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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慶尙大學校博物館 學術發掘調査團( 調査團長 宋台鎬 )은 1985년 11월 25일부터 

1986년 1월 29일까지 慶尙南道 陜川郡 双冊面 城山理 玉田마을 山의 9番地에 위치

한 古墳群을 發掘 調査하 다. 이곳에서는 鐵製短甲, 鐵製馬冑를 비롯하여 多量의 

金屬遺物이 출토되어 伽倻史 硏究에 중요한 考古 資料로써 주목되어 왔다. 이에 慶

尙大學校 博物館에서는 金屬遺物의 중요성과 표면의 腐蝕이 진행됨에 따라 遺物의 

破損․崩壞를 막아 주기 위해 당 硏究所 保存科學硏究室에 科學的 保存 復元 處理

를 의뢰하 다. 處理 기간은 1986년 2월부터 1987년 9월까지 1년 7개월이 걸렸으며 

保存處理 의뢰 遺物은 鐵製短甲, 鐵製馬冑, 鐵製투구, 鐵製銀裝長刀, 金銅製箶錄, 靑

銅팔찌이다.

이중 鐵製短甲과 鐵製馬冑는 특히 중요한 資料인 만큼 여기서는 이 두 遺物의 保

存復元에 관해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Ⅱ. 土壤의 環境과 鐵의 腐蝕

發掘後 出土된 鐵製遺物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遺物이 매장되었던 지하 환

경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 환경은 날씨가 극히 건조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토양 大氣의 상태 습도는 

98% 이상이며, 건조층 자체도 50cm이상을 넘지 않는다. 주요 구성 성분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 함량이 조금 적고 이산화탄소(CO2 ) 



함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 깊이 약 20cm이하의 토양 온도는 년간 1∼2

℃의 범위로 일정하다. 이에 비해 大氣 온도의 변화는 년 40℃범위로 변화가 심하

다.

鐵과 그외 金屬遺物이 지하 토양에서 腐蝕되는 과정은 一般的으로 電氣化學的인 

반응이며 그것은 산소, 수분, 電解質이다.

電氣化學 반응에서 양극의 반응은 鐵이 용해하여 Fe
++ 
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Fe → Fe
++
 + 2e

-

음극의 반응은 산소가 환원(관계)되어 OH
-
 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O2 + H2O + 4 e
- 
→ 4 OH

-

처음에는 兩 반응이 遺物 표면에서 일어나지만 양극 반응으로 遺物 표면에 腐蝕

層이 형성되어 가고 있을 때 遺物 표면 아래 또는 표면에서 음극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遺物 내부에서도 腐蝕이 일어난다.

腐蝕된 遺物을 분석하면 3개의 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바깥층은 水



酸化鐵, 주로 Goethite( α - FeOOH )가 모래와 점토 등과 같이 Soil mineral과 

혼합되어 있다. 바로 밑층은 Magnetite( Fe3O4 )층, 그 다음은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腐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음극과 양극 사이에 완벽한 電氣的인 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류에는 두개의 相이 흐른다. 相에서의 電子들은 電氣의 좋은 전도

체가 되는 鐵金屬 양극에서 Magnetite의 음극으로 흐른다.

相에서 전류는 Fe
++
에 의해 수소이온이 바깥쪽으로 OH

-
이온에 의해서 음이온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수소이온은 낮은 PH에서 쉽게 일어나는 Fe
+2
의 가수분해로 부

터 발생한다. Cl
-
, Sulphate와 같은 음이온들은 토양속에 항상 존재하며 바깥쪽으로 

양이온이 확산되는것과 균형을 이루며 안쪽으로 확산된다.

이온 농도는 腐蝕이 활발한 Pit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PH는 보통 4∼5이며 염소

이온의 농도는 6M까지 측정된다. 이 농도는 보통 토양의 수천분의 일의 농도이다. 

그러므로 양극 부분은 필히 염화철의 산성 용액을 가지게 된다.

腐蝕은 鐵芯이 존재하고 산소가 음극 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다. 腐蝕層이 두꺼워지면 확산율은 감소하나 결코 Zero는 되지 않는다. 즉 鐵이 

모두 소모될 때 까지 腐蝕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Fe3O4와 α - FeOOH 를 형성하는 Fe
++
이온의 산화와 침전 과정은 복잡하나 분

명한 것은 산소 농도는 鐵芯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PH도 상승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鐵芯에서 遺物 표면 부근에서의 산소 농도가 큰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鐵芯 부근에서의 Fe
++
와 Fe

3+
가 혼합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형태를 가

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OH
-
와 반응하여 Magnetite를 형성하며 Magnetite Fe

+2

와 Fe
+3
가 함유된 혼합물에 알카리가 가해지면 침전된다.

Ⅲ. 保存處理前의 狀態

鐵製短甲

原形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십편의 大小 破片으로 완전히 破損된 상태이다. 이

들 破片은 출토 당시 주위의 흙과 鐵銹이 혼합되어 표면에 固着되어 있어서 정확한 

製作 構造를 알 수 없었으나 X - ray 촬 으로 그 構造를 확인할 수 있었다.

X - ray 필름의 판독 결과 이 短甲은 각각 부위별로 構長鐵板으로 裁斷하여 鐵板

과 鐵板이 가로로 길게 겹치게 한 다음 半圓頭釘으로 고정시켜 短甲의 모양을 이루

게 하 다.(사진1 참조)

鐵製馬曺



發掘 당시에는 어느 정도 馬曺의 原形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심한 腐蝕으로 遺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破損된 상태 다. 대부분의 鐵製遺物이 그러하듯이 수습과정에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서진 破片들은 실제 保存處理 과정에서 제자리에 정

확히 접합되므로 어느 부위에서 떨어진 破片이라는 기록이 필요하다. 이 馬曺 역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십편의 破片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10 참조)

Ⅵ. 保存復元 處理方法

遺物 표면의 두터운 흙은 수도물로 간단히 떨어지는것만 닦아내었다. 단 이 과정

에서는 흙속에 가리워져 있는 有機物質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 다. 이 殘有物

質은 그 시대에 관한 資料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면 칼의 나무나 뼈로 된 손잡이 

또는 가죽등은 遺物의 構造와 製作에 관해서 자세한 것을 알게 해준다.

水洗후 아직도 遺物 표면에 흙과 산화물과 혼합되어 固着된 Goethite(α - 

FeOOH)는 Air Brasive(일명 : 精密噴射加工機)로 Glass Bead와 질소 gas의 혼입물

을 초음속으로 噴射시켜 제거하고 그 아래층에 있는 Magnetite(Fe3O4)層이 나타날 

때 까지 계속하 다. 그러나 Goethite를 제거할 때 Magnetite의 얇은 層이 동시에 

제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 다. Magnetite層 아래에 鐵芯이 있기 때문이다.

脫塩處理는 (Washing method) Intensive Washing과 LiOH, Sodium 

Sesquicarbonate, Alkaline Solution 방법중 3%Sodium Sesquicarbonate법을 채택하

다. 탈염 측정은 새로운 용액에 질산은을 떨어뜨려 濁度를 결정한 후에 탈염된 

용액과 비교하여 종말점으로 하 다.

약화된 각 鐵片을 단단하게 强化하고 표면의 보호막을 위해서 Acry1계 樹脂로 

眞空含浸 處理를 하 다.

각 破片의 접합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raldite(Rapid Type)에 

Microballoon을 혼합물로 하여 접합하 다. 毁損된 부분은 Araldite SV427, HV427

(주제, 경화제)로 復元하 다.

復元된 부분의 색맞춤은 短甲의 미세한 녹가루를 復元 부위에 살짝 뿌려 固着시

킨 후 천연 안료로 주위의 색깔과 비슷하게 하 고 鐵製馬冑는 녹가루만 뿌려 固着

시킨 상태이다.

Ⅴ. 保存 復元 處理後 狀態

保存處理後의 構造形式 및 製作技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鐵製短甲

각 모양별로 裁斷된 構長鐵板은 앞가슴판과 등판이 7단으로 되어 있고 각 鐵板



의 連接은 위에서 부터 1단, 3단, 5단, 7단은 바깥쪽, 2단, 4단, 6단은 안쪽에 두고 

서로의 양 가장자리를 겹치게 하여 半圓頭釘을 사용하여 固定시켰다. 그리고 양 앞

가슴판이 맞닿는 중앙 鐵板(섭부분)은 바깥쪽에 대고 못으로 固定시켰으나 上․下

끝은 안쪽에 形으로 말아 접어 固定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兩 앞가슴판 중 短甲을 입을때는 右側 가슴판이 열리게끔 製作되었다. 左側 가슴

판은 등판과 左側 옆구리에서 半圓頭釘으로 固定시켰다. 右側 가슴판 옆구리 上部

에 長方形 경첩 1개(下部 경첩은 결손되어 못자리만 남아있음), 등판쪽은 長方形의 

鐵片을 세로로 덧대어 半圓頭釘을 上下로 박은 상태이다.

短甲을 입은후 흘러 내려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멜빵을 사용했던 구멍이 보이

는 양 앞가슴판 2단 중앙부분과 등판 2단에 左右에 上下로 구멍이 뚫려 있고, 4단 

중앙에 上下로 구멍이 뚫려 있어 분명히 멜빵을 사용하던 장식 구멍임을 짐작케한

다. 앞가슴판과 등판 上, 下 가장자리는 U形의 鐵을 삽입하여 固定 장식하 다.

이 短甲에 사용된 半圓頭釘은 앞가슴 左 33개중 1개 결손, 앞가슴 左 36개중 3개 

결손, 등판 55개중 7개 결손, 경첩 8개중 2개 결손이며 총 132개중 13개가 결손되

어 있다.

2. 鐵製馬冑

총 6매의 鐵板을 각 모양으로 裁斷하여 小型 半圓頭釘으로 조립 固定시켜 製作

되었다. 챙은 3매의 鐵板으로 되어 있으나 中央 鐵板을 제외한 兩側 鐵板은 말얼굴 

左右鐵板과 연결되어 있고 中央챙 가운데는 形으로 홈을 파고 얼굴 中央 鐵板

에서 챙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形으로 裁斷하여 뒷면에 덧대고 앞에서 小型 

못으로 固定시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 다.

양 볼가리개중 1점은 毁損되어 임시로 復元하여 부착시켰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左右 볼가리개에는 長方形 경첩을 각 2개씩 부착하여 매달리게 하 다.

이 鐵製馬冑 조립에 사용된 小型 半圓頭釘은 복원된 못도 포함하여 약 148개 정

도이다.

Ⅵ. 出土 鐵製遺物의 保存環境

出土 鐵製遺物의 변화는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있다. 즉 상대습도는 낮아지며 

온도는 상승하고 산소와는 더욱더 많이 접촉하게 된다. 遺物이 出土된 직후부터 건

조하기 시작하면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침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Fe
2+
, Fe

3+
, H

+
, 

Cl
-
 등의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기공 속의 용액은 좀더 농축되면서 급속히 산화된

다. 이러한 산화작용의 하나가 Orange색의 板狀 결정을 형성하는 Akaganeite(β - 

FeOOH)이다.

發掘後에 적절한 보존조치가 따르지 못하면 遺物의 기공속에 이러한 物質이 형성



되어 부서지거나 板狀으로 들떠 일어난다.

鐵은 상대습도 18% 이상에서 산소가 존재하면 염화철이 산화되어 Akaganeite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出土된 鐵製遺物은 상대습도 18%이

하 보통 15%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保存處理는 遺物이 땅속에서 분

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상대습도 18%이하로 급속

히 鐵製遺物을 건조시키는 것이다.

鐵製遺物의 發掘 당시부터 최종적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保存處理者의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發掘後 遺物을 올바르게 수습 포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考古學者들과

의 상호 협력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추천하고자 하는 鐵製遺物의 포장 방법은 냉장고에 음식물 저장시 사용되

는 유백색의 플라스틱 상자(Polythen Box)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완전히 건조시

키기 위해 遺物의 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Silicagel을 바닥에 깔고 Polythen 봉투에 

遺物을 넣는다. 그리고 상대습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RH indicater Card(상대

습도 지지카드)를 넣어 두고 완전히 봉시킨다. 보통 Silicagel은 상대습도 30∼

35%에서 색이 변하며 본래의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뀐다.

봉 보관용 Polythen Box의 장점은 상자밖의 환경에 관계없이 상자 속의 환경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遺物 창고의 환경을 엄 히 관리하지 않아도 된

다는 점이다. 이 봉 보관용 Polithen Box안에 Silicagel을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은 

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박물관의 화재나 水災시 이것은 물에 

잘 뜨며 쉽게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 전역 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필자는 

확인하 다. 따라서 필자는 이 방법을 鐵製遺物을 포함한 모든 金屬遺物의 보존에 

추천하는 바이다.

Ⅶ . 맺 는 말

이상으로 鐵製短甲과 鐵製馬冑에 대한 保存復元處理내용을 언급하 다. 이와 아

울러 發掘後 金屬遺物의 변화에 대한 保存에 관해서도 약간 설명하 다.

모든 金屬遺物이 그러하듯이 保存處理도 중요하나 發掘後의 환경이 무엇보다도

잘 지켜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많은 鐵製遺物이 높은 습도로 재차 

피해를 받게 되는것이 대부분으로, 전시실이나 유물 창고에 면적과 맞는 除濕機설

치나 아니면 다량의 Silicagel을 투입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鐵製短甲과 鐵製馬冑에 대한 자세한 考古學的 내용과 실측은 發掘을 담당한 慶

尙大學校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保存復元處理 내용을 쉽게 이

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약실측을 실었음을 양해바라며 자세한 실측과 考古學的 내

용은 추후 발간되는 慶尙大學校 박물관 發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Scientific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metallic relics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located at Okchun, Hyopchun

- Iron Cuirass and Iron horse halmet -

*Oh Hee Lee

A large number of metallic relics were excavated by a team of Kyungsang University 

museum (Nov. 25, 1985 - Jan. 29, 1986) from the groups of tombs located at No. 9 Mountain, 

Okchun Village, Sungsan-Ri, Ssangchak-Myon, Hyopchun-Kun, Kyungsangnam-Do which are 

believed to date back to Kaya period.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was in charge performing scientific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for the iron cuirass and horse halmet (for one year and seven 

months, Feb. '86 - Sep. '87)

The scientific processing for them are as follows :

1. Taken Photo and record the actual conditions prior to conservation.

2. Taken radiography

3. Elimate Goethite (α-FeOOH) layer on the surface using Air-brasive, remianing 

Magnetite (Fe3O4) layer.

4. Treat to dechlorinize with 3% Sodium-Sesquicarbonate

5. Protected the relics with Ruscoat acryl resin using vacuum infiltration method.

6. Joint the sherd using Araldite and Microballoon mixture.

7. Restored missing parts by Araldite SV 427 and HV 427

8. Made record and taken photo after restoration

Several hundred of sherds of relics, small or large, were restored by assortment which 

this metho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further study of ancient Kaya history.

* Conserva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