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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의 개금층은 전반적으로 금박의 부착형태가 고르지 않고, 광

택도 저하와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개금층 손상은 불상의 내식성을 저하시

켜 금속화합물의 부식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금동불상은 1980년대 중수되어 개금의 접착재

료로 캐슈와 같은 현대 재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개금층과 

접착재료에 대한 재질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존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개금층은 조

성분석 결과, 모두 높은 Au 함량을 보여 순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소지금속에서는 주로 

구리와 주석이 검출되어 청동제 합금에 해당하였다. 개금 접착재료에 대한 다양한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결과, 캐슈를 사용하여 개금 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슈는 옻칠에 비해 부착력이 

약해 금분과 금박의 박리가 더욱 빨리 진행되며, 금속부식, 백화현상 등의 다양한 손상을 수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금동불상의 안정적 보존과 진정성 회복을 위해 캐슈 피막층 제거 후 

옻칠 개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심어 개금층, 금속화합물, 접착재료, 옻, 캐슈

ABSTRACT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at Sinamsa temple in Dangin has an uneven in the shape 
the gilt, poor gloss and cracks were damaged. Such damage to the gold-gilding layer may degrad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Buddha statue, thereby promoting corrosion of the metal compound. 
The Buddha statue was a restoration in the 1980s, and it was highly likely that modern materials 
such as cashew were used as adhesive materials for gold-gilding. In the study, a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gold-gilding layer and adhesives. As the composition analysis, all gold-gilding layers show high Au 
content, so it seems that pure gold was used, and copper and tin were detected as the main alloying 
materials for the base metal, corresponding to a bronze. Various analyses of the gilt adhesive material, 
it was found that gilt was recovered using cashew. The cashew has a weaker adhesion than the lacquer, 
so the blistering of gold powder and gilt proceeds faster, and can cause various damages such as 
metal corrosion and whitening. In order to stably preserve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at Sinamsa 
temple and restore the authenticity,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cashew covering layer and perform 
lacquer gold-gilding.

Key Words Gold-gilding layer, Metal compound, Adhesive materials, Lacquer, Cashew

1. 서 언

당진 신암사는 고려 후기 충숙왕 때 능성 구씨(綾城 具

氏)의 4대손인 이판전의사(二判典儀事) 구예(具藝)가 송

악읍 가교리에 터를 잡으면서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

찰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신암사의 전각은 약 

100여 년 전에 새로 건립된 것으로, 조선시대 이전의 형태

를 유지하며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문중사찰이다.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14세기 초 인

근 지역에서 만들어진 청양 장곡사나 서산 문수사의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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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유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금동여래좌상의 

높이는 88 cm로 제작양식이 장곡사 불상에 가깝지만, 이

보다 더욱 당당하고 양감이 있다.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고려 후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의 불상과 친연성을 갖는 점에서 중

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 현재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층

은 개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금박의 부착형태가 고르

지 않고 금박 아래 접착제의 굴곡이 나타나거나, 전반적

으로 퇴색으로 인한 광택도 저하 및 균열 등의 손상이 발

생하였다. 이와 같은 개금층 손상은 불상의 내식성을 저

하시켜 금속화합물의 부식 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나 연구대상 불상과 관련한 보

존과학적 연구는 없었다.

1970년대부터 합성수지 접착제가 다량 수입 및 생산되면

서 옻은 과거에 비해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작업공

정의 간략화를 위해 불상개금에 캐슈(cashew)가 옻칠의 대

체 재료로서 활용되었다(Kwon, 1997). 캐슈는 전통 옻칠에 

비해 재료학적 진정성과 기능성 모두 현저하게 떨어지며, 

약한 접착력으로 개금층 탈락이 쉽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개금에 캐슈를 사용하여 원형이 훼손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Hwang and Han, 2009; Hong et al., 2009).

신암사 불상은 1980년대에 개금 중수되어 접착재료로 

캐슈와 같은 현대 재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

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금동불상의 접착제와 대조군 옻

과 캐슈의 표준시료에 대한 다양한 표면특성 및 화학분석

법을 적용하여 접착재료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한 개금층의 재질특성과 접착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안정적인 보존과 진정성 있는 복원을 위한 보존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결과는 천연도료와 합성도료를 구

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연구대상과 유사한 금동불상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중요

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의 개금층과 소지

금속 및 접착재료에 대한 재질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대

상 불상이 제작된 14세기는 불상의 재료가 목조에서 금동

으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는 시기였다. 고려 후기 여래상 

중 가장 많은 재료는 동합금으로,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

타여래좌상과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등 50여구

가 확인된다(Choe, 2001).

금동은 목조에 비해 제작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고가

의 동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상 제작에는 당시 왕

실이나 관료층의 발원 또는 후원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크다(Lee, 2006). 연구대상 불상 역시 당진뿐 아니라 

개성에서도 유력한 세력이었던 능성 구씨 문중의 원찰 봉

안을 위해 조성한 것이기에 금동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igure 1).

연구를 위해 불상의 전체 형상정보를 기록하고 정밀 

실측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핸드헬드형 정밀스캐닝과 디

지털 사진측량을 병행하여 3차원 형상정보를 획득하였

다. 획득한 정보는 폴리곤메시 모델에 RGB 텍스쳐 맵핑

을 실시한 후 최종 3차원 모델링을 완료하였다(Figure 1).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2.2. 연구방법 및 재료

2.2.1. 연구방법

금동여래좌상의 조성과 접착재료 특성을 검토하기 위

해 다양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소지금속

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Oxford 

Figure 1. Texture mapping model of the gold-gilding layer in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at Sinamsa temple. (A, B,

C, D) General views of front, left, right, and dorsal sid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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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X-MET7500, GBR)를 활용하였으며, 측정지

점은 전반적으로 불상의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면과 후

면에서 각각 10∼20 cm의 격자간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개금층과 하부의 소지금속층에 대한 

미세조직적 특성 및 조성을 분석하기 위해 불상의 배면 

하단부에서 탈락된 극미량의 시편을 수습하였다. 이 시편

은 개금층과 소지금속이 모두 관찰되며, X-선 에너지 분

산형 분광분석기(Burker, QUANTAX 200, USA)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TESCAN, MIRA3, CZE)을 활용하여 미

세조직과 조성을 분석하였다.

개금의 접착재료는 앞서 미세조직을 분석한 시편의 개

금층 박락부와 표준시편(옻, 캐슈)을 비교분석하였다. 개

금 접착재료 분석에서는 먼저 표면특성을 정밀하게 살펴

보기 위해 SEM-EDS 및 원자력현미경(SHIMADZU, 

SPM-9700, JPN) 분석을 실시하였다. 

화학적 특성은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

(Perkinelmer, Spectrum 100, USA), 라만 분광기(HORIBA 

JOBIN YVON, LabRAM HR UV/Vis/NIR, FRA), X-선 광

전자 분광기(Thermo Sientific, MultiLab. ESCA 2000, GBR), 

주사전자현미경 및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기(SEM-EDS)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SHIMADZU, GCMS- 

QP2010 Ultra, JPN)를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2.2.2. 공시재료

연구대상 접착재료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조군으

로 활용한 공시재료는 옻과 캐슈이며, 이는 연구대상의 

제작시기와 개금 중수 당시 불상 개금법 및 개금 재료의 

유기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Table 1, 

Figure 2). 불상 개금법에는 아말감, 수은박, 옻칠, 금은장

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중 옻칠 개금은 불상의 바탕 재료를 막론하고 적용 

가능하여, 초기 철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옻칠개금이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

로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과 해남 대흥사 금동보살좌

상에서 옻칠층이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제

작 시기를 고려하면 조성 당시 옻칠 개금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합성수지 접착제가 다량 수입 및 

생산되면서 옻은 비교적 비싼 단가와 까다로운 취급 때문

에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배하는 농

가도 줄어들었다(Lee, 2019). 일본에서는 1948년 7월 페놀

을 원료로 한 옻칠계 합성수지 도료인 솔리다이트

(SOLIDITE B72)를 개발 및 생산하였으나 1951년에 생산

을 중단했다. 이후 현재까지 옻칠대용 도료로 캐슈가 사

용되고 있다(Lee, 2020).

국내에서도 캐슈 개발 이전인 일제강점기까지는 칠기

와 불상의 개금 재료는 옻과 교였으나, 캐슈가 개발된 이

후 옻칠을 거의 대체하게 되었다(Lee, 2019). 따라서 신암

사 금동불상은 1980년대 개금되어 접착재료로 캐슈와 같

은 합성도료 사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옻 수액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은 캐슈의 주성분인 

카다놀과 매우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져 구분이 난해하여, 

옻과 캐슈에 대한 특성 및 비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Choi and Kim, 2018). 따라서 옻과 캐슈는 유사한 유기화

학적 특성을 보이므로, 두 개의 특성을 함께 비교해야 접

Classification Samples

Gold-gilding materials to be studied HG

Control group
(Standard sample)

Lacquer LG

Cashew CG

Lacquer + Cashew (1:1) LCG

Table 1. Experimental materials for comparative analysis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Figure 2. Experimental materials for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d samples. (A) Solid. (B)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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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재료의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공시재료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칠장과 같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

영하여 문화재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료

를 선정하였다(Figure 2). 또한 각 장비에 맞는 제형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상과 액상 시료를 모두 준비하였다. 실

험에 사용한 옻은 강원도 원주산 생칠이며, 캐슈는 같은 

공업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고상시료 제작을 위한 생칠은 

고습한 환경(80±3%, 23±1℃)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 동안 

완전 건조시켰으며, 캐슈는 상온 및 상습의 실험실 환경

에서 건조시켰다.

3. 재료학적 특성 분석

3.1. 금동불상의 조성

이 연구에서는 우선 신암사 금동불상의 조성을 파악하

기 위해 P-XRF를 활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속의 조성

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에 26 및 21지점을 선정

하여 10∼20 cm의 격자간격으로 측정지점을 설정하고, 

지점 당 30초씩 합금모드에서 분석하였다(Table 2).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상의 주요 합금재료에 해당하는 

구리, 주석, 아연 및 납의 함량에 대한 2D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Figure 3). 

이 결과, 구리와 주석은 소지금속의 주요 합금원소로

서 불상 전반에 걸쳐 고르고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아연은 전체 합금재료 중 납 다음으로 가장 낮은 함량 분

포를 보인다. 아연은 납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보다는, 정면의 상반신 중앙, 배면의 하반신 중앙 등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구리와 주석으로 합금한 청동주물에 아연과 납을 주조과

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3).

한편 소지금속층에 대한 P-XRF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대상 배면 하단부에서 탈락된 극미량의 파편을 

수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시료에는 개금층과 이면

에 소지금속층이 모두 드러나 있어 두 개의 층 모두 실체

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표면관찰 및 에너지 분

산형 X-선 분광분석이 가능하였다.

실체현미경 관찰결과, 개금표면은 소지금속이 금박으

로 덮여 있어 전반적으로 균질한 모습을 보인다(Figure 

4A). 개금 이면의 경우 불상을 구성하는 소지금속에서 탈

락된 연접부에 해당하므로 표면이 상당히 거칠며, 기질에 

개금 접착재료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4B).

동일 시료에 대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개금 표

면은 일부 오염물질을 제외하면 매끈하였다(Figure 4C). 

그러나 개금 이면은 불상에서 탈락된 소지금속 부분이

므로 박락되어 거친 표면을 보인다(Figure 4D). EDS 분

석결과, 개금 표면에서는 80∼90 wt.%에 가까운 높은 금

(Au)의 함량이 나타나 순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또한 개금 이면의 소지금속 기질부 분석결과, 구리와 

아연의 함량이 주석과 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앞의 연구대상 소지금속 P-XRF 분석결과에서 납

과 아연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매우 커 주조과정

에서 고루 섞이지 않은 것을 지시하였다(Table 2). 따라

서 이 불상에서 납과 아연은 편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EDS 분석은 소지금속 일부 시편에 대해 수행한 

것이므로 전체 조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

이 있다.

Location Points Elements Min Max Mean S.D

Front 26

Cu 629 507,148 304,053 110,262

Sn 44,745 86,372 67,337 10,951

Pb 5,063 109,942 54,459 23,134

Zn 342 30,753 7,798 8,343

Rear 21

Cu 216,799 578,717 391,567 96,051

Sn 45,574 80,499 65,430 9,841

Pb 24,813 109,613 58,096 22,432

Zn 230 37,874 10,588 10,741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Elemetal concentrations (ppm) using P-XRF of the gold-gilding layer in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of Sinam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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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pping results showing the visualization for main alloy elements (ppm) of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at

Sinamsa temple. (A) Cu. (B) Sn. (C) Pb. (D) Zn.

Figure 4. Occurrences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 and backside for the gold-gilding layer in the studied 

Buddha statue. (A, B) Images of stereomicroscopic observations. (C, D) Image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s.

Point C Au CuO SnO2 PbO ZnO

Surface
1 8.79 88.81 - - - -

2 10.18 89.82 - - - -

Backside

3 9.45 - 49.78 0.42 0.30 7.02

4 9.670 - 47.48 0.05 0.03 7.61

5 17.51 - 66.85 0.14 0.04 11.80

6 8.25 - 81.50 0.25 0.22 8.25

Table 3. Results of SEM-EDS composition analysis (wt.%) in the studied Buddha statue. Analysis points are shown in Figure 4



740 | 보존과학회지 Vol.38, No.6, 2022

3.2. 표면특성 분석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재료에 대한 표면특성을 정밀하

게 관찰하기 위해 배면 하부의 박락된 부분에서 극미량 

수습한 시료를 대상으로 SEM-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개금층과 개금이 박락된 곳에 개금 접착재료층

이 나타났다. 개금층에서는 금(Au)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

었으며, 개금 접착재료층은 탄소 함량이 매우 높게 검출

된 것으로 보아 유기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4, Figure 5A, 5B).    

이 개금 접착재료층의 표면특성과 대조하기 위해 표준

시료로 고체형 옻과 캐슈에 대한 SEM-EDS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모든 분석시료는 동일한 시료에 대해 다른 분

석기기를 활용한 교차검증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전처리

로 인한 화학적 성분변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조 

및 백금 코팅 등의 전처리를 생략하였다. 옻과 캐슈 모두 

1,000배에서 관찰한 결과, 옻은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

며, 얕게 파인 것과 같은 결함이 확인된다. 반면 캐슈는 

공극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 옻의 표면특

성과 대조적이다(Figure 5C. 5D). EDS 분석 결과, 두 표준

시료 모두 탄소와 산소 성분만이 높게 검출되었다(Table 

4).

옻과 캐슈의 표준시료에 대한 기본적인 표면특성을 살

펴보았으며, 표면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획득하고 거칠

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자력현미경(AFM) 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Figure 6). 거칠기는 AFM 분석

을 통해 산술평균 거칠기와 최대 골의 깊이 등의 산출방

식으로 구할 수 있다. AFM 분석은 건조 후 불균질한 표면

이 거칠기 측정에 큰 영향요소로 작용한다. 동일 조건에

서 분석하기 위해 액상형 옻과 캐슈의 표준시료를 각각 

1 × 1 cm 아크릴 필름에 한번 얇게 도포하여 건조한 후 

측정하였다.

No. Point C O Au MgO K2O A12O3 CaO

Subject of 
study

HG
(gold-gilding layer)

1 9.51 5.65 84.84 - - - -

2 9.10 4.22 86.68 - - - -

HG
(gilding adhesive 

material layer)

3 69.33 30.67 - - - - -

4 86.04 - - - 1.73 3.22 4.17

5 66.74 33.26 - - - - -

6 95.85 - - - - - 4.15

7 83.33 - - - - - -

Standard 
sample

LG
(Lanquer)

8 80.16 19.84 - - - - -

9 80.78 19.22 - - - - -

10 79.68 20.32 - - - - -

CG
(Cashew)

11 78.58 21.41 - - - - -

12 79.87 20.13 - - - - -

13 76.71 23.29 - - - - -

14 81.36 18.64 - - - - -

Table 4. Analysis results of EDS for the gold-gilding layer, gilding adhesive material layer and standard sample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Analysis points is shown in Figure 5

Figure 5. Microphotographs of SEM and EDS analysis points for samples and standard samples from the studied Buddha 

statue. (A) Gold-gilding layer and adhesive material layer. (B) Enlarged part of the gold-gilding adhesive material layer 

marking point in A. (C, D) Standard samples of lacquer and cas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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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옻의 표면은 캐슈에 비해 매우 거칠고 불균질

한 상태를 보인 반면, 캐슈 표면은 다소 평탄한 양상을 

보였다(Figure 6). 이와 같이 옻은 20∼25%의 수분 함유량

으로 인해 건조 시 수축되며 표면 요철이 형성되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얇게 여러 번 반복하여 칠해야 한다. 

   

그러나 건조 이후 캐슈는 옻에 비해 부착력이 약하므

로 개금층 박리가 빨리 진행되지만, 옻칠은 건조 이후 도

막의 표면에 형성된 우루시올 중합체층에 의해 느린 산화

반응으로 개금층이 뛰어난 내구성을 가질 수 있어 오래 

유지된다. 따라서 불상의 개금 접착재료로는 캐슈와 같은 

현대재료에 비해 안정성이 확보된 옻칠을 활용했을 때 장

기적 보존이 가능할 것이다.

3.3.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분석

적외선 분광분석은 감쇠 전반사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인 Perkin Elmer사의 Spectrum 100 모델을 사용하

였다.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 재료와 표준시료의 스펙트럼

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4,000∼650 cm-1의 범위에서 4 cm-1 

간격으로 시료 및 백그라운드를 128회 반복 측정하였고, 

측정된 스펙트럼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Figure 7). 

이 결과, 표준시료의 옻(LG)과 캐슈(CG)에서는 각각 옻칠

의 주성분인 우루시올 폴리머(urushiol polymer)의 특징과 

캐슈칠의 주성분인 카다놀 폴리머(cardanol polymer)의 특

징에 따른 피크가 관찰된다(Figure 7A).

모든 분석시료는 공통적으로 스펙트럼 중 3,560∼

3,100 cm-1의 넓은 파장대에서 수산기(-OH)가 확인된다. 

또한 메틸렌기(-CH3, =CH2)의 비대칭 및 대칭 신축 진동

에서 기인하는 2,924 cm-1와 2,854 cm-1에서 예리한 흡수대

(Chelae peaks)가 관찰된다. 1,720∼1,580 cm-1의 흡수피크

는 방향족 탄소 이중결합(C=C aromatic)에 의한 신축진동

과 방향핵의 골격진동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역대에서 옻은 당단백의 amid band 흡수피크가 

일어나며, 1,717 cm-1의 강한 C=O 피크는 생칠에서 추출

하는 과정 중 아세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CHA, 

2016). 1,450∼1,460 cm-1에서는 메틸렌기의 굽힘(bending) 

진동에 따른 CH2 밴드가 나타나며, 1,450 cm-1 피크는 

C-O-C의 영향이다(Figure 7A).

옻과 캐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1,500 cm-1 

이하의 지문영역대에서 관찰된다. 옻은 722 cm-1에서 예

리한 피크가 확인되며, 이는 우루시올 폴리머의 특징인 

1,2,3-trisubstituted benzene에서 나타나는 피크이다(Coates, 

2006; Socrates, 2004; Cho, 2000; Weigel and Herges, 1992). 

또한 옻의 전형적인 특징인 865 cm-1 영역에서 biphenyl, 

dibenzofuran 그룹에 속하는 1,2,3,4-substituted 및 1,2,3,5- 

substituted benzene 고리의 C-H out of plane 흡수피크와 

1,072 cm-1의 당단백 amide 피크가 나타난다(Figure 7B).

Figure 6. Analysis results of atomic force microscope for standard samples. (A) Lacquer. (B) Cashew.

Classification Lanquer Cashew

arithmetic mean roughness (nm) 122.441 0.987

maximum roughness height (nm) 1.002 81.910

maximum indentation depth average (nm) 501.216 1.451

root mean square (nm) 153.489 43.687

Table 5. Analysis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using atomic force microscope for standar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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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alysis results using FT-IR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the standard specimen of the control group. Sample

names are shown in Table 1. (A) Infrared spectroscopy of the studied samples. (B) An enlarged portion of the fingerpri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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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950에서 985 cm-1 영역에서 공역디엔의 흡수는 

감소하고 991 cm-1에서 흡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중합체 곁사슬의 공역 트리엔(conjugated triene)의 구조

에 의한 것으로 이량체 이상의 고분자를 의미한다. 또

한 1,267 cm-1에서는 페놀수산기(-OH)가 확인된다(Cho 

et al., 2010; Choi and Kim, 2018). 반면 캐슈는 751 cm-1, 

722 cm-1, 697 cm-1과 같은 3개의 영역에서 예리한 피크가 

관찰되며, 이는 카다놀 폴리머의 특징인 1,3-disubstituted 

benzene에 의한 굽힘 진동에 기인하는 피크이다(Coates, 

2006; Socrates, 2004; Weigel and Herges, 1992; Niimura 

and Miyakoshi, 2006).

이 FT-IR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 시편과 표준시

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시편과 옻은 3,362 cm-1 

(-OH), 2,924 cm-1, 2,854 cm-1(Chelae peaks), 1,717 cm-1 

(C=O), 1,450 cm-1 (C-O-C), 1,072 cm-1(C-O), 991 cm-1 

(conjugated triene) 등이 일치하였다. 반면 캐슈는 1,156 cm-1

과 1,377 cm-1의 영역에서 일치하여 옻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분석시편에 초기 개금 당시 

사용한 옻과 후대의 개금 중수 시 사용한 접착제 등 다양

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IR 스

펙트럼만으로 특정물질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판별하기

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 시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3.4. 라만분광분석

연구대상 시료와 표준시료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라만분광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광원은 두 

개의 시료 모두 형광이 심하지 않아 He-Ar 레이저 514 nm

를 적용하였으며, 집속된 빛의 지름은 2 μm 정도이다. 집

속된 빛의 지름이 작아질수록 시료를 더 많이 가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기 위해 레이저 출력을 0.45 mW

에 고정하고 600번의 스캔(노출시간; D0.2)으로 스펙트럼

을 얻었다.

분광기의 초점거리는 800 mm로서 300 groove/mm 그

레이팅을 선택하여 700∼2,400 cm-1 범위의 라만스펙트럼

을 얻었다. 필터는 레일리산란을 제거하기 위해 rejection

을 사용하였으며, 기기의 파장 보정은 내부에 장착된 표

준 실리콘 기판의 520.7 nm를 사용하여 시료 변경 시 자

동으로 보정하였다. 분석결과는 labSpec6 소프트웨어 데

이터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이 결과, Raman shift(cm-1)

는 1,250∼1,400 cm-1와 1,800∼2,000 cm-1 영역에서 강한 

피크가 검출되었다(Figure 8). 

연구대상과 표준시료의 피크 일치율 비교 결과 캐슈와 

가장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옻의 분석결과와는 현저하게 

상이하였다. HG와 CG의 동일한 피크값은 1,146 cm-1, 

1,190 cm-1, 1,220 cm-1, 1,246 cm-1, 1,340 cm-1, 1,440 cm-1, 

1,840 cm-1, 1,972 cm-1, 1,993 cm-1, 2,272 cm-1, 2,378 cm-1, 

Figure 8. Results of Raman spectroscopy analysis from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the standard specimen of the control

group. Sample name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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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cm-1에서 동정되었다(Figure 8). 그러나 라만분광분

석은 간섭현상을 나타내는 피크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

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3.5. X-선 광전자 분광분석

광전자 분광기는 원자의 핵심부 전자 에너지를 측정하

기 위하여 X-선원을 광원으로 이용하며, 주로 표면층의 성

분과 분자의 결합상태 및 수 % 정도의 정량분석을 하는데 

이용된다. 앞서 라만분광기로 분석한 연구대상 시편과 표

준시료는 비파괴 분석으로 진행하여 시편이 원형으로 보

존된 상태였다. 따라서 동일 시료를 대상으로 X-선 광전자 

분광분석을 진행하여 연구대상 불상과 표준시편에 대한 

원자 구성상태 및 화학결합 상태를 비교하였다(Figure 9).

측정을 위한 에너지 범위는 0∼1,400 eV로 하여 모든 

원소를 1차적으로 넓게 스캔한 이후, 좁은 영역을 스캔하

여 각 원소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얻었다. 이후 곡선보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학적 결합상태를 조사하였다. 

각 원소들의 전자각에서는 고유한 결합에너지를 가지므

로, 스펙트럼에 나타난 피크의 결합 위치를 비교하여 시료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9).

X-선 광전자 스캔 결과, 모든 시편에서 전형적 핵심 레

벨 피크인 C1s와 O1s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HG에서는 

약 400 eV의 범위에서 N1s가 나타나므로 캐슈와 가장 일치

도가 높다. 또한 곡선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크 분리

를 수행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C-N, C-C, C=C 등의 결합

은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10). C1s profile(280∼300 eV) 

Figure 9. Results of X-ray photoelpectron spectroscopy analysis in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the standard specimen.

Sample names are shown in Table 1.

Figure 10. Peak separation results b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the standard 

specimen under the study. (A) LG. (B) CG. (C) HG. Sample name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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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CG 보다 LG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옻칠이 캐슈칠 

보다 친수성이 강하므로, 옻칠 표면에 흡착된 수분이 X-선 

조사에 의해 차츰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3.6.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Py-GC/M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과 표준시편의 열분해 특성을 분석하

였다. Py-GC/MS는 순간적으로 열을 가하는 파이롤라이

저(pyrolyzer)와 열에 의해서 분해될 때 나타나는 성분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눈 뒤, 질량분석기를 

적용하여 분자량을 확인하고 표준데이터베이스와 비교

하여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고분자 재료 및 유기물 성분분석에 활용되며, 극

미량의 시료도 분석이 가능하다. 열분해장비(pyrolyzer)는 

Frontier Lab사의 PY-3030D 모델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는 Agilent사의 8890/5977B GC/MSD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료가 담긴 열분해용 컵은 미리 가열되어 있는 열분

해장치에 투입하여 일정 온도(200∼600℃)에서 1분간 열

분해하였다. 열분해 산물은 GC/MS를 이용하여 전용 소

프트웨어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분

석칼럼은 DB-1HT (100% dimethylpolysiloxane 30 m × 0.25 

mm id, 0.10 μm film thickness)을 사용하였고, 50℃에서 3

분 유지 후 300℃까지 10℃/분의 속도로 승온한 후 10분간 

유지하여 총 38분 동안 분석하였다(Table 6, Figure 11, 12).

이동상 기체는 헬륨(0.5 mL/min)을 사용하였고 검출은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질량분석기의 조건은 변환선 온

도(280℃), 이온공급온도(230℃), 4중극 온도(150℃), 질량범

위(m/z= 33∼5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획득과 

해석은 ChemStation 소프트웨어(Agilent Technologies)를 

사용하였으며, 화합물 규명은 Wiley Library와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 옻과 캐슈는 각각 주성분인 우루시올 폴리머

의 특징과 카다놀 폴리머의 특징에 의한 성분이 검출되었

다(Table 5, Figure 12). 먼저 검출된 성분은 우루시올 및 

카다놀 폴리머의 유래 성분인 벤젠계 화합물 및 페놀계 

화합물이며, 그 뒤에 알킬사슬고리에 속하는 R기에서 유

래된 –cene, -cane, -canol과 같이 alkene 및 alkane 등의 성

분이 검출되었다(Niimura and Miyakoshi, 2003).

옻과 캐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이온

을 검출하는 방법인 Extrated Ion Chromatogram (EIC)을 적

용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EIC(m/z 88)를 확인하면 유지

시간 5분대에 강한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질량 

크로마토그램으로 비교 및 분석하면 hexanoic acid로 확인

된다(Table 6, Figure 12).

캐슈칠은 상온에서 건조되지 않기 때문에 건조제와 

같은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제작한다. 이 때 hexanoic acid

가 varnish 건조제 성분으로 사용되며, 캐슈 자체에도 극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다(Larranaga et al., 2016). 따

라서 hexanoic acid가 검출된 것은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

재료층 시료(HG)와 캐슈 표준시료(CGS)에서 캐슈칠 내 

건조제가 미량으로 잔존하여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 피크의 경우 옻칠(LG)은 2분 264초(cyclohexene), 

4분 543초(ethylbenzene), 6분 452초(cyclohexene), 7분 964

초(benzene, 1-methyl-4-(1-methylethenyl)) 10분 643초

(benzene, hexyl-), 11분 152초(tridecane), 13분 793초

(pentadecane), 16분 413초(hexylresorcinol)에서 검출되었다

(Figure 12). 특히 옻의 가장 특징적인 피크는 9분 549초에

서 나타난 카테콜 유도체(catechol)이며, 이는 우루시올 고

분자로부터 열분해 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옻의 주요 

피크는 연구대상 불상(HG)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6).

Hexanoic acid 성분 외에도 고상형 캐슈 표준시료에서 

약 1분 685초(1-pentene), 약 2분 391초(methyl benzene), 약 

4분 962초(styrene), 약 6분 234초(phenol), 약 6분 342초

(1-ethenyl-2-methyl-benzene), 약 7분 767초(3-methyl-Phenol), 

약 11분 489초(benzocycloheptatriene), 약 14분 537초

(butanoic acid), 약 20분 765초(octadecanoic acid), 약 25분 

791초(13-docosenamide, (Z)-) 등의 캐슈 고유 성분이 연구

대상 불상에서도 동일하게 검출되며 신호 수집 시간을 의

미하는 피크폭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

해보면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 재료로 캐슈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 보존과학적 고찰

4.1. 재질특성 

신암사 금동불상의 조성 분석을 위한 P-XRF 측정결과, 

전반적인 함량과 분포는 구리, 주석, 납, 아연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Figure 3). 이중 구리와 주석의 함량이 높았

으며, 납과 아연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다. 따라서 연

구대상 불상은 Cu-Sn 이원계 중간소재에 납과 아연을 첨

가하여 제작한 청동합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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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eak Chemical compound Peak Chemical compound

Study
subject
(HG)

1 1-pentene 11 benzocycloheptatriene

2 cyclopentanone 12 glutaric acid, butyl ethyl ester

3 methyl benzene 13
1-cyclohexene-1 
-carboxylic acid

4 ethyl benzene 14 benzoic acid, 2-hydroxy 

5 styrene 15 n-hexadecanoic acid

6 phenol 16 2-fluorenamine

7 1-ethenyl-2-methyl-benzene 17 octadecanoic acid

8 3-methyl-phenol 18 imipramine

9 hexanoic acid 19 bis(2-ethylhexyl)phthalate

10 nutanoic acid 20 13-docosenamide, (Z)-

Lanquer
(liquid)

1 benzene 11 tridecane

2 methyl benzene 12 heptyl benzene

3 ethyl benzene 13 1-tetradecene

4 propyl benzene 14 humulene

5 1-ethyl-2-methyl-benzene 15 pentadecane

6 1-ethyl-2-methyl-benzene 16 hexylresorcinol

7 3-methyl-phenol 17 1,2,4,5-tetramethylimidazole

8 pentyl benzene 18 (phenylthio)acetic acid, hex-4-yn-3-yl ester

9 catechol 19 salvial-4(14)-en-1-one

10 3-methyl-1,2-benzenediol 20 (1R)-trans-imiprothrin

Lanquer
(solid)

1 2-methyl-1-pentanol 11 3,3-dimethyl-6 -methylenecyclohexene

2 cyclohexene 12 3-methyl-1,2-benzenediol

3 benzene 13 heptyl benzene

4 methyl benzene 14 pentadecane

5 ethyl benzene 15 1,12-tridecadiene

6 1,3-dimethyl-benzene 16 2-fluorobenzaldehyde

7 1,3,8-p-menthatriene 17 n-hexadecanoic acid

8
1-methyl-3-(1-methylethyl)

-benzene
18 octadecanoic acid

9
1-methyl-4-(1-methylethyl)

-benzene
19 1,3,5-triphenyl cyclohexane

10 m-cymen-8-ol 20 erucamide

Cashew
(liquid)

1
ethyl 3-(3-methoxyphenyl)

propanoate
3 tributyl stannane

2 atomoxetine 4 hexamethyl cyclotrisiloxane

Cashew
(solid)

1 1-pentene 11 5-tridecene

2 cyclohexene 12 benzocycloheptatriene

3 methyl benzene 13 3-pentadecyl-phenol

4 styrene 14 butanoic acid

5 phenol 15 3-pentadecyl-phenol

6 1-ethenyl-2-methyl-benzene 16 carbamic acid, methyl-, 3-methylphenyl ester

7 indene 17 octadecanoic acid

8 3-methyl-Phenol 18 cardanol monoene

9 hexanoic acid 19 4-pentylresorcinol

10 3,4-dimethyl phenol 20 13-docosenamide, (Z)-

Table 6. GC-MS analysis results for the gold-gilding adhesive material layer in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control 

standard specimens. Peak numbers are shown in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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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C-MS analysis results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and control standard specimens. Sample name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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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esults of hexanic acid detection part by py-GC-MS analysis. (A) Samples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HG). 

(B) Cashew standard specimen (CGS).

따라서 금동불상의 소지금속은 주재료인 구리를 제외

하면 주석, 납, 아연 순으로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2). 주석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반면, 

납과 아연은 특정 지점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Figure 3). 

이는 제작에 사용한 금속 광물의 용융점(주석; 232℃, 납; 

327℃, 아연; 420℃)이 상이하기 때문에 합금을 위한 용해 

공정 중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용융점이 낮은 주석은 가장 먼저 청동 용탕 내 혼화되어 

광범위하게 분포할 수 있는 반면, 납과 아연은 상대적으로 

용융점이 높아 부분적으로 용융되지 못한 채 편석되어 특정 

지점에서만 높은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납은 

구리와 주석의 원자 크기 차이로 인해 혼합될 수 없어, 구리

와 주석에 고용되지 않는다(Chakrabartl and Lughlin, 1984). 이

로 인해 납은 청동 용탕이 냉각될 때 용탕 내에서 편석현상

에 의해 먼저 결정화되고 성장한다(Kim et al., 2022).

한편 고대의 금속 용해 공정은 녹는점을 낮추는 것이 제

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용해 공정 이후 

주조 단계에서 합금재료를 주형에 흘려 넣어 응고될 때까지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구리의 용융점은 1,083℃이며, 다

른 금속과 섞인 합금이 되면 용융점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고대의 청동기 제작에 첨가한 일정량의 납과 아연은 

금속의 용융점을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며, 상온 강도 증

가 및 결정립의 미세화 등의 다양한 물성강화 효과를 위

해 첨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im, 2003). 따라서 연

구대상에 사용된 주석과 납 및 아연은 기능적 목적의 재

료였을 것이다(Table 6, Figure 13).

4.2. 개금방안 

4.2.1. 개금 접착재료

1970년대의 캐슈 개발 이후 국내에서 천연 옻칠 대신 

캐슈도료 사용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불단과 경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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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목제 불구는 물론 불상 제작에 캐슈가 도입되었다. 

불상의 개금과정에서 캐슈가 가진 편리성은 자연건조로 

경화, 두꺼운 도막 형성, 짧은 경화시간 등이 있다. 따라서 

옻칠과 달리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캐슈는 건조 시 휘발되며 발생하는 악취가 심

하고, 건조 시 습도가 높으면 도막에 핀홀 현상이 발생한

다. 또한 옻칠에 비해 부착력이 약해 금분과 금박의 박리

가 더욱 빨리 진행되며, 제조 시 첨가한 포름알데히드 등

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므로 옻칠에 비해 단점이 

더욱 많은 편이다.

연구대상의 개금에 사용된 접착재료의 성분을 확인하

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금 접착재료로 캐

슈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금 시 접착재료로 캐슈

를 사용한 불상은 대표적으로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

상, 법장사 목조여래좌상 및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

이 있다(Figure 13). 이 불상은 모두 비전문가에 의해 개금

불사가 진행되어, 별도의 보존처리 없이 캐슈로 개금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 표면이 고르지 않고 두껍게 형성되었으며, 약

한 부착력으로 개금층 탈락이 쉽게 나타났다. 또한 소지

금속이 드러난 지점에서 박락되는 부식층이 다량 존재하

여 불상의 원형이 훼손되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가 두드

러져 원형보존을 위해 캐슈 피막층 제거, 안정화 처리 등

의 전반적인 보존처리를 다시 진행한 바 있다(Hwang and 

Han, 2009; Hong et al., 2009).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역시 개금 접착재료로 사용된 캐

슈로 인해 개금층 탈락, 도막의 핀홀 현상, 백화현상, 금속 

부식 등의 여러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문화재 표준시

방서(CHA, 2022)에는 개금 시 옻칠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으며, 전통 옻칠을 사용한다면 재료학적 진정성

과 기능성면에서 탁월하다. 따라서 연구대상 불상은 안정

적인 보존과 문화재의 진정성 회복을 위해 캐슈 피막층 

제거 후 옻칠 개금이 요구된다.

4.2.2. 소지금속 

신암사 금동불상을 구성하는 소지금속의 내부 손상상

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장공을 통해 내시경 검사를 수행한 

결과, 소지금속 표면에서 주물결함인 편석 및 균열 등과 

청동녹 및 오염물이 다소 확인되었다(Figure 14). 연구대

상과 같은 동합금은 대기환경에 따라 상이한 부식형태를 

보이며, 하단의 복장공이 막혀 있어 내부 소지금속은 산

소가 거의 없고 습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습한 환경에 염소이온이 존재하면 동은 CuCl을 

형성하며, CuCl은 물과 반응하여 Cu2O를 형성한다. Cu2O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염기성 탄화구리[CuCO3

⋅Cu(OH)2]를 생성하게 된다. 매장환경에서 물과 산소가 

함께 존재하면, 청동병(bronze disease)으로 불리는 염기성

염화 제2구리[CuCl2⋅3Cu(OH)2)]가 생성된다.

Figure 13. Cases in which the original form was damaged due to the use of cashew painting (Hong et al., 2009). (A) 

Iron-seated Vairocana Buddha of Borimsa temple in Jangheung. (B) Enlarged view of the marked part of A. (C) 

Wooden-seated Buddha of Beopjangsa temple. (D) Iron-seated Vairocana Buddha of Dopiansa temple in Cheorwon. (E) 

Enlarged view of the marked part of D.

Figure 14. Endoscopic images of the studied Buddha statue. (A, B) Rust on the front. (C, D) Casting defects and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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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대상 불상은 소지금속에 부식생성물이 발

생할 위험이 높아 부식억제 보존처리를 필수적으로 수행

해야 한다. 부식억제제는 금속 자체만으로 내식성이 부족

한 경우, 소량 첨가하여 부식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이다. 

또한 금속이 주변 환경과 반응하여 일어나는 부식 경향을 

줄여, 녹 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억제제의 

pH와 온도 등의 조건은 각각의 금속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and Kim, 2005; Lee, 1999).

현재 금속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

식억제제는 BTA, DAN, MEA, TEA 등이 있다. 이는 도포 

이후 화합물 피막을 형성시켜, 염화물이나 산소의 침식 

활동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대상과 같은 청동제유

물 부식억제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

며, BTA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Abdullah 

et al., 2006; Ravichandran et al., 2004). 

이외에도 연구대상 불상의 소지금속에는 다양한 녹과 

부식화합물이 관찰되므로,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안정화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이 

연구대상을 구성하는 금속재질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오

히려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존처리에 앞서 

불상을 구성하는 소지금속에 대한 재질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와 유사한 조성의 시험편에 임상실험을 진행

하여 보존처리제와 농도 및 도포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언

1. 신암사 금동여래좌상은 고려 후기 불교조각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만들어진 불상과 친연성을 

갖는 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이 금동

여래좌상은 1980년대 개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개

금층 퇴색, 균열, 박락 등 여러 손상이 발생한 상태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금층, 소지금속 및 개금 접

착재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존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연구대상 불상의 개금층과 소지금속 조성 분석을 위해 

P-XRF 및 SEM-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개금

층은 모두 높은 Au 함량이 검출되어 순금을 활용한 것

으로 보이며, 소지금속의 조성은 전반적으로 구리와 주

석의 함량이 높고 납과 아연이 소량 확인되어, Cu-Sn 

이원계 중간소재에 납과 아연을 첨가하여 제작한 청동

합금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석과 납 및 아연은 용융점

을 낮추고 유동성을 높이며, 강도증가, 결정립의 미세

화 등 제작과정의 용이성과 다양한 물성강화를 위해 

첨가한 재료일 것이다.

3. 연구대상의 개금에 사용된 접착재료의 성분을 확인하

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캐슈를 활용하여 

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금에 캐슈가 사용될 경우 

개금층 탈락, 도막의 핀홀 현상, 백화현상 및 소지금속 

부식 등의 여러 손상을 유발하여 원형이 훼손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보존처리 과정에서는 캐슈 피막층 제

거 후 옻칠개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대상 불상의 소지금속과 접착재료 특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재개금 및 보존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보존처리가 수행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박리제와 

부식억제제 및 강화처리제에 대한 임상실험을 통해 적

절한 보존처리제와 약품 농도 및 도포횟수 등을 면밀

하게 설계한다면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REFERENCES

Abdullah, A.M., Al-Kharafi, F.M. and Ateya, B.G., 2006, 

Intergranular corrosion of copper in the presence of 

benzotriazole. Scripta Materialia, 54(9), 1673-1677.

Chakrabartl, D.J. and Lughlin, D.E., 1984, The Cu-Pb 

(copper-lead) system. Journal of Phase Equilibria. 5, 

503-510.

Cho, N.C., Kim, S.C., Kim, W.H. and Shin, Y.S., 2010, A 

study on the bonding materials used for the great jar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from Daechuri site, 

Pyeongtaek.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26(4), 

371-3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 S.M., 2000, Study of characteristic properties on 

lacquer and its film processing.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e, S.E., 2001, On the Koryo seated bronze image of 

Amitabha Buddha from Minchunsa temple - site at 

Kaesong. Art History Association of Korea, 17, 25-4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J.W. and Kim, S.C., 2018, Analysis of lacquer and 

CNSL using infrared spectrometer and pyrolysis-GC/MS.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46(1), 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oates, J., 2006, Interpretation of infrared spectra, a 

practical approach. Encyclopedia Analytical Chemistry, 

159-16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e(CHA), 2016, Adhesives for 

Conservation. 245. (in Korea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e(CHA), 2022, Standard 

Specification for Repairing Cultural Heritages. 317. (in 

Korean)



개금층 접착재료로서 옻과 캐슈의 과학적 특성 분석 및 보존관리방안 검토: 당진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 양혜리, 최일규, 이찬희 | 751

Hong, J.O., Hwang, J.J., Choi, J.H., Shin, H.N., Lee, Y.H., 

Han, B.I. and Lee, O.H., 2009, A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seated iron buddha statue of Dopian temple, 

Cheolwon. Conservation Studie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71-18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J.J. and Han, M.S., 2009, Case studies of 

destructive restoration of the metal relics and their 

problems-derelict restorations by non-conservators and 

their ignorant use of irreversible materials. Conservation 

Studie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63-7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ang, C.G. and Kim, Y.H., 2005, Study on corrosion 

inhibitor of metal artifact. Journal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1, 14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S.J., Han, W.R. and Moon, D.H., 2022, Bronze 

production systems in the 6-7 centuries South Korea: 

Micro-structural and micro-chemical analysis of slags. 

Korean Journal of Metals and Materials, 60(10), 

774-78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won, S.O., 1997, Lacquerware. Johyeongsa Publishing, 

1-240. (in Korean)

Larranaga, M., Lewis, R. and Lewis, R., 2016, Hawley’s 

Condensed Chemical Dictionary. John Wiley Publishing, 

1-1547.

Lee, B.H., 2006, Establishment of Temples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ir Restrictions, A Study on the 

Temple economy in the Late Goryeo Dynasty. Gyeongin 

Publishing, 258-264. (in Korean)

Lee, O.H., 2021, Preservation of Millennium Technology 

Lacquered Cultural Properties, Julyuseong Publishing, 

1-173. (in Korean)

Lee, U.H., 1999, Principles of corrosion and inhibitor. 

Donghwa Techniques, 622-62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Y.J., 2019, Continuity of tradition and modern change 

in Buddha statue gilding techniques. Journal of Art 

History, 36, 75-9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im, O.S., 2003, A compare study of traditional copper 

alloy in east 3 nation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91-3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iimura, N. and Miyakoshi, T., 2003, Characterization of 

natural resin films and identification of ancient coating. 

Japanese Mass Spectrometer Society, 51(4), 449-456.

Niimura, N. and Miyakoshi, T., 2006, Structural study of 

oriental lacquer films during the hardening process. 

Talanta, 70(1), 146-152.

Ravichandran, R., Nanjundan, S. and Rajendran, N., 2004, 

Effect of benzotriazole derivatives on the corrosion and 

dezincification of brass in neutral chloride solution. 

Journal of Applied Electrochemistry, 34(11), 1171-1176.

Socrates, G., 2004, Infrared and Raman Characteristic 

Group Frequencies: Tables and Charts. John Wiley 

Publishing, 1-364.

Weigel, U.M. and Herges, R., 1992, Automatic 

interpretation of infrared spectra: Recognition of 

aromatic substitution patterns using neural networks.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 

32, 723-731.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406440637062806270639062900200641064A00200627064406450637062706280639002006300627062A0020062F0631062C0627062A002006270644062C0648062F0629002006270644063906270644064A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BGR <FEFF04180437043f043e043b04370432043004390442043500200442043504370438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c00200437043000200434043000200441044a043704340430043204300442043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3d043e0020043f044004380433043e04340435043d0438002004370430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020043f04350447043004420020043704300020043f044004350434043f0435044704300442043d04300020043f043e04340433043e0442043e0432043a0430002e002000200421044a04370434043004340435043d04380442043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3043004420020043404300020044104350020043e0442043204300440044f04420020044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41043b043504340432043004490438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5007200e90020007300650020006e0065006a006c00e90070006500200068006f006400ed002000700072006f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ed0020007400690073006b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ETI <FEFF004b00610073007500740061006700650020006e0065006900640020007300e400740074006500690064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6500740073006500200074007200fc006b006900650065006c00730065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d0069007300650020006a0061006f006b007300200073006f00620069006c0069006b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6400650020006c006f006f006d006900730065006b0073002e00200020004c006f006f00640075006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730061006100740065002000610076006100640061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d0069006400650067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e0069006e0067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a00610020007500750065006d00610074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f006e00690064006500670061002e000d000a>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c003bf03c5002003b503af03bd03b103b9002003ba03b103c42019002003b503be03bf03c703ae03bd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c003c103bf002d03b503ba03c403c503c003c903c403b903ba03ad03c2002003b503c103b303b103c303af03b503c2002003c503c803b703bb03ae03c2002003c003bf03b903cc03c403b703c403b103c2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D405DE05D505EA05D005DE05D905DD002005DC05D405D305E405E105EA002005E705D305DD002D05D305E405D505E1002005D005D905DB05D505EA05D905EA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005DE05D905DD002005DC002D005000440046002F0058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b0069007600e1006c00f30020006d0069006e0151007300e9006701710020006e0079006f006d00640061006900200065006c0151006b00e90073007a00ed00740151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68006f007a0020006c006500670069006e006b00e1006200620020006d0065006700660065006c0065006c015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b00e90073007a00ed0074006800650074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FEFF004e006100750064006f006b0069007400650020016100690075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6d006500740072007500730020006e006f0072011700640061006d00690020006b00750072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750072006900650020006c0061006200690061007500730069006100690020007000720069007400610069006b007900740069002000610075006b01610074006f00730020006b006f006b007900620117007300200070006100720065006e006700740069006e00690061006d00200073007000610075007300640069006e0069006d00750069002e0020002000530075006b00750072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10069002000670061006c006900200062016b007400690020006100740069006400610072006f006d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72002000760117006c00650073006e0117006d00690073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6f006d00690073002e>
    /LVI <FEFF0049007a006d0061006e0074006f006a00690065007400200161006f00730020006900650073007400610074012b006a0075006d00750073002c0020006c0061006900200076006500690064006f0074007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100730020006900720020012b00700061016100690020007000690065006d01130072006f00740069002000610075006700730074006100730020006b00760061006c0069007401010074006500730020007000690072006d007300690065007300700069006501610061006e006100730020006400720075006b00610069002e00200049007a0076006500690064006f006a00690065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f0020007600610072002000610074007601130072007400200061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6b0101002000610072012b00200074006f0020006a00610075006e0101006b0101006d002000760065007200730069006a0101006d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770079006400720075006b00f30077002000770020007700790073006f006b00690065006a0020006a0061006b006f015b00630069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4c043d043e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2044b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43d043e0433043e00200434043e043f0435044704300442043d043e0433043e00200432044b0432043e04340430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KY <FEFF005400690065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69006100200070006f0075017e0069007400650020006e00610020007600790074007600e100720061006e0069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f007200e90020007300610020006e0061006a006c0065007001610069006500200068006f0064006900610020006e0061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fa00200074006c0061010d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56007900740076006f0072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76006f007200690165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f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6100ed00630068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6900200073006f0020006e0061006a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5006a016100690020007a00610020006b0061006b006f0076006f00730074006e006f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300200070007200690070007200610076006f0020006e00610020007400690073006b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900fc006b00730065006b0020006b0061006c006900740065006c0069002000f6006e002000790061007a006401310072006d00610020006200610073006b013100730131006e006100200065006e0020006900790069002000750079006100620069006c006500630065006b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UKR <FEFF04120438043a043e0440043804410442043e04320443043904420435002004460456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420432043e04400435043d043d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4f043a04560020043d04300439043a04400430044904350020043f045604340445043e0434044f0442044c00200434043b044f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4f043a04560441043d043e0433043e0020043f0435044004350434043404400443043a043e0432043e0433043e0020043404400443043a0443002e00200020042104420432043e04400435043d045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050004400460020043c043e0436043d04300020043204560434043a04400438044204380020044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42043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00431043e0020043f04560437043d04560448043e04570020043204350440044104560457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