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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절차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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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박물관 전시품 대부분은 지하에 묻혀있던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발굴되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시민에게 공개된 것이다. 시민들은 박물관 진열장에 가지런히 올려진 문
화재를 보지만 사실 발견-발굴부터 시민에게 공개되는 순간까지 여러 행정기관과 조사기관, 연구자들
의 노고와 노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없음이 아쉽다.
지금까지 국가귀속 조치된 문화재는 2020년 6월 기준 263만여 점이며, 이 중 219만여 점이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보관조치 되었다.1) 이처럼 많은 발굴 또는 발견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 되는 동안 다
양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관련 주체 및 상호관계, 문화재의 획득과 관리,
범위, 방법, 행정적 절차 등은 점차 세분화, 명확화 되었다. 이것은 법률이나 규칙·규정 등으로 명문
화되고 여전히 최선의 방향을 찾아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 세워진 문화재 보호의 기본 원칙
이 “원형유지”2)이며, 이 조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대전제로 문화재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
친다.
국가귀속문화재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조사기관과의 관계는 문화재청의 국가귀속 조치 통보
로 연결되며, 해당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로 종료된다. 이에 국가귀속문화재 행정 처리와 관련된
법률과 규칙·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용어들의 정의, 그리고 국가귀속 과정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자 한다.

1) 보관기관별 국가귀속문화 현황(202. 6. / 단위: 점) /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구 분
국립중앙박물관

보 관

계
소 계

인 수

임시보관
(미인수)

위 탁

비고

2,191,382

1,854,356

1,747,855

106,501

337,026

국립문화재연구소

113,105

113,105

76,761

36,344

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4,872

44,872

44,872

0

0

국립고궁박물관

1,030

1,030

1,030

0

0

286,649

227,770

223,557

4,213

58,879

2,637,038

2,241,133

2,094,075

147,058

395,905

지방자치단체(시ㆍ도)
합

계

2)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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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귀속 관련 법령과 기본 개념
1. 국가귀속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라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시작된다.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 수집, 보관품이 인수(본관품)되고 새로
운 입수품(신수품)이 등록된다.
이후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제정·시행되면서 체계적인 <문화재 행정>
의 단초가 마련되고 현재까지 60회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관련
법률의 제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조치와 관련된 법률과 행정 규칙은 표1과
같다.
<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귀속은 활용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화재 행정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원형 보존 원칙 아
래 본격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공개·활용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 1> 국가귀속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칙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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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09호,
2020. 6. 9.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2호,
2019. 10. 8.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예규 제220호,
2020. 5. 8.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청고시 제2019-74호,
2019. 5. 31.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20-1호,
2020. 1. 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35호,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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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귀속 용어의 정의
귀속(歸屬)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나 권리, 영토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
소유가 됨”이다. 즉 <국가귀속>이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다. 행정적인 의미로는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른 공고를 거쳐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문화재를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가귀속문화재>란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이며, 역사적ㆍ예술
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시행령 제19조)로 문화재보호
법 제62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는 <총괄청>, <관리청>, <보관·관리기관>과 <임시보관기관>으로 구
분되며, 행정 행위로 <위임(보관위임)>, <재위임>, <위탁>이 있으며,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처리 여
부에 따라 <임시보관유물>, <인수유물>, <위탁유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 국가귀속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비고

총괄청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문화재청장

관리청

국가귀속문화재를 관리토록 총괄청(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보관·관리
기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 위탁보관기관)
광역지자체(공립박물관)

임시
보관기관

국가귀속 전·후의 매장문화재를 향후 관리청이나 위임·위탁기관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발굴조사기관

위임
(보관위임)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책임을 맡기거나 총괄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광역지자체)
국립중앙박물관(소속관)

총괄청의 위임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한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

전라남도(공립박물관)

위탁

총괄청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에게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

국립문화재연구소(대학·공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대학·공립박물관)

임시보관
(유물)

국가귀속 조치 후 조사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유물)

보관·관리기관이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유물)

보관·관리기관이 대학·공립박물관 등에 보관을 위탁한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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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귀속문화재의 행정 처리
1. 국가귀속문화재 업무절차
국가귀속문화재의 일반적인 업무절차와 정의는 <발견·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①건설공사 시행자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장문화재조사의
완료를 문화재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제3조)하여야 하며, ②완료 보
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발견·발굴 사실과 출토유물 현황을 90일간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매장문화재 발견·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를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제
4조)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공고 후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 중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
는 국가귀속대상 문화재가 된다. ③조사기관은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발굴문화재
중 귀속대상을 선정하고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시 수록한다(제6조).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④관련 서류와 함께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화
재청장에게 제출(제7조)하여야 한다. 이에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
고, 관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청을 지정하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권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귀속 조치가 진행되면 국가귀속문화재를 기준으로 발굴조사기관은 임시보관기관이 되며,
관리청 또는 보관관리기관과 본격적인 행정업무 관계가 형성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국가귀속 조치된 국가귀속문화재3)는 다시 출토지별로 구분하여 각 소속박물
관에 보관위임4)한다. 보관위임을 받은 소속박물관은 임시보관기관인 발굴조사기관과 시기, 절차 및 방
법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협의하여 인수인계업무를 진행한다.
임시보관기관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수장시설을 갖추어 보관하
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철기, 목기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 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위임을 받
은 소속박물관(관리청 또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
내에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하여야 한다(제9조).
보관위임 된 해당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 후 임시보관기관에 인수증을 송부하고, 국가귀속문화재 보
관증을 지체 없이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면 일련의 국가귀속 업무는 종료
된다.
3) 문화재청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조치 통보>내역: 대상 유적, 귀속수량, 국가귀속일, 임시보관기관 등
4) 보관위임: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다.(국립중앙박
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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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귀속문화재 출토지별 관할지역 구분표(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소속박물관

관할지역

국립경주박물관

경북(울진, 영덕, 포항, 청도, 경주, 영천, 울릉, 봉화, 영양, 청송)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전남(광양,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순천, 보성, 장흥, 강진, 고흥)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전주, 완주,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김제, 부안, 고창)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경북(영주, 예천, 문경, 안동, 상주, 의성, 구미, 김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경산)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예산, 홍성, 태안, 논산, 서천, 보령, 청양, 금산, 계룡

국립공주박물관

대전, 천안, 공주, 당진, 서산, 아산, 세종, 인천, 과천, 광명, 광주(경기),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국립진주박물관

진주, 사천, 통영,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

국립청주박물관

충청북도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울산, 김해, 거제, 밀양, 양산, 창원, 창녕, 함안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

국립춘천박물관

강원, 서울,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목포, 영광, 장성, 함평, 무안, 신안, 영암, 진도, 해남, 완도

국립익산박물관

전북(익산, 군산)

2.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
국가귀속문화재 임시보관기관과 보관위임을 받은 소속박물관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인계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소속박물관은 임시보관기관에 국가귀속
조치사항을 알리고 인수인계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협의한다.
국가귀속문화재의 인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물정리, 포장 및 운송, 이와 관련된 기타 비용 등
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과거 대학박물관 등이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학술조사 출토 국가귀속문화재이거나 임시보관기관의 운영 및 유물관리 여건상 국
가귀속문화재를 방치하여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박물관이 직접인수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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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 절차
절차

비고

① 문화재청: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조치 통보
[문서]

- 출토지별 소속박물관 구분하여 보관위임 문서 시행 준비

②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보관위임[문서]

- 귀속조치 통보[문서] 첨부 소속관별 송부

③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인계협조 요청[문서]

- 인수준비: 국가귀속 조치 여부 재확인, 귀속수량, 수량정정 등
사전조치 필요 여부 확인, 인수용 국가귀속대장 준비
- 일정 및 절차 방법 사전 협의

④ 임시보관기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인계
준비완료 알림[문서]

- 해당 국립박물관에 대상 유적 및 수량, 인계 가능 일정 등 알림
- 인계 대상 국가귀속문화재의 포장

⑤ 보관위임 소속박물관-임시보관기관: 인계·인수
작업

- 임시보관기관: 인계 대상 국가귀속문화재의 운송 및 하역, 해포
- 공통: 국가귀속대장(발굴조사보고서) 기준 유물 상태 및 수량
확인(분실, 훼손여부)
- 보관위임 소속관: 인수유물 국가귀속번호 표기,
상자격납(관리번호, 유적명 표기)
- 가인수증 발급

⑥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훈증(소독) 및 수장고 격납
⑦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인수증 송부 [문서]

- 임시보관기관에 인수증 발송

⑧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보관증 송부[문서]

-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보관증 송부

⑨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보관증
등록 처리

- 문화재청 등록·관리시스템에 보관증 등록

⑩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를
소장품으로 등록

3.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훼손
위와 같은 절차(표 4)를 거쳐 국가귀속조치 된 발굴매장문화재는 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되고, 전
시, 교육, 연구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보고서가 미간 되었거나 부분 발간된 경우, 유물의 보존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인수대상 유물이 전시 중(예정)인 경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인수시기를 늦추거
나 조절할 수 있다. 반면 임시보관 귀속문화재의 분실이나 망실로 인하여 국가귀속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 인수대상 유물이 국가귀속대장의 유물과 다른 경우, 국가귀속 대장의 사진으로 인수대상 유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분실·훼손 처리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정정조치 후 인수·인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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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유물의 인계 준비과정 또는 인수·인계 과정에 분실(망실)이 확인될 경우 소재확인을 위한
2~3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소재 확인이 불가하다 최종 판단되면 분실(망실) 절차를 진행한
다. 위탁보관기관에서 위탁 중인 국가귀속품을 분실(망실)한 경우에는 해당 유적의 위탁 해지와 유물
전량을 인수조치 한다.
<표 5>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망실)·훼손 처리 절차
국가귀속문화재 분실(망실) 처리 절차

① 임시보관기관: 분실(망실) 확인 보고

* 확인 즉시 보고

국가귀속문화재 훼손 처리 절차

① 임시보관기관: 훼손사실 확인 보고

* 확인 즉시 보고

②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분실(망실) 확인 및 처리절차 안내[문서]
해당유물의 국가귀속조치여부 확인, 국가기속된 유물의 분실(망실)
로 확인되면, 확인서(분실 경위, 사진포함),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관할 수사기관) 첨부한 공문 제출 요청

②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훼손사실 확인 및 처리절차 안내[문서]
해당유물의 국가귀속조치여부 확인, 국가귀속된 유물의 훼손으로
확인되면, 확인서(분실경위, 사진포함) 첨부한 공문 제출 요청

③ 임시보관기관: 확인서 제출[문서]
분실신고 접수증 사본, 확인서(분실 경위, 사진포함) 첨부
- 확인서를 근거로 고의 또는 기타 중대과실여부 파악
- 고의성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사의뢰 추가필요
- 고의 또는 기타 중대과실이 없을 경우 아래 절차 진행

③ 임시보관기관: 확인서 제출[문서]
확인서(훼손 경위, 사진포함) 첨부

④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손상유물처리위원회 개최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
- 소속박물관: 관장(위원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

④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손상유물처리위원회 개최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
- 소속박물관: 관장(위원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

⑤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변상금 고지 및 재발장치대책 요청[문서]
- 손상유물처리위원회 평가금액을 임시보관기관에 변상금으로 부과
- 변상금 납부영수증과 분실(망실)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청

⑤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변상금 고지 및 재발장치대책 요청[문서]
- 손상유물처리위원회 평가금액을 임시보관기관에 변상금으로 부과
- 변상금 납부영수증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청

⑥ 임시보관기관: 변상금 납부 영수증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문서]

⑥ 변상금 납부 영수증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문서]

⑦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분실(망실) 처리결과 보고(내부/중박),
국가귀속수량 정정 요청(중박)

⑦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훼손 처리결과 보고(내부/중박)

⑧ 국립중앙박물관: 분실(망실) 처리 결과 보고 및 국가귀속수량
정정 요청[문서](문화재청)

⑧ 국립중앙박물관: 훼손 처리 결과 보고[문서](문화재청)

※ 유개고배의 뚜껑처럼 완전한 개체의 부분 분실일 경우 분실(망
실) 절차 진행

※ 접합부의 편 분실, 균열, 부분 탈락 등일 경우 훼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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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귀속조치의 완료: 소장품 등록 및 위탁 & 활용
국가귀속 조치 통보된 국가귀속문화재는 활용성과 보관·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시보관기관으
로부터 인수하여 등록 처리하거나 대학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에 위탁보관 한다.
인수된 국가귀속문화재의 경우 인수기관(보관위임 소속박물관)은 즉시 인계기관에 인수증[문서]를
송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증을 발송하여 인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
‘등록·관리시스템’에 해당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증을 등록하여 귀속절차를 마무리한다. 보관위임 소
속박물관은 인수한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를 소장품으로 등록5) 후 전시, 교육, 연구, 외부 기관 대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은 문화재청장 및 관리청 또는 위임·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이 아닌 비영리법
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책임을 맡기는 행정 행위로 국·공·사립 대학교의 부속박
물관,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학술기관 및 박물관 또는 전시관이 대상이 된다. 위탁을
요청한 기관이 해당 유적 출토 국가귀속문화재를 전시·활용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는지 여부, 해당 유적
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박물관인지 여부, 혹은 해당 유적지와 관계가 있거나 동일 성격의 유
물을 주목적으로 전시하는 전시관·박물관인지 여부가 중요한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다. 국가귀속문화재
중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며, 귀속조치 절차가 진행된 발굴매장문화재
만 위탁보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탁협약 체결 및 위탁 절차는 표6과 같다.
위탁보관 국가귀속문화재는 국립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및 유물복제 규칙에 준하여 위탁기관의 관
리 책임 아래 전시, 복제, 열람, 사진촬영 등 기관 내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위탁보관품의 보존처리나
외부기관의 대여 요청시에는 해당 국립박물관에 사전 승인을 구해야 한다.
국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 등록된 국가귀속문화재는 법률6)에 정해진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
관, 국외 소재 박물관 등에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기간
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여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대여기관은 대여유물
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 완료된 국가귀속문화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
리된다. 입수 경위, 특징, 이동 사항, 보험 관계, 전시·보존처리 이력, 사진 등을 기록하고 관련 변동사
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정보 등을 추가하여 소장품 정보를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전국 국공
사립박물관 600여개 기관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 보급되었고, 등록된 문화재는 e뮤지엄을 통하
여 모든 국민이 만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뮤지엄에서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
5) 박물관 모든 활동의 시발점으로 해당한다. 문화재의 등록번호 부여, 입수 경위, 재질과 종류 등 특성 기록 등 명세서
작성, 사진 촬영, 격납 정보 입력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등록된 소장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과학관 육성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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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DB를 바탕으로 명칭, 번호, 시대, 재질, 크기 등 소장품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소장품의 사진자료
를 내려 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좀 더 흥미롭고 이용자 중심의 e뮤지엄을 만들
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6>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 절차
절차

비고

①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인계협조 요청[문서]

- 인수준비: 국가귀속 조치 여부 재확인, 귀속수량, 수량정정 등
사전조치 필요 여부 확인, 인수용 국가귀속대장 준비
- 일정 및 절차 방법 사전 협의

② 위탁희망기관: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위탁협약체결 요청[문서]

- 위탁희망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위탁협약이 체결된 경우
보관위임 소속박물관에 위탁보관 요청 문서 직접 발송
- 위탁희망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위탁협약 체결이 안된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협약 체결 요청 문서 발송

③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위탁보관 가능여부 검토

- 현지 활용성, 역사성 및 국립박물관 활용성 등 검토
- 위탁협약 미체결 기관일 경우 위탁 절차 안내

④ 국립중앙박물관:
위탁희망기관 시설 및 인력 점검[방문]

- 위탁협약 미체결 기관의 경우 위탁보관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인력, 시설, 환경 등 실사

⑤ 국립중앙박물관·위탁희망기관: 위탁협약체결[문서]

- 위탁협약 기체결 기관은 추가 위탁요청시 ④번 불필요
-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위탁기간 및 조건, 관리방법,
지도·점검 및 문화재 훼손시 손해바상 등 사항을 정함

⑥ 보관위임 소속박물관·위탁기관:
위탁요청 국가귀속문화재 전수조사 실시

- 국가귀속대장(발굴조사보고서)을 기준으로 상태 및 수량 확인

⑦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위탁보관관리 승인[문서]

- 위탁관리번호 부여 및 위탁관리대장 작성 요청

⑧ 위탁기관: 위탁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증 제출[문서]

- 보관위임 소속박물관은 다시 중박에 보관증 제출

⑨ 국립중앙박물관: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보관증 등록 처리

- 문화재청 등록·관리시스템에 보관증 등록

⑩ 보관위임 소속박물관:
위탁보관 국가귀속문화재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보관 시설 및 관리상태 점검
- 소장품 위탁기관 현황점검부 작성[방문/자체]
- 위탁문화재 보관관리 문제점 발생시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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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화면모습

<그림 2> e뮤지엄 화면 모습

Ⅳ. 맺음말
국가귀속문화재의 행정 처리 절차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귀속의 대
상이 되는 국가귀속문화재의 획득과 처리, 분실과 훼손, 인수와 등록 등 모든 과정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의 행정 처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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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은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귀속 조치 후 귀속문화재의 보존과 보관
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귀속 대장과 실제 유물이 상이하지 않다면 보관관리기관과 임시보관기관 사
이의 업무 처리는 매우 쉽게 진행된다. 하지만 분실과 훼손이 발생할 경우 절차와 인수인계 시간은 지
연되며, 보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의 분실·훼손은 부주
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완형의 유물보다는 작은 편일 경우가 많다. 발굴조사에서
유물정리, 귀속유물의 선별 등 여러 절차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의 귀속 조치 업무의 출발점은 정확하고 철저한 유물의 보관관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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㞠䳘 ㍸⎄ と䤼⤘ 㾕㞵䁄㷼 1YWIYQFSEVH,MRKI⤘ ⟽ご䬄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㓌 Ⓞ㮬㷜 ⒄ ⍁㺌㸩 ᨎᆢᴤ

서화유물 취급

䌭⊕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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䲼㺕㸩 ᴤ⎀ 㞤䬑㲁ኗℨᰈ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서화유물 취급

㞤⒴㵔⒌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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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유물 취급

㞤㵔⻡⎀ ㄉ㞵䳭䵈㓌㺈䳀㺈⩈⊔㷜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䳑㺠㺈㞠 㝅㸔

⫔⽬が〰 䳭䐙ᐿẽ 䴥␐ᐿ

서화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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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㊀⏐⍄䠵 ⌽㺄⏭㳕㊜㵐 㜬⌽㜬⌽㍴䲸 㶄䯴 㥠㸥㝁 㶄䝜䌜 䫜䲄

㐈⍵⌬㝉㥠㍀䁄㰸⌽ ⟄ 䐩⺬㳕 ⟄

서화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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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유물 취급

㢙㼅㓄 㷸⌽㳕䵄 㳕㞸㸐㓈㱐 䋅㎉䯘⤔ ⏐ㄅ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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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유물 취급

⊕㞸䳩 㲁㺕 ⒰⻜㠌㱐 ⭠ ⌃㷄 ⒰⟐䯘㱬 㺕㻰㷘 ㄅ㱐 ⮰ⷼ 㷴ㄅ⒰⊀ ⑸〼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31

2

32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서화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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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서화유물 취급

소장품 열람 및 상태점검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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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㶡ㆽ
㍶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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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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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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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㠢䎭㲂 㓅⮕㲥
㷽㊙䎭㲂 㜭䁅⒱

㺖㊁㥥䒢

소장품 복제
㓅⍡

㌕㶅 㷵✵

㵑 㜭㺅 䱉⊁⪝

㍶㺝 㢙⹊㷁

㵑 㷵✵

㵑 䱉⊁⪝ ㌕㶅

㵑 䎭㲂㷁 㜭㺅

㴕⒉

䲖䝝⊁ ぞ⊁䁁䁁 㯋⩅⻞ ➔⌍ 䨽䍑㞝 ㍵⎁䯝 ⌄㷵 㯉㺅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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䁂ㆽ㷅 け㯅㞝 ㍵⎁䯙⋱✙ 㲸㷅 ⊥ ⯍

䁂ㆽ㷵 㞝⻝ 㺒䎊⪝ 㐁㐅㱑⤕ 㾒㞲䁁 ⦅⥥

䅚 䨵⋱✙ 㸢㯅 ⥺〈㞝⩅ 㯉 ⪝⥥

㞭㶡 㲭㷵 㠑㝂⪙䁁 㯋⩅⻞ 㺒⋱✙ ⏭⒱䁁 け⍡

⑹〽㷅 䑩⒊䯡 ⯍⤕ ヵ㸦⊒㷅 ⛽⋱✙ 㠑㷅 ⓩ⛘㷵 㮼㰵㯽 䯝⥥

섬유유물 취급 유의사항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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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섬유유물 취급

섬유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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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섬유유물 취급

㞰㶤 ⎄䊴㴭 䲈㉼⍁

섬유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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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섬유유물 취급

⟈ 㵘㐄䞴 ⊠㵘⊈ ㍸㻸䌜〰

⟈ ⍁㾀 ⒌⺽䎡 ㊠⏸䬌

ご 䝈 㜰⸐ 䠤⒴ ㍼⎄⏱㍸ 㺠䲼

토제유물 취급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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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㝂㶡ㆽ 䊩 㼆㷵 䩭㸦

⦁㝂㶡ㆽ

㜭㺅 㺑⌁

도자기 유물 포장

⦁㝂㶡ㆽ 䊩 㼆㷵 䩭㸦

㜭䁅 䎭㲂 ㊐ 㝂䝝 ⒱⻞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45

2

46

⦁㝂㶡ㆽ 䊩 㼆㷵 䩭㸦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㝂㶡ㆽ 䊩 㼆㷵 䩭㸦

도자기 유물 포장

䊩 㠝䩭 䩭㸦

䊩 㲥⩚✙ㆵ㝂㸑 䩭㸦

䊩 㼆㷵 䩭㸦

䊩 㠝䩭 䩭㸦

도자기 유물 포장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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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도자기 유물 포장

도자기 유물 포장

)XLEJSEQ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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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유물 포장 유의사항

䌝㶽⻝ ⥧㯅㞝 䮽䯵㯽 䯡 㐁㶅⤕ 䮽䯵㯽 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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ㄪ⊁⏭ ⥥ ⯍⤕ ヵ㸦⊒㷅 ⛽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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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ㄪ㺝⤕ ⊒㸒㤥 㲩⩅㍁䳕㱑⩅ 㲂䰦㷅 ㊜㷍㶽⻝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ㄪ㺝㶡ㆽ 㴵㊙

ㄪ㺝㶡ㆽ 㴵㊙

목제유물 포장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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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목제유물 취급

ソ䁁⻝㐁䞱 ㍵䲹 䯵㯽 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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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㷅 ⛉㶽⻝ ㆷ㷅 ⯍⩅ 䦩⭝ ⦁㰵㯽 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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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⒉㠎㶡ㆽ㷅 䑩⒊䯡 ⯍⤕ ヵ㸦⊒㷅 ⛽⋱✙ 㠑㷅 ⓩ⛘㷵 㮼㰵㯽 䯝⥥

석제유물 유물 포장 유의사항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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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석제유물 포장

㥥〭䓵⌕ ⭲ 㻱㤶㺝 䯩╙ ➤㰵 ㍵⎁䯝⥥

⒉㠎㶡ㆽ㷁 㤶⒱㱑 䑩㯾䯩㶽⻝ ㍵⎁䯡 ⯍

䯝䁁✙ 㾒㞲䁁⻝ 㥽 ⥥㷍 㠝 㶅㱑 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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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유물 취급 유의사항

Poly Ethylene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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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유물의 국외전시

국외전시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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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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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⒈㠍㶠ㆼ 䩬㸥 䯴䩬㳀 㺄㥜

진홍섭 경주분관장과 김원용 연구과장

Honolulu Academy of Arts의 한국고대문화전 준비 1959년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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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㢘␁ 㥜⒰ a⟄ 䏜䎈 ⏭㳸㺄㥜 䯜⏭⍠⦀ㆸ䳔㺄 ⟄ 㵔

1957년‘미국에서 전시할 國寶展’을 관람하는 이승만 대통령 내외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䯜⏭⍠⦀ㆸ䳔㺄 ⟄ ピ䤸⻜䩴〬䝄 

금관은 빨간 색 배경판을 설치하고, 작은 선풍기로 영락을 흔들리게 함

국보 78호와 83호 금동반가상 독립 공간에 함께 전시 및 조명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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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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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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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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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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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금속유물 취급

금속유물 포장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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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보신각 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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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 종 이전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71

2

72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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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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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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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 䲼ㆸ⌐ OK

⒌⩝㉼⿹㍸㜸㊜⊄㜰㶤㝅"

금속유물 포장과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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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금속유물의 포장과 이동

포장유물의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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㺅㴪 㝂㸑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포장유물의 이동

포장유물의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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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포장유물의 이동

포장유물의 이동

유물포장 및 해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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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3
재질별 응급유물수습과
응급조치
이용희 | 前 국립중앙박물관

Ⅰ. 머리말
Ⅱ. 손상요인
Ⅲ. 재질상태 조사 및 기록
Ⅳ. 응급처치
Ⅴ. 안전한 수습 방법
Ⅵ. 세척(洗滌 : Cleaning)
Ⅶ. 발굴 수습된 유물의 보관
Ⅷ. 발굴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지(resins)
Ⅸ. 맺음말

재질별 응급유물수습과 응급조치

3

Ⅰ. 머리말
대다수의 문화재는 그 재질 특성이나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 물질의 열화 또
는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손상을 입게 된다. 고대유적에서 출토되는 발굴 매장문화재의
경우 목재, 초본류, 직물 등으로 만들어진 유기질 유물은 물론 철기와 동합금제, 은제 등 금속유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극단적으로 약화되거나 파편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때문에 출토유물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습과정과 발굴 이후 보관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재질변화와 손상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발굴된 유물 중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인 보살핌이 필요하
겠지만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도자기와 석기, 금제유물, 풍화되지 않
은 유리공예품, 경도가 높은 보석류 등은 특별한 개입 없이도 잘 보존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재질적
으로 열화 부패되기 쉬운 유기질 유물은 수습과정에서 손상을 입기 쉽고, 또 내부적으로 부식인자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고대 금속유물은 출토된 이후에 재질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
럼 취약한 출토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발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와 수습, 포장 및 보관 등
일련의 과정은 유적의 매장 환경조건과 대상 유물의 재질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사전 검토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Ⅱ. 손상요인

출토유물의 보존에서는 그 손상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발굴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보관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가 된다. 일반적으로 고대 유적에 매장된 유물의 손상은 구성 물
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변질과 열화로부터 시작되며 고유 물성의 약화, 수축·변형, 균열, 파손과
결실(缺失) 등 현상 변화로 나타난다. 유물에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온․습도 변화, 토양속의 수분과
염화물 등 부식인자, 해충과 미생물, 유물에 가해지는 토압과 같이 매장환경 주변의 환경인자(因子)들
이 대부분이지만 수습과 보관과정의 기술적인 문제, 유물 자체의 재질 구조적 취약성도 상대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1. 물리적 손상
물리적 손상은 주변 환경조건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크기 또는 체적, 형태의 변화, 이것에 대응하
는 내부 응력에 의해 발생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손상은 표면의 들뜸과 박락(剝落), 뒤틀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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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균열, 파손 등으로 온·습도 조건, 외력(外力)과 변형력(變形力), 수용성염(水溶性鹽) 같은 인자들이
물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유물이 놓여 있는 주변 환경의 급격한 온·습도 변화 또는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태는 구성 물질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일으킨다.
대다수 출토유물은 겉보기에 온전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주 취약한 상태여서 작은 압력이나 충
격에도 손상을 입는다. 토·도기는 다른 것에 비해 환경변화에 덜 민감한 편이지만 바다에서 건저올린
토·도기는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건조가 되면 태토(胎土)에 침투된 염분의 결정화로 인해 금이
가거나 표면이 피각(皮角)처럼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화학적 열화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그것이 무기물 또는 유기물이던 간에 화학적 산화·환원, 가수분해(加
水分解), 광화학적(光化學的) 반응에 의해 열화가 진행된다. 화학적 열화는 부식, 약화, 용해(溶解), 탈·
변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인자는 수분, 산소, 염분, 황화물, 산과 알칼리성 물질, 빛 등이
다. 고대유적에서 발견된 금속 유물은 발굴 이후에도 금속 내부에 잔류한 염화물과 수분에 의해 부식
이 계속 진행되며 다습한 보관환경은 금속의 부식을 더욱 촉진시킨다. 또 동합금제 유물이나 은(銀)공
예품은 손에 있는 염분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림 1> 청주 사뇌사지 출토 삼족솥의 부식
손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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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주 사뇌사지 출토 동제대접 내부
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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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우총 출토 청동제 합

3

<그림 4> 대전 월평동 출토 대형 목곽의 방부처리

3. 생물피해
목재, 종이, 섬유/직물 등 유기질 유물은 해충, 곰팡이나 부후균(腐朽菌)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고,
주변의 온·습도 조건은 해충이나 미생물의 생장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 묻혀있는 목재유물은
매장 초기 부후균의 침해를 받게 되고 이후 박테리아에 의한 세포조직의 미시적 분해가 일어난다. 따
라서 발굴된 목재유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습한 보관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되거나 목재조직의
생화학적 열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들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재의 경우 물에 침적시켜 보관하는
동안 목재 내부로부터 부패 오염물이 용출되면서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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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질상태 조사 및 기록
1. 미시적(微視的) 조사
발굴현장에서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육안관찰에 더하여 확대경이나 현미
경을 이용한 미시적 조사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많은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얻게 해준다. 한 예로 5∼
40배 배율의 확대경이나 실체현미경은 직물의 섬유처럼 육안으로는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물질의
작은 조각과 금·은세공품의 표면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이런 도구들은 금속유물의
세척-조사, 동제거울이나 금·은 상감(象嵌)이 있는 철제 유물 표면의 녹과 오염물을 제거할 때 자칫 미
숙한 손질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림 5> 공주 수촌리 출토 봉상칠기

<그림 6> 수촌리 봉상칠기 표면의 현미경 확대
사진

2. 적외선[赤外線: Infrared Ray]조사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보다 파장이 긴 비가시광선(非可視光線)으로 0.75~1,000㎛의 파장 범위를
갖고 있다. 보통 파장 0.75∼3㎛의 적외선을 근적외선(NIR), 3∼25㎛의 것을 적외선(MIR), 25㎛ 이상
의 것을 원적외선[LIR] 이라고 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
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열선(熱線)이라고도 한다. 또 가시광선과 다른 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검
은색은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적외선조사는 이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래 많아 사
용되는 DSLR카메라와 적외선 필터, 조명을 적절히 조합하면 채색된 그림의 바탕 도안선이나 흐려진
먹 글씨를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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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김해 봉황동 출토 묵서목간

3

<그림 8> 봉황동 묵서목간의
적외선 사진

3. 분석을 위한 시료
목재, 옻칠, 가죽 등의 유기물과 뼈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C¹⁴]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응급처치나 항구적인 보존처리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
다. 분석용 시료는 그 대상과 채취 위치가 명확해야 하고, 석유화학제품[예: 비닐 시료봉투]에 의한 오
염과 보관기간동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호일로 포장한 뒤 내동보관 해야 한다. 또한 물에
잠긴 유기질 유물들이 잔존한 유적이라면 다른 유형의 환경적 증거[꽃가루, 종자 등]도 보존 될 것이
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고환경 전문가와 함께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상태기록
유물의 상태기록은 최초 발견시점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수준과 유형은 유물의 종류와 수량, 수습과
보관과정에서 취해진 응급처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기록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설명, 사진, 스케
치 및 도면의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 더하여 레이저3D스캐닝과 같은 고급 이미징 처리기술이 추가 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 생성된 유물상태에 대한 기록은 추후 보존처리자 등 다른 전문가, 그리고 유물
의 장기적 보관을 담당할 큐레이터에게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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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응급처치
고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다수의 유물은 그 자체의 중량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불안
정안 상태로 발견된다. 또 발굴의 영향은 이들 유물이 처한 환경을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변화시키며
이는 열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출토유물은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함
께 그 이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습과정에서 손상을 입거나 발굴당시의 상태를 그대
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응급처치는 유물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항구적인 보존처리가 이루지
기 전까지 출토유물의 재질변화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응급처치는 어
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서 뒤이어지는 본격적인 보존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1. 금속유물
고대 유적에 매장된 금속유물은 오랜 기간 동안 토양 내부의 수분과 염화이온[Cl-], 황화물[S2-] 등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면서 재질이 약화되고, 종종은 파편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고대 금속유물 특히
청동기나 은제품 중 일부는 고유 물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발굴에 사용되는 도구[트롤, 대나무칼]에
의해서도 상처를 입거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금속유물은 Xylene이나 Ethyl
Acetate에 녹인 5∼7% Paraloid-B72 or B44[acrylic resins] 용액을 표면에 분부하거나 도포하는
방법으로 재질보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가역성이 우수한 2% HPC(hydoxy proply
cellulose/Ethanol) 용액을 접착제로 하여 합성섬유망[예: 폴리프로필렌(poly-proplylene)]을 금속유
물 표면에 피복하여 보강하고, 수습 후 다시 녹여내 분리하는 방법도 있다.

2. 토기, 토제품
재질이 무른 연질 토기와 소성되지 않은 토제유물은 수습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Acrylic Emulsion 또는 Poly-Vinyl Acetate Emulsion 수용액을 도포[또는 분무]하여 재질을 보강
하면 유물의 수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에 채색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가역성이
보장되지 않는 합성수지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런 경우 가역성이 우수한 천연의 후노리[布海苔]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2∼3% 알긴산나트륨[or 한천] 점성용액으로 레이온지를 유물 표면에 피복하여 채
색면을 보호해 주면 수습과정에서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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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주 삼양동 유적 출토 옹관

3

<그림 10> 대전 월평동 대형 목곽고의 발굴과정

3. 수침목재
저습지에서 출토된 목재유물은 오랜 매장기간 동안 목재의 주요 구성 물질이 분해 유실되고 물이
포화된 수침목재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들 수침목재유물은 물렁물렁하고 부서지기 쉬운 울 뿐 아니라
건조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수축 변형되어 버리기 때문에 출토 즉시 마르지 않도록 보습조치를 해야
한다. 수침목재유물은 대부분의 경우 물속에 침적시켜 보관하면 되지만 대형 목재 구조물은 해체작업
과 수습 이후 보관시설의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
면 노출된 유물표면을 물에 적신 부직포와 비닐시트로 덮어주고 주기적으로 물을 분무하여 건조가 진
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짚신, 멍석 등 초본류로 만들어진 것과 죽제품은 노출
후 건조 변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능하다면 저분
자량의 Poly-Ethylene Glycol[#200,#400]과 같이 흡습성이 있는 약제를 도포하여 건조를 억제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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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한 수습 방법

※ 취약유물의 안전수습을 위한 일반지침
유물을 들어올리기 전에 수습 및 포장에 필요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유물을 들어올리기 전에 유물 주변과 아래쪽을 먼저 파낸다[주변부 발굴].
파편이나 조각난 물체는 주변의 흙과 함께 단단한 지지판[or 지지대]를 이용해 들어
올려야 한다.
트롤 등 금속 공구에 의해 쉽게 손상되거나 긁힐 수 있는 유물은 나무나 플라스틱
공구를 사용한다.
유물의 형상 확인을 위해 표면에 고착된 흙을 무리하게 문질러 제거하면 안 된다.
유물을 들어올리기 전에 속이 비어 있는 물체 내부를 파내면 안 된다[유물에 들러붙어
있고, 지지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음]
축축하거나 물에 젖어있는 유물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금속유물, 토기류, 동물의
뼈 등을 수습 할 때는 살짝 말리는 것이 수습하기에 유리하다.
대형 유물의 경우 발굴 중 노출된 부위를 부직포와 비닐시트, 흙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1. 중·소형 유물
1.1. 수침상태의 유기물
짚신이나 망태기, 대나무 바구니, 가죽 같은 유기질
유물은 부패로 인해 재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흙에 완전
히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질 구조적 취약성 때문
에 약간의 물리적 압력에도 절단, 풀림, 해체 분리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유물은 유물만 따로 분리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토양과 함께 일괄로 수습해야
한다. 의료 부목용으로 쓰이는 열가소성 합성수지망[예:
X-liteⓇ]은 물에 젖은 유기물의 일괄 수습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 X-liteⓇ로 유물과 그 주변의
흙을 한 덩어리로 감싼 뒤 유물의 저부(底部) 보다 좀 더
아래쪽에 얇은 금속제 지지판을 삽입하여 토양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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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들어 올리게 된다. 수습된 유물은 바닥의 흙을 적당히 제거하고 유물과 토양 전체를 열가소
성 합성수지 망으로 감싸주면 물에 침적시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1> 수침상태의 유기물 수습에 필요한 재료[중소형 유물]
재료
적용분야
기본 재료

임시 사용

유물포장

-

비닐랩: polyethylene(PE) film
거즈
그물망[polyethylene]
폴리우레탄붕대
부직포[보습성]
나일론 끈[nylon]

-

유물수습/흙덩이 포함

-

석고붕대
흙 또는 모래[층이 구분되는]
폴리우레탄붕대
X-Lite®[열가소성수지 망]

- 발포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foam]
- 기타 발포성 완충제

봉투, 보관용기
지지체

-

지퍼백[zipper bag]
비닐봉투
폴리에틸렌상자[PE BOX]
PP(polypropylene )골판지

- 내수성 합판
- 금속판
- 플라스틱판[PCB]

완충과 보습

- 폴리에틸렌폼[예: 토이론]
- 부직포[보습성]

직물
비닐 끈
에어포켓비닐
의료용 천 테이프

- 직물
-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톱밥,
쌀겨, 흙과 모래 등

1.2. 금속, 토기, 토제유물
크기가 작은 금속, 토기 등을 주변토양과 함께 수습할 때는 석고붕대나 이보다 좀 더 강성이 있는
의료용 폴리우레탄붕대[Cast Tape]로 주변을 감싸 한 덩어리로 만든 뒤 간단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
다만 일괄 수습할 유물과 주변토양의 규모가 좀 더 큰 경우라면 손상방지를 위해 발포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완충포장이 필요하다. 취약한 금속유물을 안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임시 강화처리가 필요한 경
우라면 추후 항구적인 보존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크릴계합성수지[예: Paraloid B72,44],
PVAc[폴리비닐아세테이트], Cellulose계 합성수지[예: HPC] 같은 가역성이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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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파주 운정지구출토 동제그릇 수습과정

<그림 13>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과정
[석고붕대 감기]

<그림 14>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과정
[토양 분리]

<그림 15>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완료

<그림 16> 발포우레탄으로 포장 수습한
화살촉과 화살대[춘천 천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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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화살촉과 화살대 보존처리 완료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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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몽골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출토 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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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출토 칠기
석고붕대 포장 해포 후

1.3. 약화된 직물
유적의 토양 속에 묻혀 있던 직물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수습할 수 없다. 이 경우 직
물 아래쪽에 플라스틱판[or 금속판]을 밀어 넣고 흙과 함께 들어 올려야 한다. 조선시대 회각묘에서
간혹 발견되는 복식류는 물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고 보기와 달리 취급과정에서 쉽게 찢어질 수 있다.
이들 복식류를 통째로 들어 올리거나 겹겹이 겹쳐진 직물을 분리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이 직접 가
해지지 않도록 합성섬유망이나 비닐필름 등의 보조물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석탑과 같이 상대적으로
건조하거나 축축한 환경에 놓여있던 직물은 재질이 극단적으로 열화 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이다. 때
문에 유물수습 시 얇고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필름을 유물 아래쪽에 밀어 넣은 뒤 들어 올려야 한다.
이런 종류의 직물은 조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대나무 칼이나 핀셋 등의 도구로 펼쳐 볼 수 있지만 이미
섬유의 열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가능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림 20> 취약한 직물의 올바른 수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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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뼈
인골을 포함한 동물의 뼈는 추후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수습과정에서 부스러질 우려가 높은 가공품[골각기]은 노출 상태에서 조금 건조시킨 뒤 25% 이하
의 수용성 합성수지[예: 카파롤바인더, Acrysol WS-24 등] 또는 5-7% Paraloid B72/Acetone or
Xylene 용액으로 강화처리 한 뒤 수습하면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약품사용 이전에 뼈
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21> 몽촌토성 출토 골제소찰갑
<표 2> 토양 조건에 따른 뼈의 취급방법
토양 조건

뼈의 상태

취급방법

강화처리

건조한 모래, 점토 또는
표토

건조함,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움

강화처리 및 석고붕대로
일체화

B-72 5%/acetone
or Xylene

건조한 모래, 점토 또는
표토

건조하고 안정함

수습 후 건식세척

필요한 경우 B-72
5%/acetone
or Xylene

모든 종류의 습한 토양

축축함,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움

서서히 건조 후 가능하다면
강화처리 및 석고붕대로
일체화한 뒤 수습

Acrysol WS-24 25% 또는
이와 동일한 수용성 합성수지
[예: 카파롤바인더]로
강화처리

수분으로 포화됨, 연약
하고 부서지기 쉬움

석고붕대로 일체화 하여 수습,
젖은 상태를 유지

저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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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유물, 유구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된 통나무 목관과 같은 대형 목재유물, 제철로, 조선시대의 회곽묘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대상물은 유구 주변에 고랑을 파서 목재 틀을 끼워 넣고 그 빈 공간에 발포 폴리우레탄폼
(poly-urethane foam) 채워 완충포장한 뒤 유구 바닥면에 금속프레임과 철판으로 만든 지지 판을
끼워 넣어 유적으로부터 분리 수습방식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대형유물이나 유구를 수습할 경우 굴착
으로 드러난 토양의 측면[유물이 포함된 수직경사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유리섬유와 에폭시수지를 이용한 F.R.P 보강작업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2> 경기도 수원 조선시대 회곽묘 이전
과정[기전문화재연구원]

<그림 23> 조선시대 회과묘 이전을 위한 보호틀
제작[기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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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세척(洗滌 : Cleaning)
세척은 감추어진 흔적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발굴유물이나 여타(餘他) 문화재의 열화와 손상을 억제하
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량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발굴 금속유물과 토·도기는 세척을 통해 열화의 원
인이 되는 염분과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급격한 열화의 진행을 늦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이와 같은 세척 행위가 출토유물에 남아 있는 중요한 증거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상물은 세척 이전에 충분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척 행위는
도구와 약품의 선택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 분야로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세척
은 어렵게 남아 있는 흔적을 지우거나 유물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가 된다.
오염물과 이물질(금속의 녹 etc.)을 세척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건식·습식 세척, 물리·화학적 세척,
기계적 세척이 있고, 그 선택은 대상 유물의 재질상태에 따른다. 세척의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세척방
법이 효과적인가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세척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 불충분
해 보일지라도 더 이상의 세척이 대상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작업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 세척의 일반지침
 표면에 단단히 고착된 부식물 또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들은
유물을 지탱하고 있거나 유용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동전과 같이 재질이 무른 유물은 표면을 강하게 문지르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문양이나 취약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음].
 도자기와 토기는 따뜻한 증류수와 부드러운 브러시로 세척할 수 있지만 세제를 사용하거나
표면을 너무 강하게 문질러서는 안 된다.
 표면에 피각현상이 보이거나 무지갯빛 을 띠는 등 풍화현상이 보이는 유리는 단단한
물체를 표면에 접촉시키거나 물 세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종류의 그릇은 안쪽에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잔존물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닦아 내지 않아야 한다.
 뼈는 수습 후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시로 세척할 수 있지만 재질이 취약할 경우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뿔이나 상아는 손상을 입기 쉽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수침목재는 부분적으로 세척이 가능하다. 다만 축축하고 푸석푸석한
상태의 건조 목재는 큰 덩어리의 오염물을 붓으로 털어내는 것 외에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물에 젖은 가죽은 금속제 그물망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세척병과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일부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세척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열화가 많이 진행된 직물은 세척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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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유물
발굴 출토된 금속유물은 너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질이 무
른 금·은 세공품은 오염물과 녹을 제거하
기 위해 표면을 문지르고 긁어내는 과정
에서 정교한 세부가 손상될 수 있다. 금속
유물에 부착된 토양과 오염물의 제거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스나 치과
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흙을 떼어 내는 것
으로 물이나 약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

<그림 24> 철제 단갑의 표면오염물 세척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에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
나 작업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되고 자칫 유물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약화된 유물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금속유물 표면에 흙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물을 증류수에 담아 흙이 물러진 후
치과용 소도구와 유리섬유솔(또는 치솔)등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 후 바로 건조기 내에서 완전 건조(105℃에서 24시간 이상)시키거나
순수한 90% 이상의 Ethanol에 침적하여 탈수처리 한 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금속
표면에 목질, 칠, 섬유 등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칫솔과 같은 거친 세척 도구를 사용하는 습식세척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한 세척은 흙뿐만 아니라 금속표면의 수용성 부식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재질이 극단적으로 약화된 동합금제 유물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2. 토·도기, 유리제 유물
토기, 도자기는 특성상 비교적 다루기 쉬운 편이지만 무리한 세척은 채색안료, 옻칠, 문양, 묵서 등
을 훼손시킬 수 있다. 저온 소성(燒成)된 연질토기, 소성되지 않은 소조품(塑造品)은 재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표면에 흡착된 흙과 오염물을 무르게 만든 뒤 큰 덩어리는 대칼로 조금씩 떼어내고 나머지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토기나 도자기의 내부에
는 그 유물의 용도나 매장 풍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예 : 지방성분, 곡물 등]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과학적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제 유물은 세척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홈이나 구멍에 끼어 있는 흙을 파내기 위해 금속바늘과
같이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표면박리 현상을 보이는 유리제 유물은 초음파
세척 시 손상을 입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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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광주 신창동 출토 도태칠기[국립광주박물관]

3. 목재유물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재류는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솔 이외에는 어떤 도구도 손상을 입힐 수 있
다. 부적절한 세척은 목재유물에 남아 있는 먹 글씨나 채색의 흔적 ,양각 또는 음각의 표식과 같이 가
치 있는 증거들을 훼손시킨다. 이들 수침목재 유물은 재질이 매우 무른 상태여서 흙이나 오염물 제거
를 위한 세척작업 시 높은 압력의 물 분사나 강한 솔질을 피해야 한다. 출토된 수침목재는 일정기간
물에 침적하여 흙과 오염물을 무르게 만든 뒤 가벼운 솔질로 털어 내거나 압력과 분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제거하는 방법이 적합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곳에서 발굴된 칠기
와 채색목기의 대부분은 바탕 목재가 심하게 부패되어 재질이 푸석푸석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여
서 습식세척은 유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목재유물은 큰 덩어리의 오염물을 부
드러운 솔로 털어낸 뒤 50% Ethanol 수용액에 적신 면봉으로 오염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정도만
이 허용된다.

<그림 26> 경산 임당유적출토 목제갑옷틀[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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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물, 가죽
물에 젖은 상태로 발견된 출토복식은 취급 과정에서 역한 냄새가 동반되지만 세제나 세척 약품의
사용은 염직물의 색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변색시킨다. 섬유가 약화된 직물은 가능한 적게 손을 대야하
며 봉합선이나 바늘땀이 남아 있는 것들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직물이라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재질의 금속망과 합성섬유망 사이에 끼워 고정시킨 상태에서 물로 세
척해야 한다. 그러나 천을 구성하는 섬유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면 흡습지를 천 표면에 밀착시켜 오
염물을 흡수 제거하는 방법이 보다 더 안전하다. 덩어리로 뭉쳐진 작은 천조각의 경우 섬유의 유연성
이 남아있다면 수조에 경사지게 걸쳐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대칼이나 얇은 나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펼쳐야 한다. 이렇게 잘 정리된 천 조각 주변에 세척병 혹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 흙과 오
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천을 올려놓은 유리판을 물에 침적시킨 상태에서 천을 펼치
고 세척을 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수조는 깊이가 얕아야 하고 유리판 대신에 플라스틱판을 이용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천을 물에 침적한 상태로 정리 또는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에 가하여지는
스트레스(stress)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유리판이나 플라스틱판과 같은 지지물로 부터 천을 분리
할 때는 천조각과 지지물 사이에 별도로 망사천이나 poly-ethylene 재질의 필름을 끼워 넣고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가죽은 금속제 그물망위에 올려놓고 조금씩 펼쳐 가면서 세척병이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방법으
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세척약품을 사용할 수 없고, 가죽이 너무 무르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림 27> 출토된 가죽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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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의 뼈와 뿔
인골을 포함한 동물의 뼈와 이빨, 뿔 등은 화학적 세척은 거의 필요치 않고 오히려 약제를 이용한
부적절한 세척은 뿔의 무기 구성물을 유실시키고 섬유질화 된 각질을 약하게 한다. 분해된 동물의 뼈
나 골각기의 경우 마른솔로 표면의 흙을 털어내고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솔이나 Ethanol에 적신 면봉
으로 표면을 닦아내는 정도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림 28> 신안해저 인양 도기의 오염물 세척 및 탈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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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발굴 수습된 유물의 보관

※ 수습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일반지침
 발굴 수습된 유물은 재질상태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가장 적합한 환경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유물은 알 맞는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접 열과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유물 포장 시 파손 또는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재가 적당히 채워져 있는지 확인 한다.
 유물에 부속된 부분이나 돌출부를 이용하여 유물을 잡거나 들어 올리지 않아야 한다.
단단한 지지대를 이용해 일괄 수습한 유물은 지지대와 함께 포장해야 한다.
복합재질의 유물은 가장 취약하고 환경에 민감한 재질을 기준으로 포장, 보관해야 한다.
금속제 유물을 제외하고는 물에 젖어 있거나 축축한 유물은 건조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말라버린 유기질 유물은 다시 물로 적시려 하지 말아야 한다.
 크기가 작은 유물의 보관에는 밀폐도가 좋은 폴리에틸렌(PE) 상자, 폴리에틸렌 지퍼백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제질의 골판지 상자가 유용하다.
 발포폴리에틸렌[예: 토이론]과 에어포켓 비닐은 물에 젖거나 축축한, 건조된 유물의 포장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유물의 상태, 특히 특수한 환경 조건이 요구되는 금속공예품, 물에 젖거나 축축한 유물은
정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1. 수침목재
크기가 작은 수침목재유물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지퍼백(zipper bag)에 넣고 완충포로 감싼 뒤 플라
스틱 밀폐용기에 여러 개를 함께 담아 밀봉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포개어 쌓거나 너무 비좁게 채워
넣으면 유물에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각각의 유물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라벨은 비닐
끈으로 유물에 가볍게 묶어 달아 놓거나 보관용 비닐봉투에 표기해야 한다. 수침목재유물을 물속에 침
적한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해야할 경우에는 미생물의 증식과 유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처리
가 필요하다. 수침목재유물의 방부처리에는 인체독성이 적은 붕산(boric acid)과 붕사(borax) 7:3혼
합물, 염화벤잘코늄(Benzalkoniumchloride), isothiazolinone계 방부제 혹은 보존약품을 보관용액
에 첨가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밖에 4~5℃ 저온으로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온성 균은 낮
은 온도에서도 생장하기 때문에 약제처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경우든 안전한 보관을 위
해서는 완전 밀봉상태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습지 유적과는 다르지만 습한
환경에 매장되어 있던 칠기와 채색목기는 수습 후 급격한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곧 바로 밀폐용기
에 담아 밀봉처리 하고 보관용기 내의 상대습도를 RH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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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소형 수침유기물의 포장보관
[에어포켓비닐, 지퍼백]

<그림 31> 광주 신창동 출토 목재유물 수침 보관

<그림 30> 축축한 상태의 소형유기물 포장 보관
[PE 밀폐상자]

<그림 32> 신창동 목재유물의 보관창고 내
정돈상태

2. 초제, 죽제편물
주변토양과 함께 일괄 수습된 초제, 죽제 편물을 물에 침적하면 유물이 분리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 침적시켜 보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유물은 비닐로 전체를 꼼꼼히 밀봉처리 하고 주기적으로 표
면에 물을 뿌려 유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공기와 접촉되면 곰팡
이와 같은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염화벤잘코늄(Benzalkonium chloride) 등의 수용
성 약제를 분무하여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 금속유물
금속유물은 출토 이후 대기 중에 노출되면 되면 부식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철제유물은 가능한 상대습도 15%[RH 0∼40% 범위]이하의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해야 하고, 동
과 동합금제 등의 비철금속류는 상대습도 40%[RH 15∼55% 범위] 이하의 조건에서 보관해야 보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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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금속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일부 동이나 동합금제 유물은 너무 급격히 건조
시키면 미세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는 금속유물을 알콜류[Ethanol, Isoproply
alcohol]로 탈수처리한 뒤 가스투과성이 없는 다층구조의 합성수지필름으로 만든 봉투 속에 흡습제
[예: 실리카겔], 탈산소제와 함께 넣고 밀봉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3> 에스컬필름과 탈산소재를 이용한 금속유물
포장보관

<그림 34> 송형 금속유물의 포장보관
[실라카겔, 습도표시자, PE 밀폐상자]

<그림 35> 금속유물 보관용 밀폐장

107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1기)

4. 토·도기, 토제품, 유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나 토기의 경우 태토 내부의 미세공극에 침투된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하면 염이 결정화 되면서 도자기나 토기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파손시킨다. 때문에 장
시간 동안 온수(60～70℃)에 침적하여 내부의 염분을 용출 제거시켜는 것이 보존상 유익하다. 또 습기
가 많고 축축한 곳에서 출토된 토제유물과 채색이나 칠이 남아있는 연질 토기류는 건조가 진행되면서
채색층 또는 칠층의 박리와 균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처리 이전까지 밀봉된 상태로 선
선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유리구슬이나 유리잔, 유리병 같은 유물은 항상 완충 받침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
고, 중성종이나 발포 폴리에틸렌(poly-ethylene foam)은 유리제 유물의 완충 포장에 유용하게 이용
될 수 있다. 습기는 열화된 유리를 변화시키고, 열이나 극도로 건조한 환경 또한 균열과 표면 박리현
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보통의 유리는 환경에 민감하지 않지만 열화된 유리는 가능한 일정한 습도 조
건[RH 45~55%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박리 현상이 보이는 유리 표면에 가급적 손을 데지 않아
야 한다.

<그림 36> 익산 미륵사지석탑출토 유리 구슬의
정리 보관상태[국립중앙박물관]

5. 직물
물에 젖은 직물은 보존처리 이전 까지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전조치 없이 그대로
말리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뻣뻣하게 변하여 원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출토복식은 매장환경
에서 유래된 유기물질로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공기와 접촉되면 부패가 급속히 진행된다. 하지만 염
료에 영향을 미치는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밀봉한 뒤 4℃
이하의 암소(暗所)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혹은 냉동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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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물에 젖은 복식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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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건조되어 주름이 생긴 복식유물

6. 동물의 뼈, 곤충의 유체
토양에 매장되어 있던 동물의 뼈나 그 가공품은 출토 이후 급격히 건조가 진행되면 균열과 표면박
락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축축한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밀봉용기나 비닐봉투에
넣은 상태에서 4℃ 이하의 냉장고에 내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옥충 날개껍질과 같은 곤충의 유
체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곧바로 산화되어 변색이 일어나고 수축 변형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습 후 공
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산화와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광열화의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밀봉한 뒤 냉암소에 보관해야 한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옥충 장식 말안장가리개와 등자는 발굴
출토된 후 글리세린용액에 침적된 상태로 지금까지 보관되어 왔다. 현재는 글리세린용액에서 꺼낸 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유물의 원형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응급처치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9> 서울대 박물관 소장 갑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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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황남대총 출토 옥충장식금동안교의 글리셀린
침적 보관상태[국립경주박물관]

<그림 41> 글리세린에 침적한 옥충껍질

Ⅷ. 발굴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지(resins)
수지는 (1)강화, (2)접착, (3)피복 (4) 충전의 용도로 이용된다. 이것들은 특성상 유물과 직접 접촉하
거나 일체화되어 장기간 잔류하게 되므로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때문에 발굴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지는 실제 적용에 앞서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체의 물성, 유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검토되
어야 한다. 수지의 선택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경화 과정에서 대상물에 위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ㅇ 필요 시 언제라도 대상물에 아무런 해가 없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可逆性).
ㅇ 대상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ㅇ 환경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박물관의 전시.수장 환경에 대응함].
ㅇ 사용자가 쉽게 다룰 수 있고 유해성이 적어야 한다.

1. 강화
강화처리는 다른 과정에 비해 더욱 비가역적이므로 안정성이 분명하게 입증된 물질만 사용해야 한
다. 필요한 최소량의 강화제가 처리 대상물 내부에 침투되어야 하고 강화제로 사용된 재료는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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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할 때 대상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약해야 한다. 용액 상태로 내부에 침투된 뒤 응
고되는 수지는 가능한 경계면에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어야 한다.

2. 접착
수지는 접착을 위한 용도로 월등히
많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접착에 사용
된 재료는 대상물로부터 좀 더 쉽게 제
거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임시 고정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보다 높은 가역성이
요구된다. 연질의 열가소성수지(유리전
이 온도가 15℃)는 가역성이 우수한 물
질이지만 상온에서도 접착 면이 쉽게
분리될 수 있어 무게가 실리는 부위의
접착에 사용할 수 없다. 또 점도(粘度)
가 너무 낮은 수지는 접착 면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공성 물질의

<그림 42> 신안해저인양 사이호의 파편 접합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접착에는 적합하지 않다. 시아노아크릴레트(cyanoacrylate)계 접착제는 짧은 시간에 경화반응이 일어
나고 접착 강도가 높아서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얇은 유리제품과 같이 접합면을 분리할
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취약한 대상물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3. 피복
가장 완벽한 피복은 여러 개의 얇은 층을 겹쳐서 하나의 피막을 형성하는 방식(Laminate)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채도가 높은 표면 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수지용액의 점도가 적당히 낮아야 하고 처
리 대상물의 표면과 수지피막의 굴절률이 잘 조화된 상태로 굳어져야 한다. 이와 반대로 최소한의 색
변화를 위해서는 점도가 높은 수지용액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표면의 색이 흐릿하게 불투
명해지거나 광택이 날 수 있다. 물을 용매(溶媒)로 하는 유상액(乳狀液,emulsion) 종류의 수용성 수지
들은 저점도 상태의 것이라도 다른 것들에 비해 색변화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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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수지재료는 페이스트(Paste) 또는 점토상(粘土狀)의 것으
로서 완전히 굳은 뒤에도 깎고 다듬기가 용이한 것이 좋다. 이 때문에 저점도의 수지에 첨가물(filler)
을 섞어 점도,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을 필요에 맞게 조절하거나, 처음부터 적당한 물성을 갖고 있는
수지를 선별하여 사용하게 된다. 충전과 복원에 사용하는 수지재료 역시 대상물에 잠재적인 손상을 입
힐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가역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굴현장에서 적
용되는 충전용 수지는 유물에 직접 접촉되는 강화제, 접착제, 피복제와 달리 수습을 위한 이면 보강이
나 완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가 대부분 이다.

Ⅸ. 맺음말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발굴현장에서 적용되는 응급처치는 재료와 방법이 있어서 가역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사용된 접착제나 강화제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역적으로 변하고,
수습과정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애초부터 가역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굴현장에서 유물의 보존을 위해 행하여지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호조치
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하고 무리한 손질
은 유물의 가치 하락과 고고학적 증거자료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유물이 출토되었을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
한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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