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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요 금속문화재 재질 5종(은, 구리, 철, 납, 황동)을 대상으로 이산화황(SO2)  농도에 따른

손상 특성을 분석하여 농도와 손상 특성 간의 정량적인 상관성을 확립하고자 하 다. 금속시편을 대상으

로 가스부식시험기를 이용하여 SO2 0.01, 0.12, 1, 10, 100, 1,000, 5,000ppm 농도로 24시간 노출을

각각 실시한 후 노출 전·후의 광학적·물리적·화학적 손상 변화를 평가하 다. 이 결과, 금속시편의 광

학적 손상변화는 SO2 100ppm에서 은시편의 광택도 감소와 SO2 5,000ppm에서 황동, 철, 구리, 납시

편의 색차 증가가 나타났으며 물리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철시편의 두께, 부식속도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화학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철, 황동시편의 황산이온(SO4
2-)  농도 증가,

pH 감소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속시편의 광학적 손상 변화는 SO2 100pp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고 물리적·화학적·광학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속시편 중 철과 황동이 다른 재질에 비해 SO2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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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통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민속자료통계를살펴보면, 금속류는전체소장유물

중 16~20%를 차지하고, 재질별로는 금제 9.5%, 금동제

28%, 은제 5.5~7.5%, 동합금제 39~53%, 철제 9~41%, 납

0.2%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박물관

2012; 국립민속박물관 2012). 이러한 금속의 대기부식은

기상인자와 오염인자에 의존하는데, 기상인자에 있어서

상대습도, 젖음 시간이, 오염인자에 있어서는 황산화물,

황화수소, 염화물이 주된 향인자이다(Lee·Pyun 1993:

203, 204; Syed 2006; 조종수1980: 1~3). 

그중에 SO2는 다른 오염가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료 표면 수층에 빠르게 흡수되고 높은 용해도를 가져

황산으로 빠르게 산화되면서 치명적인 향을 미친다

(Oesch 1996: 1363). 특히 SO2는 70% 이상의 높은 습도환

경에서 반응 촉진과 손상의 가중을 초래하며 비휘발성

에 기인하여 재질 내 잔류성이 높다(Thomson 2005: 136,

143; 문화체육부 1996: 97, 98). 

우리나라는 최근 SO2의 연평균 농도가 10ppb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국

립환경과학원 2011: 24, 25).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같

은 보존시설 내 환경제어가 양호한 전시실, 수장고의 경

우 3.6ppb 이하를 보이고 그 밖에 유물이 수장 및 전시되

는 공간에서는 3~19ppb의 농도 범위로 보고되었다(이

승은·노현숙 2006: 78; 김현탁 2009: 71, 72; 부경대 산

학협력단 2008: 159~188). 

그러나 실내공기에 있어서 공조의 부분운 및 미운

시 온도의 감소, 낮아짐은 습도의 상승으로 나타나 금

속표면의 결로가 발생하면 저농도의 SO2가 금속표면에

빠르게 흡수되어 이내 전해질 층을 이루고 대기부식이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Lee·Pyun 1993: 203;

Oesch 1996: 1363)과 부식되지 않은 금속표면에 대한 1

차 임계습도는 모든 금속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할 수 있

으나 부식이 진행된 금속의 경우, 부식생성물의 흡습성

에 기인하여 부식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2차 임계습도

가 존재하며 금속마다 다르다는 점(Syed 2006: 8)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지역에서의 임계습도는 금속표면에 공기

오염물질을 60%가량 침착시키며(Syed 2006: 2), 해안지

역의 경우, 금속표면에 침착된 해염입자가 습윤공기로

부터 수분흡수를 더욱 증가시키고 SO2 흡수를 증대시켜

대기부식이 더욱 가속화되므로(Quing q. et al. 2002:

2789~2803; 정 호 외 2002: 1) 문화재 보존시설의 지정학

적·기상학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금속문화재는 환경에 민감한 대표적인 무기질 유물

로, 보다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의 유해한 환경에 의한 손상 유형과 손상 정도 등 과학적

근거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SO2에 의한 금속류

손상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볼 때, 상업적 측면에서의

강, 알루미늄, 구리 연구에 편중되어 우리나라 문화재 재

질에 대한 대표성과 적용 관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장기 현장실험과 극심한 가속실험을

통해 제한된 농도에 그친 점에서 SO2 농도에 따른 정량

적인 손상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이다

(Lee·Pyun 1993; Sereda 1974; Oesch 1996; Lin·Wang

2005; Syed 2006; EPA 1980).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속문화재를 대표할 수

있는 금속시편을 재질별로 선정하고 SO2 농도에 따른 손

상 변화를 평가하여 가스 농도와 손상 변화 간의 정량적

인 상관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이 자료는 문화재 보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에 의한

동산문화재 재질 손상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SO2에 의한 금속문화재의 손상 및 예방 보존 실

험연구, 손상메커니즘 해석, 허용 농도 및 가이드라인 설

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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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 제작

금속시편은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유물 중 금속류의 통계를 참고하여 금제, 금동제, 은

제, 동합금제, 철제, 납을 1차로 선정한 다음, 이들 주요

재질 중 부식 향이 없는 금제, 표준시험편 확보가 어려

운 금동제, 청동제를 제외한 은, 구리, 철, 납, 황동에 대

해 시편을 준비하 다. 금속시편은 Sigma-aldrich사,

Alfa사의 두께 0.1mm 수준의 foil 타입을 구매하 으며,

가로×세로를 50×50mm로 절취한 후 3매 1조로 준비하

다(표 1).

2. 실험 조건

시험기기는 가스부식시험기(GS-UV, Suga, Japan)를

사용하 고 시험기 챔버 내부(217L)의 온도는 20℃, 습

도는 50%, 환기횟수는 문화재 보존시설 내 진열장, 전시

실 수준의 공기교환율을 반 하여 1회/hr로 설정하 다.

챔버 내부의 SO2 농도는 0.01, 0.12, 1, 10, 100, 1,000,

5,000ppm으로 조건별로 조성하고 금속시편을 각각 24

시간 노출시킨 후 노출 전·후의 광학적·물리적·화학

적 변화를 조사하 다. 

SO2 표준가스(N2 balance, Air korea, Korea)는 20,

200, 20,000, 50,000ppm을 사용하 으며, 총유량은

3.6L/min으로 고정하고 공기유량은 2.6~3.6L/min, 가스

유량은 0~2L/min 범위 내에서 각각 공기유량 조절기

(MODEL 3655, Kofloc, Japan)와 별도의 가스유량 조절

기(SEC-E40, Horiba stec, Japan)를 이용하여 조절하

다. 농도 모니터링은 0.01, 0.12ppm 농도범위에서는 가

스분석기(SF-2000G, Seres, France)를, 1~5000ppm 농

도범위에서는 검지관식 기체측정기(GV-100S, Gastec,

Japan)를 사용하 다(표 2).

3. 측정 및 분석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손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광학적·물리적·화학적 평가 항목을 선정하 고,

KS 시험규격에 준하여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 다(표

3). 광학적 손상 변화는 색차와 광택도를 평가하 다. 색

차는 노출 전·후 금속시편 각 3매의 전면 측정구역을

【 표 1 】금속시편의 종류 및 특성

Metal
(Symbol)

Type Thickness
(mm)

Contents
(%) Maker

Silver(△) Foil 0.1 Ag 99.9% Sigma-aldrich

Copper(□) Foil 0.1 Cu 99.9% Sigma-aldrich

Iron(○) Foil 0.1 Fe 99.9% Sigma-aldrich

Lead(◇) Foil 0.13 Pb 99.8% Alfa

Brass(×) Foil 0.13 Cu 70%, Zn 30% Alfa

연구방법

【 표 2 】가스부식 실험 조건

Parameter Condition

SO2(ppm) 0.01, 0.12, 1, 10, 100, 1,000, 5,000

Temperature(℃) 20

Humidity(%RH) 50

Air Exchange Rate(hr-1) 1

Exposure Time(h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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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하여 측정하 으며, 광택도는 노출 전·후 금속시

편 각 3매의 후면 측정구역을 고정하여 측정하 다. 측

정기기는 BYK Gardner사 분광 색차계와 KSJ사 광택계

를 사용하 다. 

물리적 손상 변화는 두께, 중량, 부식속도를 평가하

다. 두께는 노출 전·후 금속시편 각 3매의 중앙 고정지

점을 측정하 고, 중량은 노출 전·후 금속시편 각 3매

를 측정하 으며, 부식속도는 중량측정법(김 식 2009:

4~7; Syed 2006: 4)을 적용하여 노출후 금속시편 각 2매

를 대상으로 화학적 세척 전·후의 중량을 측정한 후 계

산식을 통해 산출하 다(표 4, 식 1). 측정기기는

Mitutoyo사 마이크로미터와 Mettlertoledo사 정 화학저

울을 사용하 다. 

화학적 손상 변화는 SO4
2- 농도와 pH를 평가하 다.

SO4
2- 분석은 금속시편 표면에 잔류하는 SO4

2- 농도를 살

펴보기 위해 금속시편 각 1매의 표면적 및 중량을 측정

한 후 50ml 용량 팔콘튜브에 삽입하고 탈이온수 50ml를

주입한 다음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온도 25℃, 초음

파강도 50%, 세척시간 10분으로 초음파 세척을 실시하

다. 용출액 중 10ml를 0.45㎛ 필터로 여과하여 여과액

5ml에 대하여 음이온 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용출액

에 대하여 pH를 측정하 다. 측정기기는 DIONEX사 이

온크로마토그래피, 성동초음파사 초음파세척기,

Thermo scientific institute사 pH미터를 사용하 다.

【 표 3 】손상 변화 평가 항목

【 표 4 】금속시편의 부식 생성물 제거를 위한 화학적 세척 절차

Optical
Color difference KS A 0063

Gloss Unit KS L 2405

Physical

Thickness KS D ISO 7384, KS D ISO 10111

Weights KS D ISO 8407

Corrosion rate
KS D ISO 7384, KS D ISO 8407
KS D ISO 10062, KS D ISO 11845
CSSK PD 002-2009

Chemical
SO4

2- concentration KS I 3206

pH KS K ISO 3071

Specimen Reagent Temp.(℃) Time(min)

Silver NaOH 0.4g ＋ D.I Water = 1,000ml 100 5

Copper H2SO4(ρ=1.84g/ml) 100ml ＋ D.I Water = 1,000ml 20 2

Iron HOC(COOH)(CH2COONH4)2 200g ＋ D.I Water = 1,000ml 80 20

Lead C2H7NO2 50g ＋ D.I Water = 1,000ml 60∼70 10

Brass H2SO4(ρ=1.84g/ml) 100ml ＋ D.I Water = 1000ml 20 2

Items Evaluation Test standard

corrosion rate(mm/y) = 87.6×W
D×A×T

W : weight loss (㎎)
D : density (g/cm3)
A : area (cm2)
T : exposure time (hr)

(1)

【 식 1 】부식속도 계산식 (출처 : 한국부식방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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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학적 손상변화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색차(⊿E*ab)는 은시편

0.08~0.52, 구리시편 0.35~1.74, 철시편 0.04~2.90, 납

시편 0.29~1.66, 황동시편 0.44~10.25로 나타났다. SO₂

0.01~10ppm 농도에서의 전체 금속시편의 색차는 1.0미

만으로 나타났으며, 100ppm에서 황동시편의 색차가

2.02로 증가하 고, 5,000ppm에서 황동시편 10.25, 철시

편2.90, 구리시편1.74, 납시편1.66 순으로색차가급격히

증가하 다. 은의 경우, SO2 농도 범위 0.01~5,000ppm

에서 색차가 0.5 이하로 나타나 SO2에 의한 색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차 변화를 평균하여 재질별로 살펴보면, 황동

(2.25)〉납(0.76)〉구리(0.66)〉철(0.54)〉은(0.31) 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색

변화는 SO2 100ppm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a). 한편, 황동시편(아연함유)의 색차가 높았던

이유는 오염대기에서 비철금속 중 아연은 가장 민감하

고 향을 받기 쉬운 금속이며 황산과의 높은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아연에 대하여 SO4
2-은

부식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다(Syed 2006: 9).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광택도 변화(⊿GU, 60°)

는 은시편 0~-19.67, 구리시편 0~-1.33, 철시편 0~-

46.67, 납시편 12.33~-6.67, 황동시편 0.33~-12.67로

나타났다. 금속시편의 전체 광택도 변화는 0~-47로 나

타났으며, 특히 철시편의 경우 SO2 5,000ppm에서 -47

로 광택도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SO2 100ppm에서

은시편이 -5.67의 광택도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 으

며 1,000ppm에서 납시편이 -5.67의 광택도 감소가,

5,000ppm에서는 전체 금속시편에서 광택도 감소가 현

저히 나타났다. 광택도 변화를 평균하여 재질별로 살펴

보면, 철(-6.29)〉은(-4.96)〉황동(-1.96)〉납(-

1.25)〉구리(-0.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O2 농

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광택도 변화는 SO2 100ppm에서

나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결과에서 철시편, 은시편에서의 광택도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철시편의 경우, 표면에 발생

한 미세 부식물 rozenite(FeSO4·4H2O)로 인해 광택도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Oesch 1996:

1364), 은시편의 경우, 황화합물, 산화력이 매우 강한 황

【 그림 1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색차(A) 및 광택도 변화(B)

a b

연구결과및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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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 반응으로 인해 표면이 탁해져 광택도 감소가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납의 경우, 연성재질로

실험과정에서 작은 휨, 구김에 의해 광택도의 오차가 발

생하 다(그림 1-b).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표면 관찰결과는 SO2

5,000ppm 농도에서 철시편의 변색과 부식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황동시편의 변색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은시편은 황색 증가(b값 ＋0.38)가

근소한 가운데, 광택은 다소 뿌옇고 탁한 정도로 뚜렷하

게 감소되었으며, 구리시편은 황색, 적색 증가(a값 ＋

0.71, b값 ＋1.41)가 나타났고, 광택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철시편은 명도 감소, 황색 증가(L값 -2.62, b값 ＋

a b

a. 은시편-blank b. 은시편-5,000ppm

c d

c. 구리시편-blank d. 구리시편-5,000ppm

e f

e. 철시편-blank f. 철시편-5,000ppm

【 그림 2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표면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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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와 상당한 광택 감소가 나타났으며, 납시편은 명도

감소, 황색 증가(L값 -1.46, b값 ＋0.78)와 약간의 광택

감소가 나타났다. 황동시편은 명도 감소, 황색, 적색 증

가(L값 -5.45, a값 ＋3.14, b값 ＋8.09)와 뚜렷한 광택 감

소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금속시편은 대체로 황색 증가

의 표면색 변화와 뿌옇고 탁한 광택 감소가 나타나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그림 2). 

이상의 결과를 통해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광

학적 손상 변화는 SO2 100ppm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2. 물리적 손상 변화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두께 변화는 은시편 -

0.0003~＋0.0017mm, 구리시편 -0.0040~＋0.0023mm,

철시편 -0.0010~＋0.0067mm, 납시편 -0.0043~-

0.0007mm, 황동시편 -0.0010~＋0.0003mm으로 나타

났다. 부식이 육안으로 관찰된 철시편(SO2 5,000ppm)은

두께 변화량이 0.0067mm로 1일 노출 전·후 증가 경향

이 나타났으나 기타 금속시편에서는 1일 노출 전·후 증

가 또는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납시편의

경우, 측정과정에서 재질 연성으로 인한 두께의 오차(감

소 경향)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a).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중량 변화는 은시편 -

0.0005~＋0.0002g, 구리시편 -0.0004~＋0.0003g, 철시

편 -0.0004~＋0.0005g, 납시편 -0.0006~-0.0005g, 황

동시편 -0.0004~＋0.0003g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금속시편에서 1일 노출 전·후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g h

g. 납시편-blank h. 납시편-5,000ppm

i j

i. 황동시편-blank j. 황동시편-5,000ppm

【 그림 2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표면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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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b).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

의 부식속도는 은시편 -0.0033~＋0.0010mm/y, 구리시

편 -0.0041~＋0.0004mm/y, 철시편 -0.0200~＋0.0217

mm/y, 납시편 -0.0052~-0.0030mm/y, 황동시편 -

0.0031~＋0.0009mm/y으로 나타났다. 부식이 육안으로

관 찰 된 철 시 편 (SO2 5,000ppm)은 부 식 속 도 가

0.0217mm/y로 1일 노출 전·후 증가 경향이 나타났으

나 기타 금속시편에서는 1일 노출 전·후 증가 또는 감

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c). 

본 연구에서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물리적 손

상 변화는 철시편(SO2 5,000ppm)에서 두께, 부식속도 변

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타 금속시편에서는 노출

전·후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량 변화 평가에 있어 금속부식이 약하게 진행되었거

나 부식 초기단계의 경우 다소 세 한 변별이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물리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화학적 손상 변화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SO4
2- 농도는 은시편

0~13㎍/100cm2/day, 구리시편 0~60㎍/100cm2/day, 철

시편 0~380㎍/100cm2/day, 납시편 0~12㎍/100cm2

/day, 황동시편 1~161㎍/100cm2/day로 나타났다. 전체

금속시편의 SO4
2- 농도(㎍/100cm2/day)는 SO2 농도

0.01~1,000ppm 범위에서 30 이하로 나타났으며,

5,000ppm 농도에서는 철(380)〉황동(161)〉구리(60)〉

납(12)〉은(8) 순으로 철시편, 황동시편의 SO4
2- 농도가

높았다(그림 4-a). 

그러나, 온도 20℃, 습도 50% 실험조건이라는 점에서

SO2 가 고농도일지라도 금속표면에 잔류하는 SO4
2- 농도

가 높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부식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EPA 1980: 12, 16; Sereda 1974:

13). 또한, 철시편, 황동시편(아연함유)의 SO4
2- 농도가

높은 이유는, 이온화 경향이 크고, SO2, 황산과의 반응성

a

b

c

【 그림 3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두께 변화(a) 및
중량 변화(b), 부식속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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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특성때문으로 판단되었다(EPA 1980: 16).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pH 변화는 은시편 7.76→

7.12, 구리시편 7.39→7.18, 철시편 7.31→6.70, 납시편

10.79→10.91, 황동시편 9.42→8.40로 나타났다. 재질별

pH 변화량을 살펴보면, 황동(1.03)〉은(0.64)〉철

(0.62)〉구리(0.21)〉납(0.13) 순으로 나타났다. 황동시

편, 은시편의 경우 SO2 농도 증가에 따라 pH가 점진적으

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철시편, 구리시편은

SO2 농도 0.01~1,000ppm 구간에서 pH가 일정하다가

5,000ppm에서만 뚜렷한 pH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납

시편은 SO2 농도 전체 범위에서 pH가 변화 없이 일정하

다(그림 4-b).

이상의 결과를 통해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화

학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2 농도와 금속문화재 재질의 손상 특성 간의 정량

적인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금속시편을 재질별로 대

상화하고 SO2 농도에 따른 광학적·물리적·화학적 손

상 변화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광학적 손상 변화는

SO2 100ppm에서 은시편의 광택도 감소(-5.67)가 나타

났으며, SO2 5,000ppm에서 황동시편, 철시편, 구리시편,

납시편의 색차 증가(황동 10.25, 철 2.90, 구리 1.74, 납

1.66)가 나타났다.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색차와

광택도는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나 반응메커니즘의 차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금속시편

의 광학적 손상에 향을 주는 SO2 농도, 금속시편의 색

차 및 광택도의 손상 변화, SO2에 취약한 금속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물리적 손상변화는

SO2 5000ppm에서 철시편의 두께 증가(0.0067mm)와 부

식속도 증가(0.0217mm/y)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SO2의

일부 금속에 대한 부식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속

표면의 젖음 시간, SO2의 노출시간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화학적 손상 변화는

SO2 5000ppm에서 철, 황동시편의 SO4
2- 농도 증가(철

380㎍/100cm2/day, 황동 161㎍/100cm2/day)와 pH 감소

a

b

【 그림 4 】SO2 농도에 따른 금속시편의 SO4
2- 농도(a) 및

pH(b)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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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0.62, 황동 -1.03)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기부식

시점의 철시편의 SO4
2- 농도와 pH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색차 10 수준의 변색이 나타난 황동시편에서의 SO4
2- 농

도와 pH를 참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SO2에 의한 금속시편의 손상 및 예방

보존 실험연구, 손상메커니즘 해석, 허용 농도 및 가이드

라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2011년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

화유산 융복합연구(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

으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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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Characteristics of Metal Materials According to
the SO2 Concentration

Abstract

A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metal materials in order to identify the quantitative 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and damage characteristics after evaluation of the damag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O2

concentration. The prepared metal samples, which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material (silver, copper,

iron, lead, brass) were exposed to 0.01, 0.12, 1, 10, 100, 1,000, and 5,000ppm of SO2 for 24 hours and the

optical, physical, chemical deterioration rates both before and after testing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ed

optical deterioration, a loss of gloss on silver specimen with SO2 100ppm, an increase of color difference on

brass, iron, copper and lead specimens with SO2 5,000ppm, as well as physical changes such as an increase of

thickness and corrosion rate on iron sample with SO2 5,000ppm. In the case of chemical changes such as an

increase sulfate ion (SO4
2-) concentration and decrease of pH on iron and brass specimens were identifi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2 100ppm caused clear optical deterioration on some metals such as silver and

physicochemical and optical deterioration were identified at SO2 5,000ppm regardless of metal type. Also, It

was concluded that iron and brass are the most susceptible of the metal specimens to S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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