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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릉에 위치한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84호 얼굴부에 광택이 있는 수지상 오염물

이 고착되어 있었다. 오염의 범위는 백호부터 턱 밑까지이며 광택이 발생하여 미관

을 해치고 있었다. 오염물 중 일부를 수거하여 FT-I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아노아

크릴계 순간접착제인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접착제는 면봉 등에 아세톤을 묻혀 녹

이면서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석조보살좌상이 야외에 오랜 시간 노출

되어 있어 표면 풍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기존에 처리된 삼전도비의 페인트 낙서 제거에 적용된 습포법과 도토기의 수지제거

에 이용된 증기법을 검토하여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습포법과 증기법을 같이 적용하면 면봉을 이용한 물리적 작업없이 24시간 이내에 수

지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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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ce of the seated stone Buddha Korean Treasure No.84 of sinboksa Tem-

ple site in Gangneung was contaminated with a glossy resin, spoiling its 

beauty. The contaminants covered the face, the forehead of the urna,  to 

the bottom of the jaw. FT-IR analysis on a sample of the contaminants 

identified the substance as cyanoacrylate instant adhesive, which can 

normally be melted with acetone and removed with a swab. However, giv-

en that the surface of the statue was severely weathered from prolonged 

open-air exposure, alternative removal procedures were considered,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physical damage. After research, two removal 

procedures were utilized: one procedure involving poultices, which had 

been used to remove graffiti from the samjeondobi stele, and one proce-

dure involving steam sterilization, which has been used to remove resin 

from pottery and porcelain. When both the poultices and steam sterili-

zation were applied together, the resin was removed within twenty-four 

hours, without physical work using a swab. 

Keywords :  seated stone Buddha, Cultural Property, Contaminants, 

Poultices, steam sterilization,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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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려시대 전기에 만들어진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은 보물 제84호로 탑을 향

해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다. 불상의 높이는 180cm로 화

강암으로 제작되었다. 원통형의 높은 관, 동글동글한 얼굴, 짧은 인중, 미소띤 입과 

같은 표현양식은 고려시대 전기 강원도 지역에서 유행하던 특징인데 인근의 한송사

지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124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139호 도 같은 모습이다 [1].

도1.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과 석탑

도2. 석조보살좌상 도3. 얼굴 오염부위 도4. 수지 고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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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보살좌상 모니터링 과정에서 얼굴 안면부에 전체 길이 21.3cm의 수지상 오

염물이 확인되었다. 백호 주변은 구멍 내부와 주위를 포함해서 지름 3.7cm 정도, 

그리고 백호를 시작으로 코를 거쳐 턱까지 수지가 0.85-1.5cm 정도의 폭으로 흘

러내렸다. 수지상은 가운데 콧등 부분이 상대적으로 두껍고 양쪽 방향으로 얇게 

퍼지는 형태이고 투명하며 표면에 광택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추후에 수

지가 분리되면서 표면의 암석 입자를 물고 떨어질 염려가 있어 제거가 필요한 상

황이었다 (도2-4).

먼저 수지상 오염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석조보살좌상에 고착된 수지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시아노아크릴계 순

간접착제로 유기용제인 아세톤으로 충분히 용해하여 제거가 가능한 것이었다.   

석조문화재 오염물 세척 방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인 방법은 메스 Scalpel 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압축공기를 이용

한 세척, 압축수증기를 이용한 세척 및 블라스팅 기법 등이 있다. 화학적인 방법

은 계면활성제나 산성 및 알카리 계열의 용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용해시키

는 것이다. 

본 사례와 유사한 석조문화재 오염물은 습포법과 증기법을 중심으로 제거하고 있

다. 습포법은 메틸셀룰로오스·해포석·벤조나이트 등에 용제를 혼합하여 팩을 만

들어 붙인 후 용해된 오염 물질이 팩에 흡수되면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혼합 

팩을 표면에 바르고 건조된 후에 제거하기 때문에 미세한 틈에 잔여물이 남을 가

능성이 있다. 증기법은 밀폐된 공간에 유물과 용제를 같이 넣은 상태에서 증기로 

기화된 용제가 접착제를 용해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토기와 같은 소형 유물에 

많이 적용한다. 따라서 증기법이 물리적 손상을 최소로 하면서 수지를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실외에 있는 대형 석조문화재에 적용된 사례가 없고 어떻게 밀폐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기법의 용제가 유물에 액

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는 장점과 습포법의 습포제가 일정 시간 용제를 증발시키

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거 방법을 검토하였다.

석조보살좌상에 적용한 오염물 제거 방법이 쉽게 용해가 되는 순간접착제라는 한

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오염물 제거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부분이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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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염물 분석 및 제거 사례

1. 오염물 분석

FT-IR 분석은 유기화합물의 분자구조를 추정하는 데 편리한 장치로 시료

에 적외선을 흡수시키거나 투과시켜서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표면에서 채취한 시료 Sample 와 시아노아크릴 Cyanoacrylate 계 순간접착제를 대상

으로 FT-IR Spectrum Peak를 비교 분석하였다 (도5). 분석 결과 고착된 수지는 

Cyanoacrylic acid esters monomer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아노아크릴계 순간접

착제와 같은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시아노아크릴계 접착제는 강한 전자 흡인성을 갖는 –CN와 –COOR의 친전자성 

        

 
Loctite 401 Loctite 406

AXIA301 Gold
(EE type)

AXIA254
(CN-4)

성상 무색 투명 액체 무색 투명 액체 무색 투명 액체 무색 투명 액체

비중(20℃) 1.05 1.05 1.05-1.08 1.05-1.08

점도(cps) 100 20 3 80

인화점 80-93.4℃ 80-93.4℃ 85℃ 85℃

유리전이 온도 120℃ 120℃ 140℃ 140℃

물성

접착제

표1. Cyanoacrylate 접착제의 물성

도5. 오염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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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량체 때문에 공기 중 피착제 표면에 존재하는 미량의 수분으로 이온 중합이 되

면서 경화된다. 하지만 접착제의 경화물은 아세톤 CH3COCH3, 메틸에틸케톤 CH3COC2H5 

에 용해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표1

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접착제들을 비교하면 화학적 특성은 유

사하지만 점도는 최대 30배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착제의 재질, 표면 상

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된다 [2].

2. 증기법 적용 사례 및 석재에 대한 용제의 안정성

증기법은 용제가 직접 유물과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 증기로 서서

히 효과를 주는 방법이다. 침적법에 비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약해진 유

물이 액체 상태인 용해제와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고 기체 상태로 천천히 반

응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복사지 석조보살

좌상 오염물로 확인된 시아노아크릴계 수지인 록타이트-401이 도포된 연질 토기

와 경질 토기를 대상으로 증기법을 이용하여 제거 실험을 한 사례가 있다. 실험 결

과 연질 토기는 30-40분, 경질 토기는 24시간 후에 쉽게 제거되었다. 연질 토기 시

료와 경질 토기 시료에서 제거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연질 토기 시료의 경

우 기공이 많아 용제 증기가 경질 토기 시료 내부보다 더 잘 침투되어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보존처리 과정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염물의 제거뿐만 아니라 대상 

암석에 대한 반응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였다. 2007년도에 삼전도

비 사적 제101호 페인트 낙서에 대한 긴급 보존처리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였

으며 이때 아세톤 acetone 등의 유기용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상 유기용제

는 증류수, 래커시너 래커페인터 희석제 modeling lacquer thinner light Canal, Korea, 에탄올 ethyl 

alcohol,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 아세톤, 메틸렌 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의한 석재의 색

도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과산화수소수만이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나타난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4]. 따라서 아세톤 증기를 이용한 방법은 석조 자체 물성에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Ⅲ. 실험 방법

순간접착제를 유기용제인 아세톤 증기로 제거할 경우 필요한 시간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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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순간접착제 록타이트-401을 굳힌 다음 일

정 크기로 잘라 시험편을 만들었다. 비커 내부에 아세톤을 흡수한 흡수지와 거리

를 두고 시험편을 고정시켰다. 밀폐된 상태로 2시간, 4시간, 24시간 경과 후의 변

화 상태를 확인하였다 (도6-11).

현재까지 대형 석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증기법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수지 오염물

을 제거한 사례가 없다. 증기법을 적용한 사례들은 도토기와 같은 크지 않은 유물

을 밀폐용기에 넣어 사용한 것이었다. 외부에 노출된 대형 석조보살좌상은 밀폐용

기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솜포에 아세톤을 흡

수시키고 비닐랩으로 밀폐시켜 증기로 제거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솜포는 표면

에 잔류물이 남지 않으며 오랜 시간 아세톤을 유지할 수 있고 비닐랩은 크기와 상

관없이 밀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비커 실험 결과와 솜포와 비닐랩을 이

용한 방법을 통하여 석재 표면에서 수지 제거가 가능한지 실험하였다. 유지 시간

은 사례 조사에서 확인되는 연질, 경질 토기의 기공성에 의한 내부 흡수와 용해 

시간의 차이를 석재에서 검토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는 석재 표면의 박리 및 입상 

분해에 의해 발생한 미세한 틈에 고착된 순간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토

기와 유사하게 거동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방법은 석재 표면에 순간접착제를 

도포한 후 3일 정도 응고시켰다. 순간접착제로 응고된 석재 표면은 아세톤을 흡수

시킨 흡습지로 감싸고 24시간 경과 후에 해포하였다 (도12-17).

도11. 24시간 경과 후도9. 2시간 경과 후 도10. 4시간 경과 후

도6. 순간접착제(록타이트-401)와 시편 도7. 시편과 아세톤 흡습지 도8. 비커에 시편과 흡습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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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및 현장 적용

1. 실험 결과

단단하게 굳은 순간접착제를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아세톤 증기에 용해

하는 반응을 살펴보았다. 2시간 경과 후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4시간 경과 후에

는 길게 늘어나면서 아래로 처진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대부분 순간접착제가 사

라진 상태로 수지를 묶었던 실에 일부만이 액상으로 남아 있다. 경질 토기에서 수

지 제거에 24시간 정도 요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석재 표면에 도포된 순간접

착제는 24시간이면 충분히 액상으로 용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11).

도18. 오염 부위에 한지가 포함된 거즈를 부착 도20. 솜포에 아세톤을 흡수시킴도19. 한지가 포함된 거즈를 비닐랩으로 고정

도15. 흡습지 위에 석재를 올려 놓은 상태 도16. 흡습지로 석재를 쌓은 후 비닐랩으로 밀폐 도17. 24시간 경과 후 석재를 해포한 상태

도12. 석재에 순간접착제 도포 도13. 순간접착제가 도포된 상태 도14. 한지솜포로 아세톤 흡습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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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4시간 경과 후 표면의 수지가 완전히 솜포에 흡수

된 상태였다. 솜포를 개봉한 순간에는 석재 표면이 아세톤으로 젖은 상태였지만 

바로 증발하였다 (도17).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석조보살좌상 표면과 솜포 사이에 용해된 수지를 흡수

하기 위한 흡수층을 두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흡수층은 거즈 내부에 한지

를 넣어 부피감이 있도록 제작하여 솜포에 흡수된 아세톤 용액이 직접적으로 유

물 표면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용해된 수지가 쉽게 흡수되도록 하였다.

2. 현장 적용

오염 상태에 대한 사진 촬영이 완료된 후에 거즈와 한지를 이용하여 순간접착제 

흡수층을 만들었으며 솜포에 아세톤을 흡수시켰다. 석조 표면에 흡수층 가장자리를 

비닐랩으로 1차 고정시켰다. 그 위에 아세톤을 흡수시킨 솜포를 비닐랩으로 감싸 고

정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랩을 고정하였는데 고정시킬 때 표면에 물리적 힘이 가

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목 부분에는 아세톤 및 용해된 순간접착제가 흘러내릴 가

능성을 대비하여 건조한 솜포를 두고 비닐랩으로 고정하였다 (도18-22).

24시간 경과 후 비닐랩, 솜포, 흡수층 순으로 제거하였다. 순간접착제는 완전히 제

거가 된 상태였으며 표면에 아세톤이 남아 있지 않았다 (도23-24).

도22. 비닐랩으로 고정 및 밀폐도21. 거즈 위에 아세톤을 흡수한 솜포를 고정 도23. 24시간 후 해포

도24. 24시간 경과 후 수지 및 오염물 제거 도25.  수지 제거 후 스팀 증기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아세톤을 제거

도26. 수지 제거가 완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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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험에서와 다르게 현장

에서 흡수층을 적용시킨 요인

과 더불어 비닐랩으로 고정하

면서 물리적 손상을 고려하여 

단단하게 밀폐하지 않아 일부 

증기가 빠져나간 결과로 생각

된다. 마지막으로 표면의 미세

한 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

는 순간접착제와 아세톤은 낮

은 기압의 스팀세척으로 제거

하였다 (도25-26). 

순간접착제가 제거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밝은 색을 띠

는데 이는 순간접착제가 용해되

면서 석재 표면에 존재하던 오

염물이 같이 제거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오염물이 제거된 부

분이 넓은 경우 색맞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과정에서는 

폭이 좁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색맞춤은 실시하지 않았다.

Ⅴ. 결론 

석조보살좌상에 고착된 수지상 오염물의 제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

토하였다. 

첫째, 현재 석조보살좌상 표면에는 박리에 의해 들뜬 부분이 많고, 입상 분해가 진행되

어 묻어 날 정도로 표면이 취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물리적 손상을 최소한으로 한다.

둘째, 아세톤 등의 용해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제거하지만 가능하면 용해제가 표

면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제거 과정이나 제거 후에 문화재 표면 및 주변에 오염물이 남지 않는 방법을 적

도27. 처리 후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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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해결 방법으로 증기법과 습포법을 결합하여 동시에 적용해 보았다. 먼저 

증기법의 경우 용제가 유물에 액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오염물을 용해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도 손상을 주지 않는다. 습포법은 오염물을 용해하는 동안 용

제가 증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습포제는 잔류물이 남는 세라믹이나 셀룰로

오스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지에 솜이 들어 있는 솜포를 활용하여 증기를 유지하

였다. 솜포는 기존에 사용된 습포제들의 단점인 유물 표면 및 주변에 잔류물을 남

기지 않는다. 솜포와 유물의 표면 사이에는 용해된 순간접착제가 흡수될 수 있도

록 거즈 사이에 한지를 넣은 흡수층을 두었다. 이 층은 솜포와 유물 표면을 떨어

뜨리는 역할을 하여 솜포 내의 아세톤이 직접적으로 표면과 접촉하지 않고, 증기

법과 같이 기화된 증기가 순간접착제를 용해하도록 하였다. 솜포는 비닐랩을 감아

서 밀폐시켰는데 이러한 방식은 순간접착제를 용해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비닐랩을 사용한 밀폐 방법은 

유물의 형태나 감는 정도에 따라 유지 시간이 달라지므로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

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적용 결과 흡수층에 순간접착제가 모두 흡수되어 제거되었으며 이때 기존 

표면에 있던 오염물이 같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순간접착제가 제거된 표면이 다른 

부분보다 더 밝은 색을 띠게 된다. 면적이 넓은 경우 색맞춤을 하기도 하지만 석

조보살좌상은 코등을 따라 폭이 좁게 형성되고 이질감이 크지 않아 실시하지 않

았다 (도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