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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조 초장지에서 출토된 옥에 대한 문헌조사와 재질분석을 통해 유물의 재질 특성을 밝히고 비파괴진

단을 통해 출토 옥의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출토 옥의 원형을 복원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출토 옥은 벽옥으로 알려졌으나 재질분석 결과, 출토 옥은 안티고라이트(Antigorite) 광물조성의 사문암

으로 판단된다. 열화상분석 등 손상도 평가 결과 내부손상 부분은 포획물의 경계면을 따라 발달한 간극에 의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면손상 부분의 보존처리는 석고와 아교를 혼합하여 충전하였으며 보존처리용 아크릴물감과 그로

스미디엄을 혼합한 후 색맞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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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조대왕(正祖大王, 조선 제22대, 재위 1776~1800)의 

초장지는 정조 승하 후 능을 조성하여 왕비인 효의왕후

(孝懿王后, 1753~1821)와 합장하기 전까지 최초 매장지

로 위치에 대해서는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正祖健陵山

陵都監儀軌)』, 『정조대왕국장도감의궤(正祖大王國葬都

監儀軌)』 등 문헌기록에 기술되어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12월까지 국

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가 사적 제206호로 지정한 융건

릉 내 초장지로 추정되는 지점을 발굴하였다. 제 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정비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굴

하였다(사진 1). 

발굴 결과, 초장지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 1-1번

지 일대에 위치한 융건릉(사적 제206호) 능역의 북동쪽 

경계면에 위치한다고 밝혀졌다. 또한 초장지 발굴조사

에서는 유물 집중 출토지점에서 백자소호, 명기(明器)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인 출

토 옥은 최초 정치된 석재유물로 분류되었다(국립문화

재연구소 2011: 13). 왜냐하면 출토 옥을 제외한 유물들

은 『정조국장도감의궤』 － 「삼방의궤」 － ‘제기질’에 유물 

설명과 도면 등 상세한 기록이 있어 성격을 쉽게 규명할 

수 있었으나 본 유물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 또한 

표면에는 금속성 도구에 의해 긁힌 것으로 추정되는 손

상 부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토 옥에 대한 문헌조사,  

재질 특성 파악 및 손상도를 평가하였으며 표면 이물질 

제거, 손상부 보강 등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출토 옥에 대한 재질분석과 물리적 손상에 따른 

비파괴조사방법, 광택 있는 석조유물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황 및 연구방법

1. 현황

정조대왕 초장지가 위치한 화성시는 동으로는 용인시, 

서로는 서해에 면하여 있으며 북으로는 수원시·안산시

와 남으로는 오산시·평택시와 접하고 있다(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91: 246~249).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조사 결과, 초장지의 봉분 직경은 8m이며 묘광은 남북 

10m×동서 5.3~5.8m의 크기로 묘광 북편의 좁은 구간

을 ‘퇴광’이라 칭하여 부장품을 매납하고 있다(국립문화

【 사진 1 】  정조 초장지 위치 【 사진 2 】  퇴광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집중출토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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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소 2011: 8)(사진 2). 유물 집중 출토지점인 퇴광

에서 출토된 옥은 길이 334mm, 폭 83mm, 높이 85mm, 

무게 6,220g의 직육면체 형태이다. 유물 전면에 걸쳐 토

양 및 목재편이 덮여 있으며 부분적으로 긁힌 흔적이 확

인되었다. 그리고 표면이 노출된 부분은 광택이 확인되

며 가장자리 각진 부분은 상당히 날카롭게 정치된 형태

를 취하고 있다(사진 3).  

2. 연구방법

출토 옥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알기 위해 『정조국장도

감의궤』, 『건릉산릉도감의궤』 등 고문헌 자료 조사를 수

행하였다. 그리고 재질분석과 풍화 및 훼손상태 등 손상

도 평가를 위해 다양한 비파괴 기법을 적용하였다. 재질

분석은 구성재질의 전체 미세자화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기는 ZH Instrument 

사의 SM30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대자율의 단위는 10-3 SI 

unit로 표기하였다. 표면 경도 측정을 통해 출토 옥의 종

류를 분류하기 위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기기는 Future Tech사의 Micro-Vickers hardness tester

로 모델명은 FM-700이다. 측정 조건은 하중 10gf, 유지

시간 15sec이다.  또한 벽옥으로 기록된 출토 옥의 광

물 조성과 상대적 함량 동정을 위해 X-회절분석(X-Ray 

Diffractometer, Netherlands, PANalytical社, EMPYREAN, 

고분해능 Pixel 3D-256ch Detector, X’Pert HighScore 

Plus 소프트웨어, Cu Target, 40kV, 40mA)을 5°~80°까지 

0.026°/sec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출토 옥의 정확한 감

정을 위해 한미보석감정원과 부여귀사문석광업(주)에

(부여 귀사문석옥 광산) 의뢰하여 유사 패턴으로 추정되

는 사문암(Serpetine)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손상도 평가는 출토 옥의 강도추정을 통한 정량적 풍

화도를 산출하기 위해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사용

된 기기는 CNS FARNELL사의 PUNDIT PLUS이며 측정된 

자료는 2D 모델링을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풍화 및 훼손상태 정밀진단은 석조문화재 내부박리 등 

결함검출에 사용되는 적외선 열화상분석기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기기는 FLIR사의 SC-660이며 분석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열적외선 램프를 15초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열화상 

에서 확인된 내부 손상부분의 깊이 등 정확한 위치를 확 

인하기 위해 저주파단층촬영기를 사용하였다. 본 장비는  

저주파대 초음파를 사용하여 석조문화재의 두께 및 결함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로 24개(4×6개) 탐촉자가 A스캔

과 B스캔을 사용하여 탐사한 후 SAFT 알고리즘 계산법으

로 단층 영상을 보여준다. 사용된 기기는 ACS사의 A1220 

(MONOLITH)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X-ray로 촬영한 단층 

영상을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 3차원 영상을 재구성

하여 출토 옥 내부를 분석할 수 있는 X-ray CT를 이용하

였다. 사용된 기기는 SEC사의 X-eye 7000PCT모델로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190kV와 0.1mA이다. 보

존처리는 출토 옥의 표면에 부착된 토양과 목재편 등 이

물질을 건·습식 세척방법으로 제거하였으며 긁힌 흔적

이 있는 곳은 석고와 아교를 혼합한 후 표면처리 하였다. 

a b c

【 사진 3 】  초장지 출토 옥 (a. 출토 옥 상태, b. 표면손상부(긁힘), c. 표면이물질(토사 및 목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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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옥의 재질 특성

 1. 문헌분석

초장지 출토유물에 대한 기록은 『정조국장도감의궤』－ 

「삼방의궤」 － ‘제기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기질

은 국장과 관련한 각종 제기들과 관련 문서를 기록한 내

용으로 출토 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국장 진행 

중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물의 제작기법 등을 기록한 『정

조국장도감의궤』 － 「삼방의궤」 － ‘조작질’ 기록을 조사

하여 출토 옥과 관련된 증옥(贈玉: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던 옥돌) 내용을 확인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87, 113~133). 왕릉 조성 시 증옥을 행하고 옥돌을 

매납하는 등 각종 기물을 매납하는 이유는 왕이 현세와 

내세를 동일한 선상에서 서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며 또

한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왕권계승과 같은 왕통과 관

련 있기 때문이다(박종민 2007: 326). 『정조국장도감의

궤』 － 「삼방의궤」 － ‘조작질’ 기록에 따르면 정조국장은 

단천산 벽옥으로 2괴를 복정(卜定: 길흉을 점친 후 정함) 

한 후 1괴는 길이 1자 2치(338mm), 너비와 두께는 각 3치

(82mm)로 마름질한 후에 백랍을 입혔고 나머지 1괴는 

함에 넣어서 호조로 이동하였다. 삼방의 공장들이 각종 

제기를 마련하는데 그중 임금 또는 왕비에게 선물로 드

리는 옥으로 대체로 벽옥을 활용하였으며 작업을 마친 

후 묘혈에 넣게 된다(박종민 2007: 345). 기록에 의한 치

수는 출토 옥과 흡사하며 표현 이미지 또한 유사함을 알 

수 있다(사진 4). 또한 조선 제27대 순종(1874~1926) 장

례식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한 『어장의사진첩(御葬儀寫眞

帖)』에 매납된 각종 기물에 대한 설명 자료 중 증옥이란 

기록이 출토 옥과 유사한 이미지로 확인되기 때문에 당

초 정치된 석재유물이 아니라 증옥을 행하기 위한 벽옥

임을 짐작할 수 있다(사진 5).

벽옥은 고대로부터 관옥이나 곡옥 등 장신구로 사용

되어 왔으며 청동기시대 지석묘 단계에서부터 천하석

제 옥제품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재료로 사용 시기는 비

교적 긴 편이라 할 수 있다(윤정은 2006: 26). 『조선왕조

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증옥을 위해 벽옥을 사용하였

다는 기록이 11회 등장하는데, 특히 단종 즉위년 임신

【 사진 4 】  출토 옥 관련 문헌기록 『정조국장도감의궤』

a

b

【 사진 5 】  『어장의사진첩』 표지(a) 및 내부 증옥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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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년) 9월 1일 기록에 따르면 ‘문종의 재궁을 현궁에 

안치하는 과정에서 길이가 1척 2촌, 너비와 두께가 각 3

촌인 벽옥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밖

에도 함경도 단천을 옥의 주요 산지라는 기록은 『조선왕

조실록』 숙종 44년 무술(1718) 2월 17일에 ‘예장 도감에

서 길흉에 관한 의장에 관해 아뢰는 내용 중 증옥은 함경

도 단천의 심청옥(深靑玉)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

인되고 있다.  

 2. 과학적 분석

옥(玉)이란 휘석, 각섬석, 사문석 및 비결정질 석영으

로 구성된 미정질 내지는 은미정질 광물에 대한 총칭으

로서 석기시대로부터 무기, 화폐, 장신구 또는 부장품의 

원석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어 왔다(박맹언·강정

미 1995: 29~36). 옥의 분류는 구성 광물에 따라 31가지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색상으로 구분하면 취옥(녹색), 홍

옥(적색), 황옥(황색) 등이 있다(옌지 2006: 4~5). 벽옥은 

현재도 많이 사용되는 옥으로 벽옥(碧玉, Jasper)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벽옥은 산화철 기반의 다결

정질의 혼합구조로 외관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산화철의 

종류에 따라 녹색, 붉은색, 갈색 등 색상 또한 다양하다

(정영수 2006: 6, 30; 김원사 1997: 249~262). 

본 연구에서는 구성광물의 분류와 문헌기록에 등장하

는 벽옥이란 표현을 바탕으로 출토 옥에 대한 정확한 명

칭을 부여하고 현재 통용되는 벽옥과 출토 옥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벽옥 원석과 사문암, 출토 옥에 대

한 전암대자율 측정, 비커스 경도, X선 회절분석을 하였

다(사진 6, 7).

1) 전암대자율

 

벽옥은 화산암이나 응회암 중에 맥을 이루어 산출되며, 

때로는 금속광맥이나 망간광상과 함께 산출된다. 치밀질의 

b ca

【 사진 6 】 분석대상 옥 (a. 벽옥, b. 사문암, c. 출토 옥) 

a b c

【 사진 7 】 분석대상 옥 표면 (a. 벽옥(×50), b. 사문암(×50), c. 출토 옥(×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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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를 이루며 FeO를 함유한 것은 녹색, Fe2O3를 함유

한 것은 적색, Fe2O3·NH2O를 함유한 것은 갈색 또는 황

색을 띠며, 거의 불투명하다(우석헌자연사박물관 DB, 

정영수 2006: 6~9).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벽옥의 미세

자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암석과 광물의 전체 미세자화강도를 구분

하기 위해 응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이런 특성

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석조문화재 구성부재 및 석기 등

의 원산지 해석에 활용되기도 한다(이명성 2013: 3). 출

토 옥의 대자율값은 -0.133∼-0.181(평균 -0.159×10-3)

SI unit, 벽옥은 -0.06∼-2.212(평균 -0.176×10-3)SI unit, 

사문암은 -0.03∼-0.136(평균 -0.157×10-3)SI unit으로 

모두 음의 값이다. 유색광물 함유도(M)M≥90인 옥들은 

IUGS분류에 따르면 초고철질암(Ultramafic rock)으로 분

류되는데 사문암은 초고철질암이 사문암화작용 또는 변

성작용(열수변질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것이다. 또한 

옥들은 감람석과 소량의 휘석류 및 각섬석류로 구성되

어 성인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띤 것으로 판단된다(환경

지질연구정보센터 DB; 김건영ㆍ김수진 1997: 126~137) 

(그림 1). 

2) 비커스 경도 

비커스 경도는 공업재료 등의 경도를 나타내는 기준의 

하나로 대면각 136°인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 압자(자

국)를 재료의 면에 살짝 대어 눌러 피트(pit)를 만들고, 

하중을 제거한 후 남은 영구 피트의 표면적으로 하중을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하중을 Pkg, 피트의 대각선의 길

이를 dmm라 하면, 비커스 경도 Hυ는 H = 1.854 P/d2이 

된다. 피트가 닮은꼴이 되므로 하중의 크기에 관계없이 

경도의 수치가 일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하중의 크기

를 아주 작게 하면 제품의 면에서 직접 경도를 측정할 수

가 있다(금속용어사전편찬회 편 1989: 144~145). 옥의 

경도는 모스 경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석은 비커스 또

는 브리넬 경도 측정을 함께 사용한다. 하지만 규격화

된 절댓값보다 상대비교 값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10회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기준하였다(John Sinkankas 

1972: 168~181). 출토 옥 261Hυ, 벽옥 212Hυ, 사문암 

268Hυ로 벽옥은 다소 낮은 값이 관찰되나 출토 옥과 사

문암은 유사한 경도값이 확인된다(표 1, 사진 8). 

하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벽옥의 모스 경도는 6.5∼7, 

사문암은 2∼3, 사문암은 5∼6 정도이기 때문에 비커스

경도값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Paul 1983: 168~181;  

출토 옥 벽옥 사문암

1회 264.1 200.8 293.5

2회 266.3 170.2 219.6

3회 261.9 223.7 255.9

4회 260.7 261.3 270.8

5회 261.9 199.4 244.8

6회 319.3 210.6 269

7회 242.7 222.3 315.4

8회 269.3 197.6 269.7

9회 203.3 219.6 265.8

10회 263.4 217.6 277.1

평균 261.29 212.31 268.16 

【 표 1 】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 (하중 10gf, 유지시간 15s)

【 그림 1 】 분석대상 옥의 전암대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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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이두희 1994: 22~50). 모스 경도는 원석을 가공한 

후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X-선 회절분석

X-선 회절분석 결과 출토 옥과 벽옥, 사문암 모두 좁

고 예리한 회절선으로 이루어져 결정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피크는 출토 옥과 사문암은 

유사하나 벽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옥은 제

이다이트(Jadeite, NaAlSi2O6)가 주 피크로 알칼리휘석

의 일종인 경옥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문암과 출토 옥

은 리잘다이트(Lizardite, Mg3Si2O5(OH)4) 또는 안티고라

이트(Antigorite, Mg3Si2O(OH)4)로 동정되었으며 출토 옥 

일부 피크에선 돌로마이트(Dolomite, CaMg(CO3)2)가 

동정되었다(그림 2).

사문암은 리잘다이트, 안티고라이트, 크리소타일의 

세 가지 동질 이상으로 이와 같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박기남 외 2012: 11~13). 사문암은 안티고라이트

의 미세한 섬유상 결정들이 입상질 조직 내에서 집합체

를 이루고 있으나 사문암은 입상질 조직은 관찰되지 않

고 주상 또는 침상 안티고라이트 결정들이 존재하게 된

다(여진영 2006: 248). 따라서 겉으로는 순수한 광물상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불순광물들이 미

시적으로 혼재되기 때문에 조직관찰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토 옥은 앞서 언급한 강

한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백운암으로부터 생성되었을 가

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전암대자율, 비커스 경도, XRD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출토 옥은 문헌기록의 벽옥과

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문암(Serpentine)과 유사한 것

으로 판단된다. 

a b c

【 사진 8 】 비커스 경도 (a. 벽옥(217Hυ), b. 사문암(259Hυ), c. 출토옥(263Hυ))

a b c

【 그림 2 】 X-선 회절분석 결과 (a. 벽옥(J: Jadeite), b. 사문암(A: Antigorite, L: Lizardite), c. 출토옥(A: Antigorite, D: 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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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옥의 손상도 평가

1. 초음파측정

암석의 강도와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

로 파괴를 동반하는 압축강도 시험법과 비파괴적인 초

음파측정법이 있다. 이 중 압축강도 시험은 암석을 적당

한 크기와 모양으로 성형하거나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석조문화재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초음파탐사는 현

장적용성 및 휴대성이 뛰어나 석조문화재의 내구성 평

가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전유근 외 2008: 1~12; 이찬희 

외 2009: 234). 측정에 사용된 CNS Famell사의 PUNDIT-

plus와 탐촉자 UTR54kHz는 암석 및 콘크리트 분야에 널

리 사용되는 기기이다. 출토 옥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

문에 별도의 접촉매질 없이 측정하였으며 두께가 8cm 

내외이기 때문에 간접법보다 직접법으로 96지점을 측

정하였다. 측정결과, 속도범위 5,188∼5,979m/s, 평균 

5,627m/s(표준편차 98.19)이며 Iliev(1967)가 제한한 관

계식에 따르면 초음파속도 5,000m/s 이상은 신선한 암석

인 극경암에 해당되는 속도로 출토 옥은 상당히 신선한 

상태이다(그림 3).

2. 적외선열화상 분석

석조문화재의 결함검출을 위한 적외선열화상 분석

은 표면에 인공적인 열원을 사용하여 출토 옥에서 방출

된 적외선 에너지의 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방출된 적

외선 복사에너지의 양은 물체의 광학적 특성, 열전도성, 

비열 및 열확산율과 같은 열적 특성과 표면 하부층의 공

극률, 밀도 및 함수량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조영훈 외 2013: 56~57). 출토 옥은 직육면체이기 때문

에 4면을 적외선램프로 15sec간 조사한 후 각 면에 대한 

열화상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 대기온도는 14.3°C, 

상대습도 67%, 측정거리는 1m이다. 측정결과, 3면은 비

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나 긁힌 흔적이 있는 면은 중

앙 부분에서 약간 높은 온도가 관찰되고 있다. 가장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건전한 3면은 각 31.8°C( T 1.9), 31.7°C 

( T 2.3), 32.2°C( T 1.9)이나 결함부로 추정되는 면은 

32.8°C( T 3.0)로 온도 간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내부박

리 및 균열 등 결함부로 판단된다(사진 9).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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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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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5,300
5,200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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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출토 옥 초음파측정 2D 모델링 결과 -회색점이 측정지점(96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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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주파단층촬영

열화상 분석에서 확인된 내부결함의 발생 깊이와 영

역을 파악하기 위해 저주파단층촬영을 실시하였다. 

DPC(Dry Point Contant, 50kHz) 방식의 탐촉자 박스를 결

함부로 추정되는 면에 적당한 힘을 가해 밀착시킨 후 측

정하였다. 측정그리드는 3cm 간격으로 설정하여 A-스캔

한 후 VIEW 모드에서 B-스캔으로 재구성하였다. 최대한 

측정데이터를 중첩시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취

득된 데이터는 전용 프로그램에서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출토 옥의 두께는 82.7mm로 유사하였으며 결함위치

는 높은 피크 값과 B-스캔에서 확인된 결함부위(붉은색 

지점)를 종합한 결과 표면에서 25.4mm 깊이에 결함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함부위의 명확한 위치 파

악을 위해 측면 방향에서도 측정하였으나 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소 결함 직경(에어 실린더 형태)이 5mm 

이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결함은 측면방향은 좁

고 정면방향은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사진 10). 

【 사진 9 】   적외선열화상 분석 결과 (온도분포 (4)가 상대적으로 높음)

적외선열화상 - 온도분포 (1)a 적외선열화상 - 온도분포 (2)b 적외선열화상 - 온도분포 (3)c 적외선열화상 - 온도분포 (4)d

【 사진 10 】   저주파단층촬영 결과 (a. 정면방향: 표면에서 25.4mm 내부에 결함부(붉은색)가 확인됨, b. 측면방향: 노이즈 없이 신선한 내부 상태) 

저주파단층촬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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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ay CT

CT(Computed Tomography)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내부의 단층영상을 재구성하는 비파괴검사의 한 방법이다. 

물질을 투과하는 방사선을 통해 획득한 투과영상을 이

용하는데, 방사선과 획득하는 검출기의 움직임을 활용해

서 물질 내의 다양한 위치의 정보를 획득하고 수학적으

로 연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김광염 외 2011: 88). 출토 옥

을 구동축(Manipulator)에 올린 후 360도 회전하여 촬영 

영상을 역투사하며 CT의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재구

성한 후 내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단층영상을 얻는다.  

획득한 영상의 분석결과 열화상분석 및 저주파단층촬영

에서 확인된 결함부위와 동일한 지점에서 차등 영상이 

확인되었다. 

출토 옥 대부분은 균질한 내부 상태를 보이고 있으

나 확인된 지점은 높은 밀도를 가진 포획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옥은 입상질 조직 내에 불투명광물

이 다수 산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진영 2006: 

248~249). 불투명광물인 포획물 주변은 X선 투과에 따른 

상대적 저밀도 영역이(어둡게 보이는 부분) 확인되는데 

포획물의 경계면을 따라 발달한 간극을 내부 결함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1). 

출토 옥의 보존처리

1. 표면이물질 제거

출토 옥 표면에 부착된 목재편 및 토양 등 이물질 제

거를 위한 건식세척과 잔여 이물질 제거와 표면광택을 

살리기 위한 습식세척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건식세척은 대나무 스틱, 나무 핀셋을 이용하여 들떠 

있거나 약하게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나일론 브러

시를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나일론 브러시의 사용 각

도는 45° 이하를 유지하여 표면 긁힘이나 요철발생을 최

소화하였다. 이후 증류수를 함유한 습포지를 표면에 부

착한 후 돈모붓과 테크론붓을 사용하여 표면을 브러시 

하였다. 이때 중간중간 표면을 건조시켜 표면 긁힘에 유

의하였으며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표면을 건조시킨 후 이

물질 제거를 완료하였다(사진 12). 

2. 표면손상 부분 처리

표면손상 부분은 표면정리 후 색맞춤 작업을 하였다. 

a b c

【 사진 12 】 표면이물질 제거 (a. 건식세척, b. 습식세척, c. 표면이물질 제거 후)  

a b

【 사진 11 】   X-ray CT 결과 (a. 정면방향(노란색 내부가 결함부위 

추정), b. 측면방향(고밀도 포획물))

내부결함 추정부위

대각선 방향 중첩부

대각선 방향 중첩부

고밀도 포획물(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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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부분의 최대깊이가 2.5mm 정도로 얇기 때문에 표

면정리를 위한 재료는 처리 후 균열이나 들뜸 현상 등 재 

손상 발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석고와 아교를 혼합하

여 3회에 걸쳐 충전하여 표면광택 처리를 위한 발색력과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건조 후 표면을 정리하였으며 표

면처리 시 발생한 단차는 바이브레터 툴을 이용하여 마

무리하였다. 

표면정리 후 색맞춤 작업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였

으며 광택을 높이기 위해 물의 사용은 최소화한 후 초벌

칠을 하였다. 최종 색맞춤 작업은 글로스미디엄을 혼합

하여 광택도와 투명도를 높여 출토 옥과 유사하게 표면

처리 하였다(사진 13, 1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조 초장지에서 출토된 석재유물에 대한 문

헌조사와 재질분석을 통해 유물의 재질 특성을 파악하였

으며 비파괴조사를 통한 출토 옥의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존처리를 실시하여 출

토 옥의 원형을 복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정조 초장지 출토 옥은 당초 정치된 석재유물로 

분류되었으나 문헌기록 분석결과 증옥을 위해 함경도 단

천에서 산출되는 벽옥을 사용하였다. 

둘째, 현재의 벽옥(Jasper)으로 명명되는 벽옥원석을 

분석한 결과 제이다이트(NaAlSi2O6)로 출토 옥의 분석결

과인 안티고라이트(Mg3Si2O(OH)4)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

다. 안티고라이트는 사문암의 중요 구성광물로 충남 부

여 소재 옥 광산 등으로부터 받은 사문암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경도측정 역시 출토 옥 261Hυ, 벽옥원석 214Hυ, 

사문암 268Hυ로 벽옥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사문암과 

유사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출토 옥은 벽옥보다는 사문암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물조직 관찰 및 굴절률 

측정 등 파괴조사를 수반하는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출토 옥은 

사문암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열화상 분석, 저주파단층촬영, X-ray CT 분석 결

【 사진 13 】   표면손상 부분 처리 (a. 손상부 현황, b. 표면정리 작업, c. 처리부분 색맞춤, d. 처리 완료) 

a b c d

【 사진 14 】   보존처리 전(a)과 후(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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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출토 옥 내부 손상부분은 포획물의 경계면을 따라 발

달한 간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표면 손상부분의 보존처리는 석고와 아교를 

혼합하여 처리 후 재손상을 최소화하였으며 표면광택을 

되살리기 위해 아크릴물감과 글로스미디엄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출토 옥의 재질 특성과 물리적 손

상에 따른 비파괴 조사방법, 광택 있는 석조유물 보존처

리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사사 

본 연구를 위해 벽옥 원석과 사문암을 제공하여 주시고 데이터 

해석을 도와주신 부여귀사문석광업(주)과 한미보석감정원에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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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on-destructive diagnosis. Furthermore, scientific conservation treatment was used to restore the 

original shape of the excavated jade. According to literature search, the excavated jade is known to be jasper, 

but material analysis showed that it was as a serpentine with the mineral composition of antigorite. Infrared 

thermography analysis to assess deterioration showed that the internal damage is the result of the interstices 

developed along the boundary surface of the obtained jade. For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damaged area 

on the surface, the jade was filled with a mixture of plaster and glue, and covered with a mixture of acr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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