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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은 몰지각(沒知覺)한 도굴자(盜掘者)에 의해 발굴(發掘)되

었던 것을 지난 1981年 10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적발(摘發) 압수(押收)된 압수유

물(押收遺物)이다.

  복발형철제주(伏鉢形鐵製冑)(투구)는 부산시(釜山市) 동래구(東來區) 복천동(福泉洞) 50-1

에 위치(位置)한 가야시대(伽倻時代)의 고분군출토품(古墳群出土品)이며 이 고분군(古墳群) 

조사(調査)는 부산시(釜山市)가 이 지역(地域)의 주택지(住宅地)조성(造成)을 위해 부산대학

교(釜山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의뢰(依賴)되었다. 따라서 사전조사(事前調査)를 통해 대규

모(大規模)의 가야시대(伽倻時代) 고분군(古墳群)이 확인(確認)되어 학술적(學術的) 발굴조사

(發掘調査)가 1980.10.20∼1981.2.15까지 실시(實施)되었으며, 복발형철제주(伏鉢形鐵製冑)는 

11호분(號墳)에서 출토(出土)되었다.

  이들 유물중(遺物中) 단갑(短甲)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문화재이과(文化財二課)에

서 부식(腐蝕)의 방지(防止)와 원형복원(原形復原)을 위해, 주(冑)(투구)는 국립중앙박물관(國

立中央博物館)이 한국고대문화전(韓國古代文化展) 출품(出品)을 위해 각각(各各) 보존처리

(保存處理)를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존과학연구실(保存科學硏究室)에 의뢰하여 궐문

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은 1981年 10月20日∼1983年 6月20日, 복발형철제주(伏鉢形鐵製冑)는 

1983年 3月10日∼동년(同年) 6月30日까지 보존복원처리(保存復原處理)를 실시(實施)하 다.

  이들 유물(遺物)은 가야시대(伽倻時代) 연구(硏究)에 귀중(貴重)한 학술자료(學術資料)들로 

그 가치(價値)가 높이 평가되어 보존처리(保存處理)에 세심(細心)한 주의(注意)를 하면서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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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은 도굴품(盜掘品)이기 때문에 실제적(實際的)인 보존

복원처리(保存復原處理)를 함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결손(缺損)되어 완전(完全)한 

복원보존처리(復原保存處理)가 불가능한 상태(狀態)이므로 현상(現狀) 보존복원처리(保存復

原處理)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 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단갑(短甲)과 주(冑)(투구)의 보존복원처리내용(保存復原處理內

容)과 그 형상(形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

2-1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매장 당시 주위의 흙이 철(鐵)의 산화물(酸化物)과 혼합(混合)되어 유물표면(遺物表面)에 

단단히 고착(固着)되어 있었으며 군데군데 녹혹이 발생(發生)되어 거친 표면(表面)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부식(腐蝕)이 심하여 매우 약화(弱化)된 상태(狀態)여서 자성(磁性) Test로 조

사(調査)하여 본즉 역시 철(鐵)의 성분(成分)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갑(短甲)의 현(現) 상태(狀態)는 후배판(後背板)(등판), 전좌흉판(前左胸板)(전우(前右) 

흉판(胸板)은 결손(缺損)), 경갑(頸甲), 익형장식(翼形裝飾)(1쌍(雙))과 이외 4편(片)의 파편

(破片)이 전부이다.

  전좌흉판상부(前左胸板上部)와 후배판(後背板) 좌측(左側) 상부(上部)의 절단(切斷)된 부분

은 접착제(接着劑)로 접합(接合)되어있으며 접합(接合)된 부위(部位)를 감추기 위해 황토(黃

土)가 발라져 있었다.

  현재(現在)의 상태(狀態)로는 상당수 부분이 결손(缺損)되어 있어 완전(完全)한 형태(形態)

의 단갑(短甲)을 형성(形成)하기 위해 몇매(枚)의 철판(鐵板)이 더 필요(必要)한지는 보존처

리과정(保存處理過程)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2-2. 보존처리과정(保存處理過程)

  단갑(短甲)의 제작기법(製作技法)과 구조(構造)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X-선발생장치

(線發生裝置)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調査)하 다.1)

  촬 조건(撮影條件): 160KV 5mA 40Sec

  필    름: KODAK(공업용)

  발생장치(發生裝置): HITACHI(공업용)

  이촤 같은 조건(條件)으로 촬 (撮影)되어 나타난 구조(構造)는 철판(鐵板)을 서로 겹치게 

하여 못(정(釘))으로 고정(固定)시켜 제작(製作)된 단갑(短甲)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외 X-선(線) 필름에 나타난 철(鐵)의 부식상태(腐蝕狀態)는 자성(磁性)실험에 의해 확인

된바와 같이 철심(鐵芯)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탈

염처리(脫鹽處理)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철(鐵)은 자연계(自然界)에서 산출(産出)되는 자

철광(磁鐵鑛)(Fe₃O₄), 적철광(赤鐵鑛)(Fe₂O₃), 갈철광(褐鐵鑛)(Fe₂O₃ㆍ3H₂O)등의 산

1) 蕨紋鐵製短甲의 X-線透視撮影은 裕洋原子工業株式會社(서울 江南區 論峴洞 32-6)가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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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철(酸化鐵)을 높은 에너지로 강제환원(强制還元)시켜 제조(製造)된 것이다. 이 제련(製鍊)

된 철(鐵)은 항상 불안정(不安定)한 상태(狀態)로 자연계(自然界)에서 존재(存在)하고 있어 

안정(安定)된 상태(狀態)로 되돌아가려는 성질(性質)이 있기 때문에 산화(酸化)된 철(鐵)이라 

할지라도 형태(形態)만 잘 유지(維持)되어 있다면 더 이상 산화(酸化)되지 않으므로 가장 안

정(安定)된 상태(狀態)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Cl-에 의해 일어나는 산화현상(酸化現狀)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탈염처리(脫鹽處理)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면(表面)에 부착(附着)된 흙 및 불필요(不必要)한 이물질(異物質)은 증류수(蒸溜

水)와 Ethyl-Alcohol(공업용)로 깨끗이 세척하여 다시 Ethyl-Alcohol에 침적시켜 수분(水分)

을 치환(置換)시켰다. Ethyl-Alcohol에서 꺼내어 상온중(常溫中)에서 자연건조(自然乾燥)를 

시킨후 전기건조기내(電氣乾燥機內)의 온도(溫度) 105̊C에서 7일간 건조(乾燥)시켰다.

  후배판(後背板)에 장식(裝飾)된 궐문철대(蕨紋鐵帶) 가장자리에 촘촘히 부착(附着)된 섬유

질(纖維質)은 PSNY-10, 5%로 경화처리(硬化處理)하 다.

  약화(弱化)된 단갑(短甲)을 강화(强化)시켜 주기 위하여 Acryl계(系) 수지(樹脂) Ruscoat

(삼화(三和)페인트제품(製品)) 20%로 진공함침기(眞空含浸機)를 이용하여 3회 강화처리(强化

處理)를 실시(實施)하 다.

  대체적으로 철기유물(鐵器遺物)의 보존처리과정(保存處理過程) 순서는 강화처리(强化處理)

에 앞서 녹(수(銹))을 제거(除去)하는 작업(作業)이 선행(先行)되는 것이 통례이나 단갑(短

甲)의 약(弱)한 재질(材質)을 감안하여 1次 진공함침(眞空含浸)에 의한 강화처리(强化處理)를 

실시(實施)한후에 녹혹(수암(銹癌))을 제거(除去)하 다.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단갑(短甲)의 형태(形

態)를 형성(形成)하고 있는 부분(部分)은 전좌흉판(前左胸板)과 후배판(後背板)이며 이 부분

(部分)도 상당히 부위(部位)가 결손(缺損)되어 있는 상태(狀態)이므로 남아있는 4편(片)의 파

편(破片)으로는 완전(完全)한  형태(形態)의 복원(復原)은 불가능하며 이 4편(片)은 전좌흉판

(前左胸板) 겨드랑이 부분, 후배판(後背板) 상단(上段)에서 내려오는 우측(右側)  겨드랑이 

부분, 상단(上段) 좌측(左側) 어깨 부분, 하단(下段) 우측(右側) 끝부분에 각각(各各) 접합(接

合)되었다. 이 4편(片)의 접합(接合)은 Epoxy계(系) 접착제(接着劑) Araldite (Swiss 

CIBA-GEIGY, Rapid type)와 Microballoon2) (phenol계(系) 수지(樹脂))을 혼합물(混合物)로 

하여 접합(接合)하 다. 한편 후배판(後背板) 상단(上段) 중앙부(中央部)에 경갑(頸甲)을 접

합(接合)하 으며 어깨에 접합(接合)시킨 파편(破片)과 경갑(頸甲)사이는 결손(缺損)된 상태

(狀態)로 남게되어 어깨부분에 접합(接合)된 파편(破片)의 접착력(接着力) 및 전체적인 형상

(形狀)의 바란스를 위해 결손부분(缺損部分)을 Microballoon과 Araldite로 복원(復原)하 다.

  복원(復原)된 부분(部分)은 그 부분(部分)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알아보기 쉽게 착색

(着色)하 다.

2-3.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배면(背面)길이는 54㎝에 이르고 어깨너비 42㎝, 허리 29㎝, 아랫단 밑부분은 30㎝로서 그 

구조는 위는 넓고 허리는 좁고 밑부분은 약간 벌어진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경갑

(頸甲)은 상판(上板)이 10.6㎝ 하판(下舨)의 9.3㎝의 판(板)을 연접(連接)하 으며 총 길이는 

2) Microballoon은 中空微小球 이며 Glass 또는 phenol 樹脂에서 얻어진 것이 있다. Glass製는 平均 50μ直徑前後

이며, phenol系는 發泡劑를 添加한후 液狀樹脂를 噴霧하면서 加熱하면 球形으로 製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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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3㎝이고 겹쳐진 부분은 1.6㎝이나 배면(背面)에 궐문철대(蕨紋鐵帶)의 폭(幅)은 약 2∼

2.5㎝정도이다. 또 전흉판(前胸板)의 길이는 45.8㎝이다.

  이러한 크기로 제작(製作)된 기본적(基本的)인 형식(形式)은 종장철판(宗匠鐵板)과 횡장철

판(橫長鐵板)을 원두정(園頭釘)으로 서로 결합(結合)하여 형성(形成)시킨 단갑(短甲)이다. 특

히 이 단갑(短甲)의 등판(배판(背判))에 장식(裝飾)된 문양(紋樣)이 고사리 모양과 같다고 하

여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3) 이 短甲의 구성은 전흉판(前胸

板)과 후배판(後背板)으로 되어 있으나 현상태(現狀態)는 양(兩) 전흉판중(前胸板中) 좌흉판

(左胸板)만이 남아있다.

  좌흉판(左胸板)의 상단(上段)과 하단(下段)은 횡장철판(橫長鐵板)이며 상단(上段)은 폭(幅) 

6㎝(□형(形))로 겨드랑이까지 1매(枚)의 철판(鐵板)으로 제작(製作)되었으며 하단(下段)의 

횡장철판(橫長鐵板)은 폭(幅)이 6.5㎝이다.

  상단(上段)과 하단(下段) 사이에는 종장철판(宗匠鐵板) 3매(枚)만이 현존(現存)하고 있으

며,  상단(上段)과 하단(下段)의 횡장철판(橫長鐵板)은 바깥으로 대어 고정(固定)시켰으며 3

매(枚)의 종장철판(宗匠鐵板) 은 우(右), 중(中) 좌(左)로 나누어 우판(右板)은 폭(幅)이 약 5

㎝, 중판(中板) 상부(上部) 폭(幅) 약 8.7㎝, 하부(下部) 폭(幅) 약 6.8㎝ 좌판(左板) 중앙부분

(中央部分) 폭(幅) 약 7.3㎝(일부 가장자리가 결손(缺損)되어 정확하지 않음)이다.

  우측판(右側板)은 바깥으로 대어 중판(中板)과 좌판(左板)은 각각 안쪽으로 연접(連接)하

여 주름식으로 되어있다.

  후배판(後背板)(뒷 등판)은 상(上), 하단(下段)이 횡장철판(橫長鐵板)이며 상단(上段)은 안

륜형(鞍輪形)이다. (상단(上段)의 폭(幅)은 8.8㎝) 안륜형(鞍輪形) 중앙부분(中央部分)에는 경

갑(頸甲)이 부착(附着)되어 있고 이 경갑(頸甲) 바깥쪽으로 연접(連接)된 좌우(左右) 상단판

(上段板)은 각각(各各) 겨드랑이 부분까지 1매(枚)로 재단(裁斷)되어 끝을 이루고 있다. 상단

판(上段板) 우측(右側)은 겨드랑이 부분까지 완전한 형태(形態)를 이루고 있으나 좌측(左側) 

겨드랑이 부분이 결손(缺損)되어 있는 상태(狀態)이다. 한편 상단(上端)에 부착(附着)된 경갑

(頸甲)은 바깥쪽으로 외반(外反)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외반(外反)된 철판(鐵板) 바깥쪽에 

폭(幅) 1.75㎝의 철대(鐵帶)가 상(上), 하(下)로 부착(附着)되어 있다. (도(圖) 1 참조(參照))

  후배판(後背板) 상(上)ㆍ하단(下段) 사이에는 전흉판(前胸板)과 같이 종장철판(宗匠鐵板)을 

종행(縱行)으로 세워 제작(製作)된 것으로 배면(背面) 중앙판(中央板) 1매(枚)를 중심(中心)

으로 우측(右側) 3매(枚), 좌측(左側) 2매(枚)만이 남아 있다. 중앙판(中央板)을 중심(中心)으

로한 양판(兩板)은 바깥으로 대어 연접(連接)되어 원두정(園頭釘)으로 고정(固定)시켰다.

  중앙판(中央板) 상부(上部) 폭(幅) 9.9㎝, 하부(下部) 폭(幅) 8㎝이고, 좌1 상부(上部) 폭

(幅) 9.9㎝, 하부(下部) 폭(幅) 8.2㎝, 좌(左)2 상부(上部) 폭(幅) 9㎝, 하부(下部) 폭(幅) 8.2㎝

이고 우(右)1 상부(上部) 폭(幅) 8.5㎝, 하부(下部) 폭(幅) 7.6㎝, 우(右)2 상부(上部) 폭(幅) 

8.4㎝, 하부(下部) 폭(幅) 7.4㎝, 우(右)3 상부(上部) 폭(幅) 8.7㎝, 하부(下部) 폭(幅) 7.4㎝이

다. (좌(左)1, 2, 우(右)1, 2, 3의 번호는 중앙판(中央板)쪽 순으로 번호를 붙 음) 종장철판

(宗匠鐵板) 좌(左), 우(右) 상부(上部)에 철대(鐵帶)를 궐문(蕨紋)으로 재단(裁斷)하여 대칭

(對稱)으로 장식(裝飾)되었으며 양측(兩側)에서 내려오는 아랫쪽은 U자형(字形) 철대(鐵帶)

를 바깥으로 대어 연접(連接)하여 소형원두정(小型園頭釘)으로 고정(固定)되어 있다(도(圖)2 

참조(參照)).

3) 鐵製短甲 앞에 붙여진 闕文이라는 명칭은 李康七 先生의 文化財 第十五號 表紙說明에서 사용한 名稱을 그대로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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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갑(短甲)은 특히 전흉판(前胸板)의 상단(上段) 횡판(橫板)과 종판우측판(縱板右側板) 

주변에 철대(鐵帶)를 부착시켰던 흔적이 보이며 앞 가슴에도 궐문장식(蕨紋裝飾) 흔적이 남

아있다.

  또 배판(背板)의 안륜형(鞍輪形) 상단(上段) 상부(上部)와 경갑(頸甲) 외면(外面)의 상하

(上下)에 철대(鐵帶)(□형(形))로 장식(裝飾)하 으며 궐문장식(蕨紋裝飾) 철대(鐵帶)를 포함

한 모든 철대(鐵帶)의 가장자리에는 각각(各各) 섬유질이 부착되어 있다.

  이 단갑(短甲)의 각 부위에 현존(現存)하는 철판(鐵板)의 매수(枚數)로는 완형(完形)이 될 

수 없으며 완형(完形)의 단갑(短甲)이 되기 위해서는 전흉판(前胸板)의 종장철판(宗匠鐵板)

(겨드랑이 부분) 1매(枚)와 후배판(後背板) 우측(右側)에 종장철판(宗匠鐵板) 1매(枚), 좌측

(左側)에 종장철판(宗匠鐵板) 2매(枚)가 있어야 완형(完形)의 단갑형태(短甲形態)를 이룰 것

으로 보여진다. 이는 전흉좌판(前胸左板) 겨드랑이 부분과 후배판(後背板) 우측(右側) 상단

(上段)에서 내려오는 겨드랑이 부분이 각각(各各) 끝단임을 생각할 때 앞의 철판매수(鐵板枚

數)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익형장식판(翼形裝飾板)은 1쌍(雙)으로 어느 부위(部位)에 부착(附着)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익형철판(翼型鐵板) 중앙(中央)에는 철대(鐵帶)가 부착(附着)되어 있다(도(圖) 

3 참조(參照)).

  특히 이 단갑(短甲)에서 주목(注目)되는 것은 철판(鐵板)과 철판(鐵板)을 서로 연접고정(連

接固定) 시키기 위해 사용(使用)한 원두정(園頭釘)의 정두(釘頭)는 거의 결손(缺損)되어 있어 

정두(釘頭)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나 후배(後背) 중앙판(中央板)과 좌(左)1 철판(鐵板) 하부

(下部) 연접부분(連接部分)에 원두정(園頭釘) 두부(頭部)가 2개정도 남아있다. 또 종장철판

(宗匠鐵板)과 철판(鐵板)을 연접(連接)하여 고정(固定)시킨 원두정(園頭釘)의 간격은 약 8㎝ 

정도이다.

3. 복발형(伏鉢形) 철제(鐵製) 주(冑)(투구)

3-1.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반구형(半球形) 철기(鐵器)(□형(形)) 내측(內側) 연(緣)에 세장규형(細長圭形) 철판(鐵板) 

35매(枚)를 종행(縱行)으로 세워 가죽끈으로 고정시킨 복발형(伏鉢形) 철제주(鐵製冑)4) (□

형(形))이다. (도판(圖版) 10-2, 11-2)

  이 투구는 발굴당시(發掘當時) 완전히 파손(破損)된 상태(狀態)이었으나 부산대학교(釜山

大學校) 박물관(博物館)팀에 의해 복원(復原)되었다. 그러나 복원(復原)된 투구는 부식방지

(腐蝕防止) 및 강화처리(强化處理)를 하지 않은 상태(狀態)로 당연구실(當硏究室)로 옮겨와 

보존처리(保存處理)를 하여 재복원(再復原)을 하 다.

  당시 이 투구의 상태(狀態)는 철제품(鐵製品)에 있어 숙명적(宿命的)이라고 할 수 있는 녹

(수(銹)) 때문에 철판(鐵板)의 약화(弱化) 및 절손(切損)된 부분(部分)이 많으며 철판(鐵板)과 

철판(鐵板)을 연접(連接)하여 고정(固定)시켰던 가죽끈(혁철(革綴))은 거의 결실(缺失)된 상

4) 伏鉢形 鐵製冑의 名稱은 啓明大學校 博物館 發行 「高靈池山洞古墳郡 發掘 報告書」와 釜山大學校 博物館 發行 

「東萊福泉洞古墳群工(本文)」의 내용에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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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狀態) 다. 또 전체적으로 흙과 같은 이물질(異物質)이 부착(附着)되어 표면(表面)은 거칠

게 오염(汚染)되어 있는 상태(狀態) 다.

  세장규형(細長圭形) 철판(鐵板)은 모두 35매(枚)로 전중앙(前中央), 후중앙(後中央)의 철판

(鐵板) 각(各) 1매(枚)씩을 제외(除外)한다면 우측(右側) 철판(鐵板)은 16매(枚), 좌측(左側) 

철판(鐵板)은 17매(枚)이다. 그리고 뒷 부분(部分) 경갑(頸甲)(목가리개)은 소형(小形) 찰갑

(札甲)으로 되어 있다.

3-2. 보존처리과정(保存處理過程)

  발굴(發掘) 당시(當時)에는 형태(形態)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破損)된 상태(狀態)이었

으나 부산대(釜山大) 박물관(博物館)에서는 부식방지(腐蝕防止)에 대한 보존처리(保存處理)

를 하지 않고 Cemedine-C로 접합복원(接合復原)하 던 것을(도판(圖板) 10-1, 11-1) 당(當) 

연구실(硏究室)에서 완벽(完璧)한 보존처리(保存處理)를 위하여 Toluene+Aceton(1: 1 혼합

(混合))으로 용해(溶解)시켜 복원(復原)된 부분(部分)을 분리(分離)하 다. (도판(圖板) 12) 

분리작업시(分離作業時) 부산대(釜山大)에서 복원(復原)한 원형(原形)을 원칙(原則)으로 하기 

위하여 각(各) 철판(鐵板)에 번호를 붙여 원위치의 교란(攪亂)을 막아 재복원작업(再復原作

業)에 차질이 없도록 하 다. 한편 본격적(本格的)인 보존처리(保存處理)에 앞서 철녹(철수

(鐵銹))에 덮여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X-선(線) 투시촬 (透視撮影)을 하여 보존처

리(保存處理)에 착오(錯誤)가 없게 하 다5).

  촬 조건(撮影條件) : 120KV 3mA 3분(分) 700FFD

  필    름 : FUJI Ⅰ×100(납증감지 사용)

  발생장치(發生裝置): BALTOBLOC-SPO 200 Belgium제(製)

  표면(表面)의 불필요(不必要)한 오염물질(汚染物質)은 Air Brasive기(機)를 이용(利用)하여 

제거(除去)하 다. 단 오염물질(汚染物質)을 제거(除去)할 때는 남아있는 가죽끈(혁철(革綴))

이 제거(除去)되지 않게 주의(注意)를 하여 실시(實施)하 다.

  이 투구(주(冑))는 어느 정도 철심(鐵芯)이 존재(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식진

행(腐蝕進行)을 촉진시키는 Cl-인자(因子)를 탈염(脫鹽)하기 위해 3%-Sodium Sesquicarbon 

ate (NaHCO₃․Na₂CO₃․H₂O) 용액내(溶液內)에서 5회(回)에 걸쳐 5주간 실시(實施)하

여 최종(最終) 4.2ppm에서 종료(終了)하 다. 탈염후(脫鹽後) 증류수로 세척하고 

Ethyl-Alcohol에 담그어 세척시 사용된 증류수(蒸溜水)를 치환(置換)한 후 건조기(乾燥機)

(온도(溫度) 80∼90˚C) 내(內)에서 강제건조(强製乾燥)시켰다.

  약화(弱化)된 투구를 강화(强化)시켜 주기 위해 Acryl계(系) 20%-Ruscoat 수지(樹脂)를 

진공함침기(眞空含浸機)로 3회(回)간 진공함침강화처리(眞空含浸强化處理)를 하 다.

  접합복원(接合復原)에 있어서 각(各) 파편중(破片中) 틈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착되는 

부분(部分)은 Cyanoacryl계 접착제(순간미립접착제), 접합면(接合面)에 틈이 생기는 부분(部

分)은 Epoxy계(系) Araldite와 Microballoon을 혼합물(混合物)로 각각(各各) 접합(接合)하

다. 결손(缺損)된 부분(部分)은 Araldite와 Microballoon, Glasswool을 혼합물(混合物)로 복원

(復原)하 다. 전체(全體) 원형복원(原形復原)은 Araldite로 연접복원(連接復原)하 으며 철판

(鐵板)과 철판(鐵板)사이가 들뜨는 부분(部分)은 Epoxy수지(樹脂)로 지주(支柱)를 만들어 벌

5) 伏鉢形 鐵製冑의 X-線 透視撮影은 當室 姜炯台氏가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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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이에 고정접합(固定接合)시켜 하중(荷重)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철판(鐵板)의 절단

(切斷)을 예방(豫防)하 다.

  원형복원(原形復原)은 부산대학교(釜山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서 실시(實施)한 철판(鐵

板)의 배열대로 복원(復原)하 다6).

3-3.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복발(伏鉢)(반구형(半球形) 철기(鐵器))정부(頂部) 중앙(中央)에 경(徑) 약 6mm의 구멍이 

뚫려있고 정부내측(頂部內側)에는 내경(內徑) 약 6mm, 장(長) 5.5㎝의 철제원통관(鐵製圓筒

管)이 부착(附着)되어 있다.(도판(圖板) 15-1, 2)

  이 복발(伏鉢) 가장자리에는 세장규형(細長圭形) 철판(鐵板) 상부(上部)와 연접(連接)할 수 

있는 56개(個)의 구멍이 뚫려있다7).(圖板 15-3)

  이 복발형(伏鉢形) 주(冑)에 대한 형상(形狀)은 부산대학교발굴보고서(釜山大學校發掘報告

書)에 자세히 기술(記述)되어 있으므로 본고(本稿)에서는 생략한다.

4. 맺는 말

  이와 같이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과 복발형주(伏鉢形冑)의 보존처리(保存處理)를 하

으며 보존처리중(保存處理中) 국내(國內) 생산품(生産品)인 합성수지(合成樹脂)를 사용(使

用)하여 강화(强化) 및 보호막(保護膜)을 형성(形成)하여 수분(水分), 산소(酸素)의 침입(侵

入)을 가능한 방지(防止)하여 주었다.

  또한 단갑(短甲)의 보존처리(保存處理)에 있어서는 각(各) 분야(分野) 전문가(專門家)로 구

성된 문화재(文化財) 보존자문위원회(保存諮問委員會)를 개최(開催)하여 사전(事前)에 검토

(檢討)하 다.

  우리나라에서 출토(出土)된 철제단갑(鐵製短甲)은 부산동래구(釜山東萊區) 연산동(連山洞) 

출토(出土) 삼각판철제단갑(三角板鐵製短甲)과 1972년(年)에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 발굴조

사단(發掘調査團)에 의(依)해 출토(出土)된 함양군(咸陽郡) 상백리(上栢里) 삼각판철제단갑

(三角板鐵製短甲)이 발굴(發掘)되었으며 1980∼1981에 부산대학교(釜山大學校) 발굴조사단

(發掘調査團)에 의(依)해 단갑(短甲)이 각각(各各) 출토(出土)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보존

처리(保存處理)된 궐문철제단갑(蕨紋鐵製短甲)은 도굴(盜掘)된 단갑(短甲)이라 석연치 않은 

점은 있겠으나 위의 단갑(短甲)과 비교 검토하는데 좋은 학술자료(學術資料)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단갑(短甲)을 보존처리(保存處理)하는데 있어 결손(缺損)된 부분(部分)의 복원(復原)에 

대해 전문가(專門家)와 협의(協議)하여 현상보존복원처리(現狀保存復原處理)하는데 그쳤다.

  본고(本稿)에서 언급한 단갑(短甲)에 대한 내용이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필

자(筆者)는 보존처리과정(保存處理過程)과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에 나타난 형상(形狀)을 

6) 伏鉢形鐵製冑의 정확한 復原을 위해서 釜山大學校 鄭澄元교수가 제공한 실측도를 참고하여 復原하 으며 復原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7) 釜山大學校 博物館 發行 「東萊福泉洞 古墳群工(本文)」 報告書(p119)에 실린 56개의 구멍의 숫자와 X-線필름

에 나타난 구멍의 숫자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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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다루었으므로 추후에 고고학(考古學) 전문가(專門家)에 의해 새로이 발표(發表)될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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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2-3)  후배판우측상부(後背板右側上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 X-선(線) 촬 시(撮影時) 내측(內側)에서 찍었으므로 필름에는 반대로 보임

(도판(圖版) 2-4)  후배판(後背板) 우측하부(右側下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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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2-5)  후배판(後背板) 좌측상(左側上) 중부(中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2-6)  후배판(後背板) 중(中), 하부(下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319



(도판(圖版) 2-7)  후배판(後背板) 하은부분(下殷部分)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3-1)  후배판내면(後背板內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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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3-2)  후배판내면(後背板內面)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3-3)  후배판우측(後背板右側)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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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4-1)  전흉판외면(前胸板外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 겨드랑이 부분이 결손(缺損)되어 있음

(도판(圖版) 4-2)  전흉판외면(前胸板外面)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 겨드랑이 부분을 접합(接合)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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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4-3)  전흉판외면(前胸板外面)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궐문장식판(蕨紋裝飾板)이 부착(附着)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음(detail)

(도판(圖版) 5-1)  전흉판내면(前胸板內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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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5-2)  전흉판내면(前胸板內面) 보존처리(保存處理)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5-3)  전흉판(前胸板) 상부(上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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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5-4)  전흉판(前胸板) 하부(下部)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6-1) 경갑(頸甲)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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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6-2)  경갑(頸甲)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6-3)  경갑(頸甲)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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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7-1)  익형장식판(翼形裝飾板)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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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7-2)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7-3)  익형장식판(翼形裝飾板)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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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8-1)  각(各) 부위파편(部位破片)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 각위치(各位置)에 접합(接合)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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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8-2)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9)  복발형철제주(伏鉢形鐵製冑) 발굴현장(發掘現場) 출토상태(出土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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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0-1)  전면(前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10-2)  전면(前面)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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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0-3) 복발형철제주(伏鉢形鐵製冑) 우향전면(右向前面)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10-4)  좌향전면(左向前面)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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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1-1)  후면(後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11-2)  후면(後面)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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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1-3)  후면(後面)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도판(圖版) 12)  Aceton-Toluene으로 가 접합부분(接合部分) 해체(解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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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3)  진공함침(眞空含浸)에 의한 강화처리후(强化處理後) 자연건조(乾燥)

(도판(圖版) 14)  해체(解體)된 부분(部分)을 복원(復原)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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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5-1)  복발(伏鉢) 보존처리전(保存處理前)의 상태(狀態)

(도판(圖版) 15-2)  보존처리후(保存處理後)의 상태(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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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圖版) 15-3)  복발(伏鉢) X-선투시사진(線透視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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