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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금속, 석재유물 보존처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木材, 金屬, 石材遺物 保存處理에 對한 一般的 考察)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硏究所     金  炳  虎

Ⅰ. 序 言                                                가. P.E.G 表面處理

Ⅱ. 木材品의 保存                                      3. 木簡의 保存

  1. 水浸出土 木材의 保存處理                            가. 墨書部分의 保存處理

   가. 含水率 測定                                       나. 木簡削片의 保存處理

   나. P.E.G 含浸法(Poly Ethylene Glycol-method)       4. 人工木材의 特性 및 處理方法

   다. 眞空凍結乾燥處理法(Freeze-drying method)     Ⅲ. 金屬遺物의 保存

   라. 알폴 에테르法(Alcohol Ether-method)          Ⅳ. 石材遺物의 硬化處理 및 接着復元

   마. 明礬法(Alum-method)                     Ⅴ. 日本 飛鳥發掘理場에서의 木棺發掘 理況

  2. 乾棗된 木材의 硬化處理                           

Ⅰ. 서 언(序 言)

본(本) 보고서(報告書)는 1977年 7月 26日부터 同年 9月 23日까지 약(約) 2個月 間 

일본(日本)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평성궁적발굴조사부(平城宮跡

發掘調査部) 보존과학실험실(保存科學實驗室)과 교토시내(京都市內)에 있는 계리궁(桂離

宮) 보수현장에서 문화재(文化財)의 과학적 보존처리(科學的 保存處理)에 대한 여러 가

지 방법(方法)을 본인(本人)이 직접 실험 실습(實驗 實習)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結果)

를 기록한 것이다. 

원래의 연구목적(硏究目的)은 연구기간(硏究期間)이 너무 짧아서 수침출토 목재(水浸

出土 木材)의 처리방법(處理方法)과 인공목재(人工木材)의 사용(使用) 및 처리방법(處理

方法)만을 연구 실습(硏究 實習)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본인(本人)을 일본

(日本)까지 보내어 공부를 하게끔 하여주신 여러분들의 성의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

하여 본래(本來)의 목적(目的) 이외에 금속유물(金屬遺物)의 보존처리방법(保存處理方

法) 석재유물(石材遺物)의 경화(硬化) 및 접착 복원방법(接着 復元方法) 형광 X선분석

법(螢光 X線分析法)에 의한 재질분석법(材質分析法) X선 투시촬 (X線透視撮影)에 의

한 재질(材質)의 구조 조사법(調査法) 기타 문화재 수복처리(文化財 修復處理)를 위한 

합성수지(合成樹脂)의 응용방법 等 문화재보존처리(文化財保存處理)를 위한 제반 방법

을 골고루 연구 실습(硏究 實習)하 다.

특히 금반(今般) 연수기간(硏修期間) 아스카 발굴현장(飛鳥 發掘現場)에서 목관(木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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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굴(發掘)되었는데 이는 거의 목재(木材)가 부패(腐敗)되어 발굴(發掘)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을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室)에

서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용하여 발굴(發掘)하는데 성공하 으며 목관 발굴(木棺 發

掘)당시 본인(本人)도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같이 발굴(發掘)을 하 다.

Ⅱ. 목재품의 보존(木材品의 保存)

 1. 수침출토 목재의 보존처리(水浸出土 木材의 保存處理)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의 보존처리(保存處理)에 대한 실험(實驗)은 일본(日本)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평성궁적 발굴조사부(平城宮跡發掘調査

部)에서 발굴(發掘)된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 中 침엽수(針葉樹) 2個와 광엽수

(廣葉樹)  1個를 선정(選定)하여 동일시편(同一試片)으로 各各 5個의 시료(試料)를 만들

어 Ⅰ, Ⅱ, Ⅲ, Ⅳ, Ⅴ로 기호(記號)를 표시(表示)하고 기호(記號)Ⅰ은 자연건조(自然乾

燥)를 시켜 함수율(含水率)을 측정하 으며, 기호(記號) Ⅱ는 P.E.G(Poly Ethylene 

Glycol-method) 함침법(含浸法), 기호 Ⅲ은 진공동결건조처리법(眞空凍結乾燥處理

法)(Freezedrying-method), 기호(記號) Ⅳ는 알콜, 에테르(Alcohol Ether-method)수지

법(樹脂法), 기호(記號) Ⅴ는 명반법(明礬法)(Alum method)에 사용(使用) 실험(實驗)을 

실시(實施)하 다.

가. 함수율 측정실험(含水率 測定實驗)

이 실험(實驗)은 일본(日本) 공업규격(工業規格) J.I.S. 1002를 적용하 다.

함수율(含水率)(%)=
W 1-W 2
W 2

×100

W1=건조전(乾燥前)의 중량(重量)(g)

W2=전건중량(全乾重量)(g)

 본(本) 실험방법(實驗方法)은 침엽수(針葉樹) 2個와 광엽수(廣葉樹) 1個로 각각(各

各) 시편(試片)을 만든 (시료기호(試料記號) Ⅰ) 것을 수중내(水中內)에서 꺼내 온도(溫

度) 30℃∼37℃와 습도(濕度) 40%∼75%를 유지하며 자연건조(自然乾燥)를 시키면서 

중량(重量)을 측정 중량(測定 重量)이 일정한 點에 도달하여 더 이상 건조(乾燥)되지 않

을 때 자연건조(自然乾燥) 시키던 시편(試片)을 다시 환기(換氣)가 양호(良好)한 건조기

내(乾燥器內)에 흡온제(吸溫劑) Silicagel과 같이 넣고 온도(溫度)를 100℃∼105℃를 유

지하여 완전(完全)히 건조(乾燥)시킨 후 더 이상 건조(乾燥)되지 않을 때에 함수율(含水

率)을 계산한다.

실험(實驗) 예(例) 1  (시료(試料) 1)

함수율(含水率) (%)

시료(試料) 11 = 21.7-4.2
4.2

×100= 416.66(%)

시료(試料) 111 = 32.7-5.6
5.6

×100= 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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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試料) 1111  = 20.8-2.6
2.6

×100=700(%)                    

          월일(月日)

중량변화

(重量變化)(ｇ)

8月 

2日

8月 

3日

8月 

4日

8月 

5日

8月 

6日

8月 

8日

8月 

9日

8月 

10日

8月 

11日

8月 

12日

시료(試料) 11 

침엽수(針葉樹)
21.7g 11.7g 5.5g 4.8g 4.7g 4.7g 4.7g 4.2g 4.2g 4.2g

시료(試料)111

침엽수(針葉樹)
32.7g 21g 11.4g 6.9g 6.3g 6.2g 6.2g 5.6g 5.6g 5.6g

시료(試料)1111

광엽수(廣葉樹)
20.8g 12.1g 6.5g 3.2g 3g 3g 3g 2.6g 2.6g 2.6g

※ 8月 9日 이후(以後)는 건조기(乾燥器)內에서 건조시킨 것임. 

이상(以上)과 같이 실험(實驗)한 결과(結果)를 고찰(考察)하여 볼 때 같은 조건하(條

件下)에서의 매장(埋藏)된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는 침엽수(針葉樹)보다는 광엽

수(廣葉樹)가 함수율(含水率)이 높으며 또한 동일(同一)종류의 목재(木材)라 할지라도 

부패(腐敗)가 많이 된 것일수록 함수율(含水率)이 높아지며 반대로 부패(腐敗)가 적게 

된 것일수록 함수율(含水率)이 낮다.

특(特)히 함수율(含水率)이 높고 낮은 것에 따라 P.E.G 처리농도(處理濃度)를 결정(結

定)하여 유물(遺物)의 보존처리(保存處理)를 하여야 한다.

나. P.E.G. (Poly Ethylene Glycol-method) 함침법(含浸法)

이 방법(方法)은 1950年 스웨덴에서 개발(開發)된 것으로서 현재(現在) 수침출토(水浸

出土) 목재(木材)의 보존처리(保存處理) 방법(方法)으로 가장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는 

것임.

1) P.E.G법(法)의 원리(原理)와 방법(方法)

가. P.E.G法의 원리(原理)

 P.E.G法은 Poly Ethylene Glycol가 (카보왁스 #4,000) 수용성(水溶性)인 것을 이용

(利用)하여 과포화(過飽和)의 수분(水分)을 함유(含有)하고 있는 수침출토 목재(水浸出

土 木材)에 함침(含浸)하는 방법(方法)이다. 다시 말하면 출토 목재(出土 木材)가 함유

(含有)하고 있는 수분(水分)을 P.E.G #4,000으로 치환하여 목재(木材)를 경화(硬化)시키

는 것으로서 사용(使用)되는 P.E.G는 상온 상압하(常溫 常壓下)에서 고형상태(古形狀

態)의 것이라야 한다.

 P.E.G는 환상(環狀) 에치렌 옥사이드의 중합물(重合物) (CH 2CH 2O-)n로서 중합도

(重合度)가 틀림에 따라 액상(液狀)(n=5∼15)과 고형상(固形狀)(n=23∼200)으로 분류

(分類)할 수 가 있다. 다음 표(表)는 P.E.G의 특성(特性)에 對하여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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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種類)
평균분자량

(平均分子量)

융점

(融點)

℃

비중

(比重

)

점조성(粘調性)

Centis to kesat 210℉

수용성

(水溶性)
외관(外觀)

P.E.G-300 285∼315 -15∼-8 1,125 5.8 완용(完溶)
약간 점조(粘調) 

무색(無色)

P.E.G-400 380∼420 4∼10 1,125 7.3 완용(完溶) 투명액체(透明液體)

P.E.G-600 570∼630 20∼25 1,126 10.5 완용(完溶) 연고상(軟固狀)

P.E.G-1,00

0
950∼1050 38∼41 1,117 17.4

용해도(溶解度

)

70

연고상(軟固狀)

P.E.G-1,50

0
500∼600 37∼41 1,200 13∼18 70 연고상(軟固狀)

P.E.G-1,54

0
1,300∼1,600 43∼46 1,210 25∼32 70 연상고체(軟狀固體)

P.E.G-2,00

0
1,900∼2,100 50∼53 1,210 62 연상고체(軟狀固體)

P.E.G-4,00

0
3,000∼3,700 53∼56 1,212 75∼85 50 백색(白色) 결창제

P.E.G-6,00

0
7,800∼9,000 60∼63 1,212 700∼900 50

백색(白色) 결창제

흡습성소(吸濕性小)

시료(試料) Ⅰ의 건조 현황(乾燥 現況)

나. 처리방법(處理方法)

고형상(固形狀)의 P.E.G를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에 충전(充塡)할 때에는 P.E.G.

를 액상(液狀)으로 유지(維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는 과포화수분(過飽和水分)을 함유(含有)하고 있을 때 감압(減壓)이나 가압(加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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等을 이용(利用)하여 P.E.G 용액(溶液)을 강제(强制)로 함침(含浸)시키는 것은 안 된다.

다음은 P.E.G 처리(處理)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① 고형상(固形狀)의 P.E.G. #4,000을 열(熱)을 가(加)하여 액체상태(液體狀態)로 용해

(溶解)시킨 다음 P.E.G의 용액(溶液)을 10%로부터 시작하여 20% 30% 40% 50%까지

는 상온(常溫)에서 농도(濃度)를 차차 올리면서 처리(處理)한 후(後) 용액(溶液)의 농도

(濃度)가 60%, 70%, 80%, 90%, 100%까지는 용액의 온도(溫度)를 55℃∼60℃를 유지

하면서 처리(處理)하여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가 함유(含有)하고 있는 수분(水分)

을 P.E.G로 치환하여 경화(硬化)시킨다.

② P.E.G 처리(處理)가 끝난 목재(木材)는 P.E.G처리(處理) 탱크에서 꺼내는 즉시 5

0℃∼60℃되는 온수(溫水)에 적신 부드러운 가아제 수건으로 목재표면(木材表面)에 부

착된 P.E.G를 닦아낸 후(後) 다시 마른 가아제 수건으로 2회 이상 깨끗하게 닦아 내고 

자연상태(自然狀態)에서 음건(陰乾)을 한다. 단 중요(重要)하다고 인정되는 유물(遺物)

은 깨끗한 Aluminium foil종이에 싸서 냉동건조(冷凍乾燥)를 시킨다.

③ 완전(完全)히 건조(乾燥)된 목재(木材)는 탈색제 트리크로로 에치렌(99%)과 

methylene chloroide ( CH 2CL 2)을 10：1의 비율로 혼합한 약품(藥品)에 30∼50초 동안 

침적한 후(後) 꺼내어 마른 가아제 수건으로 닦아 통풍하면서 건조시킨다.(탈색작용임)

    

실험(實驗) 例 2 (시료(試料) Ⅱ)

시료명 및 중량

(試料名및重量)

8月1日

水(H20)

8月1日

(20%P.E.G)

8月2日

( 〃 )

8月3日

( 〃 )

8月4日

( 〃 )

8月5日

( 〃 )

8月6日

( 〃 )

8月6日

(40%P.E.G)

시료(試料)11 (ｇ)

(침엽수(針葉樹))
800㎜ｇ 200㎜ｇ 800㎜ｇ 950㎜ｇ 1ｇ 1.1ｇ 1.1ｇ 650㎜ｇ

시료(試料)111 (ｇ)

(침엽수(針葉樹))
1.4ｇ 500㎜ｇ 1ｇ 1.25ｇ 1.25ｇ 1.3ｇ 1.3ｇ 600㎜ｇ

시료(試料)1111 (ｇ)

(광엽수(廣葉樹))
400㎜ｇ

중량측정 

불능
400㎜ｇ 550㎜ｇ 550㎜ｇ 600㎜ｇ 600㎜ｇ 100㎜ｇ

8月8日

( 〃 )

8月9日 

(40%P.E.G)

8月10日

( 〃 )

8月11日 8月12日 

(60%P.E.G)

8月13日

( 〃 )

8月15日

( 〃 )

8月16日

( 〃 )

8月17日 

(80%P.E.G

)

8月18日

( 〃 )

9500㎜ｇ 1ｇ 1.1ｇ 1.1ｇ 600㎜ｇ 1ｇ 1.1ｇ 1.1ｇ 700㎜ｇ 950㎜ｇ

1.1ｇ 1.2ｇ 1.3ｇ 1.3ｇ 700㎜ｇ 1.1ｇ 1.3ｇ 1.3㎜ｇ 800㎜ｇ 1.1ｇ

500㎜ｇ 550㎜ｇ 600㎜ｇ 600㎜ｇ 150㎜ｇ 500㎜ｇ 650㎜ｇ 650㎜ｇ 200㎜ｇ 500㎜ｇ

8月19日

( 〃 )

8月21日

( 〃 )

8月 22日 

(80%P.E.G)

8月22日 

(90%P.E.G)

8月23日

( 〃 )

8月24日

( 〃 )

8月25日 

(100%P.E.G)

8月26日

( 〃 )

8月27日

( 〃 )

8月28日

( 〃 )

1ｇ 1.1ｇ 1.1ｇ 800㎜ｇ 1ｇ 1ｇ 900㎜ｇ 1ｇ 1ｇ 1ｇ

1.2ｇ 1.3ｇ 1.3ｇ 900㎜ｇ 1.2ｇ 1.2ｇ 1.2ｇ 1.3ｇ 1.3ｇ 1.3ｇ

600㎜ｇ 650㎜ｇ 650㎜ｇ 400㎜ｇ 550㎜ｇ 550㎜ｇ 600㎜ｇ 600㎜ｇ 600㎜ｇ 600㎜ｇ

<참고(參考)>  1) 중량측정법(重量測定法)은 시료(試料)를 Poly ethylene 줄로 묶은 다음 용액내(溶液內)에서   

                     측정(測定)한 수치(數値)임.

                 2) P.E.G 100%의 용액(溶液)은 P.E.G 90%의 용액(溶液)을 온도(溫度) 100℃의 오븐속에서    

                   수분(水分)을 증발시켜 만든 것임.

2) P.E.G 함침(含浸)의 촉진(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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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침출토 목재유물(水浸出土 木材遺物)에 있어서 P.E.G 함침처리(含浸處理)는 유물

(遺物)의 크기, 부패상태(腐敗狀態), 수종(樹種)에 따라서 처리기간(處理期間)이 달라지

는 것이므로 이 처리기간(處理期間)을 단축하기 위하여는 온도차(溫度差)에 의한 함침

(含浸)의 변화(變化),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에 의한 함침량(含浸量)의 촉진(促進), 감

압함침(減壓含浸)에 의한 촉진(促進) 방법(方法)이 있다. 

가) 온도차(溫度差)에 의한 함침변화(含浸變化)

P.E.G함침(含浸)의 처리온도(處理溫度)를 상온(常溫)에서 처리(處理)하는 것 보다는 

P.E.G 10%의 용액(溶液)으로부터 처리온도(處理溫度)를 상온(常溫)보다 高 온도(溫度)

로 처리(處理)하는 것이 수침출토(水浸出土) 목재(木材)가 함유(含有)하고 있는 수분(水

分)을 P.E.G로 치환하는데 있어서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E.G 용액의 함침상황(溶液의 含浸狀況)(액중중량의 변화(液中重量의 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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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4,000, 100% 함침완료(含浸完料)된 시료(試料

나)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에 의한 함온촉진(含溫促進)

P.E.G함침(含浸) 처리용액내(處理溶液內)에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 산모링 OT-70을 

約 1%정도 첨가(添加)하여 P.E.G함침(含浸) 처리기간(處理期間)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P.E.G나 목재(木材)에 대(對)하여 화학적(化學的)인 향(影響)에 대(對)하

여는 조사(調査)된 바가 아직 없다.

다) 감압함침(減壓含浸)에 의한 촉진(促進)

1次로 수침출토(水浸出土) 목재(木材)를 P.E.G 50%까지 침투(浸透)시켜 건조경화(乾

燥硬化) 시킨 후(後) 이를 다시 P.E.G 60%서부터 100%까지는 100mmHg까지 감압(減

壓)하여 목재내(木材內)에 함유수분(含有水分)을 P.E.G로 치환시키는 방법(方法)이다. 

이는 부패(腐敗)가 심하지 않은 침엽수(針葉樹) 계통의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에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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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 함침(含浸)장치 (일본(日本) 나라 국립 문화재 연구소(奈良 國立 文化財 硏究所))

다. 진공동결건조처리법(眞空凍結乾燥處理法)(Freeze-drying method)

P.E.G法과 병행하여 세계적(世界的)으로 널리 이용(利用)되고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분말(粉末) 약품(藥品)이나 즉석식품 等의 가공(加功) 또는 생화학분야(生化學分野)에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는 것을 목제 유물(木製遺物)(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 보존

처리(保存處理)에 응용(應用)하는 방법(方法)이다.

1) 원리(原理)와 장치(裝置)의 구성(構成)

건조계(乾燥系) 내부(內部)에 있는 동결시료(凍結試料)의 온도(溫度) Ts와 저온(低溫)

트랍프 (cold trap)의 온도(溫度) Tc와의 온도차(溫度差)를 Ts>Tc로 하면 시료(試料)

가 함유(含有)하고 있는 수분(水分)과 수분(水分)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용매(有機溶

媒) 등(等)의 포화증기압(飽和蒸氣壓)을 Ps, Pc로 표시(表示)하면 Ts>Tc이므로 Ps>Pc

가 된다.

 이와같은 증기압(蒸氣壓)의 차(差)는 동결시료(凍結試料)로부터 승화(昇華)한 증기

(蒸氣)가 저온(低溫)트랍프 (cold trap)를 향(向)하여 이동(移動)한다.

 cold trap에 이동(移動)한 증기(蒸氣)는 냉각(冷却)되어 액체(液體) 또는 고체(固體)

가 된다.

 다음은 진공동결건조기(眞空凍結乾燥機)의 원리와 구조를 도면으로 표시(表示)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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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방법(處理方法)

가) 처리전(處理前)에 우선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나) 세척된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는 t-Butanol (Tert-Butyl Alcohol 

(CH 3 ) 3COH  ) 60% 수용액내(水溶液內)에 약(約) 1주일간(週日間) 침적(浸積)한다.

진공동결 건조기(眞空凍結 乾燥機)의 구조

다음 Pure t-Butanol의 온도(溫度)를 45℃ 유지하면서 목재(木材)를 침적(浸積). 1주

일(週日) 간격으로 pure t-Butanol을 2回 교체하여 목재 내(木材內)의 수분(水分)을 

Pure t-Butanol과 치환시킨다.

다) “나)”항의 작업이 끝난 후(後) prue-t-Butalol에 P.E.G#4,000을 20% 혼합(混合)

한 용액(溶液) 다시 말하면 중량비(重量比)로서 t-Butanol 8에 대하여 P.E.G20이 되는 

용액(溶液)을 만들어 침적한다.

 같은 방법(方法)으로 P.E.G 40% 50% 60%로 차차 농도를 올려 (유물의 함수율 크

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約) 1週日 간격임)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를 침적(浸

積) 목재(木材)가 함유(含有)하고 있는 t-Butanol을 P.E.G로 치환하여 목재(木材)를 경

화(硬化)시킴 (온도(溫度)는 48℃를 유지함)

라) P.E.G 용액(溶液)을 충분(充分)히 함침(含浸)한 후(後) 표면(表面)에 부착된 

P.E.G를 t-Butanol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 Aluminum foil 종이에 싸서 진공동결건조기

(眞空凍結乾燥機)에 넣어 냉각 처리하여 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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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동결건조기(眞空凍結乾燥機) (일본(日本) 나라국립문화재 연구소(奈良國立文化財 硏究所))

마) 완전(完全)히 동결건조(凍結乾燥)시킨 목재(木材)는 트리크로로 에치렌과 

Methylene Chloride ( CH 2CL 2)를 10：1로 혼합(混合)한 용액에 약(約) 30초 동안 침적

한 후 꺼내어 고운 가아제 수건으로 닦아 음건(陰乾)하여 보존(保存)한다.

라. 알콜 에텔법(法)(Alcohol Ether method)

원리(原理)는 물보다도 적은 장력(張力)을 가진 Ether와 목재(木材)가 지닌 함유수분

(含有水分)과를 치환하여 목재(木材)가 건조(乾燥)하는 동안 목재(木材)의 수축(收縮)을 

최소한(最小限)으로 줄이는 방법(方法)이다.

처리방법(處理方法)

①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를 Ethyl Alcohol에 침적한다.

② 다음 Ether를 함침(含浸)하여 Alcohol과 치환한다.

③ “①”과 “②”의 처리(處理)가 완료되면 습기(濕氣)가 많은 실내에서 서서(徐徐)히 

건조(乾燥)한다.

 건조 후(乾燥後) dammer 수지(樹脂) 또는 납 等으로 경화처리(硬化處理)를 시행

할 수도 있다. 

 이 방법(方法)은 비교적(比較的) 작은 목재유물(木材遺物)의 보존 처리(保存 處理) 

하는데 사용(使用)할 수 있는 방법(方法)으로서 유물(遺物)을 처리(處理)하는데 필요(必

要)한 경비(經費)가 매우 적게들며 기기장치(機器裝置)가 간편하다.

 단점(短點)은 Ether의 비점(沸點)이 35℃로서 일기(日氣)가 더운 지방에서는 이용(利

用)할 수 없는 난점(難點)이 있으며 또한 Alcohol과 Ether는 가연성 물질(可燃性 物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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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취급상(取扱上)의 위험(危險)이 따르게 되므로 최근(最近)에는 거의가 이용(利用)

되고 있지 않다.

마. 명반법(明礬法) (Alum method)

명반( K 2SO 4(Al 2SO 4) 324H 2O)은 무색(無色) 팔면체(八面體)의 결정(結晶)으로서 뜨거

운 물에 녹는 용해도(溶解度)가 극히 큰 염(鹽)의 일종이다.

 그래서 그 용해도(溶解度)는 온도(溫度)의 상승(上昇)과 더불어 급격(急激)히 증가

(增加)하는 것이 장점(長點)이다.

 명반법(法)은 이러한 성질(性質)을 이용(利用)하여 카리움 명반 

( K 2SO 4(AlSO 4) 324H 2O)과 수침출토(水浸出土) 목재 중(木材中)의 과승(過乘)의 수분

(水分)과를 치환(置換)하는 방법(方法)이다.

처리방법(處理方法)

① 가열(加熱) 가능(可能)한 용기(容器)에 K 2SO 4(Al 2SO 4) 324H 2O를 넣고 중량비(重

量比)로서 약(約) 10%의 물을 첨가하여 가열(加熱) 용해(溶解)시킨다.

各 약품(藥品) 및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이용처리(利用處理)된 상태

② 명반이 완전(完全)히 용해(溶解)되면 목재(木材)를 서서히 침적(浸積)하여 온도(溫

度) 92℃∼96℃를 유지(維持)하면서 約 3시간(時間) 정도 (목재(木材)가 용액 내(溶液

內)에서 부상(浮上)하지 않고 가라앉을 때까지) 가열(加熱)하여 목재(木材)가 함유(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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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하고 있는 수분(水分)을 명반과 치환(置換)시켜 경화(硬化)시키는 방법이다. 명반법

은 수침출토 목재(水浸出土 木材)를 처리(處理)하는 방법(方法)中 제일 먼저 고안(考案)

되어 광범위하게 이용(利用)되고 있었던 방법(方法)中에 한가지이나 현재(現在)는 거의 

이용(利用)하지 않고 있다.

 이상(以上)은 과포화(過飽和)의 수분(水分)을 함유(含有)하고 있는 수침출토목재유물

(水浸出土木材遺物)들의 수분(水分)과 他 약품(藥品) 및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치환(置

換)하여 경화처리(硬化處理)한 후(後) 보존(保存)하는 방법(方法)을 간단히 설명하 다.

2. 건조(乾燥)된 목재(木材)의 경화처리(硬化處理)

가. P.E.G 표면처리법(表面處理法)

이 방법(方法)은 출토목재(出土木材)나 또는 일반(一般) 건조물(建造物)들의 “기둥” 

또는 “보”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부재들로서 출토 후(出土後) 완전(完全)히 건조(乾燥)

된 목재(木材)나 또는 건조물(建造物) 부재들의 부패(腐敗)된 표면(表面)에 P.E.G를 도

포(塗布)하여 표면(表面)을 경화(硬化)시키는 방법(方法)중의 한 가지이다.

처리방법(處理方法)

① P.E.G (Poly Ethylene Glycol) 2,000번을 열(熱)을 가(加)하여 용해(溶解)시킨 다

음 용해(溶解)된 용액(溶液)을 목재(木材) 표면(表面)에 도포(塗布)하면서 냉온풍이 나

올 수 있는 전기(電氣) 드라이어로 P.E.G가 도포(塗布)된 표면(表面)에 열(熱)과 바람을 

교대로 가(加)하여 P.E.G 용액(溶液)을 목재 내부(木材 內部)까지 침투시킨다.

② P.E.G #2,000번으로 도포(塗布)한 표면(表面)이 완전(完全)히 건조(乾棗)되면 다시 

P.E.G #4,000번을 용해(溶解)시켜 “①”의 처리법(處理法)과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

로 처리(處理)하여 목재(木材)의 표면(表面)을 경화(硬化)시켜 보존(保存)한다.

 이상과 같이 처리(處理)된 목재(木材)는 표면(表面)의 색이 검게되고 약간의 광택(光

澤)을 내는 것이 단점이다.

 P.E.G 처리법 이외에 이소시아네이트 (PS-NY-10)와 신나(Ps-Ny 신나)를 부피 비

율로 1：5로 혼합(混合)하여 혼합(混合)된 용액(溶液)을 목재표면(木材表面)에 도포 경

화처리(塗布 硬化處理)하는 方法과 리카진 ST-001을 경화제(硬化劑)와 100：1의 비율

(比率)로 혼합(混合)하여 목재표면(木材表面)에 도포 경화처리(塗布 硬化處理)하는 방법

(方法)도있다. 

 이 방법(方法)은 건조물부재(建造物部材)들의 고목재(古木材)를 경화처리(硬化處理)

하는데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다.

3. 목간(木簡)의 보존법(保存法)

가. 묵서부분(墨書部分)의 보존(保存)

앞에서 수침출토재(水浸出土材)의 보존방법(保存方法)으로서 P.E.G法과 진공동결건조

법(眞空凍結乾燥法)을 소개(紹介)하 다. 목간(木簡)도 또한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

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묵서(墨書)가 잔존(殘存)하여 있는 목간(木簡)을 보존

처리(保存處理) 하는 방법(方法)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利用)되고 있는 것은 수침출토목

재(水浸出土木材) 보존처리(保存處理)의 방법(方法) 중 “다”항에서 소개한 진공동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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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眞空凍結乾燥處理法)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출토(出土)된 목재(木材)의 P.E.G 표면처리(表面處理)

물론 출토 목재(出土 木材)는 대부분이 부패(腐敗)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

으므로 세척할 때나 표백처리 할 때에 물리적(物理的)인 힘을 가하여 처리(處理)하지 않

게 충분(充分)한 주의(注意)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사진은 평성궁적 발굴조사부(平城宮跡發掘調査部)에서 발굴(發掘)된 묵서(墨書)

가 남아 있는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를 진공동결건조법(眞空凍結乾燥法)으로 처리

(處理)하여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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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간(木簡)을 보존처리(保存處理)한 상태 

(나라국립 문화재 연구소 보존과학실(奈良國立 文化財 硏究所 保存科學室))

나. 목간삭편(牧簡削片)의 보존법(保存法)

① 무수(無水)알콜에 탈수(脫水)한다.

② 알콜과 키시렌을 혼합(混合)한 용액(溶液)으로 가볍게 세척한다.

③ 키시렌 용액(溶液)에 합침(合浸)을 한다.

④ 목간삭편(牧簡削片)의 크기와 동일하게 만든 유리판 위에 목간삭편(牧簡削片)을 놓

고 그 위에 접착충전제(接着充塡劑) EUKITT(독일제품)을 사용(使用) 유리와 유리를 

접착(接着)시켜 외부공기(外部空氣)가 유통되지 않게 한다.

⑤ 접착(接着)시킨 목간(木簡)은 약 60℃되는 오븐 속에 넣어 완전(完全)히 건폭(乾

爆)시킨 후 꺼내어 상온(常溫)에서 보존(保存)한다.

4. 인공목재(人工木材)의 특성(特性) 및 사용방법(使用方法)

가. 특성(特性)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 및 수복처리(修復處理) 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可能)한 

한 당초(當初)의 재료(材料)를 그대로 사용(使用)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목조건조물

(木造建造物)의 경우에는 사용(使用)된 부재(部材)들의 거의가 부식(腐蝕) 부패(腐敗) 

충해(蟲害)를 받아 재료(材料)들이 부분적(部分的)으로 손상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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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부분적(部分的)으로 부패(腐敗)된 부분(部分)을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

용(應用) 수리(修理)하여 목재(木材)의 질감(質感)과 동일(同一)하게 수복처리(修復處理)

하므로서 옛날의 부재(部材)들을 원형대로 보존(保存)하는 방법(方法)이다.

 현재(現在) 인공목재용(人工木材用)으로 사용(使用)되고 있는 Epoxy 수지(樹脂)의 

종류(種類)에는 Swiss에서 제조(製造)되고 있는 Araldit SV. 426 또는 SV 425와 

Araldite XN 1023이 있는데 Araldite SV 426, 425는 Epoxy 수지(樹脂)에다 석탄산수

지(石炭酸樹脂)(Phenol micro)를 첨가하여 제조(製造)된것으로서 내수성(耐水性) 내후

성(耐候性)이 좋지 않으므로 거의가 실내용(室內用)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으며 

Araldite XN 1023은 Epoxy 수지(樹脂)에다 Galass micro를 첨가하여 제조(製造)된 것

으로서 내수성(耐水性) 내후성(耐朽性), 색감(色感)이 양호(良好)하여 실외용(室外用)으

로 많이 사용(使用)되고 있다. 

인공목재용(人工木材用)으로 제조(製造)되는 Epoxy 수지(樹脂)의 특성(特性)은 

1) 상온(常溫)에서 경화(硬化)가 되며 일단 경화(硬化)가 되면 수축(收縮)하는 일이 

없다.

2) 충전(充塡)을 하면 목부(木部)에 강(强)하게 接着한다.

3) 경화 후(硬化後)의 강도(强度)는 목재(木材) 이상(以上)으로 강(强)하게 된다.

4) 부식(腐蝕), 부패(腐敗)가 될 우려성이 없다.

5) 경화 후(硬化後)에는 목공용구(木工用具)로 가공(加工)하는 것이 일반(一般) 목재(木材)

와 거의 같다.

6) 인공목재처리(人工木材處理)된 표면(表面)에 채색(彩色)을 하는 데도 지장(支障)이 없

다.

 이상(以上)과 같이 일반목재(一般木材)의 성질(性質)과 거의 동일(同一)한 조건을 지

니고 있으므로 건조물(建造物)이 해체(解體)된 구조재 보수(構造材 補修)에는 가장 적합

한 것이며 또한 목조유물 보존처리(木造遺物 保存處理)에도 널리 이용(利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처리방법(處理方法)

1) 목재(木材)의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

① 목재(木材)의 균열부분 또는 타(他) 목재(木材)와 연결하기 위(爲)하여 홈을 파놓

은 부분, 목재(木材)가 부식(腐蝕)된 부분 等에는 먼저 누적된 먼지 또는 불순물을 완전

(完全)히 제거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다음 경화처리제(硬化處理劑) 리카진 ST-001(주제(主劑))과 리카진 ST-001(경화

제(硬化劑))을 100：1의 비율(比率)로 혼합(混合)하여 요부분(凹部分) 및 부식(腐蝕)된 

부분(部分) 균열된 부분(部分)에는 목재내부(木材內部)까지 함침제(含浸劑)가 침투되도

록 기름주일기 또는 주사기로 충분(充分)히 함침처리(含浸處理)하고 철부분(凸部分)에는 

붓으로 2回이상(以上) 도포(塗布)하여 구 목재를 완전(完全)히 함침(含浸)하여 경화(硬

化)시킨다.

③ 목재(木材)의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는 “리카진” ST-001과 “신나”를 1：1의 

비율(比率)로 혼합(混合)한 후(後) “리카진” 경화제(硬化劑)를 1% 첨가하여 충분(充分)

히 혼합(混合)한 다음 목재표면(木材表面)에 도포(塗布)하면서 도포(塗布)된 부분(部分)

을 고운 가아제 수건으로 닦고 비니루지를 덮고 함침처리(含浸處理)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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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목재사용 수리도(人工木材使用 修理圖)

<참고>

목재 함침제(木材 含浸劑) 리카진 ST-001은 New JAPAN chemical co. 제품으로서 

LOT No 5110013이며 주제(主劑)와 경화제(硬化劑)의 배합비율(配合比率) 또는 처리온

도(處理溫度)에 따라서 목재(木材)의 경화시간(硬化時間)이 달라진다. 이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함침제(含浸劑)의 온도(溫度)와 농도(濃度)에 따른 변화비교(變化比較)

① 주제(主劑) (리카진 ST-001)와 경화제(硬化劑)를 50：1 의 비율(比率)(2%)로 혼

합(混合)하여 온도(溫度) 22°에서 처리(處理)하 을 때 경화시간(硬化時間)은 20分이며 

같은 조건하에서 온도(溫度)가 30℃에서 처리(處理)하면 경화시간(硬化時間)이 17分이 

된다.

② 주제(主劑)와 경화제(硬化劑)를 100：1의 비율(比率)(1%)로 혼합(混合)하여 온도

(溫度) 22℃에서 처리(處理)하면 경화시간(硬化時間)이 32分이며 30℃에서 처리(處理)하

면 25分이 됨.

③ 주제(主劑)와 경화제(硬化劑)를 50：025의 비율(比率)로(0.5%) 혼합(混合)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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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溫度) 22℃에서 처리(處理)하면 경화시간(硬化時間)이 53分이며 온도(溫度) 30℃에서 

처리(處理)하면 경화시간(硬化時間)이 42分이 된다.

 단 본(本) 함침제(含浸劑)를 사용(使用)할 時에는 금속(金屬)으로 된 봉(棒)은 사용

(使用) 금물이며 반드시 나무 또는 유리봉(棒)을 사용(使用)하여야 한다.

2) 인공목재 처리방법(人工木材 處理方法)

① 목재(木材)에 함침(含浸)이 끝난 것은 완전(完全)히 건조(乾棗)되어야 한다.

② 다음 Araldite XN1023(주제(主劑) Epoxy Resine)와 Aralditexn 1024(경화제(硬

化劑))를 10：1의 비율(比率)로 배합(配合)하여 인공목재 처리용(人工木材處理用)으로 

사용(使用)한다.

 단 배합과정(配合過程)에 있어서 충분(充分)히 배합(配合)하여야 하며 처리목재(處理

木材)의 색(色)과 인공재(人工材)의 색(色)을 맞추기 위(爲)하여는 본(本) Epoxy 

Resine을 배합(配合)할 때 단청안료(丹靑顔料)를 첨가 배합(配合)하여 목재(木材)의 色

과 동일(同一)하게 맞출 수가 있다.

인공목재사용 수리도(人工木材使用 修理圖)

③ 목재(木材)가 균열된 부분(部分)에는 균열부(部) 내부(內部) 깊이 목재(木材)를 깎

아서 쐐기를 박은 다음 “②”항과 같이 배합(配合)된 Epoxy Resine으로 부착고정 시킨

다.

④ 목재(木材)의 중앙부(中央部)가 부식(腐蝕)되어 사용(使用) 불가능(不可能)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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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부식(腐蝕)된 부분(部分)을 절단하여 버리고 절단된 목재(木材)와 목재(木材) 사이

에는 원목재 보다 가느다란 신목재(新木材)로 심을 박은 다음 심박은 그 신목재(新木材) 

표면(表面)을 인공목재용(人工木材用) Epoxy Resine으로 원목보다도 약간 굵게 보강 

처리한 후 처리(處理)된 Epoxy Resine이 완전(完全)히 응고될 때까지 원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는다.

 단 목재(木材)와 목재(木材)가 부착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인공목재용(人工木材用) 

Epoxy Resine을 충분(充分)히 바른 다음 접착(接着)시켜야 한다.

⑤ 목재(木材)가 지면(地面) 및 석면(石面)과 부착되는 부분 (기둥의 밑부분 等)이 부

식(腐蝕)되어 사용 불가능(使用 不可能)하게된 부재(部材)는 부식(腐蝕)된 부분(部分)을 

절단하여 버리고 절단하여 버린 길이만큼 원목재 보다 가늘게 신목재(新木材)를 깎아 

심을 박은 다음 심을 박은 신목재 표면(新木材 表面)위에 원목재 보다 약간 굵게 

Epoxy Resine으로 보강 처리(處理)한다.

⑥ 이상(以上)과 같이 처리(處理)된 인공목재 부분(人工木材 部分)은 원목재(木材)의 

표면(表面)과 굵기 및 크기가 동일(同一)하게 대패, 칼 sand paper 等으로 깎아서 매끈

하게 다듬은 다음 조각용 칼로 나무줄기를 원목재(原木材)의 줄기와 꼭 같게 깎아서 만

들어 놓는다.

⑦ 다음 함침제(含浸劑) 리카진 ST-001과 신나를 1：9(부피비)로 혼합(混合)한 것에 

단청현료(丹靑顯料)를 배합(配合)하여 원목재(原木材)의 色과 동일(同一)하게 고색(古色)

칠을 한다.

이상(以上)에서 설명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하게 위하여 인공목재 처리

(人工木材 處理)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 으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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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목재사용 수리도(人工木材使用 修理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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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공목재 처리(人工木材 處理)에 대한 설명은 본인(本人)이 직접 일본(日本) 경도(京

都)시내에 있는 계리궁(桂離宮) 보수 현장에서 실습한 것을 설명한 것이며 현장(現場)에

서 사용(使用)된 인공목재용(人工木材用) Expoxy Resine의 상표는 다음 같다.

주제(主劑) ; Epoxy Resine, Araldite XN 1023 NeT 25kg LOT HD 60(일본(日本) 

욱화학 합성회사(旭化學 合成會社))

경화제(硬化劑) ; AralditeXN 1024(경화제(硬化劑)) NeT2.5kg LOT NOGJ11 일본

(日本) 장뢰(長瀨) 스빠주식회사(株式會社)

② 인공목재 수리 순위표(人工木材 修理 順位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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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순서
    (工程順序)

순위(順位)

1 2 3 4 5

A1
부식부분(腐蝕部
分)의제거(除去)
또는소제(掃除)

도포(塗布)또는주
입(注入)에의한수
지함침입(樹脂含浸
入)

인공목재(人工木材)에
의한착색충전(着色充
塡)

정교(精巧)또는모각(模

刻)

정 (情密)한古色의 

칠

A11 〃 〃 〃
인공목재(人工木材)를木

部와同一하게깍음

조사(措寫)에의한정

(情密)한古色의 

칠

B1 〃 〃 〃 간단(間單)한모각(模刻) 古色의 칠

B11
부식부분(腐蝕部
分)의제거(除去)
또는소제(掃除)

도포(塗布)또는주
입(注入)에의한수
지함침(樹脂含浸)

인공목재(人工木材)에
의한착색충전(着色充
塡)

인공목재(人工木材)를木

部와同一面으로 삭제(削

除)

조사(措寫)에의한 

간단(簡單)한古色의 

칠

C 〃 〃 〃
간단(間斷)한모각(模刻)

에의한 임상(任上)

D 〃 〃
인공목재(人工木材)에
의한충전(充塡)

인공목재(人工木材)를木

部와同一面으로 삭제(削

除)

E 〃 〃
착색충전(着色充塡)과
同時에成形

F1 〃 〃 〃

F
11 부식부분(腐蝕部

分)의제거(除去)

도포(塗布)또는주
입(注入)에의한수
지함침(樹脂含浸)

착색충전(着色充塡)과
同時에成形

G1 〃 〃 〃

G11 〃
도포(塗布)또는주
입(注入)에의한수
지함침(樹脂含浸)

〃

Ⅲ. 금속유물(金屬遺物)의 보존처리(保存處理)

금속유물(金屬遺物)에는 철제유물(鐵製遺物), 청동유물(靑銅遺物), 금제유물(金製遺

物), 금동유물(金銅遺物) 等이 있다.

이와 같은 유물(遺物)들의 보존처리(保存處理) 방법(方法)으로 과거(過去)에는 세루로

이드를 아세톤 같은 용제(溶劑)에 녹인 도료(塗料)를 도포(塗布)하기도 하고 세멘다이를 

아세톤에 녹여 도포(塗布)하기도 하 으며 파라핀( 랍)을 녹여서 함침처리(含浸處理)하

기도 하 으나 현재(현재(現在))는 처리과정(處理過程)이 편리(便利)하고 가격이 싸며 

내부까지 쉽게 함침제(含浸劑)를 흡수 할 수 있는 아크릴계의 합성수지(合成樹脂)를 함

침(含浸)하는 방법(方法)이 합리적(合理的)으로 널리 이용(利用)되고 있다.

1. 철제유물(鐵製遺物)의 보존처리(保存處理)

① 형광(螢光)X線분석기(分析機)(비파괴 XRay 분석기)로 재질분석(材質分析) 즉, 유

물(遺物)의 성분(成分)을 분석(分析)하여 주성분(主性分)과 부성분(副成分) 기타 불순물

71



- 24 -

의 성분을 가려낸다.

② X線투시촬 기(透視撮影機)(XRay 촬 기)로 촬 하여 유물(遺物)의 구조(構造) 

및 형태조사(形態調査)를 실시한다.

③ 뻰치, 칼, 철솔(부드러운 것) 等 공구로 무리(無理)한 힘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範

圍內)에서 유물표면(遺物表面)에 부착된 흙, 먼지 기타 불순물을 일차(一次) 제거한다.

④ 다음 전기(電氣)드릴을 사용(使用)하여 일차(一次)로 제거되지 않고 견고하게 부착

되어 있는 철의 녹, 기타 견고하게 응고되어 있는 흙 같은 것을 물리적(物理的)인 방법

(方法)으로 제거한다.

⑤ 다음 기계적(機械的)인 처리방법(處理方法)으로 분사가공기(噴射加功機)(Air 

Pressupe)를 이용(利用)하여 미세한 철(鐵)의 녹 및 먼지 等 불순물을 완전(完全)히 제

거한다(전기분해(電氣分解) 장치를 이용(利用)할 수도 있음)

⑥ “③” “④” “⑤”항의 처리방법(處理方法)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불순물(不純物) 제

거가 완전(完全)히 끝났다고 인정되면 Epoxy 계통의 금속용(金屬用) 강력 접착제(接着

劑) Araldite(Ciba-Geigy)주제(主劑)와 경화제(硬化劑) 1：1로 정확(正確)하게 배합(配

合)하여 절단된 부분(部分)을 견고하게 접착(接着)시킨 후 접착제가 응고되면 칼이나 전

기(電氣)드릴을 사용(使用)하여 유물(遺物)의 표면과 동일(同一)하게 접착제(接着劑)를 

깎아낸다.

⑦ 이상(以上)과 같이 처리(處理)된 유물(遺物)은 일단 105℃되는 오븐 속에서 장시간

(長時間) 가온하여 유물(遺物)內의 잔존하여 있는 수분을 완전(完全)히 제거한다.

⑧ 다음 유물(遺物)을 감압함침기(減壓含浸機)에 넣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응용 함침

처리(含浸處理) 한다.(도면 감압함침기(圖面 減壓含浸機)의 사용방법(使用方法) 참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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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圖面의 “C”에 합성수지(合成樹脂)를 투입하고 “F”를 폐하여 놓는다.

다음 이상(以上)과 같이 처리(處理)한 유물(遺物)을 “A”에 정리하여 놓고 약 50∼

30mmHg까지 감압(減壓)을 한다.

⑩ 다음 “B”코크를 잠군 다음 감압상태(減壓狀態)에 있는 데로 “D”코크를 열면 “C”

용기 내에 있는 합성수지(合成樹脂)가 E를 통하여 “A”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現在)의 

유물이 들어있는 “A”는 감압(減壓)된 상태(狀態)이므로 유물(遺物)의 내부(內部)까지 합

성수지(合成樹脂)를 능률(能率)있게 함침(含浸)할 수 있게 된다.

⑪ 수시간후(數時間後) 감압상태(減壓狀態) 있는 “A”를 상압(常壓)으로 환원하고 수 

시간(數時間) 방치(放置)하 다가 “F”코크를 열어 “A” 內에 있는 합성수지(合成樹脂)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감압함침용에 사용한 합성수지는 Emulsion 계통이므로 용의하게 제거할 수 있다.

⑫ 완전(完全)히 함침(含浸)이 끝난 유물(遺物)은 음건(陰乾)한 후(後)(오븐 속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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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할 수도 있음) 접착제(接着劑) Araldite로 접착(接着)시킨 부분(部分)을 Acryloide 

B72 (Rohm and Hase사(社) Mv-1) 아세톤에 용해시켜 안료(顔料)를 배합유물(配合遺

物)의 색(色)과 동일하게 고색(古色)칠을 하여 보존(保存)한다.

<참고>

다음 기재(記載)하는 기기(器機) 및 합성수지(合成樹脂)는 본인(本人)이 일본(日本) 나

라국립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奈良國立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究)에서 철제유물(鐵

製遺物) 보존처리(保存處理)를 위하여 사용(使用)하 던 것들임.

① 분사가공기(墳射加工機)(Airpressupe)

미국(美國) SS White사(社) 제품(製品) Model-K로서 기기(器機)의 원리(原理)는 고

압(高壓)의 공기(空氣) 또는 탄산(炭酸)까스, 질소(窒素)까스에 미분말(微粉末) 파우다를 

혼입(混入)하여 이것을 아주 미세한 Mozzle로부터 초음속(超音速)으로 분출(噴出)하여 

목적물(目的物)을 그의 분출류(噴出流)에 의하여 가공(加工)하는 것임.

여기에 사용(使用)되는 미분말(微粉末) 파우다에는 산화(酸化)아루미늄, 미소(微小)한 

유리가루(ss white사(社) 제품(製品) No. 9 Glass Beeds), 시리콘, 카바이트,  중탄산

(重炭酸)소다等을 사용(使用)할 수 있다.

② 전기(電氣)드릴

 일본(日本) KAN TO기기사(器機社) Minitor-7을 사용(使用)하 음

③ 감압함침기(減壓含浸機)

일본(日本) Hitachi社 제품(製品) MHG No. 05055와 일본(日本) ToYo社 제품(製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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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sucker Ss-75A(수조식임)을 사용(使用)하 음

④ 합성수지(合成樹脂)는 Paraloide NAD 10(유성(油性) Acry-Emulsion)을 쏠벤트 

나후샤에 녹여 40% 용액(溶液)으로 만들어 사용(使用)하 음.

기타 Araldite(Epoxy Resine) Acryloide(유성(油性) Emulsion), 구리스, 아세톤, 롤

루엔, 벤젠 等을 사용(使用)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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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完全)히 감압함침 처리(減壓含浸 處理)된 유물(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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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유물(金屬遺物)의 보존처리(保存處理)

① “1”의 철제유물보존처리(鐵製遺物保存處理) 항중 “①”과 “②”항과 같이 형광(螢

光)X선분석(線分析)과 X선투시촬 (線透視撮影)을 실시하여 성분(成分)과 구조조사(構

造調査)를 실시한다.

② 무리(無理)를 하지 않는 범위 내(範圍內)에서 물리적(物理的)으로 수(銹)을 제거

(除去)하고 부러지고 떨어진 부분을 Epoxy수지(樹脂)로 접착(接着) 복원한다.

③ Ethyl Alcohol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깨끗하게 표면(表面)을 닦아낸다.

④ “②”와“③”항의 방법으로 처리(處理)하 는데도 부식생성물(腐蝕生成物)이 제거(除

去)되지 않고 남아 있을 때에는 “알카리 롯셀염” 용액내에 수 시간(數時間) 침전시켜 남

아있는 피막(皮膜)을 녹여낸다.

⑤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끝난 후(後) 유물(遺物)을 증류수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표면(表面)에 묻어있는 약품을 씻어 낸 다음 아세톤에 침적 유물(遺物)에 묻어있는 수분

을 완전(完全)히 제거하고 오븐 속에 넣어 건조시킨다.

⑥ 다음 Acryloide B72나 Paroloide NAD 10을 2∼3% 용액으로 만들어 표면(表面)

에 도포(塗布)하여 수지함침(樹脂含浸)을 시킨다.

⑦ 접착(接着)시킨 부분을 안료(顔料)를 사용(使用) 유물(遺物)의 색과 동일하게 고색

(古色)칠을 하여 보존(保存)한다.

이하(以下) 청동유물(靑銅遺物)의 보존처리(保存處理)도 이상(以上)에서 설명한 방법

(方法)과 거의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로 처리(處理)하여 보존(保存)한다.

Ⅳ 석재유물(石材遺物)의 경화처리(硬化處理) 및 접착복원(接着復元)

1. 석재유물(石材遺物)의 경화처리방법(硬化處理方法)

<방법(方法) 1>

① 에칠 씨리케이트 S1과 이소프로필 알콜(I.P.A)를 3：1의 비율(比率)로 혼합(混合)

하여 이를 함침용제(含浸溶劑)로 함.

② “①”항과 같이 혼합(混合)된 용액 내(溶液內)에 석재유물(石材遺物)을 넣고 約 100

㎜Ｈｇ∼30㎜Ｈｇ까지 직공함침(直空含浸)을 시켜 석재내부(石材內部)에 함침용제(含浸溶

劑)가 침투되도록  수 시간 방치하여 둔다.

③ 함침(含浸)이 끝난 다음 석재(石材)를 용액 내(溶液內)에서 꺼내어 용액(溶液)이 

없는 상태에서 석재(石材) 그대로 約 100㎜Ｈｇ까지 다시 감압함침(減壓含浸)을 시킨다.

④ “②”와“③”의 방법(方法)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석재 내부(石材 內部)까지 함침용

액(含浸溶液)을 충분히 침투시킨 후(後) 함침(含浸)용기에서 꺼내어 음건(陰乾)을 시켜 

보존(保存)한다.

<방법(方法) 2>

<방법(方法)1>과 처리법(處理法)은 똑같은 것으로 감압함침 용제(減壓含浸 溶劑)만 다

르다.

<방법 2>에 사용(使用)되는 함침용제(含浸溶劑)는 에칠씨리케이트 바인다 SS-10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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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觸媒)용 씨리케이트를 約 40：1의 비율(比率)로 혼합(混合)하여 함침용제(含浸溶

劑)로 사용(使用)하는 것임.

이상(以上)의 석재함침방법(石材含浸方法)은 응회암(凝灰巖)을 경화(硬化)시키는데 가

장 많이 사용(使用)되고 있으며 <방법1>보다는 <방법2>로 처리(處理)하는 것이 석재

내부(石材內部)에 함침용제(含浸溶劑)의 침투량이 많았다는 결과(結果)를 얻었음(실험

(實驗) 例 참조)

<실험(實驗) 例>

                    중량변화

                 ( 重 量 變 化 )

(ｇ)

품명(品名)

함침처리(含浸處理)前

중량(重量)

처리(處理)후(後)

중량(重量)

수지(樹脂)침투

량

바인다 SI 335ｇ 395ｇ 60ｇ

바인다 SS101 320ｇ 405ｇ 85ｇ

2. 석면 첩착방법(石面 接着方法)

① 깨어진 돌의 표면(表面)(즉 부착시킬 부분)을 토루엔 아세톤 等으로 깨끗하게 닦아

낸다.

② 닦아낸 표면(表面)이 충분(充分)히 건조된 후(後) Epoxy수지(樹脂)인 Araldite 

GY252(주제(主劑))와 경화제(硬化劑) HY 850, HY830을 各各 10：3：3으로 배합(配合)

하여 부착시킬 양쪽 표면(表面)에 충분(充分)히 바른 다음 접착(接着)을 시킨다.(경화시

간(硬化時間)을 約 30분임)

③ 부착되는 부분(部分)에 접착면(接着面)의 표시(表示)가 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접착제(接着劑)가 응고되기 전에 같은 색(色)을 가진 석재(石材)가루로 표시(表示)나는 

부분(部分)에 부착시키면서 조그마한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접착부(接着部)가 표시(表

示)가 나지 않도록 표면처리(表面處理)를 한다.

④ 이상(以上)의 작업이 완전(完全)히 끝난 후(後) 접착제(接着劑)가 (Epoxy Resine) 

석재표면(石材表面)에 묻은 것은 토루엔 또는 아세톤 等 용제(溶劑)로  깨끗하게 닦아낸

다.

Ⅴ 목관발굴현황(木棺發掘現況)

본인(本人)이 일본 나라국립문화재 연구소 평성궁적 발굴조사부(奈良國立文化財 硏究

所 平城宮跡發掘調査部)에서 연수(硏修)하는 기간(其間) 아스카 발굴현장(飛鳥 發掘現

長)에서 목관(木棺)이 발견(發見)되었으나 발견(發見)된 목관(木棺)이 너무 부패(腐敗)되

었고 또한 지면(地面)과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므로 기계적인 방법(方法)으로는 도저

히 발굴(發掘)할 수가 없다고 하며 평성궁적발굴조사부 보존과학실(平城宮跡發掘調査部 

保存科學室)로 발굴(發掘)을 하여 달라는 의뢰가 왔다.

그때가 마침 본인(本人)이 평성궁적 발굴조사부 보존과학실(平城宮跡發掘調査部 保存

科學室)에서 연수 중(硏修中)이었으므로 본(本) 조사부 보존과학실(調査部 保存科學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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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부기관(文部技官) 역전정소(澤田正昭)氏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용하여 목관(木

棺)을 발굴(發掘)할 때에 본인(本人)도 직접 발굴현장(發掘現長)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음 기재(記載)하는 사항은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용하여 목관(木棺)을 발굴(發掘)

하는 방법(方法)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석재유물 함침 현황(石材遺物 含浸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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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石面)을 부착시키는 현황(現況)

일본(日本) 아스카(飛鳥)에서 발견(發見)된 목관(木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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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관(木棺)주위 흙의 부분(部分)을 Acrylic Emusion Binder-17로 경화처리(硬化

處理)한다.

② 목관(木棺)의 표면(表面)을 깨끗한 물로 닦아낸다.

③ 문종이를 깨끗한 물을 적신 후(後) 목관 전체부분(木棺 全體部分)(목부(木部))에 

덮는다.

④ 목관(木棺)을 덮은 문종이 위에 합성수지(合成樹脂)인 고빅크를 물과 3：1의 비율

(比率)로 혼합(混合)하여 문종이가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붓는다.(응고시간은 約 10分) 

이와 같은 방법을 2회∼3회 반복하여 목관상부(木棺上部)의 고빅크의 두께가 4∼5㎜ 되

도록 한다.

⑤ 다음 Aralidite GY 252와  HY 850 HY 830을 10：3：3의 비율(比率)로 배합(配

合)한 후(後) 합성수지(合成樹脂) 고빅크로 처리(處理)된 목관상부(木棺上部) 5∼6곳에 

유리 헝겁을 깔면서 (約 6겹이상) 배합(配合)된 Aralidite로 접착 처리(接着 處理)한다.

⑥ 지금까지 처리(處理)한 목관(木棺)위에 비니크지를  깔고 비니루를 깔은 후에 다시 

고빅크를 입힌다.

목관(木棺)위에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입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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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木棺)을 완전(完全)히 발굴(發掘)하여 운반하는 현황(現況)

⑦ 다음 목관(木棺) 양측 면 즉 부서지기 쉬운 곳은 Aralidite SV 426을 경화제(硬化

劑)와 5：1로 배합(配合)하여 부착시킨다.

⑧ 다음 목관(木棺)이 묻힌 지면(地面)을 목관 표면(木棺 表面)으로부터 V자형으로 

판 후(後) 발포성경질(發泡性硬質) 우레탄 HW2025HM과, HW2025HY를 1：1로 배합

(配合)하여 ㉠과㉡부분 및 목관(木棺)의 상부분(上部分)을 約 30㎝ 이상 두께로 배합(配

合)된 발포성 경질(發泡性硬質) 우레탄으로 채운다.

⑨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완료되면 목관(木棺)을 지면(地面)으로부터 반대 방향

으로 뒤집어 꺼내어 실험실(實驗室)로 운반한다.

⑩ 운반된 목관(木棺)은 실험실(實驗室)에서 물리적(物理的)인 방법(方法)으로 채워진 

합성수지(合成樹脂) 및 목관(木棺)에 부착된 흙을 주위하여 한겹 한겹 제거 목관(木棺)

만 남긴다.(간단한 공구를 사용함)

⑪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완료되어 목관(木棺)만 남게 되면 함침처리(含浸處理)

하여 보존(保存)한다.

<註>

•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硏究論集」考古資料保存의 科學的硏究(1)……… 澤田正昭

• 遺跡, 遺物의 保存科學(考古學硏究 第17卷 第4號 1971年)……… 澤田正昭

•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部 第10號.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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