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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보물 제326호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 2점 , 옥로 1점 , 요대 1점 , 도배 ․구배 2점 등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 유물들은 2011년 4월 28일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개관을 위해 2011년 초에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 이 때 장검 

2점의 혈조 내 안료에 대한 비파괴 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성수지도료로 추정되었다 . 본고에서는 이 합성수지도료로 

추정되는 안료의 정확한 조사 및 제거에 대해 논하였다 . 혈조 내 안료를 규명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 전자현미경 , 
Micro-XRF, XRD, FT-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께는 10~90㎛의 단일층으로 확인되었고 성분분석 결과 

Pb, Cr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XRD 분석을 통해 납 ․크로뮴 ․몰리브데넘 산화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접착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키드 수지로 판단되었다 . 이를 통해 근래에 합성수지도료로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합성수지도료는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쉽게 반응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금속에 영향이 없으며 쉽게 제거 

가능한 아세톤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 합성수지도료 제거 과정에서 전통안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료 전체를 

수집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 

중심어: 이순신 , 장검 , 혈조 , 안료 , 합성수지 도료 , 제거

ABSTRACT     The artifacts of Admiral Yi Sun-sin (Treasure No.326) consist of six items with two long swords, a jade 
decoration, a belt and two peach-shaped cups.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Chungmugong Yi sun-sin Memorial 
Museum (April 28, 2011), there were conservation treatments for those artifacts at the beginning of 2011. At that time, 
from the result of non-destructive surface analysis on pigments in blood-colored grooves of the two long swords, it was 
presumed to be synthetic resin paints. This study shows the accurate identification on pigments which was presumed 
as synthetic resin paints and its removal. To identify pigments in blood-colored grooves, the optical microsco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icro-XRF, XRD and FT-IR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turned out that the thickness 
of 10~90㎛ in a single layer was measured. And major components containing Pb and Cr and lead․ chromium․ 
molybdenum oxide were identified and to identify components of adhesives from the analysis by FT-IR, it turned out 



500 | 보존과학회지 Vol.31, No.4, 2015

to be alkyd resin, which can be presumed that they were recently colored with synthetic paints. The synthetic paints 
easily react with most of the organic solvents. And it is so easy to handle without the effect on metal that it was removed 
with acetone. While removing synthetic paints, all of paints on it were collected for identifying whether there is traditional 
pigment but nothing was identified. 

Key words: Yi Sun-sin, Janggeom(Long sword), Blood-colored grooves, Pigment, Synthetic resin paint, Removal

Figure 1. Pigments in blood-colored grooves of long sword, Admiral Yi Sun-sin.

Figure 2. Blade of long sword in 1928

1. 서 론

보물 제326호 이순신 유물 일괄은 장검 2점, 옥로 1점, 
요대 1점, 도배․구배 2점 등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검은 길이가 각각 196.8㎝, 192.2㎝에 이르고 

칼자루 속 슴베에 “甲午四月日造太貴蓮李戊生作(갑오년 4
월 4일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이라고 쓰여졌다

는 기록이 있다(Hyeonchungsa Shrine Management Office, 
2011). 갑오년은 1594년으로 전란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때이며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 
이 장검에는 혈조가 있는데, 혈조는 칼날 옆면에 낸 홈

으로 이순신 장검에는 양면에 직선으로 혈조가 파여져 있

으며 그 안에 붉은색 안료를 칠하였다. 붉은색 안료는 이 

외에도 칼 끝에서 손잡이까지 있는 물결문양 내에도 있다

(Figure 1). 
이 장검은 2011년 4월 28일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개

관을 위해 2011년 초에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이 때 장

검 혈조 내의 안료에 대한 비파괴 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

과, 기지금속에서 기인한 Fe와 함께 Cr과 Pb이 검출되어 

1800년대 이후에 서양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된 황연

(Chrome Yellow, PbCrO4)이 첨가된 합성수지도료로 추정

하였다. 
이 혈조 내 안료는 2011년 당시 비파괴 분석을 통해 기

지금속에서 기인한 Fe와 함께 Cr과 Pb이 검출되어 적색안

료의 주성분임을 확인하였으며 고대안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Cr과 Pb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표적 안료인 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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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 Yellow, PbCrO4)이 존재하므로 근래에 새롭게 

칠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방

법으로 유기용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spot test를 실시

한 결과 아세톤에 쉽게 반응하여 합성수지도료로 추정하

였다(Kwon, 2011).
이후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장검”(Hyeonchungsa 

Shrine Management Office, 2014)에서 발간한 내용 중 혈

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28년에 촬영된 흑백사진에서 녹

슨 칼날의 색상과 혈조 내의 균일하게 나타나는 진한 색상

의 대비에서 혈조 내에 칼날과 다른 색으로 칠해진 흔적을 

확인하였고(Figure 2), 1969년 발간된 현충사관련 도록에 

기재된 장검 사진에도 희미하게 관찰되는 점을 토대로 

1969년~1970년 사이에 혈조에 남아있던 붉은 칠의 보강

을 위해 다시 칠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당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측만 되었던 안료에 대한 정

확한 조사가 필요하였으며 그 역사적 가치에 비쳐 전통방

식이 아닌 후대에 합성수지도료로 복원한 경우 제거가 필

요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비파괴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가 

아닌 정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제거

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성수지도료를 제거하였다. 
또한 합성수지도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전통재료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합성수지도료로 추정되는 안료의 정확

한 조사 및 제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혈조 내 안료는 합성수지도료로 추정되므로 일부 시료

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두 자루 칼의 전․
후면을 각각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단면 분석, 무기

안료에 대한 분석,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면 분석은 안료층의 형상 안료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

해 실시하였으며, 시료를 에폭시수지에 마운팅(mounting)
하여 연마한 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Axiotech,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명시야 200~500배로 관

찰하였다. 안료 분석 중 성분분석은 미소부 X선형광분석

기(Micro X-ray Fluorescence Analyzer, Eagle 3-XXL, 
EDAX, Inc., America)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Rh 
Target, 40kV, 500μA, spot size 300μm로 실시하였다. 안

료 분석 중 전자현미경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JSM-5910LV, Japan) 및 에너

지분석분산형분광계(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Oxford 7324, England)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20kV, 
70nA, spot size 34~60μm로 실시하였다. 또한 안료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X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PANalytical EMPYREAN, Netherlands)를 이용하였으며, 
High resolution Pixel 3D-256ch Detector와 Cu Target을 

이용하여 40kV, 40mA, 5°~80°까지 0.026°/sec의 조건으

로 분말시료를 Spinner stage에 올려 분석하였다.
교착제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은 적외선

분광분석(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VERTEX70, U.S.A.)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감쇠 전

반사 적외선 분석법으로 분석범위 4,000~600cm-1, 분리능

(resolution) 4cm-1, 스캔 횟수(scans) 16회로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안료의 단면  성분 분석 결과

안료의 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안료층의 

두께는 10~90μm 정도로 안료가 뭉쳐 있는 곳은 두껍고 그

렇지 않은 곳은 얇아 일정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층위는 존

재하지 않는 고른 단일 채색층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전체가 적색을 띄며 부분적으로 적황색을 띄는 입자가 관

찰되었다. 전자현미경의 반사전자상(BEI, backscattered 
electron image)을 이용한 단면관찰 결과 1μm이하의 밝은

색 입자가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입자의 모양(경계

부)이 정확하게 관찰되지 않거나 확산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Figure 4). Figure 5는 Figure 4-b A부분의 입자들에 

대해 그 원소의 분포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존재하

는 원소들이 대부분 S과 Pb 그리고 Cr을 주성분으로 하며, 
Ba과 Ca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미소부 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Pb이 약 45%, Cr이 약 19%, 황이 약 11%의 주성분

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Ba, Ca, Co, Mo 등이 확인되었다

(Figure 6). 비파괴분석 결과에서 Pb, Cr이 주성분으로 확

인된 것과는 비슷하나 소량이 함유된 성분은 소지금속인 Fe 
때문에 낮게 검출되어 확인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었다. 
정확한 결정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납․크로뮴․몰리브데넘 산화물(Lead Chromium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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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front of A-1(×50) b. The back of A-1(×50)

c. The front of B-1(×50) d. The back of B-2(×50)
Figure 3. Observation results of optical microscope of pigments

A

a. The front of A-1(×5500) b. The Back of B-2(×5500)
Figure 4. Observation results of SEM of pigments

Oxide, Pb(Cr9Mo11)O4)로 확인되었다(Figure 7). 비파괴

분석에서는 성분만으로 확인하여 황연으로 추정하였으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Mo이 확인되었고 그 성분을 

동정한 결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몰리브데넘 레드(molybdenum red, PbCrO4․xPbMoO4․

yPbSO4)는 크로뮴산납(PbCrO4), 몰리브덴산납(PbMo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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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b S

Ba Cr Ca

Figure 5. The mapping result of A part of Figure 4-b

Figure 7. The result of XRD of pigmentFigure 6. The result of XRF of pigment

황산납(PbSO4)을 함께 침전시켜 얻는데, 밝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며 열과 빛에 안정하여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등에 안료로 첨가된다(Navercast, Molybdenum). 장검에 

사용된 합성수지도료의 붉은 색은 이 화합물의 사용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안료의 외선분 분석

적외선분광분석은 시료에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인 적

외선을 쪼여주면 파장에 따라 흡수․방출하는 정도가 다르

며 이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대에 적외선이 흡수되면 그에 

해당하는 작용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미지시

료에 어떤 작용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장검 혈조 내 붉은색 안료의 적외선분광분석 결과는 

Figure 8-a와 같다. 건성유로 인한 2,930㎝-1대와 2,960㎝-1

대의 C-H 신축진동(stretching), 1,733㎝-1대의 C=O 신축

진동이 나타나고, 알키드수지의 지문영역인 C-H 굽힘진동

(bending), C-O 신축진동, C-C 신축진동, C-H 좌우진동



504 | 보존과학회지 Vol.31, No.4, 2015

Figure 8. FT-IR results (a. pigment, b. alkyd resin modified 
with linseed oil, c. lacquer, d. animal glue)

Figure 9. Cleaning of pigments with acetone

(rocking)으로 1,270cm-1대, 1,140cm-1대, 1,070cm-1대가 

나타나고 있어 알키드수지 계열의 페인트로 판단된다. 이
러한 현상은 Figure 8-b의 린시드오일 변성 알키드수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Thomas, 2014). 
전통안료의 접착제로 주로 사용되는 칠과 아교의 FT-IR 

스펙트럼은 Figure 8-c, d와 같다(NRICH, 2014). 생칠의 

FT-IR 스펙트럼은 O-H 신축진동에 의한 3,500~3,200cm-1

의 넓은 흡수 밴드, 곁사슬의 불포화 알킬기 =CH- 신축진

동에 의한 3,011cm-1, -CH2 포화 알킬기에 의한 2,920cm-1, 
2,852cm-1, 게집게다리 모양의 페닐링 -CH=CH- 불포화 

알킬그룹에 의한 1,618cm-1, 1,594cm-1, 퀴논-올레핀, 디벤

조퓨란의 C-O-C 1,474cm-1, 1,075cm-1, aromatic ether 
1,185cm-1, O-H 1,355cm-1, 1,278cm-1, 콘쥬게이션된 다이

엔 그룹에 의한 983cm-1, 944cm-1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

다. 아교의 FT-IR 스펙트럼은 아미드 A 영역의 3,400cm-1, 
아미드 I 영역의 1,637cm-1, 아미드 II 영역의 1,465cm-1, 
아미드 III 영역의 1,170cm-1를 확인할 수 있다. 

이 4가지 종류의 FT-IR 스펙트럼을 비교한 결과 혈조 내 
안료는 알키드수지를 접착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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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lade after cleaning

4. 조 내 안료의 제거

2011년 혈조 내 합성수지 도료의 유기용제에 대한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세톤으로 spot test를 실시한 결과 쉽

게 반응하여 세척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용이 용이하고 금속에 영향이 없으며 합성수지도료를 

쉽게 제거 가능한 아세톤을 사용하여 혈조 내 합성수지도

료를 제거하였다. 또한 제거 시 합성수지도료 아래층에 전

통안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제

거하였으며 제거된 도료 전체를 용제에 침적하여 잔류물

을 수거하였다(Figure 9). 제거 방법은 아세톤이 쉽게 증발

하지 않게 솜에 적셔 합성수지도료 위에 올려놓고 수분 경

과 후 면봉으로 문질러 제거하였으며 이를 반복하였다.
제거 과정에서 합성수지도료 아래층에서는 전통안료로 

보이는 안료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거된 도신의 상태는 

혈조 외의 부분과 비슷한 상태였다(Figure 10). 또한 수집된 

합성수지도료에서도 역시 전통안료로 보이는 안료는 확인

되지 않았다. 이는 단면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10㎛ 정도로 매우 얇게 도포하기 위해 표면을 매끄럽게 하

였고 이를 위해 원 안료층을 제거한 후 합성수지도료를 도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물결문양에서도 같은 상태였다. 

5. 결론  고찰

보물 제326호 이순신 유물 일괄 중 장검 2점의 혈조 내 

안료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합성수지도료

로 추정되어 제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혈조 내 안료를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두께 10~90μm의 단일층으로 전체가 적색을 띄

며 부분적으로 적황색을 띄는 입자가 관찰되었다.
2. 미소부XRF를 이용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Pb이 

약 45%, Cr이 약 19%, S이 약 11%의 주성분을 이루

고 있으며 일부 Ba, Ca, Co, Mo 등이 확인되었다.
3. XRD를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한 결과 납․크로뮴․

몰리브데넘 산화물(Lead Chromium Molybdenum 
Oxide, Pb(Cr9Mo11)O4)로 확인되었다.

4. 적외선분광분석을 실시한 결과 린시드오일 변성 알

키드수지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위의 결과를 토대로 근래에 제작된 납․크로뮴․몰리브

데넘 산화물의 무기안료가 함유된 알키드수지 계열

의 합성수지도료를 사용하여 칠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합성수지도료는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쉽게 반응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금속에 영향이 없고 쉽게 제거 가능

한 아세톤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7. 합성수지도료 제거 과정에서 전통안료의 유무를 확

인하기 위해 도료 전체를 수집하였으나 전통안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고에서는 장검 내 혈조에 칠해진 재료에 대한 규명과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논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비파괴분

석과 파괴분석의 차이와 비파괴분석의 오류 가능성을 파

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도료의 제거 과정 중 

합성수지도료 아래층에 전통안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그러므로 복원재료에 대한 논의는 정확한 고증을 통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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