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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국력의 신장에 따른 국토개발과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및 여타 연구기관등에서 활발

한 발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처리 대상 유물 약 47,000여점과 년

간 신규발생 유물 약 4,500여점이 발굴 소장되고 있다.

이와같은 유물을 발전된 과학지식과 기술에서 얻어진 방법을 문화재에 적용하여 문

화재(유물 및 유구)의 구보존과 원형보존을 하여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손상

없이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줌을 보존과학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재 보존은 고고학자와 자연과학자들의 공통 관심 속에서 1960

년대 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과학기술처, 1968년)와 ｢문화재

의 과학적 보존에 관한 연구(1)｣(과학기술처, 1969년)가 발간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 보존과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석가탑의 과학적 연구｣, ｢석가탑·다보탑·석

굴암의 과학적 보존｣,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과학적 보존조사｣등 연구 보고서가 계속 

발간되면서 보존과학의 연구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본격적인 보존 과

학의 연구는 무녕왕릉(1971)과 천마총(1973), 황남대총(1974∼1975)의 잇따른 발굴로 

인하여 보존과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나라 보존과학 연구기관으로써의 출발은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내

에 보존과학반이라는 명칭으로 직원 2명으로 시작되어 1975년 문화재 연구실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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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연구소로 승격되면서 보존과학반은 보존과학연구실로 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외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기술실, 경주박물관 보존연구실, 계명대학교박물관 보

존연구실, 동아대학교, 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호암미술관 등에 보존과학 

연구실이 설치 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여러 

기관에 확대되고 인식되어가고 있어 문화재 과학적 보존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한편 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재의 과학적 보

존연구가 정착되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국은 문화재 보존연구의 시조로써 

19세기 중엽 Faraday와 Pasteur등이 문화재의 손상을 염려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창하 고, 일본의 경우는 1916년 법륭사 벽화보존의 

시급함을 인식, 벽화보존 방법 조사회를 구성하여 1920년에 보고서를 발간하 다. 현

재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와 원흥사

불교민속자료연구소 보존과학실 등이 있으며 크고 작은 연구기관들이 문화재 보존연

구에 참여하고 있다.

당 보존과학 연구실은 선진 외국에 비해 그 출발은 늦은 감은 있으나 발족 이후 

금속유물, 목제유물, 섬유, 지류유물 등 약 15,000여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현재의 보존과학연구실 system은 선진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

존과학 연구실은 분야별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4개의 실험실로 물리·금속연구실, 화

학·목제연구실, 지류·섬유질연구실, 분석연구실등이 설치되어 체계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30여명의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를 위해서는 최신첨단기기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자현미경, X-선 형광분석기, X-선 회절분석기, 적외선 T.V, 카

메라, 유기질 분석기 등 첨단기기 등 약 90여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시설로써 문화재

의 재질에 따른 성분분석, 연대추정, 산지추정 등을 실시하고 보다 과학적인 보존방법

을 동원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I. 文化財 科學的 保存處理

1.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연구

금속유물이라 함은 철제품, 청동제품, 금제품, 은제품 등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

을 말한다.

금속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을 가공처리하여 얻어진 것으로 다시 자연의 광물 

형태로 되돌아 가려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금속유물이 원형으로 돌아가

려는 현상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고 재질이 약화되어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금속유물의 보존은 곧 부식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금속유물에 미치는 부식의 원인은 여러 형태의 부식 메카니즘이 작용함으로써 금

속유물의 보존방법은 재질의 종류, 상태등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규명하여 과학

적으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철제유물의 부식원인

부식은 크게 나누어 습식부식(Wet Corrosion)과 건식부식(Dry Corrosion)으

로 구분되는데 철은 공기층의 산소와 습기의 결합에 의해 침식을 받아 녹을 형

성한다. 녹은 초기에는 수산화제1철과 제2철의 혼합물로 이루어지나 산화가 진

행되면서 수화제2산화철(hydrated ferricoxide)로 되며 약간의 탄산염을 가지고 

있다. 간단한 일 같지만 전해액으로 반응하는 염이 존재하게 되며 부식을 발생

하는 화학반응은 전기화학반응으로 되어 다시 강한 광화작용(Mineralization)이 

가속되어 부식의 진행이 더욱 촉진된다.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습한 땅 속 ,고분 등에 매장되어 있는 금속유물은 공식

(pitting)현상이 일어나며 pit내에서 황산염(Na2SO4)을 환원시키는 혐기성 박테

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게다가 철제유물의 표면에 목질같은 유기질이 붙어 있으

면 섬유질이 분해되어 박테리아에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박테리아에 의한 부

식이 더욱 촉진된다. 

부식현상은 철기의 제작방법에 따라 차이점은 있으나 일반적인 부식현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철제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가. 보존처리전 예비조사

보존처리에 앞서 사진촬 , 기록, 고고학적 형태조사, 재질 성분조사, 부식

화합물 조사 및 내부구조 조사 등을 보존처리 전에 정 조사를 실시하고 보

존처리에 임한다. 이러한 정 조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는 비파괴 형광

X-선분석기, X-선회절분석기, X-선촬 기, 금속현미경 등이 사용된다.

나. 녹 제거

녹제거에는 원형을 손상해서는 안되며 X-선사진의 이용으로 원형 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녹 제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철기의 녹 제거는 가능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칼, 닢퍼(nipper), 

초음파세척기, 치과용 소도구, Air Brasive(정 분사가공기)등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유물표면에 발생된 녹을 제거한다.

다. 탈염처리

출토된 철기유물은 발굴 당시 주위의 흙 및 이물질이 표면에 묻은 상태로 

출토되며 많은 염류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물질 및 염류의 제거를 위해

서 증류수로 세척하고 알콜, 아세톤 등 유기용제로 수회 반복하여 세척하며 

탈염처리를 위하여 Sodium Sesquicarbonate(3%), NaOH(3%), LiOH(2%) 등

을 제조하여 유물상태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고 완전한 염류제거와 유물에 

존재하고 있는 약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Intensive Washing(냉·온수교체법)을 

사용하고 있다.

라. 건    조

금속유물을 건조시키는 것은 유물의 보존처리에 중요한 과정이다. 즉 유물

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시킴으로써 부식작용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전기열풍건조장치로 105∼110℃에서 건조한다. 그러나 

유물의 재질상태 및 표면에 유기물질 등이 부착되고 취약한 경우에는 낮은 

온도, 약 70∼80℃에서 장시간 건조해야 한다. 이밖에 적외선 Lamp, Silicagel

등도 이용되고 있다.

마. 경화 및 보호막 처리(수지함침처리)

수지함침처리는 그 목적이 철기 전체에 수지를 침투 경화시켜서 본체를 

보강시키는 방법으로 유물표면에 형성되는 피막에 의해 철기를 외기로부터 

차단하여 녹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수지함침 조작은 수지 용액을 도

포하거나 침적하기도 하지만 함성수지를 감압방식에 의거 철기에 침투시키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합성수지는 아크릴계 Ruscoat 20%수지를 사용하

며 함침회수는 3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접합 및 복원

접합 및 복원의 기본방침은 i) 부식되어 붕괴된 철기유물을 가능한 발굴당

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 ii) 복원후의 유물의 형태에서 변화가 없어야 할 



것 등이다. 접합, 복원하는 접착제로는 Epoxy계 접합제 Araldite, Cellulose계 

접착제, Cememdine-C 및 순간접착제 등을 이용하며 충진제로는 Phenol계 

수지 Microbaloon을 사용하며 결손부위의 접합은 접착력이 강한 Araldite 

SV427, HV427등으로 복원한다.

사. 마무리 손질

접합 및 복원과정이 끝나면 복원 부분에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고색처리

를 하는데 먼거리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나 30cm의 거리에서는 식별이 가

능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사

용된 각종 약품과 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청동·금동유물보존처리

청동유물의 치명적 부식인자인 염화물은 매장 또는 수장된 환경에 의한 것

이며 이 염화물은 토양 또는 지하염수에서 기인된다. 청동부식의 반응을 간단

히 살펴보면 염화물은 불안정한 염화동으로 변화되어

      Cu + 2Cl → CuCl2 + e로 되고
                    ↓

                   Nantokite

이것은 다시 산소와 높은 습도(물)하에서 부식반응이 계속 반복되면서 염화제2동

(Cupric Chloride)으로 변하게 된다.

      4CuCl + O2 + 4H2O → CuCl2․3Cu(OH)2 + 2HCl
                              ↓

                   Atacamite 또는 Paratamite

이러한 상태의 표면은 반점모양의 분말공이 생성되어 내부로 침식되어 청동유물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염화제1동은 수증기, 지하수에 의해 산화제1동으로 변

하게 된다. 

      2CuCl + H2O → Cu2O + 2HCl
                        ↓

                       Cuprite

또 표면에 산소, 수분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게 되면 Cuprous Oxide는 Cupric 

Carbonite로 변하게 된다.

      2Cu2O + O2 + 5H2O + CO2 → CuCO2․3Cu(OH)2․2H2O
                                            ↓

                                      Malachite



청동유물에 발생하는 청동 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나. 청동·금동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ㄱ. 청동·금동유물 녹 제거

청동 녹으로 덮여있는 청동유물은 물리적 방법으로 현미경·확대경 등을 

통하여 치과용 소도구, 수술용 칼 등을 이용하여 녹을 제거하며, 금동유물

은 유물도금표면에 청동녹이 생성되어 도금막을 덮고 있는 청동녹을 제거

하는 방법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한 Alkaline Glycerin법, formic acid법 등이 

있다.

Alkaline Glycerin법

약품(120g NaOH, 40㎖ Glycerin, 11H2O)을 제조한 후 청동녹 부위를 약품

에 적신 솜으로 닦아내면 청동녹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그다음 흐르는 물

로 씻어낸 후 다시 약품을 적셔 벗겨내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도금막이 나

타날 때까지 계속한다.

Formic Acid법

10% formic acid를 솜에 적시어 청동녹 부위를 벗겨내는 것으로 Alkaline 

Glycerin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ㄴ. 탈염 및 방청처리

탈염처리 방법에는 Sodium Sesquicarbonate법이 있으며 염분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Benzotriazole법과 Silver Oxide법이 있다.



Sodium Sesquicarbonate법

NaHCO3․Na2CO3․2H2O용액 5%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용제의 증발속도

가 큼으로 가끔 증류수를 첨가하여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장시간의 시일을 요하며 염분측정으로 종말점을 정한다.

Benzotriazole(C6H5N3:B.T.A)법

B.T.A약품은 염화물로 부식된 청동의 부식작용을 막아주며 금동유물·청동

유물의 염소 Ion활동을 억제시켜 안정상태로 바꿔주는데 사용된다.

청동표면에 제거가 가능한 부식물 및 오염물을 Aceton/Toluene(1:1)용액으

로 깨끗이 닦아낸 후 3%B.T.A(in Alcohol)용액에 진공함침 또는 일정한 

용기내에 약 3∼7일간 담구어주며 B.T.A용액에서 꺼내어 Alcohol로 표면

을 닦아주고 건조시킨다. 또한 이 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이기도 하다.

Silver Oxide(Ag2O)법

국부적으로 청동병이 걸려있는 부분에 Silver Oxide + Alcohol을 반죽하

여 청동녹을 제거한 구멍에 메워넣는 방법으로 Ag2O + CuCl2 → 2AgCl 

+ CaO AgCl은 안정된 상태로서 존재하며 더 이상의 산화진행을 억제함

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ㄷ. 경화 및 강화처리

청동유물 및 금동유물의 강화처리 방법은 15% Incralac수지를 사용하여 

진공함침 처리하며 은제품에는 15∼20% paraloid B72수지로 진공함침하

여 강화처리하며, 접합 및 복원은 청동유물의 경우 Epoxy계 Araldite, 

Cellulose계 Cemendine-c등을 사용하며, 금동유물 및 기타유물은 보통 순

간미립접착제 등을 사용한다. 

4)금속유물 보존처리 실적







2. 목재유물의 과학적 보존연구



목재의 원소조성은 수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탄소 50%, 

수소 6% 및 나머지 산소로 되어 있다. 또한 목재의 주성분은 Cellulose, 

hemicellulose(polysaccharide) 및 Lignin이며 부성분에는 유지·수지·정유·탄분, 

tannin색소 및 질소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인 기존목재의 함수

율은 12∼18%가 되는데 발굴작업에 의해 출토된 목제품들은 수중 또는 늪지에서 

출토되므로 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발굴후 외기와 접하면서 수축,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같은 수축현상을 막아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

처리함으로써 원형을 보존할 수 있다.

P.E.G함침법(Polyethylene Glycol Method)

이 방법은 P.E.G #4,000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서 P.E.G용액 내

에서 수침목제를 침적하여 목재 내부의 수분을 P.E.G로 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조에 의한 수축, 변형을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으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

다.

목재가 함침된 P.E.G탱크의 P.E.G농도를 10, 20, ……100%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

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목재의 수분을 P.E.G로 교체한다. 다시 말하면 목재에 들

어 있는 수분을 빼내고 그대신 P.E.G가 목재 내부로 들어가게 하여 약화된 목질

을 단단한 상태로 경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P.E.G함침법으로 처리된 유물

은 건조됨과 동시에 표면에 흑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Trichloro Ethylene

과 Methylene dichloroid를 10:1로 혼합한 용액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키면 당초의 



색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 P.E.G함침법의 처리기술 절차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는 다음과 같다.

㉮ 목재의 부식정도 등에 의해 결정

㉯ 정확한 P.E.G분자량의 선택

㉰ 목재의 성질에 따른 P.E.G농도의 선택과 증가

㉱ 표면부의 경우 고분자량의 P.E.G로 치환하여 건조를 방지

㉲ 건조는 서서히 그리고 정확한 상대습도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경화처리 기

술이라 생각한다.

② 진공동결건조법(Freeze-drying Method)

이 방법은 목재 유물들이 함유한 수분을 예비동결한 후 고진공하에서 승화시

키는 방법으로서 유물 내부에 수분의 확산을 방지하고 따라서 유물들의 수축, 

변형을 막을 수 있다. 처리방법은 수침목재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융점 25℃

의 유기용제인 제3급부칠알콜( C4H9OH)에 치환하여 동결건조한다. 이는 물을 

포함한 상태로 동결건조하는 것보다는 건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처리공정

은 목재유물이 함유한 수분을 일단  Ethyl Alcohol로 100% 치환한 다음 이를 

다시 제3급 부칠알콜 10%용액으로부터 20, 30……100%까지 단계적으로 농도를 

상승시켜 유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완전 치환한다. 그 다음 100% 치환된 

유물에 P.E.G#4,000을 10%로부터 시작하여 20%……60%까지 단계적으로 농도

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유물들이 함유하고 있는 제3급부칠알콜을 P.E.G로 치환

한다. 이때 P.E.G용액의 온도는 55∼60℃를 유지시켜주어야 하며 이상의 처리가 

끝난 유물들은 진공동결건조기에 넣어 건조시킨다.

1) 합성수지를 이용한 문화재 수리 복원

① 건조물 부식부재의 보존처리

목조건축물의 문화재들은 건물 자체만이 문화재가 아니라 그를 구성하고 있

는 개개의 부재 전체가 문화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부재가 부식, 부패

되었거나, 충해에 의해 손상된 것을 신재로 교체하지 말고 합성수지를 사용

하여 수리 복원함으로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되는 수지

는 아랄다이트BH36과 GY415, HV427, SV427, PSNY-6, GY252, HY2962 등

이 있다.

처리방법은 ㉮ 각 부재의 부식된 부위는 원목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제거한

다.

㉯처리할 부위 및 부재의 양면에 PSNY-6 또는 점도가 낮은 Epoxy계 합성수

지를 도포하여 경화시킨다.

㉰곡파괴나 인장강도를 요하는 부재로서 부식 및 절단된 것은 인공목재 수지

인 아랄다이트 BH36과 GY415를 100:35의 비율로 배합하여 유리실 및 함

수율 13%미만의 육송재와 겸용 충진 보강한다.

㉱부재와 부재의 결구부위에 부식 및 파손된 것은 아랄다이트 SV427과 



HV427을 1 : 1로 배합하여 충진 보강한다.

㉲부재들의 표면처리는 아랄다이트  SV427과 HV427을 사용한 다음 기존면

과 맞도록 가공처리한다.

㉳수리처리가 끝난 후 완전히 경화되면 고색처리를 하여 수지복원처리를 완

료한다.

② 석조물의 접착복원 및 보존처리

석조문화재의 파손 및 절단된 부위를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Epoxy계 합성수지인 아랄다이트 AW106, HY837, GY252, HY2962 등이 사

용되고 있다. 

처리방법은 ㉮ 접착시킬 면에 합성수지가 묻어있을 때에는 D-Methyl 

formide를 사용하여 녹여내고 알콜로 처리한다.

㉯접착면의 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Ethylene Silicate를 도포하여 

경화처리한다.

㉰접착시킬 양면에는 아랄다이트 AW106과  HY837을 100:35의 비율로 혼합

한 수지를 바른 후 上에서 下방향으로 접착시킨다.

㉱접착을 시킨후 석제편이 떨어져 없어진 부분은 ㉰항의 수지에 동질의 석

분을 혼합하여 수지몰탈을 만든 다음 충진보강하고 연마한 후 고색 처리

한다.

2) 목재 유물 보존처리 실적

② 합성수지를 이용한 문화재 수리 복원

(목조문화재)



 ’78 송광사 침계류외 1건

 ’81 화엄사 우화루외 3건

 ’82 여수 진남관외 3건

 ’83 송광사 하사당외 3건

 ’84 해인사 서사경판고

 ’85 제승당 구현판

 ’86 선운사 만세루

 ’87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외 1건

 ’90 남은들상여

(석조문화재)

 ’80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외 6건

 ’81 청양 석조삼존불외 1건

 ’82 나주 동문석당간외 1건

 ’83 청풍 석조여래입상외 5건

 ’84 봉암사 지중대사적조탑외 4건

 ’85 월성 골굴암외 3건

 ’86 선암사 3층석탑외 6건

 ’87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88 화엄사 각황전 석등외 5건

 ’89 신복사지 석불좌상외 5건

 ’90 이수일공 유애비

③ 유구이전 및 복원

 ’83 부소산성 군창지 유구 경화처리

 ’84 충북 중원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사

 ’86 중부고속도로 선사주거지 및 백제시대 가마터 전사

 ’87 승주군 선사시대 주거지 전사

중부고속도로 선사주거지 백제시대 가마터 이전 복원

충북 진천 백제시대 거마터 보존처리

 ’88 암사동 선사주거지 보존처리

 ’89 부산 두구동 가마터 이전 복원

 ’90 부소산성 주거지외 1건 보존처리

④ 토층전사

 ’83 본관동유적 단면 전사

 ’85 순흥읍내리 고분 토층전사

 ’87 해남 군곡리 패총 토층전사외 1건

 ’88 거창 임불리 선사주거지 토층전사

 ’90 파주 금파리 구석기 유적 토층전사



⑤ 벽화 보존처리

 ’81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82 대원사 극락전 벽화 보존처리

 ’83 무위사 극락전 후불 벽화 보존처리

 ’84 흥국사 무사전 벽화외 3건 보존처리

 ’85 순흥읍내리 고분 벽화 보존처리(1차) 

 ’86 순흥읍내리 고분 벽화 보존처리(2차) 

 ’87 순흥읍내리 고분 벽화 보존처리(3차) 

⑥ 목조문화재 파손요인 조사

 ’81 보물 662, 663호 화엄사 우화루 및 극락전(전북 완주)

 ’82 보물 356호 무량사 극락전(충남 부여)

 ’83 국보 13호 무위사 극락전(전남 강진)

 ’84 국보 52호 해인사 서사경판고(경남 합천)

 ’85 보물 790호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경북 천)

 ’86 보물 801호 마곡사 대웅보전(충남 공주)

 ’87 보물 616호 천향교(경북 천)

 ’88 지방유형 157호 신흥사 대웅전

 ’89 중요민속자료 141호 김주태가옥(충북 음성)

 ’90 지방유형105호 공주 갑사 대웅전(충남 공주)

⑦ 문화재 모형제작

 ’88 경주 명월산성비

일 신라 금석문비

⑧ 기  타

 ’83 경복궁 자경전 십장

생도(담벽) 보존처리

 ’83 황룡사지출토 치미, 

망와 보존처리





3. 지류·섬유질유물의 과학적 보존연구



지류·섬유질 문화재는 다른 유물과는 달리 유기질이라는 재질상의 취약점 때문

에 항시 충·균해, 부패, 연소 등의 피해요소가 있으며, 광선, 과습, 건조 등에 의한 

피해를 받게 되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비가역적 반응이 일어나므로 희소가치

와 더불어 과학적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① 지류·섬유질유물의 변질과 손상

지류·섬유질 유물의 보존관리에 있어서 변질과 손상의 원인을 크게 나누어보

면 대략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재질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 재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를 주고있는 자연적 요인은 무엇인가?

㉰ 재질에 작용하는 변질의 인위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중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고 다뤄져야 할 것은 자연적인 조건으로써 자연

적인 요인은 대개 기후에 의하며, 기후에는 온·습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

분, 광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② 지류·섬유질유물의 보존환경

㉮ 광 선

광선에 의해 지류·섬유질 유물의 재질이 약화되고 변색, 퇴색되는데 이는 

종이에 리그닌 성분이 포함되어있어 빛에 의해 변색된다. 그러므로 자외선

이 유물에 직접 조명하게 되면 재질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게 된다. 따라

서 지류·섬유질 유물에 있어서 여하한 경우라도 광선의 다량조명이나 직사

광선은 절대 금물이다.

㉯ 습 도



지류·섬유질 유물은 대체로 흡수성이 강하며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팽창신장

되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축하게 된다. 수분이 과다 흡수되는 것에는 균해를 

받기 쉬우며 미생물 중에서도 곰팡이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이에 따라 곰

팡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습도 40∼60%, 온도는 16∼18%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공기의 정화

보통 공기중에 있는 산소 탄산가스 등도 그 함량이 많을 때는 광선과 작용하

여 산화분해작용을 하게 되며 온도가 높거나 또는 수분 함량이 많을 때에는 

공기중의 탄산가스가 탄산으로 변하여 셀룰로오즈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도 한다.

㉱ 생물에 의한 피해

지류·심유질 유물은 동물성 단백질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즈, 리그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이므로 이들에 기생하는 충·균의 양소가 되는 것

이다. 이들은 강력한 가수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 자체의 

양물로 이용한다. 따라서 조직은 붕괴 또는 분해되고 만다.



아래 표는 지류·섬유질 유물 보관고 내의 공중사상균과 유물에 기생하는 부착

사상균을 분리한 것과 문화재 가해곤충의 종류를 조사한 것이다.

1) 문화재의 생물피해방제를 위한 훈증처리

문화재의 생물피해 방제는 재질에 향을 주게 하거나 재질을 변화시킨다던가 



하는 등의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상적인 방법은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라 하겠으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

생되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약제를 이용하여 가해생물의 방제방법을 검토

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가해생물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문화재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훈증법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① 훈증법

문화재가 생물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현존하는 가해생물을 살충·살균하

는 유효한 수단으로 훈증법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 약제가 기체이므로 취약화된 재질의 구조가 복잡한 것이라도 손을 대지 않고 

균일하게 살충, 살균처리가 가능하다.

㉯ 훈증제는 침투성이 우수하여 살균·살충할 수 있다.

㉰ 훈증처리후 훈증제는 빨리 증산되므로 약제와 재질의 접촉시간이 짧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② 훈증방법

㉮ 피복훈증

건축물 또는 대량의 수장품을 훈증할 때 두께 0.2mm정도의 비닐 또는 나일

론타포린 등으로 피복하여 훈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상압에서 계절에 

따라 훈증시간을 24∼72시간 유지한다.

㉯ 폐훈증

서고나 수장고내 전체를 훈증할 때 창고내의 창, 문, 배수관, 전기배관, 환기

구 등의 내·외부를 폐하여 훈증하는 방법이다.

㉰ 포장훈증

목조조각, 서적, 회화 등과 같이 비교적 소형 또는 소량의 유물을 나무 상자 

등을 이용하여 0.1mm정도 비닐을 2중으로 포장하여 훈증하는 방법이다.

㉱ 감압훈증

폐도가 높은 공간에서 감압하여 약제를 주입하므로 약제가 재질 상부까지 

우수하게 침투된다. 단, 훈증하는 대상물의 크기가 한정되는 단점이 있으나 

서적이나 소형 유물을 살충·살균할 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③ 훈증제

methlbromide + ethylene oxide

CH3Br + C2H4O

(86%)    (14%)

④ 효과판정

훈증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살균효과판정용 공시균과 살충효과판정용 공시

균을 이용한다.

㉮ 공시층

바구미(Rice Weevil Sitophilus)를 Test Sample병에 성충 20∼30마리씩 또는 



난유충애벌레를 피해시료로 사용한다.

㉯ Test Sample병

소형유리병에 가스와 접촉시키기 위해 내경 약 1mm, 길이 6cm의 모세유리

관을 고무뚜껑 중심부에 끼워넣은 것을 사용한다.

㉰ 공시균

검은 곰팡이(Asdergillusmger(AM3001)를 살균효과 판정용 표준균주로 사용한다. 살

균효과 판정용 Test sample은 검은 곰팡이 포자를 직경 8mm의 paper disc에 흡착시

킨 것 5개를 유리병에 넣은 것을 한조로 한다. 살균효과판정은 공간 외에 놓아둔 

Test sample 및 훈증 처리된 Test sample의 paper disc를 배지상에 접종하여 25℃ 7

일간 배양후 균사의 발생유무로 판정한다.

2) 지류·섬유질유물 보존처리 실적

  ① 섬유질 문화재 손상요인 조사

 ’71 송광사내 유물보관고 현지조사외 1건

 ’75 안동 태사조 삼공신유물외 20건

 ’76 승주군 송광사 진열유물조사외 2건

 ’77 강원, 충북, 경기지역 유물실태조사

 ’78 충남 예산군 윤봉길의사 유품외 10건

 ’79 전북 정읍군 김회련 공신록전외 6건

 ’80 경남 충무시 충열사 유물외 5건

 ’81 창덕궁 유물 보관고 미생물분석조사 2건

 ’82 창덕궁 유물고 훈증처리외 1건

 ’83 송광사 유물고 훈증처리외 7건

 ’84 안동 하회 모각 훈증처리외 6건

 ’85 범어사 명부전 훈증처리외 9건

 ’86 건국대학교 박물관 훈증처리외 7건

 ’87 창덕궁 소장유물 보존처리외 14건

 ’88 독립기념과 수장고내 훈증처리외 13건 

 ’89 경북 안동 도산서원 전적류 훈증처리외 36건

 ’90 홍익대 박물관 수장고내 훈증처리외 16건

  ② 지류·섬유질유물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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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재질의 성분분석 및 구조조사 연구



  1) 문화재 재질의 성분 분석

유물의 보존처리에 앞서 유물의 상태, 보존상태, X-선을 이용한 내부구조 조사재질

의 분석 등 과학적 기초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조사 연구는 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존처리의 방안을 세우는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진위판단, 제

작연대, 제작방법등 기술사적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보존처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사연구기관을 이용하 으나 1985년부터는 

첨단과학정 기자재(형광X-선분석기, X-선회절 분석기, A.A기등)를 확보하여 자체적

으로 실험연구를 담당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으로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관리를 하게 

되었다.

2) 문화재 구조에 관한 연구

방사선을 이용하여 유물의 내부구조를 조사하여 이물질 혼재로 인한 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 

X-선촬 장치, 적외선T.V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적에서의 출토유물, 신안해저인양유

물, 박물관소장유물 등 많은 유물들의 내부구조 및 상태를 파악하여 유물보존처리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유물분석실적

① 방사선 투과실험



III. 보존과학연구실 업무현황



부록 I 보존과학연구실 조직도

                                                  ꠆ꠏꠏ 해양유물실(U.T.M실)

                       ꠆ꠏ물리금속연구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ꠐ                          ꠌꠏꠏ 소음실(Air Brasive실)

                       ꠐ

                       ꠉꠏ화학·목제연구실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모형제작실(공작실)

                       ꠐ                                         

  보존과학연구실장ꠏꠇꠏꠏꠏꠋ                           ꠆ꠏꠏ전자현미경실(S.E.M)

                   ꠐ   ꠉꠏ 지류·섬유질연구실· ꠏꠏꠏꠏꠏꠏꠏꠋ 

                   ꠐ   ꠐ                           ꠌꠏꠏꠏ유기질 분석실(G.C)

                   ꠐ   ꠐ

                   ꠐ   ꠐ                           ꠆ꠏꠏX-선 촬 기

                   ꠐ   ꠌꠏ 분석연구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A.A기          

                   ꠐ                               ꠉꠏꠏX-선형광분석기

                   ꠐ                               ꠌꠏꠏX-선회절분석기

                   ꠐ    

                   ꠐ                               ꠆ꠏ탈염실

                   ꠌꠏꠏ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ꠏꠏꠏꠏꠏꠏꠊꠏ모형제작실

                                                   ꠌꠏ실험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