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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조문화재의 대부분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위치와 크기에 의해 보존에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중 흰개미나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피해는
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목재 보존제를 처리하는 방
식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목재 보존제를 선별하여 최악의 환경조건인 온도는 60±3℃, 습도는
55±5%, 광량은 0.35 W/m2로 열화 처리를 하여 화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열화 과정을 통해
색차변화에서는 Control 군에 비하여 목재 보존제 처리에서 그 변화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목재 보존제의 열화 과정에서 함유된 유효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비교 대상인
Wood Keeper A에 비해 Gori22와 Bondex Preserve Ⅲ가 유효성분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목재 보존제가 열화 과정에서 목재 시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와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효 기간 및 처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 추후 다양한 목재 보존제를 갖추어
선택적으로 환경이나 지형 및 기간에 맞추어 목재 보존제를 선정하는 데 주요 평가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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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ifficulties in conservation due to their location and size. Among them, biological damage caused
by termites or mold consumes a lot of money and time. Select and use wood preservatives to prevent
biological damage: Wood preservatives were selected and the worst environmental conditions,
temperature 60±3℃, humidity 55±5%, and light intensity of 0.35 W/m2, were subjected to aging
treatment to analyze chemical changes. Through the deterioration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color difference decreased in the wood preservative treatmen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content of the active ingredient contained in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the wood preservative,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e ingredient content of Gori22 and Bondex
Preserve Ⅲ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rative Wood Keeper A. Through experiments, the shelf
life and treatment period can be predicted by measuring the extent to which wood preservatives affect
the change of wood specimens during the deterioration process and the content of active ingredients.
In conclusion, various wood preservatives were prepared, and the possibility of selectively selecting
wood preservative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topography and period was presented as a major
evaluation factor.

ABSTRACT Wooden cultural heritage are exposed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s they and there are

Key Words Wooden cultural heritage, Wood preservative, Aging treatment, Termite

1. 서 론

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확인하였
을 때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재의 구성성분에 따라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목조

나 안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문화재 중 목재 건축물은 크기에 비례하여 환경적인 영향

(Seo et al., 2015). 생물학적 피해를 입은 목조문화재를 보

이나 생물학적인 영향으로 보존 및 보관하는 관점에서 어

수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피해 정도에

려움을 가지고 있다(Lee et al., 2021). 특히, 생물학적 피해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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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이러한 생물학적인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흰개미,
딱정벌레 및 벌목이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흰개미는 한
건물에만 한정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살충제로 농업, 원예, 임업에 사용되는 유효성분이다
(Boukouvala and Kavallieratos, 2022; Huang et al., 2020;
Lee and Lee, 2014).
일반적으로 목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보존제의 유

이나 목재 건축물 구조를 통해 여러 건물로 이동하면서

효성분인 Propiconazole과 Tebuconazole은 Triazole 계열 살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Lee et al., 2001). 흰개미에 의한

균제로 주로 농업용 살균제로 이용되며, Cypermethrin의

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실행되

경우에는 상업용 농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고 있으며 그중 토양에 방제약제를 처리하는 토양처리제

Pyrethroid계 살충제로 이용되고 있다(Cui et al., 2018; Hua

처리와 목조문화재 자체에 목재 보존제 처리하거나 훈증

et al., 2015; Schultz and Nicholas, 2002).

소독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Choi and Kang, 2015).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목조문화재에 사용되고 있는 목

목재 건축물에 사용되어 오던 목재 보존제는 방미, 방

재 보존제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목재 건축물에 쓰인

충, 방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해가 없는 성분으

목재 보존제를 선별하여 유효성분을 분석하고 인공적인

로 구성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추

열화 처리를 통해 유효성분의 잔존량 변화 및 목재에 색

가적인 분석을 통해 허가된 제품이 한정되어 있다(Yoon

차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목조문화재에 사용이 가능한

et al., 2021). 문화재의 특성상 약품 및 화학 성분을 처리

제품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목재 보존제 간의

하는 경우 다른 재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통해 변화가

비교⋅분석을 통해 목 조문화재에 사용이 가능한 목재 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Jang et al., 2014).

존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여러 목재 보존제 제품을 바탕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물 피해를 예방하며 사용되는

으로 목조문화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성을

방제약제나 목재 보존제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목재

갖추기 위해 주요 비교요인으로 분석하는 방향성을 제시

보존제 및 살충제의 경우 신고하여 승인되는 경우에만 사

하고자 하였다.

용할 수 있으며 토양처리제나 훈증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다(Chae, 2019). 2012년부터

2. 재료 및 방법

2019년 사이 목조문화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는
목재 보존제 1종, 토양처리제 5종, 군체 제거 시스템 2종,
훈증제 2종이 있다. 제품별로 목재 보존제는 3-Iodo-2-

2.1. 연구재료

propynyl butyl carbamate(IPBC)와 Etofenprox이 유효성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재 시편은 KS 규격 목재의 제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처리제의 경우에는 Dinotefuran,

치수(KS F 1519:2020)에 맞추어 치수는 14 cm × 6.8 cm ×

Propiconazole, Alkyl benzene sulfonate(ABS), Bifenthrin,

1 cm 크기로 함수율은 13% 미만의 옹이가 없으며 질량이

Fipronil 및 Thiamethoxam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체 제거 시

비슷한 소나무 육송의 변재 부분을 사용하였다. 오차를

스템에서 사용되는 유효성분으로는 Fipronil, Hexaflumuron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 보존제 처리 면에 대패질을 하여

이 포함되어 있으며, 훈증 소독의 경우에는 Methyl bromide

외관상 질감이 동일하게 하였으며 비슷한 색상을 선택하

와 Ethylene oxide가 사용되고 있다(Chung et al., 2015; Im

여 목재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목재 보존제 유효성분 물

et al., 2019).

질인 IPBC, Chlorpyrifos, Propiconazole, Tebuconazole,

현재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 보존

Permethrin, Cypermethrin, Etofenprox는 SIGMA-Aldrich에

제의 유효성분은 IPBC, Chlorpyrifos, Etofenprox가 함유되

서 Standard 순도의 약품으로 구매하였다. 목재 보존제를

어 있으며, 일반적인 목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보존

선별하기 위해 기존에 목조문화재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

제의 경우 IPBC, Propiconazole, Cypermethrin, Tebuconazole

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목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보

이 유효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조문화재와 일반적인

존제를 선별하였으며 유용성과 수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목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 보존제의 유효성분인 IPBC

각각 2종씩 총 4종의 목재 보존제를 선별하였다.

는 페인트 및 코팅, 목재 방부제, 화장품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한 목재 보존제 제품은 Wood Keeper A(한
켐, Korea), Gori22(Dyrup, Denmark), Bondex Preserve Ⅲ

목조문화재에만 사용되는 제품의 유효성분인 Chlorpyrifos

(Denmark), Zaps(팜클, Korea)를 구매하여 MSDS를 통해

는 유기인산염 살충제로 농업, 주거 및 산업 환경 살충제

물품의 구성성분과 GC-MS를 통해 분석된 성분을 비교

로 사용되고 있으며 Etofenprox의 경우에는 Pyrethroid계

분석하였으며 그 외 다른 모든 시약 및 용매의 경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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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약품으로 사용하였다.

군의 변화와 목재 보존제의 종류와 처리 단계 간의 변화
를 나누어 확인하였다. 목재 보존제 처리 시편을 인공 폭

2.2. 연구방법
2.2.1. 목재 보존제의 목재 시편 시료 처리

목재 보존제를 목재 시편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KS 규
격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KS F 2201:2016) 및 목재 보존제
(KS M 1701:2018)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목재 보존제
처리는 한 시료당 3개의 목재 시편에 처리하고 이를 3회
반복하여 9개의 목재 시편에 처리하였다. 목재 보존제 처
리하는 방법으로는 문화재 표준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1 m2
당 1 L 기준으로 24시간 간격으로 자연 건조 상태에서 3
회 도포한 후 5일간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켜 실험하였다.
2.2.2. 인공 폭로시험 처리

목재 보존제 처리한 목재 시편을 인공 폭로시험 방법
을 통해 열화 처리를 하였다. 인공 폭로시험 방법으로는
KS 규격으로 지정된 광원에 의한 폭로시험 방법으로 도
료와 바니시-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대 제2부
제논-아크램프 방법(KS M ISO 16474-2:2013)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연환경 상태의 태양광 또는 유리를 통해 여과되
는 태양광으로 물질의 내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재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처리 기간에 수분이 존재하는 상
태에서 사용되었다. 사용된 기기로는 미국 ATLAS사에서
제조된 Model Ci4000으로 Xenon Wearher-Ometer를 이용
하였다. 시험은 목재 시편의 주위 온도는 60±3℃, 습도는
55±5%, 광량은 0.35 W/m2의 환경조건하에서 설정하였으
며 120분을 1주기로 102분 동안은 물 분사 없이 자외선
파장영역 340 nm의 파장으로 시편을 조사하였다.
시험 기간은 200시간으로 1일, 2일, 3일, 5일, 7일, 10일
순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인공 폭로를 통해 1일당 1.5개

로 후 색차 변화를 기간별 차이를 두고 확인하였다. 색차
측정은 3개의 목재 시편에서 동일한 위치를 선정하여 측
정하였으며, 목재 보존제 처리 전과 후, 인공 폭로 후 색
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로는 Minolta(JPN)
사의 CM-2600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4. 목재 보존제의 지속력 평가 실험

목재 보존제 4종에 대한 지속력 평가를 실험하기 위해
목재 보존제 처리 시편의 인공 폭로 후 유효성분 추출법
으로는 KS 규격인 방부 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 방법(KS F 2155:2018)을 선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목
재 보존제를 처리한 목재 시편의 최상단 표면층을 자동대
패를 통해 0.5∼1.0 mm 정도 채집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
하였다. 분석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목재 보존제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시료 무게 대비 0.5 g당 10 ml의
메탄올을 첨가하여 캡을 닫은 후 55℃ 가열된 초음파 추
출기에 넣어 추출을 한다.
추출하는 동안 30분 간격으로 30초간 섞어 주면서 3시
간 동안 초음파 추출기를 통해 추출 후 실온에 냉각하고
0.45 μm 테프론 필터를 통해 여과한 다음 GC-MS 분석을
실시하였다. GC-MS 분석은 질량 분석기(Mass Spectrometer
5973 inert, Agilent Technologies, USA), 가스크로마토그래
프(Gas Chromatography, 6890N, Agilent Technologies,
USA), 자동시료주입기(Autosampler 7683b Serise, Agilent
Technologies, USA)를 사용하였다. GC-MS 분석 조건으로
는 다음 Table 1과 같이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 Condition of GC-MS analysis

월로 조작하여 총 10일 동안 15개월 정도의 내후조작을

Column

HP-5MS, 30 m × 250 μm × 0.25 μm

실시하였으며 Control 대조군과 목재 보존제 2종류를 나

Gas flow

1 ml/min (He)

누어 Control-1과 Wood Keeper A와 Gori22를 함께 처리하
였으며 Control-2와 Bondex Preserves Ⅲ, Zaps를 함께 처리
하였다.

GC oven

2.2.3. 목재 보존제 처리 시 재질 안정성 평가 실험

목재 보존제 처리한 시편에 대한 재질 안정성 평가를
위해 표면 변화와 색차 측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목재 보
존제 처리한 시편에 대한 표면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 각 단계별로 스캔을 실시하였다. 먼저, 3개의 목재 시
편을 한 세트로 실시하여 인공 폭로 기간에 따라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Control을 기준으로 인공 폭로 기간에 대조

MS

Temp. (℃)

Rate
(℃/min)

Hold Time
(min)

40

20

0

200

10

0

310

0

6

Scan mode

50∼550 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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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해 열화 처리 후 변화를 스캔사진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인공 폭로 기기로 2번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각 Control
과 Wood Keeper A 그리고 Gori22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3.1. 목재 보존제 재질안정성 평가 실험

Control-1과 Bondex Preserve Ⅲ 그리고 Zaps로 나누어 실
3.1.1. 목재 보존제 처리 시편의 인공 폭로 후 스캔사진 결과

목재 보존제를 처리한 시편에 대하여 인공 폭로를 통

시하였다. 목재 보존제를 처리하기 전 스캔사진과 목재
보존제를 처리한 후의 스캔사진 및 0∼10일 간격으로 인

Table 2. Wood preservative treatment scanned photo changes (Control, Wood Keeper A, Gori22).
Control
Days

Before
treatment

Aging
treatment

Wood keeper A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Gori22
Aging
treatment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Aging
treatment

0
1
2
3
5
7
10

Table 3. Wood preservative treatment scanned photo changes (Control-1, Bondex Preserve Ⅲ, Zaps).
Control-1
Days
0
1
2
3
5
7
10

Before
treatment

Aging
treatment

Bondex preserve Ⅲ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Aging
treatment

Zaps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Ag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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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폭로 후의 스캔사진을 촬영하였다(Tables 2, 3).

3.1.2. 목재 보존제 처리 시 인공 폭로 후 색차변화 결과

먼저, Control과 Control-1의 경우 목재 시편의 스캔사

목재 보존제 처리한 목재 시편을 인공 폭로 후 색차변

진 변화가 인공 폭로 기간이 증가할수록 색변화가 뚜렷하

화를 알아보기 위해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

게 보이며 열화로 인해 목재 시편의 색이 점점 진해지는

의 시료당 3개의 목재 시편을 한 세트로 3번 반복하여 총

경향을 확인하였다. 목재 보존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목재

9번의 색차를 측정하였다. 색차계를 통해 색차지수로 각

보존제의 색으로 인하여 처리 후 색의 변화가 있는 것을

각 L*(명도지수), a*(색상), b*(채도)로 3개의 목재 시편을

확인하였으며 4종의 목재 보존제 중에서는 Bondex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수치를 비교하여 목

Preserve Ⅲ와 Zaps 처리에서 색의 변화가 미비하였다. 그

재 보존제의 처리 전과 후 및 인공 폭로 후 색차변화를

러나 Wood Keeper A와 Gori22의 경우에는 처리 시 표면

확인하였다(Figure 1).

이 어두워지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10일간의 인공 폭로로

대조군 그룹인 Control, Control-1의 경우 인공 폭로를

인한 열화 처리 과정에서는 Control 그룹에 비해 목재 보

통한 열화 처리 후 색차변화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명도지

존제를 처리한 그룹에서 표면에 대한 열화과정의 색변화

수는 감소하고 색상과 채도는 증가함을 보였으며 그 수치

에 보호가 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는 열화 처리 기간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가 증가하는 것

그중에서 10일 열화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한

을 확인하였다. 목재 보존제 처리와 열화 처리과정의 색

결과에서는 Wood Keeper A와 Gori22 그룹에 비하여

차 변화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Wood Keeper A와 Gori22의

Bondex Preserve Ⅲ와 Zaps에서 열화에 의한 변화에 목재

경우 목재 보존제 처리 후 색차 측정결과 명도지수와 색

시편을 보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은 감소하는 반면 채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gure 1. Changes in color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ging treatment period after wood preservative
treatment (A: Control, Wood Keeper A, Gori22, B: Control-1, Bondex Preserve Ⅲ, Z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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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처리 과정 후 색차 측정결과 명도지수는 시간이 증

색차지수를 측정하여 각각의 변화량을 확인한 결과

가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색상과 채도가 시간이 증가할수

Control, Control-1의 경우 거의 6∼12 사이에서 수치가 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왔으며 평균적으로도 12의 수치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

Bondex Preserve Ⅲ는 처리 시 명도지수, 색상 및 채도

다. Wood Keeper A와 Gori22는 목재 보존제 처리과정에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열화 처리 과정 후 명도

서 6에 가까운 색차지수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인공 폭로

지수는 감소하나 색상과 채도 수치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

에 의한 열화 처리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8∼10의 수치를

하였다. Zaps의 경우에는 명도지수는 감소하고 색상과 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비교적 높은 색차지수를 확인하

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열화과정에서도 비슷한

였다(Figure 3A). 다음은 Bondex Preserve Ⅲ와 Zaps의 경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화 처리 기간에 따른 색차 변화의

우 목재 보존제 처리에 의한 색차변화는 평균적으로 4 이

수치를 비교한 결과 Wood Keeper A나 Gori22에 비하여

하의 색차지수를 측정하였고, 열화 처리 과정에서도 색의

Bondex Preserve Ⅲ와 Zaps를 처리한 목재 시편에서 변화

변화에 목재 보존제가 보호하는 역할로 인해 비교적 6∼8

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색차 수치를 이용

의 수치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B). 결과적

하여 색차변화를 다각도의 방향으로 알아보는 색차지수

으로 Wood Keeper A와 Gori22보다는 Bondex Preserve Ⅲ

ΔE값을 나타내어 수치에 따른 색차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와 Zaps가 열화 처리에 의한 색변화에서는 안정적으로 작

(Jeong et al., 2015). 먼저 색차지수인 ΔE값을 나타내는 공

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3).

식으로는 다음과 같으며(Figure 2), ΔE값을 비교하여 색차
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Table 4).
 

            


Figure 2. Color difference index measurement. L1*, a1*, and
b1* are the values of the color spectra before wood
preservative treatment and L2*, a2*, and b2* are the values
of the color spectra after wood preservative treatment or
deterioration treatment.

Table 4. Evaluation criteria of overall color change ΔE
No.
1
2
3
4
5
6

Range of ΔE Rate of color difference
0∼0.5
Very slight difference
0.5∼1.5
Slight difference
1.5∼3.0
Discern in eyes
3.0∼6.0
Significant difference
6.0∼12.0
Very significant difference
≧ 12.0
Different colors

Figure 3. Measurement result of color difference (ΔE) change for deterioration treatment of wood
specimen treated with wood preservative (A: Control, Wood Keeper A, Gori22, B: Control-1, Bondex
Preserve Ⅲ, Z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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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목재 보존제의 지속력 평가 실험
3.2.1. 표준물질을 이용한 검량선 작성 결과

목재 보존제 유효성분 7종을 표준물질로 구매하여 표
준원액 농도 50∼1000 ng/μl으로 희석하여 GC-MS 분석을
통해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각 농도별 용량 1 μl를 분석한

결과 표준물질 농도별 피크 면적으로 그래프 작성 시 선
형의 추세선을 가지는 그래프를 확인하였다(Figures 4, 5).
유효성분을 정량 분석한 결과 추세선에 대하여 결정계수
가 0.98∼0.99 사이로 분포함으로 추정하는 선형의 방정
식 모형의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Figure 4. Calibration curve graph of wood preservative active ingredient (A: IPBC, B: Chlorpyrifos,
C: Propiconazole, D: Tebuconazole).

Figure 5. Calibration curve graph of wood preservative active ingredient (A: Etofenprox, B: Cypermethrin,
C: Permeth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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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ibration curve graph of wood preservative

고 Zaps의 경우에는 IPBC가 검출되었다.

active ingredient
Compound

3.2.3. 목재 보존제 처리한 목재 시편의 열화 처리 시간에 따른

Calibration curve
Coefficient of
equation (y)
determination (R2)

IPBC

y = 11352x

0.9896

Chlorpyrifos

y = 55579x

0.9865

Propiconazole

y = 48576x

0.9987

Tebuconazole

y = 40408x

0.9979

Etofenprox

y = 49041x

0.9943

Cypermethrin

y = 16046x

0.987

Permethrin

y = 47732x

0.9926

유효성분 함량 측정

목재 보존제를 처리한 목재 시편의 열화 처리 시간에
따른 유효성분 잔존량을 확인하기 위해 KS 규격인 방부
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 방법(KS F 2155:
2018)을 바탕으로 추출 후 GC-MS분석을 통해 잔존량을
측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검출된 유효성분의 잔존량은 검
량선 측정으로 얻어진 검량선 방정식을 이용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Table 6).
정량분석을 바탕으로 목재 보존제의 함량을 측정한 결
과 대체적으로 열화 처리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

3.2.2. 목재 보존제 유효성분 함량 측정

실험에서 사용한 목재 보존제 유효성분 함량을 측정하
기 위해 각각의 목재 보존제를 GC-MS 분석을 통해 유효
성분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검량선 분석을 통해 검출되
는 시간대와 비교하여 교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
로 Wood Keeper A에서는 IPBC, Chlorpytifos, Etofenprox가
검출되었으며 Gori22의 경우에는 IPBC, Propiconazole,
Tebuconazole, Cypermethrin이 검출되었고 Bondex Preserve
Ⅲ는 Propiconazole, Tebuconazole, Cypermethrin이 검출되

인하였으며 유효성분별 감소량을 백분율을 통해 확인하
였다(Figure 6). Wood Keeper A의 경우 열화 처리 2일 이
후부터는 대부분의 유효성분이 기존 함량에 비해 50% 이
하로 감소하였으며 Gori22는 기존의 함량에 비해 50% 이
하로 감소하는 일수가 IPBC를 제외하고는 3∼5일 정도를
유지하였다. 다음 Bondex Preserve Ⅲ는 대부분의 유효성
분이 열화 처리 기간이 7∼10일까지 거의 50% 정도의 함
량을 유지하였으며 Zaps의 유효성분인 IPBC는 열화 처리
기간 2일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Table 6.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active ingredients in the process of deterioration treatment of wood preservatives
Wood Keeper A (ng)
Compound

0 Days

1 Days

2 Days

3 Days

5 Days

7 Days

10 Days

IPBC

165.10

143.53

101.71

69.29

73.35

73.19

72.75

Chlorpyrifos

420.67

395.48

345.06

144.85

142.62

122.24

158.04

Etofenprox

64.96

69.64

57.19

26.39

23.66

25.42

30.08

3 Days

5 Days

7 Days

10 Days

Gori22 (ng)
Compound

0 Days

1 Days

2 Days

IPBC

52.93

40.27

23.28

11.45

-

-

-

Propiconazole

246.58

154.20

164.65

177.15

145.93

126.31

107.71

Tebuconazole

48.71

35.02

27.64

25.50

17.73

18.79

23.11

Cypermethrin

198.26

190.86

137.21

91.21

74.62

90.03

56.15

Bondex Preserve Ⅲ (ng)
Compound

0 Days

1 Days

2 Days

3 Days

5 Days

7 Days

10 Days

Propiconazole

129.73

110.60

93.12

81.97

90.54

75.35

65.97

Tebuconazole

47.78

39.14

40.50

30.07

31.34

28.13

21.26

Cypermethrin

81.20

68.06

60.91

48.42

58.32

49.88

42.79

Compound

0 Days

1 Days

2 Days

3 Days

5 Days

7 Days

10 Days

IPBC

1121.89

632.56

653.87

442.88

345.48

255.50

211.70

Zaps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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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the decrease in the amount of active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deterioration treatment period of
wood specimens treated with wood preservatives (using percentages) (A: Wood Keeper A, B: Gori22, C: Bondex Preserve
Ⅲ, D: Zaps).

4. 고찰 및 결론

Keeper A와 건축용 목재에 사용되는 보존제로 Gori22,
Bondex Preserve Ⅲ 그리고 목재용 방충제로 사용되고 있

4.1. 목재 보존제 재질안정성 평가 실험

는 Zaps를 선택하여 목재 시편에 대한 재질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재 보존제를 처리한 목재 시편을 최악의

목재 보존제 중 목조문화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Wood

자연조건에서 열화 처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인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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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Control-1의 경우 ΔE값이 열화 처리 10일 경과한 후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Lee et al., 2003), 이를

수치가 11∼12 정도로 높은 색차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목

통해 유용성 제품보다는 비교적 수용성 제품에서 열화에

재 보존제 처리 시 목재 보존제 자체로 인하여 색차변화

대한 색변화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므

를 확인하였다.

로 목조문화재에 사용되는 목재 보존제인 Wood Keeper

최악의 자연조건에서 열화 처리 10일 경과에서는 대조

A와 비교하여 Gori22와 Bondex Preserve Ⅲ는 목재 시편

군에 비해 색차 변화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

의 열화 처리에 의한 색변화를 낮춰주는 것을 확인하였으

과적으로는 목조문화재에 사용되고 있는 Wood Keeper A

나 단순 목재 건축물이 아닌 목조문화재의 경우에는 목재

에 비하여 다른 3종의 목재 보존제가 스캔사진 및 색차측

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단청을 통해 목재에 색

정 결과에서 색차 변화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을 칠하는 작업과 단청의 재료로 인하여 목재 보존제와의
화학적 및 물리적인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실정이다(Son

(Table 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et al., 2016).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로 충분히 목조문화재

Wood Keeper A의 경우 유용성 목재 보존제로 인체에 대

에 사용이 가능한 목재 보존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하여 저독성으로 화장품에도 보존제로 자주 사용이 되는

였다.

유기요오드 화합물인 IPBC를 바탕으로 곤충에 대한 목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기인산염계 살충제 Chlorpyrifos
와 Pyrethroid 계열 살충제인 Etofenprox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 외의 목재 보존제로 사용되는 Gori22와 Bondex
Preserve Ⅲ의 경우에는 수용성 목재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CuAz-3(Copper

Azole)약제로

Propiconazole과

Tebuconazole이 포함되어 있으며 Pyrethroid 계열 살충제
인 Cypermethrin을 포함하고 있다(Cui et al., 2018; Hua et
al., 2015; Schultz and Nicholas, 2002). 하지만 Gori22의 경
우에는 유용성 목재 보존제로 제품화되어 있으며 Bondex
Preserve Ⅲ는 계면활성 성분을 첨가하여 수용성 목재 보
존제로 제품화되어 있다. 이는 Zaps와 마찬가지로 유용성
인 목재 보존제인 IPBC에 계면 활성성분을 첨가하여 수
용성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Gori22와 Bondex Preserve Ⅲ 및 Zaps는 스캔사진 변화
및 색차지수(ΔE)에서 문화재에 사용되고 있는 Wood
Keeper A보다 좋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
서 CuAz-3(Copper Azole)이 목재에 존재하는 리그닌과 결
합하여 리그닌의 열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로
Table 7. Color difference (ΔE) change after 10 days of
aging treatment with wood preservatives
Wood preservative

After treatment

Aging
treatment

Control

-

11.87±2.07

Wood Keeper A

6.54±1.06

10.74±2.11

Gori22

7.18±1.32

8.73±2.05

Bondex Preserve Ⅲ

4.57±0.64

7.20±0.34

Zaps

3.92±0.79

6.82±1.64

4.2. 목재 보존제의 지속력 평가 실험
열화 처리 과정 중 각각의 유효성분 함량의 감소량을
확인한 결과 Wood Keeper A는 열화과정 3일차부터 유효
성분이 40% 정도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열
화과정 10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Gori22의 경
우 유효성분인 IPBC의 경우 열화과정 2일차부터 50% 이
하로 떨어지며 3일차 이후에는 추출되는 함량이 없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유효성분의 경우 열화과정 10일까
지 40% 이상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충효과를 가
지는 Cypermethrin의 경우 30%로 감소하여 열화과정이
지속될수록 방충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Bondex Preserve Ⅲ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
Propiconazole과 Tebuconazole이 열화과정 10일까지 50%
에 가까운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충효과
인 Cypermerthrin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Zaps는 유효성분인 IPBC의 함량이 목재 시
편에 처리한 목재 보존제 중 가장 많은 함량을 열화과정
0일차에서 확인하였으나 점점 열화 처리가 진행됨에 따
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열화과정 10일차
에서는 20% 이하의 함량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여 목재
보존제로서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는
IPBC가 목재 보존제의 성능 중 열화과정에서 곰팡이에
대한 활성이 감소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Lee and Lee, 2014).
목재 보존제마다 존재하는 전체적인 유효성분의 함량
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Wood Keeper A와 비교에서
는 Gori22와 Bondex Preserve Ⅲ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Zaps의 경우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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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changes in the total content of active ingredient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the deterioration process of wood samples treated with wood preservatives.
이 결과는 최악의 기후조건에서 열화 처리 기간 7일을
기준으로 1년 정도로 환산하는데, 즉, 1년 6개월 정도의
자연적인 열화관련 기상인자 작용에서도 충분히 유효성
분의 함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공 폭
로에 의한 열화 처리 과정상 실험적인 영향력을 실험한
결과이므로 추가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열화과정에
의한 유효성분의 함량을 비교하여 목조문화재에 사용하
는 목재 보존제에 대한 다양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보고되어 있는
연구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열화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점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의
견을 제시한다(So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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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목곽고의 부재에 대해 수종 및 연륜연대와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진행하여 재질과 목곽고의 제작시기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부재
(83점)의 수종은 굴피나무 38점, 상수리나무류 34점, 졸참나무류 8점, 소나무류 2점, 음나무 1점
으로 확인되었다. 상수리나무 시료 5점에 대하여 TSAP 프로그램으로 크로스데이팅하여 연륜
연대분석 결과, 1개의 상수리나무 연대기(GSQU 1S)가 작성되었다.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고자
연륜이 많은 시료(GSQU 05)를 대상으로 위글매치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진행하였
다. 방사성탄소연대분석 결과, 동쪽 지지목(GSQU 05)의 최외곽연륜은 A.D. 575-655년과 A.D.
665-685년으로 판단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통한 목곽고 부재의 연대는 고고학적으로
추정된 연대와 일치하였다.
중심어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연륜연대, 방사성탄소연대, 참나무
ABSTRACT This study aimed for species identification and tree-ring dating and radiocarbon dating

of wooden warehous materials excavated from Baengnyeongsanseong in Geumsan. The species of 83
wooden materials were identified as 38 Platycarya spp., 34 Cerris Section, 8 Prinus section, 2 Hard
pine, and 1 Kalopanax pictus. After cross-dating of 5 Cerris Section samples with the TSAP program,
one Cerris Section chronology (GSQU 1S) was constructed. To identify the exact date, one material
which show many tree-ring (GSQU 05) was analyzed by radiocarbon dating using wiggle match. As
a result of radiocarbon dating, the outermost edge of east beam (GSQU 05) was found to be A.D.
575-655 or A.D. 665-685. The radiocarbon dating of wooden warehouse material was consistent with
the archaeologically estimated date.

Key Words Geumsan Baengnyeongsanseong, Wooden warehouse, Tree-ring dating, Radiocarbon dating,

Oak tree

1. 서 론

한 상태로 보존처리가 필요하며, 보존처리 전에 유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적 조사⋅분석

수침고목재는 수중이나 토양에 매장되어 혐기성 환경

중 목제유물의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목재의 연

에서 침식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 상태이며, 발굴로 인

륜을 이용하여 연대를 분석하는 연륜연대분석과 방사성

해 외부로 출토(출수)되면 외부 공기에 노출됨에 따라 수

탄소를 이용하는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이 있다. 연륜연대

축⋅변형이 발생하여 유물에 손상이 발생한다(Singh et

분석은 나무의 생장이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매년 비

al., 1990; Kim and Singh, 1996; Singh and Wakeling, 1997;

대생장을 통해 연륜을 형성하며 연륜폭(tree-ring width)에

Kim et al., 2004). 이러한 수침고목재는 물리적으로 취약

여러 환경정보가 저장된다(Teskey et al., 1987).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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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폭을 이용한 연륜연대분석은 지역과 수종에 따른 표준

의 제작시기가 16C 후반으로 확인하였다(Lee et al., 2021).

연륜연대기가 필요하다(Seo et al., 2017; Lee and Kim,

금산 백령산성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와 역

14

2018).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은 방사성탄소( C)의 반감기

평리의 성치산에 있는 테뫼식 석성으로 과거 발굴조사를

를 이용하여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연대를 계산

통해 사비기에 축성하여 백제 말기까지 사용하였으며, 군

하는 방법이다.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연

사적 방어시설로 신라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

대를 분석하기 위해 wiggle match를 이용한다. wiggle

로 확인되었다(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match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은 일정한 간격마다

2021).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유구는 성곽과 성곽 부대시

연륜을 연속적으로 탄소연대를 측정하고, 방사성탄소 보

설, 보도시설, 구들, 목곽고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구

정커브에 wiggle에 일치시켜 정확한 연대를 찾는 방법이

중 목곽고는 지하의 방형 또는 장방형 수혈에 목재를 이
용하여 곽(槨) 형태로 조성한 구조물로 식품이나 물품을

다(Ramsey et al., 2001).
연대분석을 통해 수침고목재의 연대를 파악한 연구는

저장하기 위한 목곽형 저장시설이다(Park, 2016)(Figure

전주 마전유적에서 출토된 회곽묘의 목재를 대상으로 수

1). 목곽고는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주

종분석과 연륜연대분석을 실시하여 1637년 가을에서

로 백제 사비기(6–7C)에 축조되었다(Shin, 2005). 따라서

1638년 봄 사이에 벌채된 목재를 사용한 것(Park et al.,

본 연구에서는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목곽고의 부재

2006), 울산 반구동 출토 목책시설(목책열, 망루)에 대해

에 대해 수종분석, 연륜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통

수종분석과 연대분석을 통해 A.D. 9-10세기에 건축된 것

해 목곽고의 제작에 사용된 목재와 제작시기를 확인하고

을 확인하였다(Jeong, 2011). 또한,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

자 하였다.

출토된 목곽고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진행

2. 분석대상 및 방법

하여 연대가 AD 490-510년으로 고고학적 추정연대와 일
치한 연구(Lee and Kim, 2018)와 인천 십정동 유적에서 출
토된 목관에 대해 수종분석과 연륜연대분석을 통해 목관

2.1. 분석대상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목곽고의 부재는 주목 12
점, 벽체 30점, 바닥부재 30점, 지지목 6점, 미상부재 5점
으로 총 83점이다(Table 1). 주목은 기둥형태로 지지목과
결구하기 위해 촉이 관찰되었으며, 벽체와 바닥부재는
1-2 m 정도의 판 형태이고 지지목은 각재로 주목과 지지
목 간의 결구를 위해 원형의 공동이 존재하였다. 목곽고
부재 중 가공된 표면을 관찰하여 나이테가 50개 이상이
며, 수피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5점의 부재를 대상
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연륜연대분석 및
wiggle match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하

Figure 1. Wooden warehouses of Baengnyeongsanseong,
Geumsan, Korea.

였다.

Table 1. The numbers of samples for analysis of wooden warehouse
Number of samples for analysis
Sample

Number

Species
identification

Tree-ring dating

Radiocarbon
dating

Pillar

Jumok

12

12

-

-

Wall

Byeogche

30

30

-

-

Floor frame

Floor

30

30

2

-

Support material

Beam

6

6

5

1

5

5

-

-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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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방법

2.2.3. 방사성탄소연대분석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은 연륜연대분석을 바탕으로 수
2.2.1. 수종분석

금산 백령산성 출토 목곽고 부재 83점을 대상으로 목
곽고 제작에 사용한 수종을 확인하고자 수습 후 세척과정
에서 탈락된 편을 시편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편은
강도가 약해져 PEG(분자량 4000)을 이용하여 포매하였
다. 포매한 시편은 스테인리스 날(Dorco, Vietnam)을 이용
하여 핸드섹션방법으로 약 20 μm 두께로 절단해 삼단면
박편을 채취하였다. 슬라이드글라스에 채취한 삼단면의
박편을 올려놓고, 50%의 글리세린 수용액을 떨어뜨린 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수종분석용 프레파라트를

에 가까운 연륜과 최외곽 연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확
한 절대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wiggle match를 이용한 방
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산-알칼리-산(AAA)법으
로 시료를 전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유
의성 검정은 확률분포에서 전체일치도 A와 수용한계 An
을 비교하는 X2(카이제곱)검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일치도가 수용한계보다 크면 X2검정을 만족하여 wiggle
match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Ramsey et al., 2001).

제작하였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Eclipse

3. 결 과

LV100, Nikon, Japan)으로 조직을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
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2.2.2. 연륜연대분석

3.1. 수종분석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 부재 83점을 대상으로 수종분석

연륜이 많이 관찰되는 목부재 단면을 접사카메라를 사

을 진행한 결과, 굴피나무 38점, 상수리나무류 34점, 졸참나

용하여 연속적으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사진은 합성하여

무류 8점, 소나무류 2점, 음나무 1점으로 식별되었다. 부재

연륜측정프로그램(OSM4, AUS)을 이용하여 0.01 mm의 정

종류별 수종 식별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으며, 수종별

확도로 연륜을 측정하였고, TSAP-Win 소프트웨어(Rinntech,

해부학적 특징과 현미경 사진은 다음과 같다(Figure 2-6).

DEU)를 이용하여 크로스데이팅 하였다. 크로스데이팅
(cross-dating)은 시료들의 위(僞)연륜과 실(失)연륜을 파악

3.1.1. 수종별 해부학적 특징

하고, 각 연륜에 정확한 연대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Kim and Park, 2005). 연륜연대분석에서 크로스데이팅은 연

굴피나무 – 가래나무과(JUGLANDACEAE) 굴피나무

대기간의 상호 적합성을 계산하는 통계적 방법과 육안으로

속(Platycarya spp.)

그래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Schweingruber,

활엽수재로 공권이 1-3열로 공권외 소관공은 주로 다

1988). 특히, 통계적인 방법은 100년 이상의 연륜폭그래프를

각형이며, 복합하여 사상(斜狀) 또는 방사상(放射狀) 등으

비교할 경우, t값이 3.5 이상, Glk(gleichläufigkeit)값이 65% 이

로 관찰되었다. 축방향유조직은 만재부에서 짧은 접선상,

상이면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Park et

대상, 주위상으로 존재하였다. 방사조직은 직립세포와 평

al., 2003). 연륜분석은 통계분석과 그래프 비교법으로 진행

복세포로 구성된 이성Ⅲ이고 결정이 존재하였으며, 접선

하였으며, 목곽고의 추정연대인 백제 시대(사비기-백제 말

단면에서 단열 및 1-5(8)열의 다열방사조직이 관찰되었

기)를 대표하는 표준 연륜연대기가 존재하지 않아 방사성

다. 또한, 천공은 단천공이며, 추재부의 소도관에서 나선

탄소연대분석을 진행하였다.

비후가 존재하였다.

A

B

C

Figure 2. Micrographs of Platycarya spp. species (A = Cross section (× 40), B = Radial section (× 400), C = Tangential sectio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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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 Micrographs of Cerris Section species (A = Cross section (× 40), B = Radial section (× 400), C = Tangential section (× 100)).

A

B

C

Figure 4. Micrographs of Prinus Section species (A = Cross section (× 40), B = Radial section (× 200), C = Tangential section (× 100)).

A

B

C

Figure 5. Micrographs of Hard pine species (A = Cross section (× 40), B = Radial section (× 200), C = Tangential section (× 100)).

A

B

C

Figure 6. Micrographs of Kalopanax pictus species (A = Cross section (× 40), B = Radial section (× 200), C = Tangential sectio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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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pecies identification of wooden elements in the wooden warehouse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Sample
Jumok 1
Jumok 2
Jumok 3
Jumok 4
Jumok 5
Jumok 6
Jumok 7
Jumok 8
Jumok 9
Jumok 10
Jumok 11
Jumok 12
East beogche 1-1
East beogche 1-2
East beogche 1-3
East beogche 2-1
East beogche 2-2
East beogche 3-1
East beogche 3-2
East beogche 3-3
West beogche 1-1
West beogche 1-2
West beogche 2-1
West beogche 2-2
West beogche 2-3
West beogche 3-1
West beogche 3-2
South beogche 1-1
South beogche 1-2
South beogche 1-3
South beogche 2-1
South beogche 2-2
South beogche 2-3
South beogche 3-1
South beogche 3-2
North beogche 1-1
North beogche 1-2
North beogche 2-1
North beogche 2-2
North beogche 2-3
North beogche 3-1
North beogche 3-2

Species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Hard pine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Hard pine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No.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Sample
North floor 1
North floor 2
North floor 3
North floor 4
North floor 5
North floor 6
North floor 7
North floor 8
North floor 9
North floor 10
North floor 11
North floor 12
North floor 13
North floor 14
North floor 15
North floor 16
South floor 1
South floor 2
South floor 3
South floor 4
South floor 5
South floor 6
South floor 7
South floor 8
South floor 9
South floor 10
South floor 11
South floor 12
South floor 13
South floor 14
East beam
West beam
South beam
North beam
Support beam (E-W)
Support beam (N-S)
Other materials 1
Other materials 2
Other materials 3
Other materials 4
Other materials 5

Species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rinus Section
Prinu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rinu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Kalopanax pictus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Prinu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rinus Section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latycarya spp.
Prinu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latycarya spp.
Cerris Section
Cerris Section
Prinus Section
Prinus Section

상수리나무류(Cerris Section) - 참나무과(FAGACEAE)

광방사조직이 존재하였다. 방사조직은 평복세포로 이루

참나무속(Quercus spp.)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어진 동성형이며, 단열 및 약 20열의 광방사조직이 확인

활엽수재로 공권이 1-2열로 고립하여 배열하는 환공재

되는 복합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해당 시료들은 소도관

이다. 소도관은 원형의 후벽으로 그 배열은 방사성이 강

이 후벽이며, 대체로 원형∼타원형의 형태로 확인되어 상

하였다. 축방향유세포는 산재상, 짧은 접선상 배열이며,

수리나무류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상수리나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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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존재하지만, 해부학적 특

배열은 1열이 관찰되었다. 접선단면에서는 수평수지구가

징의 차이가 없어 상수리나무류로 최종 식별하였다.

관찰되었고 방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방추형방사조직
이 모두 관찰되었다. 소나무속에는 경송류와 연송류가 존

졸참나무류(Prinus Section) - 참나무과(FAGACEAE)

재하며, 거치상비후의 유무로 분류되어 최종 소나무류로

참나무속(Quercus spp.) 상수리나무아속(Lepidobalanus)

식별하였다.

활엽수재로 공권이 1-2열로 고립하여 배열하는 환공재
로 소도관은 각형의 박벽이다. 축방향유세포는 산재상,

음나무(Kalopanax pictus) - 두릅나무과(ARALIACEAE)

짧은 접선상이며, 광방사조직이 존재하였다. 방사조직은

음나무속(Kalopanax spp.)

평복세포로 이루어진 동성형이며, 단열 및 약 20열의 광

환공재로 공권이 1열로 공권외는 지름이 아주 작은 다

방사조직이 확인되는 복합방사조직이 관찰되었다. 해당

각형의 관공이 수-수십 개씩 복합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열

시료들은 소도관이 박벽이며, 대체로 각형으로 확인되어

이 현저하며, 단천공이다. 축방향유조직은 주위상 및 수

졸참나무류에 속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졸참나무류에

반산재상으로 존재하였다. 방사조직은 평복세포로만 이

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존재하지만 해부

뤄진 동성형으로 접선단면에서 단열 및 1-4(5)열의 다열

학적 특징의 차이가 없어 졸참나무류로 최종 식별하였다.

방사조직으로 관찰되었다.

소나무류(Hard pine) - 소나무과(PINACEAE)

3.2. 연륜연대분석

소나무속(Pinus spp.)
침엽수재로 조⋅만재의 이행이 급하며, 박벽의 에피데
리얼세포를 가지고 있는 수직세포간구가 관찰되었다. 방
사조직은 방사유세포와 방사가도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교분야벽공은 창상형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나무속 중
경송류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치상비후가 방사
가도관 내에서 관찰되었다. 축방향가도관내의 유연벽공

금산 백령산성 출토 목곽고 부재 5점의 연륜연대분석
결과, GSQU 05의 연륜수가 151개로 가장 많았으며,
GSQU 02가 52개로 연륜수가 가장 적게 확인되었다. 연륜
을 측정한 시료의 대부분이 수와 수피가 관찰되지 않았으
나. GSQU 05는 수가 관찰되었고 수피는 관찰되지 않았으
나 변재부에서 12개의 연륜이 확인되었다. 상수리나무류

Table 3. Description of each tree-ring time series
No.
1
2
3
4
5

ID
GSQU
GSQU
GSQU
GSQU
GSQU

Species
01
02
03
04
05

Cerris
Cerris
Cerris
Cerris
Cerris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Section

No. of
tree-ring

Pit

Bark

Average tree-ring
width (mm)

114
52
77
75
151

o

Near

1.01
1.16
1.40
1.49
1.05

Figure 7. The oak standard chronology of Baengnyeongsanseong (GSQU 1S, red) and individiual tree-ring time series
(X-axis: tree-ring number, Y-axis: tree-ring width x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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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별 개체연륜연대기를 작성하여 크로스데이팅한 결
과, 모든 시료가 상호 일치하여 금산 목곽고 참나무 연대
기(GSQU 1S)가 작성되었다. 금산 목곽고 참나무 연대기
(GSQU 1S)의 연륜연대기 기간은 151년이다(Table 3,
Figure 7). 금산 백령산성이 백제 말기에 축성되었다는 고
고학적 조사 내용이 있으며, 현재까지 작성된 참나무의
표준연륜연대기가 백제시대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
으므로 금산 목곽고 참나무 연대기(GSQU 1S)에 절대연
대를 부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륜이 많이 관찰된
QSQU 05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진행하였다.

3.3. 방사성탄소연대분석
GSQU 05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실시한
결과, 1-7번째 연륜은 95.4%의 신뢰구간에서 A.D.
420-560년(95.4%), 110-114번째 연륜은 A.D. 430-610년
(93.5%)과 A.D. 620-640년(2.0%)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Figure 8).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wiggle match를
이용하여 방사성탄소연대분석결과(n = 2), 전체 일치도 A
= 117.5%이며, 수용한계(5% 유의수준) An은 50.0%으로
X2검정을 만족하였다. GSQU 05의 110-114번째 연륜에 대
한 95.4% 신뢰구간이 A.D. 530-610년(95.0%)과 A.D.
620-640년(0.4%)으로 계산되었다(Table 4, Figure 9, 10).
GSQU 05의 총 연륜은 151개로 110-114번째 연륜에서 37

Table 4. The results of radiocarbon dating
ID

Measured
tree-ring No.

BP
(yrBP±1σ)

Before wiggle matching
(95.4%, C.I.)

After wiggle matching
(95.4%, C.I.)

1-7th

1580 ± 30

A.D. 420 – 560 (95.4%)

A.D. 420 – 500 (95.0%),
A.D. 520 – 530 (0.4%)

110-114th

1520 ± 30

A.D. 430 – 610 (93.5%),
A.D. 620 – 640 (2.0%)

A.D. 530 – 610 (95.0%),
A.D. 620 – 640 (0.4%)

GSQU 05

Figure 8. The result of radiocarbon dating before wiggle matching.

Figure 9. The result of radiocarbon dating after wiggl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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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result of radiocarbon dating using wiggle matching.
년을 추가한 A.D. 567-647년과 A.D. 657-677년으로 판단
된다. 참나무는 변재부의 연륜이 15-20개로 GSQU 05의

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륜연대분석 결과, 시료별 개별연대기를 크로스데이

변재부(12개)와 최대 8년의 차이가 존재한다(Park et al.,

팅하여 금산 목곽고 참나무 연대기(GSQU 1S)를 작성하

1987). 따라서 최외곽 연륜은 8년을 더한 A.D. 575-655년

였다. 하지만 백제 백령산성 목곽고는 고고학적 추정시기

과 A.D. 665-685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가 백제 말기이며, 상수리나무류의 표준 연륜연대기는 작

연대 구간이 벌채연도에 가장 근접한 부분에 대한 연대가

성되지 않아 연대를 부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륜이 많

된다.

이 관찰된 동쪽지지목(GSQU 05)을 이용하여 방사성탄소
연대분석을 진행하였다. wiggle match를 이용한 방사성탄

4. 고찰 및 결론

소연대분석 결과, 측정을 진행한 시료의 최외곽 연륜의
연대는 A.D. 567-647년과 A.D. 657-677년으로 확인되었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된 목곽고 부재 83점의 수종분

다. 측정을 진행한 시료의 변재부 연륜은 12개로 목재를

석을 진행하여 굴피나무 38점, 상수리나무류 34점, 졸참

벌채하고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무류 8점, 소나무류 2점, 음나무 1점으로 식별되었다.

최대 8년을 추가한 A.D. 575-655년과 A.D. 665-685년에 목

굴피나무는 경기도 이남 지역에서 자생하고 목재가 거칠

곽고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산 백령산성에서 출토

지만 가공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수리나무류

된 인장와(‘丙’, ‘耳停辛 戊午瓦’, ‘耳停辛 丁巳瓦’, ‘栗峴

와 졸참나무류는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丙辰瓦’, ‘上卩’, ‘上水風作土⋅⋅⋅’)는 통해 백제 위덕왕

수종으로 목재는 거칠지만 단단하고 강하다(Lee, 1997).

43(596)⋅44(597)⋅45(598)년으로 비정되었으며, 동반 출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여 강인한 목재로 보

토된 토기는 백제 말기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성은 보통이나 수중에서 보존성이 양호하며, 음나무는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2004). 이는 백

조직이 거칠지만, 강도는 보통이고 가공하기 쉽다(Lee,

령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고고학적으로 추정된 연

1997). 목곽고 조성에 주로 사용된 굴피나무와 참나무속

대가 목부재에서 확인된 연대인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

(상수리나무류, 졸참나무류)은 심재화 과정에서 유세포의

와 일치하였다.

내용물이 압축하면서 도관 내부에 형성된 타일로시스로

이전에 진행된 목곽고 연구 중 Lee와 Kim(2018)이 서

수분의 이동이 제한된다(Park et al., 1987). 따라서 벽체와

천 봉선리 유적에서 출토된 목곽고는 참나무속 수종인 상

바닥부재로 주로 사용된 굴피나무는 외부 물의 유입을 방

수리나무류가 사용되었으며, 방사성탄소연대분석을 통

지하고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참나무속은 주로 지지

해 목곽고 조성시기가 AD 490-510년으로 확인하였다. 앞

목과 주목과 같은 구조재로 사용되어 강도가 큰 목재를

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 목곽고 연구는 주로 기능과 관련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나무와 음나무는 식별된 부재

되어 목곽고의 과학적 분석은 부족하지만, 서천 봉선리

수가 적어 조성과정에서 원목이 부족하여 인근의 큰 수목

유적 목곽고와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는 주로 상수리나무

200 | 보존과학회지 Vol.38, No.3, 2022

류를 이용하여 목곽고를 조성하였다. 또한, 방사성탄소연
대분석을 통하여 금산 백령산성 목곽고가 서천 봉선리 유
적 목곽고보다 늦게 조성되었다. 이는 백령산성이 백제
말기에 신라와의 전쟁으로 백제의 동계를 방비하기 위해
축성하여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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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성산사에 봉안되어 있는 성주 이씨家 초상화 중 2점(이조년, 이숭인)을 대상으로 사용
재료 및 기법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하여 최적의 모사복원방안을
설계하였다. 표현 기법 조사 결과, 두 진영 모두 선묘 위주로 표현되었지만, 신발과 눈동자,
육색 표현, 가채, 보강 흔적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료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적색 안료는
주사와 연단의 혼합 혹은 유기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청색 안료는 석청을 사용했다. 녹색 안료
는 석록(Malachite)이 사용되었고, 백색 안료는 연백을 사용했다. 황색 안료는 유기 안료와 금박
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숭인 진영은 석간주와 녹염동광(Atacamite)도 사용되었다. 또한
동시대 사대부상과 비교한 결과, 두 초상화에서 당시 초상화 양식이 발견되나 변형된 특이점이
존재하였다.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이조년 진영은 고색복원모사, 이숭인 진영은
현상모사로 결정하였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기법들을 과학적 분석 데이터로 보완
하여 세부적인 채색 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색상별로 초상화에서 대표적인 위치의 색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색상 기준값을 제시함으로써 유물의 현재 색상을 최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모사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심어 모사, 이모, 모사복원, 성주 이씨, 사대부상
ABSTRACT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for two portraits (Jo-nyeon Lee and Sung-in Lee) of the

Lee family from Seongju enshrined in Seongsan temple were scientifically analyzed, and based on
the data, an optimal replica restoration method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technique
investigation, both portraits were expressed mainly in line drawing,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hoes,
pupils, the color expression of flesh, overpainting, and traces of reinforcement. Pigment analysis
revealed that a mixture of cinnabar and minium, organic pigment, azurite, malachite, lead white, and
yellow pigment were used in common. In the case of Sung-in Lee’s portrait, seokganju and atacamite
were also used. In addition, comparison with the contemporaneous portraits of gentry showed that
the portrait style at the time was found in the two portraits, but the singularity was modified differently
there.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it was decided to replicate the old color restoration for Jo-nyeon
Lee’s portrait while for Sung-in Lee’s portrait, it was decided to replicate the phenomenon. Detailed
coloring techniques were presented by supplementing the expression techniques that are difficult to
confirm visually using scientific data. In addition, by measuring the chromaticity of representative
positions in the portrait for each color and presenting the color reference value calculated as the average
value, the current color of the artifact can be replicated and restored based on the objective data as
much as possible.

Key Words Replication, Replica restoration, Seongju Lee, Portraits of g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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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은 아니지만, 성주 이씨家 초상화의 모사에 대한 연구는
있다. 2006년엔 조선시대 모사 용어와 어진, 공신도상, 사

성주 이씨家 초상화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

대부상의 모사를 연구한 사례(Kim, 2006)가 있는데 성주

며, 특히 연구대상인 1746년 본은 사대부상으로 18세기

이씨家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상주는 성주 이씨 가

제작된 다른 초상화들에 비해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윤

문의 일원이자 조선 중기 문신인 이문건(1494∼1567)이

진영은 성주 이씨 가문의 초상화 중 안산영당에 전해져

원본 초상화를 보고 직접 이모한 모사본과 고찰한 기록에

온 이모본들을 대상으로 미술사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대해 연구하였다(Lee, 2014).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미술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

현대 보존과학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사복원의 배경은

주 이씨家 초상화는 원본이 소실되었고 현존하는 초상화

과거의 모사와 성격은 다르지만 원본을 후대에게 전승하

는 모두 이모본으로 총 32점에 달하며, 그때마다 이모의

고 보존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같다. 성주 이씨家 초상화

시기를 빠짐없이 화면에 기록해 두어 이모본의 다양한 변

는 후대에 전승될 만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현

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대의 관점에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주 이씨家 초

제작된 초상화로 봉안처가 전남 고흥과 경북 성주에 있

상화에 맞추어 최적화된 모사복원 연구가 필요하다.

고, 중앙 양식과의 비교와 지방 양식으로서의 특징을 다

본 연구는 성산사에 봉안되어 있는 성주 이씨家 초상

양한 사례별로 관찰 가능한 유물이다. 연구대상인 1746년

화 중 2점(이조년, 이숭인)을 대상으로 모사복원방안을

본의 경우에는 영조시대 초상화법과 18세기 사대부상에

설계하였다. 또한 성주 이씨家 초상화의 보존을 위한 모

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 있는 자료로서(Yun, 2009),

사복원방안 연구 및 18세기 사대부상의 제작 양상의 기초

성주 이씨家 초상화의 문화재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

자료를 남기고자 한다.

고 있다.

2. 대상 및 방법

모사복원 연구의 경우 어진, 불화, 단청 위주로 이뤄지
고 있다. 공신초상화인 신숙주 초상의 현장조사, 안료 분
석, 회화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사본을 제
작한 사례(Oh, 2018)는 있다. 공신초상화는 왕명에 의해
그려지며, 사대부상은 민간에서 첨배용으로 제작함이 다
르다(Cho, 2004). 과학적 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모사복원

Figure 1. The portrait of Jo-nyeon Lee.

2.1. 연구 대상
성산사 내부에 모셔진 진영은 처음에 7위가 모셔졌으
나 현재 3위가 도난당하여 없어지고 1746년 본인 4위만

Figure 2. The portrait of Sung-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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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전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231

였다. 마지막으로 바탕 섬유 분석은 에폭시 수지와 에폭

성산사에 봉안되어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초상화 중 2점

시 경화제를 25:3 비율로 혼합하여 마운팅한 후, 광학현미

(이조년, 이숭인)이다(Figures 1, 2). 이조년(李兆年, 1269

경(Eclipse LV100N POL, Nikon, JPN)으로 단면 형태를 분

∼1343)은 고려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석하였다.

원로(元老), 호는 매운당(梅雲堂)⋅백화헌(百花軒)이며,

3. 연구 결과

농서군공(隴西郡公) 이장경(李長庚)의 아들”이다(Son,
1995). 이숭인(李崇仁, 1347∼1392)은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안(子安), 호는 도은(陶隱)으로 목은(牧隱) 이색(李

3.1. 인문학적 조사

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고려말의 삼은1)”
3.1.1. 명문조사

으로 일컬어진다(Bae, 1988).

두 진영 모두 두 사람이 지냈던 관직명, 시호, 초상화의
개모⋅중모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일치한다(Cho,

2.2. 연구 방법

1983; Kim, 2006; Yun, 2009)(Table 1). 또한 이숭인 진영

과학적 조사는 상태 조사, 표현 기법 조사, 채색 안료

좌측 상단 명문에는 기재된 자찬문의 제목(｢鄕僧止庵寫

분석, 바탕 섬유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상태 조사 과정

余陋眞因作贊｣)을 통해, 이숭인 진영의 원본은 ‘성주지역

에서 유물을 실측하고, 훼손의 종류⋅정도⋅위치 등의 상

에서 활동하던 향승(鄕僧)’인 ‘지암(止庵)’이 그렸음을 말

태를 파악하였다. 표현 기법 조사는 먼저, 적외선 램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조선미는 문집의 글이 후대에 이모

(C1385-02, HAMAMATSU, JPN)와 적외선 카메라(X-T1

하면서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지암이 화가인지 단정

IR, FUJIFILM, JPN)로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여 먹선을 확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Cho, 1983), 성주 이씨家

인하였다. 필터는 820 nm(FUJI Filter Optical, FUJIFILM,

초상화의 경우에는 이모 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

JPN)를 사용하였다. 실체현미경(DG-3, Scalar, JPN)과 육

어 이모된 특징이 있으므로 화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안관찰을 통해 기법을 분석하고, XRF 분석 결과를 보완

판단된다.

하였다. 채색 안료 분석은 색도계(CR-400, Konica Minolta,
JPN; CM-700D, Konica Minolta, JPN)와 휴대용 X선 형광

3.1.2. 화가

분석기(P-XRF, Vanta C series, Olympus, JPN)로 현장에서

두 진영의 왼손은 염주를 쥐고 있었던 듯한 손모양을

비파괴 분석하였다. 채색 안료 중 녹색 안료는 P-XRF만

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이 초상화의 원본을 화승이 아

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μ-XRF(ORBIS, AMETEK, USA;

닌 일반 화가가 그렸다면,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상

Orbis Vision Software, AMETEK, USA)와 XRD(Miniflex

(Figure 3)처럼 공수(拱手)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600, Rigaku, JPN)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μ-XRF는 40

(Yun, 2009). “그 밖에 손을 드러내거나 비교적 자유로운

kV, 700 μA, 필터 2종(open, Al 25 μm), Live time 100∼200

포즈를 취한 점 등으로 보아 두 초상화의 원본은 화승이

sec 조건에서, XRD는 tube current 15 mA, voltage 40 kV,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Yun, 2009). 이연주의 연구에 의하

step size 0.02°, scan speed 2.000 deg/min 조건에서 사용하

면 문인화론에서 대체로 문인(문인화가)의 그림은 사대

Table 1. The record written on portraits
Jo-nyeon Lee
First copy period

Sung-in Lee

1655 (6th year of King Hyojong)

Copy period after the first 1714 (40th year of King Sukjong), 1746 (22nd year of King Yeongjo)
Posthumous epithet
Government position name

文烈公

李公

誠勤翊讚勁節功臣, 中大匡, 星山君

奉翊大夫 簽書密直司事, 都評議使司使,
判典校寺事, 右文館提學, 同知春秋館事

1) 고려 후기 절의를 지킨 세 학자의 총칭으로, 흔히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근년
에는 길재 대신 도은 이숭인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아직 학계
에서는 두 가지 설이 다 통용되고 있다(Park, 1995).

204 | 보존과학회지 Vol.38, No.3, 2022

부의 그림이나 그 화법을 의미하는 ‘유화(儒畵)’ 혹은 ‘유
법(儒法)’으로, 도화서 화원을 비롯한 직업화가의 그림은
도화원의 화법임을 나타내는 ‘원화(院畵)’, ‘원수(院手)’,
‘원법(院法)’ 등으로 정의한다(Lee, 2017). 조선후기학자
이규상의 이론에 의하면 유법은 신운을 위주로 하며, 필
획의 정돈되고 서투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화법으로(Lee,
2017), 이조년⋅이숭인 진영은 사대부상이며 가채된 부분
이 있고 필획이 거침없으므로 원법보다 유법의 묘사와 유
사하다. 즉 두 초상화의 원본 초상화는 신원 미상의 화승
이 그렸고, 후대에 문인 화가들이 이모한 것으로 추정된다.
3.2. 과학적 조사
3.2.1. 상태 조사

이조년 진영의 규격은 83 cm × 138.5∼139 cm으로, 바
Figure 3. Portrait of Mong-joo,
Jeong (Sour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탕 섬유는 견섬유로 추정된다. 견은 부드럽고 섬세하여
고려 불화나 초상화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특히 모사할 때
는 비치는 바탕지인 견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Kim,

Reddish-brown contaminant
Figure 4. Aging pattern of Jo-nyeon’s portrait.

Figure 5. Jo-nyeon’s portrait (left), infrared photograph (right).

Pigments exfo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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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ross section of background fibers of Sung-in’s portrait (× 100).

Figure 7. Aging pattern of Sung-in’s portrait.

Figure 8. Sung-in’s portrait (left), infrared photograph (right).

206 | 보존과학회지 Vol.38, No.3, 2022

2013), 같은 해 같이 모사된 이숭인이 확실히 견섬유로 분

[石綠, 공작석, Malachite, CuCO3⋅Cu(OH)2], 백색은 연백

석되었다(Figure 6). 구김과 접힘으로 인한 찢김은 있지만

[鉛白, Lead white, 2PbCO3⋅Pb(OH)2], 황색은 금박과 황

안료는 거의 박락되지 않고 비교적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

색 유기 안료가 사용되었다. 이숭인 진영의 경우, 적색은

여주고 있다. 우측 상단과 족좌대에 적갈색 오염물이 관

주사 + 연단, 석간주(石間硃), 적색 유기 안료, 청색은 석청,

찰되며, 녹색과 청색 안료의 박락 현상이 관찰된다(Figure

녹색은 석록(Malachite)과 녹염동광[Atacamite, Cu2Cl(OH)3],

4). 적외선 사진과 일반 사진을 대조한 결과 차이점이 없

백색은 연백, 황색은 금박과 황색 유기 안료가 사용되었

었으며, 육안관찰에서 보여지는 먹선과 일치하였다

다. 두 초상화는 녹염동광(Atacamite)과 석간주를 제외한

(Figure 5).

안료 선택이 같다(Figures 9, 10)(Tables 2, 3).

이숭인 진영의 규격은 85 × 145 cm로, 바탕 섬유의 경

조선시대 회화에 사용되었던 안료들은 많은 연구가 이

사와 위사 모두 견섬유로 동정되었다(Figure 6). 접힘으로

뤄졌다. 송유나는 백색에서는 백토와 연백, 황색에서는

인한 찢김이 이조년 진영에 비해 더 심했으며, 녹색 관복

등황, 치자 등의 유기 안료와 석황, 황토, 적색에서는 연

부에서는 대부분의 안료 박락 현상과 바탕지의 심각한 열

단, 주사, 은주와 같은 무기 안료와 연지와 같은 유기 안

화와 탈락 현상이 관찰되었다. 녹색과 청색 안료의 박락

료도 사용되었다. 녹색에서는 석록과 동록, 청색에서는

이 심하다(Figure 7). 적외선 촬영결과 초상화 기준으로 좌

석청, 회청, 쪽이 사용되었다(Song, 2018). 녹염동광

측 중단에 교의 등받이 부분이 이모 시에는 먹으로 채색

(Atacamite)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시기에 걸친 많은

되었으나, 이후 녹색 안료로 덧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채색 회화 안료 분석에서 동정되었다(Oh et al., 2020). 또

(Figure 8).

한 석간주는 고대부터 널리 사용된 토양성, 광물성 안료
이다(John, 1989). 18세기 제작된 전신상의 연구와 비교한

3.2.2. 채색 안료 분석

결과(Fine Arts Division, 2007-2009; Moon, 2010), 성주 이

이조년 진영의 경우, 적색은 주사(朱砂, Cinnabar, HgS)

씨家 초상화는 조선시대 중기에 모사된 초상화로, 분석된

+ 연단(鉛丹, Minium, Pb3O4)과 적색 유기 안료, 청색은 석

안료와 당시 회화에 주로 사용되었던 안료가 일치하는 것

청[石淸, 남동광, Azurite, 2CuCO3⋅Cu(OH)2], 녹색은 석록

으로 판단된다(Table 4).

Figure 9. Analyzing points of Jo-nyeon’s portrait.

Figure 10. Analyzing points of Sung-in’s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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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XRF result of Jo-nyeon’s portrait
No.

Analyzing point

Color

Major detection elements

Assumed pigment
(mineral name)

1

WH-1 (bal-lib)

White

Cu, Pb

Lead white

2

WH-2 (mustache)

White

Pb

Lead white

3

WH-3 (lining)

White

Pb

Lead white

4

WH-4 (eyebrows)

White + Black

Pb

Lead white, Mook

5

WH-5 (white of the eye)

White

Pb

Lead white

6

WH-6 (nails)

White

Pb

Lead white

7

WH-7 (leopard fur)

White

Pb

Lead white

8

R-1 (deep red)

Red

Pb, Hg

Cinnabar + Minium

9

R-2 (jeondae)

Red

S, Si, Ca, Pb, Hg

Cinnabar + Minium

10

R-3 (light red)

Red

S, Pb, Hg

Cinnabar + Minium

11

R-4 (border of jikryeong)

Red

S, SI, Ca, Pb, Hg

Cinnabar + Minium

12

R-5 (lips)

Red

Pb

Organic pigment

13

G-1 (green cloth)

Green

Si, Cu, Pb, Ca

Seokrok (Malachite)

14

G-2 (green cloth)

Green

Si, Cu, Ca, Pb

Seokrok (Malachite)

15

B-1 (bal-lib)

Blue

Si, Pb, Cu, Al, Hg

Seokcheong (Azurite)

16

B-2 (blue cloth)

Blue

Pb, Cu

Seokcheong (Azurite)

17

BK-1 (bal-lib)

Black

Ca, S, P

Mook

18

BK-2 (shoe)

Black

Si, S, Ca, P

Mook

19

BK-3 (border of nose)

Black

Pb

Mook

20

BK-4 (pupil)

Black

Pb

Mook

21

BK-5 (border of eyes)

Black

Pb

Mook

22

BK-6 (hat string)

Black

Cu, Pb

Mook

23

BK-7 (armrest)

Black

Si, S

Mook

24

BK-8 (leopard fur)

Black

Si, S

Mook

25

BK-9 (leg of jokjwadae)

Black

Si, Al, S

Mook

26

Y-1 (face)

Yellow

Pb

Organic pigment

27

Y-2 (pattern on Gyo-ui)

Yellow

Au, Si, Fe, Pb

Gold foil

28

Y-3 (leopard fur)

Yellow

S, Si

Organic 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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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XRF result of Sung-in’s portrait
No.

Analyzing point

Color

Assumed pigment
(mineral name)

Major detection elements

1

Y-1 (jeongja accessory)

Yellow

Au, Pb, Al, Si, S

Lead white + Gold foil

2

Y-2 (gakdae)

Yellow

S, Au, Si, Pb

Lead white + Gold foil

3

Y-3 (background)

Yellow

Si

Organic pigment

4

Y-4 (background)

Yellow

Pb

Organic pigment

5

Y-5 (earhole)

Brown

Pb

Mook

6

Y-6 (string of gyo-ui)

Yellow

K, Ca

Organic pigment

7

Y-7 (cheonpan)

Yellow

Pb

Lead white

8

WH-2 (gakdae)

White

Pb

Lead white

9

WH-3 (jeongja accessory)

White

Pb

Lead white

10

WH-4 (white of the eye)

White

Pb

Lead white

11

WH-5 (skin)

White

Pb

Lead white

12

WH-6 (cheonpan-white flower)

White

Pb

Lead white

13

WH-7 (bottom of a shoe)

White

Pb

Lead white

14

WH-8 (left hand)

White

Pb

Lead white

15

R-1 (hat string-bead)

Red

Pb, Hg, Ca, Fe

Cinnabar + Minium

16

R-2 (lips)

Red

Pb

Organic pigment

17

R-3 (red cloth)

Red

Pb, Hg, Ca

Cinnabar + Minium

18

R-4 (hat string-long bead)

Red

Si, Fe, Cu, Pb, Ca, K

Seokganju

19

R-5 (leg of jokjwadae)

Reddish
brown

Si, Ca

Organic pigment

20

R-6 (skin next to the right eye)

Reddish
brown

Pb

Mook

21

BK-1 (black-lib)

Black

Ca

Mook

22

BK-2 (shoe)

Black

Pb, Ca

Mook

23

BK-3 (eyebrows)

Black

Pb

Mook

24

BK-4 (pupil)

Black

Pb

Mook

25

BK-5 (border of the left eye)

Black

Pb

Mook

26

BK-6 (border of the nose)

Black

Pb

Mook

27

BK-7 (armrest)

Black

Si, Ca, S, K

Mook

28

G-1 (danryeong)

Green

Cu, Cl, Ca

Atacamite

29

G-2 (green cloth)

Green

Cu, Ca

Seokrok (Malachite)

30

G-3 (green cloth)

Green

Cu, Si, S

Seokrok (Malachite)

31

G-4 (backrest-green part)

Green

Cu, Si, Ca

Seokrok (Malachite)

32

B-1 (blue cloth)

Blue

Cu, Pb, Ca

Seokcheong (Azurite)

33

B-2 (blue cloth)

Blue

Al, Si, Ca, Cu, Pb

Seokcheong (Azurite)

34

Background fiber 1

-

Ca, Si, Cu, K

-

35

Background fiber 2

-

Ca, 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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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pects of the production of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Production
period

Main
character

Red

Blue

Green

White

Yellow

After 17C

傳 Gonsu
Jeong

Cinnabar,
Seokganju, Minium

Seokcheong,
Smalt

-

Lead white,
silver

Orpiment, gold

1719

Im Sin

Cinnabar,
Seokganju

Seokcheong

Seokrok

Lead white

Orpiment, gold,
Massicot

Seokcheong +
Lead white

-

Lead white

Orpiment + Lead
white

Seokcheong

Seokrok,
Atacamite

Lead white

Gold, Orpiment

Organic pigment,
1720
Sunjeong Yoo Seokganju, Cinnabar
(estimated)
+ Minium
Early 18th
century

Cinnabar,
Guman Nam Seokganju, Minium,
dyestuff

1746

Jo-nyeon Lee

Cinnabar +
Minium, organic
pigment

Seokcheong

Seokrok
(Malachite)

Lead white

Organic pigment,
gold foil

1746

Sung-in Lee

Cinnabar +
Minium, organic
pigment, Seokganju

Seokcheong

Seokrok
(Malachite),
Atacamite

Lead white

Organic pigment,
gold foil

1762

Geup Yun

Cinnabar,
Seokganju, Minium,
dyestuff

Seokcheong,
Smalt

Seokrok,
Atacamite

Lead white

Gold, Orpiment,
Massicot or
dyestuff

1792

Maesu Seo

Cinnabar,
Seokganju, Minium

Seokcheong, Smalt,
cheongmook or
dyestuff (Niram)

Seokrok

Lead white,
white clay
(kaolinite)

Orpiment, gold,
Massicot or
dyestuff

녹색 안료의 경우 P-XRF와 실체현미경 결과만으로 동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년 진영의 연녹색 안료를 대상으로 한 μ-XRF 분석 결
과 염소(Cl)가 검출되지 않았으며(Figure 11), XRD 분석
결과 Malachite로 동정되었다(Figure 9). 즉, 연녹색 안료는
석록(Malachite)으로 판단된다(Figure 12).
이숭인 진영의 녹색 안료는 진녹색, 연녹색 2종으로 구
분되며 모두 XRD 분석하였다. 연녹색은 Malachite와
Atacamite로 분석되었으나, 녹색 2종이 같이 분석되어 석
록(Malachite)으로 판단하였다. 진녹색은 Atacamite와
Clinoatacamite로 분석되었으며, 녹염동광(Atacamite)으로
판단된다(Figure 13).

Figure 11. Micro-XRF results of Jo-nyeon’s portrait.

Figure 12. XRD result of Jo-nyeon’s portrait.
M: Malac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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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XRD results of Sung-in’s portrait, (left) bright green, (right) dark green. M: Malachite, A: Atacamite, C:
Clinoatacamite.
3.2.3. 표현 기법 조사

두리가 있으며, 흰자 가장자리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연해

육안 관찰과 실체현미경 관찰을 통해 부위별 표현 기

지는 바림 표현을 하였다. 신발의 경우에는 윗면은 연백

법을 확인하였다. 비파괴 분석방법으로 이조년 진영의 적

위에 먹을 얹어 양감을 표현하였고, 바닥은 바탕색 채색

색 직령부와 이숭인 진영의 육색부 등은 배채의 유무를

없이 연백을 사용하여 쐐기 모양으로 표현하였다(Table 5).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조년 진영의 육색, 청색 속

이숭인 진영은 관복부의 열화 및 박락으로 인해 바림

포, 녹색 속 포와 이숭인 진영의 육색, 청색 속 포, 화문석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선묘 위주로 표

돗자리는 배채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되었다. 신발의 경우, 윗면은 연백 위에 먹을 얹어 양감

이조년 진영은 바림 기법이 사용되었고, 선묘 위주로

을 표현하였으나, 이조년 진영보다 더 강하게 양감이 표

표현되었다. 백색선 가채나 보강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되었다. 신발 바닥은 연백으로 전채되었다. 갓끈과 교

육색은 실체현미경상에서 백색 입자가 거의 보이지 않아

의에 맨 황색천의 윤곽 표현으로 백색선이 가채되었다.

연백으로 배채 후 황색 유기 안료로 전채하였고, 먹으로

눈은 동공 바깥에 백색 테두리가 없으며, 흰자의 채색이

명암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눈은 동공 바깥에 백색 테

두텁되 가장자리는 거의 채색하지 않았다. 육색은 백색

Table 5. Expression techniques of Jo-nyeon’s portrait
Image

Face

Stereoscopic microscope
(× 100)

Analyzing
point

Features

Skin

Contrast was expressed with Mook
and outline is defined with line
drawing.

Eyes (pupil)

As the whites of the eyes move
toward the edges, the color was
blurred (barim technique). A white
border was drawn outside the pupil.

Lips

The lips were lightly colored with
red.
(Continue on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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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ryeong

In addition to adjusting the mixture
of Cinnabar and Minium, a small
amount of Mook was used to express
the contrast mainly on the folds of
clothes.

Jeondae

Dark red (Cinnabar + Minium) was
used and there was no contrast
expression.

White cloth
(pho)

In Lead white, a pattern like bal-lib
was expressed.

Jokjwadae

Jokjwadae
(legs)

It is a simple structure of jokjwadae
with legs directly under the maldu
and gaepan without a cheonpan.
Contrast was expressed only on the
legs.

Shoes

Shoes

To express the texture of the shoes,
Mook was painted on the Lead
white, but Mook was peeled off or
Lead white was eluted.

Jikryeong

Armrest
The armrest was expressed with gold
(yellow part) foil.
Gyo-ui
Armrest

Only the end of the armrest was
contrasted.

Lining of
bal-lib
(deep red)

Colored the pattern over the first
outlined line.

Bal-lib
The background was first colored in
Lining of
Seokcheong, and then the pattern
bal-lib (blue)
was expressed in Lead white.

Hands

Right hand
(nails)

Nails were expressed by adjusting
the concentration of Lead white
along th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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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ression techniques of Sung-in’s portrait
Image

Stereoscopic
microscope
(× 100)

Analyzing
point

Features

Jokjwadae

It had a simple structure with a cheonpan,
Cheonpan maldu, gaepan and legs. The red leaves next
(red pattern) to the white flowers were painted red on the
light Lead white.

Shoes

Shoes
To express the texture of the shoes, Mook
(black part) was painted on the Lead white.

Gyo-ui

Face

Gyo-ui
(string
accessory)

Contrast expression was not used in the
whole gyo-ui. The string was painted yellow
over the Mook line, and the outline was
added Lead white again.

Skin

Contrast was expressed in Mook and
outlines were defined with line drawing.
Used Lead white to express volume.

White of the Almost no color was applied to the edges of
eye
the whites of the eyes.

Lips

Danryeong
Danryeong
Blue cloth
(pho)

The lips were colored red, and the color was
lighter towards the inside of the lips.

Overall, the deterioration was so severe that
most of the base paper was stripped, making
it difficult to confirm the expression
technique. After coloring over the first line,
traces of adding Mook lines again are seen
mainly at the end of Danryeong. There were
traces of Lead white coloring on the back.

Gakdae

Gakdae
Covered the original black outline with Lead
(white part) white.

Hands

Right hand

Expressed the volume of the skin of the
hand with Lead white. The method of
depicting the nails was the same as that of
Lee Jo-yeon, but using less Lead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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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xpression techniques of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Production period

Main character

The contour of the face

The bottom of the shoes

The outer white
line of iris

After 17C

傳 Gonsu Jeong

Seokganju

White wedge pattern without
background color

X

1719

Im Sin

Seokganju

-

X

Early 18th century

Guman Nam

Cinnabar

White oval pattern without
background color

X

1762

Geup Yun

Seokganju

Full colored in white

O

1792

Maesu Seo

Seokganju

Full colored in white

O

양감 표현이 거의 없는 육색부의 실체현미경 결과 백색

을 토대로 복원하되 작품의 형상은 박리⋅박락⋅오염 등

입자가 거의 보이지않아 연백과 연단의 혼합으로 배채 후

을 제외하고 제작될 당시의 모습으로 그리는 고색복원모

황색 유기 안료로 전채한 것으로 추정되며, 먹으로 명암

사(Kim, 2013)를 선택하였으며, 이숭인 진영은 관복부 훼

을 주고 연백으로 양감을 표현하였다. 청색 속 포의 윤곽

손이 심하여 적외선 촬영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안료의

이 먹으로 가채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였으며, 교의 등받

박리⋅박락⋅오염 등을 포함하여 작품의 현재 상태를 그

침(왼쪽)과 턱수염 및 녹색 속 포 부분에서 보강 흔적(석

대로 복원하는 현상모사(Kim, 2013)로 결정하였다. 바탕

록 덧칠)이 발견되었다(Table 6).

재는 화견을 황색으로 염색하여 유물의 바탕색과 비슷하

이조년⋅이숭인 진영은 동시대에 제작된 전신초상화

게 하여 준비한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아교 포수 시 2.0%

에 비해 특이점이 있다. 당시엔 화문석 돗자리가 보통 족

아교수와 백반 10.0%의 교반수를 사용하고, 안료와 섞

그려지는데2)

이조년⋅이숭인 진영은 바

을 전색제는 원색을 중첩해서 채색할 경우에 아교 농도는

닥에 그려져 있다. 또한 동시대 초상화는 이목구비 윤곽

좌대의 천판에

3%, 아닐 경우 5%로 한다(Lee, 2019). 안료는 ‘3.2.2. 채

선을 진사와 산화철을 주로 사용한 반면, 두 진영은 먹을

색 안료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조년 진영의 신발

(Table 8).

바닥 표현(바탕 채색 없이 백색 쐐기 모양)은 17세기 말에

각 색상별로 대표적인 포인트를 선정하여 색도의 평균

서 18세기 초에 나타나며, 이숭인 진영의 신발 바닥 표현

값을 계산한 색상 기준값을 참고하여 고색을 재현한다

(백색 전체 채색)은 1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

(Tables 9, 10). 채색 과정에서, 이조년 진영의 경우에는 바

는 것으로 추정된다(Table 7).

림 기법을 사용하고 육색은 흑색으로 명암만 주어 표현한
다. 이숭인 진영의 경우에는 관복부 훼손으로 인해 바림

4. 모사복원방안 설계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순 채색하고
박락된 단령부는 복원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의

이조년 진영은 박락돼서 탈락한 부분이 거의 없고, 접

좌측 녹색부는 적외선 조사로 석록 덧칠임을 확인했으므

힘으로 인한 훼손만 존재하기 때문에, 색은 현재의 색상

로 원래의 모습대로 먹으로 채색한다. 육색은 등황과 연

Table 8. Pigments selection for restorative replication
Portrait

Red

Blue

Green

White

Yellow

Jo-nyeon, Lee

Cinnabar + Minium,
Yeonji

Seokcheong
(Azurite)

Seokrok (Malachite)

Lead white

Gamboge, gold foil

Sung-in, Lee

Cinnabar + Minium,
Yeonji, Seokganju

Seokcheong
(Azurite)

Seokrok (Malachite),
Atacamite

Lead white

Gamboge, gold foil

2) 천판 위에는 민돗자리가 18세기 초기, 중기에도 깔리기도
하지만, 천판에 화문석이 깔리는 초상이 18세기 초부터 시작
된다. 전반적으로 18세기 중반까지는 족좌대의 천판에 민무
늬 돗자리가 깔렸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조선 말기에
는 화문석은 천판에 상용적 형식이 된다(Choo and B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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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혼합하여 전채한 후에, 흑색으로 명암을 주고 백색

알기 힘든 표현 기법들은 특히 주의해서 모사복원한다

으로 양감을 표현한다. 또한, 과학적 조사 결과 육안으로

(Tables 11, 12).

Table 9. Color reference table of Jo-nyeon’s portrait
Color

L*

a*

b*

Pigment

White

69.85

1.8

9.82

Lead white

Deep red
(R-1)

39.21

19.08

13.14

Light red
(R-2)

44.25

21.19

18.13

Green

59.53

-7.8

13.9

Analyzing point

Cinnabar + Minium
Seokrok (Malachite)

Black

35.6

0.71

5.29

Mook

Blue

58.71

-7.59

1.21

Seokcheong (Azurite)

Lips: Yeonji (L*: 53.45, a*: 4.3, b*: 11.92)

Table 10. Detailed expression techniques of Jo-nyeon’s portrait
Part

Pigment

Expression techniques

Skin

Gamboge, Mook

Blend a small amount of Mook with Gamboge to create contrast along the
outline.

The top of shoes Lead white, Mook Draw a dot in Lead white and cover it with Mook to express the volume.
Lining (Pho) of
bal-lib
Nails

Seokcheong
- Blue lining: Firstly color the background with Seokcheong, then dry it and
(Azurite), lead
express the pattern with Lead white.
white, Cinnabar + - Red lining: Firstly color the background with a mix of Cinnabar and Minium
Minium
and use a darkened mix of Cinnabar and Minium to express the pattern.
Based on the outline of the nail, the expression becomes softer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Lead white

Mustache, beard Lead white, Mook Color them in a light Lead white in advance to give a lumpy feeling.
Jikryeong

Cinnabar +
Minium, Mook

Color using the Barim technique, but use a small amount of mook to express
the contrast around the folds of clothes.

Hwamunseok mat
(background)

Lead white

Color the background with a light Lead white before expressing the pattern.

Table 11. Color reference table of Sung-in’s portrait
Analyzing point

L*

Color
White

a*

b*

Except for large chromatic deviation

Pigment
Lead white

Red

44.13

22.18

18.15

Cinnabar + Minium

Deep green
(G-1)

51.25

-9.88

15.45

Atacamite

Light green
(G-2)

58.08

-9.55

13.35

Seokrok (Malachite)

Black

35.49

0.78

4.96

Mook

62.6

-7.8

2.59

Seokcheong (Azurite)

Blue
*

*

*

Long bead of hat string: Seokganju (L : 43.39, a : 13.27, b : 13.99)
Lips: Yeonji (Chromaticity measurement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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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etailed expression techniques of Sung-in’s portrait
Part
Skin

The top of shoes

Pigment

Expression techniques

Gamboge, Mook

Paint skin all over with Gamboge. Then use a small amount of Mook to
create contrast along the outline, and express the volume of the face with
light Lead white.

After making a dot with Lead white, cover it with Mook to express a
Lead white, Mook sense of volume, but express it relatively strongly by increasing the
amount of Lead white than that of Lee Jo-nyeon.

Gakdae
(white outline)

Lead white

Backrest (green part)

Mook

Although phenomenon replication is adopted, as an exception, only the
green part of the backrest of the left bridge was guaranteed by infrared
image, so restore the original color with Mook.

Mustache, beard

Mook

By pre-coloring the area where the Mustache and Beard are to be drawn
with a Dam-mook, a lumpy feeling appears even if they are drawn one
by one.

Lips

Yeonji

Expresses softer towards the inside of the lips.

Color by covering the outline of Mook.

Seokganju, Cinnabar Short beads are colored with Seokganju, and long beads are colored with
+ Minium
Cinnabar + Minium.

Hat string
Hwamunseok mat
(background)

Lead white

Color the background with a light Lead white before expressing the
pattern.

5. 고찰 및 결론

은 바닥에 그려져 있다. 신발 바닥 표현의 경우에는 이조
년 진영은(바탕 채색 없이 백색 쐐기 모양)은 17세기 말에

두 초상화 모두 바탕재로 견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서 18세기 초에 나타나며, 이숭인 진영(백색 전체 채색)은

다. 또한 공통적으로 석청(남동광), 석록(Malachite), 녹염

1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광(Atacamite)의 구리(Cu) 성분 때문에 안료와 바탕견의

즉 두 진영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박락 현상이 다른 안료에 비해 심하게 발생하였다(Park,

양상을 보여주며 모사복원연구가 필요한 문화재이다.

2011). 이숭인 진영의 단령부의 경우, 열화 인자인 구리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조년 진영은 고색복원모사,

(Cu)와 염소(Cl)가 안료에 모두 들어있어 정본(견)이 대부

이숭인 진영은 현상모사로 결정하였고, 재료를 선정했다.

분 떨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숭인 진영의 단령 속

바탕재는 화견을 황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하며, 2.0% 아교

청색포는 연백 배채를 함으로써, 연백의 절연성이 바탕지

수와 백반 10.0%의 교반수를 사용한다. 안료 분석 데이터

의 열화를 억제해(Park, 2013) 구리 안료가 쓰인 다른 부분

에 기반하여, 이조년 진영의 경우에는 적색은 주사와 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열화된 것으로 보인다.

단의 혼합과 연지, 청색은 석청, 녹색은 석록(Malachite),

안료 분석 결과, 조선시대 회화에 주로 사용되었던 안

백색은 연백, 황색은 등황과 금박을 선정하였다. 이숭인

료들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공통적으로 적색 안료는 주

진영의 경우에는 이조년 진영과 동일한 안료를 사용하되

사와 연단의 혼합 혹은 유기 안료를 사용하였으며, 청색

적색 안료에는 석간주, 녹색 안료에는 녹염동광(Atacamite)

안료는 석청을 사용했다. 녹색 안료는 석록(Malachite)이

을 추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사복원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백색 안료는 연백을 사용했다. 황색 안료는

사용될 수 있는 각 색상별로 대표적인 위치의 색도를 측

유기 안료와 금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숭인 진

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색상 기준값과 과학적⋅인문학

영의 경우에는 석간주와 녹염동광(Atacamite)도 사용되었다.

적 분석에 기반한 채색 기법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표현 기법 조사 결과, 특히 신발과 눈동자, 육색 표현에

동시대 전신초상화와 비교한 결과, 화문석 돗자리의 위치

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화가가 그렸다고

와 얼굴 윤곽선에 쓰인 안료, 신발 바닥 표현에서 표현

확신하기는 어렵다. 또한 두 진영은 18세기 전신초상화와

기법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비교한 결과 특이점을 보인다. 당시엔 화문석 돗자리가

특이점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족좌대의 천판에 그려지는데 이조년⋅이숭인 진영

각각에 최적화된 모사복원이 필요하며, 보다 과학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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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모사복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육
안관찰 및 인문학적(미술사적) 조사는 표현기법과 무형
적인 정신, 작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사복원의 결
과가 문화재 활용의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
다. 하지만 활용의 목적을 넘어서 후대에게 전승하기 위
해서는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한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된 모사복원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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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주 금척리 유적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된 금척리고분군(사적 제43호)과
매우 연접하며,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그 일대의 유력 지배세력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
성장에 일익을 담당했던 인근 유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금척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대상으로 금속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철기의 용도
에 따른 제작기법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도별로 분류하여 8점을 선정하고, 미세조직 및 비금
속개재물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제작 공정은 탄소함량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형상을 단조
하는 방법과 탄소함량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여 형상 단조만을 하는 기법, 형상 단조 후 필요에
따라 강도를 높이기 위한 침탄작업을 실시하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부위별
기능을 고려한 제강법과 열처리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켰으며 제련
공정에는 저온환원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주 중심부와 외곽에 위치한 유적에
서 출토된 철기 유물과 비교해본 결과 제련 및 제작기술에서 상호 유사한 것이 확인된다.
중심어 금척리, 철기, 미세조직, 비금속개재물, 제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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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mains found in Geumcheok-ri, Gyeongju ar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

Ancient Tombs in Geumcheok-ri, Gyeongju (Historic Site) which were built between the late 5th and
early 6th centuries, and these tombs are known to belong to the powerful rulers of that area. Using
metallurgical techniqu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iron objects obtained from the excavated
remains in Geumcheok-ri, Gyeongju which are presumed to have a close relation to the nearby ruins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of Silla. To identify differences in manufacturing technique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iron objects, eight objects were selected after classifying them by use
and the microstructure and non-metallic inclusions were investigated. The analyses results confirmed
that the manufacturing process involved forging iron with a high or low carbon content to produce
a particular shape, and that the carburization process was applied to iron post forging a shape to
increase its strength when necessary.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by selectively applying
the steelmaking method and the heat treatment technique considering the functions of the parts, and
the low temperature reduction was applied to the smelting process. Furthermore, in comparison with
the iron objects excavated from the remains located in the center of Gyeongju and its outskirts,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similarity in the smelting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between these objects.

Key Words Geumcheok-ri, Iron objects, Microstructure, Nonmetallic inclusions, Metallu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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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대에서 철의 생산과 보급은 실용적인 철제농공구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농경사회로써 국가가 성립하는 기

경주 금척리 유적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

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야철 기술

성된 경주 금척리고분군(사적 제43호)과 매우 연접한 유

과 제강, 제조술의 발달은 예리한 무기와 마구의 병기를

적으로, 행정구역상 경주시 건천읍 231-1번지에 위치한

제작하게 하였고 보다 강대한 국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다. 유적이 위치한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와 모량리 일대

하였다(Gilgeum Craft Research Institute, 2008). 더욱이 이

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라 6부 중 하

러한 철기문화의 변화는 당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나인 점량부(漸梁部) 또는 모량부(牟梁部)의 근거지로 추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 가운

정되는 지역으로, 그 일대의 유력 지배세력의 무덤으로

데 경주는 신라시대 문화의 중심지로 오랜 시간 고대문화

알려져 있다. 묘제 역시 신라의 대표 묘제인 적석목곽묘

를 꽃피웠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문화 자원을 많이 확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제이식, 곡옥, 금동관, 은제과대 등

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 출토되어 신라 지방 고총들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유사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야금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문헌에 의하면 모량부는 24

해석의 기본인 시대별 제작기술이 도출되고 있으나 고고

대 진흥왕의 왕비인 지소부인 또는 식도부인 박씨의 출신

학적 연구에 비해 금속학적 연구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로 되어있는 점과 모량이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는 점

본 연구에서는 경주 금척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등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고분군

무기류, 농공구류, 마구류로 분류하여, 금속심이 남아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방내리고분군, 사라리고분군 등의

는 유물 일부를 대상으로 미세조직 및 비금속개재물을 분

고고학적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이 신라 성장에 일익

석하였다. 이와 같이 금속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을 담당했던 소재지였음을 알 수 있다(Lee, 2007). 특히

통해 각 개체의 제작 공정을 파악하고 적용된 기술을 규

이 가운데 방내리고분군은 금척리고분군과 직선거리로

명하고자 하였으며, 용도에 따른 제작방법의 차이를 알아

매우 인접하고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보았다. 또한 각각의 철기에서 확인된 용도별 차이 및 특

다(Gyeongju National Museum, 2021). 따라서 경주 금척리

징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유적은 금척리고분군의 동남 한계선 외측에 해당되는 부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분으로 사적지정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적의 입지,
묘제, 출토품 등으로 볼 때 금척리고분군의 무덤들과 시⋅
공간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Gyeongju
National Museum, 2021).

경주 금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를 대상으로 용도
별 제작기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기류, 농공구

Table 1. List of samples
Sample
number

Tombs

1

Tombs No.4

2

Tombs No.9

3

Tombs No.9

4

Tombs No.6

Classification

Objects
Iron sword

Weaponry

Iron spearhead
Iron spearhead
Iron axe

Tools
5

Tombs No.4

Iron axe

6

Tombs No.1

Bit

7

Tombs No.1

8

Tombs No.7

Horse harness

Stirrup
Buckle

Sampling point

Quantity

Edge
Back
Blade
Socket
Blade
Socket
Blade
Socket
Blade
Socket
Side ring
Cheek piece
Tread
Ring
Area of eyelet
Frame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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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마구류로 분류하여 총 8점의 유물을 선정하였다(Table

연마가 끝난 시편은 3%의 나이탈(HNO3+Ethyl Alcohol)

1). 본 논문에 수록한 각 유구 및 유물의 기술은 국립경주

용액으로 에칭(etching)하였다.

박물관의 조사내용을 인용하였다. 시료는 유물의 파손을

미세조직은 금속현미경(Nikon Eclipse LV150, JPN)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열처리나 가공 등 인위적인 처리

이용하여 조직 전체를 관찰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확대하

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부나 공부에서 총 17개

여 조사한 뒤 영상분석프로그램(I-solution Delta Image

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analyzer program, IMT Inc, Canada)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시료는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mounting)한 후, 조밀 순서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금속개재물의 성분은 주사전

에 따라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였다. 이후 연마포(MD-MOL,

자현미경(FE-SEM with EBSD, ZEISS, SUPRA40 VP, DEU)

MD-NAP, Struers, DNK)와 연마제(DP-Suspension 3 μm,

에 부착된 에너지분석기(EDS, S-3000H, Hitachi, JPN)를

1 μm, Struers, DNK)를 이용하여 미세연마를 실시하였다.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ure 1. (A) Sampling point of No.1 sword. (B) Microstructure of edg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edge
(× 200). (D) Microstructure of edge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edge (× 200). (F) Microstructure of back
(× 50). (G) Enlarged microstructure of back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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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미세조직 내 비금속개재물의 구성성분을 SEM-EDS 분
석으로 확인하고(Figure 2), 성분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인부 비금속개재물 A-1지점에서는 파이알라이

3.1. 무기류

트가 검출되었으며, A-2지점과 B-1지점은 SiO2 함량이 높
3.1.1. 대도(No.1)

Figure 1A는 4호묘에서 출토된 대도로, 배부는 약하게
턱이 지고 있으며 배부에서 인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

은 유리질 슬래그로 Al2O3, CaO 성분이 확인되었다. 배부
비금속개재물에서는 Fe산화물과 유리질 상이 확인된다.

예리한 날을 이루며 봉부도 날카롭다. 도신부의 단면은

3.1.2. 철모(No.2)

이등변삼각형, 경부는 제형이다. 시료는 인부 2곳(Figure

No.2 철모는 9호묘 적석목곽 주곽에서 출토되었다. 모

1A의 a, b), 배부 1곳(Figure 1A의 c)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1B는 인부(a)의 시료로 좌측이 내부, 우측이 표

신은 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양쪽날 끝을 모두 세운
형태로 관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신부의 단면은

면에 해당하며 선단에 가깝다. 시료의 우측, 즉 선단에 해

능형이며 공부는 안쪽에서 말아 끝을 맞춘 형태로 말단은

당하는 부분에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연미형, 단면은 원형이다.

(Figure 1C). 또한 내부에 마르텐사이트 결정립계를 따라
분할변태 된 펄라이트 콜로니가 생성되어 있다.

Figure 3A는 철모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시료는 인부 1곳(Figure 3A의 a), 공부 1곳(Figure 3A

Figure 1D는 병부에 가까운 인부(b)의 시료로 좌측이

의 b)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3B는 인부의 시료로 좌측이

외부 방향이다. 인부(b) 시료 역시 탄소함량이 높은 펄라

날 선단에 해당하며, Figure 3D는 공부의 시료로 우측이

이트가 생성되어 있으나 내부보다 표면의 탄소함량이 더

표면 방향이다. 인부와 공부 모두 결정립의 크기와 관계

높고 조대한 것으로 관찰된다(Figure 1E). 또한 비금속개

없이 전체적으로 탄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순철조직으

재물은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길게 연신되어 있다.

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3C, 3E). 결정립 상호간에 보이는

Figure 1F는 Figure 1A의 c로 표시된 배부의 미세조직

명암의 차이는 탄소함량에 의한 것이 아닌 현미경 관찰을

사진으로 좌측이 표면 방향이고, 우측은 내부를 향한다.

위해 실행한 에칭과정에서 결정학적 배열에 따라 서로 상

전체적으로 탄소함량이 높은 펄라이트가 비교적 균일하

이한 에칭반응을 보인 것에 기인한다. 또한 시편의 미세

게 분포한다(Figure 1G).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비금속개재물은 가공방향에 따
라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Figure 2.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1 sword. (A) edge. (B) back.
Table 2. EDS analysis results of No.1 sword
Analysis
position
A-1
A-2
B-1
B-2

MgO
21.25
1.9

Na2O
4.47
3.67

Al2O3
29.25
24.6

Element (wt%)
SiO2
29.03
35.47
53.56

K2O
4.8
6.09

CaO
9.4
10.19

FeO
49.72
16.6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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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Sampling point of No.2 spearhead. (B) Microstructure of blad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blade
(× 200). (D) Microstructure of socket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socket (× 100).

Figure 4.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2 spearhead. (A) Blade. (B) Socket.
Table 3. EDS analysis results of No.2 spearhead
Analysis
position
A-1
A-2
B-1
B-2

MgO
1.7
1.31

Al2O3
5.82
10.97

SiO2
13.47
15.35
17.18

Element (wt%)
P2O5
K2O
38.14
35.91
0.7

TiO2
1.19
1.25
-

CaO
7.99
24.37
23.74

FeO
98.81
77.29
14.6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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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와 Table 3은 미세조직 내 비금속개재물을

해당한다. 표면부에는 공석조성에 가까운 펄라이트가 생

SEM-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인부의 비금속개재물을 성

성되어 있으며 내부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은 페라이트

분 분석한 Figure 4A의 A-1지점에서는 Fe산화물이 검출

조직의 분율이 증가한다(Figure 5B, 5C). 내부에서 외부로

되며, A-2지점은 유리상으로 FeO와 더불어 SiO2, CaO,

갈수록 명암이 어두워지는 것은 날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TiO 등이 확인되었다. 공부의 비금속개재물을 분석한

서 탈탄이 진행되고 이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침

Figure 4B의 B-1지점과 B-2지점은 P2O5, SiO2, CaO, FeO가

탄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D는 Figure 5A의 (b)

주성분을 이루고 다른 결정들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

로 표시한 공부의 미세조직으로 하단이 표면에 해당한다.

아 유리질 상임을 알 수 있다.

내부에는 페라이트와 약간의 펄라이트가 혼재되어 있으
나 페라이트 조직이 주를 이루며, 표면에는 내부보다 펄

3.1.3. 철모(No.3)

라이트가 우세하다(Figure 5D, 5E).

No.2 철모와 같은 9호묘 적석목곽 주곽에서 출토된

미세조직 내 연신되어 나타나는 비금속개재물을

No.3 철모는 신부에서 공부로 이어지는 관부가 곡선을 그

SEM-EDS로 분석하여 Figure 6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리며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공부는 양쪽에서 말아 끝

인부의 비금속개재물에서는 높은 함량의 CaO가 검출되

을 맞추었으며, 신부의 단면은 능형, 공부는 원형이다.
Figure 5A는 철모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었으며 A-1지점의 경우 유리질 상, A-2지점에서는 파이
알라이트로 확인된다. 공부의 비금속개재물 B-1, B-2지점

이다. 시료는 No.2 철모와 동일한 인부 1곳(Figure 5A의

은 제련된 상태의 철을 단조하는 과정 중 반복적으로 겹

a), 공부 1곳(Figure 5A의 b)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5B는

쳐 두드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비금속개재물을 중

인부(a)의 시료로 좌측이 날 선단, 우측과 상단이 내부에

심으로 발생되어 생산된 Fe산화물로 확인된다.

Figure 5. (A) Sampling point of No.3 spearhead. (B) Microstructure of blad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blade
(× 200). (D) Microstructure of socket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socket (× 100).

경주 금척리 유적 출토 철기의 용도별 분류에 따른 제작기법 고찰 / 유하림, 조남철, 신용비 | 223

Figure 6.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3 spearhead. (A) Blade. (B) Socket.
Table 4. EDS analysis results of No.3 spearhead
Analysis
position
A-1
A-2
B-1
B-2

MgO
2.25
2.05
6.47
2.45

Al2O3
4.25
3.17
0.48

SiO2
51.13
20.49
18.16
1.63

3.2. 농공구류
3.2.1. 철부(No.4)

6호묘 적석목곽 부곽에서 출토된 No.4 철부 신부의 양
단은 직선상으로 내려오는 형태이고 인부 역시 직선에 가
깝다. 신부와 공부의 연결부에는 관부가 뚜렷하게 형성되
어 있다. 신부 단면은 말각세장방형, 공부 단면은 타원형
이다. 공부는 양쪽에서 말았으며 이음부는 살짝 벌어져
있다. 공부 내부에는 신부와의 연결부에 둔각의 단이 있
으며 목질흔이 남아있다.
Figure 7A는 철부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시료는 인부 1곳(Figure 7A의 a), 공부 1곳(Figure 7A
의 b)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7B의 좌측이 인부(a)의 날
선단에 해당하며 Figure 7D는 공부(b)의 시료로 우측이 외
부 방향이다. 인부는 전체적으로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혼재조직으로, 조직 내에 생성되어 있는 비금속개재물을
경계로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의
비율과 결정립의 크기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Figure 7B,
7C). 표면부에 해당하는 시료의 상단과 하단에는 펄라이트
보다 페라이트 조직의 비율이 더 높으며 내부로 갈수록 페
라이트 분율은 줄어들고 펄라이트 조직이 우세한 것으로
관찰된다. 공부는 페라이트 기지에 펄라이트가 일부 혼합
하여 나타난다(Figure 7D, 7E). 페라이트는 다양한 크기의
결정립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정립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
든 부위가 탄소함량이 낮은 순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Element (wt%)
P2O5
10.92

MnO2
3.41

CaO
40.33
26.11
5.21
1.79

FeO
6.29
47.1
67.0
79.32

Figure 8과 Table 5는 인부 미세조직 내에 일련의 방향
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비금속개재물의 분석 결과이다.
A-1지점은 비금속개재물을 중심으로 부식에 의해서 생성
된 Fe산화물로 확인되며, A-2지점은 유리질 슬래그로
SiO2, Al2O3 등이 검출되었다.
3.2.2. 철부(No.5)

No.5 철부는 4호묘 적석목곽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신
부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인부는 약하게 호선을
그린다. 단면은 말각세장방형으로 신부로 갈수록 좁아진
다. 공부는 양쪽에서 중앙으로 말았으며 이음부는 살짝
벌어져 있다. 견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공부 내부에는 신
부와의 연결부에 둔각의 단이 있으며 목질흔이 남아있다.
Figure 9A는 철부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시료는 인부 1곳(Figure 9A의 a), 공부 1곳(Figure 9A
의 b)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9B는 인부(a)의 시료로 좌측
이 날 선단에 해당하며 Figure 9D는 공부(b)의 시료로 우
측이 외부 방향이다.
인부는 공석조성에 가까운 펄라이트가 시편 내 균일하
게 분포하고 있다(Figure 9B, 9C). 공부의 시편은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손실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관찰이 가능한 미세조직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페라이트
와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진 조대 펄라이트가 분포하고 있
다(Figure 9D). 부분적으로 과열 냉각조직인 침상의 비드
만스테튼 페라이트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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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Sampling point of No.4 axe. (B) Microstructure of blad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blade
(× 200). (D) Microstructure of socket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socket (× 100).
Table 5. EDS analysis results of No.4 axe
Analysis
position
A-1
A-2

MgO
3.38

Na2O
-

Al2O3
17.91

Element (wt%)
SiO2
2.16
60.12

K2O
6.79

CaO
11.79

FeO
97.84
-

Figure 10과 Table 6은 미세조직 내 다수 확인되는 인부
의 비금속개재물 SEM-EDS 분석결과이다. A-1과 A-2지점
에서 함량의 차이는 있으나 CaO함량이 높게 검출되었으
며, 제련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리질상으로 확인된다.
3.3. 마구류
3.3.1. 재갈(No.6)

No.6 재갈은 1호묘 적석목곽 주곽에서 출토되었다. 복
환판비로, 함과 인수, 함류가 연결된 형태이다. 함은 이연
식이며, 외환에 인수가 연결되어 있다. 함유는 꼬아 만든
Figure 8.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4
axe. (A) Blade.

철봉으로 타원형의 둥근 테를 만든 뒤 철봉을 교차시켜
함외환에 끼어지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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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Sampling point of No.5 axe. (B) Microstructure of blad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blade
(× 200). (D) Microstructure of socket (× 10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socket (× 200).
Table 6. EDS analysis results of No.4 axe
Element (wt%)

Analysis
position

MgO

Na2O

Al2O3

SiO2

K2O

CaO

FeO

A-1
A-2

1.25
4.52

-

7.15
23.6

52.77
50.62

2.51
8.81

36.33
12.45

-

Figure 11A는 재갈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시료는 함유부 1곳(Figure 11A의 a), 인수부 1곳
(Figure 11A의 b)에서 채취하였다. Figure 11B는 함유부의
시료로 좌측이 외부를 나타내며, Figure 11D는 인수부의
시료로 우측이 내부 방향이다. 함유부와 인수부 모두 전
체적으로 탄소함량이 낮은 아공석강으로 결정립이 미세
하다(FIgure 11B-D). 순철의 페라이트에 약간의 펄라이트
가 혼재되어 있으며, 인수부 내부에는 냉각과열조직인 비
드만스테튼 페라이트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11E).
Figure 12와 Table 7은 인수부 미세조직 내 비금속개재
물의 구성성분을 SEM-EDS로 확인한 결과이다. A-1지점
Figure 10.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5
axe. (A) Blade.

은 Fe산화물, A-2지점은 유리질 슬래그로 FeO,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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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Sampling point of No.6 bit. (B) Microstructure of side ring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side
ring (× 200). (D) Microstructure of cheek piece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cheek piece (× 200).
Table 7. EDS analysis results of No.6 bit
Analysis
position
A-1
A-2

Element (wt%)
MgO
-

Na2O
-

Al2O3
1.21
14.09

SiO2
33.94

K2O
4.39

CaO
12.4

FeO
97.99
35.18

Al2O3, CaO 등이 검출되었다. CaO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제련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석회물질을 첨가한 것으
로 추정되며 비금속개재물을 제련과정에서 잔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3.3.2. 등자(No.7)

No.7 한 쌍의 등자는 1호묘 적석목곽 유구에서 출토되
었다. 병부의 폭은 선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며 단면은 방형이다. 상부에는 원형태가 장방형으
로 뚫려있는 역혁공 1개가 마련되어 있다. 윤부(輪部)의
평면형태는 거의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방형이다. 답
Figure 12.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6
bit. (A) Cheek piece.

수부(踏受部)는 윤부에 비해 너비가 넓고 스파이크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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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장방

(Figure 13B-D). 미세조직의 결정립은 비교적 미세하고 균

형의 단면을 가진다.

일하다. 윤부의 표면에 해당하는 좌, 우측에는 침상의 비

Figure 13A는 등자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드만스테튼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Figure 13E).

이다. 시료는 답수부 1곳(Figure 13A의 a), 윤부 1곳(Figure

Figure 11A의 (c)로 표시한 병부는 부식으로 인해 표면

11A의 b), 병부(Figure 11A의 c) 1곳에서 채취하였다.

에 해당하는 외측 미세조직의 관찰이 극히 제한되지만,

FIgure 13B는 답수부(a)의 시료로 상단이 내부방향을 나

관찰 가능한 조직에 따르면 표면에 탄소함량이 높은 펄라

타내며, Figure 13D 윤부(b)의 시료로 하단이 내부 방향이

이트가 생성되어 있다(Figure 13F, 13G). 내부에서 외부로

다. 답수부와 윤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탄소함량이

갈수록 탄소함량에 따른 차이가 발생되어 있어 내부보다

거의 없는 아공석강으로, 순철에 가까운 페라이트 조직으

외측의 탄소함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금속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펄라이트가 혼재되어 있다

개재물이 가공된 방향을 따라 길게 연신되어 있다.

Figure 13. (A) Sampling point of No.7 stirrup. (B) Microstructure of tread (× 50). (C) Microstructure of tread (× 200).
(D) Enlarged microstructure of ring (× 50). (E) Enlarged microstructure of ring (× 200). (F) Enlarged microstructure of
area of eyelet (× 50). (G) Enlarged microstructure of area of eyelet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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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7 stirrup. (A) Tread. (B) Ring. (C) Area of eyelet.
Table 8. EDS analysis results of No.7 stirrup
Analysis
position
A-1
A-2
B-1
B-2
C-1

MgO
0.29

Al2O3
1.28
1.06
0.88

Element (wt%)
SiO2
P2O5
18.65
14.9
0.6
0.87
2.33
-

CaO
7.78
0.59

FeO
98.72
56.68
98.34
99.13
95.91

Figure 14와 Table 8은 미세조직 내 비금속개재물을
SEM-EDS 분석한 결과이다. 답수부 비금속개재물 A-1지
점은 우스타이트가 검출되었으며, A-2지점은 유리질 상
으로 확인된다. 윤부 역시 B-1지점에서 우스타이트가 검
출되었으며, B-2지점은 Fe산화물로 확인된다. 또한 병부
에서도 FeO 외에 SiO2, Al2O3, MgO, CaO가 포함된 우스타
이트가 검출되었다.
3.3.3. 교구(No.8)

교구는 허리띠의 한 부속구라 할 수 있지만 함께 출토
되는 유물에 따라 마구류나 화살통의 부속품 등으로 분류
된다. 7호묘 적석목곽 유구에서 출토된 No.8 교구는 출토
유물과 유적의 성격이 고려되어 마구류로 분류되었다.
‘U’자형의 외륜에 ‘T’자형의 침이 건너질러 가운데서 서
로 맞물려 걸쳐지는 형태로, 침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외륜과 침의 단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Figure 15A는 교구 외형에 시료 채취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 시료는 외륜부 1곳(Figure 15A의 a)에서 채취하였
다. Figure 4B는 외륜부(a)의 시료로 상단이 외부 방향이
다. 전체적으로 공석 조성에 가까운 펄라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페라이트는 고온에서
존재하는 오스테나이트 상의 결정립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Figure 16과 Table 9는 외륜부 미세조직 내 비금속개재
물의 SEM-EDS 분석결과이다. A-1지점과 A-2지점은 서
로 유사한 조성을 이루며 유리질 상으로 확인된다.

Figure 15. (A) Sampling point of No.8 buckle. (B)
Microstructure of frame (× 50). (C) Enlarged microstructure
of frame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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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DS analysis results of No.8 buckle
Analysis
position
A-1
A-2

MgO
2.26
0.91

Na2O
-

Al2O3
12.25
12.12

Element(wt%)
SiO2
67.54
66.6

K2O
7.95
8.91

CaO
10.01
3.5

FeO
7.96

4. 고 찰
경주 금척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유물을 대상으로 용
도별 제작기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도별로 분류하
여 8점의 유물을 선정하였으며, 총 17개의 시편을 채취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Table 10에 요약하여 정리하
였다.
4.1. 제작기법 비교
무기류로 분류되는 대도는 전쟁 시 살상용으로 찌르거
Figure 16. SEM image and point of EDS analysis of No.8
buckle. (A) Frame.

나 베는 용도로 사용된다. 4호묘 적석목곽에서 출토된 대
도에서 채취한 2개의 인부 시편 중 선단부에 가까운 인부

Table 10. Results of analysis of iron objects excavated from the remains in Geumcheok-ri, Gyeongju
Classification

Objects
Iron
sword

Weaponry

Iron
spearhead
Iron
spearhead
Iron axe

Tools
Iron axe

Bit
Horse harness

Sampling point

Microstructure

Edge

a

Pearlite + martensite

Edge

b

Ferrite + pearlite

Back

c

Pearlite

Blade

a

Ferrite + pearlite

Socket

b

Ferrite + pearlite

Blade

a

Ferrite + pearlite

Socket

b

Blade

a

Socket

b

Ferrite + pearlite

Material

Carbon
content
High

Hypoeutectoid
steel

Inclusion

Manufacturing
technology

Fayalite,
glass phase

Forming →
quenching

Glass phase
Glass phase

Low

Glass phase
Glass phase

Forming
Forming

Wüstite,
fayalite

Forming →
carburizing

Ferrite + pearlite

-

Forming

Ferrite + pearlite

Glass phase

Blade

a

Pearlite

Socket

b

Pearlite + widmanstätten

Side ring

a

Ferrite + pearlite

Cheek
piece

b

Ferrite + pearlite +
widmanstätten

Tread

c

Ferrite + pearlite +
widmanstätten

Ring

Low

Hypoeutectoid
steel

High
High

Glass phase
Wüstite,
Glass phase

Low
Hypoeutectoid
steel

a

Ferrite + pearlite

Area of
eyelet

b

Ferrite + pearlite +
widmanstätten

Low

Buckle

Frame

a

Ferrite + pearlite

High

Forming

Forming

Wüstite
Wüstite

Stirrup

Forming

Forming →
carburizing

Glass phase
Glass phase

Forming
Fo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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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인성 및 내마모성을 높이는 열처리인 담금질을 실시

으며 비금속개재물을 경계로 탄소함량이 낮은 것 역시 탄

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도

소함량이 높은 소재를 반복적으로 두드려 성형하는 과정

를 극대화했다. 내부에는 마르텐사이트 결정립계를 따라

에서 표면에 탈탄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부

분할변태된 펄라이트 콜로니가 생성되어 있는데, 이는 선

는 부정형의 페라이트 조직에 펄라이트가 약간 혼재되어

단에 비해 냉각속도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냉각과정에

있다. No.5 철부의 인부에는 공석 조성에 가까운 펄라이

서 펄라이트가 성장하지 못하여 입계에 콜로니(colony)

트 조직이 비교적 조밀한 결정립의 크기를 가지며 균일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인부에는 펄

게 분포하고 있다. 공부에는 전체적으로 결정립이 조대하

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나 표면부는 내부에 비해 결정립

며, 탄소함량이 높은 펄라이트가 분포하고 있다. 일부분

이 조대하다. 배부 역시 탄소함량이 높은 펄라이트 조직

에서 A₃온도 이상에서 과열되어 결정립이 크게 성장한

이 형성되어 인부가 받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

상태에서 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석출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부에서는 적층 단타의 흔적

침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비드만스테튼 조직이 관찰

인 유리질 상의 비금속개재물이 가공 방향을 따라 연신되

된다(Scott and Eggert, 2009). 두 철부에 포함되어 있는 비

어 나타난다. 즉, 대도를 제작할 때 공석에 가까운 강 소

금속개재물은 조직 내 길게 연신되어 나타나며, CaO 함

재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단조작업을 통해 대도의 형태를

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제련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석회물

완성하고, 단단함이 필요한 인부 끝에만 국부적으로 담금

질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질 및 열처리를 실시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형성함으
로써 강도를 극대화시켰다.

재갈은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사용되는 마구류에서
말을 제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1호묘

철모는 긴 자루 끝에 연결하여 양손에 쥐고 직선적으

적석목곽 주곽에서 출토된 재갈을 분석한 결과, 함유부에

로 적을 찌르는 용도로 사용된다. 9호묘 적석목곽 주곽에

는 미세하고 균일한 페라이트에 약간의 펄라이트가 혼재

서 출토된 철모 2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No.2 철모는

되어 있다. 한편 인수부에는 불균일한 크기의 페라이트

인부와 공부 모두 탄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순철조직으

기지에 펄라이트가 혼재되어 있으며, 내부에 형성된 펄라

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No.3 철모는 인부 표면에

이트와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 조직은 표면부보다 내부

공석에 가까운 펄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로 갈수

에서 탄소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갈의 형태는

록 탄소함량이 낮은 페라이트 조직이 나타난다. 공부의

2개의 철봉을 꼬아 만든 이연식으로 아공석강의 소재를

내부에는 페라이트와 약간의 펄라이트가 혼재되어 있으

사용하였다. 먼저 철봉을 제작한 후 열을 가해 2개의 철봉

며 표면부의 펄라이트 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

을 하나로 꼬아 형태를 완성하였으며, 인수부에서 확인되

은 조직 양상은 탄소함량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는 표면부의 페라이트는 고온의 분위기 및 2차 성형과정

완성하고 단단함이 필요한 인부 표면을 강화하기 위한 침

에서 일어난 탈탄현상으로 보인다.

탄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부 표면의 펄라이트

등자는 기승자가 말에 오를 때와 달릴 때 양발을 끼워

역시 인부에 행해진 침탄 공정의 고온의 탄소분위기 영향

안정을 유지하는 말갖춤으로 1호묘 적석목곽에서 출토되

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점의 철모 모두

었다. 등자의 답수부는 페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

조직 내 다수의 비금속개재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길게 연

며 결정립이 미세하고 비교적 균일하다. 윤부에는 페라이

신되어 방향성을 나타낸다. SEM-EDS 분석결과 CaO함량

트에 약간의 펄라이트가 혼재되어 있다. 내부에 비해 표

이 높게 검출되어 제련과정에서 석회물질을 첨가한 것으

면부의 탄소함량이 더 높으며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 조

로 추정된다.

직이 관찰된다. 병부의 경우 내부에는 작은 결정립의 페

농공구로서의 철부는 식물을 베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

라이트가 균일하게 분포하며 약간의 펄라이트와 혼재되

용된다. 먼저 6호묘 적석목곽 부곽에서 출토된 No.4 철부

어 나타난다. 내부에서 표면부로 갈수록 탄소함량이 높아

인부는 전체적으로 펄라이트와 페라이트 혼재조직으로,

지며 조직 내 비금속개재물이 길게 연신되어 방향성을 나

조직 내 다수 포함된 비금속개재물을 경계로 나뉜 층에

타낸다. 즉, 탄소함량이 낮은 소재를 접고 두드려 형태를

따라 조직분포 비율, 결정립의 크기와 탄소함량에서 차이

완성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병부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가 나타난다. 표면부에는 페라이트 분율이 높으며 내부로

침탄 공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부 표면에 나

갈수록 펄라이트 조직이 우세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를

타나는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와 내부에 비해 미세한 결

통해 적층단타 가공을 거쳐 탄소함량을 고르게 하는 공정

정립은 침탄공정을 실시하는 병부 근처에 위치하여 윤부

을 실시했으나 접합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

가 고온의 탄소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표면부에 침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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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으며, 냉각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침상의

체저온환원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을 사용하여 제작되었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 조직이 생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황남대총과 황오리 1호분에서는 형태를 완성하

7호묘 적석목곽 부곽에서 출토된 교구는 출토 유물과

고 단단함이 요구하는 인부에 침탄공정과 담금질을 실시

유적의 성격이 고려되어 마구류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

하여 강도를 보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공석 조성에 가까운 펄라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

경주 이외 외곽지역에 해당하는 울산 중산리고분군

며 내부로 갈수록 펄라이트의 결정립계를 따라 약간의 페

(Kim, 1993)과 포항 학천리고분군(Jung, 2007), 옥성리고

라이트가 가늘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직은 철의 탄소 함

분군(Lim, 2007), 의성 학미리⋅대리리 유적(Kim, 2004)에

량이 공석조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랭 또는 노냉 시 펄

서 출토된 철기 유물은 4∼6세기 초에 제작되었다. 분석

라이트 조직이 생성되기 전에 석출되는 것으로 공석에 가

결과 괴련철이 사용되었으며 강도가 요구되는 부위에 열

까운 강 소재를 이용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Kim et

처리 및 제강공정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포항

al., 1999).

옥성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의 사용 소재는 다른 유적

마구류는 전체적으로 조직의 결정립이 비교적 미세하

과 달리 초강(炒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며, 조직 내 포함된 비금속개재물 또한 적게 포함되어 있

극히 제한적인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SEM-EDS 분석 결과 주로 고체저온환원법의 지표조

여 해당 유적의 철기제작 기술 및 체계를 모두 포괄하거

직인 우스타이트가 검출되었다(Kim, 2014).

나 대표할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 된 결과를 종합하여 볼

4.2. 선행연구와 비교

주 외곽지역에 위치한 유적에서 고체저온환원법을 이용

때 삼국시대 신라의 중심이었던 경주 중심부를 비롯한 경

Table 11은 경주와 경주 인근지역에 위치한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의 분석결과이다.
먼저 경주지역 5∼6세기에 조성된 황남대총(Chung,
2001)과 황오리 1호분(Park et al., 2001), 월산리 유적(Jung,
2007)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고

하여 생성된 괴련철을 소재로 유물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필요한 부위에 선택적으로 탄소를 고온에서
확산, 침투시키는 침탄의 제강법과 냉각속도를 조절하여
담금질 조직을 생성함으로써 강도나 경도 등의 기계적 성
질을 향상시키는 공정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alysis
Remains
Micro
structure
and Process
Composition
Material
Micro
structure

Hwangnam
Hwango-ri
daechong
No.1 in
tomb in
Gyeongju
Gyeongju
Last 5th
century

Wolsan-ri
in
Gyeongju

Jungsan-ri
tombs in
Ulsan

Oksung-ri tombs
in Pohang

Late
Mid
4th∼early 2th∼4th 4th∼6th
5th∼early 5th∼early
6th century century century
6th century 6th century

Iron bloom Iron bloom Iron bloom Iron bloom

Parching
method

Iron
bloom

Hakcheon-ri
tomb in
Pohang

Daeri-ri
tombs⋅
Hakmi-ri
tombs in
Uiseong

Last 5th
century

Early 6th
century

Iron bloom Iron bloom

Blade

Pearlite +
ferrite

Pearlite +
ferrite

Pearlite +
ferrite

Pearlite + Pearlite +
Pearlite
ferrite
ferrite

Pearlite +
ferrite

Pearlite +
ferrite

Socket

Ferrite +
pearlite

Ferrite

Ferrite +
pearlite

Ferrite +
pearlite

Ferrite

Ferrite +
pearlite

Ferrite +
pearlite

Ferrite +
pearlite

O

O

O

O

O

O

X

O

O

O

X

O

X

O

X

X

Fayalite,
glass phase

-

Heat
Manu- treatfacturing ment
Technology Carbur
ization
Inclusions

Glass phase Glass phase

Glass phase

Wustite,
Fayalite,
glass phase glas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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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조성된 고분군과 외곽지역에 위치한 고분군의 분석 결과
와 비교하였을 때 금척리 유적 출토 철기유물에 적용된

이상으로 경주 금척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유물 각

기술체계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제작

개체에 적용된 제작기법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별 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후 이루어질 발굴 조사와 다

작기법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양한 철기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하며 향후 고대사 연구와 지역적, 시대적 기술체계 등

무기류의 제작에는 성형 후 부위별 기능을 고려하여
탄소를 확산⋅침투시키는 침탄과 냉각속도의 조절을 통

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해 인부에만 국부적으로 열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기계적

사 사

성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동일 유구에서 출토된 철모 2점
의 제작에 사용된 소재와 응용된 공정에서 차이가 확인되
었다. 농공구류는 비교적 탄소 함량이 높은 소재를 사용

본 연구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지원과 국립문화재연구

하여 제작하였으며, 성형 후 인위적인 처리가 실시되지

원 ‘무기질 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과제의 일환으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구류는 탄소함량이 낮은 아공석

로 이뤄졌다.

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강도가 필요한 부위에 침탄
의 공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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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주조법을 이용한 고대 철불의 재현실험 및 주조법 연구
A Study on the Recreated Experiment and Casting Method of Ancient Iron
Seated Buddha by Spilt Ca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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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을 기초로 재현실험을 시행하여 분할
주조법을 연구하였다. 불상의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 1/2 모형으로 축소 제작한 후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푸집제작, 주조 등을 실시하여 불상을 제작하였다. 거푸집의 외부는 친모래와
산청토를 3:4의 비율로, 내부는 친모래와 산청토를 1:3의 비율로 배합하여 제작한 다음 불상을
주조하였다. 주조된 철불을 통해 다양한 주조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원불상과 유사한 형태
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현된 철불의 표면 관찰 결과 베이닝, 유동불량, 외부수축공, 피하
기공, 표면핀홀, 형 어긋남 등의 주조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철조석가불좌상에서 보이는
주조결함의 특징과 유사하다. 미세조직은 나뭇가지 모양의 Dendrite 조직과 Pearlite 조직이 확인
되었으며, Cementite 조직 사이에서 검은색의 Graphite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철불의 전통
주조기술과 제작기법을 위한 실험연구로서 고대 대형 주조기술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데이터
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pISSN: 1225-5459, eISSN: 2287-9781

중심어 철조석가불좌상, 분할주조법, 재현실험, 주조결함, 미세조직

Received March 31, 2022
Revised April 12, 2022
Accepted May 24, 20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nam1611@kongju.ac.kr
Phone: +82-41-850-8570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022;38(3):234-242

ⓒ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plit casting method based on the recreation of the

iron-seated Buddha (ISB) statue (number 1971) in the Chuncheon Museum. The statue was designed
using three-dimensional scan data and reduced to half-size. Usi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e
ISB statue was created by mold production and split casting. The mold was prepared by mixing sand
and clay at a ratio of 3:4 and 1:3 on the outside and inside, respectively, and then casting was done.
Various casting defects were observed in the ISB casting and similar shapes were seen. The casting
defects included veining or finning, misrun, open or external shrinkage, surface or subsurface
blowholes, surface pinholes, and shift. The micro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branch-shaped dendrite
and pearlite organizations, and black graphite was observed between the cementite organizations. The
study findings may be relevant in exploring traditional casting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of ISB
and may aid in the production of the original form of ISB.

Key Words Iron Seated Buddha, Spilt casting, Recreate experiment, Casting defects, Microstructure

1. 서 론

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철기술은 한반도의 고대국가
기원과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

철은 문명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한반도 고

다(Do et al., 2015). 한반도의 고대국가 제철기술은 크게

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철의 생산 능

단조법(직접제련법)과 주조법(간접제련법) 두 가지로 나

력과 기술의 변화를 통해 농업, 상업 등의 고대사회가 발

눌 수 있다. 단조법은 원료를 제련로에서 제련하여 괴련

분할주조법을 이용한 고대 철불의 재현실험 및 주조법 연구 / 박준영, 정다연, 한민수, 이주완, 조남철 | 235

철을 생산하고, 정련 및 단조하여 철제 유물을 제작하는

뺷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뺸에서는

방법이다. 주조법은 원료를 제련로에 넣어 정련하여 쇳물
로 녹여 용범에 넣어 굳히는 방법이다(Kwon, 2000). 주조

“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생철은 곧 수철이다. 생철은 쇠

법의 경우 장수 대적골 유적 등 발견 사례가 있었지만,

돌(철광석)을 처음으로 불리어 맥석을 없애고 그릇 거푸집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그 원형을 찾기에

에 부어 주조하는 데 쓰인다. 또 숙철은 곧 연철이다 쇠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대형 철불을 통해 나말여초(羅
末麗初)에 선철을 생산하는 수준 높은 주조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물 중 주형에 의한 분류로
살펴보면 밀랍주조법과 분할주조법으로 구분된다. 밀랍
주조법은 불상의 형태를 한 밀랍을 녹인 후 공간에 쇳물
을 부어 주조하는 방법이다. 분할주조법은 진흙과 모래를
이용하여 만든 주형을 여러 조각으로 분활한 후 소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두께만큼 주형 내부를 깎아낸다. 깎아낸
주형 안에 코어를 넣어 채플릿(형지⋅型持)로 고정시킨
후 주형과 주형이 만나는 부분에 진흙을 접착시켜 쇳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주형과 코어를 불로 가열시킨
후 쇳물을 주입구에 부어 쇳물이 식어 굳으면 주형을 분
리하는 방법이다(Sato and Nakamura, 1980; Choi, 1995).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철불의 수에 비해 철불 제
작에 관한 문헌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유적은 동해
지가동 철불 추정 유구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철불에 대
한 조형성과 미술사적 측면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고 있었
을 뿐 철불 제작에 필요한 주조기술 및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철불의 구조와 양식을 뒷
받침해주는 주조기술과 제작기법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뺷천공개물(天工開物)뺸과 뺷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
博物考辨)뺸에 기록된 제련 및 주조공정과 주조용 철에 관
한 자료를 연구하여 전통 주조기술과 철불 제작기법 연구
에 참고하였다(Sung, 1997; Lee, 2008). 뺷천공개물(天工開
物)뺸에 기술된 제련 및 주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이란 것은 아직 불에 굽지 않은 것을 생이라 하며, 구우면
곧 숙철이 되며 속된 말로 시우쇠라 한다.”(Lee, 2008)

라고 기술하고 있다.
문헌 자료를 통해 생철과 숙철이 있으며 주조용 철이
생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련로에 석탄과 숯을 연료
로 하여 풀무질로 제작된 생철을 거푸집에 주입한다는 내
용을 통해 제련 및 주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공개물(17C)과 오주서종박물고변(19C)은 후대의 자료
이기 때문에 동 시기의 주조기술에 대한 연구에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춘천박물관 소장중인 철조석
가불좌상(본관 1971)을 대상으로 1/2 크기의 축소모형 재
현실험을 실시하였다.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은 분할
된 외틀과 내틀 사이에 쇳물을 부어 제작하는 분할주조법
으로 만들어진 금속유물로 고대 한반도에 중⋅대형 철 주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거푸집 제작 및 재현실험을 실시하여 철
불 제작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철
불의 주조기술과 제작기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
하고,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원형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실험 대상 및 선정 기준
2.1.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은 사
각형의 얼굴과 상체를 부각시키는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

“노 하나에 철광석 2천여 근을 장입할 수 있으며, 연
료는 단단한 나무 장작이나 석탄이나 숯을 사용하며,
남방이나 북방이나 다 각각 구하기 쉬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송풍용 풀무는 반드시 4인이나 6인이 함께

으며, 편단우견(偏袒右肩)을 착용하고 있다. 섬세하게 표
현된 나발을 비롯하여 긴 눈썹에서 작은 코로 이어지는
얼굴 윤곽선, 작은 코, 작은 입 등을 지니고 있다. 편단우
견의 착용 방법에 따라 철조석가불좌상은 왼쪽 어깨를 얇

풀무질은 한다. 광석이 녹아 쇳물이 되면 노벽 중간의

은 법의로 가렸으며,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오른팔은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오며, 이 구멍은 미리 진흙으로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으며, 왼팔은 손바닥을 위로

막아둔다. 낮 12시간 동안에 두 시간마다 쇠를 녹여 출

향하도록 한 채 다리 위에 걸쳐 놓았다. 두 손 모두 손가

탕시킬 수 있으며, 출탕시킨 후 곧 진흙덩이로 구멍을

락이 결실되어 손가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또한 다

막고 송풍하여 다시 녹인다. 주조용 생철은 쇳물을 막

리 아래로 펼쳐져 있는 부채꼴 모양 부분에서 일부 결실

대모양이거나 둥근 거푸집에 주입한다.”(Sung, 1997).

되어 있다. 철불의 표면에는 다양한 주조결함이 존재한
다. 나발 부분에는 구멍 형태의 표면 또는 피하기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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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Iron Seated Buddha of Chuncheon National Museum. (A) The front side, (B) The right side, (C) The back
side, (D) The left side (Chuncheon National Museum, 2020).
으며, 가슴과 등, 무릎 부분에는 주물이 완전히 안 채워지

지 알 수 있다. 분할선은 주조 시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고 응고한 형태인 유동불량이 있다. 양쪽 어깨와 정수리 부

중 하나이다. 외틀과 내틀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에 쇳물

분에는 일반 주물결함과는 다른 결함이 관찰된다. 양쪽 어깨

을 부을 때 외틀의 조각과 조각 사이에 쇳물이 침투하게

에는 주물 주입 후 흔적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파면결함이

된다. 이때 주물 표면에 생기게 되는 요철을 분할선이라

존재하며 정수리 부분에는 불두 일부가 파손되어 표면이 결

고 부른다. 철조석가불좌상의 등, 허리, 목 등에 남아있는

실된 결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정수리 부분은

분할선을 통해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됨을 알 수 있었으므

주입구가 위치했으며 앙 쪽 어깨에는 배기구가 존재한 것으

로 재현실험은 분할주조법을 적용하였다.

로 추정된다(Chuncheon National Museum, 2020)(Figure 1).
3.1.1. 원형과 주형 제작(주형 재료의 선택)

2.2. 선정 기준

주형 및 코어 제작에 앞서 원형의 3차원 스캐닝 데이터
를 이용하여 1/2 크기의 원형(높이: 45.6 cm, 너비: 41.2

철불 재현실험을 위해서는 주형과 코어 제작에 필요한

cm)을 3D 프린터로 제작하였다. 3D 프린팅한 원형을 참

원형의 형태학적 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기존에 원형의 가

고하여 흙으로 원형을 만들었다. 원형의 크기와 형태를

로, 높이, 무게 등의 자료만 남아있어 구체적인 원형의 형

바탕으로 주형 및 코어를 제작하였고 조각칼 등의 소도구

상 정보를 얻기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3차원 스캐닝

를 이용하여 8개의 주형에 나발, 얼굴, 법의 등을 표현하

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록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

였다. 또한, 주조하고자 하는 원형의 두께만큼 코어를 일

어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 형상 분석 및 3차원

정한 두께로 조각하였다. 조각한 주형과 코어의 특징적인

도면화 작업, 3D 프린팅 등 형태학적 자료를 쉽게 접하고

부분은 형태를 살리며, 떨어나간 부분은 흙을 메운 후 소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강원지역의

성하였다(Figure 2).

철불을 대상으로 3D 정밀 스캔, 불상의 구조와 주조결함

주형과 코어는 기존에 제철 유적 등 발굴지에서 출토

의 조사, 3차원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조사 및 연구를

된 철솥, 그 밖의 주조품의 주형으로 추정되는 일부 편과

진행하였고 철불의 재료 및 제작 기술에 대한 기초데이터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원형의 내부에 박락된 내형토를

는 중세 철불과 철 주조 기술에 대한 자료로 제공되었다.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용 토양 원료의 특성

이러한 기초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철불 재현실험을 진행

과 소성의 정도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 값을 기준으로 원

하기 위해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을 선정하게 되었다.

재료를 재현하여 제작하였다(Chuncheon National Museum,
2020). 코어용 점토의 모래, 실트, 점토의 비율은 추정하

3. 철조석가불좌상 재현실험

기 위해 소성되어 고화된 출토 편의 단면관찰을 통해 이
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코어용 점토의 입도를 산정하였

3.1. 재현실험

다. 주형용 점토는 고화되지 않은 재료를 충분히 수습하
여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입도를 파악하였다(Cho and

분할선의 통해 철불이 어떤 제작기법으로 만들어졌는

Mo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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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duction of outer mould and inner mould. (A) 3D print Iron Seated Buddha and orginal
form of Iron Seated Buddha, (B) Engraving inside the outer mould, (C, D) Making a outer mould,
(E) Making a inner mould.

Figure 3. A preliminary experiment for small iron buddha. (A) Make a hole in the outer frame and
make a Chaplet, (B) Aplying graphite to the inner and outer frames, (C) Heating the inner and outer
frames, (D) Putting together the outer frame and filling up the gap, (E) Connecting the gas outlet
and soil hardening, (F) Creating a metal injection hole, (G) Pouring metal into mould, (H)
Disassembling the mould, (I) Trimming a mould with a gad, (J) Completed a iron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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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적으로 모래와

긴 파면결함을 참고하여 양쪽 어깨 끝 쪽 경사진 위치에

실트, 점토가 일정 비율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조품의 종

가스 배출구를 연결한다(Figure 3E). 머리 부분의 주형을

류와 제작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

조립한 다음 조사과정에서 관찰된 일부 파손되어 표면이

되었다. 실제 출토된 코어⋅주형의 입도에 부합하는 토양

넓게 결실된 정수리 부분의 결함을 바탕으로 머리 정수리

을 찾을 수 없어 시판되고 있는 모래에서 1차적으로 점토

부분에 쇳물을 부을 수 있는 쇳물 주입구를 연결한다

질을 제거한 모래인 친모래와 점토(산청토)를 코어(내부/

(Figure 3F). 쇳물을 주입하고 충분히 식힌 후 정이나 망치

외부)과 주형(내부/외부)으로 나누었다. 외부는 친모래를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원형에 붙어있는 주형과 원형

입도분리하지 않고 산청토와 3:4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

을 분리한다(Figure 3G, 3H). 원형 표면에 남아있는 주형

하였으며, 내부는 친모래를 체로 분리하여 가는모래

의 조각들은 조각칼, 정 등 조각 도구를 이용하여 세밀하

(0.425 mm) 이하만을 얻은 후 산청토와 1:3의 일정 비율로

게 제거한다(Figure 3I).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철불 제작을

배합하여 고대 주조용 코어⋅주형의 과학적 분석값과 유

마무리하였다(Figure 3J, Figure 4).

사하게 제작하였다.
3.1.2. 주조실험

주형과 코어를 고정시키는 용도인 채플릿(형지⋅型持)
를 제작 후 구멍을 뚫은 주형에 넣어 고정시킨다(Figure

4. 재현 불상의 조사 및 분석
4.1. 주조결함

3A). 그다음 주형과 코어에 흑연을 바른다(Figure 3B). 철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 원형 재현실험 시 발생할

불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흑연은 원형으로부터 주

수 있는 주조결함을 없애기 위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재현

형이 잘 분리되게 하는 이형제 역할을 하므로 표면의 빈

철불의 주조결함과 철조석과불좌상의 주조결함을 비교

곳이 없도록 바른다. 주형과 코어를 고정시키기 위해 흙

분석하였다. 철조석가불좌상의 경우 표면 또는 피하기공

을 담을 수 있는 틀에 흙을 넣고 바닥을 다진다. 다진 흙

(Surface or subsurface blowholes), 기공 및 핀홀(Blowholes,

위에 코어를 고정시킨 후, 코어의 형태에 맞춰 주형을 조

pinholes), 형 어긋남(shift)의 주조결함이 관찰된다. 재현

립한다. 다리부터 머리 순으로 조립하면서 코어와 주형을

철불의 경우 철조석가불좌상의 주조결함뿐만 아니라 베

계속 가열한다(Figure 3C). 주형 조립 시 발생하는 이격에

이닝(Veining, finning), 미스런(Misrun), 외부 수축공(Open

황토를 발라 쇳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선 모양의

or external shrinkage) 등 다양한 주조결함이 확인된다

요철인 이음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Figure 3D). 가슴

(Figure 5).

부분과 등 부분의 주형을 조립한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베이닝은 주물 표면에 수직으로 발생하는 결함으로 홀

양어깨와 정수리의 쇳물이 차오른 흔적을 제거하면서 생

로 또는 그물모양으로 발생한다. 주물의 급속한 가열과

Figure 4. The shape of the final completed iron buddha. (A) The front side, (B) The right side, (C) The back side,
(D) The left side, (E) The down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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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ous casting defects. (A) Veining or finning, (B) Surface or subsurface blowholes, (C) Blowholes, pinholes,
(D) Misrun, (E) Open or external shrinkage, (F) Shift.
너무 높은 주형의 건조온도로 주물이 수축하면서 발생한

(CS-600, Leco, USA)를 이용하였다. 미세조직과 개재물을

다. 표면 또는 피하기공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주

분석하기 위해 철불의 분할선에서 목(No.1), 오른팔

물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통기성 부족 및 원활하지

(No.2), 다리(No.3) 시료 총 3점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

않은 가스배출로 발생한다. 표면에 다소 넓은 범위에 걸

료를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Mounting)한 다음 사포의 조

쳐 발생하는 미세 기공 형태의 결함인 기공 및 핀홀은 높

밀도에 따라 #100에서 200, 400, 800, 1000, 1200, 2400,

은 주입온도로 주물 내부에 존재하는 기포가 빠져나가면

4000의 순으로 순서대로 연마하였다. 이후 3 μm와 1 μm

서 발생한다. 주물 표면에서 발견되는 깔때기 모양의 수

의 연마제(DP-Suspension)와 연마판을 이용하여 미세연마

축공은 외부 수축공으로 불린다(Rowley, 2007). 외부수축

를 실시하였다. 연마를 끝낸 시료를 3%의 나이탈(HN03

공은 주물이 부족하거나 두꺼운 부분에 발생하며, 주입온

+ Ethyl Alcohol)용액에 에칭(Etching)시켜 부식시켰으며,

도가 높거나 응고 방향이 다를 때 발생한다. 철불의 곳곳

금속현미경(NM910, NEXCOPE, USA)으로 시료의 미세조

에서 주물이 주형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응고된 상태인

직을 관찰하였다. 조직관찰 후 시료를 백금(Pt) 코팅하여

미스런이 다수 관찰된다. 주물의 주입 속도가 느리거나

주사전자현미경(SEM, MIRA3, Tescan, Czech)으로 미세조

주입온도가 낮으면 미스런의 원인이 된다. 분할면에서 주

직 및 개재물을 관찰하였으며 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

형이 어긋남에 따라 발생하는 형 어긋남이 확인된다

(EDS, Quanta 300,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미세조직

(Kwon, 2018).

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한 주조결함을 바탕으로 하고, 2차 재현
실험에서는 충분한 가스배출구를 확보하여 표면 또는 피

4.2.2. 분석결과

하기공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입하는 쇳물의 양과

CS 분석결과 탄소함량이 2.9∼3.1 wt%로 확인되어 주

외틀과 내틀의 두께를 조절하여 외부 수축공의 발생을 방

철의 탄소함유량이 2.11∼4.3%인 아공정주철로 밝혀졌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쇳물의 주입온도와 주입 속

다. 재현 철불의 미세조직을 분석한 결과 No.1의 경우 주

도를 조절함으로써 표면핀홀과 미스런을 주의해야 한다.

물이 응고될 때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Dendrite 조직
을 Pearlite 조직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판단된다. 거칠고

4.2. 미세조직 분석

큰 Dendrite 조직이 관찰됨에 따라 주물의 냉각속도가 느
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No.2는 Pearlite 조직 사이에 Ferrite

4.2.1. 분석시료 및 분석방법

와 Cementite 조직이 있으며, Cementite 조직 사이에 검은

분할주조법으로 재현한 철불의 탄소함량 측정을 위해

색의 Graphite가 존재한다. No.3은 Pearlite 조직에 비해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탄소함량

Dendrite 조직의 크기가 큰 것으로 관찰된다. No.3의 경우

을 분석하였다. 탄소함량 측정은 탄소유황 분석기

No.1의 미세조직과 달리 Dendrite 조직과 Pearlite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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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밀한 것으로 보아 No.1보다 냉각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2_02는 Ferrite와 Cementite 조직으로 판단된다. 2_03은

확인된다(Fraś et al., 2008)(Figure 6).

Cementite 조직 안에 존재하며, C 88.98 wt%, Ca 0.52 wt%,

SEM-EDS 분석결과 No.1의 1_01은 조직면으로 Fe, C,

Fe 8.35 wt%로 높은 탄소함량을 통해 Graphite로 판단되며

Si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1_02는 Dendrite, 1_03은 Ferrite

2_04는 Dendrite 조직이다. No.3의 3_01은 조직면으로 Fe,

와 Cementite 조직으로 판단되며, 1_04는 다른 조직에 비

C, Si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3_02는 Dendrite, 3_03은

해 C 57.18 wt%, Ca 1.94 wt%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 No.2

Cementite 조직 주변에 있는 흰색조직으로 냉각속도에 의

의 2_01은 조직면으로 Fe, C, Si의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해 분리된 결정편석(Graphite)으로 확인되며 3_04는

Figure 6. A metallographic microscope observation results of iron buddha (× 200). (A) No.1 (Neck), (B) No.2 (Right
arm), (C) No.3 (Leg).

Figure 7. SEM Image and EDS analysis location. (A) No.1 (Neck), (B) No.2 (Right arm), (C) No.3 (Leg).
Table 1. EDS result of iron buddha
No.

Major composition (wt%)
Fe

C

Si

Ca

1_01

52.94

44.84

2.22

-

1_02

76.51

19.63

3.86

-

1_03

47.51

50.50

1.99

-

1_04

39.42

57.18

1.47

1.94

2_01

56.79

41.36

1.85

-

2_02

47.50

47.90

4.60

-

2_03

8.35

88.98

2.15

0.52

2_04

73.58

22.23

4.09

-

3_01

67.06

30.60

2.34

-

3_02

66.52

33.48

-

-

3_03

72.51

24.83

2.67

-

3_04

65.62

28.70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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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와 Cementite 조직이다(Table 1, Figure 7).

재현한 철조석가불좌상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
과 베이닝, 유동불량, 외부수축공을 비롯하여 원형 철조

5. 결 론

석가불좌상의 주조결함인 표면 또는 피하기공, 표면핀홀,
형 어긋남 등 다양한 주조결함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주

철불의 주조기술과 제작기법 연구를 위해 제련 및 주

조결함을 통해 재현실험에서 통기성과 가스배출이 원활

조와 분할주조법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불상조

하지 못했으며 부족한 주물의 양으로 인해 주형을 완전히

성기와 비문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주조기술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의 연구자료를 축적하였으며, 거푸집 제작부터 주조까지

주물 크기가 작아 주입 속도, 주물의 양, 주형과 코어의

의 철불 제작과정을 바탕으로 철불 제작원리를 규명하고

두께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철불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

자 하였다. 철불 제작에 앞서 고문헌 및 불상조성기 그리

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실제 불상과 함께 주조결

고 비문 조사를 통해 제련 및 주조기술, 분할주조법, 거푸

함에 대한 정밀한 비교 조사를 진행하여 명확한 원인 분

집제작, 철불 제작기록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고문헌 자

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료 연구를 바탕으로 거푸집 제작기술, 분할주조기술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물이 응고될 때 나타나는

사용하여 철조석가불좌상(본관 1971)을 대상으로 축소

나뭇가지 모양의 Dendrite 조직과 Pearlite 조직을 확인할

재현실험을 진행하였다.

수 있었으며, Cementite 조직 사이에서 검은색의 Graphite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1/2 크기의 철조석가불좌상을

를 관찰할 수 있었다. CS분석을 통해 탄소 함량은 2.9∼

제작하고, 제작한 철불을 참고하여 흙으로 원형을 만들었

3.1 wt%임을 알 수 있었다. No.1의 거칠고 큰 Dendrite 조

다. 제철유적 등에서 출토된 철솥이나 주조품의 외틀로

직을 통해 주물의 냉각 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추정되었으

추정되는 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 후 시판되고 있는

며, No.3의 경우 No.1의 미세조직과 달리 크기가 큰

친모래와 점토(산청토)를 내틀(내부/외부)과 외틀(내부/외

Dendrite 조직과 Pearlite 조직이 조밀한 것으로 보아 No.1

부)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외부는 친모래를 입도분리하지

보다 냉각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않고 산청토와 3:4의 비율로, 내부는 친모래를 체로 분리

본 연구에서는 철불의 제작원리를 목표로 분할주조법

하여 가는모래(0.425 mm) 이하만을 얻은 후 산청토와 1:3

에 의한 재현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 주조기

의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고대 주조용 코어와 주형의 과

술, 거푸집제작, 철불 제작기법 등을 연구하였다. 연구와

학적 분석값과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조각칼 등의 소도구

실험을 통해 그동안 문헌과 미술사적 특징으로만 진행되

를 이용하여 8개의 주형에 나발, 얼굴, 법의 등을 표현하

던 철불의 전통 주조와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

였고, 주조하고자 하는 철불의 두께만큼 코어를 일정한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철불은 고대 한반도의

두께로 조각하였다.

수준 높은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유물로 전통 제철기술 및

조각한 주형에 구멍을 뚫고 채플릿을 끼워 고정시켰

고대 불상 연구의 중요한 금속문화재이다. 체계적인 연구

다. 이후 주형과 코어에 흑연을 바르고, 흙을 다진 틀 위

수행과 재현실험을 통해 고대 철 주조기술과 철불 제작기

에 고정시켰다. 코어의 형태에 맞춰 주형을 다리부터 머

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리 순으로 조립하면서 코어와 주형을 계속 가열하였다.

바탕으로 향후 철불 원형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형 조각 사이사이마다 접하는 부분에 황토를 메우면서

된다.

양쪽 어깨 부분에 가스 배기구를 연결하였다. 양어깨와
정수리의 쇳물이 차오른 흔적을 제거하면서 생긴 파면결

사 사

함을 참고하여 양쪽 어깨 끝 쪽 경사진 위치에 철 파이프
를 이용하였다. 머리 부분의 외틀을 조립한 후 표면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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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청송심씨묘 출토 금직물 유물 2점(부금 원삼, 직금 치마)에 대한 비파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물 상태, 섬유 재질, 표면 오구(汚垢), 금속사에 대한 재료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출토 당시 유물의 상태는 모두 갈변되어 본래의 색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섬유
재질은 SEM과 FT-IR의 Amide Ⅰ, Ⅱ, Ⅲ, Ⅳ 피크와 정색 반응 결과들로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견 섬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 오염물인 흰색 오구와 검정색 오구는 FT-IR, XRF 분석결과
시신의 부패와 미생물 분해로 나타난 지방질, 단백질 등의 가수분해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금속사의 금박층을 XRF로 분석한 결과 금(Au)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속사 배지에 대한
FT-IR, 정색 반응 결과 배지의 접착제 성분은 Amide Ⅰ, Ⅱ, Ⅲ와 3000 cm-1 전⋅후의 Amide
A, B의 결과로 동물성 교(膠)로 확인되었고, 배지는 정색 반응 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닥나무
인피 섬유인 한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어 출토 금직물, 비파괴 분석, 한지, 닥나무, 정색 반응, 오구
ABSTRACT Using non-destructive analytical methods, we identifie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wo

gold fabric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Cheongsong Sim clan (Bugeum Wonsam, Jikgeum Chima),
including the artifact condition, fiber type, surface contamination, and metallic threads. We found that
the artifacts were buried and had turned brown; thus, we were unable to determine their original color.
The fiber type was determined to be silk from cocoons, based 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analyses of Amide I, II, III, and IV peaks, and color reactions Further,
the FT-IR and X-ray fluorescence (XRF) analyses identified the white and black stains as natural resin
hydrolyzed substances, such as lipids and proteins, that occurred as microbial decomposition due to
body decay. Finally, the XRF analyses identified the thin gold layer of the metallic yarn as gold (Au).
According to the FT-IR data and the color reaction to the metallic yarn medium, the adhesive
component of the medium was a product of-Amides I, II, III, and 3000 cm-1 within Amides A and
B (an animal type), respectively. Thus, the medium was identified as Hanji (Korean paper), which
is made from domestically produced Broussonetia kazinoki fibers.

Key Words Excavated gold fabric, Nondestructive analysis, Hanji, Broussonetia kazinoki, Stain test,

Contaminant

1. 서 론

17∼18세기경의 회곽묘(灰槨墓), 목관묘(木棺墓)이었다.
2003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당시 출토복식 당의

청송심씨(靑松沈氏, 1683∼1718)는 광산김씨(光山金

(唐衣) 외 83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 중 금직물 유

氏) 32대 손(孫)인 김원택(金元澤, 1683∼1766)의 부인이

물 2점(부금 원삼, 직금 치마)의 복식 형태는 왕실 종친

었으며 이 묘는 2003년 4월 10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 사대부가의 상장례(喪葬禮)의 염습 절차 과정에서 간

산남동에서 부부 합장묘 3기를 이장하는 과정 중 출토된

혹 볼 수 있는 출토복식 유물이어서 다른 분묘에서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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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물에 비해 전해지는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제작기

와 상피지(桑皮紙)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 and

법까지 단절되어서 복식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이 평가되

Lee, 2014).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

는 유물이다.

고 있으며 학술적 결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금직물은 금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송심씨 출토 금직물 유물 2점(부금

금사 실을 만들어 제직하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 자수와

원삼, 직금 치마)을 대상으로 보존처리 전 단계 과정 조사

금박의 무늬도 다양하다. 금직물은 제작 형태에 따라 편

로 유물 상태 분석, 섬유 재질 분석, 표면 오구(汚垢) 분석,

금사(片金絲), 연금사(撚金絲), 원금사(圓金絲), 철사형 연

금속사에 대한 재료적 특성을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물의

금사(鐵絲形 撚金絲)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유물 상태조사를 물리적

토되는 금과 은을 사용하여 제작한 금직물 유물에서 관찰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직물 재질은 주사 전자 현미경

되는 것은 편금사(片金絲), 연금사(撚金絲), 인금(印金)이

(SEM), 적외선 분광 분석기(FT-IR), 정색 반응으로 분석

대부분 사용되었다. 본 출토복식 유물 부금 원삼은 금 혹

하고자 하였고, 오구 성분은 FT-IR, X-선 형광 분석기

은 은가루나 아주 얇게 만든 금박을 접착제와 섞어 그림

(XR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금속사 재료에 대한 금

을 그리거나 찍어서 문양을 표현하는 인금(印金)에 속하

박의 재질적 특성과 배지의 유기물 분석은 XRF, FT-IR,

며, 직금 치마는 종이로 된 배지 위에 금박을 얇게 제작하

해부학적 특성 및 섬유 정색 반응을 통해 당시 사용된 금

여 아교나 옻칠의 접착제를 붙여 가늘게 자른 형태의 금

사의 재질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사를 직물과 같이 제직한 직금의 형태이다.

바탕으로 금직물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위한 기초자료

국내 선행 연구는 2008년 청송심씨 출토복식에 관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복구성을 중심으로 보존상태를 발표한 바 있다(Chang,
2008). 섬유 재질 감별은 FT-IR 분석법에 따른 연구(Bal,
1999)가 진행되었으며, 표면 오구(汚垢)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출토복식의 오구 성분을 GC-mass(An et al.,
1996), ICP를 이용한 보고들이 시신의 구성 성분으로부터

2. 대상 유물 및 방법
2.1. 대상 유물

유래된 오구와 미생물 분해 산물로 보고하는 생물학적 방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송심씨 부금 원

법들도 나타나고 있다(Baek 2006). 금속사에 재료적 분석

삼과 직금 치마 유물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의 복식으

선행 연구는 금사의 금박층과 배지의 접착제에 대해

로 현재 전해지는 유물이 적어 복식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GC/MS, XRF, Raman 분석을(Yeong, 2021) 실시하였다. 배

부금 원삼은 전단후장(前短後長)형으로 양옆이 트여있

지의 과학적 분석 선행 연구로 우리나라는 닥나무를 원료

으며 옆선은 곡선으로 되어있다. 소매 배래는 넓은 통수

로 한 인피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배래이며 한삼이 달려 있지 않다. 깃은 대금형 맞깃이며,

며(Go and Jeong, 2018) 일본의 금사에는 안피지(雁皮紙)

부금은 몸판 전체 소매 부분 배래 앞과 뒤에 일정한 간격

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National Research Institute

으로 ‘壽’와 ‘福’ 글자 사이 ‘卍’자로 고루 관찰된다(Figure

of Coultural Heritage, 2014a) 중국의 금사에는 죽지(竹紙)

1). 직금 치마는 치마의 중간과 하단에 견직물의 실과 금

Figure 1. Gold leaf part of wonsam before cleaning step.

Figure 2. Gold brocade of skirt before cleaning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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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봉황 무늬를 넣어 화려하게 직조한 직금단 직물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 관찰을 선행하였으며 사진

사용한 수의 치마로 보인다(Figure 2). 2점의 유물은 표면

촬영은 고해상도의 디지털 카메라 (Canon G10, JPN)를 이

에 충해와 오구에 의한 손상으로 부금과 직금의 박락 현

용하여 오염물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상이 관찰되는 유물이다.
현미경 관찰

2.2. 연구 방법

직물 표면의 오염물과 금박 및 직금의 박락 현상을 관
찰하기 위하여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Portable Dingital

2.2.1. 공시 시료

실험에 이용한 유물은 세척 전의 상태이며, 직물의 분
석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시접이 파손되어 탈락된 부분에
서 채취하였다. 오구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는 유물에 고
착된 흰색 오구와 검정색 오구를 채취하였으며, 금속사
성분 분석은 직금 치마에 직조된 부분 중 자연 탈락된 5
mm씩 5부분을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시료의 상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Microscope DG-3X, Scxlar, JPN)을 이용하여 직물의 표면
을 25배율과 100배율로 촬영하여 상태를 확인하였다.
광학 현미경 관찰

출토복식 직물과 금속사 금사 배지의 섬유 식별은
Safranine으로 섬유를 염색한 다음 광학현미경 Ni-U(Nikon,
JPN)을 사용하여 섬유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섬유
의 식별 요소인 유세포와 가도관, 도관 요소의 존재 및
형태, cross-marking, 섬유의 끝 형태 등으로 섬유를 식별

2.2.2. 과학적 분석 방법

출토유물 복식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척
전 유물 상태 조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유물 상태
분석, 직물 재질 분석, 오구 성분 분석, 금속사 분석의 4가
지로 진행하여 Table 2와 같이 상태를 조사하였다.
유물 상태 분석은 육안관찰 (Cannon, G10, JPN), 현미
경 관찰 (Portable Dingital Microscope DG-3X, Scxlar, JPN),
색차 측정 (Konica-Minolta CM-2600d, JPN), 밀도와 두께
측정 (MITUTOYO社, 500-181-30, JPN)으로 진행하였다.
섬유 재질 분석은 주사 전자 현미경 (SEM, HITACHIS2300, JPN), FT-IR (IRSpirit, SHIMADZU, JPN), 정색 반응
으로 분석하였다. 오구 성분 분석은 FT-IR과 XRF (Delta
Professional, Olympus, USA)로 분석하였으며, 금속사 분
석은 XRF, FT-IR, 정색 반응으로 보존처리 세척 전 단계
의 유물의 상태 조사하였다.

하였다.
주자 전자 현미경(SEM)

직물 형태분석을 하고자 주자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사용하여 직물의 단면, 측면
의 표면 및 형태를 분석 확인하였다.
색차 측정

직물의 손상 부위와 고형 오구에 대한 색상 변화를 분
광 측색계(Konica-Minolta CM-2600d, JP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정반사광은 제거하고 UV 성분을 포함한
D65 광원으로 10°의 관찰 시야와 측정경 8 mm로 색차를
측정하였다.
밀도와 두께 측정

세척 전 유물의 밀도와 두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 관찰

세척 전 재질의 손상과 고형 오구로 인한 충해 및 이염

변화 값을 비교 계산하였다. 두께 측정은 디지털 버니어

Table 1. The conservation status and types of artifacts
The owner of a tomb Experimental items
Textile analysis
Cheongsong Shim
Clan (1683∼1718)

Specimen

The state of being a relic

Wonsam of gold foil Sewing fragment fiber of cloth
Skirt in gold brocade A torn piece of fiber
Wonsam of gold foil

Pollutant analysis
Skirt in gold brocade

White contaminants
Brown contaminants at the neck
White contaminants
Brown contaminants at the crease of the skirt

Gold thread analysis Skirt in gold brocade Metal thread that has naturally falle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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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paration of C-stain and Herzberg-stain reagents
A
B
C
D

sol.:
sol.:
sol.:
sol.:

C stain preparation of reagents
40 g of AlCl3 in 100 mL distilled water (specific gravity 1.15 at 28℃)
100 g of CaCl2 in 150 mL distilled water (specific gravity 1.36 at 28℃)
50 g of ZnCl2 in 25 mL distilled water (specific gravity 1.80 at 28℃)
0.90 g of KI and 0.65 g of I2 in 50 mL distilled water

After mixing 20 mL of A sol, 10 mL of B sol and 10 mL of C sol, 12.5 mL of D sol. was added.
After 12∼24 hrs., the supernatant was used as C-stain sol.
Herzberg stain preparation of reagents
A sol.: 50 g of ZnCl2 in 25 mL distilled water (specific gravity 1.80 at 28℃)
B sol.: 5.25 g of KI and 0.25 g of I2 in 12.5 mL of Distilled water
After 12∼24 hrs. of mixing 20 mL of A sol. and 12.5 mL of B sol, the supernatant is used as Herzberg stain sol.
캘리퍼스 (MITUTOYO社, 500-181-30, JPN)를 이용하여

두께 측정, 색차 측정으로 물리적 방법으로 진행하여 확

총 5회 측정하였다.

인하였다(Table 3; Figures 3, 4).
청송심씨 출토 복식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는 전반적

적외선 분광 분석(FT-IR)

으로 구김이 심하고 건조된 상태이었으며, 육안으로도 충

직물 성분 분석 및 오구 성분 분석은 FT-IR 분석은

분히 손상 부위와 오염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물 2점은

(IRSpirit, SHIMADZU, JPN)을 이용하였다. 시료는 금박

유실된 부분은 없으나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찢어져 있는

원삼(No.82)과 직금 치마(No.79) 유물의 파손 부분에서 채

부분과 솔기의 실이 삭아 뜯어져 소실되어 있었으며, 유

취하였으며, 유물 흰색 오구와 검정색 오구를 채취하여

물 모두 오염 상태는 매우 심하였으나 그 원형은 유지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 있었다. 직물 표면의 미세한 고형 오염물을 관찰할 수

-1

-1

scan range: 4000∼500 cm , resolution: 4 cm , scan time:

있어 시랍(屍蠟)으로 보이는 흰색 고형 오염물과 갈색 및

24로 측정하였다.

검은색 오염물이 고착되어 있었으며 충해 및 이염이 심하
게 출토되었다.

휴대용 X선 형광 분석(Handheld XRF)

부금 원삼에 사용된 금박의 금속층은 박락 현상 및 파

금사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형광 분석기

손, 오구로 인해 훼손은 되었지만, 원형은 유지되고 있으

(VANTA M SERIES, Olympus, USA)를 이용하였으며, 이

며 표면은 광택과 발색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출토되었

때 분석 조건은 10∼40 kV에 60∼100 µA, Rh Target, 디텍

다. 직금 치마의 스란에 사용된 편금사는 표면의 금박층

터는 Silicon Drift Detector, Alloy Plus모드와 Geochem 모

이 오염물과 금박 박락 현상으로 광택 및 발색은 좋지 않

드를 병행하여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으나 금색을 띠고 있었으며 역시 부금 원삼과 같이 금박
의 박락 현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정색 반응 분석

직물과 배지의 정색 반응용 시약으로 C stain, Herzberg
stain을 Table 2와 같이 제조하였다(Choi et al., 2005). 해리
한 직물 및 금사 배지를 각각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각각
의 정색 반응 시약을 3방울 떨어뜨리고 2∼3분간 방치한
후 염색액을 흡수지로 제거한 후 광학현미경 Ni-U
(Nikon, JPN)을 이용하여 섬유의 정색 상태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부금 원삼은 갈변된 색상의 직물이며 단(段)의 직물로
포도 다람쥐 무늬 바탕에 모두 5매 수자직이었다. 직물
바탕은 5매 경수자직, 무늬는 5매 위수자직으로 제직되었
으며 3뜀이 사용되었다. 밀도 경위사는 318 × 286.8 inch이
며 실 굵기 경위사는 0.11 × 0.25 mm이었고 직물 두께는
0.25 mm였다. 동정은 무문단 바탕으로 밀도 경위사는 92
× 76 inch이며 실 굵기 경위사는 0.16 × 0.24 mm이었고
직물 두께는 0.14 mm이었다. 직물은 표면이 매끄러우면
서 탄력이 있고 광택이 나고 있었다. 출토 후의 이들의
표면 상태를 Figure 3, Table 3에 나타냈다.

3.1. 유물 상태 분석
유물 상태 분석결과는 육안관찰, 현미경 관찰, 밀도와

직금 치마는 홑으로 제작한 후 직물에 금사로 봉황 무
늬를 직금하여 치마 무릎선 부분과 치마 밑단 스란 두 층
으로 덧대어 제작되었다. 직물의 색상은 갈변되었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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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etail surface condition of the wonsam before cleaning step (A) gold foil of wonsam a camera, (A-1)
textiles microscope image × 100, (A-2) white contaminants a camera, (A-2-1) microscope image × 100, (A-3) brown
contaminants a camera, (A-3-1) microscope image × 100, (A-4) gold foil contaminants a camera, (A-4-1) microscope image × 100.

Figure 4. The detail surface condition of the skirt before cleaning step (B) gold foil of woven skirt a camera, (B-1)
textiles Microscope image × 100, (B-2) white contaminants a camera, (B-2-1) microscope image × 100, (B-3) brown
contaminants a camera, (B-3-1) microscope image × 100, (A-4) gold foil contaminants a camera, (B-4-1) microscope imag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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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xtile composition type and material classification
Weaving
Sort of fabric
layer

Density
(yarns/inch)

Thickness of
thread (/mm)

Warp yarn /
Filling yarn

Warp yarn /
Filling yarn

No.

Name of relic

82

Wonsam
of gold foil

2

Patterned silk

318/108.2

79

Skirt in
gold brocade

1

Patterned silk

286.8/93

적으로 충해에 의한 손상의 흔적이 있으며, 흰색의 시랍
(屍蠟)과 갈색 오염물이 묻어 있다. 허리 말기 왼쪽 부분
으로 양옆으로 찢어져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김
이 많았다. 직물은 견직물로 연화 무늬 바탕에 5매 수자직
이며 밀도 경위사는 286.8 × 93 inch, 실 굵기 경위사는
0.11 × 0.18 mm, 직물 두께는 0.24 mm, 금사 두께 0.054
mm, 넓이 0.12∼0.14 mm이었다. 출토 후 표면 상태를
Figure 4에 나타냈으며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의 직물 구
성 유형 및 재질 구분의 내용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
들은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출토 유물의 색차 측정결과
a*값이 5.34∼7.07, b*값이 26.12∼27.48로 나타났으며 매
장 중에 갈변된 상태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직물
본래의 색상을 알 수 없었다.

Thickness
(mm)

Chromatility
(L*/a*/b*)

0.11/0.25

0.25

53.55/7.07/27.48

0.11/0.18

0.24

63.79/5.34/26.12

3.2. 섬유 재질 분석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 직물의 횡단면을 관찰한 결과
를 확인하여 보면 측면은 표면이 매끈하고 변화가 없었으
며 단면은 끝이 둥근 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어 세리신
이 제거된 정련 견의 일반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ure 5). FT-IR 분석 결과 역시도 견의 주성분인 4가지
의 Amide의 특징적인 NH stretch와 관련된 Amide A 3278
cm-1, Amide Ⅰ 1613 cm-1, Amide Ⅱ 1512 cm-1, Amide Ⅲ
1223 cm-1, Amide Ⅳ 608 cm-1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ure 6), 또한 이들의 경우, 숙고사의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이중 결합이 보이는 섬유의 형태와 노란색의 정
색 반응의 결과로도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견섬유임을 확

Figure 5. SEM morphology of wonsam of gold foil (A) aspect × 200 μm, (A-1) cross section and skirt in gold brocade
× 20 μm and (B) aspect × 200 μm, (B-1) cross section × 20 μm.

Figure 6. FT-IR data of wonsam of gold foil and skirt in gold bro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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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ptical microscope stain test fiber (A) wonsam of gold foil × 100 μm, (A-1)
× 20 μm and (B) skirt in gold brocade × 100 μm, (B-1) × 20 μm.
인할 수 있어 부금 원삼 및 직금 치마 모두 같은 종류의

에 오구들을 분석한 선행 연구 FT-IR 결과들과도 잘 일치

견 재질로 볼 수 있었다(Figure 7).

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볼 때, 흰색 오염물은
Amide Ⅰ의 1668 cm-1, Amide Ⅱ의 1575∼1538 cm-1,
Amide Ⅲ의 1408 cm-1∼1207 cm-1 범위인 단백질 피크가

3.3. 오구 성분 분석

나타나고 있었으며 동시에 2954 cm-1, 2917 cm-1, 2849 cm-1

오구 성분을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단백

의 피크가 확인되고 있었다. 약한 진동 피크로 1470 cm-1,

질의 주성분인 Amid Ⅰ, Amid Ⅱ, Amid Ⅲ의 특징적인

1408 cm-1, 1250 cm-1, 1187 cm-1 나타나고 있고 1702 cm-1,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천연수지와 탄화수소와 관련된

716 cm-1 영역에서 탄화수소와 관련된 피크가 나타나는

peak들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들의 결과는 Table 4 (Barth,

것으로 보아 선행 연구의 천연수지와 유사한 시랍의 형태

2007; Yang and Hong, 2012;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로 추정할 수 있었다(Figure 8).

Coultural Heritage, 2014b; Xia et al., 2011; Kim et al., 2015)

검정색 오염물도 Amide Ⅰ 1696 cm-1∼1679 cm-1, Amide

Table 4. FT-IR data in the preceding study of contaminants
Analysis content

Collagen, protein

Natural resin

Oxidation of organic matter in the
presence of ammonia

Group

Peak range/cm-1

Amide A

3600∼3200

Amide Ⅰ

3600∼3200

Amide Ⅱ

1550∼1500

Amide Ⅲ

1400∼1200

O-H

3500∼3200

Side chain unsaturated = CH- Vibration

3011

-CH2 saturated alkyl chain

2920, 2852

Crab led type –CH = CH-

1618, 1594

Quinone-olefin, dibenzofuran C-O-C

1474, 1075

Aromatic ether

1185

O-H

1355, 1274

Conjugated diene chain

983, 944

Cyanamide due to oxidation of bone, protein,
skin, and fat

3245, 2013,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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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FT-IR result of white contaminants.

Figure 9. FT-IR result of brown contaminants.
Ⅱ 1539 cm-1, Amide Ⅲ 1228 cm-1의 영역에서 흰색 오염물
-1

-1

X선 형광 분석기 (XRF, Delta Professional, Olympus, USA)

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915 cm , 2842 cm 피크와

로 확인하였으며, 직금 치마에 사용된 금속사의 배지에

720 cm-1에서 탄화수소와 관련된 피크가 확인되어 이 역

대한 분석으로 FT-IR (IRSpirit, SHIMADZU, JPN)과 정색

시 천연 수지화된 단백질과 지방의 형태로 볼 수 있었다

반응의 특성으로 조사 진행하여 확인하였다.

(Figure 9).
이처럼 선행 연구와 일치하게 표면에 일정의 부착력을

3.4.1. 금속 성분 분석

가지고 있었던 흰색의 오염물과 검정색 오염물의 FT-IR

출토유물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에 사용된 금속 성분

분석 결과, 인체로부터 유래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을 확인하기 위하여 XR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부패되어 직물에 접촉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수분해

위치는 금속 성분이 외부로 노출되어진 주요 10곳에서 측

가 진행된 지방과 단백질 성분들에서 유래된 혼합 물질로

정하여 확인하였다(Figure 10).

볼 수 있었다. 또한 X선 형광 분석 XRF 이용하여 오염물

2점 유물의 시료에 대한 XRF 분석결과는 공통적으로

분석한 결과, 흰색 오염물과 검정색 오염물 성분에서 Mg,

금속층의 주성분은 금(Au)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지면 부

Ca, S, Fe 등의 무기염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에서는 주성분은 금과 함께 Si, Al, Fe, K 등이 미량으로

분석되어, 시신의 골격 성분과 석회 성분으로 유래된 결

확인되었다(Figure 11). 이 중에서 XRF에 검출된 미량의

과로 추정되고 있어 선행된 조선 중기 출토 유물의 오구

다른 원소들은 본 유물이 세척 전이고 이에 따른 다량의

에 대한 ICP를 이용한 분석 보고들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

불순물이 포함된 결과로 보이지만 사용 금속의 연성과 시

타나고 있었다(An et al., 1996; Baek, 2006)

대 상황으로 판단하고 다른 첨가 금속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보아 그 당시 기술에서 비교적 순도가 높아 연성

3.4. 금속사 분석
출토복식 유물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의 금속 성분은

있는 금을 사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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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XRF analysis location of (A) wonsam of gold foil, (A-1) the writing part and (B) skirt in gold brocade,
(B-1) the metal thread section.

Figure 11. Metal components in gold foil of (A) wonsam gold foil, (A-1) XRF result Au >>
Si, Al, Fe, K and (B) skirt gold brocade, (B-1) XRF result Au >> Si, Al, Fe, K.
3.4.2. 금속사 배지 분석

FT-IR을 분석한 결과는 cellulose계의 지류 피크와 일치

직금 치마에 사용된 금속사 배지 분석은 금사 중에 일

하는 3450∼3300 cm-1 O-H, 1653 cm-1 C = C, 2355 cm-1

부가 자연 탈락된 부분의 시료를 채취하여 FT-IR 분석과

O = C = O, 1450 cm-1 C-H, 1027∼1000 cm-1 C-O band,

정색 반응으로 확인하였다.

897 cm-1 C-H 등, 종이 특유의 흡수 피크가 나타나서 금사

Figure 12. FT-IR data of gold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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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지가 섬유질의 지류가 사용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

색 반응 보고들로 볼 때, 금속사 배지 섬유의 정색 반응

다. 이외에도 단백질의 특성적 peak인 2920∼2850 cm-1

결과 C-stain에서는 적갈색, Herzberg stain에서 자색을 나

-1

-1

-1

C-H, 1653 cm C = C, 1542∼1522 cm N-O, 1450 cm

타내고 있어 본 편금사 배지는 닥나무(Broussonetia

C-H alkane 진동 피크가 관찰되고 있다. 이는 동물성 콜라

kazinoki) 인피 섬유를 이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겐의 FT-IR 피크의 전형적인 Amide Ⅰ, Ⅱ, Ⅲ 외에도

(Figure 13).

3000 cm-1 전과 후의 polypeptide의 Amide A (3300∼3450

XRF, FT-IR, 종이의 해부학적 특성과 정색 반응 결과

cm-1)와 Amide B (2850∼2920)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어

들로 종합하여 볼 때 금속사의 배지는 닥나무 인피 섬유

동물성 콜라겐으로부터 기인한 아교로(Yang and Hong,

를 사용하고 동물성 콜라겐 교를 이용하여 인피 섬유 표

2012) 볼 수 있었다(Figure 12). FT-IR의 결과들로 볼 때,

면에 금을 접착시킨 금사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용된 편금사의 배지는 섬유질의 지류 cellulose로 보이

4. 결 론

며, 배지에 금박을 고정하기 위한 접착제로는 동물성 아
교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금속사 배지의 해부학적 섬유 형태를 관찰한 결과, 배

본 연구에서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통해 발굴된 출토

지의 섬유장은 4.1 mm 및 5.5 mm로 닥나무의 평균 섬유

복식 유물 중 청송심씨 분묘의 금직물 유물 2점에 대한

장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닥나무 섬유의 식별에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작업으로, 유물 상태조사, 섬유 재

가장 중요한 식별 인자인 단면의 투명막(transparent

질 분석, 오구 성분 분석, 금속사 분석 등에 대한 기초자

membrane), 섬유 왜곡(dislocation) 및 횡문(cross-marking)

료를 확보하고자 비파괴 분석방법 측면에서 과학적 조사

을 배지에서 관찰할 수 있어(Yoon et al., 2011) 본 편금사

를 진행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 배지는 섬유장이 평균보다 짧은 닥나무 인피 섬유로

1) 유물 상태조사 결과 유물 2점 모두 오랜 기간 매장

제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단섬유로 제조한 한

중에 직물이 갈변하여 갈색으로 변색되었으며 오염 상태

지가 일반적으로 장섬유로 제조한 한지에 비해 바탕이 곱

는 매우 심하였으나 그 원형은 유지되어 있었다. 육안으

고 치밀하며, bulk가 낮고 겉보기 밀도가 높은 특성을 나

로 직물 표면의 미세한 고형 오염물을 관찰할 수 있어 시

타낸다는(Yoon et al., 2011)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게 바탕

랍(屍蠟)과 충해에 의한 손상으로 금박의 박락 현상이 관

이 곱고 치밀하게 제조된 편금사로 볼 수 있었다.

찰되는 직물로 직조와 무늬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유물로

정색 반응 특성의 결과는 배지 원료 섬유의 식별에 있

확인되었다.

어서 해부학적 특성 다음으로 중요한 방법으로 정색 반응

2) 섬유 재질 분석결과는 SEM 분석결과 직물의 횡단

에 의한 섬유 식별을 들 수 있다. 배지 섬유는 종류에 따

면 표면이 매끈하고 변화가 없으며 단면 끝이 둥근 삼각

라 물리,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의 시

형으로 견 섬유의 특징이 확인되며, FT-IR 피크에서 볼

약으로 전처리를 행하면 섬유의 종류에 따라 고유의 색으

수 있듯이 실크의 주성분인 4가지의 Amide의 특징적인

로 염색되며 이러한 정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섬유를 식별

NH stretch와 관련된 Amide A 3278 cm-1, Amide Ⅰ 1613 cm-1,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닥나무 인피 섬유는 C-stain에서

Amide Ⅱ 1512 cm-1, Amide Ⅲ 1223 cm-1, Amide Ⅳ 608 cm-1

는 적갈색, Herzberg stain에서는 자색(Kim, 2011)으로 정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색 반응에서는 숙고사에서 나

Figure 13. An anatomical and dyeing experiment on paper using a gold thread cross section optical microscope in
a gold thread skirt (A) paper × 100 μm, (A-1) paper ×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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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이중 결합의 실크 섬유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누에고치로부터 얻은 견(silk) 섬유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오구 성분 분석결과는 직물 표면에 고착된 흰색 오
구와 검정색 오구는 FT-IR 분석결과 모두 단백질의 주성
분인 Amide Ⅰ, Amide Ⅱ, Amide Ⅲ의 특징적인 진동 피
크와 XRF 분석결과 Mg, Ca, S, Fe 등의 무기염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시신의 골격 석회 성분과 동
물성 지방 단백질이 부패되어 직물에 접촉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물에 고착된 시랍(屍蠟)과 가수 분해 결과
로 인한 착색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금속사의 금박부 XRF 분석결과 부금 원삼과 직금
치마의 금박 층은 순금(Au)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
금 치마의 스란 부분은 편금사(片金絲, 撚金絲)로 제직(製
織)한 직금단(織金緞)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사
의 배지는 해부학적 분석과 섬유의 정색 반응 등의 결과
를 볼 때, 국내에서 생산된 닥나무 인피 섬유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금박과 닥나무를 동물성 교(膠)를 이용하여 접
착한 금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결과들을 이용하여 세척 전에 유물의 오구 처리,
금박 박락부의 강화 처리와 세척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본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이에 대한 가역성과 친환경성 세척제 및
강화제가 선택될 경우 유물의 안정성의 증대와 예방 보존
처리를 위한 복원 결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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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보존과학회지(JCS)는 1992년 최초로 발간된 한국문화
재보존과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는 두 달
에 한 번씩 발간되며, 발간날짜는 2월 20일, 4월 20일, 6월
20일, 8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이다.
보존과학회지(JCS)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계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과학기술 학회지이다. 보존과학회지
는 다양한 과학적 배경을 가진 과학자, 공학자, 문화재 보
존가, 문화재 복원가를 위한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
을 한다. JCS는 문화재 재료 및 특성 분석, 과학적 진단과
문서화 및 모니터링, 새로운 과학기술 방법론, 보존 및 복
원 재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CS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 작
성해야 한다.
2. 저작권, 라이선스, 데이터 공유, 아카이브 정책
2.1. 저작권
모든 게재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한국문화재보존
과학회가 소유한다. 모든 저자는 원고 투고 시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는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로 JCS 전자 투고 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자는 과거에 게재되었던 자료를 JCS에 다시 게재하기
위해 원 자료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
2.2. 라이선스
JCS는 원저작물이 적절히 인용되는 전제 하에 모든
매체를 통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제한적으
로 이용 및 배포, 재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의 조건에 따라 배
포되는 오픈 액세스 학회지이다. 저자는 JCS에 게재된 모
든 표나 그림을 학문적, 교육적 목적으로 다른 학회지, 책,
매체에 사용하는 경우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정의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3. 데이터 공유
JCS는 윤리,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문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데이터 공유를 권장한다. 데이터 공유를
원하는 저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 접근이 가능한 저장
소에 저장한 뒤 원고 본문 안에 DOI 링크를 넣어 활용할
수 있다.
2.4. 아카이브 정책
JCS는 학회지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하여 모든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에 납본하여 디지털파일을 제공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
근성을 유지하고 있다. “셰르파/로메오(Sherpa/Romeo,
http://www.sherpa.ac.uk)”의 self-archiving 보관정책에 따라
저자는 게재 전 논문(예: 심사 전 논문)을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게재 후 논문(예: 심사 후 최종 논문)은 보
관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출판자의 PDF 파일 버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3. 연구 및 게재 윤리
3.1. 저자 자격
저자 자격은 1)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2) 논문 작성
이나 중요한 학문적 내용에 대해 결정적 수정을 했는지
여부, 3) 게재될 원고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졌는지
여부, 4)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연구의 어
떠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해당 부분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했
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저자는 이와 같은 4가지 조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 원고를 최초로 투고한 후 저자 자격
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저자 추가나 삭제, 또는 저자 순서
변경)은 반드시 해당 저자가 공문으로 편집위원에게 설명
해야 한다. 이러한 공문은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가 서명
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는 모든 저자가 승인해야 한다.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JCS는 한 논문에 대해 여러 명
의 교신저자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논문에
대해선 한 명의 교신저자가 편집부 및 독자와 교신해
야 한다. 제1저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음이 명
백한 경우에만 JCS는 동등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승
인한다.
• 게재 후 저자 수정: JCS는 학회지 편집부의 실수가
아닌 이상 게재 후 저자를 수정하지 않는다. 표기된
모든 저자가 요청할 경우 게재 전에 저자를 변경할
수 있다.
3.2. 독창성 및 중복게재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게재되었거나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심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채택된 원고의 그 어떠한 부분도 다른 과학 학회지에 중복
게재 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가 중복으로 게
재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원고는 게재가 철회된다. 또
한 해당 저자가 중복 게재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사
실은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지되고, 저자에게 추가적인 징
계가 가해질 수 있다.
과거 출판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서를 요청하고 확보
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이는 텍스트, 그림, 표에 적
용된다.
3.3. 이해상충공개서약서
교신저자는 저자의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이해 충돌 관계를 모두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
다.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로는 특정 기업에서 받은 금전
적 지원이나 그 기업과의 관계, 이익 집단으로부터 받은
정치적 압력, 학문적으로 관련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금의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3.4. 연구 및 게재 부정행위 해결을 위한 절차
본 학회지가 중복게재, 표절, 허위 데이터나 데이터 조
작, 저자 변경, 이해 상충 미공개, 투고된 원고에 대한 윤리
적 문제, 심사위원이 저자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차용, 편집
위원에 대한 항의 등등의 연구나 게재 부정행위로 의심되
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출판
윤리위원회(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가 제공하는 업무절차단계를 따른다. 의심되는 사례에 대
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가 책
임진다.
3.5.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회는 게재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논문 철회에 있어 지침 준수, 학술
자료의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학문이나 윤리적 기준
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이해상충을 미연에 방지, 필요
한 경우 수정, 해명, 철회, 사과문 게재, 모든 표절이나 허
위 데이터의 제거 및 규탄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위원은 원고를 거절하거나 채택할 권한을
가지며, 자신이 거절하거나 채택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확실한 경우 원고를 채택
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이나 철회를 공시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투고 및 교차검증 절차
4.1. 투고
모든 원고는 http://www.e-jcs.org/로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투고하는 원고와 함께 저자
는 적어도 4명의 심사위원을 제안하여 이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를 투고한다는 것은 해
당 원고가 이전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서
게재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
는 논문이 일단 채택되면 해당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영어나 기타언어로 변환하여 다른 곳에 게재되
지 않을 것임에 동의해야 한다.
4.2. 교차검증 절차
JCS는 접수한 모든 원고를 심사한다. 먼저 원고가 양식
을 갖추었는지, 본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원고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한다.
이 후, 편집위원들이 선택한 익명의 심사위원 3명이 교차
검증한다. 이들이 편집위원에게 보낸 결과는 편집위원의
결정에 따라 검토 및 게재된다. 더블 블라인드(이중맹검)
교차검증에서 저자의 이름 및 소속기관을 제거하고 심사
한다. 모든 원고에 대한 채택 기준은 연구의 질, 독창성,
과학적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한다. 원고는 심사위원의 비
평 및 추천에 근거하여 채택된다. 통상적으로 원고는 접수
후 3주 내에 최초 결정이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의 의견서
는 교신저자에게 전자메일로 전해진다. 교신저자는 심사
위원의 의견서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을 항목별로
모두 표시해야 한다. 편집위원의 결정이 난 지 8주 내에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투고 철회로 간주한
다(게재 불가). 수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편
집부에 연락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원고의 채택, 수정 후 채택, 채택불가 등 편
집위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내용을 통지 받는다.
수정된 최종 원고가 JCS의 양식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익월
호에 게재 예정된다. 거절된 논문은 교차검증 심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5. 원고 작성
5.1. 언어
논문은 한국어나 영어로 투고해야 한다. 본문의 언어와
상관없이 표지, 초록, 표, 그림,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해
야 한다.
5.2. 일반 요건
• 본문과 표를 포함한 원고 본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워

드(doc/docx)나 한글(HWP)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
• 줄 간격은 더블 스페이스로 하며, 21.6 x 27.9 cm(레
터)나 21.0 x 29.7 cm(A4) 크기의 용지에 위, 아래, 왼
쪽 여백 3 cm를 두고 작성한다.
• 글씨 크기는 11 포인트로 해야 하며, “바탕체”나
“Times New Roman” 글씨체가 선호된다.
• 원고의 모든 페이지는 초록 페이지를 1페이지로 시작
하여 용지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페이지 번호를 매겨
야 한다. 저자명과 소속기관은 원고의 어떤 페이지에
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S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약어만을 사용한다. 표준 약어가 아닌 약어는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원고 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약어가 처음 사용되는 경
우 “Relative humidity (RH)”처럼 원래 용어를 풀어서
표기해야 하며 약어 사용은 최소화한다.
• 제조업자명과 위치(국가 정보)를 나타내야 한다.
5.3. 원고 종류
원고 분량은 원고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연구 논문(Research Article): 문화재에 대한 보존기술
과 재질특성 등을 연구한 것으로서 학술성 또는 응용
성이 뛰어난 논문
• 처리 논문(Technical Article): 문화재 보존처리 방법 및
처리 기술에 대한 논문
• 단신(Research Note):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 실
험적 방법, 보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 총설(Review): 문화재 보존과학에 대한 최근 연구 동
향이나 철학 등을 다룬 논문
연구 및 처리논문은 한글 15,000자, 영어 7,000단어로
제한하며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신은 한글 5,000자, 영어 3,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총설은 한글 20,000자, 영어
9,000단어로 표 및 그림의 개수는 각각 5개 이하로 한다.
(모든 원고의 분량은 제목, 소속, 초록, 참고문헌을 제외한
기준이다.)
5.4. 본문
논문은 표지, 초록 및 중심어, 본문, 사사, 참고문헌 순
서로 작성된다. 모든 참고문헌, 표,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
되어야 한다.
5.4.1. 표지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우편번호, 전자
메일 주소, 공백을 포함하여 50자 이내로 작성된 짧은 부
제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별표(*)로 표시해

야 하고 각주에 교신저자의 전자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
스번호를 기재한다. 다른 각주는 숫자 윗첨자로 표시해야
한다.
5.4.2. 초록 및 키워드

모든 논문은 500자 이내로 작성된 한국어 초록과 250단
어 이내로 작성된 영문 초록을 작성해야 한다. 두 초록 모
두 본문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한
다. 초록은 논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초록은 한 문단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고문헌을 포함
하지 않는다. 저자는 색인/초록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6개까지 제시할 수 있다.
5.4.3. 소제목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4단
계로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피해 평가
3.1.1 물리적 풍화

균열 및 틈새

5.4.4. 지명

한국 지명 로마자 표기법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
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5.5. 참고문헌
본문, 표, 그림에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은 원고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참고문헌 목록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작성 중인 원고나 투고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원고처
럼 게재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생략해야 한
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을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
해선 안 된다.

5.5.2. 참고문헌 목록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 순서대로 작
성되어야 한다. 인용 표시가 동일할 수 있는 참고문헌을
구분하기 위해 소문자를 사용한다(예: Smith (1993a,
1993b) 혹은 (Smith, 1993a, 1993b)) 저자명 철자와 게재년
도가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에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원고
를 상세히 확인한다. 학회지명, 책, 초록, 출판사, 대학 등
의 정보는 약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전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참고문헌에 대해 본 학회지가 요
구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정기간행물 | 저자명, 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페이지.
Chung, K.Y., Kang, H.T., Koh, M.J. and Kim, H.J., 2011,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beads from tombs of
Bupwha-ri site, Yeongdo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7, 243-250.
- 단행본 |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사명, 출판도시, 페이지.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62.
- 편저 | 저자명, 연도, 논문. In 편집자 (ed. 또는 eds.),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Snethlage, R. and Sterflinger, K., 2011, Stone conservation.
In: Siegesmund, S. and Snethlage, R. (eds.), Stone in
Architecture. Springer, Berlin, 411-544.
- 역서 | 원저자명, 번역서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 출판도시,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Original work published 원서
출판연도)
Lee, G.G., 2008, Ojuseojongbagmulgobyeon(Choi, J., trans.).
Hakyounmunhwasa Publishing Co.,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 학술대회 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대회명, 개최도시,
개최일, 페이지.
Kim, J., Lee, C.H. and Kim, R.H., 2011, Characterization of
white and black crust on the surface of stone cultural
property in Korea. 5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eam Analysis Societies (IUMAS-V), Seoul, May
22-27, 142-142.

5.5.1. 본문 내 인용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려면 저자의 성(이니셜 없
이)과 게재년도을 밝힌다(예: “Lee (2001)가 밝혔듯이...”
혹은 “이는 이후 얻은 결과(Kim, 2006)와 일맥상통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본문에서는 제1저자를 쓰고 뒤에
“et al.”을 붙인다(예: “Kim et al. (1958)은 ....를 증명했다”
혹은 (Lee et al., 1998)).

- 학위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페이지.
Lee, M.S., 2007, Assessment of conservation scientific
deterioration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rock
properties of the stone pagodas in the Bulguksa temple
and Gameunsaji temple site, Gyeongju, Korea. Ph.D.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52-52.

- 연구보고서 | 기관명, 연도, 제목. 권(2권 이상일 경우),
페이지.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사진
본문에 복사하여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은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흑백 혹은 컬러사진). 필요한 경우 사진에
비율표식이 있어야 한다. 사진의 스캔본은 허용되지 않
는다.

- 웹 사이트 | 기관명, 작성연도, 제목. 웹 사이트 주소 (검색일자)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Detail description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8)

컬러 도해
JCS는 인쇄본에 그림이 컬러로 게재되는지 관계없이
웹사이트에는 컬러형태로 게재된다. 인쇄본에 컬러로 그
림을 게재하려면 논문이 채택된 이후 편집위원회로부터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5.6. 표(Tables)
각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표는 HWP나 마이
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표 제목에는
문장에 사용하는 대소문자 표기법을 적용하고 제목 끝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목은 간결해야 하며 해당되
는 표 바로 위에 배치해야 한다. 표 내용은 줄 간격을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한다. 표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데이터는 보통 게재하지 않는다. 표의
각주는 표 아래 좌측 정렬하여 배치하고 위첨자(또는 유의
성 값 및 기타 통계 데이터의 별표)로 표시하여 인용해야
한다. 각주에는 문장 끝에 마침표를 붙인다. 표는 원고의
다른 부분에 제시된 결과(예: 그래프)를 중복하여 보여주
어서는 안된다.
5.7. 그림(Figures)
사진, 차트, 도표 등과 같은 도해는 모두 그림으로 지칭
한다. JPG, TIF, EPS, AI, GIF 파일 형식이 허용된다. 그림
은 본문에서 참조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모든 그림제
목은 마침표를 붙인다. 각 그림은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제목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
의 그림의 각 부분은 (A), (B), (C) 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본문과 제목에서는 A, B, C로 참조한다(예: Figure 3A). 또
한 한 그림의 각 부분은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시켜야 된다
(예: 한 개의 JPG 파일이나 TIF 파일).
그림
그림의 모든 글자, 숫자, 선, 점은 그림 크기를 줄인 다
음에도 논문에 복사하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선명해야 한다. 그림 상의 글자와 숫자는 Arial 글씨체를
사용해야 하고 그림 크기를 축소한 후에도 크기가 2.0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의 두께는 0.2 mm 이상이어야 한
다. 밀착 프린트나 복사본은 그림을 복사하여 본문에 넣기
에 적합하지 않다.
지도
모든 지도에는 미터법으로 표시된 축척막대와 북쪽을
표시하는 화살모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게재를 위한 최종 준비
6.1. 최종본
논문이 채택된 이후, 저자는 저자명과 소속기관을 재확
인하여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처음 제출한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 해상도가 더 높은 파일
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원본에 적절한 표시 및 화살표
를 넣어 보내야 한다. 기호(예: 원, 삼각형, 사각형), 글자
(예: 단어, 약어), 숫자는 본 학회지의 단 넓이에 맞추어
축소된 후에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크기여야 한다. 모
든 기호는 캡션명에 정의되어야 한다. 제목에 넣기에 기호
가 너무 복잡한 경우, 그래프나 도해가 있는 구역 밖이 아
니라 도해 안에 넣어 나타내야 한다. 수정 과정에서 참고
문헌, 표, 그림이 이동, 추가, 삭제된 경우 이러한 변경사항
을 반영하기 위해 번호를 다시 매겨 모든 표, 참고문헌,
그림이 번호 순서대로 인용되도록 해야 한다.
6.2. 교정본
저자는 PDF 파일 형식의 교정본을 받게 된다. 교정본에
대해 원하는 사항을 따로 밝히지 않은 이상, 제1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PDF 교정본을 받은 후 2-3일 내에 회신
해야 한다. 수정은 오자 수정 정도로만 제한되며 그 이상
의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 모든 수
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해야 한다. 뒤늦게 수정한
사항이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저자는 회신 전
상세히 교정본을 확인해야 한다. 논문을 수정하여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도록 본 학회지는 모든 노력
을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저자가 한 번의 소통에서 모든
수정 사항을 본 학회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저자는 수정된 자료가 완전한 자료임
을 확인해야 한다.
7. 논문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정해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논문 게재 후 제1저자에게
발송된다.
• 게재료: 논문당 ￦200,000 (US$200)
• 추가비용:
- 연구비 수혜논문: 논문당 ￦200,000 (US$200)
- 10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페이지당
￦30,000(US$30)
- 컬러 그림: 페이지당 ￦100,000(US$100)
7.1. 별쇄본
별쇄본 및 복사본은 제1저자에게 발송된 발주 양식서를
사용하여 인쇄본 교정이 완료되기 전에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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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INFORMATION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JCS) i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launched in 1992. It is published bimonthly
on the 20th February, April, June, August, October, and
December.
JCS i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It provides an international forum for
scientists, engineers, conservators, and restorers from a broad
range of scientific backgrounds. JCS focuses on the fields of
material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cientific diagnoses, documentation and monitoring; new
scientific and technical methodologies; 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aterials.
Manuscripts for submission to JC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2. COPYRIGHT, LICENSE, DATA SHARING, AND
DEPOSIT POLICY
2.1. Copyright
The copyrights of all published materials are owned by the
Korean Society of Conservat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All authors must sign the 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 when submitting their manuscripts. The copyright
transfer form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hrough the
JCS electronic submission system that can be accessed at
http://submission.conservation.or.kr/.
All materials appearing in the journal are covered by
copyright. The authors are responsible for obtain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before any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can be reprinted in JCS.
2.2. License
JC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that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uthor(s) do not require permission to use any
tables or figures published in JCS in other journals, books, or
media for scholarly and educationa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s definition of open
access.
2.3. Data sharing
JCS encourages data sharing wherever possible unless
prevented by ethical, privacy, or confidentiality matters.
Authors wishing to share may deposit their data in a publicly
accessible repository and include a link to the DOI within the
text of the manuscript.
2.4. Archiving policy
JCS provides electronic backup and preserves access to all
content in the event that the journal is no longer published by
archiving all material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s://www.nl.go.kr/). In accordance with the self-archiving
deposit policy of Sherpa/Romeo (http://www.sherpa.ac.uk/),
authors cannot archive pre-print (i.e., pre-refereeing);
however, they can archive post-print (i.e., final draft
post-refereeing). Authors can also archive the publisher’s
PDF-file version.
3.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3.1. Authorship
Authorship credit should be based on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concept and design, acquisition of data, or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and to ensure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Authors
should meet these four conditions. After the initial submission
of a manuscript, any changes whatsoever in authorship
(adding or deleting author(s), or rearranging the order of
authors) must be explained in a letter to the editor from the
authors concerned. This correspondence must be signed by all
authors of the paper. Copyright assignment must be
completed by every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and first author: JCS does not
allow multiple corresponding authors for one article.
Only one author should correspond with the editorial
office and readers for any single article. JCS accepts

notice of equal contribution for the first author when the
study was clearly performed by co-first authors.
• Correction of authorship after publication: JCS does not
correct authorship after publication unless the mistake
was made by the editorial staff. Authorship may be
changed before publication when a correction is
requested by all listed authors.
3.2. Originality and duplicate publication
Submitted manuscripts must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be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No part of the accepted manuscript should be
duplicated in any other scientific journ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editorial board. The detection of a duplicate
publication of a paper submitted to this journal may result in
the following repercussions: the manuscript may be rejected,
the author(s) will be denounced in the journal, affiliate
institutions will be informed, and further penalties may be
imposed upon the author(s).
A letter of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is required
for all material that has been published previously. Requesting
and receiving this permiss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This requirement applies to text, figures, and tables.
3.3.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inform the editor of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that could influence the author’s
interpretation of the data. Examples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re financial support from or connections to specific
companies, political pressure from interest groups, and
academically related issues. In particular, all sources of
funding applicable to the study should be explicitly stated.
3.4. Process to resolve research or publication
misconduct
When the journal encounters suspected cases of research or
publication misconduct such as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fraudulent or fabricated data, changes
in authorship, undisclosed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problems with a submitted manuscript, appropriation of an
author’s idea or data by a reviewer, complaints against editors,
etc., the resolution process will follow a series of steps
outlined in a flowchart provided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
flowcharts). All discussions and decisions regarding suspected
cas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s editorial board.

3.5. Editorial responsibilities
The editorial board works endlessly to monitor and
safeguard publication ethics, including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adherence to established guidelines for
article retractions; ongoing mainten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cademic record; preclusion of any business conflicts that
may compromise intellectual and ethical standards; publication
of corrections, clarifications, retractions, and apologies when
required; and the elimination and denouncement of all cases
of plagiarism or fraudulent data. Editors are also entrusted
with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they are authorized to
reject or accept articles; they ensure that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articles they reject or accept; they
can accept papers when reasonably certain; they are obligated
to publish corrections or retractions when errors are found;
and they preserve the anonymity of all reviewers.

of a manuscript, and the reviewers’ comments are sent to the
corresponding author by e-mail. If choosing to proceed, the
corresponding author must indicate all revisions that have
been made in response to the reviewers’ comments item by
item. Failure to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within eight
weeks of the editorial decision is regarded as a withdrawal
(reject the publication). If a revision extension period is
required, the author should contact the editorial office.
The corresponding author is notified as soon as possible of
the editor’s decision to accept, request revision of a
manuscript or reject. Once the final revised manuscript
satisfactorily conforms to the JCS format and criteria, it will
be schedul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available issue.
Rejected papers will no longer be considered for further peer
reviews.
5. MANUSCRIPT PREPARATION

4. SUBMISSION & PEER REVIEW PROCESS
4.1. Submiss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via the e-submission
system available at http://www.e-jcs.org/. Together with the
submitted manuscript, authors should provide the names,
addresses, and e-mail addresses of at least four suggested
reviewers. Submission of a paper implies that it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and is no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elsewhere. Also, if accepted, the author(s) must
agree that the paper will not be published elsewhere in the
same form, in English or any other language, without written
consent of the editorial committee.
4.2. Peer review process
JCS reviews all manuscripts received. A manuscript is first
reviewed for its format and adherence to the aims and scope of
the journal. If the manuscript meets these two criteria, it is
checked for plagiarism or duplicate publication with
Similarity Check. After confirmation that no ethical
violations have been detected, it is peer-reviewed by at least
three anonymous reviewers selected by the editor and
associate editors. Letters to the editor are reviewed and
published on the decision of the editor. The authors’ names
and affiliations are removed during the double-blind peer
review. The acceptance criteria for all papers are based on the
quality and originality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ir scientific
significance. Acceptance of a manuscript is based on the
critiques and recommendations of the reviewers. An initial
decision will normally be made within three weeks of receipt

5.1. Language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in Korean or English.
Regardless of the language of the main text, the following
sections should be prepared in English: title page, abstract,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5.2. General requirements
• The main document with manuscript text and tables
should be prepared using Microsoft Word (doc/docx) or
Hangul (HWP).
• The manuscript should be double spaced on 21.6 × 27.9
cm (letter size) or 21.0 × 29.7 cm (A4) paper with 3.0 cm
margins at the top, bottom, and left side.
• An 11-point font size is required, and either the “Batang”
or “Times New Roman” font is preferred.
• All manuscript pages are to be numbered consecutively
at the bottom, beginning with the abstract as page 1.
Neither author names nor affiliations should appear on
any manuscript pages.
• Measurements should be expressed in conventional
units using International System (SI) units.
• Use only standard abbreviations. Nonstandard abbreviations
can be confusing to readers. Avoid abbreviations in the
title of the manuscript. Abbreviations should be spelled
out in full when first used in the text—for example,
Relative humidity (RH)—and the use of abbreviation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 The names and locations (country) of manufacturers
should be included.

5.3. Publication types
Manuscript preparation varies according to type of
publication.
• Research articles: as academically excellent and applicative
articles on conservation techniques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cultural heritage.
• Technical articles: as the described articles of
conservation treatment and its technology of cultural
heritage.
• Research notes: as the research notes with new
discovery, experimental method or conservation
treatment on cultural heritage.
• Reviews: as recent research trends or philosophy
reviews on conservation science of the cultural heritage.
Research articles and Technical articles are limited to
15,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7,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 of tables
and figures must not exceed 10 each. Research notes are
limited to 5,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3,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are not exceeded over 5 each. Reviews are
limited to 20,000 characters in case of Korean language and to
9,000 words in case of English language. And the numbers of
tables and figures are not exceeded over 5 each. (Length of
manuscripts listed above excludes title, institutional affiliation,
abstract, and references).
5.4. Text
The standard order of a paper is as follows: title page,
abstract, keywords, main text, acknowledgments and
references. All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cited
in the text.
5.4.1. Title page

The title page should contain the title of the manuscript,
name(s) of the author(s), affiliation(s), postal code(s) and
e-mail address(es), a short running title of less than 50
characters, including spaces. The corresponding author
should be identified with an asterisk and a footnote that
includes the e-mail address, phone number, and fax number.
All other footnotes should be identified with superscript
Arabic numbers.
5.4.2. Abstract and keywords

A Korean abstract of not more than 500 characters should
be provided with all types of papers as well as an English

abstract of less than 250 words. Both must be intelligible
without direct reference to the paper; they should be
overviews of the essential information in the paper rather than
repetition of the subjects covered. Abstracts should be
structured as a single paragraph, and they should not contain
references. Authors are requested to supply up to six
keywords that can be used for indexing/abstracting purposes.
5.4.3. Headings

To improve the readability of papers, authors may use up to
four levels of headings as illustrated below:

3. RESULTS AND DISCUSSION
3.1. Damage assessment
3.1.1. Physical weathering
Cracks and fissures

5.4.4. Geographic names

The Romanization of Korean geographic nomenclature is
highly recommended and should follow the suggestion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5.5. References
All publications cited in the main text,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presented accurately in the reference section
following the main text of the manuscript. Unpublished
information, including papers in preparation or submitted but
not yet accepted, should be omitted from the list. Publications
not cited in the manuscript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5.5.1. In text

To cite references in the main text, refer to the author’s
surname (without initials) and the year of publication: e.g.,
“Since Lee (2001) has shown that...” or “This is in the
agreement with results obtained later (Kim, 2006).” For three
or more authors, use the first author followed by “et al.” in the
main text: e.g., “Kim et al. (1958) proved that...” or (Lee et al.,
1998).
5.5.2. Reference list

The list of references should be arranged alphabetically by
authors’ surnames. Use lower-case letters to distinguish

references that would otherwise have identical citations: e.g.,
Smith (1993a), Smith (1993a, 1993b), or (Smith,1993a,
1993b). The manuscript should be carefully checked to ensure
that the spelling of authors’ names and dates are exactly the
same in the main text as in the reference list. The name of the
journal, book, abstract, publishing company, university, etc.
should be written in full rather than abbreviated. The journal’s
required formats for different types of references are as
follows.
- Journal article
Chung, K.Y., Kang, H.T., Koh, M.J. and Kim, H.J., 2011,
Chemical compositions of glass beads from Tombs of
Bupwha-ri Site, Yeongdong.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7, 243-250.
- Book
Pollard, A.M. and Heron, C., 1996, Archaeological chemistry.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Cambridge, 62.
- Book article
Snethlage, R. and Sterflinger, K., 2011, Stone conservation. In:
Siegesmund, S. and Snethlage, R. (eds.), Stone in
Architecture. Springer, Berlin, 411-544.
- Translated book
Lee, G.G., 2008, Ojuseojongbagmulgobyeon(Choi, J., trans.).
Hakyounmunhwasa Publishing Co., Seoul.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4)
- Conference paper
Kim, J., Lee, C.H. and Kim, R.H., 2011, Characterization of
white and black crust on the surface of stone cultural property
in Korea. 5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Microbeam Analysis Societies (IUMAS-V), Seoul, May
22-27, 142.
- Thesis
Lee, M.S., 2007, Assessment of conservation scientific
deterioration and material characteristics for rock properties
of the stone pagodas in the Bulguksa temple and Gameunsaji
temple site, Gyeongju, Korea. Ph.D.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52.
- Repor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1,

Comprehensive academic research o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84-171.
- Websit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7, Detail description of
Wongaksa temple. http://www.cha.go.kr/ (July 1, 2018)
5.6. Tables
Each table should be cited in the main text. Tables should
be prepared in a HWP or Microsoft Word. Titles should use
sentence-style capitalization and end without a period; they
should be brief and typed directly above their respective
tables. Information must be double spaced. Long tables and
other types of data containing information of limited interest
will not normally be published. Table footnotes should be
typed directly below the table and left justified and should be
cited with superscript lower case letters (or asterisks for
significance values and other statistical data). Footnotes end
with periods. Tables should not duplicate results presented
elsewhere in the manuscript (e.g., in graphs).
5.7. Figures
Illustrations such as photographs, charts, and diagrams
should all be referred to as figures. JPG, TIF, EPS, AI, and GIF
file formats are acceptable. They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referred in the
main text. Every caption should end with period. Each figure
must be submitted with the manuscript and provided with a
self-explanatory caption. Separate parts of a single figure
should be labelled (A), (B), (C), etc. and referred to as A, B, C,
etc. in the text and captions (e.g., Figure 3A). Also, separate
parts of a single figure should be compiled into one figure (i.e.,
one JPG or one TIF file).
Drawings
All letters, numbers, lines, and points on figures should be
sufficiently large and bold to permit reproduction even after
the figures have been reduced to a size suitable for inclusion in
an article. Use Arial font for letters and numbers on figures,
and they should be 2.0 mm or larger after reduction. Lines
should be thicker than 0.2 mm. Dye-line prints or photocopies
are not suitable for reproduction.
Maps
All maps should include a metric bar scale and a north
arrow.

Photographs
Original photographs must be supplied as they are intended
to be reproduced (black & white or color). If necessary, a scale
should be marked on the photographs. Please note that
photocopies of photographs are not acceptable.
Color illustration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will ensure that these
figures will appear in color on the websit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produced in color in the printed version.
For color reproduction in print form, you will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s from the journal
after receipt of your accepted article.
6. FINAL PREPARATION FOR PUBLICATION
6.1. Final version
After the paper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the
author(s) should submit the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The names and affiliations of the authors should be
double-checked. If the originally submitted image files were
of poor resolution, higher resolution image files should be
submitted at this time. Send the digital originals with
appropriate labeling and arrows. Symbols (e.g., circles,
triangles, squares), letters (e.g., words, abbreviations), and
numbers should be large enough to be legible after reduction
to account for the journal’s column widths. All symbols must
be defined in the figure captions. If the symbols are too
complex to appear in the caption, they should appear on the
illustration itself within the area of the graph or diagram, not
to the side. If references, tables, or figures are moved, added,
or dele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renumber them to
reflect such changes so that all tables, references, and figures
are cited in numeric order.
6.2. Galley proof
The author(s) will receive a final version of the
manuscript in PDF file format. The PDF proofs will
be sent via e-mail to the first author and should be returned
within 2–3 days of receipt unless a preference for paper proofs
is expressed. Corrections should be restricted to typesetting
errors; any other changes may be charged to the author. Any
queries should be answered in full. Please note that authors are
urged to check their proofs carefully before return as the
inclusion of late corrections cannot be guaranteed. The
journal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have your article
corrected and published as quickly and accurately as possi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all of your corrections
are sent to us together in one communication from the first
author. Subsequent corrections will not be possible. Please
ensure your corrected materials are complete.
7. Article Processing Charges
Article Processing Charges must be paid for the manuscript
confirmed to be published. An invoice for these charges will
be sent to the first author after publication.
• Basic fee: ￦200,000 (US$200) per article.
• Additional fees:
- Research articles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200,000 (US$200) per article.
- Over 10 printed pages: ￦30,000 (US$30) per extra
page.
- Color figure: ￦100,000 (US$100) per page.
7.1. Offprints
Offprints and copies of the issue can be ordered using the
order form sent to the first author before the proofreading of
the print vers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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