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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은국립중앙박물관미술부에서발간하는『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중국의 도자』연구서에 일부 기재되는 내용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이용욱,『중국도자사』, 미진사, 1993.    

2. 조봉환,『도자기공업』, 이공도서출판사, 1981. 

3. 최주,『천공개물』, 전통문화사. 1997.

4. 황현성·이해순·이용희,「“유창종 기증 기와·전돌”특별

전 유물의 보존 - 채색전·귀면와·귀면와범 -」,『박물관

보존과학 제4집』, 국립중앙박물관, 2003.

5. 三杉隆敏,『동서도자교류사 - 마이센으로 가는 길 -』, 눌

와, 2001.

6. 素木洋一,『유약과 그 안료』, 대광서림, 1995.

7. 澤田正昭,『문화재보존과학개설』, 서경출판사, 2000. 

박 물 관 보 존 과 학

Sungeun Lee and Hyunsook Roh
Conservation Science Team, National Museum of Korea

요 약 국립중앙박물관에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방법을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

다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서이다. 먼저 곤충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박물관의 해충분포

및 종류, 상태, 유입경로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대책을 세워 보다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제방법을 찾도록 하 다.

Abstr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the method of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was
introduced to the museum is to prevent the damages by insects in the  more efficient, economic and safer way.
First, through monitoring the insects, the distribution, kinds, condition and inflow path of the insects should be
confirmed, and then the safe and rational methods of prevention and elimination should be found in order to take
more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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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합적유해생물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라

는말은닉슨대통령이1972년 2월연두교서에서환경보호

와관련해서처음사용한것으로, 같은해 11월미국환경위

원회는 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출간하 다1).

‘Integrated’란여러가지다른유해생물에대한 향을감

안하여유해생물방제에복수의방제수단을조화롭게사용

하는 것을 뜻하며, ‘Pest’는 모든 유해한 생물을 뜻한다.

‘Management’는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걸친 행위를 말

하는 것으로 IPM은 생태적 원리와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

려한 일종의 유해생물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IPM 이란 개념이전의해충문제해결방법이단순한방

제 다면, IPM 개념을도입한이후의해충문제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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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he condition of being partially restored through
re-colorization experiment 

Fig. 25. the condition of being partially restored through
re-colorization experiment 

* Corresponding author : Conservation Science Team, National Museum of Korea

Tel : 02)2077-9432  l Fax : 02)2077-9449  l E-mail : sungeun@museum.go.kr

1) Kogan, M. 1998. Integrated pest management: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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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적합한페로몬트랩을사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발

견된해충대부분이날아다니는곤충일경우UV트랩을사

용할수도있다. 다만 UV트랩이나페로몬트랩의경우이

로인해 해충이 외부에서 수장고 등의 공간에 유입될 가능

성이있으므로그사용에대해서는신중할필요가있다. 

3.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IPM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용산으로이전하면서새수장

고 전체를 메틸브로마이드와 에틸렌 옥사이드 혼합용액으

로 훈증한 후 유물을 격납하 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21개의수장고에유물을재질별로분리·보관하고있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인 곤충모니터링을 통해 해

충의개체나상태를확인해오고있다. 각 재질별로분리된

수장고중생물학적인피해가우려되는목기, 회화, 전적류

등이 보관되어 있는 4개의 수장고 및 수장고 유입 통로에

곤충모니터링 트랩을 설치하여 해충의 유무 및 종류 등을

관찰하며그결과를바탕으로방제를실시하고있다. 또한

현재수장고로들어오는모든기증·대여유물은훈증소독

실시후반입을원칙으로하고있다. 기증·대여유물의경

우 일반적인 환경에서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각종 해충에

오염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해충들이 수장고

로유입될경우생기는피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1년간총 7회의

곤충 모니터링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장

고소독을실시하 다. 1회곤충모니터링트랩을설치한기

간은3-4주 으며, 3-4주간격으로실시하 다. 

1) 조사 방법

앞서밝힌바와같이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유물을 21개

수장고에각재질별로분리·보관하고있으며, 그 중 IPM

을 실시한 수장고는 4개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용하

는곤충모니터링트랩의경우약제를사용하지않으며, 해

충의존재유무와개체수의추측, 해충의종류의확인을목

적으로 한다. 곤충모니터링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실시가 어려울 경우 곤충의 번식이

가장 왕성한 계절인 여름 전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장고의 경우 1년 내내 온습도가 거의

일정하므로계절과는별상관이없을것으로보이나, 해충

은 대부분 수장고 내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것이므로계절과의상관관계도고려되어야한다.

곤충모니터링의 횟수는 박물관의 주변 환경 및 해충발생

정도에따라기준을달리설정할필요가있다. 곤충이빈번

하게포집될경우좀더자주할필요가있겠으나국립중앙

박물관의경우해충이포집되는경우가거의없으므로3-4

주에한번정도곤충모니터링을하고있다.  

곤충모니터링트랩설치는우선충해의우려가있는유

기질 문화재가 수장된 수장고를 선정하여 트랩을 설치하

며, 공간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도록 한다. 둘째로 특

히 수장고 입구와 복도 입구 등 출입구 및 곤충이 유입될

가능성이있는부분에집중적으로설치하여발생한곤충의

주유입경로를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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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합적관리가우선시된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출

현한 유기합성 살충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도 광범위한 살충작용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그러나강력한유기합성제의

폭발적인보급에따라야기된심각한환경오염, 생태계교

란, 살충제남용으로인한저항성해충의출현등의문제로

유기합성살충제사용에대한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

높아지게되었다.  

IPM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것은

FAO 전문위원회(1975)에서정의한것으로“IPM이란일종

의 유해생물 관리체계로 유해한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과그의개체군동태를감안한모든유용한기술과방법

을상호모순이가장적은방향으로해충개체군 도를경

제적피해수준이하로억제하고그상태를유지하는것”이

다. IPM은일종의기술적인방법으로여러분야에서다양

하게 응용되고 있다. IPM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IPM은여러방제수단중가장적절한선택을위한기준으

로, 생산자나 사용자 그리고 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주며,

환경적인 악 향을 줄일 수 있는 방제의사 결정에 지침이

될수있는것으로볼수있겠다. 

2. 박물관에서의 IPM

IPM이란개념은주로농가나가정등에서널리사용되던

개념이었다. 이러한방법을박물관에도입하게된것은박

물관 또한 해충의 피해가 치명적이면서도 그 특성상 일반

농가나 가정과는 다른 방법의 방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일반농가나 가정에서의 생물·화학적 방제는 해충에

효과적이면서도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방법이 선택되나,

박물관의 경우 유물에 해가 없는 방법이 최우선기준이 된

다. 또한농업에서의 IPM은모든해충을대상으로하는것

이아니라어느정도해충의존재를허용할수있다는것을

전제로즉, 경제적으로허용할수있는해충의수준을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에서의 해충은 경제적 허용기

준이 없으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모든 해충이 관리 대상

이된다고할수있다. 박물관에서의해충의피해는돌이킬

수없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다. 

박물관에서는모든해충이관리대상이기는하나, 그중에

서도해충의상태나특성상특히유물에 향을줄수있는

해충이 선결대상이 된다. 먼저 항상 경계해야할 종으로는

권연벌레, 좀벌레 등을 들 수 있으며, 때때로 문제가 되는

종으로는벌, 파리등이있다. 통상적으로해충의범위에는

속하나유물을기준으로볼때문제가되지않는종으로는

하루살이, 모기 등이 있다. 따라서 항상 경계해야 할 종이

발생하 다면 최대한 빠르게 방제를 시작해야 하며, 때때

로문제가되는종이발생하 다면훈증이외의방법도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해충의 범위에

속하나유물에별다른해가없는종의경우상황과환경에

따라대처하는것이좋을것이다. 

박물관에 IPM을도입한목적은해충의피해에대하여기

존의 방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방법으로 전환하

겠다는것이다. 이것은해충으로인한위험을사전에방지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박물관에 IPM의 의미는 해충에

대한 방제에 앞서 해충의 분포여부, 현재 상태 등을 우선

조사한 후 외부로부터의 해충유입 경로나 해충의 존재 여

부및종류와상태등을파악하여보다효율적인방제방법

을결정하는것이다. 일반적인농가나가정등과는달리대

부분 박물관의 수장고는 폐된 공간이며, 유물의 출격납

등 일부 작업을 제외하면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기

도하다. 이러한점은생물학적인문제가발생하여도일반

가정이나농가등과는달리그피해를즉시알수없는경

우가생길수도있다는것이다. 또한곤충은특성상번식상

태나번식위치의파악이매우어렵다. 따라서 IPM을도입

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

다. 곤충이외부에서유입되는경우그발생과감소가계절

과상관이있으나박물관의특성상1년내내일정한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므로 내부에서 번식할 경우 계절과 상관 없

음도고려하여야한다. 

모니터링결과현재수장고의상태가생물학적피해가없

을경우약제의사용을자제하는것도한방법이나곤충모

니터링을통해지속적인확인은필요하다. 또한특정해충

이 집중적으로 출현할 경우 전체적인 방제가 어려우면 거

박 물 관 보 존 과 학

Photo 1. A trap set up for insect monitoring Photo 2. The insect trap is being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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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금고

① A금고

A금고는 목기 및 목칠기 보관 수장고로 총면적 773㎡

수장고에 100개 트랩을 설치하 다.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붉은색동그라미로표시된부분이곤충모니터링트랩설

치위치이며, 네모난부분은수장대의위치이다. 

② B금고 및 C금고

B금고는피혁및직물, C금고는전적및고문서를위주로

보관하는수장고이다. B금고는 127㎡수장고에 23개트랩

을 설치하 고, C금고는 299㎡ 수장고에 25개 트랩을 설

치하 다. 또한A, B, C, D금고는하나의전실을공동으로

사용하고있어, 전실에도 10개의트랩을설치하 다. 설치

위치는다음과같다. 

③ D금고

D금고는회화및서화를보관하는금고로 965㎡ 수장고

에 90개트랩을설치하 다. 설치위치는다음과같다. 

2006년총7차측정중2차측정시수장고복도에서그리

마사체가발견되었다. 그리마는특별히유물에해를끼치

는것으로는알려진바는없으며, 사체의상태로보아이미

죽은지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물의 이동시 같이 들

어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7차 측정시에는 A금고에서 하루

살이종한마리가발견되었다. 하루살이의경우유물에특

별한해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유물혹은작업자의

출입시유입된것으로여겨진다. 2006년도 7차에걸친모

니터링결과A, B, C, D금고및전실에서유물에해를끼치

는곤충은발견되지않았다. 따라서 2006년의곤충모니터

링결과수장고의전체훈증보다는일반적인방제소독만으

로충분한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판단하 다.   

4. 결론

박물관에서 IPM을도입하게된것은보다효율적이며안

전하고 경제적인 생물학적 피해 방제를 위해서이다. 물론

수장고 전체를 훈증하거나 모든 유물을 훈증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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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박멸을위한방법도있지만국립중앙박물관수장고의

경우넓이뿐아니라높이도상당하여방제방법에따른위

험요소가타박물관에비해크게부각되었다. 따라서보다

효율적인 방제 수단이 필요하 고 이로인해 도입하게 된

것이 IPM이다. IPM의도입으로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주

기적인곤충모니터링을통하여수장고전체의방제시기및

방제방법의판단근거를얻을수있었으며, 이러한자료의

축적으로박물관에보다적합하면서도유물에안전한방제

방법을계속찾아나갈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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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는 국립지방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의뢰한

소장품 도자기 12점을 보존처리하 다. 이 논문은 처리완료 된 12점의 도자기 중에서 백자장군(전주97)과 분청사기조화

어문큰항아리(전주5630)에 대한 것으로 백자장군의 처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을 분석하여 제작기법 및 용도를 조사하

으며, 파손범위가 넓은 분청사기조화어문큰항아리의 효과적인 처리과정에 대하여 소개한다.

Abstract As part of supporting projects, the conservation science team of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treated 12 items of the porcelains entrusted by Jeonju National Museum for conservation. This paper is about the
porcelains called the rice-bale-shaped battle white porcelain (No. Junju 97) and the big jar with incised fish design
buncheon ware (No. Junju 5630) among the 12 items of porcelains finished with treatment, and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process of treating the rice-bale-shaped battle white porcelain, the manufacturing
method and the use of the needle was presumed.  As the big jar with incised fish design buncheon ware had been
damaged extensively, it was unclear whether it could be repaired or not, but now I am going to introduce how it can
be repaired more efficiently.

국립전주박물관소장도자기의보존
-백자장군과 분청사기조화어문큰항아리-

李 海 順 *· 尹 銀 英
國立中央博物館 保存科學팀

Conservation of Porcelain Possessed by 
Jeonju National Museum 
-Rice-bale-shaped battle white porcelain and Big jar with incised fish design
buncheon ware -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Vol. 8, pp.31~40(2007)

Ⅰ.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팀에서는 국립지방박물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의뢰된 소장품 도자

기 12점을보존처리하 다. 보존처리대상유물은백자달항

아리, 백자장군, 분청사기조화초화문접시, 청자상감모란문

완 등 다양하 으므로 처리방법 또한 각각의 유물에 적합

한방법을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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