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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산 현충사에 전시중인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은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도배·구대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은 장시간의 전시로 표면에 먼지가 많이 고착되었으며 금속이 부식되어 과거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2011년 4월

28일“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유물의 상태점검 결과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1년 3월

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보존처리에 앞서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칼자루 붉은 색 안료 및

흑칠, 칼도신붉은색안료등은근래에수리를한것을확인하 다. 제작당시의것으로추정되는붉은색안료는석간주(Hematite)

이나 후대에칠한안료는주사와연단이혼합된안료이다. 칼 도신의붉은색안료는황연(Chrome Yellow, PbCrO4)이다. 또한

비파괴 분석을 통해 칼 장식의 재질, 요대의 도금방법, 도배·구대의 재질 등을 확인하 다. 보존처리는 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보존처리를통해안정한상태로전시될수있도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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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은 아산 현충사에 전시중

이던유물로장검2점, 옥로1점, 요대1점, 도배·구대2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이 유물은 1963년 보물로 지

정되었으며 현충사관리소 전시관에 전시되었으나 장시

간의 전시로 표면에 먼지가 많이 고착되었으며 금속이

부식되어 과거의 빛깔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2011년 4월

28일“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 과정

에서유물의상태점검결과보존처리가필요하다고판단

하여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이충무공유물은상태조사를실시할때과거재료와다

른 몇가지 점을 발견하 다. 칼자루 붉은 색 안료 및 흑

칠, 칼 도신 붉은 색 안료 등에서 근래에 수리를 한 흔적

이 보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으나수리기록은확보하지못하 다. 

보존처리에 앞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 다. 비파

괴 조사를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여 한계점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원래 유물 제작에 사용된 재료 이외의 재료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서 보존처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제작 이후에 실시된 수리 흔적을 확인

할수있었다. 또한이충무공유물에대한분석을통해제

작시사용된재료, 제작방법등을확인할수있었다. 

보존처리는개관전시에맞춰실시하 기때문에전면

적인보존처리를실시하지는못하 으나훼손우려가있

는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한 상태로 전시될

수 있도록 하 으며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에서 실시하 다. 특히 짧은 보존처리 기간 때문에 칼집

어피, 끈목 등에 대한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지 못

하 다. 또한슴베에있는 씨에대한기록은구두로전

해질 뿐 증거가 없어 칼자루에 대한 해체를 고려하 으

나 단단히 고정된 상태로 짧은 보존처리 기간 동안 무리

하게진행할수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충무공유물에 나타난 재료적 특징,

후대에 사용된 재료 그리고 재질별 보존처리 내용에 대

하여논하고자한다.

보물제326호이충무공유물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은 충청남도 아산시 현충

사에전시되고있는 충무공이순신(1545~1598년)의유물

이다. 이유물은전쟁당시사용했던것으로보이는장검

2점과갓머리에장식으로달았던것으로보이는옥로1점,

관복을입을때두르던각대와모습이같은요대(허리띠)

1점, 복숭아모양을한술잔2쌍으로이루어져있다. 

1. 장검

길이가각각196.8㎝, 192.2㎝에이르는두자루의칼로

칼자루속슴베에“甲午四月日造太貴蓮 戊生(갑오년4월

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고 쓰여졌다는

기록이 있다. 갑오년 4월은 1594년 4월로 전란이 일어난

지 2년이되는 때이며태귀련과 이무생이라는 자가 만들

었다<사진1>. 

칼자루는길이가60㎝, 두께가5㎝로나무에일부황동

종 목 명 칭 수 량 크기(mm)

보물 제326-1호 장 검 2병 1968, 1922

보물 제326-2호 옥 로 1구 59.9(옥로), 108.5(상자)

보물 제326-3호 요 대 1구 449(폭)

보물 제326-4호 도배구대 1쌍(2점) 85.2, 84.8(도배), 159.2, 158.2(구대)

계 4건 6점

표 1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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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대고그위를붉은색칠을한어피로감싼후옻칠을

한 가죽끈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묶었다<사진 2>. 손

잡이끝에는빗금무늬를, 옆면에는모란을은입사하 다.

또한칼자루중간에는칼날과칼자루를결합시키기위한

슴베구멍이 있고 대나무 못이 끼워져 있다. 칼날은 각각

137.3cm, 137.8cm의 외날 검으로 칼등 쪽을 따라 폭이 넓

고좁은두개의골이길게파여있고구름문양이음각되어

있으며그혈조안쪽에붉은칠이되어있다<사진3>. 혈조

아래에는“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라는

구절이음각되고그안을금색안료로채웠다. 

칼집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붉은 빛의 어피를 씌운

후 검은 옻칠을 하 다. 칼집끝은 모란을 은입사한 철장

식으로 감쌌으며 칼집입에도 은입사를 하 으며 포목상

감기법으로입사하 다<사진4, 5, 6>. 칼집끈을고정하기

위해두개의은입사장식이있으며그위를역시은입사가

된철로길게연결하 다. 

장검 2점은완형을갖추고있으나일부결실과균열이

있다. 칼날은곳곳에부식물이발생하 고과거에수지를

사진 1 장검 처리 전 상태 사진 2 장검(a) 칼자루

사진 3 장검(b)의 씨 및 혈조 사진 4 장검(b) 칼집 끝 장식 및 결실부

사진 5 장검(a) 칼집 끝 세부 사진 6 칼집 어피

5mm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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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하 으나 무지개빛을 띄고 있다. 은입사 부분은 대

부분 철 부식물로 덮여 있어 정확한 문양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윗마개 등 장식 일부는 헐거워져서

탈락할위험이있다. 칼집의어피는균열이있고일부결실

되어있으며수리한흔적이있다. 끈목은천으로만든후

가죽으로 감싸 실로 꿰매서 연결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경화되어 딱딱한 상태이며, 직물이 헤져 들뜨고 박락된

상태이다<사진7>. 대체로양호하나손잡이부분의붉은

색 안료, 칼집 어피 결실부 등 여러 곳에 수리한 흔적이

관찰된다.

2. 옥로

이순신의 유품 중 옥로는 높은 벼슬아치나 외국에 가

는사신의갓머리에다는장신구로둥근금동받침위에

연꽃잎에 싸여 있는 3마리의 해오라기를 옥에 투각하

다<사진 8>. 또한 옥로 외에 옥로를 싼 보자기와 나무

상자가있다<사진9>.

옥로는거의대부분완형으로투각된모양을확인할수

있으나 일부 파손되어 결실되었으며 조각 사이사이에는

먼지와오염물이고착되어있는상태이다. 금동받침에는

갓머리에달수있도록작은구멍이2개씩세곳에있으며

마찬가지로 먼지 등이 쌓여 있다. 보자기는 바느질, 상태

등으로미뤄근래에제작된것으로추정된다. 나무상자는

외부에 옻칠과 황동 장식이 있고, 상자 바닥과 내부는 칠

이없으며내부뚜껑부분에만붉은칠을하 다. 

3. 요대, 도배·구대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전공을 인정받은 이순신은 명군

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 중 일부를

이순신이 일기에 메모해 두었는데, 지금까지 종가에 전

해내려오는이순신의유품중관복의허리띠(요대)와복

숭아모양술잔(도배·구대)이그것이다.

무술년 친필 초고에 적혀 있는 명나라 장수들의 선물

목록 가운데 유격 왕원주가 선물한 목록에 금대 하나가

사진 7 장검(a) 끈목 세부 사진 8 옥로

사진 10 요대 처리 전 상태사진 9 옥로,  보자기 및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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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띠돈 훼손 상태 사진 12 요대 안쪽 종이 및 직물

사진 13 도배·구대 보존처리 전 상태 사진 14 구대 테두리 균열

있는데 이 허리띠가 그것으로 보인다. 허리띠는 가죽으

로 제작한 후 표면에 칠을 하 으며 금분으로 띠를 칠하

다<사진10>. 또한띠돈은나무로범, 구름등을사각형

과심엽형으로조각한후그위에금도금, 주칠등을하

으며 금속테로 감쌌다. 현재 금도금 및 주칠은 일부분만

남아 있으며, 띠돈 일부는 탈락되어 끈으로 고정한 상태

이다<사진 11>. 또한 요대 뒷부분 안쪽에는 종이를 천으

로감싸덧댔는데헤지고일부들뜬상태이다<사진12>.

도배·구대는파총진국경이선물한목록에화주배한

쌍이있는데이술잔을그것으로보고있다. 복숭아모양

의 술잔과 둥근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얇은 동판으

로 제작한 후 금도금을 하 다<사진 13>. 도배 1점의 줄

기 1개가 결실되어 있으며 떨어진 부분에는 땜을 한 흔

적이 남아 있다. 표면의 금도금은 대부분 박락되어 없고

일부만 남아 있다. 구대 2점 모두 원형 테두리 부분이 갈

라진상태이다<사진14>.

이충무공유물의과학적분석

이충무공유물은 철, 금동, 황동, 가죽 등 다양한 재질

로 구성되어 있다. 이충무공유물의 분석은 기본적인 재

질 규명을 우선으로 실시하 으며 상태조사에서 관찰된

후대에 처리된 재질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후대

에 수리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

는지를밝히고자하 다.

분석은 주로 휴대용X선형광분석기(p-XRF; 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A 200, Seiko,

Japan, 50kV, 200㎂, Collimator 2mm), 합금분석기

(PMI; Positive material identification, INNOV-X System

INC. Α-4000AS, 35kV, 5㎂, 30sec, 1.5cm2)를 이용하

으며 일부 탈락된 안료는 SEM-EDS(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Jeol-Oxford, JSM-5910LV-Oxford 7324, Japan-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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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X Condition : 20kV, spotsize 34~60)를이용하여분석

하 다.

1. 장검

먼저장검에있는금속류는도신, 환도막이, 코등이등

이있다. 이중도신은비파괴적인방법으로는분석이어

려워제외하 다. 

내부가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된 칼자루를 X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슴베를 나무에 끼우고 그 위에 금속을 덧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점에서는 슴베부분 전체를 금

속으로 감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5>. 합금분석기

(PMI)로분석한결과어피와검은칠의가죽사이의금속

은대략Cu : Zn = 78 : 22(wt%)의황동으로확인되었다. 이

외에금속으로제작된환도막이(칼과칼자루사이의구릿

빛금속)는대략Cu : Sn = 95 : 5(wt%)의청동이었다(PMI).

칼날과칼자루사이에끼워서손을보호하도록만든코등

이는 p-XRF로 분석을 실시하 는데 순동에 미량의 불순

물이함유된것으로확인되었다<사진16><그림1>.

장검에 있는 안료는 칼자루 안쪽의 붉은 색 안료, X자

로교체해묶은가죽의검은칠, 도신혈조내붉은색안

료, 도신의 씨내금색안료등이있다. 

칼자루 안쪽의 붉은색 안료는 현미경 관찰 결과 두가

지 색으로 구분되었다<사진 17>. 이는 과거에 있던 안료

위에덧칠을하 기때문이며성분분석결과과거의안료

는 석간주(Fe2O3, Hematite)이고 이후의 안료는 주사

(HgS, Cinnaber)와 연단(Pb3O4, Red lead)이 혼합된 안료

임을 알 수 있었다<사진 18><표 2>. 후대의 안료가 정확

히언제칠해졌는지는알수없다. 검은색칠은성분분석

결과 유기물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료의 양

이매우적어그이외의것은확인할수없었다.

도신혈조내적색안료의분석결과는<그림2>에나타

내었다. 분석결과 기지금속에서 기인한 Fe와 함께 Cr과

Pb가 검출되었다. Cr과 Pb가 수차례에 걸친 분석에서

사진 15 장검 칼자루의 X선 사진 사진 16 장검(a)의 세부사진

그림 1 장검 코등이 p-XRF 분석 결과

89.13cps

0.00 keV 23.91 keV

Cu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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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검출됨으로써 적색안료의 주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Cr과 Pb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료는

1800년대에 서양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황연(Chrome

Yellow, PbCrO4)이있으며, 고대안료에서는찾아보기어

렵다. 황연은 현대에도 도료와 인쇄잉크용 안료로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혈조

의적색안료는근래에칠해진것으로판단된다.

시료채취를할수없으므로유기용제의변화를확인하

기 위한 spot test를 하 다. <사진 19>는 세척 전의 혈조

내 붉은 색 안료 상태이다. <사진 20>은 이곳에 아세톤

소량을 바르고 수초 후 건조한 상태이다. 같은 조건에서

현미경으로 촬 한 것으로 간단한 실험으로 붉은 색 안

료가변화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도신의 씨 내 금색 안료는 대략 Cu : Zn = 85 :

15(wt%)의 황동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일반적인 입

사 방법은 씨를 파고 그 안에 금속사를 넣고 두드리는

것이나이입사는입사된표면이거칠고, 기포가있어금

속사를 이용한 입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모에

위치 C O Al Si S K Fe Hg Pb

검은색 칠 60 37 - 1 1 1 - - -

적색 칠(old) 13 44 2 4 - - 37 - -

적색 칠(new-a) - - - - 16 - - 84 -

적색 칠(new-b) 17 20 - - - - - - 63

표 2 장검 손잡이 안료 SEM-EDS 분석 결과

성분(wt%)

사진 17 장검(a)의 칼자루 내 어피 안료층 사진 18 어피 표면 적색 칠(new)의 SEM 사진

5mm

적색 칠(new)

a

b

적색 칠(old)

그림 2 장검 혈조 내 적색 안료 p-XRF 분석 결과

177.8cps

0.00 keV 19.46 keV

Cr

Fe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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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씨가 희미해진 곳에서도 입사가 관찰된다<사진

21, 22>. 이러한 입사방법은 일반적인 입사방법인 황동

판, 황동선을두드려넣는것이아닌황동을음각된곳에

착시킨 후 열을 가해 표면에 착시키는 방법에 의한

입사로보인다. 특히도검류에음각을입사할때주로사

용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01

사진 19 장검(b) 혈조 안료 유기용제 테스트(전) 사진 20 장검(b) 혈조 안료 유기용제 테스트(후)

1mm 1mm

사진 21 장검(a) 도신 씨 세부 사진 22 장검(b) 도신 씨 세부

5mm 5mm

경기도무형문화재제18호 김 희옥장의조언01

그림 3 장검 씨 내 황색 안료 p-XRF 분석 결과

133.4cps

0.00 keV 19.00 keV

Fe

Cu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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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옥로 받침 금속 금도금 및 상자 경첩의 p-XRF 분석 결과

Fe 0.24(wt%) 11.422(±0.768)(cps)

Cu 77.35(wt%) 1845.944(±5.133)(cps)

Zn 22.41(wt%) 736.586(±3.299)(cps)

받
침

금
도
금

상
자

경
첩

그림 5 요대 띠돈 금속테 및 장식 금도금 p-XRF 분석 결과

띠
돈
금
속
테

띠
돈
금
도
금

105.9cps

2.61 keV 19.00 keV

Cu

Au

69.28cps

0.00 keV 40.00 keV

Cu

Au

28.18cps

3.68 keV 16.70 keV

CuFe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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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띠돈 범 문양의 세부사진 23 옥로상자의 CT 사진

그림 6 도배·구대 기지금속 및 금도금 p-XRF 분석 결과

도

배

도
배
금
도
금

도
배

땜

199.5cps

5.06 keV 15.94 keV

Cu

Pb

94.41cps

0.00 keV 25.44 keV

Cu

Au

11.89cps

4.44 keV 33.41 keV

Cu

Pb

Su

5mm



2. 옥로

해오라기문양의옥은p-XRF, PMI 등비파괴적인방법

으로 분석이 불가능해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옥로 받침

금속과옥로상자의경첩만을분석하 다.

옥로받침의금도금은<그림4>에서확인할수있었다.

구리는 금도금 아래 동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옥로 상

자의경첩은Cu : Zn = 78 : 22의황동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옥로상자의CT 조사를통해상자의나무방향, 나무의결

합방법, 경첩결합방법등을확인할수있었다<사진23>.

3. 요대

요대띠돈의금속테및띠돈금도금의분석은<그림5>

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금속테의 금도금은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띠돈에 도금한 것은 cps(count per

sec)의 값이 낮아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

량으로금이검출되어금도금을하 다는것만을확인할

수 있었다. 칠 위에 금박도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칠

은미량이어서분석하지못하 다<사진24>.

4. 도배·구대

도배·구대의 분석은 총 3곳에 대해 실시하 으며 결

과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도배·구대의 기지금속은

99% 이상의 순동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 인해 짙은 구

리빛을보이고있다. 또한금도금층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 도배 뒷면에서 관찰되는 땜 흔적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 으나 p-XRF를 이용하여 곡면을 분석할 수밖에 없

어서정확한자료를얻지는못하 으며분석결과대략적

으로 주석 납의 비율이 대략 7 : 3이다. 주석의 용융점이

232℃, 납의용융점이327℃이지만Sn : Pb = 7 : 3일때의

용융점은 대략 200℃ 이하로 떨어지며 용융점이 낮아지

면 작업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유물에 나타나는 땜의 분

석자료가 많지 않아 언제부터 주석-납 합금의 땜을 사용

하 는지는알수없다.

이충무공유물의보존처리

이충무공유물의 보존처리는 개관 전시에 맞춰 실시하

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지는 못하 으

며 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안정

한상태로전시될수있도록하는것에중점을두고실시

하 다. 

1. 장검

장검은 도신의 부식물의 안정화, 은입사의 노출, 탈락

위험이 있는 장식의 고정 등에 중점을 두고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슴베의 씨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

손잡이를 해체하고 재결합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태

에서 대나무 못이 깊게 박혀있어 움직이지 않아 씨를

재확인하기위해손잡이를해체하는것은어렵다고판단

하여해체하지않았다.

먼저 도신에 생성된 부식물<사진 25>은 제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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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장검(a) 도신 세부 사진 26 장검(a) 처리 후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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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부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마가 불가피한데 연마는 유물의 현재 상태를 훼손할

수있다. 도신표면의세척은기존에도포된수지를제거

하기 위해서는 유기용제를 사용해야 하나 혈조 내 붉은

색 안료의 조사 결과 유기용제에 반응을 하므로 주의하

며 진행하 다. 수지 제거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건

조가 빨라 가능한 붉은 색 안료를 반응시키지 않도록 아

세톤을 사용하 다. 세척 후 정향오일을 거즈나 면봉에

적셔 닦아주었다<사진 26>. 정향을 사용한 이유는 전세

품의 금속유물에 사용되던 것으로 금속의 표면 부식을

방지하고 건조 후 유물에 남아있지 않아 유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향은 기화하기 때문에 반

년을주기로반복하여세척하여야한다.

은입사 부분은 먼저 면봉에 에탄올을 적셔 문질러 세

척하고 철부식물이 단단하게 고착된 곳은 치과용스케일

러, 메스등을이용하여제거하 다<사진27, 28>. 은입사

노출후표면에Paraloid B-72(in Xylene) 10wt%를붓으로

도포하는 방법으로 강화처리를 실시하 다<사진 29>.

사진 31 장검(a) 끈목 고정 장식 처리 후 사진 32 장검(b) 손잡이 끝 처리 후

사진 30 장검(a) 칼집 끝 처리 후사진 29 붓으로 도포하여 강화처리

사진 27 은입사 부분 이물질 제거 사진 28 이물질 제거 전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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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이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부식이 진행되

므로외부환경차단을위한것이다<사진30, 31, 32>.

은입사 된 칼집끝 장식, 칼자루 윗마개 등은 헐거워져

탈락 위험이 있는 곳인데 작은 목재를 끼워 고정하 으

며, 장검(b) 윗마개의고정은대나무를못모양으로깎아

반대면과 같은 색으로 색맞춤을 한 후 끼워주어 탈락 위

험을 방지하 다. 또한 어피 표면, 코등이 등은 물, 에탄

올 등을 이용하여 세척만을 실시한 후 코등이 등 금속부

분은 Paraloid B-72를 도포하 다. 끈목은 가죽을 감싸고

있는 직물이 헤져 탈락할 위험이 크므로 전분풀로 고정

하여더이상의훼손을방지하 다<사진33>.

2. 옥로

옥로는상태가매우양호하나장기간의전시로표면에

먼지 등이 고착된 상태이므로 세척에 중점을 두고 보존

처리를 실시하 다. 얇은 대나무에 솜을 말아 에탄올을

적셔문질러세척하 고금동부분도에탄올로세척하 으

며<사진 35>, 나무상자는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하 다.

금동받침은 Paraloid B-72(in Xylene) 10wt%를 붓으로 도

포하 다. 나무상자의 철제고리와 경첩은 광택이 심할

경우 나무와 이질감이 날 수 있으므로 Paraloid B-72(in

Xylene) 5wt%를 붓으로 도포하여 경화처리를 완료하

다<사진36>.

3. 요대

요대는 전체적으로 면봉에 에탄올을 적셔 세척하 으

나 가죽부분은 갈색이 묻어나 세척하지 않았다. 세척 후

금속부분은Paraloid B-72(in Xylene) 5wt% 용액으로도포

하 다. 장식은 원래 금속테의 꺾쇠로 고정하거나 요대

가죽에 구멍을 뚫어 실로 묶었으나 꺾쇠와 실이 끊어져

분리된 상태이다. 접합은 제거가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

지고 있는 고농도의 어교를 사용하 으며 일부는 원래

사진 33 장검 칼집 끈목 접합 과정 사진 34 장검 보존처리 후

사진 35 옥로 세척 과정 사진 36 옥로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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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구멍에 실로 묶어주었다<사진 37>. 또한 요대 뒷부

분 안쪽에 종이를 천으로 감싸 덧댄 부분은 전분풀을 이

용하여고정하 다<사진38~42>.

4. 도배·구대

도배·구대는 에탄올로 세척하 으며 부식 방지를 위

해B.T.A. 3wt%(in ethanol) 용액에진공함침한후자연건

조를하 고표면에생성된B.T.A. 결정은에탄올로세척

하 다<사진43, 44>. 표면보호피막형성을위해Paraloid

B-72(in Xylene) 5wt% 용액에진공함침하 다. 구대의파

손된부분은cyanoacrylate계접착제로접합하 다.

결론및고찰

이상과 같이 보물 제326호 이충무공유물에 대한 분석

및보존처리에대하여서술하 으며이과정에서다음과

사진 37 어교 접합 과정 사진 38 종이 접합 과정

사진 39 보존처리 후 사진 사진 40 보존처리 후 띠돈 세부

사진 41 보존처리 후 안쪽 세부 사진 42 보존처리 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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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1. 장검 분석 결과 어피와 검은 칠의 가죽 사이의 금속

은대략Cu : Zn = 78 : 22의황동으로보이며환도막이는

Cu : Sn = 95 : 5의 청동, 코등이는 순동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칼자루 안쪽 붉은 색 안료는 제작시에는 석간주로

칠하 으며 후대에 주사와 연단을 혼합한 안료를 칠한

것으로 보인다. 도신 혈조 내 적색안료는 Cr, Pb가 함유

된근대합성도료로추정된다. 도신의 씨내금색안료

는 Cu : Zn = 85 : 15의 황동으로 금빛과 비슷한 색을 낼

수있도록제작한것으로보인다.

2. 옥로받침은금도금을하 으며보자기는현대에제

작된것으로보이며옥로상자의경첩은Cu : Zn = 78 : 22

의황동으로분석되었다.

3. 요대띠돈의금속테는도금을하 으며띠돈은목재

로 조작한 후 금박칠도금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붉은

색안료가관찰되나미량이어서분석하지못하 다.

4. 도배·구대는 순동에 금도금을 하 으며 일부 탈락

된것은Sn : Pb=7 : 3의합금의땜으로접합하 다.

5. 이충무공유물의 보존처리는 개관 전시에 맞춰 실시

함으로서 충분하고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하지는 못

하 으며 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

해안정한상태로전시될수있도록하 다.

후대에 유물에 칠해진 안료들은 현충사 전시관 개관

시 또는 그 이전 종가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로 추측되나

정확한시기는알수없다. 단지혈조내붉은색칠은근

대에 사용된 재료이므로 현충사 전시관 개관 바로 전에

칠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화재에 대한 기록은 중요하

지만 특히 문화재 보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기록은

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는처리전·후사진뿐만

아니라처리내용분석결과등모든것을포함한다. 따라

서 문화재와 관련된 기록은 문화재와 함께 움직이고 관

리되어야할것이다.

사진 43 도배·구배 B.T.A. 함침 사진 44 도배·구배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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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i Sunsin’s artifacts had been exhibited at Hyeonchungsa in Asan-si, Chungchungnam-do. These artifacts include
Janggeom(Long swords), Okno(Jade ornament of Korea traditional hat), Yodae(Waist belt) and Dobae(Peach shaped
wine cups)·Gudae(Yodae’s saucers). These were covered with dust and corroded due to long term display.
Condition of these artifacts was examined for a re-opening of Yi Chungmugong Memorial Pavilion on 28 March 2011.
Before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artifacts, scientific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terial of the artifacts.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d paint on the hilt of the sword is composed of two layers. Pigments of two layers were
found to be hematite and cinnabar mixed with red lead respectively. Mixed layer was assumed to have been applied
recently. Also it was found that the blade of the sword was repainted using chrome yellow(PbCrO4). Considering the
time limit, conservation treatment focused on stabilization of damaged area and prevention of futher risk during
display.

Key Words_Chungmugong, Yi Sunsin, Janggeom(Long swords), Okno(Jade ornament of Korea traditional hat), Yodae(Waist belt),

Dobae(Peach shaped wine cups)·Gudae(Yodae's saucers),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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