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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divi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of Conservation Science Center,

we have tried to find out research trends and advanced operation system  of Italian conservation

centers, which play an active part in the field of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ternationally.

And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for the establishment of Conservation Science Center.

Italy is a country having a long history of restoring cultural properties. In this field, it is largely

divided into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s. And restoration institute and they are operated

under system in which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mplement research projects for

restoring cultural properties and restoration specialists take receive the results and utilize them.

They have different business processing system compared to Conservation Science Center

which will implement research-development and restoration(conservation treatment)

concurrently. 

Each institute, carrying out differentiated and specialized research projects per region,  maintains

smooth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ational institutes, neighboring universities and even

afflated schools through horizontal-mutual collaboration joint research, and sharing of

equipments, in the field of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institutes,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universities, and connection to belonging schools. There institutes show us a good example

which can be utilized in the fu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onservation Science Center. 

It is expected that their operation system and possessed technologies such as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pool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fields can be used usefully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onservation Scie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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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에서는 2006년~2008년(3년간)에 걸쳐 문화재 보존처리

및연구개발등의종합기능을수행할‘보존과학센터’건립을추진하 으며, 2008년 11월현재

신축공사가완료되었다. 본실에서건립과함께추진해온사업이보존과학센터운 시스템구

축이다. 

이와관련하여2008년 6월본실에서는2007년캐나다에이어, 문화재보존복원에서 수준

높은기술과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이탈리아문화재

보존복원연구기관의선진적인운 시스템과연구동향등을파악하고, 그 결과를보존과학센

터운 시스템구축에활용하고자하 다.  

이탈리아 국내에서 각 기관이 위치하는 역할과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보존과학센터가 국내

문화재보존분야에서수행해야할역할과기능설정에참고하고자하 으며, 연구개발과보존

처리분야간의협력체계파악을통한본센터의업무네트워크구축에활용하고자하 다. 또

한, 외부관련분야전문가및타기관과의인적교류와활용, 학교와의연계성에대해파악함으

로써보존과학센터인력풀구축및인력활용방안을수립하고자하 다. 이와같은시도는향

후국립문화재연구소와이탈리아보존기관과의교류협력및공동연구를추진할수있는가능

성을마련하는계기가된것으로기대한다. 

Ⅱ. 업무수행내용

1.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의 특징

(1) 이탈리아문화재행정체계

①소프린텐덴짜(Soprintendenza)란

이탈리아 문화재 행정은 소프린텐덴짜(Soprintendenza)라는 행정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행정부서는최고위급정부부처(Ministrero)와주단위, 시단위정부마다각기존재하고있으

며, 우리나라의중앙과지자체에있는문화재담당과와비슷한존재라고생각되어진다. 소규

모도시는몇개의도시를그룹화하여구성되어있는데, 예를들면베네치아는주변의파도바

등과묶어서하나의행정부서가담당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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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는 예산 분배, 연구계획 수립, 전문가팀 구성 등의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학·고고학’과‘도시경관’의두업무분야로나뉘어져있다. 이러한역할을하는행정부

서는복원기관과수평적인위치에서서로협조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②조직구성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복원 관련 국립연구기관들은 연구직과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경우와는달리, 연구직과행정직의업무가확실히구분되어연

구직은담당전문분야업무만을전적으로수행하고있다. 

공동프로젝트수행시엔연구직, 교수, 복원가와함께행정직도참여하는하나의팀을구성

하여운 하고있다.

(2) 이탈리아문화재보존복원기관특색

①지역별특색

지역별로국립기관은여러곳이있으나, 한기관이전체를총괄하는것이아니라지역별, 기

관별로상호수평적위치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지역별로업무방식과근무시간등이독립

적이다. 특히베네치아는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독특한특성을가지고있어거의독립된

문화재보존업무를수행하고있다. 

기관간상호교류와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부족한부분은해당지역대학이나

관련과학협회등과의연계로공동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②업무특색

이탈리아에서문화재보존복원관련전문기관은아래와같이크게 2개의그룹으로나눌수

있다. 

문화유산부(Ministrero per I Beni e le Attiaita Culurali) 소속복원전문기관

교육대학연구부(Ministero dell’Istruzione Universita e Ricerca) 소속복원연구기관

복원전문기관의기본목적은문화재원형을복원(이탈리아에서는보존처리를‘복원’으로표

현)하기위한것으로, 모든과학적조사는여기에근간을두고실시하고있다. 

이에반해복원연구기관의경우, 문화재원형복원을위한새로운재료와약품, 신기술연구

개발을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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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최근동향

국제적으로활발한활동과역할을담당하고있는이탈리아에서도정권변동에따른정원변동,

문화재복원인력에대한투자약화등으로최근문화재원형보존이문제가되는추세에있다.

2.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복원 기관별 운 현황

(1) 문화유산부소속복원전문기관

①중앙복원연구소(ICR, 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

가. 기관 개요

이탈리아복원전문가체자레브라디(Cesare Brandi)에의해 1939년설립되었다. 로마시내

2곳에위치하고있으며, 한곳(Piazza San Francesco di Paola 9, 00184 Roma)은행정관리

부와실험연구부로구성되어있고, 다른한곳(Via di San Michele 23 00153 Roma)은복원실

과 국립복원학교로 운 되고 있다. 최근 기관 명칭이 최상위보존복원기관(ISCR, Istituto

Superior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로변경되었다. 이탈리아기관중에홈페이

지(www.icr.beniculturali.it) 구성및관리(지속적인업데이트)가비교적잘운 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연구결과물공유등의모바일지원을실시하고있다.  

나. 업무 특성

이탈리아복원기관중가장먼저설립되었으며, 다른유관기관과수평적위치에있다. 업무

의목적은문화재복원으로, 모든과학적조사와실험분석등은문화재복원을위한하나의과

정으로수행되고있다. 

외부의뢰유물은대부분국가유물이고, 의뢰는위에서언급했던행정부서에서의뢰되어지고

있다. 별도의선정기준은없으며개인소장유물은거의의뢰되지않는다. 보존처리비용은무료

이며, 요구되는정해진처리기간은없다. 

모바일지원을비롯한 ICR만의표준기술을이탈리아국내의복원기관에지원하고있다. 또

한, 해외기관과의 문화재 복원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07년도 제노바건축물 복원

과’08년이집트복원을예로들수있다. 유럽공동체(EU)에의한공동프로젝트도수행하고있

으며, 요르단, 인디아등에대한국제적지원도실시하고있다. 

행정부서에서는 연간 수행한 업무 내용을 DB화하고, 잡지를 발간하여 기관 홍보를 실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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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운 : 국립복원학교(Scuola)

국립복원학교는복원실과함께위치하고있다. 학비는전액무료로국비지원되고있다. 매년

20여명의학생만선발하며, 교수 1명이학생 4~5명을담당하고있다. 선발된학생들은신입생

때부터작품원본으로복원작업실습을하며, 교양과전공을포함해최소20∼25개과목을이수

해야하며. 이과정에서복원실뿐만아니라실험연구부의시설과장비도사용할수있다. 물리,

화학, 고고학, 법령등과함께문화재를대하는기본윤리등을가르치고있다. 특히문화재를다

루는직업이므로문화재를대하는학생들의인성이중요하다고판단하여인성교육을중시하고

있다. 교수는ICR 소속연구직이겸임하고있으나향후교수전임제로전환할예정에있다.

해외문화재복원도실시. 외국 정부의요청이있으면정부지원을받아복원팀(교수 1명과

20명가량의학생으로구성, 고고학자나화학자동행)이구성되어수행하고있으며, 작업기간

은짧으면3개월, 길면3년정도소요되고있다. 

현재 4년과정이나 2009년부터학부 3년, 석사 2년의 5년제과정으로변경될예정에있다.

1∼3학년은이론과실습을병행하고4학년은졸업논문과실제유물복원실습의커리큘럼으로

운 되고있다.

1년 : 현장유물수습방법, 도자기위주의복원수업

2년: 금속류중철제유물에대한내용

3년: 스테인드 라스, 납, 아연등동합금유물에대한복원

4년: 졸업논문, 실제유물복원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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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CR (행정관리부와실험연구부) Figure 2. ICR (복원실과국립복원학교)



②국립복원연구소(OPD, Opificio delle Pietre Dure e Laboratori di Resrauro)

가. 기관 개요

회화 보존복원 분야에서는 유렵에서 가장 큰 복원기관 중 하나로, 1588년 페르디난도

(Ferdinando)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피렌체 시내 3곳에 위치하고 있다. 알파니 본부(Via

Alfani, 78 - 50125)에는석재및금속류, 세공품등복원실과행정실, 복원학교및OPD만의

Pietre Dure(이탈리아 전통 공예품) 전시관을 운 하고 있으며, 피렌치전시관 지부(Viale F.

Strozzi, 1(Fortezza da Basso)- 50129)에는 회화류복원실과자연과학적분석과조사를위

한 분석실이, 베키오궁 지부(Via B. Cennini, 4 - 50123(Palazzo Vechio))에는 벽걸이 융단

(Tapestry) 복원실이있다. 홈페이지(www.opificiodellepieiredure.it)를 통한기관홍보가잘

이루어지고있다. 

나. 업무 특성

OPD의복원업무는 ICR과매우유사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데, 특히, 회화복원이주업

무로유화를비롯한다양한회화를대상으로복원이진행되고있다. 자연과학적실험연구(재질

과성분분석, 생물학적피해조사, 환경조사등)는복원을위한것으로자체연구개발사업은수

행하고있지않다. 

다. 인력 운

총 인력은 66명 정도로 회화복원 22명, 테라코타·금속·목재·조각·철제세공 등 종류별

로평균 3명정도, 그외에자연과학자소수로구성되어있다. 상황에따라지역대학및유관

기관전문가와공동연구를실시하고있다. 행정담당직원은 10명정도로업무협조와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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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여하며복원및연구담당직원과수평적위치에있다. 정치·경제적이유로정부의문화

투자가매년감소추세로해당분야직원이퇴직해도충원이이루어지지않아자연감원추세로

복원인력부족등문화재복원분야에문제가되고있다.

라. 지부별운

알파니(Alfani) 본부

예전석조세공품(Pietre Dure) 공장이있던장소로, 일반인들에게제작과정과방법을보여

주기위한박물관을운 하고있으며, 석재, 금속세공등의복원작업이이루어지고있다.

OPD의국립복원학교는 ICR과매우유사한방식으로운 되고있지만, 입학당시부터본인

의전공분야를정해서학업을수행한다는차이점이있다. 학비는등록금일부를학생이부담.

하고, 한학년에평균15명정도의학생을선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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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알파니본부석조물복원실 Figure 6. 금동유물 Laser-Cleaning 작업

Figure 7. 회화유물복원작업 Figure 8. 피렌체전시관지부회화유물복원실



피렌체전시관(Fortezza da Basso) 지부

대형복원실에서유화를비롯한모든종류의회화복원을실시하고있으며, 분석실에서안료

성분분석, 유화캔버스의단면조사등의자연과학적조사연구를실시하고있다. OPD 홍보를위

한DVD와복원내용등에대한책자(OPD Restauro)를발간하여배포하고있다.

(2) 교육대학연구부소속복원연구기관

①문화유산보존진흥연구소(협회) 

(ICVBC, Istituto per La Conservazione e La Valorizzaione dei Beni Culturali)

가. 기관 개요

이탈리아 교육대학연구부(Ministero dell’Istruzione Universita e Ricerca) 산하 기관 중

CNR(Consigilio Nazionale delle Ricerche, 국가연구자문위원회) 소속으로, 1970년대 초 로

마·피렌체· 라노에각각별도로설립되어운 중이던것을 2002년에합병하 다. 본부는

피렌체이며, 피렌체 외곽(Via Madonna del Piano 10 - Edificio C, 1°p. 50019 Sesto

Fiorentino (FI))에위치하고있다. 

연구사업과예산, 조정등모든행정사항은행정부서에서판단하여협의결정하고있는데,

이기관또한정권변동에따른예산과인력변동이있으며감축추세에있다. 

나. 업무 특성

ICVBC는문화재보존을위한자연과학적연구기관으로직접적인복원업무를수행하지는않

는다. 연구개발을 통한 지침을 마련하여 복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마, 피렌

체, 라노는각기지역특성에적합한주제의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피렌체본부는지역특

성상석조및건조물중심의연구가수행되고있다. 

약품적용관련연구사업기간은통상한가지제품당3~4개월이소요되고있다. 

유럽지역에한정하여고객요청에대한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여현장에서측정해주고있

다. 1년에총56편정도(기관전체기준) 논문을발표하고있으며, 발표된논문은대학에서교재

로활용되고있다. 

그리스, 벨기에노르웨이등유럽각국(EU)과 EU-ARTECH(EU 공동프로젝트) 등의공동

연구를활발하게수행하고있다. 

ICVBC 피렌체본부가위치한신축건물에는CNR 소속의각종연구소(과학협회)가입주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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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연구소(과학협회)별로연구대상에차이가있다. 예를들어, CNR-ICVBC는석재(주로석조

문화재)를대상으로하고있고, CNR-IVALSA는지류와목재를다루고있고, CNR-IFAC는물리

학분야(레이저응용, 지구시스템연구등) 연구수행하고있다. ICVBC는사업운 에있어서연구

소(과학협회)들과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는데, 그 중에서 IFAC(Instituto di Fisica Applicata,

물리학연구협회)와는Laser Cleaning 기술적용관련으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다.

다. 인력 운

ICVBC 인력은연구원, 기술직, 행정가로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대학교수, 기술보조인원

등을포함하여3개소인력이30여명정도로구성되어있다(피렌체본소인력은 16명정도). 과

학연구개발 기관으로 대부분 이공계 전문분야 인력으로 운 되고 있다. 외부 대학교수, 복원

가, 타분야전문가등과의유기적인연계를맺으며공동연구를진행하는등외부인력을적극

적으로활용하고있다. 

출장시프로젝트인원은세부연구분야당20여명정도(ICVBC는5여명: 3명의연구자, 학

생, 행정가등)로구성되고있다. 

연구프로젝트참여전문가는생물학자, 분석전문가, 지질전문가등으로구성되며, 문화재에

대한모든과학적조사가완료되면복원가가참여하여복원작업을진행하게된다. 복원은개인

프리랜서나복원기관에서참여하고있다. 

라. 합병 후업무운

2002년합병이후행정업무는피렌체본부에서만담당하고있다. 이후인건비와예산은절

감되고업무의효율성을높아졌다. 합병이후가장큰장점은기기공동구입및활용이다. 기기

구입대상과결정은피렌체본소에서담당하고있으며, 지소에서기기구입시본소에문의하

여상담을요청하는방식으로운 되고있다. 모든기기를본소에서만구입하는것은아니며,

경우에따라판단해서구입하고있다. 기존3개연구소를합병한이유는행정업무의통일과효

율성을위한것으로, 연구업무에있어서는합병후에도 3개기관의업무내용과방식을그대로

유지하고있다.

마. 연구개발사업운 : 석조물보존연구사업

석조및건축물, 기념물을대상으로, 석조물보존관리를위한기초연구를포함한모든연구

개발사업(재료및약품개발, 지질및지리분야연구)을진행하고있으며, 연구결과물은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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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물복원분야에서사용가능하도록제공하고있다.

석조물복원에사용되는석조발수제종류에따른효과및적용가능성측정, 석조경화제연

구등기존약품의최적화연구및새로운약품(재료) 개발을위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석조물의재료와물흡수율등을연구하여현장적용가능성연구를실시하고있는데, 실

험연구결과를기기제작회사와연계하여기기개발과제작을실시하고현장에서사용하고있

다. EU-ARTECH 홈페이지(www.eu-artech.org)에 현장에서사용하는도구에대해안내

되고있다.

바. 연수교육운

연구소자체의교육훈련과정은없으나, 대학에서의뢰하는연수과정이있다. 연구원들은이

를통해학위(학사, 석사, 박사) 이수할수있다. 이탈리아국내대학뿐만아니라해외요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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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CVBC (CNR 건물) Figure 10. 석재유물분석용으로개발된장비

Figure 11. 벽화보존실험연구실 Figure 12. 석재유물 Laser-Cleaning 장비



수도가능한데, 이 경우에는반드시공동연구프로젝트가있어야한다. 연수비는한국에서의

뢰하면이탈리아정부에서부담하고, 이탈리아에서한국으로가면한국에서부담하는방식으

로진행(행정부서에결정)되고있다. 

②물리학연구협회(IFAC, Instituto di Fisica Applicata)

CNR 소속의 물리학연구소(협회)로 문화재 전문기관은 아니다. 인력이 100여명 정도로

ICVBC에비해규모가큰기관이다. 

IFAC 일부부서에서는과학기술을문화재복원에적용하기위한실험연구를수행하고있는데,

그중“Laser & application”부서에서는Laser로청동제(Bronze)를비롯한문화재의Cleaning

적용실험을실시하고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석조물뿐만 아니라 금속유물에 대한 Laser Cleaning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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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FAC Laser 응용 연구사례소개 Figure 14. 금속유물 Laser-Cleaning 작업실

Figure 15. Laser 응용 연구실 Figure 16. Laser 적용 실험



③베네치아문화재연구소(COLIA, Consorzio Ricerche Lagna)

가. 기관 개요

베네치아에서는 1966년대홍수때베네치아도시전체가침수된것을계기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보존사업 진행되고 있는다. CORILA는 교육대학연구부 산하 비 리단체(Ca’

Foscari대학, IUAV대학, Padova대학, CNR 등 연합체, 국립해양·지구물리학연구소 등으로

구성된연합체)로 1973년베네치아특별법제정으로설립되었으며, 베네치아의환경, 치수, 문

화재 조사, 복원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 마르코 광장(Palazzo

Franchetti. S. Marco 2847. 30124 Venezia)에위치하고있다. 

국립연구기관이아닌독립협회로정부기관의보존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제공등과학

위원회형식으로도와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나. 업무 특성

문화재보존뿐만아니라환경, 해수면조절, 동식물보호등종합적인베네치아도시복원프

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CORILA라는하나의이름으로Project를진행하게되며, Project 주

제별로연구그룹이구성되는등인력운 면에서상당한유연성을가지고있다.

또한국가기관에서예산을받아재투자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예산의30% 정도는이탈

리아정부에서, 나머지는대부분EU 프로젝트로충당하고있으며, 베네치아시의요청에의한

연구수행은시에서예산을받아수행하고있다.

CORILA에서는행정지원, 예산배정및분배, 연구프로젝트조정, 갈등관리, 협의등종합적

인역할을수행하며프로젝트수행시발생되는문제는참여전문가들의협의와토의로해결하

고있으며, CORILA 소장은이들의중재자역할도수행하고있다.

다. 연구개발사업운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안 연구

베네치아는석호(Lagna)에만들어진물의도시로지반침하현상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물, 썰물때해수면높이차가점점심해지며건축물의침하가진행되고있어그에따른문제

점도발생하고있다. 이에 CORILA에서는근본적인대책으로석호입구에Mobile barriers를

만들어석호안쪽의해수면수위조절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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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물 및 건축물 보존 연구

연차적으로바다의염분에의한건축물손상에관한연구프로젝트진행하고있다. 석조물복

원재료와약품의적용안정성에대한연구를실시하고, 제품개발회사와연계하고그결과를복

원가에게제공하고있다. 

석조물표면세척은화학약품을사용하지않고물이나모래분사등의물리적방법만사용하

고있으며, 베네치아에서는Laser는거의사용하지않고있다. 

습기와압력, 공해, 온도변화로부터표면보호기술및벽돌방수처리기법개발등침수피해

문화재복원관련기술개발연구를진행중에있다.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안 연구

2004~2006년건축문화증진연구의일환으로, 1800년대석조문화재재질분석및재료, 건

축기술, 사용시멘트나접착제종류등한건축물의모든역사와내용을데이터화하여기록하는

베네치아건축물GIS 구축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6년간 15,500여개건축물에대한정보

를수집하고이를GIS로구축하여웹서비스.(http://www.archidata.corila.it)를시행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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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석호에설치한 Mobile barriers

Figure 18. Web-GIS 구축 Figure 19. 베네치아건축물복원방법



는데, 베네치아건축물의모든현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으며각건축물의역사와정보, 내용

을모두알수있다. 고객은주로베네치아시당국이나행정관료들이며이들이보존정책수

립을위해활용하고있다. 

베네치아건축물역사와특성에따른구조적손상연구도실시하고있다. 베네치아의독특한

건축기술, 구성, 구조등건축의특성과성격을조사하여구조물의실상을파악하여, 건축물에

대한기초조사후실제적복원현장에서어떻게적용할수있을지에대한결과물을발간하 으

며현재까지보완해오고있다. 

3. 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용방안

이탈리아는오랜문화재복원역사를가지고있는국가이다. 이분야는연구개발기관과복원

기관이크게분리되어있는데, 연구개발기관이문화재복원을위한연구프로젝트를진행하고

그결과를복원전문가에게 제공하여활용하는시스템으로운 되어지고있다. 본 연구실에서

는이를바탕으로보존과학센터운 시스템구축을위한몇가지활용방안을정리하 다.   

우선, 국가기관의복원기술표준화및연구성과물의제공을통한활용방안이다. 

이탈리아 연구개발 기관에서는 연구프로젝트 결과가 복원 전문가 및 복원기관에서 활용될

수있도록제공하고있는데, 이들연구성과물은높은신뢰도와함께관련기관, 대학에서적극

활용되고있다. 보존과학센터의 연구개발성과물을관련기관에제공함으로써현장적용도제

고및국가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되며, 아울러복원기술표준화지침설정및제공으

로국내문화재보존처리의기준제시로업무의효율성증대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첨단기자재공동운용을통한연구업무효율성및활성화방안이다. 

ICVBC 합병후가장큰장점의하나가기자재의공동활용이었다. 본센터에서는공동기기

분석실을설치운 하여전문가및관련기관에분석및기기사용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비

활용극대화와함께관련기관간연구업무활성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 인력풀활용을통한유연한인력운용방안수립이다. 

이탈리아보존기관은학제간, 산학연공동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었다. 연구프로젝트별

그룹을구성하고자체적으로부족한인력은인력풀을활용하여주변대학이나관련기관및전

문가등을활용하는유연한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 이러한운 방식은상호정보공유및효

율적인인력운 면에서적극도입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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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연구실에서는보존과학센터운 시스템구축과관련하여문화재복원분야에서국제적으

로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이탈리아문화재보존복원연구기관의선진적인운 시스템과

연구동향등을파악하고, 그결과를보존과학센터운 시스템구축에활용하고자하 다. 

지역별로특화된연구프로젝트수행과함께각기관은수직적관계가아닌수평적인상호협력

과공동연구수행, 공동기기사용등원활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국가기관간의협력, 주

변 대학과의 협력 및 소속 학교와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향후 보존과학센터(Conservation

Science Center) 운 에활용할수있는좋은예가될것으로생각된다.

인력풀의활용과관련전문분야와의협력등이들의운 시스템과보유기술은보존과학센터

(Conservation Science Center) 인력에서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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