마모되거나 낡은 부분을 개형 또는 수

6
보 존 처 리 의  실 제 

도12-23 조사 위치의 표시 예(출토복식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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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서 착용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

한 후 개형된 부분을 해체하여 원래 형태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복원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개보수된 것 자체가 유물에 중

요한 사적(史的) 내용인 경우 그대로 보존하기도 한다.

3)  유물의 심층 조사

처리 전 유물의 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해 이후 적절한 보존 처리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처리 전후에 같은 내용의 조사를 실시해 처리에 의한 변

화를 파악하고 이후 유물 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⑴ 유물의 물리적 특성 조사 

처리 전 유물의 무게·두께 등을 측정하며 세척 등 비가역적인 처리에 의한 물성 변

화를 조사한다. 

⑵ 유물의 표면 특성 조사

직물 표면을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관찰해 직물의 조직과 직조실의 상태를 조사

한다. 이와 함께 오염의 정도와 종류에 대해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⑶ 유물의 표면색 측정 

세척 등의 비가역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측색장비를 이용해 유물의 색을 측정한다. 

의복을 포함한 복식 유물의 구성요소로서 색상은 매우 중요하다. 섬유 색의 계측은 

일반적으로 분광측색장비를 이용해 규격화된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다양한 색상 

체계 중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 de I’Eclairage)가 정한 표준측색시스템이다. 색차(Colour Diffe-

reces)의 계산시 광원과 관측자 조합에 의한 3가극 값 중 D65/10°이 바람직한 것으

로 권장되고 있으며 측정된 색자극값에 의한 색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IELAB 색차는 △E*ab=△E=[(△L*)2+(△α*)2+(△b*)2]1/2 에 따라 계산하며 이

와 함께 시각적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된 △Ecmc 로 계산하여 표기하도 한다. 

(KS K ISO 105-A08, KS K 105-J03:2014 등 참조) 

⑷ 유물 구성 소재 감별 

사용된 직물의 감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유물의 보존처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충분한 실습과 배경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⑸ 기타 조사 실시하기 

필요한 경우 오염 성분의 분석이나 염료의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12-24 직물 유물의 측색 조사(A), 두께 측정(B), 표면특성조사(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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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오 염  제 거 - 세 척

유물의 세척은 오염성분에 의해 유발되는 섬유와 직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물 원래의 외형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물과 세제 또는 유기 용제 등

을 이용해 유물로부터 오염을 떼어내어 세탁용액 내에 분산, 안정화시켜 제거하는 과정

이다. 세척과정을 거치면 손상이 불가피하고 일단 세척이 이루어지면 세척 전의 상태

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예비조사와 분석 후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행된 조사과정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적용할 세척법

을 결정하여야한다. 섬유의 상태와 오염의 종류와 정도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세척법을 도출한다. 오래된 섬유류 유물에는 고형성분의 먼지가 끼어들어 있

고, 오래된 섬유는 새 섬유보다는 강직하여 고형입자, 먼지 또는 산(酸)에 의해 변형되

기 쉽다. 착용되었던 의복에 남아있는 땀과 피지는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이상적인 환

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세척에 의해 때로는 비가역적으로 직물/의복의 외양을 바꾸

어 놓기도 하지만, 세척 즉 불순물의 제거는 보존처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

는 중요한 작업이다. 

※ 세척 전 예비조사 
먼저�예비조사에�의해�각�용제(데칸,�헥산,�아세톤,�에탄올,�물)에�대한�오염물의�용해성과�
직물에�미치는�영향을�검사한다.�출토복식의�오염은�주로�시신의�사체분해물이나�뼈�및�
회곽의�주성분인�석회성분이다.�이러한�성분은�물에�의해서�가장�많이�제거될�수�있지만�
직물의�구조와�섬유의�화학적�특성,�실과�직물의�물리적인�특성,�그리고�염색�또는�염료에�
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안전하고�효과적인�세척방법을�결정해야�한다.�
물이나�액체에�면봉을�적신�뒤,�면봉을�세척�할�직물의�감추어진�부분이나�실�위에�천천
히�면봉을�눌러서�직물을�시험해야�한다.�면봉을�1분�이내로�둔�뒤,�흰색�압지�위에�찍는다.�
다음에�자연광에서�흰색�압지와�얼룩이�찍힌�압지를�검사하여�색상�이동을�평가해야�한
다.�실제�세탁액을�사용하고�액체가�건조될�때까지�기다리는�과정을�반복하고�결과를�판
단한다.

직물 유물의 실제 세척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현미경 관찰이나 화학적 분석, 또는 IR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섬유의 일반적인 형

태를 확인해야 한다.

도12-26 오구제거용 용제 예비조사 

도12-25 오염제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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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착색제의 형태, 염료, 안료 또는 특별한 날염 기법이나 착색제의 염색 견뢰도

도 확인해야 한다. 

③  직물에 존재하는 오염의 종류와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공기 중에서의 세척

인지, 물세척인지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직물의 강도, 무게, 구조 등의 조건과 착용에 의한 접촉 지점의 위치, 이전의 수리 

부분 등에 대해 확인한다.

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이지만, 직물에 대해 가장 온건한 중간 세척방법을 선

택한다. 

⑥ 필요한 세제나 첨가제 등과 적정 농도, pH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 

⑦  오염과 직물 조건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온도 조건을 선택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상

온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⑧ 물세탁이 행해지면 사용되는 건조 설비를 준비한다. 

1) 건식세척법 

유물의 오염제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물과 같은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기구와 기기를 이용해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복합재질의 유물이나 

섬유가 취약한 경우 습건식 세척법의 적용이 어렵다. 또한 염료의 용출이 우려되거나 

용제에 의한 형태 변형 등이 우려될때 주로 적용된다. 단독으로 적용되기도 하지만 습

식이나 유기용제 세척법의 적용전에 세척효과를 높이고 세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적용하기도 한다.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건식세척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솔질(brushing)을 한다. 직물의 표면의 오구를 제거하기 위해 부드러운 천연 단백

질 섬유로 만든 전문가용 솔을 사용하며 압력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솔질해 오염을 

제거한다. 보통 솔질은 진공흡입기를 함께 사용해 오염을 제거하는데 솔질해 섬유

로 부터 분리된 오염이 재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진공흡입기를 솔질하

는데 옆에서 분리된 오염을 흡입제거하도록 한다. 

②  진공흡입기(vacuum suction)를 이용해 오구를 제거한다. 이때 진공흡입기는 필

요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며 직물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③  고무지우개(eraser) 또는 접착테이프(self-adhesive tape)의 접착력을 이용해 직

물 조직 사이의 미립자형 고형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섬유의 손상이 심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④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블로어(blower)로 작은 면적의 고형 오구를 제거한다. 이

때 공기흐름의 압력으로 인해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 전 테스트를 시행하고 

적용해야 한다. 흡입기와 마찬가지로 강도를 조절할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⑤  기타 : 최근에 CO2 Jet Cleaner를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는 드라이아이

스를 이용한 건식세정으로 얼려서 부수면서 압축공기로 세정한다. 세정 후 2차 오

염물질 발생 없고, 표면 스크래치/부식/변형 등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

다. Laser를 사용하여 유물을 덮고 있는 고형오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다

(Belli, 2006).

도12-27 솔과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오염제거

도12-28 지우개를 이용한 오염제거

도12-29  연성지우개를 이용한 오염제거 
(A:처리 전, B: 처리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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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세척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직물로부터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방법으로 출토직물에 주로 

적용되며 염료의 용출이나 형태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의 안전성이 확인된 유물

에 사용할 수 있다. 습식세척의 특징으로는 극성의 오구인 단백질, 흙, 진흙 등의 제거

가 용이하다. 물에 침지하므로 직물의 주름과 구김을 완화할 수 있고 섬유를 늘어나거

나 수축되게 할 수도 있다. 반면 채색되거나 염색된 직물의 색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다. 사용상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습식세척은 대체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건식 세척(고형오구제거) → 예비 세척 → 본 세척 → 헹굼 → 건조

일반적으로 습식세탁은 증류되고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섬유들은 

수분을 흡수한다. 그리고 수분은 서서히 직물 무게를 증가시키므로 복식유물은 자체 

무게가 물속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증가된 무게가 섬유나 실의 신장이나 강도, 또는 파

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직물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세척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세척실험의 결과 색상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세

탁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색상 이동이 나타난다면, 색상 이동이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또 다른 세탁 용매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일부 직물 조각은 염색된 염료의 불

안정성이나 직물이 젖은 후에 시각적 특성에서의 변화 때문에 액체를 사용해서 세탁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출토복식의 경우, 오랜 기간 물속에서 팽윤되어 있었으므로 염

료의 이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비세척은 약 25-30℃정도의 세척용수에 약 20분 정도 침지하는 과정이다. 이과정

을 통해 섬유와 오구의 팽윤으로 오구의 자연 탈락을 유도하고 본 세척의 세척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본 세척은 유물을 세척조에 넣은 후 세척용수와 세제를 사용해 오구를 적극적으로 제

거하는 과정이다. 세척조는 유물을 최대한 펼쳐서 작업할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하며 유

물을 이동하지 않고 배수와 급수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유물을 직접 들거나 잡아서 이동하지 않도록 타공된 판넬이나 이와 유사한 직물류(

모노필라멘트로 된 폴리에스터 페브릭)를 사용해 유물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로는 순수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 가정용 세제의 경우 세탁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여러 가지 조제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은 복식유물에 적합하지 않다. 비이

온계 또는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예: sodium lauryl sulfate)를 주로 사용하며 사포닌

과 같은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계면활성제는 사용하기 전 약 2시간 전

에 탈이온화된 증류수와 혼합하여 용액 전체에 균일하게 분산되게 한다. 계면활성제

는 소수성 부분(물에 반발)과 친수성 부분(물과 친화)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부분이 있어서 계면활성제는 물에서 분산할 수 있고, 직물 내로 침투할 수 있다. 계면

활성제는 먼지와 오염을 둘러싸서 직물에서 먼지를 분리시키고, 오염이 직물에 재오

염되는 것을 막아준다.

세탁액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가능한 한 pH를 7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

은 헹굼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수세와 배스의 온도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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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퇴화된 섬유의 지나친 팽윤이나 

산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재오염 방지를 위해 유물세척은 가능한 한 단시간에 끝내야 

한다. 헹굼 후에는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고 솔기를 맞춰 옷의 형태를 바르게 하여 건

조하는 것이 좋다. 

3) 유기용제 세척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용제를 이용해 오구를 제거하는 세척 방법으로 물에 의한 변

형이 우려되거나 견뢰도가 좋지 않은 염직물 또는 지용성 오구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건식 세척의 특징으로는 타르, 지방, 오일 등의 유기 용매에 잘 녹는 지방성 

오구의 제거가 용이하다. 습식세탁에 의해 염료가 용출되거나 색상이 변화될 염려가 

있을 때 적용한다. 매우 부서지기 쉬운 섬유의 분해가 습식세탁으로 인해 우려될 때 적

용한다. 습식세탁으로 인해 가수분해나 산화에 의한 손상 또는 수축 등의 손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털이나 모피 같은 물에 민감한 소재의 세척에 적합

하다. 고비용이며 사용상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물의 세척을 위한 유기용제로는 주로 탄화수소계 용매인 데칸

(Decane)과 헥산(Hexane)을 주로 사용한다. 데칸과 헥산은 세척과 관련한 물리적 

특성의 큰 차이는 없으나 데칸의 휘발속도가 느리므로 작업장의 환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알코올계 용매인 에타올(Ethanol)은 부분세척에 이용되기

도 하는데 직물을 건조하게 하므로 전체 침지세척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밖에 퍼클로

로에틸렌(perchlorethylene)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6 .  3   형 태  교 정

유물은 한정된 공간 안에 넣기 위해 접혀지거나 구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착화된 

구김은 이후 절단 등의 손상을 야기하므로 반드시 펴서 원래의 형태를 복원해야한다. 

직물의 구김은 섬유 분자간의 수소결합에 의한 것으로 적당한 온도와 습기, 압력 등

에 의해 재배치시킬수 있다. 직물의 구김을 펴고 본래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 직물 

유물에 도구를 이용해 증류수로 미세가습처리 하거나 고어텍스와 같은 투습방수 소

재를 이용해 서서히 수분을 공급한 후에 누름용 주머니(Weight bag)로 눌러 둔다. 복

식은 그 구성에 맞도록 솔기와 바느질 선을 맞추어 형태를 바로잡은 후 직물의 구김을 

편다. 이때 가습으로 인해 염료의 용출과 확산으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12-30  세척물 이동용 타공 판넬을 이용한 세
척조(A)와 폴리에스터 스크린 페브릭
을 이용한 세척베스(B)

도12-31  습식세척에 의한 오염의 제거 효과 
(A-세척 전, B-세척 후)

도12-32 유물용 건식세척조

도12-33  유기용제를 이용한 오구의 제거  
(A-세척 전, B-세척 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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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보 수  복 원

손상을 방지하고 원래 유물의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 손상·탈락·결손 부분 등을 보강 재

료를 이용하여 수리하는 과정이다. 보수 전 충분한 고증과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

※ 보수 시 유의점
-�유물의�특징과�상태를�고려해�적절한�방법을�선택�적용한다.�
-��유물의�소재와�그�구성�등에�대한�면밀하고�과학적인�조사와�객관적인�고증�등의�자료를�
근거로�보수�계획을�수립한다.�

-��보수용�재료는�유물의�감상과�보관,�취급에�가장�적합한�재료와�색상�등을�고려해�선택하
고�유물에�무리를�주지�않는�소재를�사용한다.�

-�보수�부분은�필요에�따라�제거와�수정이�가능해야�한다.

유물의 보수는 바느질을 이용한 보수법과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직물 열화나 손상 유형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바느질법

직물이 찢어지거나 결손된 경우에는 보강용 직물을 이용한 보수를 실시한다. 보강용 

직물은 유물보다 가볍고 얇아 유물에 부담을 주지않는 것을 사용하거나 인공적으로 

퇴화시킨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된 직물을 보강할 부분보다 크게 재단

한 후 약 0.3-0.5㎝ 정도 올을 풀어 보수 후에 올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준비한다. 이후 

유물의 경·위사에 맞추어 시침질로 고정한 후 유물의 손상 외곽을 따라 여러 바느질법

을 활용해 고정한다. 보수 바느질 땀은 유물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12-34 구김제거의 실제

도12-37 보수용 직물 예(올 푼 모시)

도12-38 바느질법에 의한 파열된 직물 유물의 보수 과정 예시

도12-35  직물 유물의 가습 과정 
(A-가습챔버, B-소형 온도제어형 가습장치)

도12-36  구김 제거를 통한 형태의 교정 예 
(A-처리 전, B-처리 후)

🅐 🅐🅑 🅑

🅐  손상부의 경위사를 맞
추어 직물을 정리한다. 

🅑  보강 직물을 손상부보
다 약 2-3㎝정도 크게 
준비한다.

🅒  보강 직물을 유물 뒷면
에 놓은 후 유물과 함께 
시침해 고정한다. 

🅓  보강 직물과 유물을 바
느질로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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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   포 장  및  보 관

1) 의복류 유물 포장하기

전통의복은 평면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편평하게 놓고 직물이 접히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다. 직물이 서로 닿지 않도록 직물 사이에 무산지 또는 

얇은 면직물을 끼워 포장하고 특히 각 부분이 다른 천연염재로 염색된 경우, 염료의 이

동을 막을 수 있다. 접혀지는 부분에는 솜포 등을 넣어 직물의 꺾임을 방지해야 한다. 

정리한 유물은 부직포 등으로 만든 포장백(storage bag)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유물명, 유물번호 등과 같은 식별내용을 표기한다. 

전통의복과 달리 서양복은 입체적인 구성을 가지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모형 등에 입혀 포장하거나 의복크기와 모양에 맞

는 보형물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형물을 의복에 삽입하고 깃(칼라)

에는 주름잡은 중성지로 형태를 고정해 전체적인 의복 형태가 왜곡되지 않도록 포장

하였다. 

2) 접착접

직물의 퇴화와 손상이 심해 바느질법에 의한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풀 등의 천연접착

제와 종이 등을 이용해 보수하는 방법이다. 접착제의 농도와 배지의 종류와 두께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해 시행한다. 가능한 손상부위만을 보수하도록하여 접착제

와 보강재로 인해 과도하게 직물이 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손상 부위(처리 전) 🅐  습식크리닝 후 🅐  천연염색한 배접지로 결손부분
을 보강한다.

도12-39 접착법에 의한 보수 과정 예시

도12-40 전통복식 유물의 포장 과정 도12-41 서양복의 포장 예

242



2) 기타 유물 포장하기 

입체적인 형태의 직물 유물이나 직물조각 등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발포 폴리에

틸렌(polyethylene foam)과 중성 매트지, 정련한 직물 등으로 보조물을 제작해 보관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재료는 안전성이 확인된 된 것을 사용하고 장착이 

쉽고 안전해야 한다. 

도12-42 입체 형태의 유물 포장 예(습신) 

도12-44 유물 포장 모식도

도12-43 보관틀을 이용한 흉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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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천연 섬유 중 동물성 섬유의 종류와 특징을 서술하시오.

2. 섬유감별 방법 중 셀룰로오스 섬유의 팽윤시험법과 결과의 판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3. 직물유물의 오구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기용제의 종류와 적용상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4. 섬유의 형태관찰을 통한 감별법의 과정에 대해 서술하시오.

5. 섬유류 유물에서 발생하는 오구의 종류와 손상에 대해 서술하시오. 

6. 직물 유물의 보존처리전 시행해야할 조사작업과 그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7. 직물 유물의 습식세척의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8. 직물 표면의 고형오구 처리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9. 직물 구김의 원인과 구김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처리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10. 직물 보수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245   1 2 장    섬 유



벽화보존
(한국 사찰벽화 보존)

한 경 순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c  o  n  t  e  n  t  s

1. 현황

2. 사찰벽화의 재료 및 제작기법

2. 1  벽화의 구조

2. 2  벽화의 재료

2. 3  벽화의 제작기법

3. 벽화의 손상원인

3. 1  자연적 손상원인

3. 2  인위적 손상원인

4. 사찰벽화의 상태조사 및 기록

4. 1  벽화의 재질분석

4. 2  벽화 및 벽체 상태조사

5. 보존처리

5. 1  예방적 관리보존

5. 2  사찰벽화 보존 처리

참고문헌

연습문제



1
현 황

벽화는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술(呪術), 종교(宗敎), 기념(記念), 유락(遊樂) 

등 목적에 따라 발전하여 왔고 회화에 있어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기원을 전

후하여 다양한 종교가 발달되면서 수도와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었고 이를 장식

하고자하는 욕구에서 종교예술은 발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벽화는 벽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교화(敎化)와 예배(禮拜), 장엄(莊嚴)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종교예술에서의 벽화의 역할은 현존하는 수많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양의 기독교 성당(聖堂)과 동양의 불교사원(寺院)일 것이다. 

벽화는 건물과 회화의 접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건물의 발달 과정과 회화의 발

달 과정을 살펴보면 그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건축물에 벽체(壁

體)가 나타난 시기는 기록상으로 보아 삼한(三韓)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벽화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삼국시대 고분벽화의 

전사적(前史的) 단계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벽화가 목조건물에 본격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의 신건축양식이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이 

축조된 2~3세기와 때를 같이 했다고 추정되며 그 양식의 계승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 보이고 있다. 건물 벽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소위 벽화제작기술의 발달과 유행은 

고분벽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고분의 그림들은 벽면을 분할하여 그림을 그려 

넣는 방법 즉 벽화의 개념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덕흥리 고분벽화의 

13군 태수에서와 같이 기둥, 두공, 도리 등 건축물 가구재(家具材)를 도시하고 그림 

속에 건물 벽체를 설정하여 인물 등의 그림을 배치한 것이 건물벽화 제작관행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분벽화(古墳壁畵)는 삼국(三國)시대에 가장 발전하여 성세를 보였고 그 중

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는 더욱 수려하고 탁월한 것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있어서 주

목되어 왔다. 한국의 고분벽화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 각각 분포되어 분포

상의 특색과 입지상의 특징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계통을 형성하고 

있어서 각 지역의 고분벽화는 문화양식상으로 그 계보(系譜)를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고분벽화로는 대표적인 것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이고, 신라, 백제, 고려의 고분벽화

도 몇 기(基)가 전한다.

고구려 고분은 옛 도읍지였던 만주의 퉁거우(通溝) 일대, 평양 부근, 황해도 안악지

방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명칭과 소재가 조사된 벽화고분은 평양 안악 일대 65

기와 중국 집안지역에 23기로 모두 88기이며 조사가 안된 고분만도 수천 기가 남아 

있다. 그것은 중국 육조(六朝)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고구려인의 높은 기상과 

예술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신라의 벽화고분은 신라 후기에 오면서 묘제(墓制)가 횡혈식 석실로 형성 발전되면서 

벽화고분을 찾을 수 있으며 당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에서 2기와 경상북도 순흥 

지방의 2기가 발견조사 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신라의 벽화고분은 4기에 불과하나 

그 고분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주목되는 바가 크다. 특히 순흥 지방 횡혈

식 석실계 벽화고분의 2기는 신라고지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분포된 지역으로 보

아 고구려의 벽화고분에 연결되는 지리적 선상에 관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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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벽화고분은 금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송산리 6호 고분과 능산리 동하총 

등 2기의 벽화고분이 알려져 있다. 이들 백제벽화고분은 벽화의 내용, 기법, 사상 등

은 고구려계통을 보이고 있으나 고분의 형식과 기법에 있어서는 중국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 특유의 유려(流麗), 온화(溫和)한 정취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백제 

고분벽화에 있어서도 남조문화의 영향에 의하여 백제지역의 토착화된 유려하고 온

화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 가야의 벽화고분은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1기로 가

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조사된 벽화고분이다.

고려의 벽화고분은 한국에서 발견된 것들은 5기로 고대에 비해 축소된 형태를 살펴 볼 

수 있으며 남한에서만 조사된 기록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벽화는 고분벽화로 대부분 고구려의 것으로 북한과 중국 집안지역에 분포되어 있으

며 한국에는 신라, 백제의 몇 기의 고분에 남아있는 벽화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교

사찰의 벽화이다. 

처음으로 한국의 사찰벽화가 제작된 시기는 불교가 들어온 372년 이후일 것이다. 최

초의 불교사원이 세워진 375년 이후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고 사찰에 불교벽화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쉽게도 이 시대의 사찰벽화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 

현존하는 사찰벽화로는 경북 영주(榮州)의 부석사(浮石寺) 조사당(祖師堂) 벽화와 

강진(康津) 무위사(無爲寺)극락전(極樂殿)후불벽화, 안동(安東)봉정사(鳳停寺)대웅

전(大雄殿)의 후불벽화로 고려(高麗) 말(末) 조선(朝鮮) 초(初)인 14~15세기에 제작

된 벽화가 가장 제작시기가 이른 사찰벽화들로 남아있으며 대부분의 사찰벽화는 조

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 제작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에 주로 남아있는 사찰벽화를 중심으로 재료 및 제작기술, 손상원

인, 과학적 진단방법과 보존처리의 주요공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사 찰 벽 화 의  재 료  및  제 작 기 법

벽화 제작기술에 대한 정보는 보존계획 수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보

존처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벽화 제작에 사용된 재료와 기법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벽화보존 연구가 가능할 것이며, 보다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보존방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2 .  1   벽 화 의  구 조

벽화는 중심에 목재골조를 두고 건물의 내·외벽에 동일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초벽층에서 채색층까지 약 90~200㎜의 두께로 평균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각 층위

에 사용된 토양 재료는 입도, 점성, 토양의 혼합 비율이 다르고 벽체의 두께도 다르게 

조성된다. 따라서 층위에 따라 공극률 및 함수율이 달라 구조적으로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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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벽 화 의  재 료  

벽화의 벽체를 조성하는데 쓰이는 주재료는 토양으로, 사찰 목조건물에 사용된 토양

은 원칙적으로 진흙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벽화의 균열과 분산작용을 방지하고 

습기와 통풍을 조절하기 위해 섬유보강재와 풀(해초(海草)류, 목초(木草)류, 곡(穀)

류)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벽화의 주된 내용인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재료

에는, 무기물인 광물을 제련하여 정제한 안료와 식물에서 얻어지는 유기 염료, 그리

고 인공적으로 제작되는 합성안료를 사용하였다. 이 안료들을 채색하는 과정에 아교

와 어교 등이 매제(媒劑), 전색제(展色劑)로 사용되었다. 

표13-1 한국 사찰벽화의 구조특징

벽화구조의 구분 내용

목부재
구조

인방
벽화는 목조 건축물의 기본 구조로 제작되었다. 벽에는 목부재인 인방, 가시새, 외가지를 설치하고 새끼
줄로 고정하여 벽체를 고정한다.가시새(중깃)

외가지

벽체층
구조

초벽층 벽화의 가장 기본적인 층으로, 일반적인 두께는 30~50㎜ 정도 이다. 

중벽층 10~30㎜의 두께를 형성하는 층으로 초벽의 균열을 보강하고, 벽면을 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감벽층 마감벽의 목적은 그림을 그리기 위함이며 고운 흙(점토), 회(灰), 고운 모래, 마분여물이나 닥나무섬유, 보
강용 풀 등을 혼합하여 5~10㎜의 두께로 제작한다. 

채색층
구조

바탕층 벽이 완성되면 이 위에 황토 또는 뇌록으로 밑칠하는 바탕층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바탕층 위
에 안료와 매제를 혼합하여 그림을 그리면 채색층 형성이 완료된다. 바탕층과 채색층은 1㎜ 내외의 두께
로 형성된다.채색층

도13-1 한국 사찰벽화의 구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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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벽화의 재료 내용

벽체제작

토양
(土壤)

토양은 일반적으로 흙이며 습윤 상태에서 가소성을 가지고 건조 상태에서는 강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
인다. 벽체 조성에 사용된 토양은 주로 진흙으로, 보통 적갈색을 띠는 차지고 고운 흙이며 찰흙, 점토, 막
토 등으로 불린다. 이러한 진흙은 사찰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
으며, 산간의 운적토(運積土)나 강가의 퇴적토(堆積土)를 이용하였다. 

섬유보강재
(纖維補講材)

벽체에 사용된 섬유보강재는 벽체의 수축으로 인한 균열과 분산작용을 방지하고 견고하게 보강하기 위
한목적으로 사용하며, 짚여물, 마분여물, 삼여물, 지분(紙粉)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주변에서 구하기 쉬
운 식물성 섬유들도 사용하였다.

풀
(Glue)

벽체에 사용된 풀은 벽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 외에 습기와 통풍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벽체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풀은 대부분 식물성으로, 해초류와, 목초류, 곡류 등이 있다. 해초류로 
만든 풀은 홍조류 도박을 비롯한 우뭇가사리, 포해태, 진두발 등으로 주성분은 당질이며, 목초류는 황촉
규, 후박나무, 옻나무, 느릅나무 등, 수지(樹脂)나 목초의 뿌리의 점액질을 얻어 사용하였다. 곡류는 콩, 소
맥(小麥 밀), 쌀 등을 사용하였으며, 즙과 전분을 이용하여 접착제와 보강제, 마감제로 사용하였다.

벽화

안료
(顔料)

벽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한 안료에는 광물질은 물론, 흙·돌·금속산화물 등의 무기물에서 정제한 안
료, 식물과 곤충에서 얻은 유기안료, 은주(銀朱) 및 연백(鉛白)과 같은 인공안료 등이 사용되었다. 

전색제
(展色劑)

벽화의 표면에 안료를 채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색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교(阿膠)와 
어교(魚膠)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안료가 벽면에 효과적으로 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표13-2 벽화의 구성 재료

2 .  3   벽 화 의  제 작 기 법

조선시대의 사찰벽화는 목조건축 특성상 목부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어있다. 벽의 제작

은 기둥과 기둥사이를 가로지르는 가로부재인 인방이 들어가며 그사이에 세로부재인 

가시새(중깃)라 불리는 나무각재를 설치한다. 벽의 중심 골격이 완성되면 그 사이에 

곧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십자모양으로 설치하는데 이를 외가지라고 부르며 ＋로 교차

되는 사이를 새끼줄로 묶어주면 기본 골격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중깃과 외가지로 구

성된 목재 골격을 중심에 두고 초벽, 중벽, 마감벽을 조성하여 건물 내·외벽에 동일한 

구조로 벽체를 제작하며, 이후 벽의 표면에 그림을 그려 벽화를 완성하게 된다.

🅐 가시새와 외가지 설치 후 새끼줄 엮기 🅒 짚여물 준비🅑 벽체 골조 제작 완료

🅓 도박풀 제조 🅔 모래 혼합 🅕 도박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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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벽 바르기 전 포수 🅞 벽체 제작 완료🅝 화벽 바르기

🅘 초벽 바르기 전 상태🅖 섬유 보강재 혼합 🅗 흙 반죽

🅤 초위에 밑선 입히기🅢 초 옮기기 🅣 초 옮긴 후

🅚 중벽 바르기 전 상태🅙 초벽 바르기(맞벽치기) 🅛 중벽 바르기

🅠 바탕 채색🅟 바탕 포수 🅡 벽화 초 뜨기

🅦 안료 조채 및 채색🅥 상초 작업 🅧 벽화 제작 완료
도13-2 한국 사찰벽화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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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3 벽화의 제작과정 및 내용

벽화제작 과정 내용

벽체 골조 
제작

가시새
(중깃)

사찰 건물의 목부재인 상·중·하인방 사이 공간에 외가지를 설치하기 위해 수직방향으로 세우는 샛기둥을 가시새 
또는 중깃이라 부른다. 하인방과 중인방에는 촉구멍을 뚫어 중깃이 위치할 공간를 만들고 그 자리에 중깃을 설
치한다.

외가지
(설외, 눌외)

외가지의 재료는 주변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나뭇가지 중 단단하고 곧은 것들을 건조하여 사용한다. 물푸레나
무, 싸리나무, 수숫대, 겨릅대, 옻나무, 대나무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외가지는 세로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설
외, 가로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눌외라고 부른다.

새끼줄 엮기 외를 엮는 재료는 보통 새끼줄을 사용하며 이외에 산간지방에서는 칡넝쿨을 사용하기도 하고 통나무 넝쿨·비사
리·피나무 껍질·마피(麻皮)를 사용하기도 한다(김진욱, 2005)

흙 반죽

벽화의 초벽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혼합비율 중 모래의 비율은 황토에 따라 초벽용 흙의 모래 함유량이 가변
적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모래가 적으면 초벽의 균열이 심해지고 모래가 너무 많
으면 중깃 및 외가지에 잘 부착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보강재로 첨가되는 섬유는 벽체의 수축으로 인한 균열
과 분산작용을 방지하며 사용되는 풀은 흙벽의 틈을 메워 바람을 막아주고 벽이 뜨거나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한다.

초벽 바르기

초벽은 벽체의 기초가 되므로 일정한 두께와 단단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초벽에 사용되는 흙은 분급도
가 높은 황토에 풀과 함께 짚여물 그리고 큰 자갈이나 기와 또는 토기의 파편 등을 함께 혼합한다. 이와 같은 부
피가 큰 홉합물질은 벽체가 건조될 때 발생되는 수축으로 인한 균열을 감소시키고 내구성을 증가 시킨다. 흙 반
죽이 나무 골격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밀착되어야 하므로 다소 질게 반죽하며, 내벽을 시작으로 외가지에 흙 반
죽을 바르면서, 틈으로 밀도 있게 넣어 준다. 내벽에 바른 흙 반죽이 어느 정도 건조되면 반대편인 외벽에 흙을 
바르는데 이러한 작업을 ‘맞벽치기“ 라고 한다.

중벽 바르기

중벽은 초벽제작에 사용된 진흙 보다는 고운 흙과 모래를 사용하고 여기에는 기와나 토기파편 등은 혼합하지 않
는다. 중벽의 용도는 초벽이 건조된 후 발생된 균열을 메우는 동시에 초벽보다 벽면을 고르게 펴주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털이 짧은 빗자루나 맨손으로 덧발랐으며, 이를 ‘새벽질’ 또는 ‘사벽처리’라고 하였다. 사용되는 흙은 차
진 진흙보다는 점력이 약한 진흙이나 백토 등을 모래와 섞고, 식물성 섬유의 분여물을 섞어 갈라짐을 방지한다.

마감벽 바르기

중벽이 건조되면 그 위에 마감층 즉 그림을 그릴 화벽을 제작하는데, 전통적인 용어로 사벽 위에 다시 한번 사벽
을 마련한다 하여 ‘재사벽’이라 부른다. 화벽에 사용하는 흙 반죽은 점토와 고운 모래만을 혼합하여 제작하는데, 
여기에 풀과 함께 마분여물을 혼합한다. 바를 때 너무 질지 않아야 하고 오랫동안 차지게 반죽해야 한다. 미장은 
흙손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힘 있게 누르면서 매끄럽고 평평하게 바른다.

벽화 채색

바탕칠

사찰벽화의 전통적인 채색방법은 건식기법으로 마른 벽면에 안료와 아교와 어교 등의 매제를 혼합하여 사용한
다. 벽체 중 마감벽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 이 위에 황토 또는 뇌록을 사용하여 밑칠을 하면 바탕칠층이 형성된
다. 바탕칠은 한 차례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묽게 만든 바탕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하는데 이는 안정되고 고
운 바탕칠층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밑그림 밑그림은 주로 종이에 먹으로 윤곽선을 제작 한 후 벽면에 타초(打草)를 하거나 숙련된 화가의 경우, 직접 먹으
로 윤곽을 잡아 그리기도 한다. 

안료 채색
채색방법은 여러 번 칠해 원하는 농도의 색상을 얻는 것이 발색이 좋으며 보존도 오래된다. 채색 순서는 적색, 녹
색, 청색 등 진한 색을 먼저 칠하며 황색이나 백색 등 더러움이 쉽게 타는 밝은 색은 나중에 칠한다. 단순한 그림
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각기 공정별로 분업적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3
벽 화 의  손 상 원 인

벽화에서 나타나는 손상양상은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발생되는데, 크게 자연적 요인

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자연적 요인에 의한 손상은 주위 환경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며,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손상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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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4 자연적 손상원인 종류

구분 내용

지리환경에 
의한 손상

습기

사찰에 부속되어 있는 사찰벽화는 주로 산속에 위치하여 온·습도 편차가 심한 기후환경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습기는 수많은 손상유형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손상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습기에 의한 피해는 
외부에서 습기가 유입되어 손상을 야기하는 경우와, 벽화 재료인 흙에 존재하는 습기로 인한 손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침투한 습기는 벽화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기도 하지만, 건물 전체에도 영향을 미쳐 벽화에 대한 2
차 손상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습기가 유입되면서 벽화가 주변 환경과 평형함수율을 이루기 위해 외부와 지속적
인 습기 교환현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벽화는 구조적으로 열화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벽체의 수축변형으
로 인한 물리적 손상과 극성물질인 습기의 이온결합에 따른 화학적 손상, 그리고 미세 세포조직들이나 해조류, 지
의류 등 미생물 번식에 따른 생물학적 공격 등의 손상을 입게 된다. 

빛
자연광에 노출된 벽화는 광방사 에너지에 의해 변색과 퇴색이 일어난다. 또한 자외선에 의한 표면 온도의 변화는 
벽화의 물리적 손상과도 직결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방사에 의해 벽화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안료입자와 광화학
반응을 하며 화학적 손상을 일으킨다. 즉, 일정량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든 광선은 벽화에 손상을 일으킨다.

생물학적인 
손상

곤충·해충

대표적으로 벌이 있다. 벌은 벽에 지름 1㎝ 내외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벽화 내부에 서식하며 흙집을 지어 화면에 
구멍을 남기며 손상을 입힌다. 특히 벽화 내부에서 서식하거나 산란하면서 생긴 유충은 벽체 내부에서 기생하며 
연질층인 마감층 내부에 공도를 형성한다. 이 밖에도 사찰건물 목재를 침해하는 곤충에는 가루나무좀과, 개나무
좀과, 빗살수염벌레과 등에 속하는 곤충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흰개미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류(鳥類) 조류의 경우, 조류들이 처마 밑에 서식하면서 벽화 표면을 배설물로 오염시키거나 긁어서 피해를 입힌다. 

미생물

주변의 높은 습도는 미생물의 성장에 알맞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로 인해 미세 세포조직들이나 해조류, 지의류 등
에 의한 생물학적 공격이 용이하게 되며, 벽화 제작에 사용된 풀을 분해한다. 또한 벽화 표면에 발생되는 곰팡이
는 점차적으로 침착되면서 미관을 훼손시키고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미생물은 잠정적으로 
채색층을 변색시키거나 잠식하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건물퇴락에 
의한 손상

지붕 누수
우기에는 지붕 누수로 인하여 벽면이 얼룩이 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지붕 속의 흙먼지를 동반한 빗물이 벽화 
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착색되어 화면을 오염시키고, 과다한 수분은 벽화 채색층을 약하게 만들어 박락 등의 주
요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구조 변화

한국의 사찰목조건물은 지붕 하중이 크고 부후되기 쉽기 때문에 구조부재가 처지거나 뒤틀리게 된다. 이러한 변
위는 벽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벽체의 균열 및 박락현상이 가중된다. 벽체 
일부에서는 배부름 현상과 함몰 현상 등도 관찰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결국 가장 열화된 부분이 
붕괴된다. 이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제작초기과정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내·
외부에 발생한다.

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나타난다. 이러한 손상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

로 작용하거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또한 손상은 처음 시작된 후 오

랜 시간이 흘러서야 시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보수 및 벽화의 

보존처리가 진행된 후에 즉시 또 다른 손상이 발생되거나 이전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벽화가 겪는 변형에 대한 주의 깊은 기록과 관찰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손상원인들을 제거하거나, 장기적인 보호차원에서 

해로운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  1   자 연 적  손 상 원 인

자연적 손상원인은 사찰 목조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벽화는 사찰 목조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특성상 건물 내·외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사찰건물의 조성위치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되

는 손상요인들은 주위의 지리적 환경요인과, 그곳에 서식하는 조류, 곤충류 등의 생물학

적 요인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건물 퇴락으로 인한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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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의식결여로 인한 
손상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무분별한 관리 형태와 문화재를 관람하는 일반인들에 의한 낙서행위도 벽화 훼손의 주
요 원인이 된다. 또한 종교적·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반달리즘에 의한 손상도 존재한다.

건물 수리로 인한 
손상

목조 건물의 정기적인 수리 보수 과정에서 벽화면을 목재 또는 작업도구에 긁히거나 충격을 받아 훼손되기도 한
다. 또한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체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도상을 그리거나, 기존 벽화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개칠하
기도 한다. 이는 벽화를 하나의 회화 문화재가 아닌 목조 건물에 귀속되어 있는 벽으로만 판단하고 그 이상의 가
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보존처리로 인한 
손상

과거에 행해진 벽화의 보존처리는 당시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벽화에 대한 물성의 정확한 파악이 진
행되지 않았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맹신 등으로 과도한 합성수지를 사용함에 따라 적절하지 않
은 처리 및 조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적절치 못한 처리는 벽화 채색층의 변색과 광택, 표면 고형화 등의 손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손상유형은 채색층과 마감층에 가장 극심한 손상을 나타내며, 합성수지와 함께 일부 도막을 
형성하여 균열 및 박리·박락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는 사찰벽화의 물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벽화와
의 물성이 다른 보강재료의 사용과 유럽식 복원 공법의 무리한 적용에서 비롯되었다. 

3 .  2   인 위 적  손 상 원 인  

인위적인 손상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인위적인 손상은 건

물 수리공사로 발생되거나 건물 소유자의 보존 관리와 일반인의 인식결여에서 비롯

된다. 즉, 대부분의 인위적인 손상은 보존관리의 인식결여에서 발생된다. 

표13-5 인위적 손상원인 종류

도13-3 사찰벽화의 자연적·인위적 손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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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6 벽화의 일반적인 재질분석방법

4
사 찰 벽 화 의  상 태 조 사  및  기 록

벽화의 보존에 있어서의 기본은 재료적 특성에 대한 검증이다. 이는 보존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과학적 진단을 통해 벽화의 재료적 특성에 대한 명

확한 규명이 이루어진다면 신뢰성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벽화의 제

작 기술을 정확하게 밝혀냄으로써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4 .  1   벽 화 의  재 질 분 석

벽화는 여러 분석법을 통해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존처리 방법을 제

시할 수 있다. 특히, 재질분석은 벽화의 제작 시 이용된 재료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

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비파괴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날에는 벽화의 진단

에 효과적인 분석이 어려움이 따랐으나 근래에 들어 현장에서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벽화의 다양한 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분석법 내용

화학성분분석
(XRF)

벽화의 화학성분 분석에 주로 X선형광분석기를 사용하며, 안료에 사용된 원소를 파악하여 성분을 추정한다. 
분석에 있어서 안료분석이 채색층부터 마감층까지 여러 층이 중복되어 분석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연
질의 성격을 띄는 벽화 표면을 분석할 때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색도측정
(Color Difference Meter)

색도분석은 주로 색채색차계를 이용하며, 벽화에 사용된 안료의 색상을 확인하고 정량화 하여 수치로 나타
낸다. 측정 시 광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며, 채색층에 밀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유의한다.

화학성분 및 미세조직 분석
(SEM-EDX)

현장에서 검출이 까다로운 경원소 등의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분석으로, 채색층에서 분리된 소량의 시료를 
확보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에너지분산형 형광엑스선분석기(EDX)로 분석한다. SEM의 경우 안료입자
의 고착상태와 안료 이외의 혼합물 및 이물질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SEM-EDX 분석은 벽화표면의 칼
슘 피막 및 이물질 그리고 단면을 통해 시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채색층 등을 층별로 해석하는데 있어 효과적
이다. 

광물 결정상 분석
(XRD)

X선회절분석기는 주로 광물의 결정상을 관찰하는데 쓰이는 장비로 벽화에 사용된 모르타르나 벽화를 구성
하는 광물질 또는 토성물질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또한 화학성분만으로는 안료의 구분이 어려울 경
우 XRD로 분석하여 결정상을 세분할 수 있다. 

유기물 분석
(Analysis Organic material)

벽화의 유기매제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퓨리에 변환 적외선분광분석(FT-IR)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조사는 현재 벽화에 잔존하는 유기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존처리방안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당대에 사용된 유기재료와 채색기술 등 고대 벽화의 제작기법을 연구하는 데에도 많은 도
움을 준다.

입도분석 
(Sieve Analysis)

입도분석은 광물이나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와 분포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벽체의 물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보존처리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분석방법은 건식체질법과 습식 체질법으
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표준 시험용 체를 이용하는 건식 체질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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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범위 적용범위

적외선 조사
(Infrared Ray) 밑선, 바탕칠

적외선을 사용한 벽화 조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식별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채색층 아래의 밑그림이나 먹 선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채색에 가려진 탄소성분의 먹 선이 
적외선을 흡수하면서 선명하게 관찰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외선조사
(Ultraviolet Ray)

현광물질, 
보수여부

U.V. 형광램프를 사용하는 자외선 조사는 작품 위로 덧칠이 되었거나 보수된 흔적을 식별하며, 오염물질의 
구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회화보존처리 사전 작업에 필수적인 조사방법이다. 자외선 조사에서는 원래의 
안료가 갖는 색상별로 고유의 형광반응을 나타내게 되며, 그 이외에 이물질들은 다른 반응을 보여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
(Radiography) 벽체구조

벽화의 벽체 내부구조를 조사하고 균열 상태나 과거의 수리흔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
한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는 방사선 투과량에 따른 필름 감광 정도로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복합물
질로 구성된 일정 두께의 벽체 내부 손상정도를 추정 가능하게 한다.

초음파 탐사
(Ultrasonic Wave) 벽 층간 상태

벽화 표면의 풍화심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벽화표면의 밀도 및 탄성계수를 측정하
고 이를 통해 벽화의 물성 및 내부 결함(균열, 파괴, 분리)을 확인한다. 측정방법으로는 직접법(Direct testing)
과 간접법(Indirect testing)으로 나눌수 있다. 측정값 오차율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서
는 직접법이 효과적이지만, 벽체 자체가 두껍고 현장 여건상 앞뒷면을 동시에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간
접법이 주로 이용된다. 

열적외선 조사 
(Thermal Infrared)

채색 및 벽체
박리

열적외선 조사는 벽화 채색층의 미세한 훼손 또는 마감층의 박리박락이 심하여 접촉식 측정이 불가능한 경
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벽화의 표면온도 변화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율이 달라지며, 미세한 
균열 및 박리 층에 생성된 공기층은 온도 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물체 표면에 방출되는 적외선
의 양을 측정하고 차이를 수치화하여 벽화 표면의 물성을 파악한다.

4 .  2   벽 화  및  벽 체  상 태 조 사  

벽화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채색층이나 벽체의 물리적 손상 상태

를 진단하는 비파괴 안전진단 과정을 거친다. 이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의 

그림층, 마감층, 벽체의 균열 및 파손과 층간 분리 현상 그리고 보수물질 등의 확실한 

파악이 가능하다.

표13-7 벽화 상태조사방법

도13-4 벽화의 재질분석(금산사 미륵전 벽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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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 존 처 리

사찰벽화의 보존처리는 그 자체의 조직에 크게 기인하는 다수의 공존하는 요인들 때

문에 보존하기 가장 어려운 유물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 요인들 중 대표적으로 크

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외부 환경의 노출되어 있어 복잡한 환경적 요인을 점검하

며 보존을 수행하여야하며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키면서 작업

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한국 사찰벽화 보존의 초기에는 실질적인 보존처리에 치중하였으며, 벽화 특성에 따

른 재료선정이나 적합성을 고려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벽화 특성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5 .  1   예 방 적  관 리 보 존

우리나라에서 벽화 보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라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약

품과 처리기술, 분석방법 등 관련기술이 발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통

한 보존처리의 향상도 한계성은 늘 존재한다. 사찰벽화의 경우, 주변의 환경을 조절

하여 관리하면 벽화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 작업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13-5 벽화 및 벽체 상태조사(금산사 미륵전 벽화, 위봉사 보광명전 벽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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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인 관리보존

수분(습기)에 의한 손상

- 기와지붕의 정기적인 점검
- 건물 주변 환경 관리

· 주변 배수로 시설 점검
· 건물 후면(북쪽 면)에 대한 정비(초목 정비, 원활한 통풍 조치)

- 하부지면(下部地面)에 대한 정비

주변 생물에 의한 손상 - 주기적인 방충, 방부사업 시행

관람인에 의한 손상 - 올바른 문화재의 중요성 인식
- 사찰 내, 외벽화 보호시설 설치

표13-8 사찰벽화 예방적 관리보존 방안

1) 상태기록

벽화의 종류와 제작시기 그리고 기법 등을 기록하고 현 손상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물리·화학·생물학적 손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채색면에 발생된 오염

과 박리·박락 등의 다양한 손상과 벽체의 파손이나 층간분리 등 각각의 층별 증상을 

파악하고 분류한다. 이때 앞서 언급한 광학적 조사장비(Microscope, Infrared Ray, 

Ultraviolet Ray)를 활용한 벽화표면 상태와 진단장비(Radiography, Ultrasonic 

Wave, Thermal Infrared)를 이용한 벽체의 박리나 균열부위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모든 조사기록은 도면을 작성하여 손상지도를 제작한다.

5 .  2   사 찰 벽 화  보 존  처 리

벽화 보존처리는 종류와 재질 그리고 손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큰 개념의 조치는 같다. 사찰벽화 보존처리에 있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공정을 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벽화를 건물에 귀속된 상태에서 보

존처리를 하는 ‘현상 보존처리 공정’이 있으며, 두 번째는 건물이나 벽체 구조의 결함으

로 인해 더 이상 현장에서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건물을 주초까지 해체를 해

서 보수 할 시 행해지는 벽화의 ‘분리 보존처리 공정’이 있다. 벽화 보존처리의 대략적

인 기본 공정은 아래 <도13-6>과 같으며 벽화의 상태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도13-6 보존처리 기본 공정

상태
기록

벽체
보강

과학적
분석
조사

벽화면
보강세척 채색층

안착 색맞춤
보존처리

자료
정리

페이싱
보호틀
제작 및

설치

액자결합
및 보강

벽화
분리

수장고로
벽화이동

해체보존처리 공정

현상보존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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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적 분석조사

사용된 재료의 성분과 벽화의 구조 그리고 제작기법 등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벽

화 보존처리 재료와 기술 등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 분석조사는 

비파괴 분석 방법을 원칙적으로 하며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고 수습 가능한 시료

가 있을 시 파괴분석을 진행한다. 파괴분석은 최소한 시료로 한정되며 명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보존책임자와 분석자간의 

유기적인 의견교환이 필수이다. 중요 시료의 경우는 분석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할 필

요가 있으며, 둘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견을 받아 결과를 정리한다. 

최근 들어 극소량의 시료로 유, 무기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 졌으며 Multi-spec-

trum 조사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그림면의 해석과 투과성을 가진 Terahertz전자파

를 이용한 회화작품의 층위분석 및 상태 진단이 가능하다.

3) 세척

세척의 주된 목적은 벽화 표면에 생성된 이물질 또는 벽화를 훼손시키고 있는 요인에 

대한 제거작업이다. 크게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식세척은 물리

적인 제거 방법으로, 벽화 표면에 쌓인 먼지나 오염물질과 같은 요인에 대한 제거 작

업이다. 주로 부드러운 붓, 도구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메스나 흡입기를 사용하기

도 한다. 습식세척은 물리적인 제거가 용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시한다. 오염물

이 강하게 형성된 경우, 알칼리 성분의 약품이 사용되기도 한다. 약품을 사용하여 세

척할 시에는 오염된 그림 표면에 종이(한지, 레이온지 등)를 부착한 후 이용하여 약품

이나 물리적인 힘이 그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세척이 되지 않도록 무리한 범위로 설정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약품의 

충분한 검증과 검증된 약품의 농도를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벽화 화면보호(Facing)

벽화 표면보호는 벽 화면과 채색면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조치로서, 천이나 종이 등을 

벽화 표면에 물이나 풀을 사용하여 부착시켜 표면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사찰벽화는 

대부분 토벽화로 연질의 특성을 갖고 있어 Facing 시 조심스러운 접근과 유의할 사

항이 많다. 

사용하는 재료로 얇은 한지와 저 농도(1~2%)의 수용성 고착제를 사용하며 최근에는 

레이온지에 메틸셀룰로오스(M.C)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느 종류의 종이를 쓰더라도 

제거 후 벽 화면에 지분(紙粉)이 남아서는 안 되며 수용성 고착제는 부착 시 겹치는 

종이 면과 테두리에 만 사용하며 증류수만 이용하여 화면에 밀착시킨다. 레이온 용지

는 미세한 요철이 많은 표면에 밀착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균열이 심한 곳은 한지를 사

용하여 임시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acing의 순서는 벽화 하단부터 시작하여 좌측 또는 우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실

시하며 제거 시에는 부착반대 순으로 제거하며 화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벽화의 채색면이 분말화가 심하거나 박리 등으로 열화가 심한 경우, 화면보호처리 전 

보강조치를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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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거푸집 제작 및 설치

보호거푸집은 벽화해체나 건물수리 시, 벽화 크기에 맞게 제작한다. 일반적으로 보호

거푸집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택기준은 가공이 용이하고 경량이며 벽화의 크기

와 무게를 지지하면서 휘어지지 않는 인장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거푸집의 주재료는 나무합판에서 알루미늄 판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탄소섬유와 발포합성수지 제품을 활용하면 강도를 유지하며 경량화 할 수 있다.

보호거푸집과 벽화의 고정은 우선적으로 벽 화면에 Facing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하며 벽화면의 평활도와 상태를 고려하여 완충제를 삽입한다. 완충제는 말 

그대로 보호거푸집과 벽화의 물리적 완충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우레탄폼, 스티로폼, 부

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벽화의 상태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설치한다. 

6) 벽화 분리(해체)

사찰벽화의 분리는 벽 화면보호조치 및 보호거푸집을 충실히 완료된 후 진행되어야 한

다. 벽화분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는 벽체와 보호거푸집을 일체감 있게 단단히 고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벽체와 목 부재사이에 얇은 금속판이나 와이어를 이용하여 일

차 고정한 후 벽체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의 벨트(자동바)를 이용하여 거푸집과 벽

체를 묶어 고정한다. 분리 시 가능한 중깃이나 외를 절단하지 않고 분리하며 건물해체를 

담당하는 목수와 협업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분리된 벽화는 안전하게 포장되어 보

관 및 보존처리 장소로 이동한다. 벽화를 건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은 벽화의 종류와 위

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일괄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벽화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또한 벽화가 

건물로부터 분리될 때에는 벽화가 지닌 고유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

단은 매우 신중해야 결정되어야 하며 해체 후 재조립을 원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벽체 보강

보강작업은 벽체 전체나 국소부위를 나누어 보강한다. 벽체 전체 보강작업은 벽화의 

배면을 보강하면서 벽체의 지지력 증가와 그림의 평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국소부위 보강은 벽체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위에 

대한 처리이다. 보강은 표면보강에서 결손부위 충전보강으로 나누어 처리하며 표면

보강은 저 농도의 도박풀이 현재까지는 효과가 좋으며 가급적이면 합성수지는 사용

하지 않도록 한다. 벽 층간 분리되었거나 균열부위에 사용되는 충전보강제는 벽체에 

사용된 동일의 재료를 이용하며 재질 및 입도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된다. 충전보강

은 손상범위와 깊이에 따라 1~3회에 걸쳐 진행하며 매회 건조 후 충전작업을 실시한

다. 충전작업은 용도에 따라 주문 제작된 나이프 및 소도구를 이용하여 메움제를 공

극 부위에 밀어 넣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충전할 수 있다.

8) 벽화면 보강

벽 마감층에 발생된 균열이나 파손부위에 대한 보강과 결손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이

다. 이 공정은 벽체 보강작업과 유사하지만 채색층을 뒷받침하는 마감층에 대한 처리

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작업이 요구된다. 마감층이 균열되거나 융기 및 변형되면서 

중벽층과 층간 분리를 나타내는 부위는 손상된 강화처리 풀과 메움제를 사용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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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를 보강한다. 벽화면의 균열 및 박락부위를 충전보강 시에는 벽 화면보다 낮게 

충전 마감하여 재처리 시 벽화의 채색면이 손상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채색층 고착

채색층 고착 시 사용되는 고착제는 채색층이 조각나거나 결속력을 잃었을 때, 그리고 

분말화가 일어났을 때 해당 부위에 주입하여 손실위험에 처해진 그림을 보강한다. 채

색층 고착처리 방법은 손상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붓을 사용한 도

포법과 분사용 스프레이를 사용한 분사법 그리고 주사기를 사용한 주사법이 있다. 고

착제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크게 세 가지로, 전통적인 유기물과 무기물 그리고 합성수

지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아크릴계수지와 초산비닐계수지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천연 풀을 사용하여 고착처리를 진행한다. 

10) 색맞춤

색맞춤 작업은 보강제로 충전된 표면이 벽화 주변의 색과 질감에 어울릴 수 있도록 처

리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회화작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존처리의 시각적인 완성

도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존처리에 대한 인식이 

미적가치를 중시하는 복원개념보다는 수명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를 중요하게 생

각하여 색맞춤을 안하거나 중간색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색맞춤을 실시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색맞춤에 사용되는 채색

재료는 필요시 제거가 용이하여야 하며 보강된 부위로 한정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원 

벽화의 채색면에는 어떠한 채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색맞춤은 복원부위

가 원 유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1) 액자 결합 및 보강

해체 된 벽화가 수장고나 전시관에서 보관될 경우, 벽화를 지지할 별도의 틀을 제작

하여야 한다. 틀은 액자의 역할을 하면서 벽화를 보호하고 이동 및 전시가 가능하게 

한다. 액자에 사용되는 재료는 경량판재와 소나무목재를 주로 사용하며 벽화와 액자

사이에 완충공간을 두어 제작한다. 완충공간은 벽화와 목재 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게 강도를 유지하며 제거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충전해주어야 한다. 

12) 수장고로 벽화 이동

액자와 결합한 벽화는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 해당 수장고로 운반한다. 수장고에 안

치한 벽화는 위치 및 도상 명칭을 기록한 표를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13) 보존처리 자료 정리

보존처리가 완료된 벽화의 상태를 면밀하게 촬영하고 보존처리 기간 동안의 전 과정

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보존 처리 전·후 사진과 

상태조사 및 분석, 공정별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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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한국사찰벽화의 주된 자연적인 손상 원인은?

2. 한국사찰벽화의 주된 인위적인 손상 원인은?

3. 사찰벽화 벽체의 재료와 손상상태에 대한 분석 및 진단 방법은?

4. 사찰벽화 채색면에 대한 조사 및 진단 방법과 활용범위는?

5. 사찰벽화 해체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6. 사찰벽화의 균열 및 박락 부위에 대한 보강 방법은?

7. 분말화 및 열화된 채색면에 대한 보강재료 선택기준은?

8. 사찰벽화를 대상으로 벽화표면의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방법을 기술하시오.

9. 사찰벽화 해체 시 주요 보존처리 공정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하고 설명해 보시오.

10. 보존처리 시 회화 문화재의 색 맞춤의 정의와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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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 준 석

(주)싱크피플 문화재연구소

c  o  n  t  e  n  t  s

1. 개요

2. 온도

3. 습도

4. 빛

5. 공기오염

5. 1  옥외 오염

5. 2  실내 오염

6. 생물

6. 1  생물 인자

6. 2  생물피해의 제어와 IPM

6. 3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방제법

6. 4  약제를 사용하는 생물방제법

참고문헌

연습문제



1
개 요

문화재 공개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품 보관처, 야외의 문화재는 환경 

조건(실내, 실외), 사용, 자연적인 붕괴 등 다양한 이유로 열화가 일어난다. 문화재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위해 보존(수장)·공개(전시)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는, 환경과 문화재의 열화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보존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다. 

문화재 보존은 손상을 입은 문화재에 대한 조처를 최소한 억제하면서, 가능한 한 문

화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주력하는 예방보존(preventive conser-

vation)이 중요하다.

도14-1 환경과 문화재의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인자

실내
수장고
전시실

전시케이스
보존상자

포장케이스

실외
독립물
유적
고분
수중

물리적인자
온도
습도
빛

진동·충격

화학적인자
공기오염

재해

생물인자
미생물
곤충

유기재료
나무
종이
섬유
염료
피혁
수지

무기재료
금속

세라믹
석재
안료

서화
서적
조각

공계품
가수
복식

고고유물
건출물

제질

자연과학적 연구

열화인자

영 향

작 용

장소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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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탈온도계 백금측온저항체 Pt 100 써미스터온도계 열전대온도계

2
온 도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분자운동에 의한 열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기본단

위는 켈빈온도(°K)(절대온도, 열역학적으로 생각되는 최저의 온도 즉 열에너지가 0

이 되는 상태 0°K=-273.15℃)이며,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온도는 섭씨온도(℃)이다.

모든 화학반응은 원자나 분자의 충돌에 의해 일어나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 반응이 촉진된다. 온도와 반응속도와의 관계는 아레니우스의 식

(Arrhenius equ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k  =  A  e x p ( - E a / R T )

여기서 k 는 반응속도상수,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상수(8.314J/mole K), A는 충돌 

빈도(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 상수), Ea는 활성화에너지(kJ/mole)이다. 이 식으로부

터 열화의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물질의 온도가 상

승하거나 냉각되면 물질의 팽창과 수축이 수반되며 이 현상이 반복되면 물질의 물리

적인 성질을 약화시키게 된다(Mecklenburg, 2007b). 

박물관의 수장고와 전시실의 온도 차이는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수장고를 전시실

(보통은 관람객을 고려해 15~25℃로 설정)보다 매우 낮게 설정하면 전시품을 수장고

로 격납시킬 때 결로(물체의 표면에 습기가 맺히는 현상)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수장고와 전시실간의 온도차를 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시실

에서는 온도 상승 요인(직사 일광, 스포트라이트, 전시케이스 내의 전등 조명)을 제거

하여 온도 상승에 의한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온도계의 종류에는 수은온도계, 알코올온도계, 바이메탈온도계, 백금측온저항체, 써

미스타온도계, 열전대온도계, 방사온도계 등이 있다.

도14-2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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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습 도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 절대습도와 상대습도가 있

다. 절대습도는 건조공기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밀도로써, 공기 중에 포

함된 수분의 양을 파악하기 쉬우나,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공기의 체적이 변하여 절

대습도가 변하는 단점이 있다. 상대습도는 수증기압과 포화수증기압(수증기량과 포

화수증기량)의 비로써, 공기의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인간의 실제 

느낌에 의거하지만, 포화수증기량이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상대습

도도 변하는 단점이 있다.

절대습도�=�수분량(g)�/�체적(㎥)
상대습도��=�수증기압(hPa)�/�포화수증기압(hPa)�x�100�

=�현재�함유된�수분량(g/㎥)�/�포화�수증기량(g/㎥)�x�100

습도가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 세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크기와 형태의 변화로, 흡습성이 있는 물질(나무, 피혁, 뼈, 상아, 양피지, 종이, 

직·편물)등과 같은 유기재료는 상대습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내려가면 수축한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될 경우 예를 들어 나무나 섬유, 종이 

위에 칠한 채색층이나 칠층은 팽창 ·수축의 차이로 들뜸, 갈라짐, 박락 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저습도에서는 목재가 휘거나 부품간의 비틀림이 일어나며, 섬유나 종이 

등과 같은 유기질 문화재의 경화현상 등이 일어나기 쉽다(Mecklenburg, 2007a).

둘째 화학반응으로, 습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화학반응에는 금속의 부식을 들 수 있

다(이오희, 1985; Scott 1990; Scott, 2002; Wang, 2007). 금속은 녹발생의 방지를 

위해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습한 환경에서는 무기질 안료 중 납을 

함유한 연백과 연단, 석청, 주(朱)가 취약하다(Sauder and Kirby, 2004; Aze and 

Vallet, 2002). 염직물은 습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염료의 퇴색이 일어나기 쉬우며

(兼子真理, 2005), 생견은 고습도에서 분해가 일어나 기계적 성질의 약화가 일어난다

(胡衛軍 et al., 1987).

셋째 생물에 의한 피해로 65% 이상의 고습도에서는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한 훼손이 

일어나기 쉽다.

습도는 온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정한 공간 안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습

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하강하면 습도는 올라가게 된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국내의 온 

·습도 환경하에서는 온도를 가급적 낮추고 제습장치를 이용하여 습도를 동시에 낮추

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거의 모든 박물관 소장품은 복합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조를 55% 전후의 조건하에서 보존하는 일반용 수장고와 50% 이하의 건

조 조건에서 보존하는 금속용 수장고 2계통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고고 출토품

의 경우 습도를 높이는 것이 좋으나 곰팡이 포자의 발아를 방지하기 위해 65% 이상 

높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온·습도의 변동폭에 대해서는, 온·습도 모두 하루내의 변동

이 적도록 제어하여 습도 변화에 따른 유물의 크기와 형태변화를 막아야한다. 전시

실, 수장고 모두 어느 정도 온도의 계절 변동은 있어도 관계가 없지만, 습도는 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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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안정되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은 지역이나 환경에 맞게 

재질별 온습도 기준을 수립하여 수장고나 전시관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Erhardt 

et al., 1995; 문화체육관광부, 1996).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재 보관장소는 각 재질의 문화재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

해서 수장고 등에 24시간 항온항습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들은 

24시간 항온항습 공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24시간 항온항습 공조

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단속적인 공조를 하면서, 습도 조절 능력을 가진 천연 목

재나 인공 조습 패널의 설치를 통해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채용되고 있다

(정성욱, 임채진, 2002, 최정민, 김영돈, 2003). 조습 벽재는 정전시 일정시간동안 습

도를 유지시키는 역할도 한다. 천연 목재는 한국에서는 오동나무가 많이 사용되며, 

일본에서는 삼나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목재는 내부에서 방출되는 수지나 휘발

성 유기산(포름산, 아세트산)에 의한 문화재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수지나 휘

발성 유기산의 방출이 적은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1996). 그리고 

반드시 살충처리를 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르말린과 같은 살충제를 사용한 것

은 피해야 한다. 인공 조습 패널에는 목질계와 무기질계(규조토, 규산칼슘)가 있으

며, 건축물의 벽체 위에 시공하며(박정수, 2005), 목질계 조습 패널은 화재 위험 때문

에 최근에는 무기질계 조습 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장고의 온습도 유

지를 위해 이중 벽체로 수장고를 만들어 이중 벽체의 사이에 공조를 함으로써 외기로

부터의 영향을 차단을 하는 완충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건축물의 벽

체가 외기를 차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조습 벽재에 의한 일정 습도 유지가 어렵다. 

전시케이스 내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시케이스에 공조기를 설치하

거나, 1일 공기교환율이 0.2 이하의 기밀성이 높은 밀폐형 전시케이스가 이용되고 있

다. 기밀성이 높은 전시케이스에 조습제를 함께 사용하면 습도 유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김재용, 2003). 그러나 전시케이스의 패킹이 부실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시케이스의 기밀성이 떨어져 조습제의 습도 유지 효과가 없어진다. 조습제는 설치

할 공간의 체적을 계산 후 적정량을 투입하여야 조습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습도계에는 모발식습도계, 아스만 통풍 건습구습도계, 염화리튬노점계, 고분자 박막

형 습도계, 세라믹 센서 습도계 등이 있으며, 습도계의 교정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의 오차를 줄여야 한다.

도14-3  수장고와 전시실과의 급격한 습도 변동에 따른  
화각자의 휨

도14-4 물이 스며든 주칠 소반 칠층의 들뜸과 박락 도14-5 온습도 변동에 따른 목조 건축물 표면의 단청 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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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6  부적절한 습도 변동에 의한 유화의 채색층 균열 
ⓒ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Conserva-
tion Institute

도14-9  습기에 의한 앙부일구 표면 녹  
ⓒ 국립민속박물관

도14-12 액자 속 깃발에 스며든 수분에 의해 발생한 곰팡이

도14-15 전시케이스 내부에 설치된 조습제

도14-7  습도 변동에 의한 한국화의 채색층 박락  
ⓒ 전지연

도14-10  갓끈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장식의 가수분해에  
따른 균열 및 백색 물질 오염 발생

도14-13  동절기 외부의 낮은 온도가 수장고 내부로 전달되어, 
저온에 따른 습도 상승으로 병풍에 발생한 곰팡이

도14-16  전시케이스 체적에 비해 적정량의 조습제가 설치되지 
않아 습도가 조절되지 않은 전시케이스 내부

도14-8  과 건조에 의한 회화의 들뜸  
ⓒ 전지연

도14-11  고습도 환경에서 갓끈의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대롱 표면에 용출된 액상 나이트레이트 염 

도14-14 습도 조절 조습제, 카세트형

도14-17  무기질계 조습 패널 수장고 
ⓒ 이장묵

도14-18  목질계 조습 패널 수장고 
ⓒ 이장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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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 질 온도(℃) 습도(%)

국립중앙박물관

금속(철기, 비철금속)류

20±2

< 45

도토기, 토제류
40~60

석재, 유리, 옥류

회화, 고서적
50~60

염직물

목기류, 칠기류, 골각류 55~65

미국
National Park Service

불안정 또는 녹이 슨 금속

15~25

< 15

안정적인 금속 < 35

이빨, 뼈, 조개 30-55

자연적으로 미라화된 동물 사체 15~20

고고유물(나무, 석재) 65

플라스틱 30~45

종이 15 40

사진, 흑백 네가티브 필름 < 20 30~40

컬러 사진, 컬러 네가티브 필름 2~10 20~30

섬유 18~24 50

회화 18~24 40~55

나무 18~24
50±5

(건조지역 35~40
해안 55~60)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금속

22
(동절기 17)

45

도자기, 수지제품 55

종이, 섬유 55

나무, 대나무, 칠기, 다다미 62

고고유물(나무, 석재) 65

UNESCO

갑골, 무기, 화폐, 과학용 기구, 금속, 안정된 녹이 있는 철, 
광물표본, 도기, 유리, 목각, 파스텔화

16~24

40~63

점토의 각판, 모피, 가구, 가죽, 유리 음화, 미이라, 엣칭, 채화, 불투명수채화 45~63

융단, 의복, 레이스, 일반직물, 동식물, 곤충표본, 왁스칠된 물건, 
우표, 풀칠된 라벨, 사진필름, 상아 50~63

상감세공, 목기세공, 칠기, 목재패널, 보석, 대리석, 화석, 기타 다공성 돌 55~63

표14-1 수장고, 전시관 온습도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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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습구습도계
자기온습도계

바이메탈 온도계
모발 습도계

아스만통풍
건습구습도계

써미스타 습도계
고분자 박막형 습도계-용량형

도14-19  전시실 온습도 비교, 전시실 관람 공간, 8시간 공조/일(위), 기밀 패킹 설치 밀폐 전시케이스 내부(가운데), 기밀 패킹 미
설치 전시케이스 내부(아래)

도14-20 습도계

4
빛

빛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400㎚ 이하), 가시광선(400~750㎚), 적외선(750㎚ 이상)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에너지가 높아 물질의 화학결합을 끊

는 힘이 강하다. 빛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정수

(6.626070040×10-34J·s), c는 광속(3×1010㎝/s), λ는 파장, ν는 주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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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h ν  =  h c  /  λ

빛의 색을 표시 방법은 색온도(color temperature)로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빛의 파

장분포를 나타내는 값으로, 색온도가 높으면(5000K 이상)차가운 색상으로 부르며 

청색을 띠고, 낮으면(2700~3000K) 따뜻한 색상으로 부르며 붉은색을 띤다.

빛의 밝기 표시 방법에는 빛의 강도 및 빛의 밝기가 있다. 빛의 강도는 단위당 빛의 에

너지의 크기(W/㎡, J/㎡)이다. 빛의 밝기는 인간이 느끼는 단위당 빛의 에너지 크기

로, 광도는 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칸델라 Candela)이며, 조도는 빛이 쪼여진 

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룩스 lx)이다.

박물관 등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공광원에는 형광등, 백열등, 할로겐램프, 

LED(발광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가 있다. 형광등은 수은등의 관벽에 형

광체를 칠해서 가시광선을 발생하도록 한 조명장치로 자외선도 동시에 방사하며 형

광체의 종류가 변함에 따라 다른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백열등은 필라멘트를 가열해

서 빛을 방출시키기 때문에, 필라멘드의 온도가 방사하는 빛의 색온도에 가깝다. 백

열등에서는 다량의 적외선이 방출되어 온도가 높다. 할로겐램프는 백열등의 일종으

로 백열등보다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밝고 색온도가 높은 빛을 

방출한다. 할로겐램프도 다량의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전시용으로는 열선을 감

소시킨 할로겐램프가 사용된다. LED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발광하는 반도

체 광원으로,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포함하지 않는 광원이기에 기존 조명기구(할로겐

램프, 박물관용 형광등)와 같은 조도, 색온도에서 비교하였을 때 문화재의 손상이 덜

하여 자외선이나 열에 민감한 문화재의 조명에 적합하다(黄川田翔 et al., 2016).

빛이 재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외선은 물체의 표면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며, 자

외선과 가시광선은 빛의 에너지가 높아서 물체의 분자를 파괴시키며 물질의 황변, 약

화, 쵸킹(chalking) 그리고 붕괴를 일으킨다. 태양광에는 가시광선과 함께 적외선과 

자외선이 포함되어 문화재에 직접 태양광이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무기안료는 밀

타승, 주, 크롬 옐로, 프러시안블루, 구리계 녹색 안료을 제외하고는 빛에 안정적이며

(Allen and Edge, 1992), 유기안료는 코치닐, 브라질우드, Kermes가 빛에 민감하

다(Saunders, 1995). 꼭두서니, 울금, 코치닐, Fustic, Weld 등 대부분의 천연염료

는 빛에 의한 변색이 심하게 일어나며(Padfied and Landi, 1966; Crews, 1987), 견

섬유와 면섬유는 자외선에 의해 황변과 함께 강도와 신도의 저하가 일어난다(菊池裕

子 et al., 1987; 오준석 et al., 2011). 합성 고분자물질은 근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안정적이지만, 염직물은 염료의 광감수성(photosensitization)에 의해 고분자 물질

의 분해가 일어난다(Allen and McKellar, 1980). 염색포의 태양광에 대한 내광성을 

측정할 때 표준시료로 블루스케일은 내광견뢰도가 1급(내광견뢰도가 낮음)부터 8급

(내광견뢰도가 높음)까지의 8종류의 청색 염료로 염색한 모직물로 이루어진 블루스

케일(blue scale)이 사용된다. 꼭두서니는 2~6급, 쪽은 3~7급, 황색 염료와 녹색 염

료는 내광견뢰도가 낮다(神庭信幸, 1990).

조명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방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차단과 눈

에 보이는 빛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차단하기 하기 위해서는 

형광등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제거하거나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형광등에서 자외선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자외선이 제거된 퇴색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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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격 국제박물관회의
(ICOM,1977)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1996)

미국
북미조명기술사회

(IESNA,1993)

일본
JIS Z 9110

(2014)

빛에 특별히 
민감한 것

염직물, 복식, 태피스트리, 
한국화, 일본화, 소묘, 원고, 
수채화, 우표, 벽지, 인쇄물, 
염색한 피혁, 자연사 표본

50 lx 50 lx 54 lx 100~200 lx

빛에 민감한 것 유화, 템페라, 프레스코, 피혁, 
뼈, 뿔, 상아, 목제품, 칠기 150~180 lx 150 lx 220 lx 500 lx

빛에 특별히 민감
하지 않는 것

금속, 석재, 유리, 도자기, 
보석, 법랑, 스테인드글라스

특별한 제한 없음
단 조도가 300 lx를 넘을 

필요 없음
450 lx 이하 전시방법, 상황에 따라 1000 lx

을 사용하거나 일반 형광등 표면에 자외선 필터(필름)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다.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으로 인한 문화재 표면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열

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백열등의 사용을 자제를 하며, 문화재와 백열등의 거

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三浦定俊 et al., 2004).

눈에 보이는 빛을 줄이는 방법에는 빛에 대한 유물의 재질의 민감성에 따라 조도 기

준을 설정하며, 나아가 빛의 총량(積算光量)을 규제하는 방법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문화재의 재질에 따라 1년간 전시에 받는 조도량을 설정하여 빛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전시에서의 빛의 총량 계산을 통한 전시 가능 일수 계산할 수 있다. 1년

간 빛의 총량 기준을 50,000 lx라면, 1회 전시가능 일수는 50,000÷(전시 조도×1일 

조명시간)로 계산이 가능하다. 빛에 민감한 한국화의 1년 빛의 총량을 50,000 lx로 규

정하고 50 lx로 하루 8시간 전시를 할 경우 전시 가능 일수는 125일이 된다.

도14-21 빛의 파장

도14-22 빛의 에너지와 물질의 결합해리에너지

표14-2 박물관, 미술관 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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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3 자외선에 대한 재료의 민감성

민감하지 않음 낮은 민감성 중간 민감성 높은 민감성 매우 높은 민감성

무기질 재료: 
금속, 석재, 도토기, 유리

자외선 안정제가
함유된 현대 플라
스틱, 고무, 페인트

목재, 플라스틱, 
수지, 고무, 바니쉬,
상아, 섬유, 종이

광에 민감한 염료가 함유된 섬유
광에 민감한 안료가 함유된 유화 낮은 품질 종이: 신문지

도14-23  한쌍의 단호흉배 중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퇴색된 오
른쪽 흉배(국립민속박물관, 2000) 
ⓒ 국립민속박물관

도14-24  색간지 겉의 퇴색 및 색간지 안과 띠를 두른 곳에 남아
있는 원래 색상 
ⓒ 국립민속박물관

도14-25  전시동안 빛에 의한 청색 염색 직물의 퇴색 
ⓒ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Conserva-
tion Institute

도14-26  빛에 장기간 노출된 사진의 염료 퇴색 
ⓒ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Conserva-
tion Institute

도14-29  인공 태양광 가속 열화(Weathermeter, 340㎚ 0.5W/
㎡ 198시간 조사, 온도 30℃, 습도 50%)에 의한 천연
염색 견직물의 변퇴색, 열화 전(위), 열화 후(아래)

도14-32  자외선에 의한 생견 직물(왼쪽)의 변색, 자외선 UV-A 
672시간 조사(가운데), UV-C 650시간 조사(오른쪽)(
오준석 et al., 2011)

도14-27  빛에 민감한 적색 안료의 퇴색(위), 프레임에 의해 보
호된 부분의 적색 안료(아래) 
ⓒ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Conserva-
tion Institute

도14-30  LED 조사에 의한 천연염색 견직물의 변퇴색, LED 조
사 전(위), 1,600,000 lux 조사 후(아래)

도14-33  블루스케일, 염색포 등급에 따른 빛에 의한 퇴색 비교
(Weathermeter, 340㎚ 0.5W/㎡ 100시간 조사, 온도 
30℃, 습도 50%) 전(왼쪽), 가속 열화 후(오른쪽)

도14-28  빛에 의한 채색 안료의 퇴색(Weathermeter, 340㎚ 
0.5W/㎡ 300시간 조사, 온도 30℃, 습도 50%), 조사 
전(왼쪽), 300시간 조사 후(오른쪽) 

도14-31  자외선(UV-A, UV-C)노출에 의한 생견의 강도 변화(오
준석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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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퇴색방지등 LED
도14-34 인공광원의 분광 분포

5
공 기 오 염

5 .  1   옥 외  오 염

옥외 대기 오염물질로는 오존(O3), 황산화물(SOx, 이산화황 SO2, 삼산화황 SO3), 질

소산화물(NOx, 일산화질소 NO, 이산화질소 NO2)(Kucera and Fitz, 1995), 염화물

(Cl), 분진 등이 있다. 대기 오염물질은 옥외 석조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붕괴시키거나 

화학적으로 분해시킨다(Fitzner, 2004; Rao et al., 2014). 오존은 강한 산화력이 있

으며, 고무 등 유기질 재질을 열화시키며, 은과 철의 산화, 은과 동의 황화물화를 가

속화시키는 인자이다. 그리고 쪽 홍화, 등황, 울금, 코치닐, 락 등과 같은 유기질 안

료와 석자황과 같은 무기질 안료를 퇴색시킨다(Ye et al., 2000; Whitemore et al., 
1987; Whitemore et al., 1988). 이산화황은 공장 등에서 유황을 함유한 연료를 연

소시킬 때나, 석유나 석탄 등의 연소기구에서 발생한다. 석회암이나 대리석 등을 용

해시키며(Gillette, 1975; 이상헌, 1994), 은의 광택을 감소시키고 철은 부식 속도를 

증가시킨다(김명남 et al., 2013). 질소산화물은 석유나 가스를 연소시킬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이산화질소는 금속을 부식 시키고, 면이나 양모, 석자황과 

같은 무기질 안료나 등황, 락(Lac)등과 같은 유기질 안료, 쪽, 소목, 꼭두서니로 염색

한 직물의 변색을 일으킨다(Whitmore and Cass, 1989; 芳住邦雄, 1990). 질소산화

물과 황산화물은 비와 만나면서 결합하여 산성화된 비(산성비)가 되어 옥외 역사 건

축물의 손상을 일으킨다(Charola and Ware, 2002; Graue et al., 2012). 염화물은 

바다 소금 입자로 금속에 녹을 발생시킨다(松田史朗, 青木繁夫, 1996). 분진은 자동

차, 공장, 화산, 흙먼지(황사)등이 원인으로 문화재의 오염, 수분의 체류에 의한 녹 발

생을 발생시킨다. 

옥외 대기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기밀성을 높여야하

며, 공기여과장치로 내부공기를 정화하고 훼손될 수 있는 문화재를 가급적 외부 공기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관상자, 보관장, 진열장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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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실 내  오 염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문화재와 매우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주

의를 요한다. 실내오염을 일으키는 인자에는 암모니아, 유기산(포름산,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유황 및 황화합물, 탄산가스, 오존, 분진 등이 있다(Grzywacz, 2006). 

암모니아는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알칼리성 물질로, 아마인유와 겔화 반응을 일

으키고 안료를 변퇴색시키며(佐野千絵, 三浦定俊, 1991; 佐野千絵 et al., 2005), 소

목, 꼭두서니, 괴화 등 천연염료를 변퇴색시킨다. 아세트산은 건축내장재에서 발생

하며, 금속을 녹슬게 하고 변색시킨다. 목재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산은 헤미셀룰로오

스의 아세틸 그룹 에스테르(acetyl group esters)의 가수분해에 의해, 포름산은 나

무의 대사과정 동안 피루브산(pyruvic acid)의 분열에 의해 생성된다. 산성을 띠며 

도자기, 화석, 석회암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며, 금속 특히 납을 부식시킨다(Gibson 

and Watt, 2010).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 목재용 방충제(포르말린)나 베니어합

판, MDF, 파티클보드 등의 접착제, 종이의 코팅제 등에 포함되어 있다. 금속(납)을 

녹슬게 하고(Grzywacz and Tennent, 1994; 김명남 et al., 2015), 단백질로 이루어

진 물질을 열화시키며(Grzywacz and Tennent, 1994), 납이 포함된 안료를 변색시

킨다(Williams et al., 1992; 小瀬戸恵美, 1997; 佐野千絵 et al., 2005). 그리고 불

용성인 염기성탄산동(석청의 주성분)을 가용성으로 변질시킨다(小瀬戸恵美 et al., 
1999). 유황, 황화물은 합성고무, 접착제에서 발생한다. 금속이나 안료를 변색시키

고, 섬유를 열화시킨다. 탄산가스는 인간, 개방형 연소기구, 담배 등에서 발생한다. 

석회암이나 대리석을 용해시킨다. 오존은 정전식공기청정기, 복사기에서 발생한다. 

금속을 산화시키며, 유무기질 안료를 퇴색시킨다(Ye et al., 2000; Whitemore et 
al., 1987; Whitemore et al., 1988). 분진은 담배, 인간, 석면 등에서 발생한다. 문화

재를 오염시키고, 수분의 정체에 의해 녹이 발생하고, 곰팡이나 벌레를 발생시킨다. 

실내 오염물질에는 문화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있다. 셀룰로오스 나이트

레이트의 열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산, 질산염, 장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름의 

아세트산, 유연한 PVC의 가소제 용출, 플라스틱 내의 특정 착색제와 가소제의 용출 

등이 있다. 주위에 있는 문화재를 분해시키거나 오염시킨다(오준석 et al., 2018).

분진은 수장고 공조시스템의 에어필터에 부직포나 유리섬유 등을 탑재하여 포집하

고, 실내 오염물질은 화학필터(활성탄, 제올라이트 흡착제)를 탑재하여 흡착하면서 

환기를 병행하여 제거한다(佐野千絵 et al., 2010). 수장고나 전시쇼케이스 내부를 

환기시키는 것이 실내오염물질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나, 온습도 유지를 위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에 의한 온습도 변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장고나 전시쇼

케이스 내부의 실내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서 유해가스 발생원인 내장재에 코팅제, 

중화제, 흡착시트 등을 사용하더라도, 초기에는 농도가 떨어지지만 내장재 내부에서

부터 계속 휘발성물질이 발산되어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표14-8), 계속 코팅제나 중

화제 시공을 하거나 흡착시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실내오염물질의 완전한 

제거는 어렵다. 수장고나 전시실 내 분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

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문화재에 영향을 끼치는 방지하기 위해 중성지나 면직물로 싸

고 보관장에 보관한다. 보관을 할 때에는 황 함유 물체나 고무, 염으로 오염된 벽돌이

나 세라믹과의 접촉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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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아세트산, 포름산, 포름알데히드는 신축 박물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물

질로, 주로 콘크리트, 건축 내장재(목재, 베니어합판, 파티클보드, MDF 등),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여 문화재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박물관 신축시 이들 물질

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인증 건축 내장재나 수성 접착제나 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하

며, 준공 후 충분한 배기가 필요하다. 박물관의 수장시설에 목재의 습도조절 능력(조

습)능력 때문에 목재 보관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목재의 휘발성 산성 물질이 완

전히 제거되었는지, 포르말린으로 방충 처리되었는지(포름알데히드 발생), 유기용제

형 접착제가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수장

고 보관장은 목재보다는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재에 더 안전하다. 신축 박물관이

나 미술관 등에서는 건축 내장재나 전시자재로 부터 실내오염물질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인증 친환경건축자재나 한국산업규격(KS)의 SE0 등급 자재

를, 접착제는 수용성 접착제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축 박물관 등의 콘크리

트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시 콘크리

트 표면에 차단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착공부터 개관까지 충분히 콘크리트를 

말릴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번의 여름이 말리는 기간에 포함

되어야 암모니아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강제 환기와 제습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준공 후 공조기에 알칼리가스 제거용 필터를 설치하여 암모니아 제거와 함께 

청정 공기의 공급을 하여야 한다.(佐野千絵 et al., 2010). 신축 박물관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실내를 고온(30~40℃)으로 가열하여 실내오

염물질을 기화시켜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법(bake out)이 있다.

실내의 밀폐된 공간(전시케이스, 수장고)에서 특정 재질의 사용이 문화재에 안전한

지 예측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Oddy test가 있다. Oddy test는 1973년 Antony Wer-

n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1975년 영국박물관 과학자 Andrew Oddy에 의해 전시

케이스의 재료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오염불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밀

폐용기 내에 은, 구리, 납 조각과 평가 재료를 넣고 온도 60℃, 습도 100%에서 28일 

후, 평가 재료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오염물질에 의한 금속 조각의 부식 여부를 평가

하여 재료의 문화재에 대한 위험 잠재성을 평가한다(Robinet and Thicket, 2003). 

실내공기질 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아 오염

물질의 방출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는 환경부 실내공기질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다(환경부, 2017a). 환경인디케이터나 변색시험지법, 가스검

지관, 휴대용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사용한 간이방법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도14-35  원각사지 십층석탑, 산성비에 의한 대리석의 용식,  
대기오염물질(탄소화합물)에 의한 표면 오염 
(이상헌, 1994, 전유근 et al., 2016) ⓒ 문화재청

도14-36  일본 高徳院 阿彌陀如來坐像, 황산화물과 바다 소금
에 의한 녹 발생(松田史朗, 青木繁夫, 1996)

도14-37  실내오염물질에 의한 예복 금속사(동에 은 도금) 장식
의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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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시공재, 접착제 함유 가능성 화학물질
복합 마루바닥재 포름알데히드

합판, 파티클보드 집성재, 화장합판 포름알데히드
단열재(유리섬유) 포름알데히드

실크벽지(염화비닐제품) 포름알데히드, 가소제
개미구제약제 유기인산계, 피레스로이드계 약제

목재보존제(가압주입) 톨루엔, 크실렌
목재보존제(표면처리) 톨루엔, 크실렌, 유기인계, 피레스로이드계 약제

유성 페인트 크실렌
알키드 수지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 크실렌

유성 니스 톨루엔, 크실렌
벽지 시공용 전분계 접착제 포름알데히드

목공용 접착제 가소제
폴리크로로프렌계 접착제 톨루엔, 크실렌

에폭시 수지계 접착제 크실렌, 가소제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수지계 에멀젼 톨루엔, 크실렌, 가소제

폴리우레탄계 접착제 톨루엔

도14-38  아세트산 환경에 노출되어 손상된 조개껍질(오른쪽) 
ⓒ Government of Canada, Canadian Conserva-
tion Institute

도14-41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안경테의 열화에 의해  
발산된 질산에 의해 발생한 경첩(황동)의 녹

도14-45  갓끈 셀룰로오스 나이트레이트 장식에서 발산된  
질산 가스에 의한 포장용 종이의 분해

도14-39  목재 서랍장에 수십년간 보관된 뒤꽂이 장식에  
아세트산에 의해 발생한 녹(copper acetate)(오른쪽),  
보관 전(왼쪽)

도14-42  MDF 발산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납과 은의 영향,  
노출 전(왼쪽), 노출 후(오른쪽)

도14-46 무선호출기의 착색제에 의한 용융에 따른 포장지의 오염

도14-40  목재 서랍장에 수십년간 보관된 노리개에 포름산에 
의해 발생한 백색 녹(zinc formate)(오른쪽),  
보관 전(왼쪽)

도14-43  알칼리(암모니아) 환경에서의 채색편 영향,  
노출 전(왼쪽), 노출 후(오른쪽)

도14-44  알칼리(암모니아)환경에서의 염색 견직물 영향,  
노출 전(위), 노출 후(아래)

표14-4 화학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자재의 예(佐野千絵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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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유지기준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

이산화탄소
(ppm)

포름알데히드
(㎍/㎥)

일산화탄소
(ppm)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기준값 10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환경부 친환경건축자재 한국산업규격 KS F 3200

0.3mg/ℓ 이하
7일 후 방출량 0.015 mg/㎡‧h 이하

SE0 0.3mg/ℓ 이하 0.024ppm 이하

E0 0.5mg/ℓ 이하 0.04ppm 이하

E1 1.5mg/ℓ 이하 0.12ppm 이하

E2 5.0mg/ℓ 이하 0.4ppm 이하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퍼티 접착제 실란트

최우수

✿✿✿✿✿

TVOC 0.10 미만 0.10 미만 0.25 미만

5VOC 0.03 미만 0.03 미만 0.075 미만

HCHO 0.015 미만 0.015 미만 0.015 미만

CH3CHO 0.015 미만 0.015 미만 0.015 미만

우수

✿✿✿✿

TVOC 0.10 이상-0.20 미만 0.10 이상-0.30 미만 0.25 이상-0.75 미만

5VOC 0.06 미만 0.09 미만 0.22 미만

HCHO 0.015 이상-0.05 미만 0.015 이상-0.05 미만 0.015 이상-0.05 미만

CH3CHO 0.015 이상-0.05 미만 0.015 이상-0.05 미만 0.015 이상-0.05 미만

양호

✿✿✿

TVOC 0.20 이상-0.40 미만 0.30 이상-0.60 미만 0.75 이상-2.5 미만

5VOC 0.12 미만 0.18 미만 0.75 미만

HCHO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CH3CHO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제거 방법
경과 시간

2시간 1일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2일 15일

중화제 A 0.06 0.43 0.71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중화제 B 0.06 0.30 0.57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1 이상

코팅제 0.05 0.12 0.18 0.23 0.23 0.24 0.25 0.25 0.27 0.31

흡착시트 A <0.01 <0.01 0.02 0.03 0.04 0.05 0.05 0.07 0.09 0.11

흡착시트 B <0.01 <0.01 0.02 0.03 0.04 0.04 0.05 0.06 0.08 0.10

흡착시트 C 0.06 0.05 0.07 0.06 0.07 0.07 0.07 0.08 0.09 0.12

표14-5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박물관, 미술관)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환경부, 2018)

표14-6 건축 내장재에 대한 환경부 인증 친환경건축자재(환경부, 2017b)및 한국산업규격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표14-7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등급(한국공기청정협회, 2012)

표14-8 중화제, 코팅제, 흡착시트를 이용한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제거 시험

※ 5VOC: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물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시험시작 7일째 측정 데이터 기준

※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 0.08ppm

단위(m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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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48 전시관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실내공기 포집 도14-49 Oddy test 기본 레이아웃도14-47  환경인디케이터, 기준(위), 유기산 및 암모니아에  
의한 변색(아래)

6
생 물

6 .  1   생 물  인 자

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생물 인자에는 곤충과 미생물, 설치류가 있다. 충해를 일으키

는 곤충으로는 갑충, 흰개미, 벌, 나비, 바퀴벌레, 좀, 메뚜기, 파리류 등을 들 수 있

다(Story, 1998; 東京文化財研究所, 2001; 국립민속박물관, 2008). 대표적인 문화

재 가해 해충은 <표14-9>와 같다. 이들 문화재 가해 해충은 「문화재의 외부에서 살아

가는 가해 해충」과 「일생의 대부분을 문화재의 내부에서 살아가는 가해 해충」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수장고 내로의 침입을 막는 것이, 후자는 조기에 발견해서 대

처하는 것이 일상관리에서 중요하다. 또 성장과정에서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

는 많은 곤충 중에는 유충과 성충으로 살아가는 환경과 식성이 변하는 것이 많아 발

견과 구제방법도 다르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에는 곰팡이(Chaetomium sp., 
Trichoderma sp., Aspergillus sp., Penicillium sp., Alternaria sp., Stachy-
botrys sp.)가 있으며, 설치류로는 실내에서 서식하는 쥐가 있다. 옥외 환경에서 가

해하는 미생물로는 건축물 등의 목재 부후균(腐朽菌, 셀룰로오스 분해균, 헤미셀룰

로오스 분해균, 리그닌 분해균), 석조 표면에서 서식하는 조류(藻類)와 지의류(地衣

類)가 있다(三浦定俊 et al., 2004).

6 .  2   생 물 피 해 의  제 어 와  I P M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으로 서책 등을 햇볕에 말리는 포

쇄(曝碼)나 폭경(曝涼), 서화를 보관할 때 운향(蕓香), 사향(麝香), 장뇌(樟腦)와 같은 약

재를 넣어 보관하여 충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洪萬選; 배현숙, 1978; 

Toshio, 1999). 근현대 들어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에서는 문화재나 도서 자료의 생물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화학약제가 널리 사용되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비소

나 염화수은이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부터 나프탈렌, 파라디클로로벤젠 등과 같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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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제, 메틸브로마이드, 설푸릴플루오라이드, 에틸렌옥사이드와 같은 훈증가스가 사용

되어왔다. 화학약제의 사용은 인체 유해성과 함께 문화재의 손상, 지구 환경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비소나 염화수은과 같은 독극물로 살충처리된 문화재 등은 그 독성이 현재

까지 남아있어 박물관 직원들이 자료에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등 지금까지 문제

가 되고 있다. 1997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제9회 몬트리올의정서당사국회의

(1997년)에서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써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5

년 전량 폐기할 것이 결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방제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1980~90년대부터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방법의 연구, 보급

과 함께 미연에 생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법으로써 IPM(Integrated Pest Me-

nagement, 종합유해생물관리)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IPM이란 농업분야에서 탄생된 개념으로, 생물방제 약제의 사용에 따른 문화재나 인

체에의 유해성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유해 생물의 개체수를 문화재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제한해 가는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IPM의 장점으로는 화학약제 처

리의 감소로 직원의 건강과 문화재에 대한 변형과 열화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며 생

물방제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IPM에 따른 환경 개선은 문화재의 유해생물로부터

의 보호를 넘어 문화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해생물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일지 모른다. 단점으로는 전통적인 해충 관리에 비해 초기에는 더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더 많은 직원들의 시간을 필요하며 모든 직원들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

다.(Smithsonian Institute, 1997).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IPM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는 우선 현상 파악

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IPM 업무 담당자의 선정이다. 현상분석을 기초로 IPM 프로

그램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

과 그 주위, 시설 및 비품, 직원의 업무 점검 및 청취 조사를 통해 유해생물의 서식 여

부와 유해생물이 침입할 수 있는 건물과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현상분석

을 통해 IPM 프로그램을 5단계의 순차적인 실행으로 유해생물의 피해를 제어할 수 

있다(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 1996).

회피:  해충, 곰팡이의 유인 요소의 회피, 건물과 주위 및 시설과 비품에 대한 청소, 클

리닝, 정리 ·정돈, 온습도 관리, 유해생물의 서식지 회피를 위한 음식물과 쓰레

기 격리, 해충 서식 가능성 있는 목제 수장대나 보관장 사용 지양

차단:  외부로부터 건물 내로 유해생물의 침입 통로 차단, 밀폐형 출입문 설치, 창에 

방충망 설치, 외부 반입 감염 의심 문화재의 격리, 목제 수장대나 보관장 사용 

전 소독

발견:  외부 반입 문화재의 격리 공간에서의 관찰, 건물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육안 점

검을 통한 해충 사체, 배설물, 갉아먹은 가루 등 조사, 점착 트랩이나 페로몬 트

랩을 이용한 모니터링, 이를 통한 유해생물의 조기 발견 및 기록

대처: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화학적 방제(저산소법, 이산화탄소법, 저온법, 고온

법), 약제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 청소 등 유해생물에 감염된 문화재와 공간

에 대한 방제, 곰팡이 발생 공간에 대한 적정 습도 유지

복귀:  유해생물 발생 및 방역 실패 요인 등 분석을 통한 IPM 프로그램 보완, 모든 활

동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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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약 제 를  사 용 하 지  않 는  생 물 방 제 법

화학약제의 인체에의 유독성과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문화재의 훈증

에 널리 사용되어 온 메틸브로마이드가 오존층 파괴 물질로써 선진국은 2005년, 개

발도상국은 2015년에 전폐가 결정된 후,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물

방제법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1980~90년대부터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

는 생물방제법이 연구, 개발되어 현재 저산소법, 이산화탄소법, 저온법, 고온법이 보

급되어 운용되고 있다. 재질에 미치는 영향, 살충효과, 살균효과, 인체에의 안전성, 

처리조건, 운용기관 등은 <표14-10>과 같다. 훈증법이 극히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훈

증가스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방제법은 작업상 안

전하고 용이한 것이 장점이나, 속효성(速效性)이 있는 고온처리를 제외하고는 일반

적으로 훈증법에 비해 처리기간이 긴 단점이 있다. 또 살충효과는 있지만 살균효과는 

없으며, 방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한정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저산소법과 같은 약

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방제법은 화학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재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Florian, 1986; Florian, 1990b; Koestler et 
al., 1993; Buss and Crews, 2000; 오준석, 2014b), 메틸브로마이드 등과 같은 훈증

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동식물자료의 DNA에 대한 영향은 일어나지 않는다(Kigawa 

et al., 2003; Kigawa et al., 2011).

6 .  4   약 제 를  사 용 하 는  생 물 방 제 법

19세기말부터 문화재 등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어온 화학약제는 인체에의 유독

성과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森八郎, 熊谷百三, 1955a; 森八郎, 熊谷

百三, 1955b; Florian, 1988; Koestler et al., 1993; 木川りか et al., 1999; 東京文

化財研究所, 2001; 노현숙, 이승은, 2005; 오준석, 2007; Kigawa et al., 2011), 지구 

환경을 위해 훈증가스 메틸브로마이드는 2015년 전폐가 결정되어, 화학약제의 사용

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표14-11, 12).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살충, 살균에 있어 속효성

이 있고 효과도 높지만, 수장고나 전시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재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체에 독성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주변 환경,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화학약제를 사용한 생물방제

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훈증법은 문화재나 수장고, 전시실, 건축물 등의 살충, 살균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스가 문화재 내부까지 침투되어 문화재 내부에 서식하는 해충의 살충이나 미생물

의 살균에 효과가 좋다. 약제의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2~3일간의 배기 후 즉시 문화

재에 대한 접근이나 수장고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배기 완료 후에

도 건축물의 벽체, 바닥, 천정 그리고 문화재 내부에 침투한 약제가 계속 방출되기 때

문에, 완전히 약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배기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松田隆嗣, 1998). 따라서 대규모 공간(수장고, 전시관, 건축물 등)에 사용할 경

우 장시간에 걸친 배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들 훈

증제는 훈증 종료 후 약제가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방충 ·방균 효과는 없다. 메틸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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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드, 설푸릴플루오라이드, 메틸아이오다이드와 같은 훈증제는 동식물의 DNA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의 동식물 표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Kigawa 

et al., 2003; Kigawa et al., 2011). 에틸렌옥사이드와 산화프로필렌은 살균력이 우

수하지만 가연성과 폭팔성이 있으며 발암성이 있다.

증산성 약제에는 살충제와 방충제가 있다. 증산성 살충제에는 유기인계의 DDVP(디

클로보스)가 대표적인데 인체에 독성이 있어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에는 사용을 피하

는 것이 좋다. 증산성 방충제는 약제 성분이 벌레의 접근을 막는 기피효력을 가진 것

으로, 종래에는 파라디클로로벤젠, 나프탈렌, 장뇌 등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들을 병

용하면 서로 녹아 주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인체

에 독성이 있어 사람의 출입이 많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하여야하며, 파라디

클로로벤젠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의심 물질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천연 허브에서 

추출한 방충제에 문화재가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문화재에 흡착이 일어나 안료나 염

직물에 변색 등의 약해를 일으키기 때문에(오준석, 2007) 전시케이스 내부와 같은 밀

폐된 공간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문화재 내부에 서식하는 해충의 유충이나 번

데기의 살충에는 효과가 없다.

살균제는 훈증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비교적 가벼운 곰팡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현

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살균제에는 에탄올, 파라포름알데히드, 티몰이 있다. 파

라포름알데히드는 실내공기오염물질로 발암성 물질이며 또 금속이나 안료의 일부에

서 악영향을 미쳐 살균작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티몰도 합성수지를 연

화시키고 톡특한 냄새가 나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에탄올은 70% 소독용이 

살균력이 높으며, 사용 전 재질에 변형이나 변색, 탈색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미리 테

스트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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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명 학명 가해기 가해 재질 사진

좀 Ctenolepisma longicauda coreana
(Uchida)

약충
성충

종이, 면, 마, 인견, 견, 
양모, 건조식물, 건조동물, 
접착제(전분, 덱스트린, 

카세인, 아교)등.

흰개미 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 
Morimoto 일개미 목조건축물, 목공예품, 목제생활독, 

죽공예품, 죽제생활도구, 서적 등

바퀴 Blattella germanica Linnaeus 약충
성충

목재, 종이, 면, 마, 견, 가죽, 
모피, 건조동물 등

집바퀴 Periplaneta japonica Karny 약충
성충

목재, 종이, 면, 마, 견, 가죽, 모피, 
건조동물 등

꼽등이 Diestrammena coreana
(Yamasaki) 성충 종이, 면, 마, 건조동물 등

알락귀뚜라미 Loxoblemmus arietulus Saussure 성충 서화, 의류, 동물표본 등

표14-9 문화재 가해 해충(국립민속박물관, 2008) ⓒ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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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명 학명 가해기 가해 재질 사진

책다듬이벌레 Liposcelis simulans Broadhead 약충
성충 건조동물, 건조식물 등

가루민다듬이벌레 Lepinotus reticulatus Enderlein 약충
성충 건조동물, 건조식물 등

애수시렁이 Attagenus unicolor japonicus
(Reitter) 유충 양모, 견, 모피, 피혁, 

건조동물, 건조식물 등

애알락수시렁이 Anthrenus verbasci
(Linnaeus) 유충 의류, 동물표본, 식물표본, 생사, 

곡물, 곡물가루, 종자 등

대개나무좀 Dinoderus japonicus Lesne 유충
성충

죽재, 건조목재
(삼나무, 노송나무, 오동나무 등), 

건조식물 등

넓적나무좀 Lyctus brunneus
(Stephens)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죽공예품, 
죽제생활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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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명 학명 가해기 가해 재질 사진

중국넓적나무좀 Lyctus sinensis Lesne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죽공예품, 
죽제생활도구, 한약재 등

인삼벌레 Stegobium paniceum
(Linnaeus)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짚풀생활
도구, 서적, 식물표본, 동물표본, 한

약재 등

권연벌레 Lasioderma serricorne
(Fabricius)

유충
성충

종이, 목재, 양모, 건조식물, 
건조동물 등

빗살수염벌레 Ptilineurus marmoratus
(Reitter)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서적, 
문서, 짚풀생활도구 등

- Nicobium castaneum
(Olivier)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종이 등

- Gastrallus immarginatus
(Müller)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죽공예품, 
죽제생활도구,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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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명 학명 가해기 가해 재질 사진

동굴표본벌레 Gibbium psylloides
(Czempinski) 유충 건조동물, 건조식물 등

길쭉표본벌레 Ptinus japonicus Reitter 유충 건조동물, 건조식물 등

범하늘소 Chlorophorus diadema
(Motschulsky)

유충
성충 목공예품, 목제생활도구 등

옷좀나방 Tinea translucens Meyrick 유충 견, 양모, 가죽, 모피, 건조동물, 
합성섬유, 면, 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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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저산소법 이산화탄소법 저온법 고온법

목적 살충 살충 살충 살충

조건

산소 농도: 0.01~0.3%
온도: 20~30℃
습도: 50~60%
시간: 3주~4주

산소 농도: 8~10%
이산화탄소 농도: 60~80%

온도: 20~30℃
습도: 50~60%

시간: 2주

온도: -20~40℃
시간: 1~2주

온도: 50~60℃
습도: 50~60%
시간: 1~2시간

운용
방식 챔버, 버블, 텐트, 비닐백 챔버, 버블, 텐트, 비닐백 챔버 챔버, 텐트

살충
대상 재질 전반 민속품(의류,목제,짚,죽제품)

서적, 채색이 없는 문서류
서적, 고문서, 모피, 

직물 동식물표본, 목제품
건축물, 목제품, 

건조식물표본, 자재

재질 
영향 거의 영향 없음 고습도에서 금속, 일부 안료 변색 위의 재질 이외에는 적용 곤란 위의 재질 이외에는 적용 곤란

인체에 
위험성 산소 농도 18% 이하 인체에 위험

이산화탄소 농도 1.5% 이상 
인체에 위험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에서는 
훈증제로 지정, 전문가만 취급

- -

운용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립해양박물관

九州国立博物館
文物修復辯士事處

J. Paul Getty Museum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British Museum
Deutsches Museum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Singapore Art Museum
Royal Ontario Museum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Washington

Sam Noble Oklahoma Museum 
of Natural History

国立民族学博物館
国立歴史民俗博物館

東京国立博物館
九州国立博物館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arvard Peabody Museum
Canadian Museum of Nature
Royal Albert Museum & Art 

Gallery
Victory & Albert Museum

The British Museum
Library and Archivaes of Canada

Royal Ontario Museum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국립민속박물관

国立民族学博物館

Victory & Albert Museum

비고
습도 유지 장치 필요

산소 농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질소 공급 필요

산소 농도 유지 용이
하늘소 살충 효과가 없음

버블, 텐트 운용 가능
습도 유지 장치 필요

참고문헌

Story, 1985
Rust and Kennedy, 1993

Selwitz and Maekawa, 1998
오준석, 2014a

Newton, 1993
後出秀聡, 2004

Florian, 1990a
Strang, 1992, 1997 Strang, 1992

표14-10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살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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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 재질 영향 효과 인체 
안전성 비 고

메틸브로마이드
· �유황 함유 물질(청사진, 모피, 피혁, �
고무, 사진) 악취 발생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오존층 파괴 물질,

· �선진국 2005년, 후진국 2015년 이후 사용 全廢

메틸브로마이드+
에틸렌옥사이드

· �단백질, 셀룰로오스, 수지 등 화학변화 
가능성

· �유황함유 물질(청사진, 모피, 피혁, �
고무, 사진) 악취 발생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살균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메틸브로마이드
· �선진국 2005년, 후진국 2015년 이후 사용 全廢
· �에틸렌옥사이드 대상물 흡착성 높고 발암성

설푸릴플루오라이드

· �일부 금속 녹
· �일부 지류 pH 저하
· �일부 합성수지 화학변화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저온(15℃)에서는 효과 떨어짐
· �산란력은 떨어짐
· �중독시 해독제 없음

에틸렌옥사이드+
설푸릴플루오라이드

· �단백질, 셀룰로오스, 수지 등의 �
화학변화 가능성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살균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에틸렌옥사이드 대상물에 흡착성 높고 �
발암성

· �훈증 후 충분한 배기 필요
· �폭팔성

프로필렌옥사이드
(희석제 아르곤)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살균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침투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훈증시 �
방폭팬으로 교반 필요

· �폭팔성이 있고, 농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 �대상물 흡착성 높고 발암성 의심 물질

메칠아이오다이드

· �은제품 변색
· �발포우레탄, 나이론 수지 황변
· �유황 함유 물질(청사진, 모피, 피혁, �
고무, 사진) 악취 발생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살균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끊는점이 높아 기화 및 도입 시 적절한 �
고안이 필요

· �저온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 �훈증시 고온의 열원을 두어서는 않되며 햇볕, 
조명의 점등은 피한다

HFC1123+
에틸렌옥사이드

· �단백질, 셀룰로오스, 수지 등 
· �화학변화 가능성
· �동식물자료 DNA에 영향

살충, 살균
곰팡이 방제 효과 없음 위험 · �에틸렌옥사이드 대상물 흡착성 높고 발암성

표14-11 훈증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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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재질 영향 살충
효과

살균
효과

방충
효과

곰팡이 
방제
효과

인체 
안전성 비고

DDVP
(디클로로보스)

은, 동 등의 금속 녹
플라스틱과 수지 연화
일부 플라스틱 변형

○ × ○ × △~× · �바퀴벌레 알에 대해서는 살란력이 없음
· �사람이 출입이 비번한 곳에는 사용 금지

엠펜스린 동제품 변색 △ × ○ × △ · �개방된 곳에서는 살충효과가 낮으며, �
살란력은 없음

파라디클로로벤젠
플라스틱과 수지 연화

장뇌와 동시 사용시 서로 녹아 
문화재에 손상 가능성

△ × ○ × △
· �개방된 곳에서는 살충효과가 낮으며, �
살란력이 낮음

· �발암성

장뇌 파라디클로벤젠과 동시 사용시 
서로 녹아 문화재의 손상 가능성 × × ○ × △

나프탈렌 플라스틱과 수지 연화
문화재의 재결정 가능성 × × ○ × △

약제 재질 영향 살균
효과

곰팡이 
방제 효과

인체 
안전성 비고

에탄올
(70%) 재질에 따라 변형, 변색, 탈색 ○ - △

· �문화재의 곰팡이 방제용으로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음

· �가연성, 사용시 환기

파라포름알데히드 금속 일부 녹
안료 일부 변색 ○ ○ × · �눈, 점막에 자극성

· �발암성 의심

티몰 수지 연화 △ △ △ · �독특한 냄새
· �살균 효과가 높지 않음

표14-12 방충·살충 약제(東京文化財研究所, 2001)

표14-13 방충·살충 약제(東京文化財研究所, 2001)

○ : 높음, △ : 경우에 따라 낮음. × : 낮거나 없음

○ : 높음, △ : 경우에 따라 낮음. × : 낮거나 없음

도14-50 안전을 위해 비닐로 격리한 비소를 살포한 박제품 도14-51  수장고에 방충제 파라디클로벤젠의 살포에 의한  
문화재 및 인체의 위험 노출

도14-52  수장고 내부 청소를 통한 유해생물 유인 및 서식  
환경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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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53  건물 내부에 방치된 거미 사체의 문화재 가해 해충(애
알락수시렁이 유충) 유인(국립민속박물관,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도14-56  인삼벌레 애벌레가 바가지 탈 내부를 가해한 후  
우화한 성충의 탈출공, 유충 배설물과 갉아먹은 가루

도14-59  범하늘소에 의한 목재 문화재 충해, 주위에 쌓여 있는 
배설물과 갉아먹은 가루(국립민속박물관,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도14-62  고습도 환경에서 직기에 걸려있는 풀을 먹인 날실에 
발생한 곰팡이

도14-54  유해생물 침입 차단을 위한 소장품 반출입구에  
설치된 방충망

도14-57  박제 닭 전시품에서 발생한 암검은수시렁이에 의한 충해

도14-60 명두 술에 발견된 옷좀나방 고치

도14-63  설치류에 의한 고서 피해 
ⓒ 전지연

도14-55  내부 공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유해생물 서식  
탐지, 소독 후 발견된 인삼벌레 사체

도14-58  Gastrallus immarginatus(Müller)에 의한 병풍과  
병풍틀 가해

도14-61 예복 금속사 장식 바탕 모직물의 충해

도14-64  유해생물 모니터링을 위한 보관장 밑에 설치된 점착 
트랩

도14-65  외부와 접한 출입문 주위에 설치된 점착 트랩에  
포획된 해충

도14-66  해충 페로몬 트랩, 1. 인삼벌레, 2. 권연벌레, 3. 가루개
나무좀, 4. 옷좀나방, 5. 좀(국립민속박물관, 2008) 
ⓒ 국립민속박물관

도14-67 페로몬 트랩에 포획된 권연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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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68  저산소 살충처리(챔버),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도14-74 전시케이스내에 설치된 허브 추출 살충제

도14-71 저온 살충처리(챔버), 영국 자연사박물관

도14-77  수장고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후 배기에 따른 수장고 내부 메틸브로마이드 농도 변화(흑색 원),  
40일 후에도 문화재 내부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 0.3ppm 검출(적색 원)

도14-69 저산소 살충처리(비닐백), 국립민속박물관

도14-75 메틸브로마이드 수장고 훈증

도14-72 고온 살충처리(챔버), Thermo Lignum UK Ltd.

도14-70  이산화탄소 살충처리(텐트),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워싱턴)

도14-76 메틸브로마이드 포장 훈증

도14-73  허브 추출 살충제의 의한 염색 견직물 약해 실험,  
허브 추출 살충제 노출 전(왼쪽), 노출 후(오른쪽)

울금 천근
(명반 후 매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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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온도와 화학반응속도와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절대습도와 상대습도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습도가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4. 문화재 보관 수장고의 습도 유지를 위한 방법을 기술하시오.

5. 빛을 파장에 따라 분류하고 에너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6. 빛의 종류에 따른 문화재의 재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시오.

7. 조명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 방지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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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내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원, 재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9. 신축 박물관에서 문제가 되는 실내오염물질에 대해 기술하고, 방지 및 제거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0. 문화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기술하고 대처법을 기술하시오.

11. 문화재에 피해를 일으키는 생물인자에 대해 기술하시오.

12. 종합유해생물관리(IPM)의 개념을 기술하고 5단계 실행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3.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생물방제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14. 훈증가스의 종류, 재질에 미치는 영향, 효과,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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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 화  상 태 조 사

서 양 화 의  상 태 조 사  

1) 서양화의 재질 

그림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본능과 더불어, 시각적인 매체가 가

지는 구체적이고도 매우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의 잇점으로 인해, 인류의 중요한 표현

양식이 되었다. 또한 기록할 수 있다는 그림 고유의 특성 때문에 문자가 발명되기 이

전의 인간들의 의식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다. 유명한 선사

시대 유적인 알타미라벽화를 비롯하여 최근에 발견된 프랑스의 동굴 벽화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당시에는 그림의 내용이 주술적인 내용으로 자기들사이의 메세지

였겠지만, 이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몇 만년이 지난 현대에 있어서도 그 감동

이 전해진다는 것은, 시각적 매체로서 그림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적, 장식적, 정치와 사회계몽의 프로파간다, 혹은 

예술 지상주의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전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미술관과 박

물관을 가득 메우고, 일반 관람객들과 연구자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감상의 즐거움

과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의 역사는 시대별 취향이나 양식에 따른 변천과 함께 표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

성도록 하는 제작 기법이나 재료 선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특히 유

화는 서양미술에 있어서 대표적인 장르로서 앞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서양화의 보존

이란 주제를 다루기 앞서 유화의 재료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을 하기로 하겠다.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3가지의 요소를 생각하게 된다. 우선 그릴 곳이 

있어야 한다. 즉 동굴의 벽, 교회의 벽면, 혹은 켄버스들이 그 예인데, 이를 지지체

(support)라고한다. 그리고 이 지지체에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물감(color)을 들 수 있다. 물감은 다시 색깔을 

결정하는 안료(pigment)와 이를 지지체층에 붙어 있도록 접착제역할을 하는 메디움

(medium)의 두가지요소로 나누어지게 된다. 특히 이들 중에서 그림의 수명을 결정

하는 요소는 지지체와 물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 요소들은, 사고에 의한 훼손뿐만 아니라 재료 상호간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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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물리학적 반응, 잘못된 재료 선택 혹은 보존 장소의 취약성 때문에 자연적인 노

화현상을 겪게 된다. 이 노화현상의 극단적인 예로 박락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곧 

그림의 일부 혹은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훼손되어가고 있는 

그림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행해졌다.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당

시의 사회분위기에 따라 훼손되지 않은 작품에도 나름대로의 손질이 가해졌음이 최

근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수차례의 덧칠에 의해 원그림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화의 경우, 교리의 변화로 인해 신체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위, 훼손된 부분 뿐 아니라 원작까지도 덧칠로서 덮어 버리는 

행위, 소유자의 취향에 따라 혹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덧칠을 하는 행

위 등은 인위적인 그림 파손의 좋은 예들이다. 덧칠의 재료에 따라서는 원작을 돌이

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처럼 과거에 행해진 일련의 복

원 작업들은 그림의 수명연장의 의도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림의 기능적

인 면을 강조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은 제작 기법과 작가 개인의 특성, 그리고 보관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노

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이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재료

가 섞여 있고 또한 층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층상구조는 

그림 손상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를 알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 각 

층간의 결합력 약화는 곧 그림의 들뜸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⑴ 지지체(support)

캔버스 위에 그린 유화를 예로 들면, 그림의 지지체층 역할을 하는 캔버스는 일반

적으로 마(linen)나 면(cotton)으로 되어 있으며 습기에 매우 민감하다. 이들은 주

위의 습도 변화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습기를 흡수·방출을 반복하여, 내구성과 유

연성을 상실시켜 물리적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들 섬유소들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

해 쉽게 산화하여 화학적으로도 노화를 겪게 되고 캔버스는 점차적으로 본래의 유

연성을 상실하여 빳빳해지고, 충격에 약해지며, 심지어 부스러지는 지경에까지 이

르게 된다. 특히 캔버스는 틀에 당겨져 있어 늘 어느 정도의 장력을 받고 있으므로 

노화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캔버스와 틀이 만나는 가장자리 부분

이나 천과 틀을 고정하기 위한 못 부근은 장력이 가장 크게 걸려 쉽게 손상된다.

이와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생물학적인 피해인데, 벌레에 의한 피해와 고습

도(상대습도 70% 이상)에서 발생이 가능한 곰팡이의 피해가 그것이다. 

⑵ 차단층

차단층은 유화물감의 기름이 스며들어 캔버스가 쉽게 산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역

할을 한다. 과거에는 주로 아교를 사용했는데,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

로 병충해의 좋은 표적이 된다. 또한 성분 자체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 

노화에 따라 매우 견고한 막을 형성하여 그림층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

다. 최근에 와서는 비닐계나 아크릴계의 에멀션(Emulsion) 상태의 합성수지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⑶ 바탕층(ground)

주로 흰색의 칠로써 전통적으로 탄산칼슘·황산칼슘·납화합물 등을 아교에 섞어 차

단 층 위에 칠하게 된다. 이 아교성분을 대체하기 위해 린시드유 등과 같은 건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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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합성수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층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고, 아울러 지지체층의 움직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또한 화면의 밝기를 주는 미적인 효과도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작가

에 따라서는 흰색에 다른 색을 첨가하였고, 특히 18세기 유럽에서는 붉은 빛의 진

흙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습기에 무척 민감하다. 석회분의 경우 산의 영

향을 받는다. 

⑷ 그림층 

유화물감은 색을 내는 안료(pigment)와 린시드유나 포피유와 같은 건성유의 혼

합물이다. 이 건성유는 공기 중에서 산화하고 다시 고분자 결합을 하는 메카니즘

에 의해 견고한 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묻어 나지 않을 정도

의 상태로 굳는 데는 수 일에서 일주일 안팎이지만, 완전히 건조되는 데는 수 십년 

이상이 걸린다. 정상적으로 건조된 유화도 세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균열과 

함께 황화현상을 겪으며 점차적으로 습도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

안료의 경우, 서로 다른 성분끼리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변색되기도 하고, 특히 유

기안료는 빛에 의한 산화로 인해 변색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이들 안료들은 주위

의 산성·황화합물 들에 의해 화학적 피해를 입어 변색되기도 한다.

⑸ 그라시층(Glacis)

그림층 위에 칠하는 것으로, 그림에 유연한 그라데이션(gradation)이나 투명한 

색감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주로 린시드유 등에 물감을 풀어 칠해주는 데, 이들은 

바니스층 제거시 용제에 노출되며 매우 얇은 층이므로 손상되기 쉽다.

⑹ 바니스층(Varnish)

일반적으로 마스틱수지(Mastic resin)나 담마르수지(Dammar resin) 등을 용제

에 녹여 건조된 그림 표면에 칠해 주게 되는 데, 주요 목적으로는 그림 표면보호와 

미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천연수지들은 자외선 등에 의해 황화현

상을 겪게 되어 급기야는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암흑색을 띠게 된

다. 또한 습기에 민감하여 흰 막을 형성하거나 점차적으로 견고해지는 성질을 가

지고 있어 그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상태조사 방법

그림의 복원에 앞서 복원가는 그림의 정확한 상처 부위와 증상을 알아내고 그 원인을 

밝혀내는 사전작업으로서, 병원에서 치료 전에 작성하게 되는 진료카드와 같은 용도

의 상태 조사 기록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재수리가 필요할 경우 담당 복원가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보관이나 취급상의 주의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사가에게는 

복원가들이 그림을 취급하는 동안 얻게 되는 수많은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⑴ 측광사진

회화의 측면에서 강한 빛을 비추어 그림층의 들뜸 등 그림 표면의 상태를 효과적

으로 볼 수 있다.

⑵ 적외선사진

긴 파장의 적외선을 이용하여 바니스나 얇은 두께의 그림 물감 층을 통과하므로 

밑그림과 덧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15-1  이인성 ‘복숭아’의 일반 사진과 측광
사진: 오른편 측광사진을 통해 작품의 
균열, 들뜬부위 등 손상상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김주삼, 2001)

도15-2  이중섭 ‘개와 어린이’의 적외선 사진 : 
오른편 적외선 이미지상에서 물감에 
가려 보이지않던 연필로 그린 밑그림
을 관찰할 수 있다.  
(김주삼, 안규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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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자외선사진

단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하여 그림재료의 차별화된 형광반응을 이용, 그림표면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훼손부위나 덧칠한 부분 그리고 복원을 위한 색맞춤 부

분을 알 수 있다.

⑷ X선 사진

X선의 강한 투과력을 이용하여 그림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림물감층 내부나 지지체층의 보존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도15-3  이인성 ‘가을 어느날’ 자외선 촬영: 오른편 자외선 이미지상에서 여인의 얼굴부위가 
어둡게 나타난다.이는 과거 복원한 부위를 보여준다. 
(김주삼, 2006)

도15-4  이인성 ‘가을 어느날’ X선 이미지. 오른편 X선 이미지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위는  
물감의 박락부위를 보여준다. 
(김주삼, 2002)

도15-5  박수근 작품의 단면사진 및 전자현미경사진. 전자현미경 상에서 물감층 단면을 관찰하여 작품의  
기법을 알아낼 수 있고 아울러 화학분석의 도움으로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김주삼, 허우영, 2000)

⑸ 분석기기

재료의 성분을 알기 위한 수단이다. 분석기기들의 발달로 극소량의 시료만으로도 안

료나 메디움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으며 현재 비파괴조사 장비들도 개발되어 있어 작

품의 손상없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간혹 일부시료를 채취하여 단면 조사를 통해 

작가의 미술 기법과 덧칠여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보존 복원 작업 시 용제나 

접착제 사용에 앞서 처리하고자 하는 부위의 정확한 성분조사와 원인조사로 작업상

의 위험부담율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림의 진위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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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 양 화  손 상 원 인

서 양 화 의  훼 손  유 형  및  원 인  

1) 자연적인 요소

⑴ 습도

습도의 반복된 변화로 균열이 발생하고 고습도에 노출될 경우 물감이 지지체인 캔

버스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⑵ 곤충 및 곰팡이 

곤충의 경우 작품일부를 손실시키므로 매우 조심을 하여야 하며 곰팡이의 경우 작

품표면이나 후면을 착색시킬 수 있다.

2) 인위적인 요소

⑴ 취급부주의

부적절한 포장이나 관리부주의에 의해 작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미술품 파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⑵ 고의적인 파손

고의적인 문화재 파괴행위(vandalism)가 서양화 특히 현대미술분야에서 점차 늘

어나는 추세이다. 

⑶ 재료기법상의 요소

작가가 사용한 부적합한 재료와 기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상유형이다.

도15-6  성요셉상 습기에 의해 손상된 작품 대구 샤르트르 수
녀회 소장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처리보고서 자료)

도15-8  성직자초상 고의적인 파손사례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촬영 자료)

도15-7  이응노 ‘무제’, 지지체로 사용된 양모재질의 팰트가 좀
벌레의 피해를 당함(김주삼, 2013)

도15-9  이우환 from point 78 재료적인 손상, 취약한 바탕위
에 칠해진 견고한 채색칠로 인해 들뜸현상이 온습도
의 큰 변화없이 발생함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촬영 자료)

도15-10  작품 표면에 포장지가 붙어있는 작품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촬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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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양 화  보 존 복 원

3 .  1   서 양 화 의  보 존 처 리  방 법  

1) 보강작업(consolidation)

예기치 않은 사고나 노화에 의한 재료 자체의 결합력 약화, 혹은 각 재료간의 결합력 

약화를 강화시키는 작업을 통칭한다. 사전 상태 조사에 따라, 보강을 하고자 하는 부

분에 따라 접합제의 성분이나 작업 방법들이 결정되게 된다.

⑴ 지지체에 대한 보강작업

유화 복원작업에서 캔버스 즉 지지체(support)로 사용된 천이 찢어지거나 변형되

었을 때 필요한 처리방법이 요구된다. 찢어진 천을 접합하거나, 그위를 보강해주

는 방법이 있고 특히 캔버스가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배접

을하는 경우도 있다. 배접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한 캔버스 뒷면에 새로운 천을 

붙여 보강한다.

⑵ 그림층에 대한 보강작업

① 들뜬 그림 층 접합

들뜬 그림 층의 경우, 온도 조절장치가 달린 소형인두나 저압테이블이라는 장

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 접합제로는 전통 재료인 아교를 많이 사용하며, 최

근에는 합성수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노화된 그림재료의 보강

이 작업은 앞서와 같은 그림층간의 접착력 상실과는 구별되게, 한 그림층 내부

의 분자간 접착력 약화를 보강하는 작업이다. 보강제로는 아교나 왁스, 용액상

태의 합성수지가 이용된다. 

③ 클리닝 작업(cleaning )

클리닝은 그림이 제 모습을 찾는 데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

에는 위험 부담율이 매우 큰 작업과정이다. 보존철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 과

정은 비가역적(irreversible), 즉 한 번 닦아 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

정이다.

㉠ 먼지 및 이물질 제거

그림 표면의 먼지들은 그림표면에서 공기 중의 습기를 머금는 역할을 하여 

그림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최근에는 산성 먼지들에 의한 피해들도 보고 

되고 있다. 바니스가 칠해져 있지 않은 그림의 경우에는 이 먼지들이 굳어지

고, 심지어는 그림 층까지 침투하여 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다. 그러나 현대 미술의 경우, 마르셀 듀샹(Marcel Duchamp)이나, 키퍼

(Kieffer)의 예에서처럼 먼지까지도 의도된 구성이 되는 작품들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황화된 바니스 벗겨내기

황화된 바니스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용제(solvent)를 이용한다. 용제에 대

한 많은 화학적 지식과 함께 주의력과 세심함을 갖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용

도15-11  저압테이블을 이용한 배접광경 
(김주삼, 김정석, 1998)

도15-12  성요셉상 접합과정 대구 샤르트르 수
녀회 소장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작
품 처리보고서 자료)

도15-13  장발 장발 ‘성모칠낙’ 클리닝과정 프란
체스코 수도회 소장  
오랜기간 묶은때로 인해 작품표면이  
오염됨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작
품 처리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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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14  작자미상 ‘풍경화’ 바니스제거 과정 
황변된 바니스층을 제거하는 과정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작
품 처리보고서 자료)

도15-15  성요셉상 메움작업 대구 샤르트르 수
녀회 소장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작
품 처리보고서 자료)

도15-16  성요셉상 대구 샤르트르 수녀회 소장 
작품 처리 전과 처리 후 비교이미지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작
품 처리보고서 자료)

제의 사용이 바니스층 뿐만 아니라 그림 물감 층까지 영향을 미쳐 그림에 막

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경

을 사용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덧칠 벗겨내기

덧칠이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가 이외의 사람에 의해 원작에 붓이 가해진 

것을 뜻한다. 그러나 덧칠의 성격에 따라 이를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

다. 덧칠의 이유에는 순수하게는 종교적 이유나, 사회적 양식의 변화, 역사

적 사건 등과 같은 그림에 대한 의식변화도 있으나, 다른 이유에서 본다면 그

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훼손된 부분을 감추는 수단, 혹은 소유자의 취

향에 따른 손질 등이 있다.

④ 메움처리 

훼손된 그림은 그림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색맞춤에 앞

서 결손 부위를 메워주고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메움처리는 비단 

색맞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결손부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주위 그림 층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메움재료로는 주로 제거가 용이한 백토에 아교등의 접착제를 많

이 이용하고 붓텃치 등의 효과를 내기 위해 예리한 칼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가

공한다. 

⑤ 색맞춤

그림의 결손 부 주위의 색과 마티에르를 고려하여 마감을 해주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그림의 제모습을 찾아주는 복원 작업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성

공적인 색맞춤이라면 관람자로 하여금 그림을 감상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색맞춤의 원칙은, 범위를 결손 부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고(즉 원작 위에 덧그리지 않는 것), 사용하는 재료는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색맞춤에 사용되는 물감은 수채화 물감이나 천연수지계 

물감, 최근에 와서는 합성수지 계열의 물감들이 사용된다.

3 .  2   서 양 화  보 존 에  사 용 되 는  재 료  

서양화의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가역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1) 접합재료

⑴ 천연재료

전통적으로 접합 사용된 재료는 토끼아교이고, 최근에는 접합력과 특유의 유연성으로 

인해 아이싱글라스(철갑상어 부레)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용성재료이므로 표면장

력으로 인해 침투력으로 한계가 있어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2) 합성재료

내구성이나 신소재 개발로 접합에 적합한 고분자 합성재료들이 개발되어 침투력에 

한계를 가진 천연재료를 대신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용재로 사용되는 유기

용제로 인해 사용 전에 필히 테스트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합성재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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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계통 :  파라로이드 B-72, 파라로이드 B-67, Plexisol P550, PLextol B500 

etc

·EVA계통: BEVA

2) 클리닝 재료

·알리파틱

·아로마틱

·알콜

·아세테이트

·케톤

3) 메움 재료

⑴ 천연재료 : 아교 + 백토

⑵ 합성재료 : 수용성 합성수지 + 백토

4) 색맞춤 재료

⑴ 천연재료 : 수채화 물감(아라비아 고무), Maimerie(마스틱수지, 시제품)

⑵ 합성재료 : Gamblin(케톤계통 시제품)

4
서 양 화 의  보 관 관 리

4 .  1   서 양 화 의  보 관 환 경

서양화의 경우 통상 실내에 보관하나 기후변화와 충격에 취약하므로 필히 적절한 관

리방법을 숙지하여야한다. 

1) 보존환경조절

⑴ 보관온도

서양화의 보관 온도는 ICOM 등에서 18-22°C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하

고 있으나 관리비용과 지역이나 계절에따라 약간 높게 유지해도 무방하다. 

⑵ 상대습도(RH): 47-55% RH

온습도계를 이용하여 기록하고 변화추이를 주시하여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찾아 시정한다. 

⑶ 공기여과

수장고 등지에는 방충,방미 시설 및 유해가스 제거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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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흡습성 재료를 사용한 벽면처리

보관고의 벽은 석고보드, 천, 나무판넬 등으로 마감하여 온습도 변화에 완충역할

을 하도록 한다. 

⑸ 외부와의 연결부분 밀폐

문틈, 창문틈, 환기구 등은 철저하게 밀폐하여 해충의 피해로부터 서양화를 보호한다.

⑹ 개별 조습장치 

공조시설이 미비한 곳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서양화와 조습제를 넣어 

보관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조명의 조절

⑴ 자외선의 차단 

수장고나 전시장내의 형광등과 할로겐 램프등의 조명기구는 반드시 자외선필터

를 끼워 차단하고, 사람이 일할 때만 불을 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광양의 조절

※�1회�전시허용기간�=�100,000lx�÷�(사용조도�×�1일�조명시간)
-�직조물,수채화,�종이작품�:�50�lux
-�유화작품�:�150-200�lux�
수장고�내의�자연광�차단

⑶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린다.

⑷ 백열전구(할로겐 포함)의 지나친 사용금지

온도상승 및 상대습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⑸ 조명장치와 작품과의 거리를 최대한도로 이격시킴

화재와 부분적인 가열을 방지한다

4 .  2   서 양 화 의  보 관

1) 수장고의 위치

⑴  이상적인 수장공간은 미술관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며, 특히 건물의 외벽을 피해야 한다. 

⑵ 전열기 또는 난방공급장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⑶ 수도관이나 하수도 등 물이 지나가는 시설물을 피해야 한다. 

⑷ 일광이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⑸  작품입출입시 급작스런 온·습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장고 밖에 여유공간을 두

는 것이 좋다.

⑹ 작품입출입이 용이해야 함

⑺ 수장고의 경우 작품의 운반의 편리를 위해 별도의 대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2) 보관방식과 재질

⑴ 선반형태(회화)

많은 작품을 보관하기 용이하나 작품의 작품이 눌리거나 파손이나 마모 등으로 액

자 혹은 작품이 상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도15-17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수장고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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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슬라이드형태

유화 등 평면작품의 보관에 유리하며, 보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기에 용이하다

4 .  3   서 양 화 의  포 장

1) 서양화의 포장

⑴ 포장재료

서양화의 포장은 주로 그라신페이퍼(glassine paper)와 타이벡(Tyvek) 소재로 

된 포장지를 사용한다.

⑵ 충격완충장치

충격에 매우 취약한 서양화를 운반하기위해 작품 내부 혹은 외부에 충격완화 장치

를 할 수 있다. 

⑶ 운반상자

서양화의 운반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운반상자가 사용된다.

내부에는 운반중 충격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재로 채우고 외부는 

단단한 재질을 사용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한다.

도15-18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수장고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자료)

도15-19  SFMOMA 작품 운반용 특수상자 
(art C&R 미술품 보존 복원 연구소 
자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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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문 제

1. 서양화(유화)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2. 서양화가 파손의 원인이 되는 재료의 특성은 무엇인가?

3. 서양화 클리닝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4. 서양화 복원에 있어서 보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예방보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6. 보존에 있어서 적합한 온습도 조건은 무엇인가?

7. 서양화의 색맞춤과 고고유물의 색맞춤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8. 서양화 접합에 사용되는 접착제를 열거하고 각각 특성을 설명하시오.

9. X선을 이용하여 서양화를 조사하는 목적과 결과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자외선과 적외선 조사의 차이와 결과물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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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재질 및 형태분석

구성요소와 각각의 재료의 특성을 설명한다.

구성물질 중 서로 다른 물리적인 특성으로 설명한다.

훼손상태 진단 및 모니터링

비가역적이고 클리닝에 작품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색맞춤이나 클리닝에 있어 주관이 개입할 우려성을 설명한다. 

주변 환경 조사
온습도와 조도가 서양화애 미치는 물리화학적 영향을 설명한다. 

복원작업과 얘방보존의 차이와 실효성을 설명한다. 

1. 평가자 질문

- 서양화(유화)를 이루는 주요 구성 요소를 이해했는지 피드백해 준다.

- 서양화가 파손되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해 준다.

- 서양화의 피해양상과 복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해 준다.

- 기자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해 준다.

-  서양화 보존애 있어서 온습도와 조도의 물리화학적인 영향을 이해하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해 준다.

- 취급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피드백해 준다.

2. 평가자 체크 리스트

- 구성요소와 각각의 재료의 특성을 피드백해 준다.

- 구성물질 중 서로 다른 물리적인 특성으로 설명하여 피드백해 준다.

- 비가역적이고 클리닝에 작품이 손상될 수 있다고 피드백해 준다.

- 색맞춤이나 클리닝에 있어 주관이 개입할 우려성을 피드백해 준다.

- 온습도와 조도가 서양화애 미치는 물리화학적 영향을 피드백해 준다.

- 복원작업과 얘방보존의 차이와 실효성을 피드백해 준다.

3. 일지/저널

-  재질 및 상태조사 방법에 대한 숙지 상태를 조사 일지를 바탕으로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  실제처리 복원작업 프로새스와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을 조사 일지를 바탕으로 보완사항을 설명해 준다.

- 보관환경 인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사 일지를 작성하고 보완 사항을 설명해 준다.

평 가 자  체 크 리 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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