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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序  言)

최근 국토개발사업(最近 國土開發事業)이 활발(活潑)하게 진행(進行)됨에 따라 이와 병행

(並行)하여 전국 각지(全國 各地)에서 유적발굴조사(遺蹟發掘調査)가 성행(盛行)하고 있으나 

매장(埋藏)되어 있는 유물(遺物)들은 놓여진 환경(環境)에 따라서 부식(腐蝕), 부패(腐敗)된 

상태(狀態)가 각각(各各) 다르며 또한 취약화(脆弱化)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遺物)을 

파손(破損)시키지 않고 현상(現狀)그대로 발굴(發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발

굴(發掘)한 유물전체(遺物全體)를 현장(現場)에서 현상(現狀) 그대로 보존(保存)하는 것이 아

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처리실내(保存處理室內)로 운반(運搬)하여 정 실측(精密實測) 및 

사진촬 (寫眞撮影)과 조사기록(調査記錄), 정리(整理)한 후(後) 장기간(長期間)에 걸쳐 보존

처리(保存處理)를 시행(施行)하여야만 효과적(效果的)인 전시품(展示品)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매장(埋藏)되었던 상태(狀態) 그대로 지표(地表)로부터 수거(收去)한다는 것은 과

거(過去)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나 최근(最近)에는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사용(使用)

하여 쉽게들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공법(工法)이 개발(開發)되었다.

이러한 공법(工法)이 많이 적용(適用)되는 것으로는 목재(木材)의 부식품(腐蝕品)뿐만 아니

라, 인골(人骨), 부식(腐蝕)된 금속제품(金屬製品), 흔적(痕迹)이 남아있는 유적등(遺蹟等)에 

119



- 2 -

다양(多樣)하게 적용(適用)되고 있다. 이와같이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을 위하여 합성수

지(合成樹脂)가 적용(適用)되는 곳은 발굴현장(發掘現場)에서 유물(遺物)을 수거(收去)하는 

방법(方法)이외에 파손(破損)이 심한 벽화벽(壁畵壁)을 경화처리(硬化處理)한 후(後)에 건물

(建物)로부터 떼어내어 보존전시(保存展示)하는 방법(方法), 고분(古墳)의 봉토(封土)나 건물

(建物)의 판축(版築), 또는 퇴적층(堆積層) 및 패총등(貝塚等) 유적지(遺蹟地)의 층위(層位)

나 유적단면(遺蹟斷面)을 상태(狀態) 그대로 수거(收去)하여 재현(再現)한 후(後)에 전시실(展

示室)에 전시(展示)하는 방법 등(方法 等) 다양(多樣)하게 적용(適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현재(現在)까지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을 위하여 당국(當局)에서 

실제로 시행(施行)하 던 것들중 매장(埋藏)된 유구(遺構)를 지표(地表)로부터 수거(收去)하는 

방법(方法), 벽화벽(壁畵壁)을 건물(建物)로부터 떼어내는 방법(方法), 토층(土層)을 절단(切

斷)하여 전사(轉寫)하는 방법(方法), 파손(破損)된 석조물(石造物)을 접착복원(接着復元)하는 

방법 등(方法 等) 대표적(代表的)인 것만 뽑아 설명(說明)하고 끝으로 현재(現在)까지 합성수

지(合成樹脂)를 응용(應用)하여 문화재(文化財)의 보수복원공사(補修復元工事)가 이루어진 것

을 기록 정리(記錄 整理)한 후 여기에 사용(使用)되었던 합성수지(合成樹脂)들의 종류(種類)

와 특성(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매장문화재 수거방법(埋藏文化財 收去方法)

1. 사전준비(事前準備)

유물(遺物)을 지표(地表)와 분리(分離)시켜 들어올리는 작업(作業)이 이루어지기 전(前)에 

먼저 고고학자(考古學者)를 비롯한 사계학자(斯界學者)들과 유물(遺物)을 손상(損傷)시키지 

않는 범위내(範圍內)에서 응급경화처리(應急硬化處理) 및 들어올려 반출(搬出)하는 방법등(方

法等) 구체적(具體的)인 문제(問題)가 발굴담당자(發掘擔當者)와 검토(檢討)되어야만 한다. 

물론(勿論) 여기에는 수거(收去)되는 유물(遺物)의 중량(重量)이 합성수지(合成樹脂)를 포함하

을 경우 대략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問題)도 계산(計算)되어야 한다. 현재(現在) 발포

성(發泡性) 우레탄(Urethan) 수지(樹脂)를 사용(使用)하 을 경우 수거(收去)되는 유물(遺物)

의 전체중량(全體重量)은 흙까지 포함하여 대략 체적(體積) 1㎥당 2.6∼2.7톤 정도이고, 만일 

내부(內部)에 석질(石質)이 많이 초함될 경우에는 1㎥당 3톤 정도 내(內)에서 계산(計算)하면 

중량(重量)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1) 또한 반출로(搬出路)와 반입문(搬入門)도 계산(計算)하

여 들어내는 유물(遺物)의 크기도 결정(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출로(搬出路)와 반

입문(搬入門)에 맞게 몇 개로 분단(分斷)하여 수거(收去)하는 방법(方法)도 생각할 필요(必要)

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以上)의 방법(方法)이 결정(決定)되면 이에 필요(必要)한 약품(藥品)이나 물품(物品) 

및 합성수지(合成樹脂)의 총 소요량 등(總 所要量 等)을 계산(計算)하여 구입(購入)하여야 할 

것이며, 유물(遺物)이 있는 현장(現場)에는 직사광선(直射光線)이나 우수(雨水)가 약품(藥品)

이나 시공장소(施工場所)에 직접(直接) 향을 받지 않게 텐트 등(等)을 준비(準備)하여 설치

(設置)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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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어 습(濕)한 상태(狀態)에 놓여있던 유물(遺物)이나 유구(遺構)는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狀態)대로 자연건조(自然乾燥)를 하게되

면 급격히 수축(收縮)하기도 하고 도한 균열(龜裂)되어 형태(形態)의 변형(變形)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는 유물(遺物)의 종류(種類) 및 형태(形態)에 따라서 사용(使

用)되는 약품(藥品)이 각각(各各) 다르며 또한 농도(濃度)의 차이도 다르게 처리(處理)되어야 

한다.

유물경화처리(遺物硬化處理)를 위하여 일반적(一般的)으로 사용(使用)되는 약품(藥品)은

수용성(水溶性)아크릴(Arcyl) 수지(樹脂) 또는 Isocyanate 수지(樹脂)를 유물(遺物)의 

상태(狀態)에 따라 각각(各各) 농도(濃度)를 다르게 희석(稀釋)하여 유물내부(遺物內部)에 침

투(浸透)시켜 경화처리(硬化處理)시킨 후(後) 서서히 건조(乾燥)시킨다. 만일 충분(充分)한 양

(量)의 수지(樹脂)가 한번에 침투(浸透)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使用)되는 수지(樹脂)의 농도

(濃度)를 저농도(低濃度)로부터 차차 고농도(高濃度)로 높게 희석(稀釋)하여 침투(浸透)시키는 

방법(方法)도 있다. 단 여기에 특별(特別)히 주의(注意)하여야 할 점은 아크릴(Arcyl) 수지

(樹脂)일 경우 농도(濃度)가 10%이상(以上)이 되면 광택(光澤)이 나타나며, 이소시아네이트

(Isocyanate) 수지(樹脂)일 경우는 5∼6%이상(以上)이 되면 처리(處理)된 표면(表面)이 검

은 자색(紫色)으로 변화(變化)될 우려(憂慮)가 있으므로 특별(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지

(樹脂)의 농도(濃度)를 앞에서 언급한 것 이상(以上)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유물

(遺物)을 경화처리(硬化處理) 할 때에는 유물(遺物)과 함께 수거(收去)되는 흙의 표면(表面)

까지 유물(遺物)과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로 경화처리(硬化處理)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완료(完了)되면 유물(遺物) 표면(表面)의 박락(剝落)이나, 다음 

사용(使用)되는 우레탄(Urethan) 수지(樹脂) 및 에폭시(Epoxy) 수지(樹脂)가 직접(直

接) 유물(遺物)에 접촉(接觸)되는 것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창호지(窓戶紙)를 물에 적신 다

음(꼭 짜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 한겹, 한겹 덧대어 총(總) 5겹 정도로 유물(遺物)을 비롯한 

주위(周圍)흙 전체(全體)를 피복(被覆)한 다음, 요철부위(凹凸部位)가 우레탄(Urethan) 수

지발포시(樹脂發泡時) 파손(破損)될 우려(憂慮)가 있는 빈 공간(空間)은 에폭시(Epoxy) 계

(系) 합성수지(合成樹脂) 아랄다이트(Araldite) SV 427 (주제(主劑))과 HV 427 (경화

제(硬化劑))를 1:1로 배합(配合)하여(인공목재수지(人工木材樹脂)라 칭함) 충전보강(充塡補

强)하고 유물부위(遺物部位)가 부식(腐蝕)되어 파손(破損)될 우려가 있는 곳은 실리콘러버

(Silicon Rubber) 수지(樹脂)를 창호지(窓戶紙)위에 부어 보강(補强)한 후(後) 끝으로 폴리

에치렌紙(Polyethylene Sheet)로 수거(收去)할 유물(遺物)과 흙 전체부위(全體部位)를 피복

(被覆)한다(이는 발포(發泡)되는 우레탄수지(樹脂)(Urethan resin)가 유물(遺物)에 접착(接

着)되는 것을 방지(防止)하고 차후(此後) 수지제거시 유물(樹脂除去時 遺物)과 수지층(樹脂

層)이 쉽게 분리(分離)되게 하기 위함이다).

3. 합성수지(合成樹脂)의 발포(發泡) 

  

종래(從來)에는 취약화(脆弱化)된 유물(遺物)을 지표(地表)로부터 수거(收去)하기 위하여는 

석고(石膏)나 콘크리이트 等으로 보강(補强)한 後 수거(收去)하 으나 이는 운반시(運搬時) 중

량(重量)이 무거우며 또한 작업(作業)이 복잡(複雜)한게 단점(短點)이었다. 현재(現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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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行)되고 있는 방법(方法)의 장점(長點)은 종래(從來)에 사용(使用)한 석고(石膏)나 콘크리

트 대신에 폴리우레탄훰(Poly urethan foam) 을 사용한다는 점(點)이다2). 이 우레탄수지

(樹脂)(Urethan resin)는 발포성(發泡性)이 강(强)한 액체상(液體狀)의 수지(樹脂)로서 주제

(主劑)(PPG)와 경화제(硬化劑)(MDI)를 혼합(混合)하면 발포(發泡)되어 스치로폴(Styropol)

과 같은 형태(形態)로 되면서 빈 공간(空間)을 채워주는 것으로 부정형(不定形)의 공간(空間)

이라도 완전(完全)하게 충전(充塡)시킬 수 있으며 또한 중량(重量)이 월등(越等)하게 가볍고 

경화(硬化)된 후(後)에는 칼이나 간단한 공구등(工具等)으로 쉽게 잘라내거나, 깎아내는 작업

(作業)을 용이(容易)하게 할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여기에 사용(使用)되는 폴리우레탄

훰(Poly urethan foam) 은 폴리우레탄(Poly urethan) 과 이산화탄소로 되는 다포성(多泡

性) 물질(物質)을 말하며 발포체(發泡體)의 도(密度)는 수지성분(樹脂成分)의 비율(比率)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으나 유물수거용(遺物收去用)으로는 0.03g/㎤(발포후(發泡後)의 

체적(體積) 1㎤는 0.03g으로 가능함)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본다3).

본(本) 수지(樹脂)를 사용(使用)하는 방법(方法)에 있어서는 상기(上記) 양성분(兩成分)을 

1:1로(중량비(重量比)) 혼합(混合)하면 즉시 발포(發泡)가 시작되어(발포시간(發泡時間)은 적

당하게 조절(調節)이 가능함) 約 30배(倍) 전후(前後)로 체적(體積)이 증가(增加)하여 발포후

(發泡後) 3分정도면 완전(完全)히 경화(硬化)한다. 단 발포배율(發泡倍率)이나 경화시간(硬化

時間) 및 발포속도(發泡速度) 等은 처리(處理)되는 현장(現場)의 온도(溫度)나 교반정도(攪拌

程度)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 용액(溶液)을 혼합(混合)하는 방법(方法)은 비이커와 

같은 용기(容器)에 양 원액(兩 原液)을 따로따로 평량(平量)하여 다른 한 개의 용기(容器)에 

두 용액(容液)을 같이 따르면서 나무봉(棒)으로 저어 혼합(混合)시키는 방법(方法)도 있으며 

또한 평량(平量)한 양 용액(兩 溶液)을 폴리에치렌(Poly Ethylene) 봉지에 넣고 흔들어서 혼

합(混合)하는 방법(方法) 또는 기계적(機械的)인 방법(方法)으로 교반기(攪拌器)를 사용(使

用)하여 혼합(混合)하는 방법(方法), 믹사기를 사용(使用)하는 방법(方法) 등 다양(多樣)하다. 

특히 폴리우레탄훰(Poly urethan foam) 을 발포시 주의(發泡時 注意)하여야 할 점(點)은 

발열성(發熱性)이 강(强)함으로 한번에 사용(使用)되는 수지(樹脂)의 양(量)은 1㎏이하(以下)

로 평량(平量)하여 사용(使用)할 것이며 또한 탄산(炭酸)가스等을 발생(發生)시킴으로 환기(換

氣)에 충분(充分)한 주의(注意)를 요(要)하고 직접(直接) 원액(原液)이 손이나 피부(皮膚)에 

묻지 않도록 반드시 폴리에치렌(Poly Ethylene) 장갑 等을 사용(使用)하여 작업(作業)에 임할 

것이며 만일 본 수지(本 樹脂)가 다른 불필요(不必要)한 곳에 부착(附着)되었을 경우에는 경화

(硬化)되기 전(前)에 에치렌크로라이드(Ethylenechloride) 等 용제(溶劑)로 제거(除去)하면 

된다.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사용(使用)하여 유물(遺物)을 수거(收去)하는 구체적(具體的)인 방법

(方法)에 대해서는 당 연구소(當 硏究所)에서 직접(直接) 1980年度에 김포군(金浦郡)에 소재

(所在)한 덕포진 포가(德浦鎭 砲架)를 수거(收去)한 예(例)를 들어 다음 항(項)에서 설명(說

明)하겠다.

4. 합성수지(合成樹脂)의 해체(解體)

유물수거(遺物收去)를 위하여 사용(使用)된 합성수지(合成樹脂)의 제거(除去)는 이면(裏

面)(지면(地面)과 접촉(接觸)되어 있던 부분(部分))으로부터 흙의 층(層)이 유물(遺物)과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칼이나 공구(工具)를 이용(利用)하여 제거(除去)한다. 만일 다량(多量)의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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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裏面)에 붙어있게 되면 흙이 건조(乾燥)하는 도중 균열(龜裂) 및 박리현상(剝離現狀)이 

일어나 붕괴(崩壞)될 위험성을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면(裏面)의 흙을 제거(除去)한 

後 유물(遺物)과 함께 붙어있는 흙의 부분(部分)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수지(樹脂) 

Psny-6를 주입(注入)시켜 경화(硬化)시킨 다음 그 위에 부분(部分)을 Epoxy系 합성수지(合

成樹脂)와 유리 섬유(纖維)를 겸용 FRP법(法)으로 보강(補强)시킨다.

이면처리(裏面處理)가 완료(完了)된 유물(遺物)은 원래(原來)의 상태(狀態)로 뒤집어 같은 

방법(方法)으로 유물상층(遺物上層)의 우레탄(Urethan) 수지(樹脂)를 제거(除去)한다. 단 

유물 수거시(遺物 收去時) 피복(被覆)되었던 폴리에치렌紙(Poly Ethylene Sheet)층(層)이 가

까워지면 유물층(遺物層)과 폴리에치렌紙(Poly Ethylene Sheet)층(層)과는 접착(接着)이 되

지 않았음으로 쉽게 제거(除去)할 수 있다.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끝나면 곧 살균소독(殺菌消毒)을 하고 전시(展示)케이스에 넣어 

보관(保管)한다. 전시(展示)케이스는 스텐레스제(製)가 좋을것이며 또한 간단하게 이동(移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밑에다 바퀴를 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덕포진 포가수거(德浦鎭 砲架收去)

덕포진(德浦鎭)은 경기도(京畿道) 김포군(金浦郡) 대곶면(大串面) 신안2리(新雁二里) 속칭

(俗稱) 안냉골이란 마을 앞산 능선을 따라 해안(海岸)쪽을 향(向)한 동남방향(東南方向)에 있

으며 이는 서해(西海)로부터 강화만(江華灣)을 거쳐 수도(首都) 서울로 진입(進入)되는 어구

(於口)인 손돌항(孫乭項)에 천험(天險)의 요새(要塞)를 이용하여 군사(軍事)의 요충(要衝)으

로 덕포진(德浦鎭)이 창설(創設)된 것은 임란(壬亂)을 치른 後 조선말기(朝鮮末期)로 추정(推

定)된다4).

포대(砲臺)는 총 15기중(基中) 포가(砲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3기(基) 뿐이며 이

중에서도 1기(基)는 바닥면의 판재(板材)만 남아 있었다.

포가(砲架)의 크기는 가로 約 140㎝ 세로 約 50㎝정도이고 높이는 지하(地下)에 매몰(埋沒)

되어 있으므로 알수가 없다. 포가(砲架)가 위치(位置)한 지면(地面)의 흙은 황토(黃土)가 섞인 

점토질(粘土質)이다.

수거(收去)할 포가(砲架)의 부식상태(腐蝕狀態)는 목재(木材)의 섬유질(纖維質)이 흙인지 

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腐蝕)되어 있었고 또한 푸실푸실한 정도로 건조(乾燥)되

어 있었다. 이와 같이 부식(腐蝕)이 심한 포가(砲架)의 수거방법(收去方法)을 간단하게 사진

(寫眞)으로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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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收去)할 포가(砲架)는 부식(腐蝕)이 심하여 흔적정도(痕跡程度)만 나타나므로 

주위(周圍)의 흙과 같이 수거(收去)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거(收去)할 전체(全體)를 

Acryl Emulsion과 Isocyanate로 경화처리(硬化處理)하 으며 수거(收去)할 

전체(全體)의 크기는 가로 約 2m 세로 0.8m이다.

 

2) 수거(收去)할 포가상부(砲架上部)에 물에 적신 창호지(窓戶紙)를 5겹 피복(被覆)한 

다음 요철부위(凹凸部位)는 Epoxy 수지(樹脂)인 Araldite SV427(주제(主劑))과 

HV427(경화제(硬化劑))를 1:1로 배합(配合) 충전보강(充塡補强)하고 취약점(脆弱點)을 

보강(補强)하기 위하여 Silicon Rubber를 부었다.

 

124



- 7 -

형태로 파서 Polyfurethan foam을 붓는 상태(狀態).

3) 포가상부(砲架上部)를 보강처리(補强處理)한 後 현 지면(現 地面)의 밑바닥을 

 

4) 포가(砲架) 밑의 보강처리(補强處理)를 완료한 後 다시 상부(上部)를 Poly urethan 

foam을 부어 보강(補强)하는 상태(狀態).

5) 포가(砲架) 上下面 전체(全體)를 Poly urethan foam을 부어 보강(補强)한 後 

뒤집어서 들어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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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전(完全)히 지면(地面)으로부터 수거(收去)한 後 운반을 하기 위하여 모아놓은 

상태. 가-2번 포가(砲架), 다-2번 포가(砲架), 가-2번 포가(砲架)

 

 
7) 포가수거(砲架收去)가 완료된 후 경운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부터 운반하는 상태

 
 

8) 김포 덕포진(金浦 德浦鎭) 포가 수거(砲架 收去)를 위하여 합성수지(合成樹脂)로 

처리(處理)되었던 단면도(斷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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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樂殿) 벽화해체(壁畵解體)

   무위사(無爲寺) 극락전(極樂殿)은 국보(國寶) 第13號로서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군(康

津郡) 기전면(機田面) 월하리(月下里) 무위사경내(無爲寺境內)에 있는 건물(建物)이다. 이 건

물내(建物內)에는 당초(當初) 후벽(後壁) 및 좌(左)․우벽(右壁)에 여러 불보살(佛菩薩) 및 

천인상(天人像)을 그린 벽화(壁畵)가 있었으나 보수공사시(補修工事時) 이 벽화(壁畵)를 건물

(建物)로부터 떼어 보존각(保存閣)안에 넣어 보관(保管)되어 있고, 1979年度 벽화해체(壁畵解

體) 당시(當時)에는 우측벽(右側壁)에 삼존불(三尊佛) 1點과 좌측벽(左側壁)에 아미타여래하

강도(阿彌陀如來下降圖) 1點 및 오채불(五彩佛) 1點을 비롯하여 중앙(中央)에 후불벽화(後佛

壁畵)가 1點 있었다. 그러나 현존(現存)된 벽화(壁畵) 4點中 후불벽화(後佛壁畵)를 제외(除

外)한 벽화(壁畵) 3點은 심하게 노후(老朽)되었기 때문에 건물(建物)에서 떼어내지 않고 현상

(現狀)그대로 보존(保存)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危險)한 일이며 또한 파손(破損)될 우려성(憂

慮性)을 다분(多分)히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해체(解體)하여 보존각내(保存閣內)

에서 보존(保存)하기로 협의(協議)가 이루어짐에 따라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용(應用)한 여

러 가지 해체방법(解體方法)을 시험(試驗)한 결과(結果) 발포성(發泡性)우레탄수지(Urethan 

resin)를 응용(應用)하여 해체(解體)키로 결정(決定)하 다.

따라서 본(本) 해체작업(解體作業)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존과학연구실(保存科學

硏究室) 주관하(主管下)에 1979年 6月 27日에 착수(着手)하여 동년(同年) 8月 5日까지 約40

日間 시행(施行)되었으며 그당시에 시행(施行)하 던 내용(內容)을 간략(簡略)하게 설명(說明)

하고자 한다.

1. 현  황(現  況)

가. 벽화(壁畵)의 크기는 우측(右側) 삼존불(三尊佛)과 좌측(左側) 아미타여래하강도(阿彌陀

如來下降圖)는 가로 3.06m, 세로 1.48m의 대형벽화(大形壁畵)이고 좌측(左側) 오채불(五彩

佛)은 가로 3.15m, 세로 0.63m이었다.

나. 벽화(壁畵)를 그린 안료(顔料)는 장구(長久)한 시일(時日)이 경과(經過)됨에 따라 접착

력(接着力)이 약화(弱化)되어 분상박락(粉狀剝落)되고 있었으며 손으로 만지기만 하여도 묻어

나고 있었다.

다. 벽화(壁畵)의 파손상태(破損狀態)는 우측벽(右側壁)에 그려진 삼존불(三尊佛)의 중앙(中

央)이 상방(上枋)에서부터 중방(中枋)까지 約 4∼7㎝넓이로 균열(龜裂)되어 벽화면(壁畵面)보

다 約 6㎝ 이상(以上) 돌출(突出)되어 있었으며 벽화(壁畵)가 없는 외측벽(外側壁)에도 내측

(內側)과 동일(同一)한 위치(位置)에 균열(龜裂)이 발생(發生)되어 내측(內側)으로 려들어간 

것으로 보아 내(內), 외벽(外壁)이 동시(同時)에 균열(龜裂)되어 내부벽화(內部壁畵)가 그려진 

쪽으로 하중(荷重)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측벽화(內側壁畵)쪽이 돌출(突出)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라. 따라서 과거(過去)에 보수공사(補修工事)할 때 벽체(壁體)가 더 이상 균열(龜裂)되는 것

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균열(龜裂)되어 이탈(離脫)되고 있는 내측벽(內側壁)은 흙으로 메웠

으며, 외측벽(外側壁)은 시멘트로 발라 놓았으나 계속되는 하중(荷重)으로 이 부위(部位)는 다

시 균열(龜裂)되어 바탕벽(壁)과 버팀벽(壁)이 각각 벽살과 분리(分離)되었다. 따라서 벽체(壁

體)는 여러조각으로 갈라져서 떨어질 위험(危險)한 상태(狀態) 다. 또한 좌우측벽(左右側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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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同一)하게 상방(上枋), 중방(中枋) 및 벽선(壁線)과 접합(接合)되어 있는 부위(部位)

의 흙은 접착력(接着力)이 약화(弱化)되어 각각(各各) 서로 이탈(離脫)되어 푸실푸실한 상태

(狀態)이고 미세(微細)한 균열부(龜裂部)가 수(數)없이 벽화면(壁畵面)에 발생(發生)되어 매

우 위급(危急)한 상태(狀態) 다.

2. 벽화벽(壁畵壁)의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

가. 해체(解體)할 벽화벽(壁畵壁)의 표면경화처리(表面硬化處理)를 위하여 내외부(內外部)

에 각각(各各) 사람이 올라서서 자유(自由)롭게 활동(活動)할 수 있도록 쌍줄 비계목을 견고

(堅固)하게 가설(假設)하 다.

나. 벽화(壁畵)가 그려진 표면(表面)에는 안료(顔料)의 분상박락(粉狀剝落)을 방지(防止)하

기 위하여 수용성(水容性)인 아크릴에말죤 (Acryl Emulsion: 삼룡화학사(三龍化學社)) 

SB510을 5% 용액(溶液)으로 묽게 희석(稀釋)하여 소형압축분무기(小型壓縮噴霧器)로 벽화

(壁畵)와 거리를 최소한(最小限) 40㎝ 이상(以上) 유지하여 3회(回) 분무(噴霧)하 으며 외측

벽(外側壁)은 아크릴에말죤(Acryl Emulsion)을 10% 용액(溶液)으로 희석(稀釋)하여 내측벽

(內側壁)의 처리(處理)와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로 3回 분무(噴霧)하 다. 단 분무시(噴霧

時) 1次 분무(噴霧)한 표면(表面)이 완전(完全)히 건조(乾燥)된 後 2次 반복(反復)하여 분무

(噴霧)하 다. (벽체(壁體)의 경화(硬化)는 Isocyanate로 경화처리(硬化處理)하는 것이 효과

적(效果的)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당시(當時)에는 국내(國內)에서 구입(購入)할 수가 없었다).

다. 벽화(壁畵)의 표면처리(表面處理)가 끝난後 내외부(內外部)의 균열부(龜裂部) 및 바탕

壁과, 버팀壁의 이탈부(離脫部)에 공간(空間)이 좁은面과 상방(上枋), 중방(中枋), 벽화부분(壁

畵部分)의 흙이 푸실푸실한 곳은 벽화해체시(壁畵解體時) 흙의 이탈(離脫)을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내외부(內外部) 전체벽(全體壁)을 점도(粘度)가 낮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접착제

(Cyano acrylate adh-esives) , Three Bond 1743(美國  Three Bond社)을 균열부(龜裂

部) 깊숙히 바늘을 넣어 본수지(本樹脂)가 완전(完全)히 포화상태(飽和狀態)가 되어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침투(浸透)시켜 바탕壁과 버팀壁의 이탈부분(離脫部分)을 접착보강(接着補强)시

키고 경화처리(硬化處理)하 다.

라. 바탕壁과 버팀壁이 이탈(離脫)되어 공간(空間)이 넓어서 상기(上記) 접착제(接着劑)로는 

도저히 접착(接着)시킬 수 없는 부위(部位)는 에폭시(Epoxy)系의 합성수지(合成樹脂)

Epoxy Dremer RA-21 (국도화학제품(國都化學製品))을 탈지면에 충분(充分)히 묻혀서 이

탈(離脫)된 빈 공간(空間)에 가는 철사를 사용(使用)하여 이를 메우고, 이탈부위(離脫部位)를 

접착(接着)시켰다.

3.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채우기 위한 틀 제작(製作)

가. 우측(右側) 삼존불(三尊佛) 벽화벽(壁畵壁)과 좌측(左側) 아미타여래하강도(阿彌陀如來

下降圖)의 벽(壁)은 벽체(壁體)가 크고 노후(老朽)되었으므로 벽체(壁體)를 해체(解體)할 때 

불의(不意)의 사고예방(事故豫防)을 위하여 중방(中枋)과 벽선(壁線)을 동시(同時)에 벽화벽

(壁畵壁)에 부착(附着)시켜 떼어야만 하 다. 따라서 수지(樹脂)를 채워주는 나무틀도 중방(中

枋)과 벽선(壁線)에 연결시켜 볼트로 고정(固定)시켰으며 좌측(左側) 소벽화(小壁畵) 오채불

(五彩佛)은 벽화(壁畵)에 손상(損傷)을 주지않는 범위내(範圍內)에서 벽체(壁體)에 직접(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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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 볼트구멍을 뚫어 틀을 제작(製作)하 다.

나. 벽화(壁畵)가 그려진 내측벽(內側壁)의 틀은 벽화(壁畵)의 견고성(堅固性)을 감안하여 

탄력성(彈力性)이 있는 실리콘러버(Silicon Rubber) KE12RTV를 約 1㎝두께로 채울 수 

있게 2分 베니아합판(合板)을 20㎝넓이로 절단(切斷)하여 1次, 2次……연결시키면서 수지(樹

脂)를 채울 수 있게 제작(製作)하고 그 외부(外部)에 다시 발포성(發泡性) 폴리우레탄훰(Poly 

urethan foam PPG MDI 혼용(混用)) 을 約 7㎝두께로 채울 수 있도록 4分 베니아합판(合

板)을 20㎝넓이로 절단(切斷)하여 연결 제작(製作)하 다.

다. 벽화벽(壁畵壁)의 외부(外部)틀은 실리콘러버(Silicon Rubber) 를 사용(使用)치 않고 

발포성(發泡性) 우레탄훰(Poly urethan foam) 만 채울 수 있도록 4分 베니아합판(合板)만 

20㎝넓이로 절단(切斷)하여 연결 제작(製作)하 다.

라. 벽화해체(壁畵解體)는 버팀대를 가설(假設)하고 돌림대를 이용(利用)해서 떼어 낼 것이

므로 해체시(解體時) 상당량의 힘이 가하여 질 것이다. 또한 벽체(壁體)의 무게도 約 4톤 이상

(以上)이 될 것이고 운반도중(運搬途中) 외부(外部)의 충격을 받을 우려(憂慮)가 있으므로 견

고성(堅固性)을 감안하여 수지(樹脂)를 채우는 틀 외부(外部)에는 4치×3치의 나왕각목을 세로 

7개, 가로 4개씩 각각(各各) 내(內), 외부(外部)에 연결하여 볼트로 고정(固定)시켰다.

4. 합성수지(合成樹脂) 사용보강(使用補强)

가. 전(前) 처리(處理)에서 경화(硬化)를 시킨 벽체(壁體)는 벽화(壁畵)가 그려진 面에 창호

지(窓戶紙)를 한겹 덮고 다음 비니루지(Poly Ethylene Sheet)를 한겹 덧댄후 비니루지(Poly 

Ethylene Sheet) 위에 물에 적신 창호지(窓戶紙)(손으로 짜서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를 5겹 

부착(附着)시켰다.

나. 창호지(窓戶紙)가 덮혀진 위에 다시 Poly Ethylene Sheet로 실리콘러버(Silicon 

Rubber) 를 채울 자루를 만들어 창호지(窓戶紙)위에 덧댄후 이 자루안에 실리콘러버

(Silicon Rubber) KE12 RTV(일본신월사(日本信越社))를 1㎝이상(以上)의 두께로 채우면

서 이미 제작(製作)된 2分베니아합판(合板)을 대면서 고정(固定)시켰다.

다. 다음 폴리에치렌紙(Poly Ethylene Sheet) 를 베니아합판(合板) 밖으로 한겹 덧댄후 

20㎝짜리  4分베니아合板을 대어 덮고, 그 속에 발포성(發泡性) 우레탄훰(Poly urethan 

foam) 을 7㎝ 以上 두께로 계속 채우면서 앞에 설명(說明)과 동일(同一)하게 4分베니아合板

을 덧대어 고정(固定)시켰다. 단 벽화(壁畵)를 해체(解體)할 때 견고성(堅固性)을 감안하여 벽

체상부(壁體上部) 50㎝ 높이까지는 폴리우레탄훰(Poly urethan foam)을 11㎝ 以上 두께로 

채웠다. 그러나 전 현황(前 現況)에서 밝힌바와 같이 벽화벽(壁畵壁)의 표면(表面)이 고르지 

않고 요철(凹凸)이 심하게 되었으므로 1㎝두께로 채운 Silicon Rubber의 두께는 베니아合板을 

유동성있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부었다 하더라도 2∼3㎝ 두께로 들어간 면(面)도 많았을 것

이다.

5. 해체(解體) 및 운반(運搬)

가. 해체(解體)할 벽체(壁體) 외부(外部)에 버팀대를 가설(假設)하고 버팀대로부터 3단으로 

도루레를 설치(設置)하여 돌림대에 연결하 다.

나. 돌림대에 연결된 철제(鐵製) 로프(와야줄)로 이미 제작(製作)되어 합성수지(合成樹脂)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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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진 벽중앙(壁中央)을 세로로 매어 연결하고 또한 벽(壁)이 빠져나올 때의 충격을 막기 위하

여 내측벽(內側壁) 하단(下端) 兩 갓면과 중앙(中央)에 각각(各各) 로프를 걸어 사람이 잡아서 

上․下가 같이 빠져 나오도록 힘을 주어 붙들고 있었다.

다. 이상(以上)의 작업(作業)이 완료(完了)된 후(後) 돌림대를 서서히 돌려 벽체(壁體)를 견

고(堅固)하게 고정(固定)시킨 다음 중방(中枋)밑의 벽(壁)을 전체(全體) 털어내었으며 기둥에 

부착(附着)되어 있는 양벽선(兩壁線)과 상방벽선(上枋壁線)에 부착(附着)된 버팀벽의 벽살을 

좁은 톱으로 절단(切斷)하고 최후(最後)로 중방(中枋)을 벽면(壁面)과 맞게 자른 다음 서서히 

돌림대를 돌려 벽체(壁體)를 현위치(現位置)에서 빼어낸 다음 돌림대의 줄을 서서히 풀면서 수

직으로 지면(地面)에 내려놓았다.

라. 지면(地面)에 수직으로 내려진 벽체(壁體)는 버팀대를 다시 가설(假設)하여 돌림대를 돌

리면서 수평(水平)으로 눕혀 놓았다.

마. 수평(水平)으로 눕혀진 벽(壁)은 다시 중앙(中央)에 철제(鐵製)로프를 가로로 묶은 다음 

돌림대를 돌려 벽화벽(壁畵壁)을 들어 올려 우마차(牛馬車)에 싣고 움직이지 않게 턴바클로 고

정(固定)시킨 다음 로프를 이용(利用)하여 여러사람이 끌어 보존각 정문(保存閣 正門)까지 운

반(運搬)한 다음 보존각 외부(保存閣 外部)와 내부(內部)에 각각(各各) 돌림대를 다시 설치

(設置)하여 벽화 진열장(壁畵 陳列欌)이 놓이는 정위치까지 운반(運搬), 보관(保管)하 다.

♣ 참고사항(參考事項)

1. 무위사벽화 보존대책 추진경위(無爲寺壁畵 保存對策 推進經緯)

  가. 보존상태 현지조사(保存狀態 現地調査)

순위(順位) 년월(年月) 조사자(調査者) 비고(備考)

1次 1977年 7月 ∘심정섭(沈貞燮)(서울大學校 敎授)

∘임응극(林應極)(서울大學校 敎授)

∘이대성(李大成)(延世大學校 敎授)

∘김동현(金東賢)(保存科學硏究室長)

∘김병호(金炳虎)(保存科學硏究室)

∘안희균(安喜均)(      〃       )

조사후 보존대책(調査後 保存對

策)을 위한 회의 개최(會議 開

催)

2次 1978年 11月 美國 보스톤 박물관장(博物館長) Jan Fontein

3次 1978年 11月 이태리(伊太利) Rome Center Paolo M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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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가회의(專門家會議)

순위(順位) 년월(年月) 참가자(參加者) 토의내용(討議內容)

1次 1977年 12月 ∘최순우(崔淳雨)(國立中央博物館長)

∘김원룡(金元龍)(서울大學校 敎授)

∘임응극(林應極)(      〃       )

∘심정섭(沈貞燮)(      〃       )

∘이대성(李大成)(延世大學校 敎授)

∘노재식(盧在植)(韓國에너지硏究所)

∘김정기(金正基)(文化財硏究所所長)

∘김동현(金東賢)(保存科學硏究室長)

∘극락전 내부(極樂殿 內部)에 

이탈(離脫)되고 있는 벽화(壁

畵)는 현위치(現位置)에서 떼

어낸다.

∘벽화전체(壁畵全體)를 정 사

진 촬  및 모사(模寫)하여 

구보존(永久保存)한다.

∘균열(龜裂) 및 박락(剝落)되고 

있는 벽화(壁畵)는 접착보강

(接着補强)하고 벽화표면(壁

畵表面)을 살충 처리(處理)한

다.

∘진열장(陳列欌)은 스텐레스와 

목재(木材)를 겸용하여 폐된 

특수이중 진열장을 제작하고 

유리는 자외선 차단용 페어그

라스를 사용(使用)한다.

∘현표면(現表面)에 나타나는 벽

화(壁畵)를 떼어내고 속에 있

는 벽화(壁畵)를 나타내게 하

는 것은 가능하나 장기간(長期

間)의 시간(時間)이 필요(必

要)할 것이다.

∘벽화(壁畵)는 보존각(保存閣)

에 보존(保存)하고 떼어낸 위

치(位置)에는 모사도(模寫圖)

에 의한 벽화(壁畵)를 그려 넣

는다.

2次 1978年 11月 ∘최순우(崔淳雨)(國立中央博物館長)

∘Jan Fontein(보스톤 박물관장(博物館長))

∘김원룡(金元龍)(서울大學校 敎授)

∘진홍섭(秦弘燮)(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長)

∘이태 (李泰寧)(서울大學校 敎授)

∘임응극(林應極)(      〃       )

∘김정기(金正基)(文化財硏究所所長)

∘김동현(金東賢)(保存科學硏究室長)

3次 1978年 11月 ∘Pool Mora(伊太利 Rome Center)

∘최순우(崔淳雨)(國立中央博物館長)

∘김원룡(金元龍)(서울大學校 敎授)

∘진홍섭(秦弘燮)(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長)

∘이대성(李大成)(延世大學校 敎授) 

∘임응극(林應極)(서울大學校 敎授)

∘김유선(金裕善)(韓國에너지硏究所)

∘김정기(金正基)(文化財硏究所所長)

∘김동현(金東賢)(保存科學硏究室長)

1) Acryl Emulsion을 사용(使用)하여 분상박락(粉狀剝落)되고 있는 안료(顔料)를 

접착(接着)시켜주고 또한 벽화벽(壁畵壁)을 경화(硬化)시키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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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화면(壁畵面)에 합성수지(合成樹脂) 보강(補强)을 위하여 창호지(窓戶紙)를 붙이고 

있는 상태(狀態).

 

 

3) 창호지(窓戶紙)와 Poly Etheylene Sheet를 벽화면(壁畵面)에 붙인 後 그 위에 Poly 

Etheylene Sheet 자루를 대고 Silicon Rubber를 붓고 있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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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ilicon Rubber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狀態).

 
 

5) Silicon Rubber를 사용(使用) 보강(補强)한 후 그 위에 Poly urethan foam을 

채우며 보강(補强)시키고 있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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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ly urethan foam이 완전(完全)히 채워진 상태(狀態).

 

7) 합성수지(合成樹脂)로 완전(完全)히 보강(補强)한 後 받침대와 돌림대를 

사용(使用)하여 벽(壁)을 떼어내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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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떼어낸 벽화벽(壁畵壁)을 우마차(牛馬車)에 싣고 보존각(保存閣)으로 운반(運搬)하는 

상태(狀態).

 
 

9)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 삼존불(三尊佛)의 내부입면도(內部立面圖) 및 

파손상태(破損狀態)와 틀 제작상태(製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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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 삼존불(三尊佛)의 외부입면도(外部立面圖) 및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채울“틀”제작상태(製作狀態).

 

 

11) 무위사극락전(無爲寺極樂殿) 우측벽(右側壁)의 돌출부(突出部)를 표시(表示)한 

단면도(斷面圖)

  ① 단면도(斷面圖) : 벽화벽(壁畵壁)의 좌측부위(左側部位)

  ② 단면도(斷面圖) : 벽화벽(壁畵壁)의 중앙부위(中央部位)

  ③ 단면도(斷面圖) : 벽화벽(壁畵壁)의 우측부위(右側部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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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적단면(遺蹟斷面)의 절단(切斷) 및 전사법(轉寫法)

유적(遺蹟)에 있어서 층위(層位)를 정확(正確)하게 파악(把握)하고 그것을 기록 보존(記錄 

保存)하는 것은 발굴조사(發掘調査)의 기본(基本)이다. 그러나 대부분(大部分)의 경우 실측(實

測)이나 사진촬 (寫眞撮影)에만 치중하는 예(例)가 허다하게 많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발

굴(發掘)된 층위(層位)나 유적단면(遺蹟斷面)을 얇게 도려내어 포(布)(베) 또는 합판등(合板

等)에 전사(轉寫)하여 실내(室內)로 가져올 수가 있다면 발굴후(發掘後)에 있어서도 실물(實

物)을 어떤 각도(角度)에서든 정 (精密)한 조사(調査)를 할 수 있는 효과적(效果的)인 기록보

존법(記錄保存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층위(層位)나 유적단면(遺蹟斷面)의 검출상태(檢出狀

態)를 정확(正確)하게 전사(轉寫)할 수 있으므로 발굴(發掘)에 종사(從事)하지 않는 제3자(第

三者)에 대해서 유적(遺蹟)을 설명(說明)할 경우 현장(現場)에서 보는 바와 똑같은 느낌을 갖

게할 수 있는 좋은 자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이 공법(工法)은 유적(遺蹟)의 단면(斷面)뿐만 아니라 평면(平面)까지도 응용(應用)할 수가 

있다. 이에 적용(適用)되는 범위(範圍)는 서언(序言)에서 밝힌바 있으므로 생략(省略)하고 점토

층(粘土層)으로 되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또는 습지대(濕地帶)에 있는 유적(遺蹟)들은 어떠

한 방법(方法)으로 절단(切斷)할 것인가? 이는 유적(遺蹟)을 구성(構成)하는 토양(土壤)의 물

성(物性)이나 함수량등(含水量等)을 정확(正確)하게 파악(把握)한 後 이들의 조건(條件)에 맞

는 재료(材料)를 선정(選定)하여 공법(工法)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1. 준비(準備) 및 합성수지도포(合成樹脂塗布)

절단(切斷)하여 전사(轉寫)할 범위(範圍)가 결정(決定)되면 꽃삽 또는 야전용 작은삽 等을 

사용(使用)하여 전사대상면(轉寫對象面)을 가능한한 평평(平平)하게 되도록 깎아낸다. 만일 이

때에 토기(土器)와 같은 유적(遺蹟)이 포함(包含)되어 있으면 전사면(轉寫面)에 그대로 부착

(附着)시켜 두는 것이 더 효과적(效果的)일 것이므로 이들은 상태(狀態) 그대로 남겨두고 흙의 

표면(表面)만 깎아낸다.

다음 유적지(遺蹟地)의 지표(地表)나 또는 위치등(位置等)을 확인(確認)할 수 있도록 전사도

막면(轉寫塗膜面)에 표시(表示)를 하여 둔다. 전사범위(轉寫範圍)가 결정(決定)되고 그 부분

(部分)이 평평(平平)하게 정형(整形)되면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엷게 도포(塗布)한다. 사용(使

用)하는 합성수지(合成樹脂)는 절단(切斷)하는 토양(土壤)의 물성(物性)에 따라 각각(各各) 

다르게 준비(準備)한다.

절단면(切斷面)이 건조(乾燥)되었거나 또는 아주 단단한 점토층등(粘土層等)은 접착력(接着

力)이 강(强)한 합성수지(合成樹脂)가 필요(必要)하다. 여기에는 에폭시(Epoxy) 系 합성수

지(合成樹脂) Tomack-NR51 (일본 상품명(日本 商品名))은 전사용(轉寫用)으로 특별(特

別)히 만들어진 것으로 충분(充分)한 접착력(接着力)과 유연성(柔軟性)을 지닌 수지(樹脂)이

다5).

2) 패총(貝塚)이나 사층등(砂層等)과 같이 비교적(比較的) 연질(軟質)인 토층(土層) 또는 

습지대(濕地帶)에 있는 토층(土層)이나 지하수(地下水)가 분출(噴出)되고 있는 토층등(土層

等)과 같은 곳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화합물(化合物)을 주성분(主成分)으로 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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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合成樹脂) 삼푸렌(Samplane) WE106(일본삼양화학(日本三洋化學) K.K)를 이용(利

用)하면 좋다6).

3) 발굴후 시간(發掘後 時間)이 얼마 경과되지 않아 습(濕)한 상태(狀態)에 있으나 시간(時

間)이 지나면 건조(乾燥)될 수 있는 토층(土層)은 토루엔(Toluene) 알콜(Alcohol)等 휘발성이 

강(强)한 약품(藥品)을 뿌린 다음 인화(引火)하여 건조(乾燥)시킨後 Tomack-NR51 을 사

용(使用)하여 절단(切斷)하는 방법등(方法等)도 고려(考慮)해 볼 수 있다.

전사면(轉寫面)에 도막(塗膜)을 형성(形成)시키는 수법(手法)은 털솔 等으로 도포(塗布)

하는 방법(方法), 스프레이(Sprey)로 분무(噴霧)하는 방법등(方法等)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작업

능률(作業能率)이나 경비면(經費面)을 고려(考慮)하여 결정(決定)하면 될 것이다.

2. 절단(切斷) 및 전사(轉寫)

합성수지(合成樹脂)를 도포(塗布)한 後 먼저 강도(强度)를 증가(增加)시키기 위하여 布(베)

를 상하(上下)로 길게 붙인다. 이때 포 전체(布 全體)가 단면(斷面)의 미세(微細)한 요철부(凹

凸部)까지 착(密着)되도록 가볍게 눌러주는 것이 좋다.

포(布)의 종류(種類)는 유리헝겊, 가재헝겊, 마직물(麻織物) 等 사용(使用)할 수 있으나 유리

헝겊은 강도(强度)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최적(最適)이나 중량(重量)이 불필요(不必要)하게 무

겁고 또한 고가(高價)이므로 잘 사용(使用)되지 않는 편이다.

전사자료(轉寫資料)는 베니어판에 고정(固定)시키는 것이 통상(通常)이므로 포자체(布自體)

는 항구적(恒久的)인 강도(强度)를 요(要)하는 것은 아니다. 단 실내(室內)로 반입(搬入)할때

까지 보호역할(保護役割)을 할 뿐이므로 가격(價格)이 저렴(低廉)한 것을 사용(使用)하여도 무

방하다.

포(布)를 붙인 후(後)에는 다시 합성수지(合成樹脂) Tomack-NR51 를 포(布)의 양면(兩

面)에 충분(充分)히 침투(浸透)되도록 상면(上面)으로부터 도포(塗布)한다. 최종단계(最終段

階)의 수지도막(樹脂塗膜)이 충분(充分)히 건조경화(乾燥硬化)(토막크(Tomack-NR51)는 상

온(常溫)에서 約 3∼12시간(時間), 삼푸렌(Samplane) WE106은 約 5∼180分)된후7) 상(上)

으로부터 하방향(下方向)으로 포(布)를 잡아떼면 토층면(土層面)이 포(布)에 붙어 절단(切斷)

되게 된다.

떼어낸 포면(布面)에 불순물(不純物)이 붙었거나 또는 평평(平平)하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전

사(轉寫)되어질 면(面)을 다시 꽃삽으로 깎아내어 평형(平衡)을 만들거나 또는 물로 깨끗이 닦

아낸다.

만일 반대(反對)로 수지(樹脂)의 도포(塗布)가 잘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사면(轉寫面)에 

흙이 부분적으로 부족하게 절단(切斷)될 때가 있다. 이때에는 동 위치(同 位置)의 토양(土壤)을 

채취(採取)하여 정형단계(整形段階)에서 보충(補充)하여 접착(接着)시키면 된다.

토층(土層)을 절단(切斷)하는데 있어서 절단(切斷)되는 면적(面積)의 크기에는 제한(制限)없

이 전체(全體)를 한번에 떼어낼 수 있으나 운반(運搬), 전시(展示), 보관등(保管等)을 고려(考

慮)하여 적당(適當)한 크기로 절단(切斷)한다.

단 이때 주의(注意)를 요(要)하는 것은 실측도(實測圖)나 사진(寫眞)을 정확(正確)하게 만들

었다가 절단(切斷)된 면(面)을 복원(復元)할 때 참고자료(參考資料)로 이용(利用)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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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세(水洗) 및 정형(整形)

전사자료(轉寫資料)는 포면(布面)에 필요이외(必要以外)로 토양(土壤)이 많이 부착(附着)되

어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물로 닦아 내던지 아니면 꽃삽등으로 제거(除去)하여 전사면(轉寫

面)을 될 수 있는한(限) 얇게 경화(硬化)시켜 주는 것이 좋다.

수세후(水洗後)에는 그대로 건조(乾燥)시켜주는 것도 좋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토질(土

質), 층위등(層位等)은 습(濕)한 상태(狀態)에서 식별(識別)하기가 쉬우므로 Isocyanate系 합

성수지(合成樹脂) 산콜(Sankhol) SK50(상품명(商品名))等으로 엷게 도포(塗布)하면 층상

(層狀)이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土壤)도 접착(接着)시켜 준다.

다음 토층(土層)을 절단(切斷)할 때 떼어놓은 토기(土器)나 각종 유물(各種 遺物)들을 접착

제(接着劑)(Epoxy系 합성수지(合成樹脂) : 상품명(商品名), Araldite Rapid Cemendine Hi 

Super)를 사용(使用)하여 전사면(轉寫面)에 접착(接着), 고정(固定)시킨다.

전사면(轉寫面)에 부착된 유물(遺物)들 中에는 수세(水洗)한 後 자연건조 도중(自然乾燥 途

中) 토기(土器)나 석기등(石器等)은 손상(損傷)이 별로 없으나 매장중(埋藏中)에 열화(劣化)

된 유물(遺物)은 자연건조(自然乾燥)를 시키면 급격(急激)한 변화(變化)를 일으키므로 이들은 

재질(材質)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존처리(保存處理)가 필요(必要)하다.

1) 목재유물(木材遺物)이나 종자등(種子等)이 수침(水浸)된 상태(狀態)와 거의 비슷한 것들

은 자연건조(自然乾燥)가 되면 갑자기 수축(收縮)되어 출토당시(出土當時)의 형태(形態)와는 

달리 완전(完全)히 변형(變形)되므로 수세(水洗)한 後 전체(全體)를 고분자물질(高分子物質)

인 폴리에치렌그리콜(Poly Ethylene Glycohol)을 사용(使用)하여 경화(硬化)시킨다.

부분적(部分的)인 경화처리(硬化處理)로는 용제(溶劑)로 탈수(脫水)한 後 합성수지(合成樹

脂)를 침투(浸透)시켜 경화(硬化)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 패총등(貝塚等)에서 발굴(發掘)된 인골(人骨)같은 것은 농도(濃度)가 낮은 투명(透明)한 

아크릴(Acryl)系 합성수지(合成樹脂) 파라로이드(Paraloid) B72로 경화처리(硬化處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8).

끝으로 전사면(轉寫面)을 합판(合板)에(베니어 합판(合板)이 가격(價格)이 저렴함) 부착(附

着)시키기 위한 접착제(接着劑)로는 Epoxy系 합성수지(合成樹脂) Araldite SV427(주제(主

劑))과 HV427(경화제(硬化劑))을 1:1로 배합(配合)하여 접착(接着)시키는 것이 좋다.

다음은 1981年 6月에 전라남도 익산군내(全羅南道 益山郡內)에 소재(所在)한 미륵사지 발

굴현장(彌勒寺址 發掘現場)에서 직접 토층(土層)을 절단(切斷)하 던 방법(方法)을 사진(寫

眞)으로 설명(說明)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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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륵사지 발굴현장(彌勒寺址 發掘現場)의 절단(切斷)하기前 

토층상태(土層狀態)(지표(地表) : BM 6000＋1.062 기준점 GL987)

 

 

2) 절단(切斷)할 면(面)을 꽃삽으로 평평(平平)하게 깎아낸 後 Tomack-NR51을 

도포(塗布)한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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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mack-NR51을 도포(塗布)한 後 그 위에 포(布)(베)를 붙이고 있는 상태(狀態).

 

4) 포(布)를 붙인 後 다시 그 위에 Tomack-NR51를 도포(塗布)한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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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층(土層)을 포(布)에 붙여 떼어놓은 상태(狀態).
 

 

6) 전사면(轉寫面)을 물로 세척(洗滌)하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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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사면(轉寫面)을 완전(完全)히 물로 세척(洗滌)한 後 층상(層狀)이 잘 나타나고 

토양(土壤)도 접착(接着)시켜 주기 위하여 Sankhol-SK50을 도포(塗布)하는 상태(狀態).

 

 

8) 전사면(轉寫面)이 완결(完決)된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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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상사(實相寺) 백장암3층석탑(百丈庵三層石塔) 복원(復元)

본(本) 탑(塔)은 국보(國寶) 第10號로서 전라북도(全羅北道) 남원군(南原郡) 산내면(山內

面) 대정리(大井里) 백장암(百丈庵)에 있는 화강석(花崗石)으로 만들어진 탑(塔)으로서 통일신

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것이고 전고(全高)는 5m이다9).

이 탑(塔)은 1980年 2月에 붕괴(崩壞)되어 파손(破損)된 것을 동년(同年) 8月 6日부터 9月 

15日까지 約 40일간(日間)에 걸쳐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응용(應用)하여 접착복원(接着復元)

하 다. 붕괴(崩壞) 당시(當時)의 상태(狀態)는 다음과 같았다.

1. 현  황(現  況)

과거(過去)에 보수공사(補修工事)를 할 때 파손(破損)되고 이탈(離脫)된 석재면(石材面)을 

접착제(接着劑)를 사용(使用)하여 접착(接着)시킨 적이 있으나 붕괴당시(崩壞當時) 접착(接

着)을 시켰던 부분(部分)이 다시 이탈(離脫)된 것으로서 접착(接着)되었던 면(面)을 조사검토

(調査檢討)하여 본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접착제(接着劑)를 썼던 것으로 추정(推定)

된다. 즉 포리졸(Poly Vinyl Alcohol) 에 시멘트가루를 혼합(混合)하여 몰탈(Mortar)을 만

든 다음 이를 사용(使用)하여 접착(接着)시킨 것과 액체상(液體狀)의 에폭시(Epoxy)수지(樹

脂)로 접착(接着)시킨 것 두가지로 분류(分類)할 수 있으나 전자(前者)는 점도(粘度)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접착면(接着面)에 도포(塗布)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며 또한 도포후(塗布後) 분리

(分離)된 석편(石片)의 면(面)이 착(密着)하도록 맞춘 후 완전(完全)히 경화(硬化)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경화과정중(硬化過程中) 양면(兩面) 사이에 틈이 생겨 이탈(離脫)되었기 때문에 

접착제(接着劑)의 효과(效果)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後者)는 노란색을 띈 

것으로 접착당시(接着當時) 철심(鐵心)을 박아 보강(補强)하 으나 접착상태(接着狀態)를 보

면 보강당시(補强當時) 사용(使用)한 수지(樹脂)를 표면(表面)에 충분(充分)히 도포(塗布)는 

하 으나 분리(分離)된 양 석편(兩 石片)을 접착(接着)시킨 後 본 수지(本 樹脂)가 완전(完

全)히 경화(硬化)될 때까지 계속 착(密着)되도록 압력(壓力)을 가하지 않고 방치(放置)하

으므로 석편(石片)의 자중(自重)으로 경화도중(硬化途中)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이

는 분리(分離)된 곳을 관찰(觀察)하여 본 결과(結果) 전체(全體) 접착(接着) 면적중(面積中) 

15% 정도(程度)의 면적(面積)만 접착(接着)되었던 흔적(痕迹)이 있고 나머지는 접착(接着)되

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結果)는 외부(外部)에 가하여진 충격으로 

접착(接着)되었던 면(面)이 재(再) 분리(分離)된 것이다.

2. 접착면(接着面) 세척(洗滌)

과거(過去)에 사용(使用)하 던 접착제(接着劑)가 접착(接着)시킨 양면(兩面)에 다량(多量) 

부착(附着)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녹여내기 위하여 Methyl acetate 40%, Tetra-hydrofuran 

50%, Methanol 10%를 각각(各各) 혼합(混合)하여 이 용액(溶液)을 솜에 충분(充分)히 적신 

다음 접착제(接着劑)가 부착(附着)된 돌위에 올려놓고 폴리에치렌紙(Poly Ethylene Sheet)로 

혼합물(混合物)이 증발(蒸發)되지 않도록 잘 싼 후 24시간(時間) 방치(放置)하 다가 떼어보니 

제거(除去)가 어려운 에폭시수지(樹脂)(Epoxy Resin)도 본(本) 용제(容劑)를 서서히 흡수(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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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하여 팽창(膨脹)하며 돌에서 쉽게 떨어졌다. 1次에 완전(完全)히 제거(除去)되지 않은 것은 

같은 방법(方法)으로 2∼3회 반복하여 용해(溶解)시킨 결과(結果) 완전(完全)히 제거(除去)되

었다.

상기(上記) 약품(藥品) 이외(以外)에 D-Methyl formide 를 동일(同一)한 방법(方法)으

로 시행(施行)하여 본 결과(結果) 동일(同一)한 효과(效果)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 부드러운 

금속(金屬)솔로 가볍게 문질러 팽창(膨脹)된 에폭시수지(樹脂)(Epoxy Resin)를 완전히 제거

(除去)하고 메칠알콜(Methyl Alcohol)로 표면(表面)을 깨끗이 닦아내어 건조(乾燥)시켰다.

3. 접착보강(接着補强)

가. 접착(接着)시키는 양면(兩面)과 붕괴당시(崩壞當時) 석재면(石材面)에 부딪쳐 충격을 받

은 면(面)은 에치렌실리케이트(Ethylene Silicate) 를 3회 도포(塗布)하여 견고(堅固)하게 

경화처리(硬化處理)하 다.

나. 파손(破損)된 석재편(石材片)이 크기 때문에 접착후(接着後)에도 계속(繼續)하여 하중

(荷重)을 받을 우려(憂慮)가 있는 석편(石片)은 접착(接着)시키는 석편(石片) 양면(兩面)에 스

텐레스봉(棒)을 박아 접착보강(接着補强)하 다. 스텐레스봉(棒)을 박을 정확(正確)한 위치(位

置)를 표시(表示)하기 위하여는 실리콘러버(Silicon Rubber) KE17RTV(일본신월사(日本信

越社))로 부착(附着)되는 석재양면(石材兩面)의 모형(模型)을 떠서 만든後 이 모형(模型)에 

맞추어 위치(位置)를 정확(正確)하게 표시(表示)한 다음 드릴로 구멍을 뚫은後 에폭시(Epoxy)

系 합성수지(合成樹脂) 아랄다이트(Araldite) AW106(주제(主劑))과 HY953(경화제(硬化劑))

을 배합(配合)하여 스텐레스棒을 뚫어진 구멍에 넣고 접착고정(接着固定)시켰다(단 이때에 주

의(注意)하여야 할 점은 만일 스텐레스棒을 박을 위치(位置)가 정확(正確)하게 맞지 않거나 또

는 각도(角度)가 틀리게 되면 석재(石材)의 접착면(接着面)도 정확(正確)하게 맞지 않을 것이

며 복원후(復元後)에도 형태(形態)가 약간 변형(變形)될 우려(憂慮)가 있다).

다. 붕괴당시(崩壞當時) 충격으로 인하여 균열(龜裂)이 된 부분(部分)은 주사기(注射器)와 

같은 형태(形態)로 제작(製作)된 용기(容器)에 들어있는 시아노 아크릴 접착제(接着

劑)(d-cyano acrylate adhesives), 쓰리본드(Three Bond)1743(미국(美國) Three Bond社 

제품(製品))을 균열부 내부(龜裂部 內部)까지 본 용액(本 溶液)이 침투(浸透)되도록 주입(注

入)시켜서 접착보강(接着補强)시켰다.

라. 석재(石材)의 접착방법(接着方法)은 접착력(接着力)을 최대(最大)한 강(强)하게 하기 위

해서 접착(接着)시킬 석재(石材) 1개(個)는 폴리에치렌紙(Poly Ethylene Sheet)로 완전(完

全)히 포장하여 지면(地面)을 파서 접착면(接着面)이 상부(上部)로 향(向)하도록 땅에 묻어 고

정(固定)시키고 스텐레스棒을 박아 접착(接着)시킨 後 접합(接合)시킬 양면(兩面)에 투명액체

(透明液體)인 에폭시(Epoxy)系 합성수지(合成樹脂) 아랄다이트(Araldite) AW106과 HY953

을 1:1로 배합(配合)하여 양면(兩面)에 충분히 바른 다음 부착(附着)시킬 석재(石材)를 돌림대

로 들어 上에서 하(下) 방향(方向)으로 땅에 묻어놓은 석재(石材)의 양면(兩面)에 댄 後 칠하

여진 접착제(接着劑)가 접착면(接着面) 요철部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전후좌우(前後左右)로 약

간 문질 다가 다시 들어올려 접착면(接着面)이 정확(正確)하게 맞는지, 또는 접착제(接着劑)

가 요철부까지 충분히 침투(浸透)되어 빈 공간(空間)은 생기지 않았는지, 스텐레스棒은 뚫어진 

구멍에 정확(正確)하게 맞았다고 인정(認定)되면 다시 접착(接着)시켜 전후좌우(前後左右)로 

문질러 접착제(接着劑)가 완전(完全)히 응고(凝固)될때까지 30시간(時間) 이상(以上)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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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어서 고정(固定)시켜 놓았다.

마. 붕괴당시(崩壞當時) 석재(石材)의 모서리 또는 끝부분(部分)이 파손(破損)되어 접착면

(接着面)이 정확(正確)하게 맞지 않고 틈이 벌어지는 것은 전체(全體) 접착면적(接着面積)의 

80%는 에폭시(Epoxy)系 합성수지(合成樹脂) 아랄다이트(Araldite) AW106으로 일단 접착

(接着)하고 나머지 면적(面積)(빈공간) 10%는 반고체상태(半固體狀態)(점토(粘土)와 같음)로 

제조(製造)된 인공목재합성수지(人工木材合成樹脂)로 메운다음 나머지 외부(外部)로 노출(露

出)되는 10%의 면적(面積)은 아랄다이트(Araldite) AW106에 본 탑(本 塔)과 동일(同一)한 

석분(石粉)과 안료(顔料)를 배합(配合) 응석수지(凝石樹脂)몰탈을 만들어 충전보강(充塡補强)

한 後 표면처리(表面處理)를 하여 본래(本來)의 석재(石材)와 동일(同一)한 질감(質感)을 갖

도록 하 다.

바. 석재(石材)가 깨어져 없어진 부분(部分)은 인공목재합성수지(人工木材合成樹脂)로 형태

(形態)를 만들어 붙이고 외부(外部) 육안(肉眼)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아랄다이트(Araldite) 

AW106에 석분(石粉)과 안료(顔料)를 넣어 응석수지(凝石樹脂)몰탈을 만든다음 이를 접착충전

(接着充塡)하여 본래(本來)의 석재(石材)와 동일(同一)한 질감(質感)을 갖도록 표면(表面)을 

고색처리(古色處理)하 다.

사. 이상(以上)과 같은 방법(方法)으로 접착처리(接着處理)를 완전(完全)히 끝마친 後 높이 

8m이상(以上)의 돌림대와 높이 6m되는 체인을 각각(各各) 견고(堅固)히 설치(設置)하고 두 

기구를 동시에 사용(使用)하여 접착(接着)시킬 옥신(屋身)과 옥개석등(屋蓋石等) 부재(部材)들

을 본래(本來)의 상태(狀態)대로 들어 올리면서 수평(水平)을 정확(正確)하게 맞추었다.

아. 상륜부(上輪部)까지 전체(全體)를 다 올려놓은 後 4면(四面)에서 기울기와 수평(水平)을 

정확(正確)하게 맞추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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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부위(接着部位) 및 사용약품(使用藥品)

명칭(名稱) 접 착 부 위(接 着 部 位) 약 품 명(藥 品 名)

下臺石

(하대석)

∘이탈(離脫)된 석재접착복원(石材接着復元) 1個所

∘균열(龜裂)된 部分 충전보강(充塡補强) 3개소

∘파손(破損)되어 없어진 부분(部分) 형태제작(形態

製作) 및 고색처리(古色處理) 1個所

Silicon Rubber KE17RTV(日本信越社)

Araldite AW106 主劑

(Swiss CIBA Geigy)

Araldite HY 953 硬化劑

(Swiss CIBA Geigy)

Araldite XN 1023 主劑

(Swiss CIBA Geigy)

Araldite XN 1024 

(Swiss CIBA : 硬化劑)

D-Methyl formide(日本)

Methyl acetate

Tetra hydrofaran

Methyl alcohol

Three Bond(1743 美國)

一層屋身 ∘龜裂된 部位 充塡補强 2개

一層屋蓋石

받침

∘龜裂된 部位 充塡補强 3個所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2個所

一層屋蓋石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4個所

∘龜裂된 部位 充塡補强 3個所

∘破損되어 없어진 部分 形態製作 및 古色處理 

  3個所

二層屋身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3個所

二層屋蓋石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3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3個所

∘破損되어 없어진 部分 形態製作 및 古色處理 

  2個所

三層屋身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5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3個所

∘破損되어 없어진 部分 形態製作 및 古色處理 

  4個所

三層屋蓋石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2個所

복발(覆鉢)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2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4個所

∘破損되어 없어진 部分 形態製作 및 古色處理 

  3個所

명칭(名稱) 접 착 부 위(接 着 部 位) 약 품 명(藥 品 名)

앙화(仰花)

∘이탈(離脫)된 석재접착복원(石材 接着復元) 1個所

∘균열(龜裂)된 부분충전보강(部分 充塡補强) 3個所

∘파손(破損)되어 없어진 부분 형태제작(部分 形態

製作) 및 고색처리(古色處理)  1個所

寶輪(下 1)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2個所

寶輪(下 2)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1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2個所

∘破損되어 없어진 部分 形態製作 및 古色處理 

  1個所

寶輪(下 3)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1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1個所

寶輪(下 4)
∘離脫된 石材 接着復元 1個所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2個所

수연(水烟) ∘龜裂된 部分 充塡補强 4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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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상사(實相寺) 백장암3층석탑(百丈庵三層石塔)이 붕괴(崩壞)되어 파손(破損)된 

상태(狀態)

 ]

2) 과거(過去)에 사용(使用)되었던 Epoxy수지(樹脂)를 녹여내기 위하여 Methyl acetate 

40%, Tetra-hydrofuran 50%, Methanol 10%를 혼합(混合) 탈지면에 적신후 

수지면(樹脂面)에 올려놓고 Poly Ethylen Sheet를 덮어놓은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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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텐레스 봉을 박기 위하여 접착면(接着面)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상태(狀態)
 

 

4) 돌림대를 이용(利用)하여 옥개석(屋蓋石)을 들어올려 접착(接着)시키는 

상태(狀態)(접착(接着)시킬 옥개석(屋蓋石) 1個는 접착력(接着力)을 강(强)하게 하기 

위하여 땅에 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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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손(破損)된 석재(石材)를 접착(接着)시켜 고정시켜 놓은 상태(狀態)

 
 

6) 접착(接着)이 완료된 後 돌림대를 2個 가설하여 복원(復元)하는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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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원(復元)이 완성(完成)된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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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參考事項)

 1. 문화재 수리(文化財 修理)를 위한 합성수지 처리일람(合成樹脂 處理一覽)

(1981年 10月 現在)

지정번호

(指定番號)

명  칭

(名  稱)

시공년도

(施工年度)

처 리 내 용

(處 理 內 容)

사 용 약 품

(使 用 藥 品)

비고

(備考)

非指定文化財

(비지정문화재)

 송광사 침계루

(松廣寺 枕溪樓)

1978年 人工木材 樹脂處理(大樑, 기둥, 

도리, 창방 等 부식(腐蝕)된 부재 

수지처리후 재사용(部材 樹脂處理

後 再使用)) 

Araldite XN1023

   〃   XN1024

리카진 ST-001, 토루엔, 

신나

전라남도

(全羅南道)

非指定文化財  구미 채미정

(龜尾 採微亭)

〃 人工木材 樹脂處理

(균열부(龜裂部) 및 기둥의 부식부

(腐蝕部)와 표면처리(表面處理))

〃 경상북도

(慶尙北道)

史蹟(사적) 

189號

 충주 충렬사

(忠州 忠烈祠)

〃 〃 〃 충청북도

(忠淸北道)

地方有形53號

(지방유형)

 선운사만세루

(禪雲寺萬歲樓)

1979年 人工木材 樹脂處理

(대량부식부 처리(大樑腐蝕部 處

理))

〃 전라북도

(全羅北道)

寶物 662號

(보물)

 화암사우화루

(花巖寺雨花樓)

1981年 人工木材 樹脂處理(기둥, 대량, 

도리, 창방등 부재(部材)의 부식부

처리 재사용(腐蝕部處理 再使用))

Araldite SV 427

Araldite HV 427

Araldite GY 252

Araldite HY 2962

기타

〃

史蹟 193號  동구릉(東九陵)

 숭릉 정자각

(崇陵 丁字閣)

〃 人工木材 樹脂處理(대량(大樑)의 

절단부 접착보강(切斷部 接着補

强) 및 기둥의 부식부 처리(腐蝕

部 處理))

〃 경기도

(京畿道)

國寶(국보) 

10號
실상사백장암3층석

탑(實相寺百丈庵

三層石塔)

1980年 붕괴(崩壞)되어 파손(破損)된 것을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사용 접착

복원(使用 接着復元)함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Araldite XN 1023

Araldite XN 1024

Three Bond 1743

Silicon Rubber

KE 17 RTV

D-methyl formide

기타

전라북도

(全羅北道)

史蹟 195號 릉비(英陵碑) 1980年 탄흔부위 접착보강

(彈痕部位 接着補强)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토루엔, 에칠알콜

경기도

(京畿道)

國寶 198號  단양적성비

(丹陽赤城碑)

1980年 이탈부위 접착복원

(離脫部位 接着復元)

〃 충청북도

(忠淸北道)

史蹟 260號 도산서원 석등잔

(陶山書院 石燈盞)

1980年 〃 〃 경상북도

(慶尙北道)

史蹟 194號  헌인릉 태종비

(獻仁陵 太宗碑)

〃 파손부위 접착보강

(破損部位  接着補强)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Araldite XN 1023

Araldite XN 1024

Three Bond 1743

메칠에칠케톤

기타

서울특별시

史蹟 56號  행주산성대첩비

(幸州山城大捷碑) 

 

〃 균열부(龜裂部) 및 파손부위 접착

보강(破損部位  接着補强)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메칠에칠케톤, 알콜

기타

경기도

(京畿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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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指定番號)

명  칭

(名  稱)

시공년도

(施工年度)

처 리 내 용

(處 理 內 容)

사 용 약 품

(使 用 藥 品)

비고

(備考)

寶物 499號  낙산사7층석탑

(洛山寺七層石塔)

〃 이탈부위 접착복원

(離脫部位 接着復元)

〃 강원도

(江原道)

史蹟 117號  경복궁경회루

(景福宮慶會樓)

1980年 탄흔부 접착보강

(彈痕部 接着補强)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Araldite XN 1023

Araldite XN 1024

메칠에칠케톤

기타

서울특별시

地方有形145號  사명대사비

(四溟大師碑)

〃 균열부(龜裂部) 및 탄흔부위 접착

보강(彈痕部位 接着補强)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Three Bond 1743

에칠알콜

경상남도

(慶尙南道)

地方有形 4號  신륵사탑

(神勒寺塔)

1981年 이탈부 접착복원

(離脫部 接着復元)

〃 충청북도

(忠淸北道)

史蹟 123號  창경원 석란간

(昌慶苑 石欄干)

〃 이탈부 접착복원

(離脫部 接着復元)

〃 서울특별시

 한산대첩비

(閑山大捷碑)

〃 표면 세척(表面 洗滌) 염산, 염화암모늄, 시

르트산 나트륨, 그리세

린

경상남도

(慶尙南道)

이준열사 동상 1979年 〃 〃 서울특별시

國寶 13號 무위사극락전 벽

화(無爲寺極樂殿 

壁畵)

1979年 벽화(壁畵) 3點 해체(解體) 및 

표면 경화처리(表面 硬化處理)

Araldite XN 1023

Araldite XN 1024

Silicon Rubber

KE 12 RTV

Poly urethan foam

(MD1 PPG)

아크릴에말존 SB 510

Three Bond 1743

Epoxy Dremer RA-21

기타

전라남도

(全羅南道)

寶物 662號  화암사우화루

(花巖寺雨花樓)

1981年 벽화보존처리(壁畵保存處理)

(4폭)

Three Bond 1743

Araldite SV 427

Araldite HV 427

아크릴에말존 SB 510

이소시아네이트

파라로이드 B 72

기타

전라북도

(全羅北道)

地方有形139號  수다사명부전

(水多寺冥府殿)

1981年 벽화보존처리(壁畵保存處理)

(7폭)

〃 경상북도

(慶尙北道)

國寶 41號  용두사지철당간

(龍頭寺址鐵幢竿)

1981年 표면 경화처리(表面 硬化處理) 

및 파손부 복원(破損部 復元)

Three Bond 1743

Araldite GY 252

Araldite HY 2962

Araldite SV 427

Araldite HV 427

WD-40(U.S.A)

에칠알콜, 기타

충청북도

(忠淸北道)

地方有形89號  칠장사철당간

(七長寺鐵幢竿)

〃 〃 〃 경기도

(京畿道)

寶物 567號 만기사철조여래좌

상(萬奇寺鐵造如

來坐像)

〃 ∘표면부식부(表面腐蝕部) 및 이탈

부 접착복원(離脫部 接着復元)

∘없어진 손가락 형태제작

∘도금(鍍金)

Araldite AW 106

Araldite HY 953

Araldite SV 427

Araldite HV 427

토루엔, 기타

〃

※기록(記錄)된 내용은 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硏究室에서 직접 기술지도하에 처리(處理)된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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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합성수지일람(使用合成樹脂一覽)

유 별(類 別) 상 품 명(商 品 名) 용  도(用  途) 비  고(備  考)

Epoxy系 

合成樹脂

Araldite SV 427(主劑)

Araldite HV 427(硬化劑)

Araldite XN 1023(主劑)

Araldite XN 1024(硬化劑)

반고체상(半固體狀)(점토상(粘土狀))의 樹

脂로서 人工木材合成樹脂用으로 많이 使

用되고 있으며 石造物의 보수복원(補修復

元) 및 유물 보존처리용(遺物 保存處理

用)으로도 利用되고 있다.

∘백장암3층석탑복원

 (百丈庵三層石塔復元)

∘덕포진포가수거

 (德浦鎭砲架收去)

∘절단(切斷)된 토층(土層)

∘전사면(轉寫面)의 整形

Araldite AW 106(主劑)

Araldite HY 953(硬化劑)

Dremer RA-21

Araldite GY 250

Araldite GY 252

Araldite HY 2962

Araldite GY 1252

Araldite HY 837

액체상(液體狀)의 樹脂로서 접착성(接着

性)이 가장 우수하고 경화시(硬化時)에도 

수축(收縮)이 적으므로 사용범위(使用範

圍)가 가장 넓은 樹脂로서 종류(種類)도 

다양(多樣)하다.

木材, 石材, 금속(金屬) 等 접착제(接着

劑)로 가장 좋으며 F.R.P用으로도 가장 적

합하다. 그러나 경화후(硬化後)에 재용해

(再溶解)가 불가능(不可能)하다.

∘백장암3층석탑복원

 (百丈庵三層石塔復元)

∘무위사극락전벽화해체

 (無爲寺極樂殿壁畵解體)

∘토층전사(土層轉寫)

 

Tomack NR-51 層位, 유적단면(遺蹟斷面)의 切斷 및 전

사용(轉寫用)으로 제조(製造)된 樹脂임.

∘미륵사지토층 절단(彌勒寺

址土層 切斷)에 使用함.

Araldite Rupid 센멘다인 

하이슈퍼

(Cemendine Hi-super)

속효성접착제(速效性接着劑)로 유물복원 

처리(遺物復元處理)에 가장 많이 使用함.

〃

Acryl樹脂 Acryl Emulsion SB

Acryl Binder-17

Acryl Binder-18

水溶性으로서 壁畵 및 단청(丹靑)의 박락

방지(剝落防止) 및 벽체(壁體)나 흙 또는 

부패(腐敗)된 木材의 경화처리제(硬化處

理劑)로 使用되고 특히 단청(丹靑)의 접

착제(接着劑)로 使用됨. 

∘매장문화재수거(埋藏文化財

收去)를 위한 표면경화처리

(表面硬化處理)

∘무위사극락전벽화경화처리

 (無爲寺極樂殿壁畵硬化處理)

Paraloid B72

Paraloid B44

Acroide NAD10

리카진 ST-001

유용성(油溶性) 수지(樹脂)로서 토루엔 또

는 키시렌등으로 용해시켜 使用되며, 人骨,

貝, 골각제품(骨角製品)의 경화처리용(硬

化處理用)으로 使用되며 부식(腐蝕)된 木

材 또는 흙의 경화처리제(硬化處理劑)로

서 使用되고 특히 유물보존처리(遺物保存

處理)에 많이 使用됨.

∘벽화보존(壁畵保存)을 위한 

벽체경화처리(壁體硬化處理)

∘매장유물수거시 표면경화처

리(埋藏遺物收去時 表面硬

化處理)

Urethan樹脂 Poly urethan foam

OH-인제크

Urethan(PPG MDI)

발포성 樹脂로서 매장유물(埋藏遺物)의 

收去 壁畵壁의 해체(解體) 또는 취약(脆

弱)된 遺物을 포장하여 운반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지반안정제(地盤安定劑)로도 使

用됨.

∘무위사극락전벽화해체

 (無爲寺極樂殿壁畵解體)

∘김포덕포진 포가수거

 (金浦德浦鎭 砲架收去)

삼푸렌 WE 106 친수성(親水性) Urethan樹脂로서 습(濕)

한 토양(土壤)이나 습지대(濕地帶)의 유적

단면(遺跡斷面)의 경화용(硬化用)

Isocyanate樹脂 Sankhol-SK50

Exp. Psny-6

취약화(脆弱化)된 유물경화(遺物硬化) 및 

전사면정형(轉寫面整形)에 使用하면 흙의 

경화(硬化)는 물론 층위(層位)를 명확(明

確)하게 나타냄.

∘미륵사지토층 전사

 (彌勒寺址土層 轉寫)

∘벽화벽(壁畵壁)의 硬化

Silicon樹脂 Silicon Rubber

KE 17 RTV

Silicon Rubber

KE 12 RTV

∘벽화벽(壁畵壁)의 해체(解體) 또는 유물

(遺物) 수거시(收去時) 취약(脆弱)한 곳

의 보호제로 사용(使用)

  단 작업(作業)이 완료되면 제거함

∘모형제작용으로 가장 적합함.

∘無爲寺極樂殿壁畵解體

∘金浦德浦鎭 砲架收去

∘百丈庵三層石塔復元

Ethylene

Silicate系 

Binder

에칠 씨리케이트 40

Binder-HA S-1

Binder-SS101

석재 표면 경화처리용(石材 表面 硬化處

理用)으로 가장 우수함.

d-cyanoacrylate 

adhesives

∘Three Bond 1743

∘Aliency-Rce Type EE

一名 순간 접착제라고도 하며 壁畵壁의 

균열부접착(龜裂部接着) 및 遺物復元處

理에 많이 使用됨

∘無爲寺極樂殿壁畵復元

∘百丈庵三層石塔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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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埋藏文化財뉴스 16號(1978年) 
2)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 15號(1976年) 
3)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埋藏文化財뉴스 16號(1978年)  
4) 光海君日記 卷 103 同王 8年(丙辰) 5月 內子條
5)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埋藏文化財뉴스 28號(1980年)
6)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埋藏文化財뉴스 28號(1980年)
7)             〃
8) 東京國立文化財硏究所 保存科學 15號(1976年)
9) 文化財大觀(國寶) 196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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