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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동산문화재의 보존 기술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말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근·현대 동산문화재 연구 동향을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근·현대의 시대적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적 문헌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연

구의 표본 집단은 국내 연구논문 45편과 국외 연구논문 505편으로 재질에 따라 총 7가지, 즉 지류, 금속류, 섬유·직물류, 사진·시청

각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도자기·유리류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재질별로 연구 대상, 세부 재질, 연구 주제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류와 금속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연구 대상 및 주제의 다양화와 본격적인 분석 및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지류, 섬유·직물류, 사진·시청각류 등 유기물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으며 보존처리 및 분석뿐 아니라 보존 윤리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본격적인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염인경a·유재은b·이혜연c

a(前)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b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b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내외 연구문헌 조사를 통한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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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대한 보존문제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1980~1990년대부터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당시 사회

적 분위기에 힘입어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문화재보호정책의 시대 범위

를 확대하여 근·현대 문화재 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영국과 미국은 근·현대 건축문화재를 전근대시기의 건

축문화재와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동일한 문화재 등록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 등록할 수 있는 건축

문화유산의 연한을 현재로부터 30년 전으로 잡고 있으며 

미국은 50년 전으로 잡고 있다(English Heritage, 2010; 

U. S. Department of Interior, 1995). 프랑스는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대한 분류 및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현대문화재도 동일한 제도 하에서 보호하고 있다. 프

랑스의 경우 연한을 건축물과 동산 모두 1970년대로 잡고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보존에 힘쓰고 있다(Ministѐ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2013).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규제와 처벌까지 수록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문화재보호법을 마련하였다. 중국은 근·현대 

사회주의 관련 문화재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문

물보호단위와 진귀문물제도는 1980년대 문화재까지 등록

하여 보호 관리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1996년에 제정하고 2004년에 확대하여 근·현대문

화재의 보존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문화재청, 2011).

한국에서도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제도를 도입하고 

2003년에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를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근·현대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

현대문화재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힘입어 근래에 근·현

대문화재의 보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주관으로 ‘근·현대문화

재의 보존 과학’을 주제로 두 번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근·현대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연구

의 동향 및 현황을 체계적 연구문헌 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

본 연구는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 연구

문헌 조사(Systematic Literature Review)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주제어를 학술데이터

베이스로 검색하여 관련 연구문헌 모집단 목록을 구성하

고 그 중에서 선정 기준에 합당한 문헌만을 취하여 표본

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표본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이혜정, 2012; 

그림 1).

2. 모집단 구성

근·현대 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등 다양한 경로로 발표되고 있다. 연구논

문은 단행본이나 보고서와 달리 단일한 주제에 대해 집약

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물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보

존 관련 학술지에 실리는 연구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정하였다. 국외 연구 논문의 모집단 구성을 위해 해외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현재 문화재 보존 관련 연구 문

헌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제공하고 있는 곳은 게

티 보존 연구소(Getty Conservation Institute, GCI)의 

AATA(Abstracts of International Conservation Literature) 

데이터베이스와 캐나다문화유산정보망(Canadian Heritage 

Information Network, CHIN)의 BCIN(Bibliographic 

Database of the Conservation Information Network)  

그림 1.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 방법

모집단 구성 자료 추출 및 분석표본 선정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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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1이다. BCIN 데이터베이스는 재료공학 관련 

논문 등 문화재 보존 연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문

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GCI의 AATA 데이터베이스

는 재질분석, 보존처리, 보존윤리 등 보존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문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ATA 데이터베이스는 특

히 유럽 및 아메리카를 포함하여 일본, 한국, 중국 등 동서

양에서 발행되는 150여개의 문화재 보존관련 간행물과 학

회지에 실린 연구논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본 연구에서

는 AAT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논문제목, 초록, 중심어

에 ‘modern’, ‘contemporary’, ‘19th century’, ‘20th century’

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국내 연구논문은 AATA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검색하

여 수집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발간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DBpia, KISS, 

Naver 전문정보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근대’, ‘현대’, ‘근현대’, 

‘등록문화재’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3. 표본선정

모집단의 선정범위를 국내 연구논문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국외 연구논문은 근 10년(2003~2012)간에 

발행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에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구 대상이 근·현대문화재와 연관성이 없

거나 동산문화재와 관련이 적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회 발표 논문집에 실린 연구논문을 포함하되 포스터 발

표 내용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구논문 45편, 국외 

연구논문 505편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4. 자료 추출 및 분석

수집한 국외 연구논문에 대한 자료는 AATA 데이터베

이스에서 제공하는 저자명, 논문 제목, 논문 발행 정보, 초

록 내용,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발간된 연구논문은 대부분 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은 재질별로 연구 대상의 종류, 세부 

재질(세부 재질을 분류할 수 있는 재질에만 한정), 연구 주

제로 분류하였다(그림 2).

연구 결과 및 고찰

1. 근·현대 범위 설정 및 분류

근·현대는 근대와 현대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문

화재법상 시대 구분이나 범위는 명시된 것이 없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근·현대’라는 개념은 학문적 의미에서의 시

대구분을 따른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대구분은 사

회·경제적인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것으로 시민

의식의 성장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성립을 근대의 특징

으로 보고 있다. 근대 사회가 성립된 시기는 나라와 학자마

다 이론이 다르지만 유럽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기점으

로 보아 18세기 말, 즉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성도, 2012). 미국은 19세기 초부터 남북전쟁을 전후한 

시기를 근대의 기점으로 본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개항과 

막부지배에서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 19세기 중엽으로 보

고 있으며 특히 왕정복고령이 반포된 1868년으로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강흔모, 2008). 한국은 자본주의 맹아론 등 

그림 2.  보존 연구 논문에서의 자료 추출

1 AATA 데이터베이스(aata.getty.edu), BCIN 데이터베이스(www.bcin.ca).

2  AATA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행물 목록.

 http://www.aata.getty.edu/App_Files/Help/pdf/pubs-covered-oct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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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를 기준으로 잡는 이론, 근대적 저

술 등 사회의 변동이 시작되는 1860년대를 기준으로 보는 

이론, 외세에 의해 개항한 1876년을 기준으로 보는 이론 등 

다양하다(국사편찬위원회, 2002).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경우 근·현대의 범위를 19세기

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1876년 개항

부터 현재까지를 근·현대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 

1876년은 동산문화재의 형태와 양식이 이전과 비교하여 크

게 변화되는 시기이다.

연구 대상은 재질별로 금속, 도자기·유리, 목재, 섬유·

직물, 지류, 사진·시청각, 플라스틱·고무 등으로 나누었다. 

세부 재질은 분류가 가능한 금속류, 도자기·유리류, 사진·

시청각류의 경우 제시하였으며 목재류, 지류, 플라스틱·고무

류는 생략하였다. 연구주제는 재질분석·재질식별, 보존 상

태 조사, 부식·열화, 보존처리 및 기술, 예방보존, 보존환경, 

제작기술, 디지털화, 보존윤리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

의 경우 한 가지 분류에만 속하는 연구논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복 통계를 허용하였다(표 1).

2. 연구 현황

1) 연도별

국내 근·현대 문화재 보존연구의 연도별 동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수집한 연구논문 편수를 연도별로 나누어 통

계를 냈다(그림 3a). 국외는 연도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AATA 데이터베이스에서 ‘19th century’와 ‘20th century’라

는 단어가 연구논문의 제목에 포함된 것으로 검색하여 연

구논문의 편수를 조사하고 연도별로 분류하였다(그림 3b). 

근·현대문화재와 관련된 연구논문이라도 제목에 ‘19세기’

표 1.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에 대한 분류 체계

재질별분류 대분류 소분류

금속류

연구대상 조각·소품류·기계류·교통수단·장신구·무기류·기타

세부재질 금속 전반·철합금·동합금·은합금·금·알루미늄·아연·기타

연구주제 보존처리·부식·재질분석·제작기술·예방보존·환경·기타 

도자기·유리류

연구대상 예술작품·스테인드글라스·도자기·타일·기타

세부재질 유리·도기·자기

연구주제 보존처리·제작기술·보존상태조사·재질분석·열화·예방보존·기타

목재류

연구대상 목가구·예술작품·교통수단·소품류·악기·기타

연구주제
보존처리·보존상태조사·재질분석·열화·

예방보존·제작기술·기타

섬유·직물류

연구대상 의류·직물·섬유·염료·깃발 및 현수막·소품·덮개 

세부재질 섬유일반·자연 섬유·합성 섬유·염료 

연구주제 보존처리·재질분석·예방보존·제작기술·열화·보존상태조사·섬유식별·보존윤리·기타

지류

연구대상 도서·예술작품·필사본·지류일반·소품류·벽지·도면·기타

연구주제 보존처리·보존상태조사·안료분석·제작기술·열화·예방보존·섬유 식별·디지털화·기타

사진·시청각류

연구대상 사진 매체·영상매체·음성매체·기타

세부재질 사진·필름·자기 및 광학 매체·유리판·레코드판·금속판·기타

연구주제 보존처리·열화·재질분석·예방보존·보존상태조사·디지털화·제작기술·식별기술·기타

플라스틱·고무류

연구대상 플라스틱·고무·합성피혁

연구주제 보존처리·열화·예방보존·재질분석·제작기술·식별기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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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세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나 개략적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 대상을 한정하

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근·현대 문화재 보존 연구

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주로 근·현대 기록물의 보존

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다

양한 재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2012년과 2013

년에 근·현대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워크숍이 개최되어 연

구논문의 편수가 크게 늘어났다. 국외에서 근·현대 문화재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이며 1980년대 이

후에 급속도로 연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

년에는 다른 해의 3~10배에 이르는 67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해로서 20세기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2년, 2004년, 

2006년에는 근·현대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학회가 열려 

연구논문의 편수가 크게 늘었다(그림 3).

2) 재질별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재질

별로 분류해 본 결과 국내는 지류분야에서 18편, 금속분야

에서 10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국외는 지류분야에서 

130편, 섬유직물분야에서 95편, 금속분야에서 90편의 연

구논문이 수집되었다(그림 4).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

류와 금속 보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국외에서는 섬유·직물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근현대 섬유·직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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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a)와 국외(b)에서 발표된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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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재질별로 분류한 국내외의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 관련 연구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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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적다. 국내외 연구논문의 재질

별로 각 연도에 발표된 논문 편수를 통계 내어 정리해 본 

결과 국내 연구는 금속분야와 지류분야가 2008년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

는 재질별로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05년

부터 2009년 사이에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표 2). 

3. 연구 동향

1) 지류

근·현대 지류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국

내 18편과 국외 130편(2003~2012년)이 발표되었다. 연구 

대상은 국내의 경우 근대 문서에 대한 연구가 7편(손혜경, 

2000; 박지선, 2002; 신용민 외, 2008; 고연석, 2008; 나미

선 외, 2009; 나미선, 2010; 신용민 외, 2011) 서적 4편(도

춘호, 1997; 서영범 외, 2005; 이귀복·박소연, 2012; 최정

은·하효진, 2013), 도면 4편(지찬호·이귀복, 2001; 고연석, 

2003; 양소은, 2008; 나미선·이동선, 2012) 신문지 2편(나

미선, 2008; 고연석·장은지, 2009), 예술작품 1편(김미나 외, 

2014)이 있다. 연구 대상의 재질은 대부분 근대 양지며 근

대 한지에 대한 연구가 1편(신용민 외, 2011)이 있다. 도면

지, 신문지와 같은 특수 재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국외에서는 근·현대에 인쇄물의 양

이 급격히 늘어났던 만큼 서적 및 인쇄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다. 또한 수채화, 판화, 목탄화, 파스텔화 등 

종이 위에 그려진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가 다음으로 많다. 

종이로 된 지구본이나 가면 등을 포함하는 소품류나 벽지 

또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국내 연구논문의 주제는 보존처리 및 보존 상태 조

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종이섬유 식별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보존처리는 대체로 보고서 형

식으로 발표된 것이 많다(지찬호·이귀복, 2001; 신용민 

외, 2008; 나미선 외, 2009; 나미선, 2010; 나미선·이동선, 

2012). 보존 상태 조사를 주제로 한 논문은 소장도서의 표

본조사를 한 논문(이귀복·박소연, 2012)부터 분석기기(FT-

NIR)를 통해 종이의 보존 상태를 계량화하여 분석한 논문

(신용민 외, 2011)까지 다양하다. 이외에도 철제 부속물(스

테이플)에 의한 지류 손상 연구(최정은·하효진, 2014), 습식 

세척 및 탈산 처리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서영범 외, 2005) 

표 2.  재질별, 연도별로 분류한 국내외의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 관련 연구논문 편수

재질별 분류 발행지
연도별 연구논문 편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금속류
국내 0 0 0 0 0 0 3 1 0 3

국외 7 8 6 10 13 9 12 9 11 5

도자기·유리류
국내 0 0 0 0 0 0 0 0 0 0

국외 4 6 5 4 3 3 9 8 1 0

목재류
국내 0 3 0 0 0 1 0 0 1 0

국외 4 4 6 9 4 8 4 0 4 0

직물류
국내 0 0 0 0 0 0 0 1 0 0

국외 5 4 13 29 10 8 13 6 4 3

지류
국내 1 0 1 0 0 4 1 1 1 2

국외 6 16 15 13 20 22 18 11 7 2

사진·시청각류
국내 0 1 1 0 0 1 1 0 1 1

국외 9 4 7 4 11 13 14 4 11 3

플라스틱류
국내 0 0 0 0 0 0 0 0 0 0

국외 2 3 5 3 0 5 4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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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국외는 보존처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

며 건·습식 클리닝, 메움, 수선, 안료의 안정화, 배접, 보채, 

제책, 리프캐스팅(leaf-casting)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논문

이 많다. 특히 보존처리와 관련된 논문 57편 중 12편이 근·

현대에 제조된 지류의 산성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인 탈산

처리(de-acidification)에 관련된 연구이다. 보존 상태를 조

사하는 연구는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류 문화재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보존 상태를 조사하고 기관의 중장기 보

존 방안을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근·현대 지류문화

재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와 기타 분야에 포함되는 보존

처리 의사결정과정 및 보존 윤리, 인쇄기술 식별을 통한 연

대추정 등에 대한 연구 또한 특기할 만하다. 

2) 금속류

근·현대 금속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국

내 8편, 국외 90편(2003~2012년)이 발표되었다. 국내 연구 

대상은 기관차나 전차 등 교통수단류에 대한 연구논문 3편

(김수철 외, 2008; 송원준 외, 2009; 서정훈 외, 2009), 행정

박물 등 소품류에 관한 연구 3편(장은혜·문선영, 2009; 박

형호 외, 2010; 박창수 외, 2012)으로 가장 많으며, 무기류 2

편(강현삼, 2012; 강현삼, 2013), 조각품 2편(김겸, 2012; 권

희홍 외, 2014)이 있다. 특히 10편의 논문 중 7편이 야외 금

속 전시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외의 금속류 보존 분야 

연구논문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은 금

속 조각품이다. 국외에서도 옥외 금속 조각품에 대한 연구

가 많다. 외부 전시 조각품은 보존 환경 조절이 어려워 부

식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옥외 조각을 연구 대

상으로 선택한 논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소품

류(파이프 오르간, 철제 장난감, 샹들리에 등), 기계류(철제 

인큐베이터, 철강 산업시설, 방직공장 산업시설, 회전목마, 

경도와 위도를 재는 경위의 등), 교통수단류(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세부 재질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는 기관차와 전차의 

재질인 철합금과 무기류 및 행정박물이 포함되는 금속 전

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국외의 경우도 철합금

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의 

수량이 많고 다른 금속에 비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

존상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합금은 대부분 

청동, 황동으로 된 외부 조각이 대상이다. 18세기 말부터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아연 조각품에 대한 연구나 

19세기 후반부터 일반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알루미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국내 논문의 연구 주제는 보존처리 및 기술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가장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표

면피복제에 대한 연구(송원준 외, 2009; 박창수 외, 2012)

로 대체적으로 왁스계열과 아크릴 수지계열에 대한 비교 

표 3.  근·현대 지류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서적 및 문서 4 39 보존 처리 8 57

예술작품 1 31 보존 상태 조사 8 33

필사문서 0 18 안료 분석 0 27

지류 7 17 제작 기술 2 24

소품류 0 7 열화 4 21

벽지 0 5 예방 보존 3 18

건축 도면 4 5 섬유 식별 5 16

기타 2 8 디지털화 0 5

기타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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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표면 및 단면 관찰, 수분접촉각 측정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이 심하게 진행된 경의

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는 표면피복제에 대

한 연구(송원준 외, 2009)와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행정박물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표면피복제에 대한 연

구(박창수 외, 2012)가 있다. 대형 전시물인 전차의 경우 원

형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서정훈 외, 2009). 국외의 경우 금속류의 

보존처리 연구에 대한 것이 가장 많다. 보존처리 연구 중에

서도 부식화합물의 제거, 부식 안정화를 위한 표면 코팅제, 

접합 재료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클리닝이나 용접 접합 기술 등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형광

X-선분석법(XRF),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FT-IR), 주사전

자현미경 분석법(SEM-EDX), 입자선 여기 X-선 방사분석

법(PIXE), X-선 회절분석법(XRD)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

하여 소지 금속과 부식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한 논문이 많

다. 기타 근·현대 금속제품에 사용되었던 코팅제에 포함된 

카드뮴이나 납 성분 부식물의 인체 유해성, 보존 윤리 및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동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섬유·직물류

근·현대 섬유·직물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

문은 국내 2편과 국외(2003~2012) 95편이 발표되었다. 연

구논문의 대상 분류체계에서 특정 기술로 제작된 직물 원

단에 대한 연구는 ‘직물’로 분류했으며 특정 섬유에 대한 

연구는 ‘섬유’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논문 2편의 연구 대

상은 백범 김구선생의 혈의와 근대 족두리이다(한성희 외, 

1996; 강민혜, 2010). 국외에서도 의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직물, 섬유, 염료, 현수막 및 깃발의 보존 연구도 많

이 진행되었다. 

세부 재질 분류에서는 합성섬유와 천연섬유 등 다

양한 섬유 종류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인 

경우 ‘섬유 일반’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 대상의 재질

은 모두 견직물로 천연섬유에 관한 연구이다. 국외의 경

우 ‘섬유 일반’을 제외하고 합성섬유에 대한 연구가 많

다. 합성섬유는 근·현대에 와서 제조되기 시작한 레이온

(rayon), 나일론(nylon), 아즐론(azlon)3, 폴리프로필렌 섬

유(polypropylene fiber), 폴리우레탄 섬유(polyurethane 

fiber), 질산염 섬유(cellulose nitrate fiber), 탄성사, 합성 

고분자 코팅 섬유 등 다양하다. 천연섬유의 경우 전체 17

표 4.  근·현대 금속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세부 재질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조각 2 25 철합금 4 29 보존 처리 8 39

소품류 3 16 금속 전반 4 28 부식 4 23

기계류 0 15 동합금 2 16 재질 분석 3 20

교통수단 3 12 은합금 0 5 기타 1 9

장신구 0 8 금 0 4 제작 기술 0 8

무기류 2 4 알루미늄 0 3 예방 보존 0 7

기타 0 10 아연 0 3 보존 환경 0 2

기타 0 3

3   단백질계 인조 섬유로 카제인(우유단백섬유), 제인(옥수수단백섬유), 대두단백섬유 등이 있다(아즐론, 패션전문자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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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중 11편이 견직물에 대한 연구논문이며 특히 증량견

(weighted silk)4에 대한 연구가 많다. 

국내 연구논문의 주제는 훈증처리, 보존성이 낮은 물

질의 제거 및 복원 처리, 안정화 처리 등 보존처리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혈의를 대

상으로 한 논문에서 혈흔의 분석이나 불활성 가스 충진 보

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국외의 경우 보존처리와 섬유 및 

염료 성분 분석에 관한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다. 보존처리

는 건·습식 클리닝, 안정화, 강화, 수선, 펴기, 지지 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 및 합성 섬유 직물의 

보강, 강화, 안정화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성분 분석은 박층

크로마토그래피(TLC), 아토초 분광법(AS), 고속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HPLC),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FT-IR), 주사전

자현미경 분석법(SEM-EDX),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UV-

vis),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 X-선 회절분석법(XRD), 근

적외 분광분석법(NIR), 형광X-선분석법(XRF), 열분무 액체 

색층 분석-질량 분석법(TSP LC-MS), 전자탐침미세분석법

(EPMA),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 전자

분무 이온화-질량 분석법(ESI-MS) 등을 이용한 천연 및 합

성섬유의 물성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대에 많이 쓰인 

갈매나무 염료(Chinese green, lo-kao), 합성유기염료, 산성

염료, 합성 인디고이드 염료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

다. 천연 및 합성 섬유의 예방보존 연구, 제작 기술 연구, 손

상요인 연구, 보존 상태 조사에 이어 식별기술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또한 근·현대에 

제작된 섬유·직물류에는 다양한 합성섬유가 사용되기 때

문에 이를 현장에서 비파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타, 보존처리 의사결정 모델, 

보존 윤리, 연대 추정 및 복제품 제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

4) 사진·시청각류

근·현대 사진·시청각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논문은 

국내 8편과 국외 80편(2003~2012)이 발표되었다.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 시청각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유형문화재

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논문의 대

상은 크게 사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로 나누었다. 사진

매체는 근·현대에 제작된 사진과 필름이 포함되며 음성매

4   견직물의 중량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시각적인 느낌과 감촉 등을 개량할 목적에서 하는 가공법으로 견직에 주석, 탄닌 등의 금속염을 이용해 중량을 증가시키

는 가공이다(증량, 화학용어사전). 19~20세기에 견직물 제작에 널리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함유된 납이나 주석 성분이 부식되면서 견직물의 열화를 촉진시켜 

보존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표 5.  근·현대 섬유·직물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세부 재질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의류 2 23 합성 섬유 0 19 보존 처리 2 34

직물 0 20 자연 섬유 2 17 재질 분석 0 33

섬유 0 14 염료 0 13 예방 보존 1 18

염료 0 13 섬유 일반 0 46 제작 기술 0 18

깃발 및 현수막 0 12 열화 0 17

소품류 0 9 보존 상태 조사 1 11

덮개류 0 4 섬유 식별 0 10

보존 윤리 0 6

기타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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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는 자기테이프와 레코드판이 포함되며 영상매체는 영

상이 담긴 필름과 자기테이프(VHS)가 포함된다. 국내의 경

우 사진매체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록매체인 마이크로

필름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사진매체에 관

한 연구가 많으나 영상매체와 음성매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세부 재질 통계를 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종이를 지지

체로 사용하여 그 위에 도포된 감광유제층에 인화하는 사

진(임양환, 1998; 2004; 2005)과 유리판을 지지체로 사용

하여 인화하는 사진(오오바야시, 2011) 등이 연구된 바 있

다. 고분자 물질을 지지체로 사용하는 필름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으로 질산염필름(이지영, 2009)과 마이크로필름(송

연섭, 1995; 장현주, 2008)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국외

의 경우 종이지지체 사진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종

이를 지지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로 분류했으

나 시아노타입(cyanotype), 염화은지(salted paper), 알부

민 사진(albumen print)이나 은염 사진(gelatin silver print)

등 감광유제층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질로 생산된 사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질산염 필름(cellulose nitrate), 

초산염 필름(cellulose acetate), 삼초산염 필름(cellulose 

triacetate),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등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지지층으로 사용하는 필름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자기매체, 광학매체뿐 아니라 유리

판, 금속판 사진 및 래커나 셸락 재질의 아날로그 LP레코드

와 왁스 재질의 실린더 레코드 등 다양한 재질의 근·현대 

문화재가 연구되고 있다. 

연구 주제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진과 시청각 자료의 

특성, 제작기술, 열화 현상 및 요인, 보존처리 방법 등을 소

개하는 개괄적인 성격의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외에 좀 더 세부 분야인 유리판 사진(오오바야시, 2011)

과 질산염 필름(이지영, 2009)의 보존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국외에서는 사진·시청각류의 보존처리와 손상 현

상 및 요인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재료분석과 예방보존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

다. 사진·시청각류는 타 재질 분야와 비교하여 다양한 재

료와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존하기 어려

운 분야이다. 따라서 사용된 재료 분석 연구, 최적의 보존 

환경 등과 같은 예방보존에 관련된 연구가 많다. 사진·시청

각류 문화재는 대부분 지지층, 바인더층, 감광유제층, 자성

체층 등 여러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층별 성분을 분석

하거나 단면 및 표면의 형태분석, 물질 분포도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방보존 연구는 보존 환경, 특히 

-20℃, -16℃ 등 현재 일반적인 보존환경 지침 온도보다 낮

은 저온 보존 환경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산소 환경이 감광유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특

기할 만하다. 보존 처리 기술면에서는 특히 화상, 음향 및 

표 6.  근·현대 사진·시청각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세부 재질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사진매체 6 42 사진 3 27 보존 처리 4 22

영상매체 0 19 필름 3 21 열화 5 20

음성매체 0 14 자기 및 광학매체 0 13 재질 분석 1 19

기타 2 5 유리판 1 6 예방 보존 4 19

레코드판 0 4 보존 상태 조사 0 16

금속판 0 4 디지털화 0 12

기타 1 4 제작 기술 4 9

식별 기술 1 4

기타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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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복원하는 기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

털 복원 기술 외에도 손상된 사진 복원 기술로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광학적인 은염 이미지 환원 기술이 소개되었

으며 레코드 플레이어(record player)로 재생하기 힘든 손

상된 레코드판의 광학음향인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5) 목재류

근·현대 목재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국내 

5편과 국외 43편(2003~2012년)이 발표되었다. 연구논문의 

대상은 국내의 경우 목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다. 5편의 연구논문 중 4편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왕실 

목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서정훈·홍성표, 2007; 박

기정 외, 2004; 박성희 외, 2004; 서정훈 외, 2008) 교통수

단으로 분류되는 전차의 목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이 있다(김수철·오정애, 2011). 국외에서도 목가구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목재류 예술

작품은 목제 판자에 유화 물감을 칠한 패널 페인팅(panel 

painting)과 목재 액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통수단류는 

요트, 썰매, 영구차, 선박 등으로 다양하다. 

연구 주제의 경우 국내 연구는 보존처리 보고서 형식

으로 4편이 발표되었으며(서정훈·홍성표, 2007; 박기정 외, 

2004; 박성희 외, 2004; 서정훈 외, 2008) 사용된 목재의 수

종을 분석한 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김수철·오정애, 2011). 

근·현대 목재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전통재료와 전통기법을 

사용해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장석裝錫5의 부식에 대한 연

구를 하였다. 국외에서는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

다. 특히 목가구 보존처리에 대한 연구 논문은 14편 중에서 

7편이 근대 목가구에 사용된 마감재와 도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근·현대 목가구나 악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마

감재이자 광택제인 니트로셀룰로스 코팅(cellulose nitrate 

coating)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에 대한 성분조사와 손상 

요인을 분석하고 마감재를 제거하거나 안정화시키는 보존

처리 기술과 안정한 대체 마감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6) 플라스틱·고무류

근·현대 플라스틱·고무류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연

구논문은 국내 2편, 국외 24편(2003~2012)이 발표되었다. 

연구논문의 대상은 경화성과 가소성이 있는 고분자 물질

인 플라스틱류와 탄성이 있는 고분자 물질인 고무류, 그리

고 합성피혁류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류에 대

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며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

(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타이렌(PS), 폴리우레탄(PU) 

표 7.  근·현대 목재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목가구 4 19 보존 처리 4 32

예술작품 0 7 보존 상태 조사 2 10

교통수단 1 6 재질 분석 2 6

소품류 0 5 열화 0 6

악기 0 4 예방 보존 0 5

기타 0 2 제작 기술 0 4

기타 0 4

5   목가구나 건조물에 장식·개폐용으로 부착하는 금속(장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5  Youm Inkyung   국내외 연구문헌 조사를 통한 근·현대 동산문화재 보존 연구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외

에서도 플라스틱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타이렌(PS),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A), 셀룰로오

스 나이트레이트(CN) 등 다양한 종류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국내의 경우 플라스틱·고무류 문화재 보

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국외 플라스틱 예술 작품의 

보존처리 현황 조사, 플라스틱 세척 및 접합 기술, 플라스틱 

종류의 식별 기술(정용재 외, 2013)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또한 SPME-GC/MS와 Py-GC/MS를 이용한 동정법

과 색도, 표면분석, 수분표면접촉각 변화, 인장강도를 통한 

손상상태분석법 등 플라스틱의 분석에 대한 연구(유지아, 

2013)도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건식세척, 결손 복원, 접

합, 보채 등과 같은 보존처리 기술 외에도 열처리 복원이나 

열화생성물 클리닝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고무류의 세부 재질이 매우 다양한 만큼 성분 분

석이나 식별 기술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7) 도자기·유리류

국내에서 근·현대 도자기·유리류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된 연구논문은 검색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 국외

는 10년간(2003~2012년) 발표된 연구논문 43편을 분석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도자기·유리 재질로 된 공예품 

및 예술작품과 스테인드글라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술작품에는 근대에 많이 제작된 파트드베르(pȃte 

de verre)6나 인그래이브드 글래스(engraved glass)7, 뒷

면 유리 회화(reverse glass painting)8 등이 포함되어 있

다. 국외에서는 도자기·유리류로 된 일상생활 용품보다는 

예술 작품이나 장식품의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부 재질별로 나누어 보면 도자기류 보다는 유리류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한 테라코타 작품과 타일이 

포함되는 근·현대 도기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연구 주제의 경우 보존처리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도자기·유리류의 클리닝, 접합, 안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다. 그 다음으로는 제작기법, 보존상태조사, 

성분 분석과 관련된 논문 편수가 많다. 제작기법에 대한 논

문에는 특정 유리공예가 및 근대 유리·도자기 공장의 제작

기술이나 재료를 연구하였다. 성분 분석에 대한 논문에서

는 유리 및 도자기 태토의 성분 분석과 이들에 사용된 안

료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다. 기타로는 제작연대를 추정하거

표 8.  근·현대 플라스틱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플라스틱 1 17 보존 처리 1 11

고무 0 5 열화 0 8

합성피혁 0 2 예방 보존 0 8

재질 분석 0 7

제작 기술 0 4

식별 기술 1 4

기타 1 5

6 유리를 가루로 갈아 바인더와 안료를 첨가하여 반죽한 후 틀에 넣어 구워내는 유리 공예의 한 기법(Glass Dictionary, Corning Museum of Glass).

7   유리 표면을 동연삭기로 갈아내거나 다이아몬드로 긁어내어 이미지를 만드는 유리 공예의 한 기법.

8   유리 화면의 뒷면에 안료로 그림을 그려 유리를 통해 보는 이미지를 만드는 유리 회화의 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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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자기·유리류 보존처리에 있어 보존윤리나 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논문들이 있다.

결론

국내외에서는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대상 및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는 현재 시작 단계

에 있으나 그 보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근·현대 문화재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

로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 방법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본 연구의 근·현대 범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국외의 경우 19세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경

우는 1876년 개항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현대 문화재 보존 연구 논

문을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논문은 문화재 재질별로 금

속, 도자기·유리, 목재, 섬유·직물, 지류, 사진·시청각, 플

라스틱·고무 등으로 분류하였다. 각 재질별로 분류한 연

구 논문은 연구 대상의 종류, 세부 재질, 연구 주제를 파

악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   근·현대 문화재의 연도별 연구 현황은 국내의 경우 1990

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국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근·현대 문화재의 재질

별 연구 현황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류문화재와 

금속문화재에 대한 연구 논문 편수가 가장 많았다.

3.   근·현대 문화재의 재질별 분석 결과 지류문화재에 대

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18편으로 근대 양지로 된 문

서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보존처리 및 상태조사, 종

이 섬유 식별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 국외는 총 130편

(2003~2012년)으로 서적 및 인쇄물,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와 보존처리 중 탈산처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

다. 금속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8편으로 

철제 교통수단류, 행정박물, 무기류 등이며 국외 연구는 

총 90편(2003~2012년)으로 야외 전시 조각품이 가장 

많으며 소품, 교통수단류, 기계류 등으로 다양하였다. 섬

유·직물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2편으로 

천연섬유인 견직물로 된 의류의 보존처리 연구가 이루어

졌다. 국외는 총 95편으로 의류가 가장 많았으며 염료와 

합성섬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시

청각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8편으로 사

진매체, 특히 종이에 인화된 사진과 필름 보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는 총 80편(2003~2012

년)으로 보존처리 외에도 손상 현상 및 원인, 예방 보

존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재문화재

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총 5편으로 근대 목가구

표 9.  근·현대 도자기·유리문화재 보존에 관한 연구 논문 편수

연구 대상별 분류 국내 국외 세부 재질별 분류 국내 국외 연구 주제별 분류 국내 국외

예술 작품 0 14 유리 0 29 보존 처리 0 19

스테인드 글라스 0 13 도기 0 7 제작 기술 0 9

도자기 0 7 자기 0 7 보존 상태 조사 0 9

타일 0 3 재질 분석 0 9

기타 0 6 열화 0 8

예방 보존 0 6

기타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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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처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외는 총 43

편(2003~2012년)으로 목가구의 보존처리가 가장 많으

며 특히 마감재와 도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플라스

틱·고무류는 국내의 경우 총 2편으로 플라스틱의 보존

처리 및 식별 기술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외는 총 24편

(2003~2012년)으로 다양한 플라스틱과 고무의 보존처

리와 손상 현상 및 원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도자기·유

리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사례를 찾지 못하

였으며 국외는 총 43편(2003~2012년)으로 유리류 예술

작품의 보존처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발표된 근·현대 문화

유산의 보존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국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더욱 활발해 질 근·

현대문화재의 보존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현대문화재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그 

재질과 특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전근대 유물과 

달리 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유물이 많으며 보존에 관

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근·현대문

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

는 현시점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에 대한 본격적이고 다양한 많은 연구 자

료들이 축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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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of Movabl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The research on the conservation of the movabl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have been 

actively performed internationally since late 20th century. In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of 

movabl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n last decades were analyzed. Setting up the 

range of the period,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various databases based o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rocess. Samples of 45 domestic papers and 505 foreign papers were classified by materials as books and 

paper, metals, textiles and fibers, photographs and audio-visuals, woods, plastics and ceramics and glass. The 

types of treated artifacts, detailed materials of the treated artifacts, a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investigated 

from each paper. The data were compiled statistically and analyzed. Number of papers are published 

domestically in the book and paper conservation and metals conservation fields, but there are needs for more 

diversified artifact types and extensive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es in foreign countries are active in 

conservation of organic materials such as paper, textile and photographs and deal with various research subjects 

on not only treatment techniques and elemental analysis but also preventive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ethic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field as a preliminary data on the con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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