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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투각고리문 의자는 4점 일괄유물로 경기도 개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자 의자는 고려시대 당시 청자 

제작기술의 우수성과 화려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등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일괄

유물 중 1점의 경우 과거 수리 복원된 것으로, 처리 재료의 열화, 처리자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미적가치가 하락되었고, 구

조적으로 불안하여 재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처리 전 보존상태를 조사한 결과, 물리적 손상은 전반적으로 제조상 

결함부위를 중심으로 인위적 손상이 가중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보였다. 균열부위 및 탈락된 편은 접합면이 맞

지 않고 접착제가 청자 표면에 흐른 자국과 접착제 표면에 분진 등 2차적 오염물이 생겨 변질된 상태였다. 수리복원 상태

를 조사하기 위해 자외선과 확대현미경을 이용하여 균열부의 접합 부위의 위치와 범위, 상태를 파악하였다. 적외선분광

분석(FT-IR)과 휴대용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여 보존처리에 사용한 재료를 분석한 결과, 접착제로 셀룰로오스계 수지

와 에폭시계 수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힘을 받는 접합부위에서는 접합강도를 높이기 위해 접착제에 석

고(CaSO4·2H2O) 또는 골분(Ca10 (PO4)6(OH)2)을 첨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의 보존처리

는 기존 접합된 상태에서 전면 해체하고 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접합·복원을 통해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사용된 접착제를 제거하고 해체한 결과, 청자 의자는 크게 상부와 하부, 굽다리, 일부 고리 문 등 총 6개 편으로 분리

되었다. 해체 후 접합면에 남아 있는 잔류 접착제 및 오염물은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스팀세척기로 파단면 세척

을 통해 재접합의 효율을 높였다. 유물의 접합은 접합부위와 크기에 따라 접착제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편의 위치만 고정

하는 접합부에는 시아노아크릴계 수지 Loctite® 401을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부분에는 가역성을 위해 아크

릴계 수지인 Paraloid® B-72 20%(in xylene)로 단면처리한 후 에폭시계 수지 Epo-tek® 301-2를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상ㆍ하부 접합 같이 힘을 받는 부위는 Epo-tek® 301-2에 Kaolin을 첨가하여 접합강도를 보강하였다. 연속되는 문양으

로 추정 가능한 고리문의 결실 부분은 SN-Sheet로 뼈대를 만들고 Wood epos®로 파손단면을 연결하여 모델링하면서 

고리문을 복원하였다. 그 외 접합하면서 생긴 복원 부위는 심미적 및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Wood epos®로 메움처리하였

다. 복원부위 및 메움처리한 부분은 추후 전시활용에 있어 이질감이 없도록 색맞춤하였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조사

와 처리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존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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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물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이하 청자 의자)는 등받

이가 없는 좌구(坐具)인 자기 돈으로 아래가 뚫린 북 형

태를 만들고 반 건조되었을 때 문양의 배경을 도려내어 

국화잎과 잎사귀, 고리문양만 남게 하는 조각 장식의 유

물이다. 자기제 돈(墩)은 12~13세기부터 제작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이며 사찰, 궁궐, 관청 유적에서 주로 출토

되고 있어 특정 소비 계층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

가사유상의 좌구로 표현된 것을 보면 입식 문화의 정착

과 함께 점차 일상생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북 모양을 본떠 고돈(鼓墩)이 자기로 

제작되었으며 고려는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등돈

(籐墩)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투각 돈을 중심으로 다양

한 문양으로 투각된 의자가 제작되었다. 왕실을 비롯

하여 귀족, 승려 등 당시 고급 사용계층의 화려한 생활

을 짐작하게 해주며 등나무를 엮어 만든 의자 모양을 

청자로 투각하여 실용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든 것은 당

시 청자 번조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

다(이다혜 2012: 4-19; 문화재청 2015: 162-164).

이 유물은 1945년 해방 이후 경기도 개성에서 출

토된 것으로 전해지며 모두 4개 일괄 유물로 골동품상

을 거쳐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되었다. 

고려시대 청자 투각 돈(墩)으로서 제작이 우수하고 출

토지가 확실한 것 등 가치를 인정받아 196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1년 ‘청자 투각 돈’에서 ‘청자 투

각고리문 의자’로 지정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일괄 유물 중 1점이 소장처인 이화여자대

학교 박물관의 유물 자체 점검뿐 아니라 2015년 지정

문화재 정기조사에서 일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 대상유물은 기존에 수리복원된 것인

데 처리재료의 노화로 인해 결손부와 균열이 구조적으

로 불안정하고 전시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존상태 정밀조사와 유물의 구조

적 안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과거 도자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는 대부분 주

변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물질이나 19세기 합성수지가 

개발된 이후 작업성 좋고 가역성이 보장된 다양한 합

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양필승 2016: 16). 보존처리

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료는 유물의 재질과 손상상태

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되나 영구적일 수 없다. 적용방

법과 주변환경에 따라 열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열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보존처리된 유물의 재처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이다혜 외 2019: 

128-143; 이선명 외 2019). 이 같은 자료는 추후 보존

처리 방법이나 재료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재처리가 필요한 청자 의자의 보존

상태와 과거 수리복원 상태 및 재료를 과학적으로 조

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전면 해체한 후 보존

처리 재료와 방법을 선정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복원하고 보강하였다. 복원부는 주변과 

유사하게 색맞춤하여 전시뿐 아니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인 청자 의자는 4점 일괄 유물 중 1

점이다(그림 1). 이 유물은 동체에서 최대직경을 가지

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높이 480㎜, 상면의 

지름 340㎜, 굽바닥의 지름 322㎜이고 기벽의 두께는 

150~300㎜ 사이로 두꺼운 편이며 무게는 21.360g이다

(그림 2). 투각, 음각, 양각 등의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

하고 고리와 국화무늬를 반복, 패턴화한 의자이다. 유

물의 상면에는 연꽃잎을 중심으로 주변에 연화당초무

늬를 음각으로 새겼다. 몸통은 4단 구성으로 중심에는 

활모양을 세로로 어긋나게 엮어 놓아 투각하여 등나무

를 연상하게 하며 주문(主文)으로 삼았다. 고리문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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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대를 중심으로 상단에는 덩굴무늬를 조각양각기

법으로 돌리고 하단에는 국화꽃과 잎을 반복하여 투각

하였다. 굽다리에는 간단한 연판이 얕게 양각되어 있

다. 유약이 뭉치거나 얇고 전반적으로 발색이 고르지 

않은 편으로 상부는 산화되어 담갈색을 나타내고 하부

는 회청색을 보인다. 바닥은 뚫렸고 굽다리 가장자리

의 바닥은 시유를 닦아 제작하였다. 

육안 상으로 관찰되듯 고리문이 소실되었으며 그

와 연결된 편과 굽다리가 파손된 후에 불안정하게 접합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

고 전시 및 보관을 위한 형태적 보강이 필요하였다.

2. 연구 방법

청자 의자는 과거에 보존처리가 되었지만 수리내

역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였다. 따라서 수리복원 상태

와 재료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처리 전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유물을 대상으로 제원 조사와 육안 관찰을 실시하

였다. 유물의 표면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휴

대용 디지털현미경(DG-3, Scalar, Japan)을 사용하였

다. 또한 파손된 유물의 접합 범위와 복원 유무를 광학

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촬영용 스트로브에 자외선 필터

(UV-Vorsatz 33.626.00, Broncolor, CHE)를 장착하고 

암실조건에서 촬영을 하였다.

유물에 사용된 수리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열화 양상이 다른 것을 보존처리 전과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습하여 유·무기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복원재료 중 유기 물질 동정을 위해 시료 채취한 

후 물질을 스캐닝하기 위해 적외선분광분석(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을 실시하였

다. Diamond crystal이 갖춰진 적외선 분광기(Nicolet 

iS5,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감쇠

전반사법(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을 사용하였

다. 분석 범위는 4000~600㎝-1, 분해능 4㎝-1, 스캔횟

수는 62회이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파손 단면에 고착되어 채취

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용 X-선 형광분석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을 실시하

여 비파괴로 성분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기

기는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analyzer, P-XRF, Olympus Innov-X DELTA, USA)이

며, 분석조건은 10~40㎸, 80~200㎂, spot size 15mm

이며 Rh Target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Geochem 모드

와 Soil 모드에서 60초씩 진행하였다.

유물의 손상 및 수리 상태와 재료분석을 바탕으로 

처리 과정에 적합한 보존처리 재료와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보존처리 재료의 특성 파악 및 적용성을 고려하

였다. 또한 과학적 조사 및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

히 기록하였다.

그림 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보물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일괄 유물 4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제공)

그림 2 연구대상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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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거 보존상태 조사 분석

1. 손상 상태 조사

청자 의자 제작에 이용된 투각(透刻)은 반 건조 상

태의 기형에 구멍을 뚫어 배경을 제거하고 시문 부분만 

남긴 조각 기법이다(김윤정 외 2015: 498-499). 남은 활

모양이 뚫어지는 과정에서 균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결되는 부분이 완전히 결합되

지 않으면서 제조 당시부터 어긋나 단면에 유약말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물리적 손상은 크게 소성과

정 중에 발생한 갈라짐, 터짐과 같은 제조상 결함과 인

위적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분류되었다. 즉 제조상 결

함부위를 중심으로 인위적 손상이 가중되어 구조적으

로 취약한 상태를 보였다(그림 3). 

정밀 육안 및 현미경 관찰결과, 청자 의자의 안쪽 

상면이 소성과정에서 발생한 터짐과 갈라짐 현상을 확

인하였다(그림 4A, 4B). 또한 상단 넝쿨무늬에는 수직 

및 수평 균열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그림 4C). 동체에 

있는 고리문은 일부 편이 결실된 상태로 결실부를 중심

으로 균열이 확장되었다(그림 4D). 또한 균열부를 중심

으로 청자 표면이 탈락된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4E).

2. 수리 상태 조사

청자 의자가 과거에 처리가 된 것을 육안으로 확

인 하였지만 수리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자외선(UV)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외선 조사는 보존

처리 재료 중 석고, 합성수지, 바니시 등의 재료의 형

광발광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파장대(365㎚)를 사용

하였다. 이는 물질에 100~400㎚ 파장대의 빛을 조사

(照射)하였을 때 형광 발광하는 특성을 활용한 조사방

법으로 20세기 초부터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보

존처리 재료를 비파괴 검사에 사용되어 왔다(Hickey-

그림 3   주요 손상유형 분류(파란색 라인: 제조상 결함 / 적색 라인: 인위적 손상) 
A: 굽다리 복합손상, B: 유약 말림, C: 유약 깨짐, D: 정면 안쪽 복합손상

A DB

C

그림 4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균열 및 탈락 A: 상면 안쪽 균열과 균열부 확
대 모습, B: 상면 X-ray 촬영 이미지, C: 상부 균열, D: 정면 고리문 결
실 및 균열, E: 우면 국화문대 균열 및 탈락

A

B C

D E

그림 5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UV 조사 결과 A: 정면, B: 좌면, C: 후면, D: 우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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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man 2002: 161-168). 자외선 조사 결과, 활모양

으로 휘어진 고리문대가 파손되고 그 균열이 이어져 

상·하부로 크게 나눠지고 소량의 편이 접합되는 등 

파손 및 접합 상태를 확인하였다(그림 5).

과거 수리복원 재료를 육안 및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접합한 편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격 및 단차가 발

생하였고 그 공간을 접착체로 채운 것이 황변된 모습을 

보였다(그림 6A). 또한 외부에서 균열부에 주입한 접착

제는 기포가 발생된 채로 경화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B). 굽다리 부분의 접합면 등 곳곳에서 접착제가 유물 

표면으로 흘러 나와 그 접착제에 분진 등 2차 오염물이 

부착되어 변질된 모습을 보였다(그림 6C~6E).

3. 수리 재료 분석

접합 부위에서 수습한 과거 복원제를 FT-IR로 성

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고리문 부분에 적용

된 접착제(sample. No. 416-1, 2)는 1660~1625㎝-1, 

1285~1270㎝-1, 890~800㎝-1 부근에서 N-0 stretch

가 확인되는 것으로 셀룰로오스계 수지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49-155). 청자 파편

의 접착 단면에 남아 있는 접착제(sample. No. 416-

3)는 에폭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827㎝-1 영역 oxirane 

group의 C-O-C strectching, 903㎝-1 영역 oxirane 

group의 C-O Stretching 등으로 에폭시계 수지가 사

용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 8)(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74-175, 194-195). 

상·하부 접합 단면에 얇게 고착된 흑색 오염물

질이 확인되어 사용된 재료 동정을 위해 휴대용 X-

그림 6   수리 복원 상태 A: 황변 및 공극, B: 접착제 기포, C, D: 접착면을 따라 
흘러내린 접착제, E, F: 오염물로 인한 접착제 변질 및 전시 상 오염

A B

C D

E F

그림 7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에서 수습한 과거 접착제 시료 수습 위치 A: 고
리문 접착제(sample No.416-1), B: 고리문 하부 접착제(sample 
No.416-2), C: 파단면 황변 접착제(sample No.416-3)

A B

C

그림 8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에서 수습한 과거 접착제 FT-IR 분석 결과

416-1, 2: 셀룰로오스계 수지

416-3: 에폭시계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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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비파괴적으로 성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태토에서 검출되지 않은 인

(P), 황(S)이 검출되고 칼슘(Ca)의 함량이 높게 확인되

었다(표 1). 이는 석고(CaSO4·2H2O) 또는 골분(Ca10 

(PO4)6(OH)2)으로 추정되며 무게를 감당할 접합 강도

를 높이기 위해 접착제에 무기질 충전제를 첨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Ⅳ. 보존처리

청자 의자는 과거에 처리된 것을 해체하여 재보존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유물이다. 유물의 형태 보존을 

통해 본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회

의 및 소장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존처리 방향, 

방법, 재료를 결정하였다. 원활한 재접합과 복원 작업

을 위해 기존에 사용된 재료를 최대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 차이가 큰 틈과 균열 등 제조 당시의 

결함은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무리하게 

복원하지 않았다. 소실된 부분 복원 시 주변 문양을 연

결하여 전시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수리상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체 및 세척→접합 및 복원→색맞춤 

순으로 처리하였다.

1. 해체

수리에 사용된 합성수지를 제거하기 위해 굽다리 

일부에 유기 용제를 종류별로 적용해본 결과, Acetone

이 적합하여 해체 용제로 선정하였다. 고리문 소실 연

결부위 편과 굽다리가 분리·접합된 곳의 편을 먼저 

분리하였다(그림 9A, 9B). 해체 시 처리 전 자외선 조

사를 통해 접합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상·하부에 터짐

과 균열 등이 혼재되어 분리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

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물의 2차 손상을 

대비하였다. 유물의 내부에 탈지면을 채워 용제가 닿

아 분리될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고 균열이 확인되

는 곳을 중심으로 Acetone 100%를 적신 탈지면을 느슨

하게 감싸 두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36-38). 용

그림 9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해체 분리 A, B: 고리문 연결 편의 해체,  
C: 청자 의자 전면 Acetone 용제 적용 및 랩핑, D: 랩핑 개봉 후 모습

A

C D

B

표 1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단면의 오염물 P-XRF 분석 결과

분석위치

스펙트럼 주요 검출원소*(soil mode)

>> K > Fe, Ca, Ti, Mn

>> P, Ca >  
Fe, K, Ti, S, Mn

* 원소의 검출함량 10% 이상 >> 1-10% 사이일 시 > 그 외는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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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빠른 증발을 막기 위해 두꺼운 폴리비닐로 여유

를 주어 랩핑하고 약 3시간 정도 유지하여 유물이 충분

히 분리될 시간을 두었다(그림 9B). 

2. 세척

해체 후 단면에 고착된 접착제 등 오염물은 스카

펠 및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물리적 제거가 

어려운 부분은 Acetone을 이용하여 접착제를 연화시

키고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재처리되는 유물인 청자 

투각 고리문 의자는 접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면에 

잔류하는 과거 재료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 스팀세척

기를 이용하여 약 2~3bar의 압력으로 수 일에 걸쳐 세

척을 진행하였다(그림 10). 세척을 마친 후 기공에 있

는 수분을 모두 건조시키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였다. 

청자 의자 전면 해체 및 세척작업 결과, 상·하부, 굽

다리, 동체의 고리문 조각 등 약 6개의 편으로 나눠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1).

3. 접합 및 복원

청자 의자는 유물의 특성상 무겁고 내부가 약 450

㎜로 깊어 보존처리 작업이 어려웠다. 따라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부와 하부 각각에 대한 접합, 

복원, 색맞춤 작업을 하고 상·하부를 접합하였다. 굽

다리와 동체의 삼각형 고리문 편은 시아노아크릴계 수

지인 Loctite 401로 접합하여 균형을 잡아 주었다. 굽다

리는 이미 제조당시에 크게 터지고 뒤틀린 부분이어서 

접합을 끝내도 유약이 말려 파단면의 단차가 있었다. 

유물에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며 상부를 받쳐 

유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그림 11> 해체 전(左)과 같이 틈이 넓어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필요하였다. 넓은 틈을 메워주고 시유가 닦

여 있는 굽 부분의 단차는 에폭시계 수지(Wood epos)

를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하되, 턱이 낮은 

부분을 수지로 덮어 유물을 왜곡하지 않는 최소한의 

처리를 하였다(권오영 외 2019: 169-174)(그림 12).

이후 X-ray 관찰에서 상부 내면이나 투각 작업

으로 균열이 연장된 곳 등 취약한 균열부가 확인된 곳

은 안정화를 위해 에폭시계 수지로 메움 작업을 하

였다. 작업 전 유물 표면에 가역성을 위해 Paraloid® 

B-72 20%(in Xylene)를 이용하여 붓으로 단면처리를 

하였다.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는 Poly ethyl 

methacrylate와 Poly methyl acrylate가 70:30으로 공중합

체된 고분자 물질로 1950년대에 Rohm & Hass 社에서 

개발된 상품이다. 열가소성 아크릴 수지로 빛에 강하고 

영구적이며 100% 고형분으로 처리 후 건조가 빠르고 

그림 10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해체 후 접합단면 오염물 세척

그림 11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해체 전(左)ㆍ후(右) 정면 모습

그림 12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하부 접합 및 메움처리 전(左)ㆍ후(右)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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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제에 용해가 가능하고 침투율이 우수하며 황

변이 잘 되지 않고 뛰어난 가역성 등 에폭시 수지의 단

점을 보완할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료이다. 빠른 

증발을 막기 위해 용제는 Xylene을 선택하였고 Koob의 

Recipe를 기용하였다(서정은 2007: 16-20; 국립문화재

연구소 2014: 38). 균열부 중 보강이 필요한 상부 내면

은 골고루 균일하게 퍼질 수 있는 액상 에폭시계 수지

(Epo-tek® 301-2)를 주입하고 균열을 좁히고자 클램프

를 이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고정해주었다. 이

후 균열부 메움 부분은 색맞춤하고 상부 내면을 마무리

하였다(Koob, S.P. 1996, 2014: 78-79)(그림 13).

동체부 고리문의 결실 부분은 연속되는 문양으로 

추정이 가능하였다. 결실된 고리문 부분은 수지를 지지

해줄 뼈대가 될 SN-Sheet를 고리문 모양으로 잘라 파단

면 중앙에 고정해주었다. 성형이 용이한 점토형 에폭시

계 수지인 Wood epos®를 이용하여 연속되는 고리문 형

태를 만들어 유물과 연결해주었다. 이 때 고리문은 하

부에 연결하였고 상부를 계속 맞춰가며 기울기와 형태

를 보강하였다(그림 14). 내부에 메움과 색맞춤을 완료

한 상부와 하부는 Kaolin을 첨가한 에폭시계 수지(Epo-

tek® 301-2)로 접합하였으며 보강이 필요한 외면 균열

에 에폭시계 수지(Epo-tek® 301-2)를 주입하였다. 이

후 제작 당시부터 고리문의 중간에 넓게 벌어진 곳은 

에폭시계 수지(Wood epos®)로 메워 유물을 더 견고하

게 잡아주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5).

4. 색 맞춤

청자 의자는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전시 및 연구

에 활용하기 위해 일괄 유물과 함께 관리된다. 보존처

리 과정에서 결실부 복원 부위의 경우 추후 전시활용

을 위해 청자 원래 유물의 주변과 이질감이 나지 않아

야 한다. 또한 복원부의 색맞춤은 다른 일괄유물과 조

화롭게 하는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

처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 복원 부위를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였다. 붓으로 바탕색을 맞춰주고 에

어브러시브로 복원부와 유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

결해주었다. 이후 복원된 부위의 미세한 차이를 점묘

그림 13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상부 접합 전처리 및 메움 A: 단면처리,  

B, C: 균열부 메움 및 접합

A B

C

그림 14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동체부 복원 A: SN-Sheet 활용, B: 성형 및 
틈메움, C: 복원 후

A B

C

그림 15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 상·하부 접합 및 메움처리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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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완해 주었다(함철희 외 2021:70-71). 마지

막 단계에서 외부 손상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주는 아

크릴 보조제로 광택과 투명효과를 주어 표면처리를 진

행하였다(그림 16).

Ⅴ. 결론

보물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는 고려 시대의 우수한 

청자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으나 

파손되어 수리된 흔적이 표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손상 및 수리복원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보존처리를 하였으며 보관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수리된 유물

의 상태를 진단하고 구 복원재료를 파악하는 등 유물

을 안전하게 재처리하기 위한 진단자료 수집 및 분석

에 중점을 두었다. 

수리·복원 상태를 조사한 결과, 유물은 제조과

정에서 흔히 발생되는 뒤틀림, 갈라짐, 터짐의 굵고 얇

은 제조상의 결함과 이 결함을 중심으로 물리적 손상

이 가중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또

한 균열 접합부를 중심으로 접착제가 접합면 밖으로 

흘러나와 있고 접착제 경화 시 발생된 기포 등 수리 흔

적이 관찰되었다. 수리에 사용된 재료를 분석한 결과, 

균열부 외부에서 주입한 접착제는 셀룰로오스계 수지

(Cemedine®-C), 파손된 편을 접합 한 곳은 에폭시 수

지(Araldite® rapid)가 확인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자

기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임을 알 수 있었다. 

상·하부 접합면에 고착된 흑색 물질을 분석한 결과, 

태토와 달리 P, S 이 검출되었고 Ca의 함량이 높게 확

인되어 접합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충진 재료로 석고

(CaSO4·2H2O) 또는 골분(Ca10(PO4)6(OH)2)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유물은 복원 부위가 없고 주로 접합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과거 비전문가에 의한 미숙한 보존처리로 인

해 균열 접합부를 중심으로 표면이 변질되고 구조적으

로 불안정한 상태로 유물을 전시, 연구에 활용하기 어

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유물의 안정화를 위해 전면 해체 

복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보존처리 전과 과정에서 유물의 

상태와 기존에 사용된 재료는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

여 보존관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다. 

보존처리는 크게 해체-세척-접합 및 복원-색맞

춤 순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동체의 균열부를 중심으

로 선정된 Acetone 100% 용제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해체를 진행하였다. 해체 결과, 상·하부가 완벽히 나

뉘었고 고리문의 연장선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편, 고

리문 조각 등 총 6개의 편이 확인되었다. 이후 재접합

이 각각의 파단면에 다시 적용될 예정이므로 물리·

화학적 세척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였다. 유물의 깊이

가 깊어 세척된 상부의 내면에 충진, 색맞춤 작업을 마

치고 각각 완성된 상·하부를 접합하는 등 보존처리의 

작업순서를 유물의 상황에 맞춰 용이하게 적용하였다. 

유물 접합 시 내외 면에 있는 미세균열은 구조적

으로 힘을 받지는 않으나 균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16 청자 투각고리문 의자의 보존처리 전(左)ㆍ후(右) 모습

정면

좌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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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조절이 가능한 Praloid® B-72 5~35%(in xylene)

를 micro needle(130㎛)로 주입하여 충진 보강하였다. 

또한 Praloid® B-72 5~35%(in xylene)는 에폭시계 수

지가 닿는 부분에 붓으로 도포하여 가역성이 없는 에

폭시 수지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굽다리와 삼

각형 모양의 편의 형태 유지를 위해(~ 어떤 특성을 가

진 기재_ 아크릴계 수지 선정이유) 아크릴계 수지를, 

힘을 받는 부분은 강도가 높은 액형과 점토형의 에폭

시계 수지를 적용하는 등 유물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리 메움 처리를 진행하였다. 동체에 소실된 고리문 

부분은 성형성이 좋아 모델링하기 좋은 점토형 에폭시

로 고리문 형태를 만들고 유물과 연결하여 구조적으로 

안정화하였으며 주변과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색맞춤 

처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과거 수리·복

원 상태 및 재료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

존처리를 통해 보물 청자 투각 고리문 의자에 대한 원

형을 보존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였다. 보존처리 

전 및 처리 과정은 기록화하여 전시뿐 아니라 추후 재

처리 등 보존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조사연구(R&D)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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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ing and Restoration of the Celadon Stool 
Treasure with an Openwork Ring Design

The celadon stools with an openwork ring design which consist of  four items as one collection were excavated from 
Gaeseong, Gyeonggi-do Province. The celadon stools were designated and managed as treasures due to their high art-
historical value in the form of  demonstrating the excellence of  celadon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the fanciful lifestyles 
during the Goryeo Dynasty. However, one of  the items, which appeared to have been repaired and restored in the past, 
suffered a decline in aesthetic value due to the aging of  the treatment materials and the lack of  skill on the part of  the 
conservator, raising the need for re-treatment as a result of  structural instability. An examination of  the conservation 
condition prior to conservation treatment found structural vulnerabilities because physical damage had been artificially 
inflicted throughout the area that was rendered defective at the time of  manufacturing. The bonded surfaces for the 
cracked areas and detached fragments did not fit, and these areas and fragments had deteriorated because the adhesive 
trickled down onto the celadon surface or secondary contaminants, such as dust, were on the adhesive surface. The 
study identified the position, scope, and conditions of  the bonded areas at the cracks UV rays and microscop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repair and restoration. By conducting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 
and 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on the materials used for the former conservation treatment, the study 
confirmed the use of  cellulose resins and epoxy resins as adhesives. Furthermore, the analysis revealed the addition of  
gypsum(CaSO4·2H2O) and bone meal(Ca10 (PO4)6(OH)2) to the adhesive to increase the bonding strength of  some of  
the bonded areas that sustained for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artifact 
would focus on completely dismantling the existing bonded areas and then consolidating vulnerable areas through bonding 
and restoration. After removing and dismantling the prior adhesive used, the celadon stool was separated into 6 large 
fragments including the top and bottom, the curved legs, and some of  the ring design. After dismantling, the remaining 
adhesive and contaminants were chemically and physically removed, and a steam cleaner was used to clean the fractured 
surfaces to increase the bonding efficacy of  the re-bonding. The bonding of  the artifact involved applying the adhesiv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onding area and size. The cyanoacrylate resin Loctite 401 was used on the bonding area that 
held the positions of  the fragments, while the acrylic resin Paraloid B-72 20%(in xylene) was treated on cross sections for 
reversibility in the areas that provided structural stability before bonding the fragments using the epoxy resin Epo-tek 301-
2. For areas that would sustain force, as in the top and bottom, kaolin was added to Epo-tek 301-2 in order to reinforce the 
bonding strength. For the missing parts of  the ring design where a continuous pattern could be assumed, a frame was made 
using SN-sheets, and the ring design was then modeled and restored by connecting the damaged cross section with Wood 
epos. Other restoration areas that occurred during bonding were treated by being filled with Wood epos for aesthetic and 
structural stabilization. Restored and filled areas were color-matched to avoid the feeling of  disharmony from differences 
of  texture in case of  exhibitions in the future. The investigation and treatment process involving a variety of  scientific 
technology was systematically documented so as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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