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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ite conservation of a gilt bronze crown

兪在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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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usual, after the box into which relics are put is filled up with
Polyurethane foams for relics not to be damaged, it is moved from
excavation place into laboratory. Afterward the filled-up materials are
removed and refilled in laboratory. The gilt bronze crown, which had been
excavated at an old tomb in chodang-dong, Kangnung city, was moved into
laboratory, and was filled up several times with Polyurethane foams during
the course of conservation. And then the very small space was filled not by
Polyurethane foams but by synthesis clay. It is a good method of protecting
relics from damage. But this method give rise to the problem that the crown
is polluted with the oil component which comes from the synthesis clay
itself. To solve this problem, acetone was used in order to remove the oil
component remained relics. In this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 small space
of relics would rather be filled up with synthesis clay after are enveloped
with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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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발굴현장에서금속유물이출토되어수습할경우유물의부식이심하거나여러

유물이겹쳐서분리수습되지않을 때는 유구내의토양과같이수습하게된다.

이때주로사용되는것이합성수지인우레탄폼으로주제와경화제를1:1로 혼합

하면 발포하는발포성수지이다. 우레탄폼은가볍고充塡性이좋아 유물을안전

하게 운반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습한 유물은 실험실로 운반한 후 다시

해체하여 유물을 하나씩 수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이때도 우레탄폼을 사

용하여재충전을하게된다.

본고는 강릉시 초당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현장에서 수습한 후 실험실에서

해체하여 보존처리할때 우레탄폼과 함께 수공용으로 사용하는 합성점토를 사

용하여유물틈새를충전하여처리한 것으로종래 우레탄폼만을사용한 것과는

달리합성점토를사용하면서그장단점에관해간단히서술한내용이다.

Ⅱ. 발굴현장에서의유물 수습

1. 출토시 유물 상태

금동관은강릉대학교박물관에서강릉시 초당동고분을발굴조사하던중 B-16

호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금동관은대륜부 위 테두리선만 희미하게

보였고좌우의입식부는대륜부 바깥으로파손되어일부편들이보이고있었다.

또한금동관하부에는한쪽으로치우쳐서전체길이57.5cm의 환두대도가놓여져

있었다. (Photo 1)

금동관은심하게부식되어있어 수습할수 없는 상태였고하부에환두대도가

놓여져있어주위토양과함께수습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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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수습

유물은수습하기 전에 토양이 사질이어서흘러내리기쉽고 금동관의 상태가 약화

되어 있어 표면을 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좌우로 흩어져 있는 입식편들은 위에

토양을덮고 Paraloid NAD-10 15% 용액으로토양과 함께 강화처리하였다. 금동관 주

위의 흙을 일정 범위까지 강화처리하여파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강화처리후 수습

하기 쉽도록일정 범위의 토양을 제거하여작업할 준비를 하였다. (Photo 2)

금동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쑤시개와 못을 유물 주위에 박아 표시하고

표면에거즈를여러겹올려놓고그위에솜으로충전한후마지막으로비닐을덮

어보강하였다. 유물윗면에우레탄폼을부어발포시켰다. (Photo 3)

두터운종이상자를유물 주위에둘러서 놓고 사면에 우레탄폼을넣어 충전하

였고바닥면에는우레탄폼으로충전후나무판을덧대어고정시켰다. (Phot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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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유물출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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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주위의흙제거

Photo 3. 

우레탄폼충전작업

Photo 4. 

수습된유물



Ⅲ. 유물 보존처리

1. 유물 해체 작업

실험실로 운반한 후 윗면의 우레탄폼과비닐, 솜, 거즈 등을 모두 제거하여 유물

윗면이 드러나게 하였다. (Photo 5, 6) 유물은 토양내 수분이 많아 습기가 많은 상

태였고위치를 표시한 못 등은 이미 부식되어 있는 상태였다. (Photo 7)

유물의위치를확인한 후 한지를 여러겹 붙여서접착하였다. 이때 한지를충분히

붙이지 않으면 우레탄폼이 내부로 흘러들어 유물에 부착되므로 구멍이 없도록 해

야 한다. (Photo 8) 우레탄폼을 다시 부어 충전하는데 이때는 유물이 파손되지만

않을 정도로하여 너무 두껍지 않도록 한다. (Photo 9)

유물 윗면을 충전한후 바닥면을 뒤집어서해체작업을하였다. 바닥면 윗면을일

정위치로 제거하여평평하게 하였다. (Photo 10, 11)

이때부터 유물에 손상이 안가도록조심스럽게흙을 제거하여 유물을 노출시켰다.

금동관 대륜부 하부에 놓여있던 환두대도를 먼저 수습하고 금동관의 형태를 확인

하였다. 대륜부테두리와 파편들은Paraloid B72 15%로 경화시켰다. (Photo 12)

유물 주위의 불필요한 유구의 흙들과 우레탄폼을 모두 제거하고 금동관 크기에

맞게 사각형으로 만든 후 다시 한지를 바르고 나무판을 놓아 우레탄폼을 충전하여

바닥면을 고정시켰다. (Phot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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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실험실로운반

Photo 7. 

노출된 금동관표면

Photo 6. 

우레탄폼제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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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한지 부착

Photo 9. 

우레탄폼충전작업(윗면)

Photo 10. 

바닥면상태



보존과학연구 20집┃56·57

Photo 12. 

금동관바닥면

Photo 11.

바닥면노출상태

Photo 13.

금동관바닥면

우레탄폼충전작업



2. 금동관 형태 노출 작업

바닥면을고정시킨후유물을뒤집어서윗면의 우레탄폼을제거하고소도구로

흙을제거하여금동관을노출시켰다. 금동관은출자형입식이세군데있는데가

운데 부분은안쪽으로넘어져있었고양옆의입식부들은좌우로넘어지면서몇

번에 걸쳐 꺽이어파손되어있었다. 이미모두부식되어대륜부와입식부뒷면

의흙을제거하면파손되므로일정두께만큼흙을남겨두어고착시켰다. 소도구

로 형태를표출하면서Paraloid B72(10%∼15%, Acetone, Xylene 용제)로 계속 경

화처리하였다.(Photo 14) 불필요한토양이 모두제거되고어느정도유물의재질

이단단해진후 X-ray 촬영을하였는데바닥면에內帽와내모상면의운주로추

정되는편들과좌우입식연결고리등이있는것을확인하였다. 바닥면의유물들

을수습하기위해금동관을어떻게충전하느냐가문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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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4. 

금동관 형태



3. 합성점토를 이용한 금동관 충전

유물을다시 충전할경우 대부분우레탄폼을사용하는데이 금동관은재질도

약하고대륜부내부의공간이많아서우레탄폼으로충전하기가쉽지않았다. 만

약 모래로충전한다면모래가약해서 유물을파손시킬우려가 있었다. 이때 수

공용으로사용하는합성점토를이용하고자했는데이것은성형성이좋아공간을

메우기에충분하다고생각하였다. 유물은이미경화제로경화한후이므로합성점

토에붙지않고 작업후제거하기도좋다고생각하였다. 합성점토로공간을모두

메우고대륜부외부도덮었다. (Photo 15) 크기에맞는나무상자를제작하여유물

을놓고우레탄폼을부어서유물이움직이지않도록고정하고바닥면을뒤집어서

노출시켰다. (Photo 16) 

X-ray 필름을보면서유물편들을노출하고수습하려했으나모두내부에있어

수습이불가능하므로그대로 두는것이좋다고 판단하고바닥면을평평하게하

기위해모래로충전하였다.(Photo17, 18) 이때모래는흐르는물에여러번세척

한후 건조기에넣어 충분히건조시킨것을사용하였다. 소도구로모래를 넣으

면서 Paraloid B72 5% 용액으로계속 모래를경화시켰다. 바닥면이수평이되도

록모래를충전하였다. (Photo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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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5.

합성점토로금동관내부와

윗면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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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6.

금동관바닥면

Photo 17. 

바닥면 유물노출

Photo 18. 

바닥면 모래충전



유물을 마지막으로고정시키기위해한지를 붙였다. 한지를 붙일 때 풀을 약

간 섞은 물을 뿌리면서 붙여나갔다. (Photo 20) 나무상자를제거하고 더 작게

자른후우레탄폼을부어바닥면처리를하였다. (Photo 21, 22) 

윗면의 우레탄폼을제거하고합성점토를제거하여유물 형태를노출시켰는데

단시간의처리인데도불구하고우레탄폼에합성점토의유성이배어있었고유물

표면의경화면에도유성이남아 있었다. 아세톤으로세척한후 재경화처리하고

유물사이사이의불필요한흙등을제거하여마무리하였다. (Phot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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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9. 

바닥면모래충전

Photo 20. 

바닥면한지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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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1. 

바닥면 우레탄폼충전

Photo 22. 

정리된바닥면

Photo 23. 

금동관윗면



4. 금동관 마무리 처리

금동관은형태를바로잡고출토시파손되어있던편들을모두제 위치에놓

았다. 유물 크기의나무상자를제작하고유물을넣어 고정되도록우레탄폼으로

바닥면을충전하였다. 금동관주위의우레탄폼을그대로둘수 없으므로에폭시

수지로마무리처리하였다. 에폭시수지인AW 106 : HV 935K = 10:8로혼합하고여

기에 출토 유구의 흙을 섞었다. 이것을 표면에얇게 바르고다시 흙을 뿌려서

접착시켰다. 완전하게굳은후표면의흙을털어내어마무리하였다. (Photo 24)

Ⅳ. 맺 음 말

이번의합성점토를이용한방법은금동관같이유물의세부공간이많은유물

에는효과가있었으나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었다.

첫째, 합성점토의유성성분이었다. 코팅한유물표면이라도흡착해버려유성

이잔존해있었고유물 표면의색이약간짙게 변해버렸다. 또한우레탄폼과도

쉽게분리가안되었는데역시유성때문으로우레탄폼색이변색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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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4.  

보존처리 완료된금동관



둘째, 재질이 심하게 약화된 부분은 합성점토에 부착되어버려 약간 파손되었다.

셋째, 유물에 합성점토의잔존물이 남아 있어 제거하는데 시간이걸렸다. 이것의

제거는아세톤으로충분히제거되었는데여러번 세척해주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보아 사용할때는 아주 단시간의경우에만 사용해야하며 이번 유물

의 경우는 유물면에직접 충전했으나 만약 랩으로 포장한 후 충전한다면유물에직

접 닿지 않으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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