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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the object has been excavated at underwater condition, it should be subjected to

condition that may cause its deterio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object

immediately keeps stable environment. It means that the object was excavated at

underwater and it exposed the deterioration condition, as soon as possible it was not dried

on surface, especially metallic and organic material.  

Iron objects is particularly notorious for rapid disintegration that it kept wet or stored in

a stable environment. Ceramics, glass and stone were handled carefully that it prevented

physical damage by mishandling. Organic materials of wood, leather, rope, bone must not

be allowed to dry out because the creaking, shrinking and warping are well known

disintegration. Therefore objects is basis of keeping stable condition in on-site and then it

will have to pass through a detailed conservation process in th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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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Ⅰ. 서 언

한국에서 해저 발굴은 1976년부터 신안발굴을 시작으로 완도와 무안 도리포 고려청

자의 인양, 최근의 군산 비안도와 십이동파도의 고려청자와 선체 인양으로 이어지고 있

다1~4). 이같은 해저발굴은 어로작업 중에 발견된 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

물을 인양하 다. 

해저발굴과 함께 인양된 금속, 도자기, 목재 등의 각종 유물에 대한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유물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인양 유물의 보존은 발굴

조사 전부터 유물의 보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책임자와 발굴

을 허가하는 기관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인양 유물은 산소가 차단된 개펄에 매몰되었지만, 인양과 동시에 대기중

의 산소 접촉과 온·습도의 변화가 심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이같은 갑작스

런 환경변화는 양호한 상태의 유물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식되는 변

화를 보인다.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적절한 관리를 해준다면, 실험실에서 안전한 보존

처리를 할 때까지 형태변화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 유물관리의 기본은 인양 유물을 안전한 보존환경으로 즉시 전환시켜

주는 것이다. 발굴 담당자는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이라면 현재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보존처리를 할 때까지 유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한 안정한 환

경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 고는 해저인양 유물의 현장에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적절한 처리방법을 소개하

며, 이를 바탕으로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발굴에서 인양 유물의 보존실례를 사진자료로

소개하고자 한다.

Ⅱ. 재질별 유물 보존처리

해저 인양 유물은 적정한 보존환경을 유지해준다면 수세기 동안 그 상태로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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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발굴 후 유물의 상태기록을 위해 사진촬 과 실측과정에서도 변색 등의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양 유물은 보존처리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없다면 현장

에서 임시적인 보관과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가능한 유물은 짧은 기간동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2~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해저인양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존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표면 고착물 제거

해저에서 인양되는 유물은 다양한 해양 유기물, 부식물과 개펄 등이 혼합된 고착물

로 덮여 있다. 이같은 고착물에는 유물의 원형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해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깨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고착물에 유물이 포함

되어 있고 재질을 알 수 있으면, 현장에서 인위적으로 고착물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주조철제, 청동과 은제의 유물은 표면 고착물 층에 유물의 원형과 중요한 문양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적당한 도구와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X선촬 을 통한 내부조사를

하지 않고 고착물을 제거한다면, 유물의 세부 원형을 손상시킬 수 있다(Photo 1). 

인양 유물이 철제의 경우 심하게 무기질화 되었을 것이며, 목재와 같은 유기질이라

면 부드럽고 약한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고착물을 제거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

다. 특히 고착물에 어떤 고고학적인 표시가 없을 경우에도 제거하기 전에 X선촬 을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실과 먼 지역에서 이같은 조사가 어려우면 실험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운송이 불가하거나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동이

가능한 X선촬 기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인양 후 대기중에 노출된 고착물은 건조되면서 부분적으로 깨지고 크랙이 발생됨으

로써 내부에 민감한 재질과 유물의 원형을 손상시킬 수 있어 가능한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물이 어떤 고고학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제거가 쉽다면, 현

장에서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고착물의 제거는 모든 경우에서 조심스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무기물화된 금속, 수침목재, 도자기와 유리는 이같은 처리과정에서 쉽게 손

상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유물은 건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젖은 상태로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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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한다. 작업자도 고착물의 파편에 위험할 수 있어 얼굴 보호대와 보호의를 착용하

고 작업한다.

고착물은 바이브레듈, 압착 공기 에어펜과 보존처리용 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만약 고착물이 유물내부로 파묻혔을 경우 무리해서 제거하려다 유물을 손상시킬 수 있

어, 실험실에서 처리하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고착물은 보존처리에서 느슨하게 되

어 쉽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착물은 용해시키기 위해 산의 사용은 세심한

주의를 해야만 하며 현장에서보다 실험실에서 사용해야 한다.

2. 금 속

해저에서 인양되는 금속유물은 철제를 제외하고 양호한 상태로 관찰되나, 오랫동안

매몰되면서 부식으로 인해 재질이 약화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특히 주조철제는 적

절한 보관환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재부식으로 큰 손상을 받게 된다. 각 금속의 재질

별로 현장 보존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다.

1) 철 제

철제 유물은 크게 단조품과 주조품으로 구분된다. 주조철제인 경우 해저와 육상에서

수습되었을 때 젖게 유지하지 않거나 즉시 안정한 환경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손

상됨을 관찰할 수 있다(Photo 2). 이것은 몇 일간의 조사를 위해 노출시켰을 경우에도

발생된다. 이것은 철부식물을 함유하는 탄화된 표면녹층과 그 안쪽으로 부식된 금속심

을 가지고 있어, 대기중에 노출된다면 빠르게 새로운 부식이 탄화층과 금속심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해저에서 인양된 주조철제 유물은 솥, 대포와 탄환 등으로 재부식에 의해 유물이 갑

작스럽게 붕괴되는 손상을 입는다(Photo 3). 이같은 부식반응은 표면층 아래서 일어나

기 때문에 부식상태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양 후 기록과 사진촬 등 몇

분간의 노출이 부식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굴 담당자는 알아야 한다. 

단조철제는 주조철제와 같은 방법으로 부식되지는 않는다. 즉 주조에서 보여주는 붕

괴가 아닌 판상으로 떨어지는 손상을 입는다. 이는 매우 적은 양의 탄소를 함유하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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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표면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조품과 비교하여 두껍게 부식된 표면층을

가지지 않지만, 단조철제도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내부에 남아 있는 슬래그 층

사이에서 부식반응이 계속될 것이다. 

단조와 주조철제에 함유하고 있는 염화물은 부식반응을 가속한다. 이 염화물에 의해

yellow solution의 작은 용액이 때때로 유물 표면에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용

액은‘ferric chloride solution’으로 부르며, 주로 제1철이온이며 약간의 제2철이온과

염화이온을 포함한다6). 이 용액의 pH는 1이하이며, 건조 후 볼 수 있는 reddish-

brown 고체는 염화제1철의 산화에 의해 합성되어지는 β-FeOOH이다. 이같은 산화는

pH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아래 반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염화물은 촉매역할로 부

식을 가속시킨다.

이같은 산화반응은 염화물이 함유되면 2배 이상 가속된다. 재부식으로 만들어진 고

체상태의 β-FeOOH는 부식생성물을 밖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내부 응력을 준다. 또한

제1철이온의 산화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성 상태는 금속심의 용해율을 증가시킬 것이고,

크랙이 확산되는 것을 돕게 된다. 이 산성과 염화물에 의한 인양 후의 재부식은 제1철이

온이 모두 산화되어 무기질화될 때까지 계속된다.

해저 인양 철제유물의 주된 부식원인은 염화물, 산소와 물이다. 이에 인양 후 재부식

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들을 보존환경에 의해 통제시켜야 한다. 현

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철제유물의 보존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알칼리 수용액속에 철제유물을 보관한다. 용액으로 2% sodium hydroxide나

5% sodium sesquicarbonate을 사용한다7). 이 환경에서 유물은 산소와의 접촉이 차

단되고 염화물에 의한 산성을 중화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의 새로운 부식을 일으키게 하

지 않는다. 또한 금속의 표면에 양극억제자(anodic inhibitor)를 형성하게 하여 부동태

막(passivating film)을 활동하게 된다. 이같은 방법은 대형과 작은 유물 모두에 적당

하며, 인위적으로 고착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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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은 유물은 건조제에 보관한다. 여기에서 주조품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건조로

인해 부스러지는 손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젖은 상

태로 봉하여 실험실에서 보존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조제로 많이 사용하는 실

리카겔은 물을 흡수하면 청색에서 핑크빛으로 변색되는 지시실리카겔을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면 교환 시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습기를 흡수한 건조제는 24시간 동안 110℃

의 건조기에 넣어 건조시킴으로써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고착물은 습기를

함유하고 염화물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유물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구리

해저에서 인양되는 구리 유물은 구리가 가지는 독성효과로 철제유물에 비하여 해양

유기물이 부착되지 않고, 심하게 부식되지 않는 상태이다. 구리합금의 부식물 내에는

도금이나 상감 등의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합금되는 금속에 따라 선택적인 성

분이 약화되어 무기질화가 된 유물도 있다. 실례로 황동에서 탈아연과 청동에서 탈주석

현상에 의해 재질이 약화된 상태도 관찰된다. 이같은 무기질화된 표면층은 단단하게 보

이지만 부드럽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취급한다.

인양 후 구리와 구리합금의 주된 문제는 유물내에 포함된 염화물에 의한 재부식 현

상으로 청동병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의 보관을 위해서는 이같은 재부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철제와 같이 염화물의 제거, 산소와 습기를 통제하

는 방법을 적용한다. 현장에서 단기간에 건조환경( 45% RH) 상태로 유물을 보관하

면 안전하다. 장기간의 보존을 위해서 다음 방법이 있다.

① 알칼리 수용액에 유물을 침적시키는 것이다. 대형 또는 작은 유물 모두에 대해서

5% sodium sesquicarbonate 속에 보관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이 용액에서 passive

corrosion 부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8).

또 하나의 방법으로 1% benzotoriazole 수용액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제습된 건조환경( 15% RH)에 유물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철제와 같이 이것은

지시실리카겔과 함께 건조상태를 알 수 있게 사용한다.

고착물이 유물에 존재한다면 알칼리 용액속에 보관하기 위해서 제거되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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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건조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습기와 염화물을 함

유하여 재부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타 금속유물

은 유물은 해저에서 부식과 침식을 받지만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부식은 쉽게 받

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물에 세척하여 건조시켜 관리한다.

만약 은 유물에 구리의 부식흔적이 보인다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알칼리 용액이나 1% benzotoriazole 속에 보관한다.

금은 부식을 받지 않으며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은

과 마찬가지로 세척하여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다만 도금 유물인 경우 소지금속에

따라 적절한 보존처리를 해야 한다.

주석은 순금속의 상태로 거의 인양되지 않고 있다. 다만 신안해저에서 제련된 덩어

리 상태로 주석정(朱錫鋌)이 인양되었다1). 이 금속은 주로 구리와 합금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기중에 노출되었을 때 대체로 안정하다. 일반적으로 외부 고착물

의 제거는 내부 상태를 알기 위해서 X선촬 후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고착물을 제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 유물에 대해서는 관리와 보존처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는 해양 유기물의 분해

에서 발생되는 유기산 증기에 의해 매우 민감한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물이

해초 등과 혼합되어 있다면 가능한 제거해야 한다. 해양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유기산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물을 포장하는 목재와 접착제 즉 오크재나 polyvinyl

acetate adhesive(일반적인 목재 접착제)에 의해 유기산이 방출되기 때문에 유물을 보

관할 목재도 주의하여 선택한다. 또한 납과 납합금은 탈이온수에 세척하거나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용액속에서 납이 쉽게 분해되는 부식을 받기 때문이다(Photo 4).

3. 도자기, 유리, 석재

일반적으로 해양 발굴에서 깨어진 도자기편이나 유리편이 많이 수습되고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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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파편 이외에 양호한 상태로 관찰되지만, 재질이 약화되어 손상을 입은 상태이

다. 이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손상이 인양되어진 후에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토기 등의 재질이 약한 상태의 유물은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유물의 보관은 유물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용기에 보관

하면 좋을 것이다.

인양된 도자기, 유리와 석재 유물의 안전한 관리는 조심스럽게 취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유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부주의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이다. 이것은 파손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저온소성 도자기에서 끝이 깨지게 된다. 인양된 유물은 에어비닐 등으

로 포장하여 작업선보다는 육상의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한다. 포장 재료로 젖은

상태에서 분해되어 후에 제거하기 곤란한 티슈와 탈지면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도자기

해저 인양 도자기의 문제는 내부로 침투한 해수에 용해된 염 결정과 흡습에 의한 손

상이다. 유약이 입혀진 청자와 백자도 내부로 해수가 침수되어 진다. 다만 고온소성의

자기에서 이같은 문제는 적지만, 저온 소성의 다공성 도기는 매우 민감하다. 

인양 도자기의 건조는 내부에 염 결정을 생성하게 한다. 염 결정은 도기와 자기의 유

약층 아래에서 높은 기공압력(pore pressure)을 주게 된다. 이 결정은 건조 후에 흡습

성을 가지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다시 용액으로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 용

액은 도자기속으로 침투될 것이고, 건조와 습한 환경이 반복됨으로써 결국 유물은 손상

될 것이다. 이같은 도자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처리실에서 적절한 탈염처리

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저에서 인양되는 도자기는 해저 패각류가 두껍게 붙어있는

유기물이 집으로 볼 수 있다(Photo 5). 이같은 패각류는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현장에

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처리보다는 실험실에서 적절한 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해주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9). 

2) 유리

유리는 염기성과 산성 산화물로 이루어진 액체가 냉각된 상태이다. 기본 구조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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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의 산성산화물이며, 나트륨,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등의 염기성 산화물을 함유하

여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유리는 염기성 산화물로 채워진 산성 산화물의 3차원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유리의 형태와 특성은 산성과 염기성 산화물의 선택된 양에 의해

의존된다. 

인양 유리유물의 손상을 주는 분해 메커니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리 구조가 물을 침투시키지 않아 유리제품의 주된 용도는 용액을 보관하

는 것이다. 하지만 해수에 매몰상태에서 유리 유물은 내부 조직으로 물을 침투시킬 수

있으며, 나트륨과 칼슘 등의 가수분해에 의해 용해되는 이온 때문에 실리카 결합의 손

상으로 파편으로 분리되거나 불투명해진다.

해저 인양 유리유물은 내부의 알칼리성 이온들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을 만든다. 이것은 흡습성을 가지며 순차적으로 유리표면에‘sweat’방울을 만들

어 더 많은 습기를 흡수한다. 이같은 현상은 유리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

진‘sweating’또는‘weeping’의 과정이다10). 유리 표면에 이같은 습기는 해수에서

시작된 가수분해를 지속하게 하며 노화를 촉진한다. 이같이 가수분해된 유리를 건조시

킨다면 많은 박편으로 떨어지는 손상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유리유물은 크랙이 발생되

어 깨지며, 작은 파편이 떨어져 불투명하게 된다. 따라서 해저에서 인양된 유리의 안전

한 보관은 유리의 노화된 층속에 침투된 물이 건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염화

물의 존재도 도자기에서 이미 서술된 것처럼 염 결정화의 과정에 의해 손상이 가속되기

때문에 제거해주어야 한다.

3) 석재

해저에서 석재유물도 종종 발견된다. 신안의 경우 맷돌, 벼루와 숫돌 등이 인양되었

으며, 군산 십이동파도에서도 선원의 취사를 위해 바닥 단열재로 깔았던 석재와 닻돌이

인양되었다(Photo 6). 석재는 크게 화강암류, 퇴적암류와 변성암류의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으며, 해저에서 석재의 노화는 기공성, 물 흡수, 경도, 강도, 열팽창과 수축 등과

다른 물질의 불균일성에 의존된다. 

석재의 주성분인 규산염(silicate)은 해수에 실제적으로 용해되지 않으나, 다른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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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연약 물질은 용해되어 가수분해된다. 해저에서 석재는 이같은 가수분해에 의한 재

질 약화, 모래와 조류 등의 침식운동에 의한 손상을 받는다. 또 다른 손상은 천공충의

공격이다. 그 종류로 angle wing(Pbolas)과 false angle wing(Petricola)은 뾰쪽한

촉수로 구멍을 뚫으며, Mytilus와 Litbophaga는 탄산염 석재에 산성 분비액을 내어

구멍을 뚫는다11).   

일반적으로 탄산염 석질(대리석과 석회암)과 황화물 석질(석고 종류)이 해수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받는다. 또한 모든 재질의 석재에서 해수가 내부 기공속으로 깊게 침투된다

면 인양 후 염의 결정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된다. 즉 이같은 염 결정에 의한 문제는 이미

도자기와 유리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부드럽고 깨지기 쉬운 사

암과석회암의경우이같은과정에서조직내의높은공극압력을주기때문에파손된다.

4) 유물보관

도자기, 석재와 유리 유물의 인양 후에 발생되는 손상은 이미 언급했듯이 건조에 의

해 일어날 수 있다. 유물은 가능한 용액성의 환경에 보관하며, 현장에서 플라스틱 용기

나 비닐 봉투가 적당할 것이다. 이때 파편의 끝부분이 비닐 봉투에 구멍을 내어 유물이

건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포장한다. 또한 유물은 염 노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

록 용액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만약 양호한 상태의 석재라면 젖은 상태로 보관하

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장에서 침적 보관이 어려운 대형 유물인 경우 비닐 랩을 사용하

여 건조되지 않도록 봉하여 관리한다.  

경질자기 즉 고온 소성 청자 등은 건조시켜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유물이 깨어진

파편으로 인양되었다면,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같은 번호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표면의 패각류의 고착물은 보존처리 단계에서 제거해주며 젖은 상태라면 더

쉽게 제거된다. 

현장에서 수돗물, 이온수와 증류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도자기와 석재 등 모든 규산

질 유물에 대해서 탈염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심하게 노화되거나 벗겨지는 도자

기와 유리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처리방법은 바로 이온수나 증류수속에 유물을 침

적시키는 것보다 해수와 혼합하여 점점 해수의 농도를 낮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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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유약층 또는 노화된 안쪽의 높은 염 농도와 증류수의 매우 낮은 농도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증류수에 침적시켰을 때 염 농도가 다른 두

역사이에서 삼투압의 차이가 발생될 것이며, 이같은 압력은 표면을 박락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번째 탈염에 대해서 물 대 해수의 비율을 1:1로 사용

한다. 해수의 농도는 2주 동안 천천히 감소시켜 증류수나 이온수를 사용한다. 탈염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염도측정기 등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인 탈염은 실험실에서 수

행한다(Photo 7).

5) 보존처리

해저에서 인양된 도자기와 유리 유물은 깨어진 상태라면, 편들은 그 부근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 발굴 조사자는 모든 인양 파편들을 세척하여 없어진 부분을 확인해야 한

다. 경우에 따라 깨어진 부분의 임시 복원처리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일은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임시적으로 실시하여 수습되지 않았던 파편이

있을 경우 발굴자에게 추가조사를 결정하게 해준다. 

임시 복원 동안에도 건조에 의해 이전에 언급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편

을 젖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같은 복원처리는 파편을 지지해 주는 모래주머니나 모래상

자를 이용하여 형태를 유지하고, 적당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젖은 상태의 도

자기를 접착하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을 가져야 하며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실례

로 cellulose nitrate 접착제는 물과 접촉하면 단단하여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polyvinyl acetate emulsion을 사용하면 적당할 것이다. 이것은 젖은 파편을 접착시

킬 수 있고 아세톤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수축의 문제를 가지지 않으며, 약간

의 유연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도자기나 유리의 표면이 벗겨진다면 경화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10%

polyvinyl acetate의 용액을 바르거나 침적시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최종 경화처리

가 수행되기 전에 유리나 도자기는 탈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서 임시

적으로 처리여야만 한다. 노화가 심한 유물이라면 polyester 또는 nylon 거즈로 포장

하여 물이 통하게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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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질 유물

유기질 유물의 범위는 목재, 뼈, 가죽, 밧줄, 자연섬유와 천 등을 포함한다. 이들 유

물에 대해 가장 중요한 보존은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저에서 인양된 수침목재

를 건조하게 놓았을 경우 크랙, 수축과 구부러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선체 등의 대형 목재유물은 인양전에 조류나 모래 침식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체는 구조물로 형태로 매몰되어 있어, 장기간의

인양작업이 소요되게 된다. 선체가 구조물이라도 노화되어 언제든지 조류에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중에 유실되지 않도록 잘 결구시켜 주어야 한다. 

인양 유기질 유물은 상태기록을 위해 대기중에 10분간의 노출에서도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5). 특히 채색된 물질은 빛에 노출되면 빠르게 변색되거나 사리질 수 있

기 때문에 모든 유기물질은 어두운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유기질 물질의 보관 용액으

로 해수를 짧은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다. 장기간에 대해서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물

로 바꾸어 탈염처리를 한다(Photo 10). 이 동안에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미

제로 0.2% panacide12), 1% sodium salicylanilide tetrahydrate13), 2% boric acid

and borax14), 1% thymol crystal 등 여러 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다5). 이들 방미제를

사용하 을 경우 유물에 손상을 주는 변화상태를 관찰하며, 탄소연대를 측정하는 시료

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나 시료 봉투에 작은 유물을 보관하기 간단하다. 그러나 선체와 같은

대형 유물은 현장에서 보관이 어려울 수 있다. 인양 후 이들 목재는 보존시설로 운반하

기 전에 건조되지 않기 위해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관리해야 하며, 대형탱크에 침적

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수침목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현장에 가능한 장기간 보관은 금하며, 방미제를 첨가 물속에 침적하기 전에 개펄

을 제거해 준다.

② 빛의 밝기는 낮게 유지하며, 최상의 조건은 직사광이 들어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③ 보관 온도는 서늘하게 하며, 겨울철에 동결하지 않게 한다.

보존과학연구 25집/ 144



④ 목재의 접촉은 최소로 하여 인위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해저에서 인양된 모든 유기질 유물은 육안관찰로 상태는 양호하게 보이나 매우 노화

가 많이 된 상태이며, 재차 뒤틀림과 수축 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보존에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대형 선제인 경우 무겁지만, 대부분의 강도를 잃어버려 부드러운 표면

을 가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취급해야 한다. 이것은 단단한 판자에 에어비닐 등의 완충

제로 포장하며, 운반 등의 작업은 판자를 이용해야 목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Photo

8~10).

5. 혼합유물

해저에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합성된 유물이 인양될 수 있다. 가장 일

반적인 것으로 철과 목재가 혼합된 경우이다. 철제를 보관하기 위해 알칼리 용액에 침

적하면 상대적으로 목재는 알칼리 용액에서 더 심한 손상을 받는다. 반면 목재를 보호

하기 위한 방미제의 혼합은 금속을 용해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금속재질을 손상시

킬 수 있다.

이같은 혼합유물의 보존은 가능하다면 각각의 재질을 분리시켜 보관하는 것이 바람

직한 처리방법이다. 하지만 재질이 심하게 노화되어 현장에서 분리가 불가할 경우 어떤

재질을 우선하여 보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발굴담당자와 보존처리자는

더 보존이 중요한 재질을 선별하는 조율을 한다. 이런 유물은 현장에서 보다 처리기기

를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전문적인 처리를 한다.     

Ⅲ. 결 언

이제까지 해저에서 인양된 유물의 현장 관리와 보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최근의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고려 11세기의 청자와 선박의 해저 발굴조사를 안전하게

마치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수중 기록의 중요함과 유물의 관리가 육상과는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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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실제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해저 발굴에서 대단위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발굴초기부터 인양 유물의 보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인양된 유물의 안전한 보존처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발굴한 유물

을 보존처리할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과 처리할 인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존이 없는 유물발굴은 발굴이 아닌 유물의 파손행위이다’라는 사실을 발굴 참여

자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존처리의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부터 유물을 보존하는 관리방법이다. 현장의 보존처리의 중요

성을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보존이 우선 실행되어야만, 실험실에서

의 처리와 손상이 없는 원형을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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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십이동파도 인양 도자기와 혼합된 고착물 제거

Photo 2. 인양 철제 솥 포장작업 : 부식으로 테두리 부분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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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해저인양 대포알의 건조 후 손상상태

Photo 4. 이온수에서 용해되는 납이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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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인양 청자에 붙어 있는 패각류

Photo 6. 닻돌(목재 닻을 가라앉게하는 용도) 인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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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군산 비안도 인양 청자의 실험실 탈염처리

Photo 8. 십이동파도 선체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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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선체 운반을 위한 포장과정

Photo 10. 실험실 운반 선체의 탈염처리장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