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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會辭

“韓國 高錫靑銅器의 製作技術 硏究”라는 主題로 韓ㆍ日 共同 學術硏究會를 開催
하여 韓國側 主管機關의 代表者로 이렇게 大會辭를 하게 된 것에 感謝함을 表합니
다.
韓國에서는 靑銅器時代부터 武器를 비롯한 靑銅器의 製作이 歷史時代를 거쳐 至
今까지 그 命脈이 維持되고 生活容器로 利用되어 最近까지 重要한 生活의 一品目으
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學會는 이러한 靑銅製品 中 朱錫의 混合比率이 높은
靑銅製品의 金屬學的인 內容과 함께 考古學的인 硏究의 成果가 한자리에서 發表되
는 첫 硏究會입니다. 이를 위해 日本側 富山大學 三船溫尙敎授, 韓國側 公州大學校
김규호敎授, 조남철敎授, 國立伽倻文化財硏究所의 李恩碩硏究官의 努力이 至大하였
습니다. 그리고, 場所를 提供하여 주시고 이 學會의 意義를 積極 支持하여 주신 仁
濟大學校 이영식敎授께도 感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學術硏究發表會議를 試金石으로 하여 亞細亞地域 靑銅器 製作技術에 관한
硏究가 活性化 될 수 있길 眞心으로 祈願하며 한 段階 더욱 發展하는 契機가 되길
希望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參席하신 모든 學術 硏究者들의 無窮한 發展도 함께
祈願하는 바 입니다.

2009年 11月 28日

(財)東亞細亞文化材硏究院長
辛 勇 旻

大會辭

고대의 금속가공은 동에 주석과 납을 섞은 청동을 만들어낸 것에 의해 보다 크게
발전했습니다. 청동은 동보다 융점이 낮고, 용해ㆍ주조가 쉬우며 경도가 높아 이용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여
러 가지 실용품과 의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청동기 중 주석을 많이 함유한 고석청동기로 불리는 일군이
있습니다. 동에 섞는 주석의 비율을 높이면, 융점은 낮고 경도가 높은 은백색으로
됩니다만, 깨지기 쉽게 됩니다. 주석이 20% 넘는 고석청동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유
리처럼 부서집니다. 이러한 약한 성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가열하여 물에 넣는
담금질이 있습니다. 고대에 고석청동으로 만든 것으로 거울, 무기, 악기 등이 있지
만, 이것들의 열처리기술은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도 주석 22%의 고석청동으로 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조품
을 담금질하는 기술과 열간단조로 가공하는 기술 등, 고도의 전통적인 열처리기술
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유기의 제작기술을 연구한다면, 고대 주석청동기의
상세한 제작공정이 해명되지 않을까하여, 2007년에 유기제작기술연구회를 발족했
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과 협정서를 체결하고, 신용민 원
장의 지도하에 공동연구를 해왔습니다. 공주대학교의 김규호 교수,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의 이은석 연구관에게는 많은 지원을 받아, 본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었습
니다. 인제대학교박물관에서 심포지움의 취지에 동의를 얻어, 회장을 제공받았습니
다. 그리고 많은 유기장 여러분에게는 조사협력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분에게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대 청동기 중에서도 고석청동기는 제작기술면에서 특수한 일군이라 할 수 있
고, 그 기술의 발생, 전파, 변화 등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ㆍ일 공동으
로 이 중요한 테마에 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금후 학술연구발전의 큰 초
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年 11月 28日

유기제작기술연구회 대표ㆍ토야마(富山)대학 교수
미후네 하루히사(
하루히사(三船溫尙)

大會辭

청동 문화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연구도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 중에서 유기 등을 포함한 주석
함량이 높은 고석청동기는 청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별되는 조성이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재료적 특성의 구별없이 동일한 청동기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는 제작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석청동기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개최하는 공동학술심포지움입니
다. 이번 한ㆍ일 공동학술심포지움은 그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2009년 한국과학
재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일본에서 유기제작기술연구회와 아시아주조기술
사학회가, 한국에서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으로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
들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 방향을 상호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고대 청동 문화의 유통과 제작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다양한 자료 수집을 기
초한 비교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ㆍ일 공동학술심포지움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 및 자연과학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국의 고석청동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고석청
동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ㆍ일 공동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일본 토야마대학의 미후네(三 船) 교수님, 국제협력사업의 신청에 함께한 나가에(長
柄) 교수님, 한국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원장님, 대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한 최경규부장님,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자 선생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9年 11月 28日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김 규 호

大會辭

동아시아를 비롯한 舊大陸의 古代文明 發祥地에서 金屬器 製作은 文明의 指標입
니다. 특히 歷史黎明期에 靑銅器의 鑄造技術은 地域 社會의 發展을 뒷받침하는 尖
端技術이었습니다. 아시아 鑄造技術史學會는 그러한 冶金術에 대해서 考古學은 물
론 美術史, 民俗學, 그리고 自然科學 分析과 工學的 接近을 網羅한 여러 分野의 韓
中日 專攻者들이 뭉쳐 共同硏究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日本의 菅谷文則과 三船溫尙 先生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主導的인 努力
에 힘입어 結成되었습니다. 中國에서는 社會科學院硏究所의 白雲祥 先生이 努力하
여 지난달에는 浙江省 紹興에서 古代銅鏡에 관한 國際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韓國에서도 재작년 國立慶州博物館에서 심포지움이 開催된 바 있습니다만, 아무
래도 한국측 副會長의 役割을 맡고 있는 本人의 力量 不足으로 積極的인 活動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러운 말씀 전합니다.
다행히도 금번 일본 鍮器製作技術硏究會, 한국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公州大學校
文化財保存科學硏究所 등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곳 仁濟大學校에서 국제학술심포
지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學術大會가 한국 高錫靑銅器 혹은 방짜유기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鑄造靑
銅器와 크게 다른 製作方法과 쓰임새를 理解하는 귀중한 主題라 하겠습니다. 금번
의 鍮器 연구를 통하여 韓國의 靑銅器文化에 대해 보다 깊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相似性과 相異性을 확
인하고 아시아 共同體의 歷史文化에 대한 愛情과 關心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
다.
다시 한번 이번 學術大會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辛勇旻 院長을 비롯한 關係機關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年 11月 28日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부회장
李 淸 圭

歡迎辭

고대 가야의 왕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
구”에 참가하기 위해 인제대학교에 왕림해 주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여러분을 진
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학술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흔하지 않은
학술회의로서 선사의 청동기에서부터 근세의 유기에 이르기까지 청동을 소재로 하
는 유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기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아세아문
화재연구원과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일본에서는 유기제작기술연구회와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우리 인제대학교박물관이 후원을 하기
로 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이 자리한 김해는 5천년전부터 신석기문화인들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열도와 교류를 시작하였고, 가야왕국은 철 수출과 해상무역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잇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교류센터로서 발전하기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빈번
한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여몽연합군이 일본정벌을 준비하던 전진기지
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땅에서 한ㆍ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
고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의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뜻깊은 국제학술회의
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연구발표와 종합토론이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의 진전에 획
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빌며, 한ㆍ일 양국간의 학문적 교류와 함께 양국의 우
호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학술대회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주된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던 동아세아문화재연구
원의 신용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을 전합니다.

2009年 11月 28日

仁濟大學校博物館長
李 永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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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가야의 숲 유적 출토 동과 및 복원품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78ㆍ79호분 출토 청동유물 일괄

- i -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출토 청동합 일괄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출토 청동시저 일괄

- ii -

창원 귀산동유적 출토 청동합 일괄

창원 귀산동유적 출토 청동시저 일괄

- iii -

거제 간곡유적 출토 청동유물 일괄

거제 장평유적 출토 청동합ㆍ완 일괄

- iv -

밀양 금포리유적 출토 백자 및 청동합 일괄

밀양 금포리유적 출토 청동시 일괄

- v -

奉化 高泰柱씨 工房 : 椀 담금질 前 上部 평균온도 620℃

金泉 金一雄씨 工房 : 징 담금질 前 평균온도 670℃

- vi -

金泉 김원현씨 工房 : 椀 담금질 前 평균온도 750℃
(화로 온도에 의한 外亂 있음)

金泉 金一雄씨 工房 : 스피닝 加工(初期) 가열온도 670~700℃

- vii -

金泉 金一雄씨 工房 : 全面가열 평균온도 708℃

寶城 韓相椿씨 工房 : 궁구름옥선기法 16s 경과

- viii -

鑄造材의 조직사진(SEM)

鍛造材의 조직사진(담금질 후, SEM)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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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에 관한 한ㆍ일 공동연구의 경위와 의의

韓國 高錫靑銅器의 製作技術에 관한
韓ㆍ日 共同 硏究의 經緯와 意義

辛 勇 旻1)

Ⅰ.
韓國 古代 金屬 工藝의 技術에 관한 硏究는 이제까지 三國時代의 金(金銅)製品과
鐵製品에 集中되었고 주로 考古學的인 觀點에서 進行되어 왔습니다. 韓國에서의 金
屬器 製作은 靑銅器時代인 紀元前 10世紀무렵부터 始作되었으며 初期에는 주로 銅
劍, 銅鉾, 銅戈, 銅斧, 銅鏃 等 武器類에 局限되어 있었습니다. 靑銅器 製作技術의
繼續的인 發展으로 武器類에서 보다 그 領域이 擴張되어 銅鏡, 帶鉤 等의 生活用具
를 비롯하여 八頭鈴, 竿頭鈴, 銅鐸, 車輿具 등 器物의 種類가 多樣化되었습니다.
以後 三韓, 三國時代에 이르면 靑銅製品의 種類는 더욱 多樣化되어 身分의 象徵
性을 가진 高貴品 외에도 實生活에 더욱 密接한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그 範圍가
細分化되어 갔습니다. 특히, 合金, 鍍金, 鑄造 등 製作技術이 發展되면서 靑銅製品의
器形과 文樣裝飾은 精密한 表現과 整形性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統一新羅時代와 高
麗時代에 이르러서는 佛敎의 盛行과 社會的 水準이 向上되어 儀式行爲와 藝術的 感
覺이 加味된 工藝品 爲主의 製作이 活性化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靑銅製品의 大衆
化도 本格化되어 實生活容器인 飯床器에까지 靑銅製品을 普及ㆍ使用하였습니다.
朝鮮時代에는 이러한 靑銅製品의 普及이 더욱 普遍化되었고 各 地域마다 製作되
는 小規模 輕工業體制의 水準인 工場式의 供給據點地域이 生成되기도 하였으며, 이
러한 諸活動은 地域經濟와 國家經濟에 相當히 寄與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靑銅으로
만든 生活用品이 ‘놋그릇’이란 用語로 定着化되었고, 그 技術은 多樣化되어 ‘方字製
作法’, ‘鑄物製作法’, ‘半方字製作法’ 등으로 器物의 性格, 用度, 形態 등에 따라 特性
化되었으며 현재에는 이러한 傳統技術이 無形文化財로 保存되어 지금까지 傳授되어
오고 있습니다.

1) 東亞細亞文化財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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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런데, 이러한 靑銅製品 中 朱錫의 含量이 높은 高錫靑銅製品에 대하여 現代 自
然科學과 考古學을 通해서 金屬工藝의 熱處理, 製作方法 等 技術的 側面을 追跡 調
査, 硏究하는 이번 學術硏究會는 그 意義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學術活
動의 움직임은 먼저 日本側에서 始作되었고, 마침내 첫 번째 硏究 結果가 今回의
韓ㆍ日 共同硏究로 發表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韓ㆍ日 共同 硏究는 韓國側
에서는 公州大學校 文化財保存科學硏究所의 조남철, 김규호교수, (財)東亞細亞文化
材硏究院 辛勇旻院長, 國立伽倻文化財硏究所 李恩碩硏究官이 中心이 되었고, 日本側
에서는 日本 富山大學校 및 鍮器製作技術硏究會의 三船溫尙敎授, 日本 亞細亞鑄造
技術史學會의 菅谷文則敎授 등의 努力과 結實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韓國側 東亞
細亞文化材硏究院과 日本側 富山大學 鍮器製作技術硏究會 兩側은 2008年 8月 22
日 ‘高錫靑銅製品分析 共同硏究 協定書’를 交換하여 至今까지 交流를 進行하고 그
內容의 一環으로 今回 學術會議도 開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機關은 試料의
提供, 自然科學的 分析, 硏究結果 共有, 人的交流 等을 持續的으로 實施하여 이 分
野 硏究의 試金石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해 나갈 것입니다.

Ⅲ.
아울러, 이러한 硏究活動이 今回의 兩國間 學術會議를 始作으로 中國을 비롯한
亞細亞 여러나라로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定期的인 硏究活動과 安定
된 硏究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兩國의 두 機關과 公州大學校, 亞細亞鑄造技術史學
會 等과 關聯 硏究者들이 共同 參與하는 擴大, 深化된 學術硏究會가 發足될 수 있
기를 期待해 봅니다. 이를 위하여 兩國間 이 分野 硏究者들의 眞摯한 努力이 持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發展된 硏究風土를 위하여 東亞細亞文化材硏究
院은 人的 培養과 硏究費 支援 等을 約束하며, 이를 통해 古代 靑銅製品 硏究가 漸
進的으로 蓄積해 나가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古代 靑銅製作技術을 糾明해 나갈
수 있길 希望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學會가 一回性에 머물지 않고 硏究學者들 뿐 아니라, 靑銅器製作
의 傳統을 固守하며 그 精神을 繼承, 發展시켜 나가는 匠人들의 製作方法에도 體系
的인 資料化와 함께 共同 參與할 수 있는 보다 폭넓고 深化된 硏究活動으로 發展해
나가기를 兩國 모두가 共同으로 努力하기를 希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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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대의 유기

일본 고대의 유기

管谷文則1) 著
지 강 이2) 譯

Ⅰ. 머리말
일본 고대 나라시대(710~784년)의 문자자료에는 佐波理3)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미 成瀨正和(나루세 마사카즈)씨가 고대의 백동이 공예에서 말하는 사와리
(유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기물의 명칭을 기록한『동대사헌물장』에서 금속공예기법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 보았다.

명 칭

설 명

용 도

금은

은바탕에 금으로 칠한 것

소도

금동

동바탕에 금으로 칠한 것

도자

은평탈

얇은 은편을 옻칠로 메워넣고 다시 닦아 내
어 나타냄

합자

금루

단단한 나무에 금을 상감

新琴

금동세장

동에 금세공을 넣은 것

新琴

은장세

동바탕에 은의 장식품을 넣은 것

新琴

금은세

동바탕에 금과 은을 칠한 것

新琴

은장

은으로 장식한 것

唐様大刀、고구려형태 대도

금칠동

동바탕에 금박을 옻칠로서 붙인 것

대도

은동

동바탕에 은으로 칠한 것

대도

은

순은제

대도

은루

단단한 나무에 은을 상감

장도

금은선압봉

단단한 나무에 금과 은의 세선을 상감한 것

장도
(출현 순으로 나타냄)

1)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2) 신라대학교
3) 일본발음으로는 사와리이고, 그 뜻은 유기를 말함. 즉 동과 주석, 납이 합금된 금속제를 일컬음.(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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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은 동시대 자료에는 법륭사와 대안사의 자재장에서 볼 수 있다.
즉, 響銅4)이라고도 표기한 것이다. 이 용어도 나라시대에는 볼 수 없다. 아래에
전세품과 약간의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Ⅱ. 정창원의 유기
정창원 남창에는 유기제품이 많다. 남창의 용기는『정창원 보물7ㆍ남창Ⅰ』에 모
두 수록되어 있다. 남창의 보물은 모두 기록 외의 것이기 때문에 기명의 대부분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에 명명된 것이다. 근년에 비파괴분석이 행해졌다.
분석(형광X선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기는 약 동 80% 전후, 주석 20% 전후의 합
금으로 주조된 후, 성형된 것이다. 특별히 납, 비소가 첨가된 것도 있고 그 퍼센트
는 10%정도로 이 경우는 주석이 적다. 품목과 수량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유기합자

(남창31)

1합

유기완

(남창32)

1구

유기숟가락

(남창44)

1매

동제숟가락

(남창45)

345매

분석에 의해 모두 유기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기접시

(남창46)

700매

(이 외, 16매는 잔편임)

유기가반

(남창47)

436매

유기뚜껑

(남창47)

2매

유기승반

(남창47)

1점

이상 1,487점이다. 유기뚜껑은 가반의 뚜껑이 유리로 된 것이다.
숟가락은 각 개를 종이에 싸서 20개를 끈으로 묶었다. 숟가락의 면은 원형과 나
뭇잎형이 있다. 나뭇잎형 숟가락이 180매이다.
가반은 크고 작은 것을 포개 넣고, 뚜껑이 달린 것이다. 10구 1조가 2개, 9구 1
조가 3개, 8구 1조가 3개, 7구 1조가 2개, 5구 1조가 45개, 4구 1조가 9개, 3구 1
조가 15개 있다. 묵서명이 있는 것도 많다. “十重”, “九重”, “八重加盤”, “七重加
盤”, “五重” 등이 있고, “포개서 넣은 것”을 “重” 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의 “重箱(찬합)”이란 용어의 어원이 나라시대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거의 전부가 묵서 또는 침서가 있다. 제30호에는 “唐金鉢五組大小”라고 되어 있고,
유기가 “唐金”으로 불러졌던 것을 알 수 있다.

4) 일본발음으로 역시 사와리이고, 유기를 말함.(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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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서의 크기와 ㎝단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아래에 표시했
다. 한편, 제15호에는 신라문서가 부속되어 있다.
斗와 石의 자획을 줄인 한자로 한글보다 오래된 독자의 문자이다. 앞의 숟가락은
모두 신라에서 수입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소위 “원래 상태의 포장”이고, 미사용임
을 알 수 있다. 가반 중 신라문서를 넣은 것은 쿠션재로 이용하기 위해서이고 이것
이 남아 있는 것도 역시 수입 당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크기에 대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유기접시(남창 46)
제16호

구경8촌 4분 중 1척 대

지름 24.6㎝

구경8촌 4이 중1척
17호

(30.00)

1 구경6촌 6분

지름 19.9㎝

구경7촌 6분

40호

58호

29.29
30.15
(29.70)

2 구경 6촌 6분

지름 20.0㎝

30.30

3 구경 6촌 6분

지름 19.9㎝

30.15

4 구경 6촌 5분

지름 19.8㎝

30.46

5 구경 6촌 5분

지름 19.8㎝

30.46

1 구경 5촌 6분 중 9량 대

데이터 미공표

3 구경 5촌 2분

데이터 미공표

4 5촌 2분

데이터 미공표

1 구경 5촌 1분

데이터 미공표

※ 중량을 “□□刄”으로 표기된 것이 14점, “□兩□分”으로 표시된 것이 2점 있고, 전자로서
좋은 것은 별도로 2점 있다.

유기가반(남창 47)
85호에 “□兩□分”의 중량을 나타내고 있다.
유기반(남창 47)
제2호에 “5촌 4분”의 묵서가 있다. 구경 15.5㎝이기 때문에 28.70㎝가 1척이 된
다.

상기에 따라 유기접시에 관해서 말하면, 구경 6촌 5분 또는 6촌 6분으로 묵서된
것은 30.00~29.8㎝ 사이에 집중하고 있고, 극히 정확히 지정된 크기로 녹로에 돌
려 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확한 녹로 갈이 기술이 있었으므로 십중, 구중, 팔
중 등의 가반이 정확히 세트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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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륭사 헌납보물의 유기제품
메이지(明治) 11년(1878) 2월 18일에 황실물품이 된 법륭사 보물은 동년 3월에
법륭사에서 정창원에 가납되었다. 쇼와(昭和) 24년 6월까지는 “법륭사 헌납어물”로
있었지만 그해부터 “법륭사 헌납보물”로 개칭되어 그 대부분은 동경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쇼와(昭和) 34년(1959) 2월 18일에는 “법륭사 헌물보물목록”이 간행
되어 개개의 보물 명칭도 확립되었다. 佐波理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響銅”이 사
용되었다. 그것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仙盞形水甁

1구

全高 33.2㎝, 胴徑 14.0㎝

王子形 수병

8구

구경 4.6~7.1㎝
동경 9.9~12.9㎝
전고 21.5~32.5㎝

탑원

1합

구경 6.5㎝, 전고 9.3㎝

각부완

1구

구경 7.5㎝, 고 7.6㎝

각부완

1구

구경 8.4㎝
고 5.1㎝ (전고 8.6㎝)

개완

2구

구경 18.4ㆍ19.3㎝
고 23.3ㆍ23.2㎝

팔중완ㆍ부속완

1구

구경 13.1㎝, 고 5.6㎝

완

1구

구경 21.3㎝, 고 9.0㎝

완

구경 9.5~9.8㎝
고 3.5~4.4㎝

완개

2매

구경 9.3ㆍ9.4㎝
고 4.7ㆍ4.8㎝

탁자

2매

경 12.0ㆍ12.3㎝
고 5.1ㆍ4.5㎝

?

2본

전장 23.3㎝ㆍ36.0㎝

이상 24건 31점이 동경국립박물관 법륭사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기제의 문물이
다.
이 중, 왕자형수병 8구는 텐표(天平) 19년(747)에 쓰여진 “法隆寺伽藍緣起幷流記
資財帳”에 기록된 “合白銅水甁壹捨陸口”의 일부로 추정된다. 팔중완ㆍ부속완에 대
해서도 자재장에 기록된 요우로(養老) 6년(722)에 “平城宮御宇天皇納賜”라 하여 오
중완과의 관계가 지적된 것도 있지만 팔중과 오중의 차이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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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1점에는 묵서명이 있는 것이 많다. 그것들은 납자의 이름, 사용자 또는 사용
장소를 나타내는 것, 크기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왕자형수병(No246)의 동부에 “高八寸二分ㆍ高八寸二分”이 쓰여 있다. 전체 높이
는 25.1㎝, 1척은 30.61㎝이다. 8촌 2분이라면 30.24㎝가 된다. N251에는 “八寸五
分”이라 쓰여 있다. (8촌은) 25.3㎝이기 때문에 (전체높이가) 29.76㎝가 된다.
N252에는 “口徑一寸六分”이라 되어 있다. (구경이) 4.9㎝이고, (전체높이가) 30.63
㎝가 된다.
개완의 N262에는 “徑五寸二分”이라 했기 때문에 (전체구경이) 33.27㎝가 된다.
개완의 N269에는 “徑三寸二合”이라 쓰여 있고 (지름이) 9.3㎝이고, (전체구경이)
29.06㎝가 된다. N270에는 “徑五寸 深一寸二分”으로 되어 있고, 지름 9.4㎝이므로
(전체구경이) 31.33㎝가 된다.
이들 묵서는 법륭사에 시주되어 납입 또는 매입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제작시의 촌법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왕자형수병에 대한 자재장의 기술에서는 나라시대에는 響銅이 “백동”으로 칭해진
것도 알 수 있다.

Ⅳ. 법륭사 소장의 유기제품
법륭사 소장의 것은 “법륭사소화자재장12”에 정리되어 있다. 이 목록에서도 향동
으로 되어 있고, 따로 백동도 있다(310페이지).
발이 3점(339~381), 완이 11점 있는데 그 중 1점은 회랑지하에서의 출토품으로
접시가 3점(444·447·448), 받침이 2점(474·475)이다. 뚜껑은 3점(486~488), 숟가
락은 2점(495·495)이다.
따로 오중탑 초심에 납입된 사리용기의 대완과 개완이 있다.(재매납되었다)

Ⅴ. 출토된 유기
화장뼈를 넣는 동기에 유기제로서 좋은 제품이 있다. 예를 들면, 나라현 우다시
오우다구(宇陀市 大宇陀區) 마츠야마(松山) 화장뼈의 용기, 나라현 우다시 하이바라
구(宇陀市 榛原區) 후미노네마로(文弥万呂)묘의 화장뼈 용기 등이 있다. 절의 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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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리용기로서는 법륭사 오중탑의 것이 잘 알려져 있다. 고분출토품에서는 군
마현 타카사키시(高崎市) 와타누키칸노우츠카(綿貫觀音塚)고분의 수병 등이 알려져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예전에 금동제로 말해지기도 했다. 대부분은 동 원소에 의
한 푸른 녹이 현저하고, 극히 일부분에 동색이 남아 있었던 경우에는 금동으로 착
각될 우려가 있다.

Ⅵ. 나라시대 자료에 보이는 유기
유기와 동기, 혹은 금동기는 많은 경우 청색으로 덮여져 출토되는 경우가 많고,
성분 분석을 하지 않는 한 이를 유기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연구는 정창원과 법륭사에 의거했다. 소위 전세품을 통해
서 행해져 왔지만 반드시 동기, 금동기로 엄밀한 구별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말했듯이 전세품에 대해서 동시대의 문자자료에서는 “백동”으로 기록된 것
이 많다. 텐표(天平) 19년(747)의 “법륭사가람연기병류기자재장”에는 공양구가 24
구 있지만 그 재질은 백동이다. 다른 것을 합해도 154점이나 백동기이고, 그 종별
은 다음과 같다.
발, 완, 多羅口, 숟가락, 칼, 향로, 수병, 거울, 화로
같은 텐표(天平) 19년의 “大安寺伽藍緣起幷流記資財帳”에도 발, 多羅, 완, 대반,
장발5) 등이 있고, 전부 229점이다.
실물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정창원에서는, “東大寺獻物帳”에는 백동기의 기술이
없다. 이 헌물장은 주로 정창원 북창에 있는 보물 목록이며 현재의 모든 보물의 목
록은 아니다.

Ⅶ. 유기의 선적에 대해서
정창원 문서 중 텐표쇼호(天平勝寶) 4세(752년)에 신라사로부터의 물품구입기록
이 있다. 일부 문서는 정창원에서 외부로 나와 있다. 일련의 문서는 “대일본고문서
23권”, “동 25권”, “鳥毛立女屛風下貼文書”에 수록되어 있다. 동년 6월 15일부터 6
월 26일에 이르는 나니와즈(難波津)에서의 구입기록으로, 관계되는 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漿鉢 ; 미음 담은 발.(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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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금완 2구

16일

없음

17일

발 2구, 대반 2구, 완

20일

없음

21일

□완 12구, 백동화로 1구

22일

없음

23일

잡라오중완 3첩, 백동오중완 2첩, 백동반 15구,
잡라반 5구, 백동시저 2구, 백동향로 1구,
백동석장 1개

24일

백동향로, 오중완, 저비(수저), 촉대

26일

없음

6월 모일
올해

백동수병 1구, 백동향로 1구, 백동수병 2구, □□□완
가반

이 텐표쇼호(天平勝寶) 4세의 구입기록에 의한 백동기의 전부, 특히 백동이라 하
지 않은 것도 아마 모두 백동기, 즉 유기로 봐도 좋을 것이다. 지금 정창원의 모든
유기의 도면 등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거의 신라제로 봐도
좋을 것이다. 단, 법륭사 헌납보물의 수병 등은 당에서 온 것도 있지만, 그 확실한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억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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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주석 청동의 재료학적 특징(동경과 방자유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주석 청동의 재료학적 특성
(동경과 방자유기를 중심)

조 남 철ㆍ김 규 호1)

Ⅰ. 서 론
인류가 최초로 청동기를 이용한 것은 B.C.3700년경 이집트에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는 이보다 늦은 B.C.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商王朝시대 말기부
터 주왕조시대(B.C.1027-B.C.256)에는 청동의 주조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예술적
인 제품이 많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청동문화는 만주식 동검문화의 유입으로부
터 시작된다. 그러나 만주식 동검 유입시기(B.C.10~4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청동
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 B.C. 4세기경부터 B.C. 2세기
중엽까지 걸치는 이른바 세형동검 시기에 이르러 비로서 청동기의 주조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2)
고대 청동기의 제작과정은 합금, 주조, 단조 및 각종 열처리 단계로 구분될 수 있
다. 합금은 제작하고자 하는 물품에 따라 성분과 함량이 정해지며, 이후 주조 과정
에서 미리 준비된 형틀에 합금을 녹여 부어 제품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 청동기 중
일부는 여기에서 제작이 완료되어지나 일부는 추가적인 단계, 즉 두드림 및 각종
열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이 완성된다. 또한 청동합금의 화학조성과 제작과정
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고대 청동기의 독특한 기술체계
를 이루게 된다.3)
청동기의 과학적 조사는 주원료로서 사용한 구리, 주석 및 납의 합금 배합비, 미
세구조 및 원료의 산지 추정 연구에 집중된다. 이 중 합금의 배합비와 미세구조 관
찰은 청동기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청동기의 경우 제작시 구리
와 주석 이외에 납을 첨가하게 된다. 납을 첨가하는 목적으로는 주조시 유동성을
1)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2) 정광용ㆍ김영철ㆍ맹옥재,「미륵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보존과학회지』1, 한국문화재보존과학
회, 1992.
3) 정광용ㆍ송의정ㆍ노유종,「부소산성 금속유물의 제작기술 연구」,『금강고고』 3,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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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하고 용융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값비싼 주석을 얻기 어려워 대신 납
을 첨가하기도 한다.4) 그러므로 청동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납은 당시의 기술적, 경
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용도에 따라 그 양을 조절하여 첨가하므로 납을 언제,
어디서 입수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연구는 청동기 시료의 수집이 어렵고 또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분석된 청동기 시료의 종류와 수량이 미비한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몇점씩이나
마 출토지가 명확한 청동기를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해 나간다면 시대적, 문화
적 배경을 근거로 객관성 있는 요소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5)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청동유물 중 고주석 청동인 동경과 방자유기를 중심으로 동
경은 성분조성비, 금속조직, 납동위원소비를 통한 산지추정을 방자유기의 경우는 성
분조성과 금속조직의 차이점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청동의 특성
Cu에 Sn이 함유되면 Sn청동 또는 청동(bronze)라고 한다. 그림 1은 Cu-Sn의 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α고용체는 주석함량이 10%를 크게 넘지 않는 합금에
서는 주조와 그 이후의 냉각과정에서 냉각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 나타난다. 그러나
주석함량이 10%이상일 경우에는 새로운 상인 δ가 출현하여 상온에서 α와 공존하게
된다. δ상은 특히 경하며 원래 경질 조직성분으로 Sn함량이 높은 청동이다. 그러나
주조 후 담금질과 같은 열처리가 수행되면 상온에서 관찰되는 조직은 큰 변화를 초
래하게 된다. 우선 주석함량이 낮은 α고용체의 경우 주조과정에서 응고속도를 증가
시키면 수지상(dendrite) 조직과 편석현상이 관찰되어진다. 한편 응고가 완료된 후
열처리로서 담금질이 수행될 경우 β 또는 γ가 존재할 수 있는 온도와 조성범위에
서 β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하게 되며 γ는 상변태를 겪지 않고 고온에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한 δ상으로 변하
게 된다.6)

4) 강형태ㆍ정광용ㆍ이기길,「납동위원소비법에 의한 영광 수동유적 청동기의 산지추정」,『호남고고학보』15,
2002.
5) 최몽룡ㆍ최성락ㆍ신숙정,「고대 청동기 분석법」,『고고학연구방법론 -자연과학의 응용-』, 서울대학교 출판
부, 1998.
6) H.Schumann 원저, 김석윤 등 공역,『금속조직학』, 학문사, 1996.
박장식,「고대 한국의 청동기 기술체계」,『열처리공학회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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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동에서는 주석 함유량에 따라 기계적 성질과 색상이 변하게 된다. 그림 2
는 주석함량에 따른 기계적 성질을 나타낸 그래프이다.7) 그림을 보게되면 주석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지만 주석이 16% 이상이면 오히려 깨지기 쉬운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태도에서 보게되면 주석함량이 25%이상이 되면 여
러 가지 결정형이 고체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결정형이 모여서 하나
의 덩어리를 만들었다면 결정마다 수축률이나 방향성이 제각기 달라 전체 강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제로 주석의 농도가 높으면 합금은 갈라지기 쉬워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8)
주석함유량에 따른 색상의 차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청동기는 사용목적에 따라
나타나는 색상도 중요했을 것이다. 동경의 경우 노란색보다는 은백색의 윤이 나는
거울을 선호했을 것이고 동탁은 노란 금색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청동기의
색상은 청동기 연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청동기의 성분조성을 정확히 이해하
는 것은 청동기의 용해온도, 단단함, 색상에 관한 당시의 기술수준을 이해하는데 중
요한 조건이다.

그림 1. 구리-주석의 상태도9)

7) 강형태ㆍ조남철ㆍ허일권,「옛 청동 공예품의 특성과 과학적 보존」,『금공의 세계 수공정신과 공예기술』, 길
금공예연구소, 2006.
8) 주 7)의 전게서.
9) David A. Scott, Metallography and Microstructure of Ancient and Historic Metal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The J. Paul Getty Museum, 1991
10) 주 7)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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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리-주석 합금의 기계적 성질10)

[표 1] 구리합금에서 주석함량과 색깔
주석함량(%)

색

깔

0 - 3

적색

(copper-red)

3 - 10

적황색

(reddish-yellow)

10 - 20

담황색

(orangish-yellow)

20 - 30

회백색

(gray white)

30 - 40

은백색

(silver white)

Ⅲ. 동경
동경은 동판의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서 얼굴이 비치게 하는 것으로서 4천년
전부터 이집트의 왕조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2천년
경 甘肅省 廣河齊家坪의 고분에서 지름 6cm 가량의 동경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에서 출토된 선사시대의 동경의 경우는 꼭지를 두 개 이상 지닌다하여 다뉴경으로
불리는데, 무늬가 거칠고 세밀한 정도에 따라 조문경과 세문경으로 구분된다.11)
동경의 특징으로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한번 연마하면 부식이 잘
되지 않아서 오래동안 광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질은 필연적으로
11) 이난영,『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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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이 많이 들어간 청동이어야 하며 특히 좋은 거울은 주석 성분을 많이 넣어 색
상이 백색이며 결정입자가 미세하고 조직이 균일해야하는 동시에 깨질 우려가 없고
마모가 잘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12)
중국 청동주물의 고문헌인『周禮考工記』에 “金之六齊”라는 청동합금비율이 보고
되어 있다. 그 중 “鑒燧之齊”라 하여 거울과 부싯돌을 만들 때 합금비율은 동과 주
석을 1:1로 하고 있으며, 이는 주석이 약 50%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울에는 50%
Sn은 너무 많아 고대 동경은 주석이 30% 이상, 부싯돌(충격 발화용 쇠붙이)은
50%의 Sn을 사용하였다고 한다.13) 많은 양이 제작된 한시대 동경의 대략적인 조
성을 보게되면 Sn 23~27%, Pb 0.5~7%, 구리가 나머지로 나타나고 있다.14)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을 중심
으로 성분 배합비 및 금속조직 관찰을 통한 동경의 제작기법을 그리고 납동위원소
비를 분석하여 동경에 쓰인 납이 어느 지역의 방연석을 사용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그림 3은 다뉴세문경이 출토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
는 보존처리 전 사진이다.

그림 3. 다뉴세문경의 출토 모습15)

12) 염영하,「한국전통기술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청동기분야-」, 한국과학재단, 1995.
13) 염영하,『한국의 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14) 허일권,「미륵사지 출토 동경과 동종의 금속학적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5) 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 효자(4)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현장설명회의 자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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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뉴세문경의 처리 전 사진

1. 동경의 성분 조성
표 2는 지금까지 발표된 동경의 성분조성을 정리한 것이다. 초기철기시대인 봉산
송산리, 신천 용산리, 아산 남성리 유적을 제외한 대부분 유적에서 출토된 동경의
성분조성을 보게 되면 대체로 다른 시대들에 비하여 주석함량이 높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중국 청동주물의 고문헌인『周禮考工記』에 “金之六齊”라는 청동합금비율
중 거울과 부싯돌의 합금비율인 “鑒燧之齊”의 조성과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16)
즉,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동경의 경우는 주석함량이 높아 경면은 거의 은백색을
띠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반사율도 높아 사물을 비추는데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반해 원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주석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기 철
기시대에 제작한 동경들에 비하여 경면에 반사율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주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의 경우는 성분 조성 중 Sn의 농도가
다른 동경들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n 함량을 높여 외력에 의한 변
형을 막고, 거울로 볼 수 있는 거울면의 반사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Pb
의 함량이 약 4%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조시 유동성을 좋게 하여 뒷면의 무늬가 잘
16) 주 13)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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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도록 하고 또한 주조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17)

[표 2] 동경의 성분 조성18)
시대

출토지

초기철기

봉산 송산리

초기철기

조성비(%)
Pb

Zn

42.19 26.70

5.56

7.36

신천 용산리

79.7

16.0

4.0

초기철기

아산 남성리

39.5

27.3

11.4

초기철기

논산 원북리

71.4

22.6

5.9

초기철기

화순 백암리

65.06

28.4

6.33

초기철기

화순 대곡리

65.76 28.57

초기철기

화순 대곡리

65.3

초기철기

국보141호

초기철기

전주 효자동

64.0

원삼국

대구 지산동

백제말

미륵사지

삼국또는
통일신라
백제~

이천 설봉산성

Cu

Sn

Ag

Ni

Sb

As

Fe
1.05

0.04

0.15

0.043

0.05

0.7
0.05

0.02

0.05

0.04

0.16

0.01

5.43

0.05

0.23

0.16

0.03

28.8

5.7

0.04

0.16

0.14

0.03

61.68 32.25

5.46

0.16

0.23

0.16

0.07

30.4

4.68

0.022

0.40

0.063

67.7

24.2

7.8

67.4

25.8

4.88

0.004

약
76.2

0.86

0.27

0.41

0.228 0.062

0.047 0.14 0.018 0.25

23.8

미륵사지

75.3

21.6

0.54

0.02

0.58

0.15

0.50

0.41

통일신라

미륵사지

66.8

22.9

6.31

0.01

0.31

0.15

0.63

0.55

통일신라

미륵사지

69.1

24.9

5.48

0.01

0.06

0.13

0.13

통일신라

경주 동산리

72.12 25.55

2.24

0.1

통일신라

경주 동산리

65.0

28.22

6.55

0.23

통일신라

경주 분황사

약73

27

통일신라

경주 분황사

약74

약24

통일신라

경주 분황사

약73

19

통일신라

0.29

0.18

17) 최주,『한국야금사[3]』, 재료마당 13(4), 2000.
18) 허일권,「미륵사지 출토 동경과 동종의 금속학적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주,『한국야금사[3]』, 재료마당 13(4), 2000.
유혜선,「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성분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국의 동경 성분 분석 사례를
통한 고찰-」,『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09.
강형태 외,「논산 원북리 토광묘유적 출토 청동기의 과학 분석」,『한국상고사학보』39, 2003.
박장식,「이천 설봉산성 출토 청동유물에 나타난 청동기 기술 체계」,『문화사학』21, 2004.
정광용,「미륵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영동 외,「경주 분황사지 출토 청동기에 나타난 기술변천에 대한 연구」,『대한 금속·재료학회
지』4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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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조직 관찰
그림 5는 전주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을 보게 되면 작은입자들은 δ상이며 기지는 α상과 δ상이 공존한 공석상들로 이루어
져 있는 주조조직이다. 대부분 동경의 경우 주석함량이 25% 내외이나 이 다뉴세문
경은 주석함량이 30.4%로서 높으므로 α상이 아닌 δ상들이 우선적으로 성장하여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19) 또한 검고 작은 입자들은 Pb 입자들로서 아주 미세하게 분
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Pb의 경우는 Cu나 Sn과 서로 고용되지 않
으므로 조직내에서는 편석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림 6의 (a)는 동경을 주사전자현
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이며,
(b)는 편석된 입자를 EDX를 이용
하여 성분분석한 결과이다. 편석물
의 성분 분석결과 Pb 72%, Cu
25%, Sn 3%로 검출되었다. 그러
므로 금속 조직내부에 편석된 입자
들은 Pb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금
속 조직 관찰 결과 주조공정 이외
에 두드림이나 열처리 등의 공정이
그림 5. 다뉴세문경의 미세조직(×500)

(a) SEM Image

실행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b) EDX spectrum

그림 6. 다뉴세문경의 SEM Image와 편석물(흰색입자)의 성분 분석 결과

19) David A. Scott, Jerry Podany, Brian B. Considine,『Ancient and Historic Metals -Conserv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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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동위원소비 분석
표 3은 전주시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의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를 나타내
었다. 납의 산지 추정은 207/206 vs 208/206을, 그리고 206/204 vs 207/204를
축으로 하여 나타낸 그림에 데이터를 대입하여 어느 지역에서 유입되었는지를 알아
보게 된다. 그러나 전주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의 경우 납동위원소비 데이
터를 각 그림에 각각 대입하여 나타낸 결과에서는 어느 군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표 3] 다뉴세문경의 납동위원소비
동경명
다뉴세문경

납동위원소비

판별점수

206/204

207/204

208/204

207/206

208/206

DS1

DS2

18.672

15.963

40.051

0.841

2.111

0.185

0.634

동경

그림 7. 선형판별분석법에 의한 납동위원소비의 분포도

또한 다뉴세문경의 납동위원소비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하여 시료들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다변수분석법 중 선형판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방연석의 납동위원소비는 산지별로 몇 개의 군으로 분류되어 산지
분류에 유용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림 7은 다뉴세문경의 납동위원소비 데이터
를 대입하여 여러 방연석 군들 가운데 어느 군에 속하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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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중국 남부지역의 방연석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다뉴세
문경을 제작시 사용한 납의 경우는 중국 남부 지역의 방연석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20)

Ⅳ. 방자유기
유기란 구리에 주석 또는 기타 비철금속을 합금하여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유기
에는 방자유기, 주물유기, 반방자유기의 세가지가 있다. 주물과 방자를 구분 짓는
것은 용광로에서 쇳물을 직접 형틀에 부어 단조작업 없이 제품의 형태를 제작하느
냐 아니면 단조작업을 통행 제작하느냐의 차이이다.21)
방자(方字)라는 것은 일정량의 구리와 주석이 합금되어진 물질상태의 이름으로
78%의 구리와 22%의 주석을 합금하여 용해한 다음 만들게 되는 기법을 말한다.
방자유기는 용융된 성형재료(금속괴)를 불에 달구어 망치질 또는 기타 단조소성법
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게 된다. 방자 유기의 특징은 휘어지거나 잘 깨어
지지 않고, 다른 유기에 비해 금속광택이 뛰어나며, 완제품의 상태에 망치자국이 은
은히 남아있어 수공품의 멋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22)
또한 구리-주석 상태도를 보게 되면 주석함량이 10%이상이 되면 취성이 강한 δ
상이 생성되어 상온에서 두드림 작업은 어려워진다. 특히 방자유기에서와 같이 주
석함량이 20%이상일 경우 융점이 낮아져 주조성이 향상되는 장점은 있으나 냉간가
공은 어려워진다. 주석함량이 높은 청동합금에 두드림 작업이 가능하다면 제품의
형상가공이 한층 쉬워지며 벽면이 얇아져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드림
작업이 가능하려면 δ상을 피할 수 있는 550℃ 또는 그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또
한 이 온도에서 담금질 처리를 하여야 δ상의 형성을 억제해 사용도중 취성에 의한
파손가능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23)
본고에서는 평택 도곡리 조선시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숟가락, 청동발 등 방
자유기와 주물 유기24)를 비교, 분석하여 서로의 금속 조직학적 차이점 및 특징을
20) 강형태ㆍ정광용ㆍ허우영ㆍ김성배ㆍ조남철,「익산 왕궁리유적 납유리의 성분조성과 납동위원소비」,『한국상
고사학보』45, 2004.
馬淵久夫ㆍ平尾良光,「東アジア鉛鑛石の鉛同位體比」,『考古學雜誌』73, 2, 1987.
馬淵久夫ㆍ平尾良光,「鉛同位體比法による漢式鏡の硏究(Ⅱ)」,『MUSEUM』382, 1983.
21) 이종덕,「전통 방자유기 제조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2) 홍정실,『유기』, 대원사, 1990.
23) 이재성ㆍ김원수ㆍ박장식,「한국의 전통 방짜유기와 이에 사용된 리벳에 관한 연구」,『대한금속·재료학회
지』, Vol.46, No.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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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1. 청동숟가락 편
청동숟가락 자루편에서 일부분 시료 채취하여 금속조직을 관찰한 결과, 기지 부
분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보이고 입자인 α상들에는 많은 쌍정(twin)과 변형조직
(strain line)들이 관찰된다.(그림 8) 이는 청동숟가락을 제조할 때 주조 후 586℃이
상의 온도에서 단타작업 후 급냉하였음을 의미한다.25) 즉, 이 청동숟가락은 임의적
인 열처리나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색에 미세한 비금속 개재물도 관찰된다. 대체로 방자로 제작된 청동제품
들의 경우 비금속 개재물들은 많은 단타 작업에 의해서 잘 관찰되지 않으나 본 청
동숟가락 자루편에서는 회색의 비금속 개재물들이 많이 관찰되어진다. 그림 9에서
는 회색의 비금속 개재물에 성분을 알아보고자 SEM-EDS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9(a)는 SEM image이며 SEM image에 (1)로 표시한 부분이 금속 조직에서 회색으
로 보이는 개재물이다. (b)는 회색 개재물을 성분 분석한 spectrum을 보여주고 있
다. 분석 결과 회색 개재물은 황(S)이 다량 검출되어지며 일부 철(Fe)이 검출된다.
이러한 원소들은 원래 구리광석 내에 존재했던 것이 제련과정을 거치는 동안 구리
금속 내에 우연히 포함된 것으로 제련에 공급된 원광석의 종류를 말해준다.26) 여러
구리광석 중 황(S)과 철(Fe)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황동석(CuFeS2) 또는 반동석
(Cu5FeS4)이 있으므로, 본 시료의 회색개재물은 이와 같은 성분으로 추정된다. 즉,
본 청동숟가락을 제작할 때 사용한 동광석은 황화광물 계열의 광석을 제련하여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제련한 동의 철함량이 산화광물 또는 황화광물 중 어
느 것을 제련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27) 그러나 규산이 함유된 광석을
제련할 경우에는 용제로서 산화철을 쓰기 때문에 이럴 경우 비금속개재물을 이용하
여 원광석이 산화광물 또는 황화광물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28) 또한 광석을 노에
서 제련할 경우 맥석과 동화합물 및 얼마의 철황화물로 분리한다. 이 때 동화합물
은 그대로 마테로 남는데 마테는 황화물인 FeS와 Cu2S의 혼합물이므로 만약 청동
숟가락을 마테를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에도 비금속개재물로 S, Fe가 나타날 수 있
으므로 비금속개재물의 성분만을 이용하여 원광석의 종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
24) 중앙문화재연구원,「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유적(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6.
25) 주 9)의 전게서.
26) 박장식,「이천 설봉산성 출토 청동유물에 나타난 청동기 제작 기술체계」,『문화사학』21, 2004
27) 최주,『한국의 야금사[1]』, 재료마당 13(2), 2000
28) 주 27)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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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이미 황화광물을 제련할 수 있었으며, 지표에는 황화
광물이 자연 산화되거나 풍화되어 형성된 산화광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양이
적어 그 아래에 있는 황화광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다.30) 이 유
물의 제작시기는 조선시대이므로 산화광물보다는 황화광물을 원광석으로 이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며 또한 분석결과 황(S)의 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황화광물 계열의 광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a) 청동숟가락

(b) 미세조직(200×)

그림 8. 청동숟가락 편과 미세조직

(a) SEM image

(b) EDS spectrum

그림 9. 청동숟가락의 SEM-EDS 분석결과

2. 청동발 편(No. 2)
청동발 편의 일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금속조직을 관찰한 결과, 기지부분은 마
29) 최주,『한국의 야금사[1]』, 재료마당 13(2), 2000.
최주,『한국의 야금사[2]』, 재료마당 13(3), 2000.
30) 주 27)의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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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텐사이트 조직이 관찰되고, 입자인 α상에는 많은 쌍정(Twin)과 변형조직(strain
line)들이 관찰되어진다.(그림 10) 이 청동발 편도 청동숟가락 자루편과 같이 586℃
이상의 온도에서 단타작업 후 급냉하여 기지부분에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보이고
입자에는 쌍정이나 변형조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청동발편도 주조 공
정 후 단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임의적인 열처리나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졌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청동발편은 청동숟가락 편들에 비해 내부 조직에는 비금
속 개재물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a) 청동발 편

(b) 미세조직(200×)

그림 10. 청동발 편과 미세조직

3. 청동발 편

(a) 청동발 편

(b) 미세조직(100×)

그림 11. 청동발 편과 미세조직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동발의 일부 편이다. 표면에는 상당히 두텁게 청
동녹이 덮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청동발 편의 일부을 채취하여 금속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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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금속조직을 관찰한 결과, 본 청동발은 주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조조직에서 관찰되어지는 수지상 조직인 α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
며, 내부에는 비금속 개재물들이 상당량 고르게 산재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고찰
지금까지 고주석 청동인 동경과 방자유기에 대한 재료학적 특성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출토 다뉴세문경과 평택 도곡리 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유기를 통하
여 알아보았다.
우선 동경의 결과를 보게 되면 대체로 초기철기시대에 출토된 동경들은 다른 시
대들에 비하여 주석함량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즉,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동경은
주석함량이 높아 경면은 거의 은백색을 띠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반사율도 높아
사물을 비추는데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원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에
는 주석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동경들에 비하여 경면의 반
사율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주 효자동에서 출토된 다뉴세문경의 경우
는 성분 조성 중 Sn의 농도가 다른 동경들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석의 함량을 높여 외력에 의한 변형을 막고, 거울로 볼 수 있는 거울면의 반사
성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뉴세문경에 포함되어 있는 납의 동위원
소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추정한 결과, 다뉴세문경을 제작시 사용한 납의 경우는 중
국 남부 지역의 방연석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표적 고주석 청동인 방자유기의 미세조직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기지 부분
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보이고, 입자인 α상들에는 많은 쌍정(twin)과 변형조직
(strain line)들이 관찰된다. 이는 방자유기와 주석함량이 20%이상일 경우에는 제작
할 때 주조 후 나타나는 취성이 강한 δ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586℃이상의 온도에
서 단타작업 후 급냉하여 기지부분에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이외에도 고주석 청동은 생활용기, 제기 등 다양하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합금비율, 제작기법, 제작지 등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
으로 고주석청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고대에 사용되었던 청동의 합금비
율, 제작기법 등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알아내도록 꾸준
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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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二元系 高錫靑銅容器의 展開

淸水康二1) 著
장 윤 정2) 譯

Ⅰ. 머리말
高錫靑銅器는 현대 일본 美術界에서 기본적으로 제조된 적이 없다. 고석청동기는
단단하고 色도 銀白色에 가까워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무르고 파손되기 쉬
운 것이다. 그리고 서양의 청동기 제작에서도 기본적으로 고석청동기는 주류가 아
니다. 高錫靑銅器의 정의는 Sn 10% 이상을 넓은 의미의 高錫靑銅, Sn 16% 이상을
협의의 高錫靑銅, 또한 Sn 10% 이상 16% 미만을 低高錫靑銅, Sn 16% 이상 25%
미만을 中高錫靑銅, Sn 25% 이상을 高高錫靑銅이라는 의견도 있다.(長柄 2008)
일본에서는 彌生시대, 古墳시대에 제작된 방제경을 비롯해 飛鳥시대, 奈良시대에
佐波理제품으로 제작된 것이 기본적으로 시대가 점차 내려갈수록 고석청동기 제작
을 하지 않게 된다. 추측하면, 일본 청동기 製作開始 시기에는 砂錫 혹은 錫石의 채
취로 주석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늦은 시대에는 일본 내에서 원료 확보가 어려워졌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에 비해 인접한 한국에서는 같은 주석 원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고석청동기를 현재 鍮器로서 계속 제작하고 있다. 鍮器 중에
는 음식과 유교 의례에 사용하는 容器類를 중심으로 징 등의 타악기가 포함되어 있
다. 현대 중국에서도 容器 제작은 없는 듯하지만 響器로 징이나 심벌즈가 제작되고
있다.
고석청동기는 크게 두 개의 群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납을 인위적
으로 첨가한 群이다. 또 하나는 납을 넣지 않고 銅錫의 二元合金으로 제작된 것이
다. 동아시아에서 前者의 대표가 청동거울이고, 後者의 대표가 한국의 鍮器이다. 이
가운데 後者의 경우 한국 鍮器제작에 보이는 가열하는 사이에 成形과 담금질처리를
한 中高錫靑銅器를, 협의의「二元系高錫靑銅器」로 정의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수저類를 포함한 容器類를「二元系高錫靑銅容器」로 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정창원, 법륭사 관련의 佐波理제품에서 숟가락은 鍛造成形을 확인할 수 있고
1)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2) 한국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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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相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금질처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螢光X線분
석에 나타나는 주석 비율과 가공에 녹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담금질 등의 열처
리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高錫靑銅容器는 출토자료가 적고 그것의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자료가 한정되
어 현시점에서의 추론은 곤란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서
아시아에 걸친 고석청동용기를 섭렵하여 현시점에서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發生과
展開과정을 추측하고자 한다.

Ⅱ. 일본
역사적으로 高錫靑銅容器를 대표한다고 해도 좋은 자료는 일본에 존재한다. 傳世
品으로 7세기 이후의 고석청동용기가 보관되어 있는 법륭사(법륭사헌납보물도 포
함) 소장품이다. 여기에 덧붙여 8세기의 佐波理제품이 正倉院御物로서 모아져 傳世
되고 있다. 어느 것이나 출토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상태가 좋고 非破壞 螢光X線
분석 조사에서도 비교적 정량적인 수치가 나온다.(木村 외 1986) 한 예를 들면 正
倉院御物 중 佐波理皿 第57號 10口(南倉 46)는 Cu 약 75%, Sn 약 25%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佐波理는 白銅으로 불리는 것도 있어 주석 비율이 높지만『造佛所
作物帳』(天平 6년, 734)에 의하면 백동의 銅錫 배합비율은 Cu : Sn이 80 : 20 ~
84.2 : 15.8로 되어 있다.(成瀨 1999) 이 수치는 정창원 佐波理제품의 분석결과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정창원의 佐波理제품은 기본적으로 鑄造로 형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지만 佐波理
의 숟가락은「平板으로 주조된 것을 형태대로 두드리고 구부려 가공하였다」고 한
다.(三井 1976) 청동숟가락 第6號(20개, 南倉 45)를 예로 들면 螢光X線분석 결과,
모두 Cu 80%弱, Sn 20%强의 수치가 나왔다.(木村 외 1992) 확실하지는 않지만
佐波理의 加盤(南倉 47)은 鍛造로 成形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橋詰 1999)
법륭사의 전세품을 보면, 현재 법륭사에 소장된 것과 동경국립박물관 법륭사 헌
납보물로 수납된 자료에서 佐波理제품이 확인된다. 법륭사는 7세기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法燈을 이어주는 사원이기 때문에 소장품에는 飛鳥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청동제품이 있다. 법륭사 소장품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螢光X線분석이 이루어졌다.
(村上 2005) 이것에 의하면 飛鳥시대부터 奈良시대 前半의 것은 Sn이 약 20%이고
불순물도 적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법륭사 소장품, 법륭사 헌납보물을 포함해서 佐
波理제품은 鑄造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法隆寺昭和資材帳編輯委員會 1993ㆍ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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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國立博物館編 1975) 이 가운데 脚付鋺(1호, No.255)과 같이 주조 후 망치로 바
탕을 쳐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다. 佐波理 숟가락은 법륭사 헌납보물, 법
륭사 소장품 양쪽 모두에서 확인되고 正倉院御物과 마찬가지로 鑄造 후 鍛造로 成
形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창원, 법륭사 관련의 佐波理제품을 개관하였지만 일본에서는 奈良시대以前 고
분에서도 靑銅容器가 출토된다. 출토 예는 이미 100여개가 넘지만 그것의 금속성분
비율에 관한 정보는 적다.(毛利光 1991) 따라서 이들 고분출토 靑銅容器가 高錫靑
銅인지 아닌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다. 6세기 前ㆍ中葉부터 靑銅容器는 출토되지만
그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박재품으로 생각되고 있다. 청동용기의 國産化는 적어
도 飛鳥寺 건립 후 사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진행된다고 추측되고 있다.(毛利光
2005) 기본적으로 고분 출토품은 잔존상태가 열악하고 器體가 얇아 분석이 곤란하
여 鑄造와 鍛造의 추궁은 고사하고 금속성분의 비율에 대해서도 공표된 것이 적은
상태이다. 다만 群馬縣 白山古墳 출토 無臺鋺, 香川縣 久本古墳 출토 高臺付鋺은 佐
波理제품에 가까운 금속성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毛利光 1978) 福島縣
笊內37호분 출토 銅鋺에서는 Cu 70%, Sn 25%, Pb 5%의 분석치가 확인되었다.
(押本 2002)
정창원, 법륭사에 傳世되고 있는 佐波理제품에는 납을 포함하는 것도 있지만 납
이 포함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器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金相分析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古墳時代는 불명확하여도 적어도 그 이후
奈良시대로 제작지 문제가 있지만 청동제 숟가락이 鍛造로 成形되고 그 후 담금질
처리를 하지 않으면 파손되기 쉬워 실용품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二元系高錫靑銅, 鍛造, 열처리라는 기술적 전통을 가진 靑銅器가 일본에 존재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Ⅲ. 한국
한국에서는 낙랑군 後漢墓에서 銅鋺이 출토되었고 계속해서 삼국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靑銅容器의 유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명한 유례를 몇 개 든다면 경주 금관
총,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공주 무녕왕릉 등이 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안압지가
있다.(조선총독부 1924ㆍ문화재관리국 1973ㆍ1974ㆍ1985ㆍ1986) 금속성분의 비
율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鑄造品 이외에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에서 鍛造成
形으로 만들어진 靑銅容器가 확인되었다.(毛利光 1978ㆍ이난영 2000)

- 35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일본 고분출토 銅鋺과 마찬가지로 잔존상태가 열악하여 과학적 분석을 한 것은
적지만 초기철기시대부터 18세기까지의 청동제품을 분석한 박장식의 연구를 참조
하면 한국 청동용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Park et al. 2007) 안타깝
게도 105점의 분석성과에는 B.C. 1 ~ B.C. 3세기까지의 자료가 결여되어 있지만
그 외 다른 시기의 분석 자료는 풍부하다.
초기철기시대 자료에는 靑銅容器가 없고 청동 무기, 공구, 거울이 분석되었고 모
두 鑄造品으로만 이루어져 담금질처리도 보이지 않는다. 삼국시대 자료에서 청동용
기는 5점이 분석되었고 그 가운데 4점이 주조품, 1점이 단조품이다. 황남대총 북분
에서는 주조품과 단조품의 청동용기가 있고 단조품은 거의 純銅, 주조품은 Sn 15%
로 담금질처리는 되어 있지 않다. 통일신라시대에는 Sn 24%로 납을 포함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으로 담금질처리를 한 것이 나타난다. 다만 주조품만으로 주조 후
담금질처리만 한 청동용기도 확인된다. 그리고 숟가락을 중심으로 鍛造成形 후 담
금질처리를 한 것도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숟가락 石製 鑄型은 경주 분황사에서 출
토되었고 彎曲이 없는 器形에서 주조 후 鍛造成形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지만 만들어
진 제품의 금속성분 비율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국립경주문
화재연구소 2006) 고려시대가 되면 靑銅容器도 숟가락도 모두 二元系高錫靑銅容器
가 되는 듯 하며 鍛造成形과 담금질처리가 이루어진다. 조선시대 숟가락과 靑銅容
器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와 같고 二元系高錫靑銅을 이용하여 鍛造成形과 담금질처
리를 하지만 靑銅容器 중 한 예만 주조품으로 Sn 23%의 高錫靑銅인 것이 Pb 4%,
As 1%를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결과에서 한국의 鍛造, 담금질처리를 한 二元系高錫靑銅容器는 고려시대
에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전 통일신라시대에도 이미 숟가락과 靑銅容器
에는 鍛造成形과 담금질처리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금속성분의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二元系高錫靑銅容器로 좋은가는 엄밀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통일
신라시대에 鍛造, 담금질처리, 二元系高錫靑銅의 기술적 전통이 한국에 정착해 있었
던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Ⅳ. 중국
일본, 한국 靑銅容器의 원류가 되는 것은 중국의 靑銅容器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Sn 20%를 넘는 高錫靑銅容器는 商代晩期부터 제작되지만,(華 1999) 가열하
는 사이에 鍛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의 銅鋺 출현자체는 秦ㆍ後漢代까지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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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올라가지만 유례는 그다지 많지 않고 일본 銅鋺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6세기
말~7세기라고 한다.(毛利光 1978) 佐波理제품의 특징인 녹로를 사용하여 가공한
일예로 江蘇省 南京市 人台山 1호묘(東晋)가 지적되고 있다.(橋詰 1999) 중국 국내
에서도 後漢이후의 靑銅容器에 관한 과학적 분석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따라서 Sn 20% 전후의 二元系高錫靑銅으로 鍛造成形과 담금질처리를 한 靑銅
容器類가 唐代에 근접한 시기에 존재했는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최근 중요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北燕의 馮素弗墓에서 출토된 청동제 완의 하나가 熱間鍛造로
성형되었고 석비율이 29%라고 한다. 따라서 5세기 전반에는 高錫靑銅에 있어 熱間
鍛造로 靑銅容器를 제작한 것이 확인 가능하다.
高錫靑銅器의 鍛造成形에 대해서 確證은 없지만 담금질技法에 관해서는 戰國시대
부터 高錫靑銅器인 거울과 무기, 악기에 사용되어져 왔다고 생각되고 있다.(河
1999)
일본에서 말하는「佐波理」라는 용어에 근접한 것은 중국에서 響銅이라고 불리고
(『天工開物』), 주로 타악기인 響器로 사용된다.『舊唐書』에서는 響器의 한 종류
인 銅鈸에 대해「銅鈸, 亦謂之銅盤, 出西戎及南蠻」이라 하여 외래 타악기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Ⅴ. 동남아시아
靑銅器제작에서 주석 원료의 입수가 비교적 어렵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는 주석
원료가 풍부하게 산출되는 지역이고 주석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高錫靑銅器제작에
상대적으로 적당한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원 1천년기 후반에는 高錫靑銅器
가 출현하지만(Pigott et al. 1992) 주요한 유적은 타이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한 것으로 Kanchanaburi縣 Phanom 구역에 있는 Ban Don Ta Phet 유적은
A.D. 1세기경으로 추정되고(坂井 외 1998), 187㎡ 발굴에서 靑銅容器 163점, 청동
팔찌 38점, 靑銅 足장식 7점, 청동반지 16점, 청동국자 1점, 청동 鳥形장식 3점, 小
型靑銅鐸 3점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靑銅容器는 직경 5~15㎝이고 대부분 이 범
위의 작은 부분에 들어간다. 器形은 둥근 저부의 鋺形에서 원통형을 한 것 등이 있
고 器壁은 0.3~0.5㎜로 얇다. 螢光X線분석에서 Sn은 약 23%이고 金相斷面의 미세
구조를 검토한 것에서 520℃ 이상의 온도로 담금질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
다.(Rajpitak et al. 1979) 그 후 4점의 銅鋺에 대해 Rajpitak의 추가분석이 이루어
져 Sn은 20~23%, Pb는 0.3% 이하로 밝혀졌다.(Srinivasan et al. 1995)

- 37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그 외에 타이에서는 A.D. 500년경 Pimai유적에서 高錫靑銅 반지가 확인되었
다.(Smith 1973) Ban Chiang 유적의 PhaseⅡ(기원전 1천년기 후반)에서는 목걸이
의 일부로 생각되는 것이 있고(Wheeler et al. 1976), 연대는 B.C. 300 ~ A.D.
200년경으로 생각되고 있다.(Pigott et al. 1992) Don Klang 유적과 Ban Na Di
유적에서도 高錫靑銅器가 발견되고 있다.(Pigott et al. 1992)
동남아시아는 그 후 高錫靑銅의 징 제작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지역으로 그 기술
적 전통은 B.C. 300년경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Sn 20%의 청동용기는 A.D.
1세기경의 Ban Don Ta Phet 유적에서 담금질 기술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만
鍛造成形은 한정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Rajpitak et al. 1979)

Ⅵ. 인도
현대 인도에서는 高錫靑銅器의 제작이 계속되고 있다.(Srinivasan 1997) 그 수요
가 한국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공방밖에 없지만 아마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기술적 전통일 것이다. 高錫靑銅器 공방이라도 각각의 제품과 그 기술이
다르다. 제품으로는 거울, 용기, 심벌즈, 벨 등이 있고 제작방법은 주조 후 담금질처
리만 한 것과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成形한 후 담금질처리를 한 것이 있다. 거울은
鑄造만으로 담금질처리는 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비교적 많은 유적에서 高錫靑銅器가 확인되었다. 다음에서 그것을 개
관하고자 한다.
파키스탄의 Taxila 유적은 교통로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B.C. 6세기 이후에 번영
한 都市遺蹟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청동기가 출토되었고 그 가운데 납을 포
함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器도 확인되었다. Sn은 21~25%의 범위이다. 청동용기
6점, 청동거울 2점, 靑銅鐸 1점이 보고되었고 청동용기 1점은 B.C. 3세기, 靑銅鐸
1점은 B.C. 2세기, 청동거울 1점은 B.C. 1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나머지 청동기는
A.D. 1세기로 기술되고 있다.(Marshall 1951) 金相斷面의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열처리, 鍛造成形의 有無는 확인할 수 없다.
남인도 Tamil Nadu州 Nilgiri지역의 거석묘에서 출토되었다고 생각되는 청동용기
가 大英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여러 분석자들에 의한 결과가 공표되어
있으며 그 후 Srinivasan에 의해 B.C. 1세기 중엽부터 후엽의 자료로 분석결과가
集成되고 있다.(Srinivasan et al. 1995) 이것에 의하면 4점의 銅鋺 분석수치는
Sn22~24%에 납을 포함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이고 1점은 Srinivasan의 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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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分析에서 가열하는 사이에 成形과 燒鈍, 담금질처리가 추측되고 있다. 같은
Tamil Nadu州 Adichanallur 유적 분묘에서 출토된 기원 1천년기 전엽부터 중엽의
청동용기 분석도 소개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역시 Sn 22~24%의 二元系高錫靑
銅容器이고 가열하는 사이의 成形과 燒鈍, 담금질처리를 하였다고 추정되고 있
다.(Srinivasan et al. 1995)
그 외 기원전후의 자료에 한정하더라도 Hyderabad州 Maula Ali 유적에서는 Sn
21%에 납을 포함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容器가 출토되었고(Leshnik 1974) 파키
스탄 북부 Swat 계곡 Gandhara Grave Culture에 속하는 분묘(B.C. 1000년경)에
서 출토된 청동용기의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高錫靑銅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
다.(Srinivasan et al. 1995)
Adichanallur 유적의 연대 비정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인도에서는 기원 1천년기
중엽부터(Ghosh 1990) 二元系高錫靑銅容器가 제작되었고 가열하는 사이의 成形과
열처리 기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된다. 그 以前 시기의 高錫靑銅器에 가열하는 사
이의 成形과 열처리 기술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미 B.C. 2000
년경 Mohenjo-daro 유적에서는 Sn 22.6%, Pb 0.86%의 자료가 있고(Mackay
1938ㆍSrinivasan 1997), 二元系高錫靑銅器가 출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
으로의 출토유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중동
현재 기본적으로 二元系高錫靑銅容器를 紀元前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아르코스
(Nearchus)의 記述을 바탕으로 적어도 B.C. 3세기에는 高錫靑銅이 존재했다는 견
해도 있다.(Allan 1979) 그러나 중동에서는 주석 비율이 낮은 鍛造 청동용기가 주
류를 이룬다. 高錫靑銅容器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00㎞ 정도
떨어진 Dailaman지방에 위치하는 Noruzmahale 유적 AⅡ호묘에서 출토된 靑銅皿
이다.(江上 외 1966) 분묘 연대는 파르티아 후기(A.D. 1 ~ 3세기)에 속한다. 금속
성분 비율은 Cu 76.39%, Sn 21.38%, Pb 1.17%, Fe 0.66%이다. Pb가 1%를 넘
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납을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器體에는 망치 흔적이 발견되
고 가열하는 사이의 鍛造成形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Ⅳ호묘에서는 금속성분 비
율 등의 공표는 없지만 靑銅皿과 同質로 보고된 柄鏡이 출토되었다.
그 외 아프카니스탄의 Ghar-i Mar로부터는 A.D. 300 ~ 500년경의 高錫靑銅器
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초기 이슬람시대의 이란에서도 半球形의 단순한 형태를 띤

- 39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高錫靑銅容器가 확인되고 器形이 단순한 것은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成形되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Allan 1979) 초기 이슬람시대에 高錫靑銅容器가 있다고
한다면 Noruzmahale 유적 AⅡ호묘에서 출토된 靑銅皿과 그 사이에 있는 時期인
사산朝 페르시아에서도 高錫靑銅容器 제작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Ⅷ. 맺음말
高錫靑銅器는 아시아에서 특이한 발전을 구축한 청동기 제작기술이다. 고대 그리
스ㆍ로마세계의 청동기 제작기술과 그것을 전승한 유럽의 청동기 제작기술에서 高
錫靑銅器는 어디까지나 傍流의 존재이고 대량으로 제작되었던 적은 없다. 물론 로
마시대의 거울과 켈트 화폐 등에 이용되었고 중세 암흑시대에도 帶金具 등에 사용
되었지만(Meeks 1993), 아시아만큼 성행하지는 않았다. 정말로 중동을 경계로 같
은 鑄造技術이면서도 크게 다른 기술적 전통인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정벌 때 편성된 함대 제독인 네아르코스(Nearchus)는 인도 각지에 대해 다양
한 기록을 남겼고 그것은 후에 수트라봉이 記述한『博物誌』에 引用되었다. 거기에
서 인도의 청동용기 제작에는 鍛造成形을 하지 않고 떨어뜨리면 土器와 같이 깨진
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북부의 청동용기에는 高錫靑銅으로 제작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문헌에서도 추측된다. 이 견문은 정말로 다른 鑄造技術의 전통 속에
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솔직한 놀람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확실히
고대 그리스ㆍ로마세계에서도 高錫靑銅의 技術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채용되었기 때
문에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다원적 발생론도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후 동서영
역에서 우발적으로 二元系高錫靑銅容器가 여러 지점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생각
하면 一元的인 발생론을 채택하고 싶어진다.
技術의 성립과 전파를 생각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기술이 몇 개의
지역에서 多元的으로 발생하는가, 혹은 起源地가 하나로 각 지역에 전파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二元系高錫靑銅容器도 기원지에 대해 몇 가지의 추측이 가능하다.
현재 불명확한 자료이지만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유례는 인도의 자료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당연히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기원도 인도일 가능성은 있지만 중
앙아시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二元系高錫靑銅容器는 확인할 수
없지만 高錫靑銅으로 제작된 거울을 만드는 기술적 전통이 있다.(Ravich 1996) 분
석에 의하면 Sn 18~25%에 납을 포함하지 않은 二元系高錫靑銅器이고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가 이루어졌다. 연대는 B.C. 6세기 ~ A.D. 3세기로 오랜 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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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남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 등에 분포하며 직선거리로
Taxila 유적과도 비교적 가깝다. 이란 Dailaman분지 Noruzmahale 유적 AⅡ호묘에
서 출토된 靑銅皿도 이러한 기술적 전통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중동, 특히
사산朝 페르시아에서 二元系高錫靑銅容器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초기 이슬람시
대 이란에 高錫靑銅容器가 존재했다는 보고가 있어(Allan 1979) 연결되는 자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二元系高錫靑銅容器 혹은 高錫靑銅容器 제작기술의 起
源地 후보로 인도, 중앙아시아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Ban Don Ta Phet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용기는 그 특이한 기형에
서 인도와의 관계가 명백하다. 容器 중앙에 돌기가 있는 靑銅容器가 출토되었고 이
것이 인도로부터의 반입품이 아니라면 B.C. 4세기경에는 二元系高錫靑銅容器를 제
작하는 기술이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고 추측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에서 전파루트로 생각되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로부터의 루트
이다. 동남아시아 루트를 생각할 때 흥미있는 것은 한국 鍮器에 포함된 징 등의 타
악기이다. 동남아시아 대륙부 혹은 南中國에서 제작된 필리핀 징의 금속성분 비율
이 공표되어 二元系高錫靑銅器이며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와 열처리가 이루어졌
다.(Goodway et al. 1987) 다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징 등의 二元系高錫靑銅打樂器
와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수용 시기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 고려시대
에 二元系高錫靑銅打樂器인 징 제작은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도 Sn 17.96%에
鍛造成形으로 열처리를 실시한 二元系高錫靑銅打樂器의 징이 북송 후반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확인된다.(河 외 2009) 일본 正倉院御物과 법륭사 소장품에서도 이른 시
기의 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한국에서 확인된 二元系高錫靑銅
容器와 二元系高錫靑銅打樂器는 전파루트와 時期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세기 전반 이전 二元系高錫靑銅器의 중국 전파는 漢代 이후의 청동용기에 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와 담금질처리를 하는 二
元系高錫靑銅容器가 성행한 것을 엿볼 수 있다.(Park et al. 2007) 문제는 한국의
삼국시대, 일본의 고분시대에 협의의 二元系高錫靑銅容器가 존재했는지 여부이다.
분석된 자료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료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협의의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제작은 唐代에는 시작되었던
것이 명백하다. 唐代는 西方, 南方으로 판도를 넓히고 국외로부터 技術移轉도 받아
들이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 다만 唐代以前에도 분석 예가 적어 불확실한 점은 부
정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삼국시대, 일본의 고분시대에 협의의 二元系高錫靑銅容

- 41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器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 고대 금속기를 망라하여 集成한 것에서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唐代에 이르기까지 서방세계로부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다.(毛利光 2004) 그리고 고분시대의 銅鋺과 중국 육조의 도자기를 비교하
면 北魏의 영향이 강하게 보이고 王子形 水甁과 半裁球形 鋺의 祖型을 서방에서 찾
는 견해도 있다.(矢部 1985)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초기 이슬람시대
의 이란에 가열하는 사이에 鍛造를 한 半球形 高錫靑銅容器가 있다고 한다면(Allan
1979) Noruzmahale 유적 AⅡ호묘에서 출토된 靑銅皿과의 관계에서 사산朝 페르
시아에서도 二元系高錫靑銅容器 제작기술이 확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이 중국으로의 二元系高錫靑銅容器의 전파는 동남아시아 루트를 생각하
기보다 인도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제작기술이 확립되어 중동, 동남아시아로 기술
전파가 있은 후 중앙아시아를 경유한 교류에 동반되어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 후 한
국, 일본까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징 등의 二元系高錫靑銅打樂器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게 동남아시아, 중국 남방을 거쳐 한국, 일본에 제작기술이 전해
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문헌섭렵 등 아래의 여러 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기록
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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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석1)

Ⅰ. 머리말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청동제품은 동종(銅鐘)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하고,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폭도 넓게 나타나고 있다.2) 본고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연구발표 주제와 부합하여 청동유물에 대한 제작과
그에 따른 기술사의 변천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국가지
정문화재였던 보물 제864호 ‘金鼓’(방짜유기)에 대하여 그 지정문화재 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청동유물이 실제로 제작방법과 성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어
떻게 차이나는지 기술사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3)

Ⅱ. 조사추진 경위
보물 제864호 ‘금고’는 1986년 3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금
고4)는 1980년대 중반, 한국 내 소재하는 문화재 가운데 과학기술문화재 분야에 대
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역사성, 가치성, 희소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다. 특
히 이 금고는 국방과학기술사 분야에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근거가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는 현재 총 412호, 보물은 1,612호에 이르는데, 이중 청동유물은 종, 무구류, 불교용구
등 다종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동유물은 주물로 제작된 것이며, 방짜유기로 제작된 것은 보물 제864호
금고와 보물 제956호 태안사 대바라(泰安寺 大바라) 등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 유물설
명에 따르면 이 바라의 경우 절에서 종교적으로 사용되거나 춤을 출 때 사용하는 타악기로, 직경 92㎝에 이르
며 국내 최대의 거품(巨品)으로서 제작기법(製作技法) 또한 우수하며, 사전품(寺傳品)이나 손상(損傷)이 거의
없다. 다행히 작품에 명기(銘記)가 있어 제작년대가 정통십이년(正統十二年, 1447)으로 효령대군(孝寧大君)이
세종과 왕비(王妃), 왕세자(王世子)의 수복(壽福)을 빌기 위하여 발원 제작한 것으로, 크기로 보아 사람이 손에
든 채 매달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본 내용은 본 발표자가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에 근무할 당시 이 청동유물과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쳥 문화재위원회 회
의록(문화재청 CD발간, 공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에 맞추어 재편집하였다.
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이

년에 개인에게서 구입한 유물이었다

- 51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된 것이다.5)
이 유물이 지정되고 22여년이 경과된 후, 2008년 3월 한 민원에 의해 유물의 진
위여부가 제기되었다. 이 금고는 본인이 제작한 작품이며, 후대에 누군가가 녹 처리,
명문 및 태극문양을 삽입 후 판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문화재청에 제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진위문제의 중대성6)을 감안하여 역사, 금속공예, 보존
과학 등 해당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 및 보존과
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금고의 명문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밀조사를 추진하였다.7)
정밀조사 추진 결과, 본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언
론보도(2008.07.10.)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고 2008년 8월부터 문화재 지정
해제 작업을 진행하였다.8) 그 결과 2008년 10월 17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
제되었다.

Ⅲ. 조사내용
이 유물의 정식 명칭은 ‘보물 제864호 금고金鼓’(지정일 : 1986.03.14.)이다. 소
유자는 국유(육군박물관)이며 수량은 1점, 시대는 조선 선조 19년(1586)에 제작되
었다는 명문이 남아 있으며 재질은 청동이고 지름이 61cm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징’에 해당하나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름이 큰 편이다.
측면에는 명문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三道大中軍司令船 勝戰金鼓 入重十三斤 萬
曆十四年丙戌三月 日造’이며, 그 해석 내용은 ‘삼도대중군사령선이 전투에서 승리하
기 위해 사용한 쇠북이며, 무게는 13근이고 만력14년 병술년(1586) 3월 일에 제작
되었다.’는 것이다.

5) 지정조사 당시 군사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명문 등에 대한 역사학적인 고찰이
되지 않았다.
6) 1996년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龜艦別黃字銃筒)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국가적인 사건으로 확대되어 그
이후부터 문화재 지정은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나, 이미 지정한 유물에 대한 조사는 총통과 관련된 무구 분야
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금고에 대한 성분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파괴분석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7) 민원이 제기된지 3일 후 문화재청은 즉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성분분석 조사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이에 지면으로
감사를 표한다.
8)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2008년 제4차 회의에 본 내용을 부의하여 검토 및 심의 결과를 정식으로 거쳐,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정해제 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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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문 분석
명문의 분석은 3인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9)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 편
집하였다.
“삼도대중군사령선”이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금고는 삼도의 수군제도와
관련된 것이나 삼도수군제도는 1593년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만들어
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삼도통제영의 직임 가운데 중군(中軍)은 주장(主將; 총사령관)의 바로 밑에서 구
체적 군사훈련을 책임지는 직임으로 조선후기 군제에 나타나며, 조선시대 지휘관의
배는 사령선이란 용어보다는 ‘좌선(座船)’이란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조선후기 삼도수군제도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에 중군의 군선(軍船)은 따로 나타
나지 않는다. 이는 중군의 경우 좌선에서 주장의 명령을 받아 지휘하는 역할을 했
기 때문이다. 문헌상으로 검토해 보면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배의 크기에 따라서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 등이 있었고, 속대전(續大典)에는
제도병선(諸道兵船)에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龜船), 사후선(伺候
船) 등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령선(司令船)’이라는 용어는 그 사용예가 거의
없다.10) 이로 보아 ‘사령선’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군사령
선이란 용어는 적절한 용어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승전금고(勝戰金鼓)’란 용어도 의심이 간다. 옛 군대에서 전쟁 중에 군사의 사기
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전진을 명하는 의미로 북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쇠
북(金鼓)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11) ‘승전금고’라는 용어는 이해되지 않는 부
분이다.
9)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문화재청 CD발간, 공개
중)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하였다. 분석하신 학자는 최승희
(역사), 정진술(해양사), 노영구(국방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이다.
10) ‘삼도대중군사령선’이란 명칭이 현존하는 그림 유물이 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19세기말 정도
혹은 20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군조련도 병풍 그림에 ‘삼도대중군사령선’으로 쓰여져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그림 조차 제작된 연대 등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를 보고 금고의 명문을 인용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1) 지정 당시 상황에 대한 전언에 의하면 당시 ‘승전금고’라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다
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추정한다면 임진왜란 관련 무구류 등이 같이 지정되면서 의문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그림 등이 있어서 위작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지정을 위한 과학기술문화재조사
보고서(Ⅱ)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군례조(國朝五禮儀 軍禮條)나 문종(文宗) 1년에 세
조(世祖 1417~1468)의 서문으로 간행된 진법(陳法)에 그림과 더불어 설명하기를 <韻會에 軍行의 鉦과 鐸을
金이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釋名에 말하기를 金은 禁으로서 前進이나 後退를 禁止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진이나 후퇴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쇠북이며 ‘승전금고’라는 뜻은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지정 당시 정밀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에는 보존과
학적 분야나 성분 분석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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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삼도’, ‘중군’, ‘船(수군)’이란 용어가 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로
인조 11년(1633)에 설치된 삼도통어영에 중군 직임이 있는 예를 볼 수 있지만, 만
력 14년(1586)과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 ‘사령’이란 용어 조합과도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삼도대중군사령선”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작기법 및 현상조사
제작기법과 현상에 대한 조사는 2인의 학자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12)
조사결과, 금고는 방짜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고리를 달기 위해 뚫려 있는 구멍이 전
통적 방법이 아닌 기계로 투공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또한 명문의
새김은 끌을 이용하여 한자 한자 쳐내려가는 전통적 음각기법이 아닌, 파내어 새긴 듯한
현대적 기법 형태가 엿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색상의 녹이 금고면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시대가 내려오면
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른 청동유물의 녹과는 차이를 보이며, 명문과 문양이 음각된 곳
안까지 녹이 들어가 있으나 글씨와 문양의 각 등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표면에 밝
은 녹색의 녹은 Nantokite(CuCl)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류도 단순하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만든 녹으로 보여 진다. 고면(鼓面) 중앙에
보이는 태극문은 상당히 조잡한 선각으로 서툴게 처리되었으며, 당좌부분에 사용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작자 증언에 의하면 이 금고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에 직접 만들었다
고 하며, 가질 작업과 구멍을 직접 뚫었다는 분을 확인하였다. 구멍을 뚫는 전통기
술은 정을 사용하여 망치로 쳐서 뚫었다고 한다. 이 때 주변이 찢어지거나 자국이
생긴다고 한다.13)

3. 공방 현지조사
제작자라고 주장하는 장인의 공방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비교분석을 위하여 비파
괴성분조사를 추진하였다. 장인은 40년대~최근까지 제작한 유기 성분은 구리 78%,
주석 22% 내외로 성분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14)
12)
13)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은 197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며, 이전에는 정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주변
이 찢어지거나 거칠게 처리되어 완전한 원형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14) 오랜 기술 전수에 따라 방짜유기 제작은 이 성분 비율이 모두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기공방에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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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의견에 따르면 구멍 투공은 드릴을 사용한 흔적이며, 70년대 이전 투공방법
은 쇠못 등으로 내려치기 때문에 완벽한 원형 투공 유지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실
제 드릴 시연 작업을 실시, 금고와 같이 투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글씨 각
자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각자(刻字)는 유기각자 전문가가 아니
면 명문을 새기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보존과학적 조사는 비파괴성분분석을 추진하였다.15) 아울러 비교 분석을 위해서
1646년에 제작된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永川恩海寺順治3年銘金鼓, 보물 제
1604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가. 분석대상 : 육군박물관 금고 1점(보물 제864호)
- 비교대상 :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장인 제작 금고 3점

나. 분석방법 : 비파괴 정성분석(휴대용 X-선형광분석, INNOV-X, 미국)
- 분석조건 : 35kV, 5㎂, 30sec
- 측정부위 : 육군박물관 금고 1점(11곳)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9곳)
장인 제작 금고 1점(90년대 제작추정, 3곳)
금고 2점(50~60년대 제작추정, 각 2곳)

다. 정성분석 결과(중량비 평균값)
- 육군박물관 금고 : 구리 73.68%, 주석 22.97%, 납 1.45%, 아연 1.18%, 철
0.71%
- 은해사 금고 : 구리 76.28%, 주석 11.81%, 납 10.59%, 니켈 0.06%, 철
1.21%
- 장인 제작 금고
ㆍ90추정 금고 : 구리 79.25%, 주석 20.27%, 아연 0.30%, 철 0.18%
ㆍ50~60추정 금고-1 : 구리 80.26%, 주석 19.75%
ㆍ50~60추정 금고-2 : 구리 80.16%, 주석 19.42%, 철 0.42%

이 비율로 제작하고 있다.
15)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홍종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연구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원회회의록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편집하였다. 비교 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금고 명문의 제작 시기(1586)와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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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결과
‘육군박물관금고’와 ‘장인 제작 금고’를 비파괴적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박
금고’ 와 ‘이봉주 금고’는 “원소재의 정련기술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6)
따라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7)

[붙임 1] 비파괴 정성분석 결과표

ㅇ 육군박물관 금고(1점)

보존과학연구실-118
(단위:wt%)

측정부위

Cu

Sn

Pb

Zn

Ni

Mn

Cr

Fe

1

75.67

22.35

1.13

0.85

-

-

-

-

2

71.83

24.55

1.77

1.73

-

-

-

0.12

3

70.83

25.98

1.50

1.69

-

-

-

-

4

78.78

19.42

0.90

0.79

-

-

-

0.12

5

68.42

22.95

2.38

1.12

-

-

-

5.13

6

75.84

21.86

0.92

1.20

-

-

-

0.19

7

40.78

15.51

0.98

1.31

0.37

0.46

0.23

40.37

8

26.06

-

2.24

2.07

0.82

0.56

0.20

67.85

9

74.01

23.06

1.73

1.00

-

-

-

0.20

10

75.18

22.51

1.29

1.02

-

-

-

-

11

73.76

21.87

1.72

1.01

-

-

-

1.65

12

74.67

22.86

0.98

1.31

-

-

-

0.18

13

71.54

25.31

1.65

1.26

-

-

-

0.24

평균

73.68

22.97

1.45

1.18

-

-

-

0.71

* 번호 7, 8은 금고 표면의 철산화물을 분석한 관계로 평균값에 제외하였음
* 번호 8의 Mo 0.20은 소량으로 미기재하였음(“-”는 미검출)

16) 제작자는 방짜유기의 제작과정에서 성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래 사용한 원재료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납이나 아연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구술하였다. 즉 이전에 오래된 유기 등을 같이 용해하면서 불순물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17) 비파괴분석이기 때문에 부위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동용 분석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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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천 은해사 금고(1점)

보존과학연구실-391
(단위:wt%)

측정부위

Cu

Sn

Pb

Zn

Ni

Mn

Cr

Fe

3

79.14

13.05

7.41

-

0.14

-

-

0.27

4

79.26

13.21

7.14

-

0.11

-

-

0.28

5

84.03

10.20

5.44

-

-

-

-

0.33

6

82.90

12.59

4.22

-

0.11

-

-

0.18

7

83.99

11.27

4.42

-

0.08

-

-

0.24

8

53.25

12.21

30.47

-

-

-

-

4.08

9

77.06

10.79

10.01

-

-

-

-

1.75

10

75.72

11.68

11.87

-

-

-

-

0.73

11

71.17

11.31

14.37

-

0.14

-

-

3.01

평균

76.28

11.81

10.59

-

0.06

-

-

1.21

* 번호 9의 Bi 0.39는 소량으로 미기재하였음(“-”는 미검출)

ㅇ 장인 제작 금고(3점)

보존과학연구실-392
(단위:wt%)

측정부위
금고
’90

Cu

Sn

Pb

Zn

Ni

Mn

Cr

Fe

3

79.52

19.82

-

0.52

-

-

-

0.13

4

79.91

19.71

-

0.38

-

-

-

-

5

78.31

21.29

-

-

-

-

-

0.40

79.25

20.27

-

0.30

-

-

-

0.18

17

80.58

19.42

-

-

-

-

-

-

18

79.93

20.07

-

-

-

-

-

-

80.26

19.75

-

-

-

-

-

-

21

81.00

18.74

-

-

-

-

-

0.26

22

79.32

20.10

-

-

-

-

-

0.57

80.16

19.42

-

-

-

-

-

0.42

평균
금고
-1
평균
금고
-2
평균

*“-”는 미검출

- 57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Ⅳ. 맺음말
본 내용은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구체
적으로 밝히면서 청동유물에 대한 명문, 제작방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
었다. 1996년 국보 제274호 ‘귀함별황자총통’(龜艦別黃字銃筒) 위조사건으로 세간
의 주목을 받은 이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이 신중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
에 지정된 유물은 재검토 작업이 쉽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이
다.18)
금고는 16세기 방짜유기 가운데 탁월한 작품으로 인정되었으나, 결국 진품이 아
니라고 판명됨에 따라 금고가 언제부터 방짜로 제작되었는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사찰에서 사용되는 금고는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주물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며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는 기술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과연 언제부터 방짜유기 제작과 기술이 확산되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
며, 고대 유물에 대한 성분분석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분분석을
통하여 제작기법 확인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각종 기술사적인 내용도 파악 가능해
질 것이다.
고대 기술사 복원을 위해 현재의 제작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물
론 장비가 발전하고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작기술 및 전승의 근본적인
방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금번 유
기 제작의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 청동유물 뿐만 아니라 고대유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작기술사연구가 전방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8) 개인 혹은 개별단체 소유일 때 공개되지 않는 유물은 조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지만, 작년에 개정된 문화재보
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보존)조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 58 -

청동유물 제작기술 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보고

사진 1. 보물 제864호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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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금고 현황

사진 3. 당좌부 세부

사진 4. 외면 세부(용액이 튄 흔적)

사진 5. 외면 세부(용액이 튄 흔적)

사진 6. 명문 세부(녹 상태)

사진 7. 투공형태

- 60 -

청동유물 제작기술 검토에 관한 구체적 사례 보고

사진 8. 금고 명문 세부

사진 9. 영천 은해사금고(주물제작 1646년작)

사진 10. 태안사금고(泰安寺 주물제작 1770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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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장인 공방 현지조사

사진 11. 드릴 투공작업(시연)

사진 12. 드릴 투공 상태(시연)

사진 13. 투공 세부 상태

사진 14. 70년대 이전 제작 유기 투공 상태(옆으로 찢어져 정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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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청동시 연구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청동시 연구

이 상 용1)

Ⅰ. 머리말
청동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분묘의 발굴조사에서 자기류, 철제가위, 구슬, 장
신구 등 다양한 부장품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식습관을 잘
반영해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분묘는 타 지역에 비해 유구의 수가 적고 조사도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조선시대 분묘 유적과 혼재되어 소수의 고려시대 분묘가
조사되는 정도이며 청동시의 출토량도 적은 편인데, 그 중 대부분이 13~14세기의
고려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분묘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시는 출토량은 많
은 편이지만, 연구 성과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나마 기형에 따른 형식분류에 그치
고 있다.2) 그리고 고고학적인 접근보다는 디자인과 민속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식 변천과 식생활에서 匙가 갖는 합리성과 제의미의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경남지역의 고려~조선시대 분묘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청동
시를 중심으로 측면형태의 만곡도와 술부의 크기변화 등 세부 속성을 기준으로 형
식분류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공반유물중 자기류와 대비하여 편년 설정하였
다.

1)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 이난영,「Ⅱ-3.시저의 형식」,『한국고대금속공예연구』, 일지사, 1992, pp 97~143.
배영동,「한국 수저[匙箸]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문화재』29호, 문화재관리국, 1996.
朱榮民,「高麗時代 墳墓 硏究-陶器編年을 中心으로」, 新羅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高賢守,「嶺南地域 高麗 古墓의 埋葬品 埋葬方式 硏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4.
안귀숙,「고려시대 금속공예 대중교섭」, 제 8회 전국미술사학대회, 2004, pp155~172.
金京和,「嶺南地域 高麗墓 出土 靑磁에 대한 編年 硏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5.
이상희,「高麗墳墓出土 綠靑磁의 編年硏究-嶺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5.
장주영,『한국 숟가락 디자인의 변천-생산 도구의 발달에 따른 고찰』,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박미옥,「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006.
정의도,「韓國古代靑銅匙箸硏究-高麗時代」, 『石堂論叢』제38집, 東亞大學校 石堂學術院,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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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남지역 청동시 출토 유적
1. 거제 장평유적3)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산 79-6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해발 100m 내외로 계룡산
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상의 비교적 경사가 심한 지형에 위치한다. 이곳에
서는 조선시대 분묘 12기와 수혈 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분청사
기, 백자, 청동합, 청동시 등 금속류와 유리제 구슬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시는 총 9점이다. 청동시는 모두 16세기에 편년되는 자기류와 함께 출토되었
다.

2. 거제 간곡유적4)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450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해발 37m 내외로 대봉산
(257.5m)의 남동쪽사면 중앙부로 비교적 경사가 심한 구릉과 곡부를 포함한다. 이
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 1기와 조선시대 분묘 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출토유
물로는 백자, 청동합, 청동시, 곰방대, 옹기주전자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시는
총 2점으로 병단부의 형태는 모두 반원형이다. 청동시는 18세기로 편년되는 자기류
와 곰방대가 함께 출토되었다.

3. 거제 관포리유적5)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640번지 일대로 북쪽을 제외한 사면이 산들로 둘러쌓여
있으며 앞쪽은 경사가 낮은 곡저평지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삼국시대 석관묘
1기와 조선시대 분묘 3기, 수혈 1기, 자연수로 3기, 건물지 1동이 조사되었다. 유물
은 청동발, 청동시가 출토되었다. 청동시는 총 1점으로 술부의 형태가 말각장방형
으로 병단부의 형태는 반원형이다. 자기류가 공반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청동시의 형태로 추정해 볼 때 15세기대로 편년 가능하다.

4. 구포 덕천동유적6)
3)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巨濟 長坪 朝鮮墳墓』, 2007.
4)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巨濟 德浦ㆍ間谷遺蹟』, 2008.
5) 慶南文化財硏究院,『巨濟 冠浦里 遺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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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덕천2동 산107-11번지 일대로 삼한시대 목곽묘 2기, 고려시대
분묘 16기, 조선시대 분묘 20기, 옹관묘 1기 등 49기의 분묘와 건물지 등이 조사
되었다. 청자발, 청자접시, 청동합ㆍ발, 청동시ㆍ저, 중국동전, 분청사기, 백자, 구슬,
동경 등 그 외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시는 고려시대 청동시 12점을 포
함하여 총 28점으로 공반되는 자기류와 동전으로 비교해 볼 때 11~16세기대로 편
년가능하다.

5. 김해 덕산리유적7)
김해시 덕산리 67-1, 월촌리 산 79번지 일대로 조선시대 분묘 293기가 조사되
었다. 분청사기발ㆍ접시, 백자발ㆍ접시ㆍ종지ㆍ잔, 청동합, 동전 외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시는 총 46점으로 공반되는 자기류와 동전으로 비교해 볼 때
15~16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6.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8)
창원시 가음정동 607번지 일대로 저구릉성 산지에 해당되며, 불모산에서 발원해
마산만으로 이어지는 남천변에 형성된 성산패총(사적 제240호)과 연장선상에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삼국시대 주거지와 구상유구, 혼토패각층,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 100여기 이상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청자발,
청자접시, 청동합ㆍ발, 청동시, 분청사기, 백자, 구슬, 동경 등 그 외에 다양한 유물
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시는 고려시대 청동시 2점을 포함하여 총 30점으로 공
반되는 자기류와 비교해 볼 때 13~17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7. 창원 귀산동유적9)
창원시 귀산동 산 25번지 일대로 산성산(404.m)의 북서쪽 자락에 해당하는 해발
109.8m 구릉상의 동남쪽 끝에 입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고려시대 분묘 4기, 조선시대 분묘 147기, 불명수혈 7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
6) 東亞大學校博物館,『亀浦德川洞遺蹟』, 2006.
7) 東亞大學校博物館,『金海德山里民墓群』, 1995.
8)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昌原 加音丁 複合遺蹟 (下)』, 2009.
9)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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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자발, 청자접시, 청동합ㆍ발, 청동시, 분청사기, 백자, 구슬, 동경 등과 그 외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시는 고려시대 청동시 2점을 포함하여 총 40점으로
공반되는 자기류와 비교해 볼 때 14~17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8. 진주 무촌유적10)
진주 무촌유적은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산29-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분묘 96기, 주거지 및 고상건물지 11동, 고려시대 유구로는 분묘 4기, 건물지 58
동, 조선시대 분묘 298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고려ㆍ조선시대 분묘 출토 유물로는 청자발, 청자접시, 청동합ㆍ발, 청동시
ㆍ저, 중국동전, 분청사기, 백자, 구슬, 동경,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동
시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분석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총 69점이다. 고려ㆍ조선
시대 청동시는 공반되는 자기류와 비교해 볼 때 14~17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Ⅲ. 청동시의 세부명칭 및 형식분류
1. 청동시의 세부명칭
청동시의 세부명칭에 대

술부

해서는 현재 발간된 보고서

병부

병 단

나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 보고자마다 각기 다르게
표현되므로 명칭사용에 있
어 연구자로 하여금 혼란을

선단부

술목

야기한다. 따라서 청동시의
각 부분에 대한 명칭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도면 1. 청동시 세부명칭

청동시의 명칭은 배영동에 의해 먼저 제안된 바 있는데, 그는 청동시의 세부명칭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밥을 뜨는 넓적한 부분을 술잎, 그리고
손잡이를 술자루, 술잎의 길이 방향 외곽 끝부분을 술날, 술날과 술자루가 만나는
10) 慶南考古學硏究所,『晋州 武村 -高麗ㆍ朝鮮墓郡(1)-』, 2004.
_________________,『晋州 武村 -高麗ㆍ朝鮮墓郡(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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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술목이라고 지칭하였다. 정의도 역시 배영동의 제안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
고 있다. 상기 연구자들은 모두 한글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한글
식 용어보다는 한자식 용어를 사용하며 적절한 한자식 용어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글식 용어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술잎을 술부, 손잡이를 병부(柄
部), 외곽 끝부분을 단부(耑部), 술잎의 길이 방향 외곽 끝부분을 술부의 선단부(先
耑部), 술부와 병부가 만나는 부분을 술목으로 칭하고자 한다.(도면 1)

2. 형식분류
지금까지 청동시에 대한 형식분류에 있어서 연구자간 큰 이견은 없다. 청동시의
형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병부의 만곡도, 병단부의 형태이다. 만곡도는
병부의 만곡도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병단부의 형태는 크게 연미형(燕尾形), 반원형
(半圓形), 연봉형(蓮峯形), 약시형(藥匙形)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에 들어서면 병단부의 형태가 연미형과 반원형 등 청동시에서 시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간취된다. 하지만 연봉형과 약시형의 경우 뚜렷한 형태변화와 시간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형식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은 상기한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시 중 병단부가 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한 총 160점을 선별하였다. 크게 병부의 만곡도에 따라 Ⅰ~Ⅳ식으
로 분류하였으며 만곡도는 병단부와 술부를 평면상에 놓고 병부의 최대 높이를 측
정하여 구분하였다.

[표 1] 청동시 형식 분류표
형

병부
식 만곡도

병단부 세부 상태

청동시 형태

출토 유구
ㆍ 구포 덕천동
1ㆍ2ㆍ4ㆍ5ㆍ6ㆍ8호분

Ⅰ

2.2㎝
이상

ㆍ 진주 무촌 1丘
3호분
ㆍ 창원 귀산동 고려
1ㆍ3호분
ㆍ 창원 가음정 고려
1ㆍ2ㆍ4ㆍ5호분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V’자 상으로
벌어지고 끝이 뾰족한 것.

2.2㎝
Ⅱ

1.8㎝ 벌어지고 끝이 뾰족한 것.

ㆍ 진주 무촌
2丘 57ㆍ3丘 153호분
ㆍ 창원 가음정 조선
3ㆍ51호분

이상

ㆍ 창윈 귀산동 30호분

미만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

‘Y’자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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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ㆍ 진주 무촌 2丘
46호분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

Y’자 상으로

1

벌어지고 끝이 각이진 것.

Ⅲ

ㆍ 창원 가음정
41ㆍ78ㆍ80호분
ㆍ 고성 신전리
5ㆍ15호분
ㆍ 김해 덕산리
97ㆍ100ㆍ253호분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

‘V’자 상으로

2

벌어지고 끝이 뾰족한 것.

ㆍ 진주 무촌
2丘67호분
ㆍ 창원 귀산동
64ㆍ66ㆍ68ㆍ86호분

1.8㎝
미만
Ⅲ

~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

1.2㎝

‘ㄷ’자 상으로

3

이상

벌어지고 끝이 각이진 것.

ㆍ 고성 신전리
6ㆍ12호분
ㆍ 거제 장평 12호분
ㆍ 김해 덕산리
1ㆍ61ㆍ82호분
ㆍ 거제 장평
2ㆍ4ㆍ5ㆍ6ㆍ7ㆍ9호분
ㆍ 고성 신전리
19호분

Ⅲ

넓어지는 것.

4

Ⅳ

ㆍ 김해 덕산리
1ㆍ4ㆍ7ㆍ19ㆍ27호분 등

병부가 중간이후 편평하게

-

1.2㎝

병부에서 병단부까지

미만

일직선상으로 뻗는 것.

ㆍ 구포 덕천동
14ㆍ20ㆍ24호분 등
그 외 대부분의 유적에서
출토
ㆍ 거제 간곡
2ㆍ17호분
ㆍ 창원 귀산동
6ㆍ7ㆍ8ㆍ113호분

① Ⅰ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이고, 병부의 측면형태는 심한 ‘∽’
자로 병부에서 병단부로 가면서 단이지고, 병단부의 중간 부분이 ‘V’자 상으로 벌어
지며 끝부분을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일부 청동시에서 술목과 병부에 單
線打點의 三葉草紋을 장식하였다. 구포 덕천동유적 고려시대 1ㆍ2ㆍ4ㆍ5ㆍ6ㆍ8호
분, 창원 귀산동유적 고려시대 1ㆍ3호분,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고려시대 1ㆍ2ㆍ4
ㆍ5호분, 진주 무촌유적 1丘 3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청자상감선문발ㆍ접시, 청자
압출양각접시, 청자잔, 청자종지 등과 공반된다.
② Ⅱ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이고, 병부의 측면형태는 완만한 만
곡형을 이루면서 병단부의 중간 부분이 ‘Y’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을 뾰족하게 마무
리하였다. 술목과 병부에 單線打點의 三葉草紋을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창원 가음
정 복합유적 3ㆍ5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인화문분청사기합과 절대연대가 확인되는

- 70 -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청동시 연구

조선통보 등과 공반된다.
③ Ⅲ-1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 병부의 측면형태는 만곡형을 이
루고 병단부의 중간 부분이 ‘Y’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부분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
다. 창원 가음정 복합유적 41ㆍ78ㆍ80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수직굽의 백자발, 수직
굽ㆍ죽절굽의 백자접시, 수직굽의 백자종지 등과 공반된다.
④ Ⅲ-2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 병부의 측면형태는 만곡형을 이
루고 병단부의 중간 부분이 ‘V’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창
원 가음정 복합유적 64호분, 창원 귀산동유적 64ㆍ66ㆍ68ㆍ86호분, 진주 무촌유적
2丘 67호분, 김해 덕산리유적 97ㆍ100ㆍ253호분, 고성 신전리유적 5ㆍ15호분 등
에서 출토되며 수직굽ㆍ죽절굽의 백자발ㆍ분청사기발, 죽절굽의 백자접시 등과 공
반된다.
⑤ Ⅲ-3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 병부의 측면형태는 만곡형을 이
루고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ㄷ’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을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거
제 장평유적 12호분, 김해 덕산리유적 1ㆍ61ㆍ82, 고성 신전리유적 6ㆍ12호분 등
에서 출토되었다. 수직굽의 백자발 등과 공반된다.
⑥ Ⅲ-4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 병부의 측면형태는 만곡형을 이
루고 병부에서 병단부로 갈수록 얇아지며 반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거제 장평유적
2ㆍ4ㆍ5ㆍ6ㆍ7ㆍ9호분, 고성 신전리유적 19호분, 김해 덕산리유적 1ㆍ4ㆍ7ㆍ19ㆍ
27ㆍ36호분, 구포 덕천동유적 14ㆍ20ㆍ24ㆍ28ㆍ37호분, 진주 무촌유적 1丘 110
ㆍ115ㆍ143ㆍ8호분,

2丘 58호분, 3丘 9ㆍ13ㆍ14ㆍ57호분 등, 창원 가음정 복합

유적 8ㆍ42ㆍ43ㆍ69ㆍ70ㆍ72ㆍ75호분, 창원 귀산동유적 3ㆍ9ㆍ21ㆍ34ㆍ37ㆍ52
ㆍ53호분 등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며 죽절굽ㆍ수직굽ㆍ오목굽의 분청사기발, 백자
발, 백자접시, 백자종지 등과 공반된다. 청동시 중에서 가장 출토량이 많고 긴 시간
에 의해 사용되었다.
⑦ Ⅳ式 : 이 형식의 특징은 술부는 장타원형, 병부의 측면형태는 완만한 만곡형
을 이루고 병부에서 병단부까지 일직선상으로 뻗으며 반원형으로 마무리하였다. 거
제 간곡유적 2ㆍ17호분, 창원 귀산동유적 6ㆍ7ㆍ8ㆍ113호분 등에서 출토된다. 수
직굽ㆍ오목굽의 백자발, 안굽ㆍ평저굽의 백자접시 등과 공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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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청동시의 변화 및 편년
1. 청동시의 변화
경남지역 고려~조선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시 160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
기별 만곡도, 술부의 길이ㆍ깊이, 전장에 따른 변화 등을 통계치로 분석하여 보았
다. 분석자료를 토대로 청동시가 고려~조선시대로 이행하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
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고려~조선시대 청동시의 만곡도, 술부길이 : 전장에 따른 변화
[표 2] 청동시의 만곡도 및 술부길이 대 전장에 따른 분포양상
만곡도 (단위: cm)
2.8

Ⅰ式

2.6
2.4
2.2

12~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Ⅱ式

2
1.8
1.6

Ⅲ式

1.4
1.2

Ⅳ式

1
2

2.2

2.4

2.6

2.8

3

3.2

3.4

3.6

술부 길이 : 전장비율

[표 2]는 고려~조선시대 청동시를 시기별로 분류한 후 만곡도 변화 및 술부길이
대 전장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이다. 그 결과, 시기별로 명확한 차이점이 인지된다.
먼저 고려시대 청동시(Ⅰ式)의 경우 만곡도가 2.2cm 이상 이면서, 술부길이 : 전장
비율이 1 : 3.1 이상으로 청동시의 곡면이 크고 전체적으로 술부의 길이가 작은 반
면에 조선시대 청동시(Ⅱ~Ⅳ式)의 경우는 만곡도가 2cm를 넘지 않고, 술부길이 :
전장 비율이 1 : 2.9cm를 넘지 않고 있어 고려시대보다 곡면이 작고 전체적으로
술부의 길이가 전체 길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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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유형별 평균치를 조사한 결과, 만곡도에 있어서 Ⅰ式(12~14세기)에서
Ⅳ式(18세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술부길이대 전장비율의 경
우는 Ⅰ式에서 Ⅲ式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다가 Ⅳ형에서 수치가 올라가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Ⅰ式(12~14세기)에서 Ⅳ式(18세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표 3]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3] 유형별 만곡도 및 술부길이 : 전장비율의 평균치
3 .5

3 .3 1

술부길이:전장(비율)

3

2 .7 6

2 .5
2

2 .5 7

2 .5 4

2 .4
1 .9

1 .5

1 .4 2

1

1

만곡도(단위:cm)

0 .5
0
Ⅰ式

Ⅱ式

Ⅲ式

Ⅳ式

2) 고려~조선시대 청동시 규격비교
청동시의 규격에 따른 분포를 측정한 [표 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가능하다.

[표 4] 청동시의 규격에 따른 분포
30
단위
:cm 25

24.58

25.8

20
고려
조선

15
9.55

10

7.5

5
0.41

0.61

0
술부깊이

술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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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술부의 깊이의 변화이다. 고려시대 청동시는 술부의 평균 깊이가 0.41㎝
인데 비해 조선시대 청동시의 술부의 평균 깊이는 0.61㎝로 0.2㎝ 가량 더 깊어진
다. 0.2㎝의 차이는 용적량이 5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상당히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술부가 깊어질수록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국, 탕과 같은 액
체성 음식을 보다 쉽게 섭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 술부의 길의 변화이다. 고려시대 청동시의 술부 평균 길이는 7.5㎝이고,
조선시대 청동시의 평균 길이는 9.55㎝로 2㎝가량 더 길어진다. 이는 약 27%가량
더 길어지는 것으로 이는 술부의 깊이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청동시에 비해 음식
을 담을 수 있는 용적률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청동시 전장의 변화이다. 고려시대 청동시의 평균 전장은 24.58㎝이
고, 조선시대 청동시의 평균 전장은 25.8㎝로 1㎝ 가량 더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장이 전반적으로 길어지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은 술부의 부피가 커짐으
로 인해 전장도 길어지는 변화가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동시의 만곡도 변화와 함께 술부의 길이ㆍ깊이, 전장 등의 규
격 변화도 시기성을 반영하는 주요 속성임을 알 수 있다.

2. 청동시의 편년11)
12~14세기로 편년가능한 청자와 함께 부장된 청동시는 전반적인 변화는 별로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시대 청동시 자체만으로는 명확한 시기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같이 공반되는 청자발이나 청자접시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토된 청동시 모두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12세
기로 편년가능한 구포 덕천동유적 2ㆍ4호분과 1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가능한 창
원 귀산동유적 1ㆍ2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측면 형태
가 심한 ‘∽’자 형태를 이루고, 병부에서 병단부로 가면서 죽절문을 시문하였으며
병단부는 연미장식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형태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
11) 고려~조선시대 자기류의 편년기준으로 삼은 논문은 다음과 같다.
李鍾玟,「14世紀 後半 高麗象嵌靑磁의 新傾向 - 음식기명을 중심으로-」『
, 미술사학연구』, 201-한국미술사학회-, 1994.
______,『韓國의 初期靑磁 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2.
張南原,『高麗中期 靑瓷의 硏究』, 梨花女子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2003.
한성구,「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미술사학연구』, 232-한국미술사학회-, 2001.
姜敬淑,『粉靑沙器硏究』, 一支社, 1986.
______,『한국도자사 연구』, 2004.
정양모,「서부경남의 조선도자기」,『조선 지방사기의 흔적-국립진주박물관』, 2004.
곽태현, ｢창원 귀산동유적 분묘 출토 자기류에 대한 소고｣,『昌原 貴山洞 朝鮮墳墓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8.
______, ｢창원 가음정동 복합유적 고려∼조선시대 분묘 출토 자기소고｣,『昌原 加音丁 複合遺跡(下)』,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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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창원 귀산동유적 3호분에서 출토된 청동시는 14세기 후반으로 편년가능한
청자발, 청자접시 등과 공반하는데 앞의 청동시와 달리 만곡도의 변화가 나타는 것
이 특징이다. 측면형태가 ‘∽’자 형에서 완만한 만곡형으로 바뀌는데 이 완만한 만
곡도는 조선시대 청동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즉, 만곡도를 제외한 속
성은 앞 시기의 청동시와 같지만 만곡도는 조선시대 청동시와 같다. 따라서 창원
귀산동유적 3호분은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의 유물로 판단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청동시는 15~18세기로 편년되는 자기류와 함께 부장되었으며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청동시의 형태 및 속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전~중반으로 편년되는 인화문분청사기합, 조선통보 등과 함께 부장된 청
동시는 형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고려시대 청동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병부의 만곡도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술부의 크기가 커지며, 병부의 단이 사라
지면서 고려시대 청동시보다 다소 간략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술목과 병
부에 單線打點의 三葉草紋을 시문한 것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고려시대 청동시
의 속성을 일부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15세기 후반에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연미형과 전혀 다른 반원형의 병단부를 가지는 청동시가 귀얄문분청사기, 백자와
출토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6세기 전~중반으로 편년되는 귀얄문분청사기, 백자와 함께 부장된 청동시는 분
석대상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며 다양한 형태의 청동시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다. 연미형 청동시는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ㄷ’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이 편평해지는
형태와 병단부의 중간부분이 ‘V’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이 뾰족해지는 형태가 같이
출토된다. 그리고 반원형의 청동시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마도
16세기 전~중반이 청동시 부장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추정된다.
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백자발, 접시 등과 함께 부장된 청동시는 16세기 전~
중반과 달리 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미형 청동시는 병단부의 중간 부분이
‘ㄷ’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이 편평한 형태가 보다 단순해지고, 단부의 중간부분이
‘V’자 상으로 벌어지며 끝이 뾰족하던 것이 편평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
게 연미형의 청동시는 점차 퇴화하면서 사라지고, 반면 반원형의 청동시는 변화없
이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17세기 전반으로 편년가능한 백자발, 접시 등과 함께 부장되는 시기에는 반원형
청동시의 형태변화가 나타나는데 병단부 부분이 점차 좁아지고 두꺼워지는 변화양
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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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고려~조선시대 청동시 편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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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18세기 반원형의 청동시가 병부에서 병단부까지 일
직선화 되는 경향을 보이며, 반원형의 청동시도 점차 간결해지면서 퇴화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청동시의 만곡도 및 술부길이 : 전장의 변화, 술부의 규격에 따른 변화
를 살펴보았다. 고려~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청동시의 규격변화를 요약해
보면, 먼저 고려시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12~14세기에는 형태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간주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형태변화가 나타나기 시
작하는데 측면형태의 만곡도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점, 술부의 깊이가 깊어지고 전
체 길이가 길어지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추정해 보면 고려와 조선
의 식습관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동시가 커질수록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인데 조선인이 고려인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였을 가능성
이 있으며, 조선시대에 장시의 발달로 인한 국이나 죽, 국밥12)과 같은 액체상태의
음식이 발달하여 보다 먹기 편하게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
지나 추측일뿐 현재까지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
고자 한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경남지역의 고려~조선시대 분묘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시의 편년 및 변
화양상을 검토하여 보았다. 고려시대 청동시는 12~14세기로 편년되는 청자류와 함
께 출토되고 있으나 청동시의 변화양상이 거의 나타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서 급격한 청동시의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만곡도가 낮아지
고, 술부의 규격이 커지며 새로운 병단부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양
상의 중요한 원인은 고려~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종교적 이념과 농업의 발달로 인
한 식습관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금번 연구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공반
되는 자기류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청동시의 시간에 따른 속성 변화 및 편년을 설정
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이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추후 연구하고자 하는 청동시
및 청동기의 금속조직관찰ㆍ성분분석 및 실제 전통적인 제작방법에 금번 연구를 접
12) 김상보,『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장시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이동과 여행자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객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과 만물려
적 제사 문화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제사음식 중 육류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소머리나 내장 등을 손쉽게
수 있게 되는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속에서 간단하면서 빨리 요기를 할 수 있는 ‘국밥’이라는 음식의
가 등장하게 된다. 즉, 이러한 국밥문화의 등장은 밥과 국을 한 용기에 모두 담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함으로써 용기의 크기와 깊이를 변화시키는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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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켜 아직 미흡한 청동시 및 청동기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附記 : 금번 청동시 편년에 사용된 자기류의 편년과 관련하여 현재 석사논문을 준
비중인 곽태현연구원(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본인의 귀중한 논문자료임에도 불구
하고 선뜻 이용할 수 있게 해준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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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시대 고석청동기의 금속조직

長柄毅一ㆍ이
長柄毅一 이 상 용1) 著
지 강 이2) 譯

Ⅰ. 머리말
한국에서 고석청동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박장식 등이 105점의 고고유물을 분
석하고, 그 금속조직 등에서 제조방법을 정리한 보고가 있다. 많은 유물 중에서 파
편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고, 보다 많은 지역과 기물별 분석데이터를 축
적해 가는 것은, 한국 청동기문화를 보다 상세히 해명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고고유물 중 10점을 골
라 그 성분과 금속조직을 분석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Ⅱ. 분석자료
분석에 제공된 자료 일람을 표 1에, 각각의 외관은 도 1에 나타냈다. 5점이 고려
시대(KB1~KB5)의 기물이고, 5점이 조선시대(KB6~KB10)이다. 샘플 채취는 기물
의 본체와 연결될 수 없어, 복원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골랐다. 표2에는 주사형
전자현미경에 부속한 에너지분산형X선분석장치(SEM-EDX)에 의해 간단하게 정량
한 결과를 나타냈다. 미량원소는 검출 한계이하이고, 정량치는 게제하지 않았지만,
조직관찰 등에서 인정된 것은 기재했다. 따라서 전부 100%가 안된다.
대체로 구리(Cu) 80%, 주석(Sn) 20% 조성이지만, KB7(청동각편, 조선시대)의
구리 74%, 주석 12%, 납(Pb) 13%와 같이 특수한 조성도 있다. 한편, KB6의 조선
시대 청동완편에는 리벳3)이 붙여있기 때문에 리벳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리벳은 필
연적으로 변형되고, 그 조성은 구리 91%, 주석 4%, 납 4%와 주석량이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 토야마대학ㆍ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 신라대학교

3) rivet : 금속판을 잇는데 박는 못.(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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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금속조직과 제법에 대해서
주석을 20% 정도 포함하는 고석청동에서 특징적인 조직은 α상, α＋δ공석상, β′
마텐자이트4)상의 3종류이고, 제조방법과 열처리 방법에 의해 이것들이 존재하는가
어떤가 각각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 외, Pb상과 불순물의 Cu₂
S5)상 등이 존재한다.
· α상 : 청동에서 베이스가 되는 동을 메인으로 한 상. fcc구조이고, 연하고, 소성
가공하기 쉽다. 동원자의 일부(최대 15.8%)를 주석원자로 바꿀 수 있다.
· α＋δ공석상 : δ상은 Cu41Sn11의 구조를 가지는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금속간
화합물이다. α＋δ공석상은 앞서 말한 α상과 δ층이 바움쿠헨6)빵과 같이 미세한 층
상구조로 되어 있는 상이고, 역시 단단하여 깨지기 쉽다.
· β′마텐자이트상 : 고석청동을 가열하면 동 안의 주석의 고용7) 한계가 증가하여
bcc구조의 가단성이 높은 상으로 된다. 이것이 β상이다. 이것을 천천히 냉각하면 δ
상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단단하여 부서지기 쉬운 성질이 되지만, 물에 넣어 급
냉시키면 원자가 확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뚤어진 형의 β상이 된다. 이것을
β′마텐자이트상이라 하고, α＋δ공석상보다도 인성8)이 높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
는다.
· Pb상 : 동에 납은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납을 합금원소로서 넣은 경우, 거의
100% 농도의 납이 합금중에 둥근 입자형태로 분산한다.
· Cu₂
S상 : 유황은 동의 불순물성분이지만, 합금 중에는 Cu₂S의 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소량이면 기계적 성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삭성9)을 향상
시키는 효과도 있다.

1) 고려시대의 청동기
(1) KB1 청동합편
α상이 입자형태로 가늘게 분산하고 있고, 쌍정10)이 보이기 때문에 단조된 것을

4) martensite ; 담금질한 강철에서 가장 단단한 상태의 가는 바늘 꼴 조직. 강철 이외의 합금에서도 빨리 식혔을
때 생김.(역자주)
5) 휘동석.(역자주)
6) Baumkuchen ; 여러 겹으로 형성되어 가는 줄이 전체적으로 있는 독일 빵. 역자주.
7) 固溶 ; 어떤 결정체가 다른 결정체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역자주.
8) 靭性 ; 질긴 성질. 역자주.
9) 切削性 ; 금속을 자르고 깎는 성질. 역자주.
10) 雙晶 ; 같은 결정개체 2개가 서로 붙어 있는 것.(역자주)

- 82 -

고려~조선시대 고석청동기의 금속조직

알 수 있다. α상 중에는 14%의 주석이 고용하고 있다. 또, 주석을 22% 고용한 β′
마텐자이트가 관찰되기 때문에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담금질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불순물의 Cu₂는
S 가는 입자 형태로 되어 분산하고 있다.

(2) KB2 청동접시
쌍정을 가지는 α상과 β′마텐자이트상에서, 단조 후, 담금질 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Cu₂도
S 단조에 의해 얇게 부서진 형상으로 되어 있다.

(3) KB3 청동완 저부편
광학현미경저배율조직사진에서 α상이 수지형상결정(덴드라이트)11)로 된 모습이
관찰된다. 게다가 α상 중에 쌍정은 보이지 않는다. α상 외는 β′마텐자이트상이고,
주조품을 담금질한 것이고, 단조 등의 소성가공은 되지 않았다.

(4) KB4 청동접시편
쌍정을 가지는 α상이 입자형태로 분산하고 있고, 그 외는 β′마텐자이트상이 되기
때문에 단조 후, 담금질 열처리가 되어 있다.

(5) KB5 청동완편
광학현미경의 저배율조직사진에서 보이는 검은 부분은 오랜 세월 흙 속에서 부식
되어, 동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고배율조직사진에 쌍정은 보이지 않지만, α
상의 형상에서 단조된 것이 분명하다. β′상이 보이기 때문에 단조 후, 담금질 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2) 조선시대의 청동기
(1) KB6 청동합편
α상은 가는 입자로 분산하고 있고, 콘트라스트가 낮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11) dendrite.(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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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정도 확인되었다. 그 외 부분은 β′마텐자이트이고, 단조 후 담금질된 것이다.
한편, 본품은 리벳에 의해 여러 개의 판이 결합되어 있다. 리벳 부분은 주석, 납
을 각각 4%정도 포함하는 저주석 함유량의 청동합금으로, 물러서 가공하기 쉽다.
불순물로서의 유황도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직 중에 Cu₂
S로 되어 분산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 KB7 청동각편
본품은 다른 자료와 조성이 전혀 다른데 주석이 12%로 낮고, 납이 많다. 광학현
미경조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α상이 입자상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α상 중에 쌍정은 없고, 단조된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 납
상이 비교적 둥근 것을 보면, 주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그릇의 두
께는 0.5~2㎜ 정도로 얇기 때문에 주조품이 최종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깎아내
어(갉아 내어) 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된다. 더욱이 열처리이지만 β′마텐자이
트는 보이지 않고, α＋δ공석조직이 보이기 때문에 담금질은 되지 않았다.

(3) KB8 숟가락
쌍정을 가지는 α상과 β′마텐자이트상에서, 단조 후 담금질된 것이다. 단, α상은
비교적 길게 연결되어 있고 덴드라이트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조
에 의해 변형된 정도는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4) KB9 숟가락
쌍정을 가지는 α상과 β′마텐자이트상이 있다. 단조 후 담금질되어 있다. KB8과
비교하면 단조에 의한 변형량은 크다고 생각된다.

(5) KB10 숟가락
쌍정을 가지는 α상과 β′마텐자이트상이 있다. 단조 후 담금질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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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번에 관찰한 고려시대의 청동기는 대부분이 단조 후 담금질된 것이고, KB3(거
제 폐왕성 연지의 청동완 저부편)만이 주조 후 소성가공하지 않고 담금질된 것이었
다. 조선시대의 청동기에 대해서도 KB7(김해 본산리의 청동각편)을 제외하고 모두
가 단조 후 담금질된 것이다. 현대 공방에서는 숟가락 등은 주조한 것을 담금질하
여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단조를 한 후 담금질을 한 것이
흥미롭다.
앞으로는 유기와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등의 현대 고석청동기의 열간단조와
담금질의 공정 조사와, 이번에 조사한 금속조직과 고대의 금속조직 비교에 의해 고
대의 구체적인 고석청동기제작 공정을 밝히고 싶다.

參考文獻
Jang-Sik Park and Robert B. Gordon, "Traditions and transitions in Korean
bronze technology"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4(2007) 199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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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의 유적명, 품명, 시대
기호

품명

유적

시대

KB1

청동합편

부산 신항 토광 209호 1759

고려

KB2

청동접시

거제 폐왕성 연지 67

고려

KB3

청동완저부편

거제 폐왕성 연지 66

고려

KB4

청동접시편

부산 신항 토광 114호 1506

고려

KB5

청동완편

부산 신항 토광 42호 No.1311

고려

KB6

청동합편

창원 가음정동 101호 37

조선

KB7

청동각편

김해 본산리 7TR7호 ①

조선

KB8

청동숟가락편

부산 신항 토광 82 1422

조선

KB9

청동숟가락편

부산 신항 토광 117②1515

조선

KB10

청동숟가락편

사천 용현 43③

조선

[표 2] 주요구성원소의 정량치
질량농도(mass%)
S

Cu

As

Sn

Pb

KB1

미량

80

-

20

-

KB2

미량

79

-

21

-

KB3

미량

80

-

20

-

KB4

미량

80

-

20

-

KB5

미량

80

-

20

-

KB6

미량

80

-

20

-

KB6(rivet)

0.7

91

-

3.8

4.2

KB7

미량

74

0.6

12

13

KB8

미량

80

-

20

-

KB9

미량

79

-

21

-

KB10

미량

7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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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의 외관 KB1~5(고려시대), KB6~10(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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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합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 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청동접시(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 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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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완저부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청동접시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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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완편(고려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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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합편(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청동합편 리벳(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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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각편(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숟가락(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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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숟가락(조선시대)의 조직사진과 각 조직의 성분
상단 : 광학현미경(OM)사진(좌 - 저배율, 우 - 고배율)
하단 : 주사형전자현미경(SEM)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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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고석청동 제작 현황
― 봉화군 봉화유기공방, 봉화군 내성유기공방, 금천시 고려방자 조사보고 ―

庄田愼矢ㆍ權柱翰ㆍ淸水康二ㆍ三船溫尙ㆍ長柄毅一1)

Ⅰ. 머리말
이 발표는 2008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봉화군 봉화유기공방과 봉화
군 내성유기공방 및 김천시 고려방자에 대한 조사성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현지 조
사는 淸水康二(시미즈 야스지), 三船溫尙(미후네 하루히사), 長柄毅一(나가에 키이
치), 권주한, 庄田愼矢(쇼다 신야)의 총 5명이 실시하였다. 청취조사는 주로 권주한
과 쇼다신야가 담당하였으며, 기타 각 조사자의 관심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였다. 한
국에서 유기의 역사와 각 공방에서 관찰된 제작기술, 그리고 제작 공정에 대해서는
金夏廷(2006) 및 이 연구발표회의 다른 발표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발표
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문에서 다룰 공방에 대해서는 상술한 문헌에
이미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신 정보를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함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Ⅱ. 봉화군 봉화유기공방에 대한 조사
１. 공방 및 장인의 개요
이 공방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221-286에 위치하는데, “유기마을”
(사진 1) 속에 있으며 완성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이에 붙어 있다. 공방 대표자인 고
태주씨(1954. 8. 27생)는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부인인 이차영씨 및 고태주씨 어머
니의 남동생이면서 현재 이 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박명순씨(1953. 2. 6생)를 청취
대상자로 조사하였다. 각 인물의 계보에 대해서는 (도면 1)에 표시하였다. 박명순
씨는 1980년대에 3년 정도 유기제작에 종사하였지만 그 후 건축업으로 직종을 전

1) 나라문화재연구소ㆍ대구대학교ㆍ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ㆍ토야마대학ㆍ토야마대학

- 97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환하였다. 2000년 2월 19일에 불황으로 인하여 건축업을 그만두고 다시 이 공방에
서 유기제작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

사진 1. 봉화유기촌 원경(시미즈 야스지 촬영)

2004년(2005년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고태주씨
의 아버지인 고해룡씨가 사망하기 전에는 그가 공
방의 대표였다. 고해룡씨는 경북 무형문화재 제22
호로 지정 받은 유기장이었으며, 원래 봉화에서 유
기를 제작하다가 수요 감소를 계기로 강원도 원주
로 이사하였다. 그 후 1960년대에는 서울시 서대문
구 북가좌동에서 유기제작에 종사하였다. 고해룡
씨의 장남인 고태주씨는 원래 복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가 그 후에 귀향하였으며, 조수→전습자→조
교→후계자→무형문화재의 순으로 지정을 받았다.
고태주씨에는 3녀 1남의 자식이 있으나, 아들이 가
업을 계승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고
해룡씨의 둘째 아들은 유기제작의 기술을 가지고
도면 1. 봉화유기공방 관련

있으나 현재는 가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계보도

삼남인 고호규씨(40세)는 현재 이 공방에서 일하고

있다. 고해룡씨의 남동생도 때때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여동생은
영주에서 은장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봉화유기공방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은 5명이며 부질(주조) 담당이 2명,
가질(꺾기) 및 연마 담당이 3명이다. 유기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은 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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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면서 선배 장인들에게 질문하면서 배우게 된다. 일정 정도의 기본을 습득할 때
까지 보통 약 3년이 필요하지만 14년이 지나도 전혀 실력이 상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재 주조를 담당하고 있는 고호규씨는 사장의 남동생인데, 16세 때부터 현
재까지 공방에서 가장 긴 유기제작 경력을 가지며 모든 공정에 대한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공정에 숙달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한
다.
옛날에는 두드려 성형하였기 때문에 기물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밤에 작
업하였는데, 최근에는 성형 시에 두드리지 않고 낮에 주조작업을 하고 있다. 두드리
기와 주조는 공방 내 배치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 두드리기 성형은 고태주씨의 할
아버지 때부터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 확보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었다.

도면 2. 봉화유기공방 시설배치(1), 작업대 실측도(2),작업대ㆍ건조장ㆍ용범 고정장치
(3 : 쇼댜신야 촬영)

한편, 제사행위는 1년에 한두번 행한다. 마을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서 하게 되는데, 이 때 손님들이 오기도 한다. 특별히 실시하는 일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점치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올린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현재 공방이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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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고 하지만, 배치상으로 볼
때(도면 2)중앙 건물이 가장 오
래되었고 수시 증축해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인 자신
이 행하는 제사행위는 없다.
또한, 후술할 내성유기공방과
는 “그냥 인연”인 관계이며 친족
사진 2. 左 : 내성유기공방, 中ㆍ右 : 봉화유기공방
(시미즈 야스시 촬영)

관계가 아니다. 이 공방들은 바
로 인접하여 입지하지만(사진 2)
김하정(2006)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 사이에는 유기제작에 사용된 도구 명칭도 상이하여, 기술적ㆍ인적 교류가 거
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２. 유기제작 현황
이 공방에서 제작 및 판매하고 있는
것은 완이나 수저, 주전자, 신선로와
같은 식기류, 장식품, 화로, 촛대와 같
은 불교용품, 향로나 작을 비롯한 주
기류 등의 제사용품으로 아주 다양하
다.(사진 3) 제품 판매는 인터넷으로
도(http://www.yougijang.com/) 주문
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직접 거
사진 3. 봉화유기공방 판매품 안내광고

래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별히 중개업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３. 공방시설의 배치 상황(도면 2-1)
공방은 배후에 있는 산림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바로 앞에 차도가 있다. 상술
한 바와 같이 옛날에 두드리기 성형을 하였을 때 작업한 공방이 중앙에 남아 있으
며, 이미 사용하지 않는 작업대가 설치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공방건물은 반복
적으로 증축한 것이다. 작업은 주로 남동쪽 중앙에 있는 주조장, 서쪽에 위치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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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선반을 배치한 방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저의 열처리를 이들 사이에 있
는 노 부근에서 하고 있다. 용해로는 이들과 떨어져 있는 동쪽에 위치한다. 도가니
는 최대 300번(300kg용)이 있다.
주조장에 배치된 작업대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만
든 틀을 올린 것이다.(도면 2-2, 3) 이 나무틀 내부에 조물사인 갯벌을 넣어 놓는
다. 또한, 이 나무틀에는 체를 걸기 위한 가는 봉재와 틀방망이, 집게, 틀, 원형, 스
탠판, 나무칼, 붓, 도장 등의 도구류를 올려놓기 위한 판재가 붙어 있다.(도면 2-2)
작업대에 면하여 선 작업자 배후에는 용범을 쬐어 구운 건조장이 있다. 그리고 이
들 사이에는 注湯 시에 용범을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블록을 몇 개 세
워서 마련한 시설이 있다. 注湯 시에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용범을 이 시설에
고정시킨다. 사용하는 도구와 주조공정 순서 등은 별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
기서는 생략하였다.

Ⅲ．봉화군 내성유기공방에 대한 조사
１. 공방 및 장인의 개요
이 공방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257에
위치하며 위에서 소개한 봉화유기공방과 근접한
다. 이 공방도 완성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청취대상자는 공방대표인 유기장
김선익씨(사진 4)이다.
김선익씨는 1936년 1월 28일 현재 살고 있는
봉화의 자택에서 출생하였다. 이 땅에는 증조부
때부터 역대 유기장으로 살아 왔다.(도면 3) 다

사진 4. 내성유기공방 대표 김선익

만 여성 가운데 유기제작에 종사한 사람은 없다. 김선익씨 자신은 23세 때 제대한
후 유기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생산이 소규모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유
기제작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인 김대경씨 당시에는 현재에 비하여 100분의
1 정도의 생산량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없고 잡다한 작업들이 많았기 때
문에 7~8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였다. 삼촌인 김대봉씨도 원래 이 공방에서 일하
고 있었는데, 현재 삼척에 있는 유기공장에 근무하고 있다.
봉화에는 1950년대에 두드리기 기법으로 장, 세면기, 변기 등을 제작하는 전문

- 101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공방이 두 동 있었으나 55년경에 없어졌다. 60년대에
스테인레스가 등장한 이후 연탄에 의해 품질이 악화되
기 쉬운 유기보다 스테인레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유기제작은 저조하였다. 70년대는 공백기간으
로, 전혀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방은 폐쇄된 상태
였다. 그 후 80년대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다시
올라간 후에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왔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음식점 관련 업자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천만원어치를 구입한 경우
도 있다고 한다.
금속 원재료는 옛날부터 서울에 있는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있다. 銅은 인도와 호주 등, 주석은 동남아에
서 수입한 것이다. 배합 비율은 옛날 단위로 1근(＝16
량)：4.5량, 즉 78％：22％이다.
작업 인원은 총 7명이며 모두 다른 공방에서 유기제
작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각 장인들의 출
신지는 다음과 같다. 봉화 1명, 전라도 2명, 영천 1명,
도면 3. 내성유기공방 관련

예천 1명, 서울 2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그들의 직업경

계보도

력은 10~30년간이며 연령은 30대~65세이다. 작업공정

에서는 분업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며 한 명이 하나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
이다. 다만, 마무리 작업에 관해서만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기도 한다.
제작공정은 보통 부질(주조)→담금질(열처리)→가질(깎기) 및 연마의 순으로 이루
어지는데, 열처리는 한 번만 한다. 이 가운데 마지막 연마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
데, 내면 연마를 한 명, 외면 연마를 2명이 담당한다. 참고로 각 공정에 대한 습득
에 걸리는 시간은 부질이 몇 년, 담금질이 몇 개월, 가질이 몇 년, 연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한다. 다만, 각 공정 간의 상하관계 같은 것은 없다. 사족을 붙이자
면, 깎기 전후에서 기물의 두께 변화를 계측하였기 때문에 참고로 적어 놓고자 한
다. 구연부 2.9mm→2.1mm, 저부 2.1mm→1.4mm, 동체부 2.2mm→1.0mm.
주조에 사용하는 모래(갯벌)는 서해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원래 중국의 황사
가 퇴적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소금을 넣어 사용한다. 옛날에는 장마 때에 유출된
토사에 소금을 넣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금속제 원형은 서울에 있는, 이를 제작하는
업자에게서 구입하였다. 모래 용범을 쬐어 굽는 것은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을음을 붙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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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공정은 ‘주조→염수(염도계로 0.4%)에 넣음→가열→단물에 넣음‘이라는 순
서로 이루어진다. 염수에 넣는 이유는 기물에 부착된 흙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한
다. 이 공정은 기물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물이 커질수록 작
업이 어려워진다.
또한, 유기제작과 관련된 제사로는 김선익씨 아버지가 정월에 술이나 음식물을
준비하여 공방에서 “告祀” 라고 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었는데, 김선익씨 본인은 이
러한 행위를 미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다.

２. 유기제작 현황
식기, 제사용, 사찰용 등의 다양한 유기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식기에 대해서
는 옛날에는 큰 것을 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더 작은 것을 만들고 있다. 식사 양식
의 변화와 수반하여 모든 식기가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http://www.naesung.co.kr/)이
나 전화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백화점에 납품하기도 헌다. 또한 안
동과 서울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
할 정도라고 한다.

３. 공방시설의 배치 상황
이 공방에서는 시설 배치의 실측조사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
다.

Ⅳ. 김천시 고려방자에 대한 조사
１. 공방 및 장인의 개요
공방은 경북 김천시 영천동 1774-17에 위치하
는데,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이다. 부근에 특
별한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수의 질은
좋다고 한다. 다만, 이는 유기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방과 동일한 건물 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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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이 공방 대표인 징장(匠) 김일웅씨(경
북 무형문화재 제9호, 사진 5)와 직접 인터뷰하였
다. 그는 1980년에 일본 石川縣 七尾市에서 초빙
을 받은 적이 있으며 자신이 제작한 유기가 지금
도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김일웅씨는 1939년 11월 28일에 김천에서 출
생한 후 현재까지 이 땅에서 살아 온 이 가계의
5대손이다.(도면 4) 이미 사망한 5명의 형들도 모
두 유기 장인이었지만 그들의 아들 중에는 후계자
가 될 사람이 없었다. 방짜(方字) 제작을 시작한
것은 12세부터이며 당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
려운 시절이었다. 낮에는 총의 약협을 만들면서
야간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술과 담배를 배웠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여러 곳을 다녀 보았지만 결국
모두 중퇴하였으며 방짜 제작에 집중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스테인레스가 보급되고 나서 쇠퇴되
었지만, 그 이전인 당시에는 인근 집들의 30% 이
도면 4. 고려방자 관련 계보도

상이 방짜공방이었다고 할 만큼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5년부터 1964년까지의 최전성기에는 6개의 공장을 모두 친
족끼리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감소해서 현재는 하나만 남게 되었다.
방짜 제작기술은 숙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다. 처음에는 식기를 만들
었는데, 12세 때에 징 만들기에 처음으로 도전하였으며 15세가 될 때까지 숙부들
이 퇴근한 후에 숨어서 제작하였다. 따라서 징 제작 경험은 58년이나 되는 셈으로,
현재는 자신의 마음대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징을 제작할 때에 두드리
기에는 두 가지, 즉 푸는 두드리기와 조우는 두드리기가 있으며 이 양자로 마치 기
타를 조율하는 것처럼 징 소리를 조절한다. 푸는 두드리기에서는 외면을 짧은 망치
로, 조우는 두드리기에서는 내면을 긴 망치로 두드리면서 징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
어 나간다. 다만, 제작하고자 하는 징 크기에 따라서 제작 도구의 크기도 다르기 때
문에 망치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한다.(도면 5-4)
이 공방에서 제작하고 있는 악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징은 “어머니의 소리”,
꽹과리는 “하늘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악기를 두드려서 제작하는 이유는 1) 소리
가 좋음, 2) 열처리를 하면서 넓힐 수 있음, 3) 뚜껑을 맞출 필요가 없음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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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고려방자의 시설배치(1)와 기계실(2 : 시미즈 야스지 촬영),
주형 틀(3 : 시미즈 야스지 촬영), 망치(4 : 미후네 하루히사 촬영)

김일웅씨에 의하면 방짜라는 말은 “금, 은, 방짜”라고 하는 것과 같이 금속 자체
를 가리키는 것이다. 솥처럼 불에 올려놓는 것은 방짜가 아니며 “방짜”와 “유기”는
의미가 다르다. 방짜의 성분은 구리 16냥, 주석 4냥 5돈이다. 주석은 말레이시아
산이 가장 좋으며 순도 99.9％, 한 개 30.2kg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선대까지는 악기와 세면기와 같이 두드리기로 성형하는 기종을 제작해 왔지만,
김일웅 씨 대부터는 용기류의 제작도 시작하였다. 용범을 제작하기 위한 본형은 나
무나 석고로 자신이 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그 이후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에는 활발하게 해외까지도 진출하고 있다. 판매경로는 이 글에서 다룬 기타 공방과
달리 직접 방문해 온 고객들에게만 판매한다.
악기 제작은 6명의 인원으로 행해지는데, 4일에 징 12개, 꽹과리 30개를 제작할
수 있다. 공방에서 일하는 장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0대 아들과 40대 전반 3
명, 60대 1명은 모두 김천 출신이다. 또한, 7년 정도 전에 전라도 순천에서 놀러왔
을 때 스카우트한 사람 한 명(72세)이 있다. 공정별로 보면 주조에 의한 제작의 경
우 2명이 주조, 다른 2명이 깎기, 또 다른 2명이 가공과 마무리, 열처리를 담당한
다. 한편, 두드리기 성형일 경우 주조 시에는 가공을 맡고 있는 2명과 깎기 담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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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을 포함한 3명이 작업한다.
또한, 방자 제작과 관련된 제사는 현재도 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밤에
기도를 하는 것이나 음력 1월 15일과 매월 1일에 자기 그릇에 생수를 담아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선대가 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낸 것이라고 한다.

２. 유기제작 현황
수저와 완, 접시, 신선로, 주전자 등
식기류도 제작ㆍ판매하고 있는데, 무엇
보다 꽹과리와 징과 같은 악기류가 이
공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6)

사진 6. 고려방자 전시판매장
(시미즈 야스지 촬영)

３. 공방시설의 배치 상황(도면 5)
생활공간과 공방 사이에 전시장 겸 판매장이 위치한다. 이에 인접하여 연마기와
녹로, 선반, 압축기와 같은 대형 기계들을 배치한 기계실(도면 5-2), 열처리 작업을
위한 가열로, 절삭가공기 등이 있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징과 같은 두드리기
성형은 중앙에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행해진다. 열처리 작업을 하는 노 곁에
는 꼭 냉각용 물을 담은 물통이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깎기 및 마연 가공을
하는 녹로와 마연기를 설치한 공간, 그리고 부지 모서리에는 주조를 행하는 공간(송
풍기를 설치한 노, 용범제작 작업대, 건조장으로 구성됨)이 자리잡고 있다. 길가의
창고에는 녹로에 설치할 목제 틀 재료인 나무와 용범 틀(도면 5-3), 석탄 등이 수
납되고 있는 한편, 열처리를 위한 노와 징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금속 작업대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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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맺음말
이상과 같이 현재 경상북도에서 고석청동기를 제작하고 있는 3개소 공방에 대해
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현재 유기는 많지 않은 공방에서 제작되고 있
지만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음, 2) 제작 인원이 공정 별로 분업하는 경향이
강함, 3) 동일 마을 안에 있으면서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음, 4)
공방을 장남이 계승한 경우와 막내가 계승한 경우가 있음, 5) 제사행위 여부의 차
이가 있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별고에서 소개된 기타 공방과의 비교와 이 글
에서 소개한 공방에서의 자세한 기술적 특징들을 검토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金夏廷,「第8章 韓國の金屬食器である“鍮器”に關する考察」『作品「WAVE」シリー
ズについて』, (株)デイル敎育,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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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의 고석청동기 제작
- 김천시 이운형씨 공방, 거창군 이성술씨 공방 조사보고 -

村松洋介1)

Ⅰ. 머리말
현대한국의 유기(鍮器) 제품은 구리 78％, 주석 22％이라는 일정한 금속조성으로
제작된 고석청동기(高錫靑銅器)이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식 동검문화기이래, 다양한
고석청동기가 제작ㆍ사용되어 왔다.
현재와 같은 각종 유기를 제작,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451년에 撰進된『高麗
史』에 따르면 12세기경으로, 당시에는 궁중과 반가(班家)에서 이용되었다. 당시의
유적에서 나온 고고자료는 모두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합금을 방자기법(方字技
法)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유기 제작기법인 방자기법의 엄밀한 정의는 구리와 주석을 정확한 비율
로 합금하여 단조(鍛造)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가 되면 양반 등 지배층
을 비롯하여 일반 서민들에게도 동제품의 사용이 널리 보급되고 그것에 따라서 비
교적 대량생산이 가능한 주조기법이 일반화되었으나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黃
銅)이나 그 이외 금속을 합금해서 생산한 것도 많이 있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주
석 22％와 구리 78％의 정확한 합금을 이용해서 단조ㆍ주조 양 기법으로 제작된
모든 것을 유기로 부르고 방자도 단조ㆍ주조 양 기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적용
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経國大典』의 京工匠, 外工匠의 항목에는 각지의 영(営)과 사(司)

에 의해서 규정된 유장(鍮匠) 수가 기록되었다. 그리고『大典會通』에는 경공장본조
(京工匠本曹)에 유장 ８명을 배치하고 外工匠은 경기도에 ３명, 충청도에 ４명, 경
상도에 ７명, 전라도에 ６명, 강원도에 ２명, 황해도에 ２명, 영안도(지금의 함경도)
에 ４명, 평안도에 ８명 등 전국에 44명의 유장을 배치한 것이 보인다.
물론 관영(官營) 유장 이외에도 민간의 유장도 상당수 존재하여 관영 유장이 불
속한 경우에 이러한 사장(私匠)을 사용한 것이『明宗實錄』에 보인다.
1)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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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북측 산간지방에서는 옹, 발, 요강 등 비교적 대형의 것, 중부지방에서
는 경기 안성 지방을 중심으로 반상기와 제기 등 작은 식기류를 주로 제작ㆍ사용하
였고,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남측의 경남 함양, 김천지방에서는 농악기가 제작
ㆍ사용되고 현재도 이 전통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본 발표는 2008년 8월 18일, 19일에 조사한
이운형씨 공방(김천 방자유기공방), 20일에 이상
술씨 공방(대봉공예)에서 실시한 유기공방 현지
조사보고이다.(그림 1) 상세한 제작기술 특히 열
처리, 가공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발표자에게 넘
겨서 보조적인 설명으로 그치고, 본 발표에 있어
서 현대 유기공방의 상황을 보고하여 근대적인
수법과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전통적인 유기제
작 공정, 각 작업장의 공간배치, 장인(匠人)의
그림 1. 조사지 관계지도

계보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또한 이번의 조사 성과는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토대로 실행된 고고학적인
검토와는 다른 시각에서 고석청동기 제작기술의 복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
고, 이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기제작이 시작ㆍ본격화된 고려ㆍ조선시대의 제작
장, 더욱이 재료나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공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고대 고석청
동기 제작기술과 제작의 장소를 개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Ⅱ. 김천 방자유기공방(이운형씨 공방)의 조사
1. 공방의 개요와 주변 환경(그림 2)
이운형씨의 공방인 김천 방자유기공방은 경상북도 김천시의 북동에 위치하여 시
의 중심부에서 약 5km 북동에 있는 개령면 신룡리 758-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김천시는 중심부를 남부에서 북동에 흐르는 감천(甘川)과 그 지류인 직지사천(直
指寺川)을 중심으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고 더욱더 개령면 서부에 위치하는 신룡
리의 북쪽에는 감천에서 분기한 아천(牙川)이 흐른다. 이 하천의 충적으로 인해 좁
은 평야가 형성되는데 공방은 약 1.5km 서쪽에 표고 228m의 광덕산(廣德山)에 다
다른 미고지 상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과수원이 많고 공방 앞에는 지방도 913호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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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유기는 200년 전통이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소나무가 풍부해서 목탄이나 송지
가 연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또 재료가 되는
구리, 주석의 광산이 없어 경기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원료를 주문해서 유기제작을 하고
있었다.
현재 김천시에는 이 공방 이외에 3곳에서
유기 공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운형씨의 이
야기에 따르면 조부때는 김천시내에 소규모
의 공방이 24곳 존재했는데 지금은 전통적인
제법으로 제작하고 있는 공방은 아주 적다고

그림 2. 김천 방자유기공방 위치도

한다.
시내에서의 분포는 중심 지구에서 서쪽 약 1km 지점의 평화동에 1곳, 남쪽 약
3km 지점의 양천동에 1곳, 서쪽 약 8km 지점의 대항면 향천리에 1곳 존재하여 김
천 방자유기공방 이외에는 감천과 그 지류인 직지사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시
가지에 소재하는 1곳 이외는 비교적으로 주택이나 상가가 적은 지구에 위치하고 있
다.

2. 유기의 제작상황
공방에서 제작되는 유기는 다음 5종류로 대별된다. １. 접시류：찬기 1∼5호(크
기 별), 원형접시(무광택), 타원형접시(무광택), 2. 대접시류：비빔기, 찜기, 양분 (직
경 26.0cm), 냉면기(직경 17.0cm, 19.2cm),

3. 냄비：전골냄비(직경 28.0cm、

32.0cm), 4. 기타 식기류：숟가락, 젓가락, 수저받침대, 주걱,

5. 기타：요강

공방에서는 식기류는 상시 생산하며 제기세트는 주문 생산하고 있다. 기본적인
세트인 완 ３종은 하루에 약 40세트(총 점수 120점)를 생산하고 있다. 기타 기종의
생산 점수에 대해서는 학인하지 못하였다.

3. 공방 시설의 배치상황(그림 3)
김천 방자유기공방에서는 생형제작(生型製作), 주조, 각 마연공정을 하나의 건물
내(휴게실 이외는 마루가 없음)에서 행하여, 작업장 이외에는 휴게실 2곳, 사무실,
창고, 부엌이 있고 벽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물 넓이는 179.5㎡로 천정까지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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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5m, 이단지붕(二段屋根) 정부까지의 높이는 5.3m이다. 건물 동 모퉁이의 증축
된 부분에는 바쁠 때 사용되는 작업장이 있다.

그림 3. 김천 방자유기공방 배치도

공방 밖에서는 용해로 1기(사진 1) 및 어른 1명이 간신히 작업할 수 있는 넓이의
담금질장(사진 2)이 있고, 용해로에서 14일에 1번, 구리 78％, 주석 22％이란 정확
한 계량으로 합금한다. 합금을 부어 넣은 주형은 8개로 분할되도록 구획되어 1번에
300kg, 하루의 용해로 1000㎏의 고석청동이 제조된다. 주석은 현재 인도네시아산
순도 99.98％인 것을 사용하여 이운형씨가 다른 공방에서 수행했었을 때 사용된
순도 99％의 주석과 비교하면 색채가 아름답고 몸에 안전성이 높다고 한다.
건물 내에서는 북동 모퉁이 벽 가에 노가 1기 배치되고 가까이에 연료인 석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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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크스)과 합금된 잉곳(ingot)이 놓여져, 노에서 2m 정도 서쪽에 파진 깊이
30cm 정도의 구멍 속(바깥쪽을 콘크리트로 굳힘)에는 송풍기가 설치된다. 송풍기와
노는 지하에서 연결되고 있다. 송풍기에서 노쪽 20cm 정도 거리에 20cm×20cm의
방형 구멍을 파 놓고, 판상의 마개로 노에 불어넣는 공기를 조절한다.
송풍기 부근에는 잉곳과 같이 주조한 후에 잘라낸 탕도(湯道)부분도 모아둔다. 이
부분은 주탕(鑄湯)직전의 도가니(坩堝) 안으로 투입되고, 탕량(湯量)과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 동쪽 벽 가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있고, 여기서 생형의 주형면(鑄型面)을 아래
로 돌려서 놓고 불에 그을린다. 블록담으로 구획한 부분에는 그을릴 때 사용하는
기름이 놓여진다.
생형을 그을리는 작업장 서쪽에는 생형 제작대가 있는데 상자형으로 사이즈는
1.0m×2.0m이고 상자 안에는 소나무 숯가루, 안에 염수가 있는 냄비, 중형(中型)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솔, 박리재를 안에 놓은 자루가 있다.(사진 3) 염수는 중형을

외형(外型)에 접착시킬 때 사용하는 것 이외에 몇 번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주형모
래에 수분과 염분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염분의 혼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
과를 가져 오는지는 앞으로 실험 등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생형 제작대와
생형을 그을리는 곳의 중간에는 주탕을 할 때 주형을 고정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
다.(사진 4) 생형 제작대 쪽에는 주조한 직후의 제품이 집적되고 나중에 모아져 담
금질을 한다.

동쪽에는 횡형선반(横型旋盤)이 설치되어 있는데 완 안쪽을 절삭ㆍ성형하는데 사

용되고 있었다. 우기를 기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느티나무 재 원주형 고정용 지그
를 사용한다.
횡형선반의 반대쪽에는 녹로를 전동으로 회전시켜 유기를 절삭ㆍ마연할 작업장이
있다. 여기에서는 2명의 장인이 무추보고 유기를 지그에 고정하고 회전시켜서, 많
은 구멍이 있는 목판에 고정용의 몽둥이를 삽입한다. 그리고 이것에 끝이 강철인
공구를 고정시켜 작업을 행한다. 완의 경우, 절삭ㆍ마연은 안쪽으로부터 개시되는데
그 지그의 선단부분에 굽 쪽을 고정시켜서 절삭ㆍ마연한다. 그 때 완의 상반은 지
그에서 돌출하기 때문에 바깥쪽 상반도

동시에 절삭ㆍ마연한다.(사진 5) 구연부의

두께는 이 작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더 동쪽에는 서쪽 모퉁이와는 좌우 반대의 배치로 생형 제작장으로, 외형을 그을
리기 위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놓인다.
건물의 출입구에 가까운 동쪽 부분에는 가로형의 마연기가 2대 설치되어 있으며
모터의 굴대 양쪽에는 각각 스펀지와 성긴 줄, 짧은 털의 솔과 성긴 줄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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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이나 마연공정에 따라서 가려 쓴다. 숟가락은 주조ㆍ담금질 후에 여기에서 마
연ㆍ광내기를 행해서 제품이 된다.(사진 6)
생형 제작대 뒤에 있는 노와 그을리는 대의 천정에서는 장인의 키에 따른 높이로
판이 내려온다. 이것은 주탕이나 생형을 그을릴 때 방출되는 유독가스와 열을 상부
에 모아서 벽에 설치된 환기팬을 통해 효율있게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사진
7) 또 건물 내 서쪽의 각 방이나 벽에는 창문이 있어 밑에 환기팬을 설치하는 경우
도 있다. 지붕에는 1.0m×2.0m의 창문을 2곳 설치하여 이 창문에서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지붕은 2단식이다.(사진 8) 각 지붕에는 환기팬을 설치한다. 작업
중 건물의 출입구는 개방되고 이 공방에서는 특히 환기에 신경을 쓴다.

4. 장인의 작업상황과 계보
다음으로 각 장인의 건물 내에 있어서 작업상황을 유기 제작 공정에 따라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건물 내 2곳에서 생형을 제작한다.(사진 9, 그림 4) 조사 시에 제작되고 있
었던 기종은 완(구연부 내만 안함), 숟가락(사진 10, 11)으로, 원형(原型)은 약 120
기종 분 있다고 한다.(사진 12)
생형 제작과 주조를 담당하는 장인A는 70대 남성으로 서쪽의 작업장, 장인B는
20대 남성으로 동쪽의 작업장에서 생형 제작부터 주탕까지를 하루내에 한다. 장인
A는 숟가락과 구연부가 내만하지 않은 완, 뚜껑, 장인B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완과
뚜껑을 담당한다. 일정량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공방에 있어서 고령의
장인A는 금형을 이용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종을, 젊은 장인B는 복잡한 공정
을 거친 보다 높은 기술을 필요한 기종을 하루 종일 제작한다. 장인은 전통적인 손
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복수의 공정을 1명으로 담당하면서 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안정된 형태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 나이가 젊은 장인이 높은 기술이 필요한
기종에 전념하는 것은 높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역할의 분담에
의하여 일정한 생산량과 전통적 기술의 전승이 원활히 행해진다.
담금질장에서는 하루에 약 7∼8번, 주조된 유기에 담금질을 한다. 주조 직후의
유기는 유리와 같이 깨지기 쉽다는 성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꼭 해야 하는 작업이
다. 담금질은 벽돌로 둘러싼 좁은 공간에 유기를 놓고, 가스 버너로 가열하여(사진
13), 유기를 수조에 넣고 급격하게 냉각한다. 청취에 따르면 유기의 기종(주로 크
기)에 따라서 담금질하는 횟수가 다르다고 한다. 한 번 담금질해서 경도가 높아진
유기는 재가열에 의해서 취약한 성질로 돌아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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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生型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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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ㆍ마연은 횡형선반 등도 사용해서 안쪽을 대강 다듬은 후에 녹로로 회전시킨
유기를 수작업으로 절삭ㆍ마연한다. 작업은 장인C(추정 20~30대)와 匠人D(추정
50대) 2명으로 한다. 절삭ㆍ마연은 끝이 강철인 기구를 고정하는 몽둥이에 놓고(사
진 14), 이것을 많은 수의 구멍이 있는 목판에 고정시켜서 한다. 사용하는 구멍이나
기구(사진 15), 기구를 대는 각도, 힘 등도 기종, 부위에 따라서 조절하여 제품으로
서 안정된 형상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다.
장인 가운데 나이가 젊은 장인C는 하루 종일 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장인D는 여
기서 마연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의 진척상황을 관찰해서 횡형선반으로의 마연(사진
16)이나 출입구 부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완, 숟가락의 마연ㆍ광내기도 하고 있었다.
또 조사 시에 담금질을 실제로 하면서 설명해준 것도 장인D였다. 모든 장인이 전
공정의 작업을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하루에 완성품을 일정량 생산
하는 이 공방에 있어서 조사를 하였던 이틀 동안 작업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면서
복수의 공정에 관계하였던 것은 장인D 뿐이었기 때문에 숙련된 장인으로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젊은 장인은 오랜 세월을 들이고 모든 작업의 기술을 습득하여 공방
전체의 작업공정을 통괄하게 되고 새롭게 공방을 설립하거나 해서 다음 세대에 기
술을 전승해 나간다.
김천 방자유기공방의 각 작업장은 장인의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작업공정이나 체격에 따른 형태, 배치가 된다. 한편 전체의 작업공정과 건물 내의
작업장 배치관계를 보면 ①동ㆍ서의 작업장에서 생형 제작, 주탕, ②집적된 유기를
담금질장에서 하루에 7~8번 담금질, ③2곳의 생형 제작장 사이에 있는 횡형선반으
로 절삭ㆍ마연 후 녹로로 안 쪽ㆍ바깥쪽을 마연, ④출입구 부근의 마연기로 최종적
인 마연ㆍ관내기가 된다. 좁고 긴 구조의 건물 안에 있어서 전체의 작업공정이 효
율적으로 배치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담당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높은 기술을 전
습ㆍ유지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높은 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한 생산량을
위지하는 장인A이나 독립한 각 작업장을 횡단해서 작업의 진척 상황에 배려하는
장인D 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작된 기물을 불문하고 완전히는 분업화되지 않고 전통적인 제법을 이용
하는 공방에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비교적으로 생산규모가 작은 공방에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김천 방자유기공방의 연혁과 책임자인 이운형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김천 방자유기공방은 이운형씨의 조부 이철우씨가 창설하였다. 이운형씨는 ９
살 때부터 공방을 거들기 시작하여 현재 63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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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때에는 유기제작은 풀무를 이용하고 녹로를 다리로 돌리는 등 모든 공정을
인력, 수작업으로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유기산업은 품질 나쁜 구리, 약협, 양은을
원료에 섞어 사용한 공방도 있고 품질 나쁜 제품이 증가하였다. 또 도자기나 스테
인리스 산업에 압도된 점도 있어 유기 제작은 쇠퇴하였다.
그 이후 전통적인 유기의 아름다움이나 인체의 안전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유기 산업은 부활하였다.
이운형씨는 시에서 의뢰를 받고 전통적인 유기제작기술의 부원에 종사한지 ７년
이 되는데 김천 방자유기공방을 계승한 이전에 15년 정도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각지 공방에서 작업을 하면서 기술을 습득해 왔다. 직접적인 스승은 이학봉씨이며
87세가 된 현재도 김천시에서 살고 있다. 이 이외에 4명 정도의 장인에게 배워왔
다.
조사 당시, 이운형씨의 전통기술을 경상북도에 무형문화재로 등록 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계도 등을 실제로 볼 수 없었다. 금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Ⅲ. 대봉공예(이성술씨 공방)의 조사
1. 공방의 개요와 주변환경(그림 5)
이성술씨의 공방인 대봉공예는 경상남도
거창군의 중심인 거창읍내, 거창위천(居昌渭
川)을 넘어가서 남동쪽 약 2.5km 지점에 있
는 정장리 129-3번지에 위치한다.
거창읍 동쪽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

는 황강(黄江), 읍의 중심을 북서쪽에서 거창
위수가 흐르며 읍내를 남북ㆍ동서로 구분한
다. 읍 일대는 2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의 충적에 의해서 형성된 평지인데 황강의
동쪽 일대는 日傘峰(일산봉)이나 紺土山(감
토산)이 있기 때문에 평지는 적다.

그림 5. 대봉공예 위치도

대봉공예는 정장리의 동쪽, 황강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미고지 상에 위
치하여 주변에는 밭이나 과수원이 펼쳐진다. 주변에는 주탁이나 소규모의 상가가
몇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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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는 이외에 4곳의 유기 공방을 확인할 수 있다. 군내에서의 분포는 거
창읍내가 중심으로 거창위천 북쪽의 중앙리에 1곳, 대동리에 1곳 있으며 남쪽의 정
장리에 대봉공예 이외에 1곳, 읍에서 황강을 건너서 북서쪽에 약 5.0km 지점의 남
하면 둔마리에 1곳 있다. 남하면 둔마리에 소재하는 1곳 이외는 모두 황강과 거창
위천에 의해서 형성된 평야지대에 입지한다.

2. 유기의 제작상황
공방에서 제작되고 있는 유기는 다음과 같이 6종류로 대별된다. ①전통식기： 밥
그릇 3사이즈(직경 9.5cm, 9.8cm, 10.0cm, 광택, 무광택), 밥그릇 뚜껑(광택, 무광
택), 젓가락(21.0cm, 21.5cm), 숟가락(21.8cm, 21.5cm, 국그릇(12.5cm, 13.5cm),
찬기, 냉면기(17.5cm, 18.0cm, 19.5cm), 종자(8.0cm), 접시(10.0cm, 12.0cm,
13.0cm, 14.0cm, 15.0cm, 22.0cm), 찜기(19.5cm) 등, ②생활용품：구절판찬합,
찬합, 찬기, 솥, 양푼, 주걱, 놋상약주잔 세트, 신선로, 세숫대야, 물컵, 접시, 뺑뺑이
(원저ㆍ평저) 등, ③제사용품：제사세트 일식, ④불교용품：경쇠, 다기, 향로, 향꽃
이, 화로, 과기, 놋상, 밥불기, 요령, 촛대 등, ⑤악기：장구, 북, 꽹, 징 등 타악기,
가야금 등 현악기, 나발, 피리 등 관악기, ⑥기타 공예품：미니 악기, 도자기, 유기
시계 등 유기제품 이외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운형씨의 공방과 같이
식기류를 상시 생산하며 제기 등은 주문생산한다.
대봉공예는 고석청동의 원반을 프레스기로 성형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기 때문에 조사의 중점은 열처리에 두고 공장 내의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조사도
같이 하였다.

3. 시설의 배치상황과 작업공정(그림 6, 7, 8)
공장 부지의 북쪽에 출입구가 배치되고 오른쪽에 경비실, 남쪽으로 가면 오른쪽
에는 목공제품과 악기 등을 놓는 창고가 있다. 이 건물은 공장 내에서 가장 넓고
면적은 약 980㎡이며 목공제품과 악기를 놓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 건물의 남서 부
분은 지붕만을 설치하여 각종 기재나 목재 등을 놓는다.
공장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동서로 긴 건물은 면적 400㎡로 3개의 방으로 구분
되고 사무실, 절삭ㆍ마연작업장이 있다.
출입구에서 들어가 왼쪽에 사무실, 전시실, 제품을 놓는 곳이 연결된 건물이 있고
각각의 면적은 약 39.0㎡, 약 84.0㎡, 약 209.0㎡이다. 남쪽으로 가면 고석청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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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압연(壓延), 프레스하여 기형을 형성해
성형된 유기를 가열로로 담금질하는 건물이 있
으며 문으로 이어진 남쪽에는 용해로와 금속주
형이 배치된 주조장이 있다. 면적은 각각 169㎡,
85㎡이다. 용해ㆍ주조장의 남쪽에도 건물이 있
으나 기능은 확인 할 수 없다. 부지의 총면적은
4,747㎡이다.
건물 가운데 유기제작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작업장은 부지 내 중앙 동쪽에 위치하는
용해로ㆍ주조장과 작업장 1곳, 가장 남쪽에 있는
건물 중앙에 위치하는 작업장 2곳이다.
용해로가 있는 방 북동 모퉁이는 4.5m×2.8m
의 넓이로 한 단 높다. 여기에는 접시형의 철제
주형이 끼워 넣어진다. 하나의 주형의 외쪽 직경
은 27.0cm로, 주형 직경은 22.0cm, 저부는 직
경 15.0cm, 깊이는 4.5cm이었다. 이 주형을
6.0cm~7.0cm 간격으로 5개×8개 배치한다.(사
진 17)

그림 6. 대봉공예 건물 배치도

이 금속주형에 용해한 구리 78％, 주석 22％의 고석청동을 넣고 두께 3.0cm 전
후의 덩어리를 주조한다. 주형 가까운 곳에는 직경 22.0cm 정도의 철 원반에 손잡
이가 붙은 주형의 뚜껑이 있다. 주형을 늘어놓은 주조장에는 건조된 쌀겨, 나무 부
스러기가 산포되는데 장인에 따르면 이것은 주조할 때 발생한 유독물이나 불순물을
흡수할 효과가 있다고 한다.(사진 18)
주조장의 남쪽 1.0m 정도의 곳에는 땅바닥을 파서 용해로를 설치한다. 노 바깥쪽
은 직경 115.0cm, 내경은 60.0cm로 안에는 직경 42.0cm, 높이 50.0cm의 도가니
가 설치되어 있었다. 노의 깊이는 80.0cm 정도로 추정된다. 송풍기 자체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었다.(사진 19)
용해로의 서쪽에는 원료인 구리, 주석이 보관된 것 이외에 압연되고 뚜께 약
4.0mm인 얇은 원판이 꿰뚫린 고석청동판, 절삭ㆍ마연공정에서 나온 찌꺼기도 있는
데 이것들은 다시 용해되어 고석청동 원반이 된다.(사진 20) 그러나 용해ㆍ주조의
빈도가 한번에 제작된 고석청동의 중량 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용해로ㆍ주조장이 있는 건물은 천정까지 높이는 6.4m로 햇볕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단식 지붕이다.(사진 21) 건물 서쪽에 있는 출입구는 작업 중에는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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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이 있는 북동쪽의 벽 상부에는 1.0m×5.7m의 셋방형의 통기공이 있으며 이것
들에 의해 통풍은 양호하게 이루어진다.
주조장 북쪽에는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작업장이 한 곳 있다. 작업내용은 재료
의 가공과 유기의 성형, 담금질이다.

그림 7. 대봉공예 주조실, 작업장1 배치도

먼저 작업장 1곳의 중앙에는 거대한 압연기가 있고 주조장에서 제작된 고석청동
의 원반은 가열 후 압연되어 더욱더 얇은 금속판이 된다. 다음에 얇은 원판을 압연
기 북쪽에 있는 프레스기로 꿰뚫고 기종에 따른 크기의 원판을 만든다.(사진 22)
압연기 남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기형 형성용 프레스기가 더 하나 있으며
기종에 따라서 금형을 바꾸고 가압하여 성형한다.(사진 23)
성형된 유기는 작업장 동쪽에 설치된 가열로까지 옮겨지고 수십 개씩 담금질한
다. 가열로는 노벽(내화벽돌제)의 열을 잘게 발산시키도록 입구 부근 이외는 작업장
밖에 돌출하며 작업장의 벽은 로에 접하지 않도록 크게 구멍이 뚫려 벽을 통해서
방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사진 24) 냉각수조 옆에 있는 대는 가열
된 유기를 프레스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놓는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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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된 유기 중 구연부가 내만하는 것은 열간(熱間)에 남서 2.0m 정도에 위치하
는 80t 프레스기에 고정되며 위에서 가압되고 구연을 내만시킨다.(사진 25) 그리고
근접하는 냉각수조에 투입된다. 수조로의 주수는 계속 하는데 노에서 가열된 대량
의 기물에 의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때문이다.(사진 26)
작업장 남동 모퉁이에는 스피닝기가 배치되고 스피닝가공도 행해진 것 같다.(사진
27)
그 이외에도 작업장의 남서 모퉁이에는 150t 프레스기가 있고 조사 시에는 가동
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종을 제작할 때 사용된 것이다. 또 북서 모퉁이에 배치된 횡
형선반은 완과 같은 그릇 등의 안 쪽을 일차적으로 절삭ㆍ마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다.
작업장의 벽 가에 설치된 기재 놓는 것에는 다양한 기종에 대응하는 금형이 있고
(사진 28), 서쪽 출입구 부근의 대에는 기재의 수선 용품이 놓여 있다.
창문은 작업장 북벽에 1곳, 서벽에 1곳, 동벽에 1곳, 남벽에 1곳, 천정은 1.8m
×7.8m 범위로 구멍이 있고 이단식 지붕이다. 실내에는 가열로로 돌려 선풍기가 하
나, 이외에 프레스기 가까이에도 선풍기가 2대 놓여있다. 출입구는 2.7m×3.2m로
셔터식이다.

그림 8. 대봉공예 작업장2 배치도

다음에 공장의 가장 남쪽의 건물 중앙에 위치하는 작업장2의 배치에 대해서 말하
고자 한다. 작업장2는 벽에 의해 3개의 방으로 구분된다. 각 구획은 문으로 통할
수 있고 각각 다른 작업공정의 절삭ㆍ마연을 하여 작업장1에서 성형ㆍ담금질된 유
기는 여기서 최종적인 마연ㆍ광내기 등이 행해져 완제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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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서 오른쪽에는 횡형선반이 설치되며 작업장1과 똑같은 것이다. 그 남쪽에
는 천공기(천공기), 출입구 부근에는 절단기가 있으며 주위에 나무 부스러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정 지그의 제작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29) 왼쪽에는 남
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배치된 녹로 절삭ㆍ마연대가 있으며 여기서는 4명의 장인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서로 마주 본 절삭ㆍ마연대의 중앙에는 모터가 설치되고, 각 녹
로는 이것에 벨트를 걸어 회전시킨다. 이 녹로대는 조사 당시에는 가동되지 않았으
나 마연된 제품으로 추측되는 정이나 냉면기, 향로가 놓여있었다. 작업장2의 선반
은 높이가 바닥에서 180cm~250cm이며 작업대 가까이에 다양한 크기의 고정 지그
가 놓였다.(사진 30)
동쪽 방에서는 김천방 자유기공방과 같이 유기를 지그에 고정해서 회전시켜 끝을
강철의 기구와 고정시킨 몽둥이, 많은 구멍이 있는 목판 등을 사용해서 절삭ㆍ마연
을 한다. 사용방법도 김천 방자유기공방과 똑같다.(사진 31) 조사 시에는 4개의 작
업대에서 접시, 원을 절삭ㆍ마연하고 있었다.
서쪽의 방에서는 모터의 좌우 양쪽에 돌출한 굴대 끝에 줄질, 스펀지가 붙은 2대
의 마연기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마연된다.(사진 32) 제품에 광택, 무광택 가공하는
작업은 연마기의 끝을 바꾸어서 한다.
작업장2의 북쪽 벽에는 2.8m×1.0m의 창문이 2개, 서쪽의 벽에는 1.8m×1.0m
정도의 창문에 2개 설치되고 천정까지의 높이는 지표에서 3.15m이었다.
각 작업은 개별의 작업장에서 분업화되고 ①용해ㆍ주조장에서 원료를 용해ㆍ합
금, 주조, ②작업장 1에서는 고석청동재료를 압연ㆍ꿰뚫음, 프레스기로 기형 성형,
담금질, ③절삭ㆍ마연을 한다. 하루의 장인의 배치는 각 작업장에서 고정된다.
또 작업장 1에서는 조사 시에 2명의 장인에 의해 담금질, 구연부 형성만이 행해
지고 있었다. 작업장1내에서의 각 공정은 하나의 기종을 일정 수 완성한 뒤에 다음
공정, 기종에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장2는 북동쪽의 방에서 녹로를 회전시켜 절삭ㆍ마연하는 작업을 장인 3명으
로 하고 서쪽의 장인은 원, 동쪽의 장인 2명은 뚜껑을 담당하고 있었다.
방의 북서쪽에서는 브러시나 줄, 스펀지를 모터의 굴대 양쪽에 붙인 마연기를 사
용해서 최종적인 마연이 행해지며 앞 공정에서 일정 수가 축적된 기종을 순차 마연
한 것 같다.

3. 장인의 계보
이성술씨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한상춘씨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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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상춘씨는 1980년, 32살 때 순천시 매곡동에 소재한 반방자유기장 윤재덕씨에
게 입문하여 83년에 공방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이전하였을 때 금화유기공
방의 운영에 힘을 보태고 윤재덕씨의 전수 장학생이 되면서 기술을 배웠다. 1997
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를 계승하여 2007년에 대봉공예를 설립하였다. 현재
한상춘씨의 전수 장학생에는 이성술씨, 이점식씨가 있다.

Ⅳ.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공업화의 정도나 생산규모가 다른 2개의 유기공방을 조사하여 제
작기술과 공장, 공방 내에서의 제작장이나 기기의 배치와 생산 공정을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수법을 이용한 김천 방자유기공방에서는 용해와 담금질 이외는 모든 작
업을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하고 각 작업장은 작업을 담당하는 장인의 크기 등이 고
려되고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생형 제작장에서는 젊은 장인이 복잡한
주형제작에 종사하여 나이가 높은 장인이 적은 시간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몇
기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정한 생산 수를 유지하면서 높은 기술을 유지ㆍ
전승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작업에 대한 전업화가 도모된다고 할 수 있고 장인은
각 작업을 시간을 들여 수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개별의 작업장은 장인의 작업효율과 가스, 열의 배출에 중점을 두고 안전성을
추구한 배치였다.
담금질의 가열은 기종에 따라서 몇 번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이것은 다시 깨지기 쉬운 성질로 변화해버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인의 충분
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절삭ㆍ마연은 추정 30대의 장인이 하루 종일 녹로를 이용한 연마에 종사하는 한
편 추정 50대의 장인이 담금질이나 다른 작업장에서 행해지는 숟가락의 마연도 하
고 전체 작업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겸업하고 있었다. 이 장
인의 작업상황으로 보면 공방 전체의 작업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작업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작업장 배치, 생산 수, 작업상황의 분석은 유적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측하
는 고대 고석청동기 제작장 작업 모습의 복원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계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등록 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논술할 수 없었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유기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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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간이나 제품의 제작경위 등을 알았다.
한편 대봉공예에서는 다양한 기종을 대량생산하는 현대유기산업의 현상과 각 작
업장, 장인의 분업화된 작업상황을 파악하면서 근대화가 되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전통적인 기술의 일부를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하와 같은 기관 분들께 깊은 말씀을 드
린다.
김천 방자유기공방, 대봉공예,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아시아주조기술사학회, 나가
에 타케카즈, 배덕환, 미후네 하루히사, 시미즈 야스지, 신용민, 이상용, 이운형, 한
상춘(경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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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柄毅一ㆍ三船溫尙ㆍ李恩碩ㆍ權柱翰ㆍ李相龍ㆍ淸水康二ㆍ庄田慎矢ㆍ村松洋介ㆍ韓旼洙ㆍ金夏廷1)著
장 윤 정2) 譯

Ⅰ. 머리말
딱딱한 은백색의 高錫靑銅器는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생산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동 거울과 청동 무기 등이 있다. 청동 거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석의
함유율이 낮아져 低錫靑銅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현대에도 高錫靑銅으
로 만든 鍮器가 高錫靑銅器 제작기술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유
기제작은 주석 22%와 구리 78%의 高錫靑銅을 사용하여 주조, 단조, 스피닝 기계
가공, 프레스 기계가공 등으로 생산되고 있다. 제품은 鋺과 숟가락 등 다양한 食器
가 주류를 이루고 징 등의 악기와 佛具도 있다.
고대 高錫靑銅器와 유기 금속조직을 비교하면서 고대 高錫靑銅器 제작기술에 대
해 상세하게 解明하고자 2007년부터 鍮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유기의
가공과정, 열처리온도와 함께 금속조직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였다. 2008년 2월에 봉화ㆍ김천, 8월에 김천ㆍ거창ㆍ보성의 工房 6곳에서 적
외선 서모그래피 온도측정기로 열처리온도를 측정하고 가공기법을 조사하였다. 본
론은 이 공방 6곳의 열처리기법과 가공기법을 조사한 工房순으로 보고한 것이다.
조사에서는 熱사이에 행한 스피닝(회전 돌려깎기), 프레스, 단조 등 가공할 때 제품
의 온도분포, 온도저하속도, 가공온도범위와 담금질 온도 등을 기록하고 각 과정에
있는 자료에 대한 금속조직을 관찰하였다.
5~10% 정도 주석을 함유하는 일반적인 靑銅은 600℃ 정도 가열하여 두드리면
간단하게 깨진다. 그러나 20%가 넘는 高錫靑銅은 가열해서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
기 때문에 熱間鍛造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 특성을 이용하여 단조, 스피닝(회전
돌려깎기), 롤러庄延, 프레스(오려내기, 변형가공)로 鍮器를 만든다. 이들 방법으로
형태를 만든 유기 전체는 가열 후 물에 넣어 급냉시켜 담금질을 해야만 한다. 바닥
1) 토야마대학ㆍ토야마대학ㆍ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ㆍ대구대학교ㆍ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ㆍ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ㆍ
나라문화재연구소ㆍ부산대학교ㆍ국립문화재연구소ㆍ수원대학교
2) 한국문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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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떨어뜨리면 유리처럼 깨지는 취약한 高錫 靑銅器를 담금질로 깨지지 않게 변화
시키기 위해서이다. 담금질로 무른 성질을 개선한 제품은 녹로와 電動硏磨工具로
연마하여 마무리한다. 이 때 그라인더 등 회전공구의 마찰열에 의해 다시 깨지기
쉬운 성질로 되돌아오는 것이 있으므로 깊은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의 제작기술 중에서도 열처리온도와 그 가공방법은 앞으로 고대 高錫靑銅器
연구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鍮器 공방의 제작기법 조사를
일본과 한국 연구자가 공동으로 행한 것도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가 기점이 되어
폭넓게 아시아의 高錫靑銅器 제작기법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가공기술
1. 生型鑄造技法
1) 기법의 특징과 鑄型砂
조사된 공방에서 주조로 유기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 鑄型을 소성하지 않는 근대
의 生型鑄造技法이다. 고대에는 점토에 모래, 灰를 섞은 흙으로 鑄型을 만들고 그것
을 소성한 陶製의 鑄型에 금속을 부어 넣는다. 鑄型 안에 수분이 있으면 부어 넣은
고온의 금속과 반응해서 제품 표면에 기포 등의 결함이 발생한다. 점토안의 結晶水
를 제거하기 위하여 鑄型面을 700~800℃ 사이로 燒成해야 한다. 이 수법은 鑄型제
작과 소성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는 근대가 되면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시간에 鑄型을 제작하여 소성하지 않고 주조할 수 있는 生型鑄造法이 明治期初에
확립되었다.3) 일본 鑄物 공예품 생산이 성행한 富山縣 高岡市에는 1909년 生型鑄
造技法改良實驗報告, 1914년 富山縣工業試驗場硏究報告가 있다. 1918년 朝鮮砂에
의해 生型鑄造가 산업으로서 시작되었다.4) 生型鑄造는 耐火度가 낮아 粘結力이 높
은 벤토나이트(膠質狀 점토의 한 가지)系 점토를 섞고 목제와 금속제 형틀을 보강
하여 그 틀 안에 3.5~8.7% 정도의 적은 물로 단련된 生型砂를 눌러 굳힌다.5) 그
때문에 生型鑄型의 사립사이에 틈이 생겨 凝固 가스와 鑄型 수분이 반응해서 발생
한 가스 등이 鑄型 밖으로 방출된다. 그러나 2개의 틀을 합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3) 社團法人 日本鑄物協會發行,『鑄物便覽』, 丸善, 1973.
4) 養田實ㆍ定塚武敏,『高岡銅器史』, 高岡銅器協同組合, 1988.
5) 社團法人 日本鑄物協會發行,『鑄物便覽』, 丸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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鑄造할 수 있는 제품의 형태가 제한된다. 고대 技法은 점토 함유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물로 단련된 흙을 鑄型材로 틀의 보강없이 鑄型의 强度를 얻었다. 鑄型 사립
사이의 가스 방출은 적고 鑄型 수분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가스를 방지하기 위해 鑄
型을 燒成한다. 틀로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의 鑄型으로 분할해서 복잡한 형태
의 제품을 주조할 수 있다.
鍮器는 生型鑄造法으로 제작된다. 유기의 鑄型砂는 한국 서해 潮水가 밀려올 때
침전된 흙을 구워 건조시킨 후 고운 篩(체)에 걸러 소금과 기름을 섞은 것을 사용
하지만 기름을 넣지 않는 工房도 있다.6) 50리터 모래에 큰 그릇으로 2~3번 소금을
넣는 工房도 있다.7) 모래 안에 점토를 넣지 않고 소금만으로 粘結하는지 점토로 粘
結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기 鑄型의 사립을 분석해 확인되지 않는다. 水分量, 質感 등
은 일반적인 生型鑄造의 鑄型砂와 같다, 유기 鑄型을 만드는 철제 형틀과 철주걱,
모래에 찔러 고정시키는 철봉 등의 녹슨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높은 농도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鋺 등에서는 工人이 1조의 鑄型을 만들고 鑄型面을 기름불로 구워 건조와 그을음
을 부착한 뒤 注湯한다.(녹인 금속을「湯」이라고 부르고 鑄型에 부어 넣는 것과 쏟
아 넣은 湯을「注湯」이라고 한다) 숟가락은 2組의 鑄型을 겹쳐 고정하고 한번에 2
組로 注湯한다. 이 때 그을음이 鑄型砂에 혼입되어 鑄型砂는 점점 흑회색으로 변화
한다. 注湯 후 바로 鑄型에서 제품을 떼어낸다. 湯을 접촉한 토가 구워진 鑄型面의
표면 鑄型砂만을 제거하고 남은 鑄型砂에 물을 조금 부어 다음의 鑄型을 만든다.
이러한 작업 흐름 다음 과정은 주조된 제품의 담금질 고정이다. 鑄型을 만드는 작
업대에는 2組의 鑄型分 정도 소량의 生型砂가 놓여 있다. 이는 대량의 生型砂를 준
비해서 한번에 100개 정도 鑄型을 만들어 넓은 바닥에 鑄型을 세워 한꺼번에 주조
하는 生型鑄造法과 다르게 鍮器 주조방법은 좁은 장소에서 주조할 수 있고 1회 湯
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량의 鑄型
砂를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불 쬐기와 注湯의 熱에 의해 鑄型
砂 안에 있던 수분이 감소하여 生型砂의 粘結力을 저하시킨다. 반대로 鑄型砂에 수
분이 많으면 注湯과 반응하여 가스가 많고 제품에 가스로 인한 결함이 발생한다.
이렇게 生型鑄造는 生型砂가 최적의 수분함유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그 예로 김천 工房의 工人은 연속사용에 의한 수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
금물로 砂를 단련하기도 한다. 다른 工人으로부터는 소금을 넣으면 鑄型이 단단해

6) 金夏廷,『作品 WAVE 시리즈에 대한-眞土型鑄造에 의한 韓國 곡선미를 모티브로 한 표현-展開를 중심으로』,
金澤美術工藝大學博士論文, 2006.
7) 金夏廷,『作品 WAVE 시리즈에 대한-眞土型鑄造에 의한 韓國 곡선미를 모티브로 한 표현-展開를 중심으로』,
金澤美術工藝大學博士論文,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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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들었다. 소금을 넣어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쨌
든 제품을 꺼낸 후 鑄型砂에 물을 소량 붓는 경우도 있고 미묘한 수분조절에 工人
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량의 生型砂를 준비해서 대량의 鑄型을 만드는 공장
에서 生型砂에 소금을 첨가하는 예는 없다. 소금의 사용은 소량의 砂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鍮器工房 특유의 방법으로 추정된다. 철제 공구를 빨리 녹슬게 하는 소금
은 공방에게 귀찮은 존재이다. 그런 소금을 넣은 鑄型砂를 굳이 유기제작에 사용하
는 효과를, 분석과 실험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中型製作
生型鑄造法의 유기제작은 청동제 鍮器에 청동제 湯道(쏟아 부은 湯이 지나는 길),
堰(湯이 제품의 鑄型面으로 흘러 들어가는 입구)을 납으로 때운 原型에서 鑄型을
만든다. 이 때 주조 후 녹로에 깎이는 절삭분의 두께를 포함한 鍮器를 原型으로 한
다. 숟가락이나 얕은 접시 등은 鑄型을 2개로 분할해서 숟가락과 얕은 접시 原型을
빼낸 틈 사이로 청동을 부어 넣는다. 그러나 구연이 오므라진 鋺은 鋺 原型이 상하
로 분할된 2개의 外鑄型에 하나의 中型(內型, 中子)을 끼우고 주조한다. 구연이 오
므라진 鋺의 原型은 상하로 나누고 어그러지지 않게 만나는 面에 홈을 팠다. 이 鋺
原型 내부에 生型砂를 채워 中型을 만들지만 補强을 위해 청동제 뼈대와 같은 芯과
목제 芯棒을 넣었다. 이 청동제 芯에서부터 앞이 가는 四角柱가 연장되어 이 四角
柱를 가진 外型의 사각 구멍에 끼워 넣는다. 구멍을 관통한 四角柱는 外型에서 수
센티미터 튀어나와 있다. 돌출된 四角柱에 뚫린 몇 개의 구멍가운데 1개에 스텐레
스棒을 통과시켜 中型을 外型에 고정시킨다. 목제 芯棒의 고정은, 물을 적신 芯棒에
外型 鑄型砂를 눌러 접착시킨다.

2. 壓延, 도려내기, 스피닝기법
깎아서 움푹해진 철제 皿形鑄型을 바닥에 여러 개 나열해 용해된 주석 22%의 高
錫靑銅을 이 鑄型에 붓고 직경 약 20㎝, 두께 약 3㎝의 원반을 만든다. 그 工房에
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이 원반의 크기는 달라진다. 이것을 화로에서
붉게 될 때까지 가열하여 壓延롤러로 3~4㎜ 정도의 두께가 될 때까지 얇게 한다.
원반은 鑄造 후 담금질해서 절삭한 후 가열하여 壓延하는지, 鑄造한 鑄肌를 그대로
가열하여 壓延하는지, 혹은 가열한 에어해머 등으로 어느 정도 얇게 壓延하는지 확
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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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板을 가열하여 프레스기계로 모양을 떠서 鋺과 접시에 필요한 크기의 원
판을 만든다. 다음에 常溫으로 냉각시킨 원판을 스피닝 가공기계에 장치하여 회전
시킨다. 버너불을 회전하는 원판에 대고 가열한다. 희미하게 붉은색을 띠면 회전 돌
려깎기로 둥근 鋺과 접시를 만든다. 대부분의 회전 돌려깎기 가공은 延展性이 높은
금속판을 상온에서 깎아 곡선 형태를 만든다. 高錫靑銅은 상온에서 단단하고 깨지
기 쉽기 때문에 가열용 버너를 같이 사용함으로서 곡선가공을 가능하게 한다. 숟가
락은 그 외형을 떠서 압축하여 형태를 만든다.

3. 鍛造技法
이번 조사에서는 징과 鋺 제작에 단조기법을 이용한 공정을 기록하였다. 鋺 등은
여러 장을 겹쳐서 한 번에 단조하여 형태를 만들고 도중에 분해해서 1개씩 다시 단
조하여 형태를 정연하게 하지만 그 기법은 조사할 수 없었다. 징은 壓延롤러로 균
일한 두께로 해서 高錫靑銅板을 圓形으로 절단해서 붉게 될 때까지 가열하여 해머
로 두드려 펴서 형태를 만들고 담금질한다. 담금질한 후에는 상온에서 두드려도 깨
지지 않게 변화한다. 징 제작에는 담금질 후 상온에서 몇 번이고 두드려서 調音하
는 工程이 있다. 이 調音工程은 담금질 후 녹로로 연마해 완성된 다른 食器의 鍮器
와는 달리 악기로서 아름다운 音色을 얻기 위한 중요한 工程이라고 할 수 있다.
1983년 鍮器匠 人間國寶를 지정할 때 제조공정에서 주조와 단조(방자, 半방자) 3
종류로 나누었다. 방자는 5~6인이 만드는 대형 징 등의 제작에 적합해야 하고 半
방자는 소형 食器의 제작에 합당해야 한다.

4. 궁구름技法
구연이 오므라진 食器를 만들 때의 특수한 기법이 있다. 石臼에 가열된 鍮器를
옆으로 넣고 앞이 구부러진 철봉을 위에서부터 鍮器 내면으로 강하게 누르고 구연
아래 부분을 바깥쪽으로 부풀려 구연을 오므린다. 철봉에는 橫方向의 목제 손잡이
가 부착되어 있고 이 木棒은 선단을 支點으로 木棒 앞에 한손으로 내려 鍮器 내면
을 누른다. 오른손잡이 工人은 오른손으로 木棒을 조작하고 왼손에 쥔 철제집게로
鍮器를 회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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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금질技法
가열방법은 3가지가 있다. ①鑄造 鍮器工房에서는 용해로 위에 鐵棒을 걸치고 그
위에 鍮器 鋺을 엎어 두고 천천히 가열한다. 표면 색깔로 적정온도에 달한 鋺부터
순서대로 철제집게로 집어 물에 넣는다. ②專用 버너화로 안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鋺을 넣고 순서대로 꺼내어 물에 넣는다. ③숟가락은 전용 鐵臺에 8개정도 위로 향
하게 나열하고 가스 버너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을 중점적으로 가열하여 마지막
에 손잡이를 가열해서 물에 던져 넣는다. 이 방법 중에서 ①과 ③은 균일하지 않게
가열되지만 이번 조사의 서모그래피溫度計로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일본 鑢 제작공방 중에는 鑢의 담금질은 소금물에 넣어 하는 경우가 있다. 물 안
에 가스를 빼기 위해 海水 정도의 농도가 되도록 소금을 넣는다. 물 안에 가스가
있으면 800℃정도로 가열한 려는 입수할 때 가스가 기포로 되어 표면을 타고 오른
다. 기포에 접촉한 부분은 急冷을 방해하여 충분히 담금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끊어지지 않는 鑢로 만들기 위해 담금질 물은 중요하다. 또 물에 접촉한 부
분의 急冷보다 기포에 맞닿은 부분의 急冷이 늦기 때문에 急冷收縮이 일정하지 않
아 변형을 일으킨다. 이렇게 가열한 금속을 물에 넣을 때 기포가 생기는 물은 담금
질에 적합하지 않다. 이번 탐문조사에서 鍮器의 담금질 물에 소금을 넣는 工房은
없었다. 여러 工房 중에서 냉각수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수돗물을 항상 흐르게
한 상태에서 담금질을 하는 工房도 있다. 鍮器의 담금질 가열온도는 鑢보다도 낮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은 수돗물에서도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른다. 어느 工房
의 담금질에서도 물에 넣을 때 수면에 기포는 생기지 않았다.
鋺과 접시 담금질의 入水角度는 ①구연을 위로 향하게 약간 경사진 각도, ②구연
을 위로 향해 수평한 각도, ③구연을 아래로 향해 약 45도로 경사진 각도, ④구연
을 옆으로 향한 각도 등이 있다. 이들은 각 공방에 따라 다르다. 각 工房에서는 이
4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하고 있다. ①은 입수 직후 그릇내부에도 물이 들어
가 균일하게 急冷한다. ③의 입수는 공기가 그릇 내에 머물러 균일하게 急冷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鋺의 오므라진 구연각도와 입수각도, 입수직후 鋺이 물속
에서 회전하는 것 등에서 균일하게 急冷된다. 입수 후 물속에서 鋺 내부에 머물러
있던 공기가 커다란 기포가 되어 떠오르는 것은 없다. 이들 입수각도는 가열온도와
제품의 형태, 두께에 따라 각 工房에서 효과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최선의 담금질방
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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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轆轤硏磨技法
주조, 단조, 돌려깎기 등으로 형태를 만든 후 담금질하여 깨지지 않는 質로 변한
다. 이 工程을 거쳐 녹로에서 절삭, 연마를 행한다. 鍮器를 녹로에 고정하는 방법은
목제 원주형 중앙에 凹形의 홈을 깎아 만든 固定具에 끼우는 것이다.
鑄造鍮器의 鋺은 구연 2.9㎜, 그 외 2.1㎜ 정도 두께로 주조하여 녹로에서 연마
하여 구연 1.8㎜ 정도, 바닥과 高臺 주변 1.4㎜ 정도, 구연과 바닥 중간을 1.1㎜ 정
도가 되도록 한다. 거의 1㎜ 정도, 鋺 외면과 내면으로 연마한다. 구연을 두껍게 하
는 것은 사용 중에 굴곡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으로 구연 이외는 본래 1㎜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바닥과 高臺가 있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된다고 생각된
다. 구연을 두껍게 하고 그 외 부분을 얇게 만들어 양손 위에 놓고 들면 重心이 높
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진다. 이 효과는 이차적인 것으로 중요한 목적은 구연의 굴
곡을 방지하는 보강이다. 스피닝에서는 프레스로 균일하게 된 板을 구부리기 때문
에 鑄造鍮器보다 두껍게 만들어 녹로에서 연마하여 구연이 두껍도록 깎을 것이다.

Ⅲ. 工房調査
1.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1) 生型鑄造의 鍮器製作
生型鑄造로 鋺과 숟가락을 만든다. 석고제 臺型에 놓은 청동제 숟가락을 原型으
로 鑄型을 만든다. 7개 숟가락이 청동제 湯道(녹인 청동이 지나가는 길)로 연결되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鑄型에서 原型을 떼어내는 시점에서 청동이 흐르
는 길이 鑄型으로 만들어져 있다.(도1) 7개의 숟가락을 연결하는 湯道의 형태는 제
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工房의 수준 높은 작업이 보인다. 작업의 목
적은 제품에 鑄型砂를 넣지 않고 가스를 빼는 것, 그리고 凝固收縮이 제품에 나타
나지 않는 것이다. 복수의 原型을 湯道로 연결해 사전에 湯道를 붙여 두는 것과 한
꺼번에 여러 개의 原型 着脫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鍮器에 한정되지 않고 生型鑄造
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다.
1組의 숟가락 鑄型은 약 6분에 만들어진다. 鑄型面을 땅에서 띄워 엎어두고 아래
에서 기름을 태워 鑄型面을 구워 건조시킨다.(도2) 건조 후 2조의 鑄型을 겹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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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정도 기울여 세우고 鑄型에 댄 板을 지름 4㎝ 정도의 棒으로 눌러서 단단히
조인다. 注湯은 10㎏용 도가니에 6㎏정도 高錫靑銅을 녹여 왼손에 쥔 철제집게로
도가니를 잡고 工人은 단단히 조인 棒 옆에 선다. 오른손으로는 선단을 구부린 세
장한 板의 철제공구로 도가니 속의 불순물을 건져내고 도가니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注湯한다. 왼손으로만 도가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도가니를 공중에 띄워서 注湯할
수 없고 도가니를 鑄型 湯口 철제테두리부분에 얹어 안정되게 注湯한다. 이 때 오
른손의 철제공구를 도가니 속에 넣어 용해된 청동 위에 떠 있는 불순물이 注湯으로
鑄型에 들어가지 않도록 청동표면을 막는다. 한사람의 注湯작업으로서는 매우 합리
적이고 완성된 순서와 방법으로 되어 있다.(도3)
구연이 오므라진 鋺은 처음 外型을 만드는데 2분, 中型을 제작하는데 5분, 또 다
른 外型을 만드는데 3분이 걸린다. 완성된 外型을 분해해서 中型을 끼워 고정한 첫
번째 鑄型을 기름불로 굽기 시작할 때까지가 약 3분, 두 번째 鑄型을 굽기 시작할
때까지가 약 2분이다. 鑄型을 만들기 시작하여 굽기까지 전체 공정은 약 15분정도
걸린다. 中型을 끼운 쪽의 鑄型은 약 3分정도 불을 대고 中型이 없는 鑄型은 약 1
분정도이다. 中型을 끼우기 때문에 안쪽까지 乾燥熱이 도달하기 어려워 시간이 걸
릴 것이다. 中型은 청동제 뼈대와 같은 芯이 박혀 있어 芯에서 나온 四角錐 棒의
구멍에 金屬棒을 찔러 外型에 고정한다.(도4~6)

2) 담금질
숟가락은 용해로 위에서 가열하지 않는다. 8개를 專用臺에 나열하여 가스버너로
가열한다.(도7) 버너불을 순서대로 숟가락에 대기 때문에 물에 넣을 때 모두가 같은
온도에서 가열되지 않는다. 버너를 움직이는 속도는 빠르지 않다. 숟가락의 술부부
분을 집중적으로 가열한다. 한번에 8개를 나열하는 것이 한계이고 그것 이상으로
늘리면 효과적인 온도로 전체 숟가락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약 3분간 가
열하여 臺를 손으로 잡고 물이 담긴 그릇에 한꺼번에 던져 넣는다.(도8) 물은 침전
물과 더러움이 전혀 없고 방금 퍼 올린 수돗물과 같다. 急冷한 숟가락은 손잡이부
분은 옅은 金色을 띠며, 술부는 紫色을 바탕으로 한 짙은 회색으로 손잡이와 선단
의 가열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鑄型으로 3개의 鋺을 주조한다. 注湯 후 바로 鑄型에서 꺼내고 약간 식혀
湯道를 두드려 진동으로 제품에서 湯道를 끊는다. 3개의 鋺을 용해로 위에 놓인
철망에 엎어 둔다. 1~2㎝의 작은 석탄을 용해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도가니를 놓
고 약한 바람을 넣어 용해시킨다. 도가니 측면에는 석탄을 넣지 않는다. 용해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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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담은 도가니 위에는 깨진 도가니를 뚜껑으로 덮으면 溶解熱이 鍮器에 부드럽
게 닿아 천천히 균일하게 가열되는 효과도 있다. 용해로 위에 엎어 두고 약 7분 후
첫 번째 유기를 철제집게로 잡아 구연을 위로 향하게 하여 물속에서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서 재빨리 잠기게 해 담금질한다.(도9) 철제집게로 잡은 그대로 물속에 있다.
물속에 있는 시간은 구경 13㎝ 정도 鋺이면 약 3초이다. 바로 물속에서 꺼내 물이
떨어지도록 엎어 놓는다. 이 때 鍮器에서는 湯氣가 생겨 완전히 차갑지는 않다. 3
초보다 물속에서의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어 가열온도가 낮은 鍮器는 순식간에 물
에서 건져낸다. 두 번째는 약 9분 후, 세 번째는 약 9분 30초 후에 입수시켜 담금
질한다. 공방 안은 조금 어두워 鍮器가 가열된 색은 보기 쉽다. 어느 것도 전체가
붉게 될 때까지 가열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다. 그 색
깔의 얼룩을 보고 입수직전에 용해로 위에서 鍮器의 위치를 바꾸어 균일한 온도가
되도록 힘쓴다. 鑄型을 만드는 동안 멀리서도 鍮器의 색깔을 보고 鑄型제작을 중단
하고 담금질을 행한다.

2. 奉化ㆍ金善益씨 工房
1) 生型鑄造의 鍮器製作
김선익씨 공방과 고태주씨 공방은 약 200m 거리로 가깝다. 2개의 工房에서 생산
하는 제품과 鑄造기법은 유사하다. 鑄型제작에 사용하는 작업대에 형태와 각종 도
구, 工程, 작업시간 등 거의 동일하다. 注湯할 때 鑄型을 고정하는 방법과 각도, 注
湯방법도 마찬가지다.(도10, 11) 구연이 오므라진 鋺의 中型을 앞서 단독으로 불로
구워 外型에 끼우는 것은 고태주씨 공방과 다르다. 中型의 고정방법은 청동제 芯을
사용하여 동일하다.(도12)

2) 담금질
숟가락을 담금질하는 工程을 조사하였다. 석탄(혹은 骸炭) 화로 위에 손잡이가 부
착된 망에 십여개를 나열해 둔다. 불이 전체적으로 닿아 중심부는 온도가 높다. 때
때로 불에서 벗어난 숟가락 색깔을 끝까지 살핀다. 적정온도로 판단되면 망을 잡고
옆에 물이 담긴 그릇으로 한번에 던져 넣는다. 물은 침전물이 없이 투명하여 방금
퍼 올린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생각된다.
鋺의 담금질은 鑄型제작 사이에 하지 않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한다. 그 工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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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수 없었지만 가열 화로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가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生型鑄造, 단조, 회전 돌려깎기, 녹로연마 설비가 있고 단조, 회전 돌려깎기 工程
을 조사하였다.

1) 회전 돌려깎기의 鍮器제작
상온에서 식힌 圓板을 鋺 외형으로 만든 鐵製型(도13)에 대고 스피닝加工機에 장
착해 회전시킨다. 곧바로 두 방향에서 重油버너에 着火하여 가열하기 시작한다. 이
때 회전 중심과 원판 중심은 조금 벗어난다. 절삭공구로 테두리를 자르고 회전 중
심과 圓板 중심을 같게 한다. 木棒과 직경 6㎝ 정도의 롤러가 선단에 붙은 철제공
구로 전신의 힘을 다해 구부리고 鐵製型에 맞추어 鋺의 형태를 만든다.(도14) 마지
막에 한번더 회전시키면서 鋺 구연을 절삭구로 깎아 그릇의 높이를 맞춘다. 회전시
킨 채 外形의 틀을 벗겨 마무리한다. 직경 18㎝, 높이 8㎝ 정도의 鋺을 만들기까지
약 3분정도로 1개를 돌려깎기를 마쳐 생산효율이 높다. 대량의 鋺을 重油 버너화로
에 넣어 가열하고 물이 담긴 커다란 용기에 순서대로 넣어 담금질한다.(도15)

2) 단조와 담금질에 의한 징 제작
유기 뚜껑의 담금질은 화로 위에서 회전시켜 균일하게 가열하여 입수시킨다.(도
16) 물에서 건져 평평한 상품에 변형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손으로 구부려 형태를
수정한다.(도17) 담금질에서 조금 변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본래 변형되
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圓板을 대략의 징 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종축방향으로 회전하는 기계를 이용하
는 회전 돌려깎기와 같은 工程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하게는 알지 못한다. 높이 90㎝ 정도 석탄(혹은 骸炭) 화로에 두고 가열하여 높이
60㎝ 정도의 작업대로 이동해서 바로 두드리기 시작하여 제품에서 붉은색이 없어
지고 아주 잠깐만 해머로 두드려 형태를 만든다. 처음은 전체를 가열해서 두 사람
이 마주보고 징 내측면을 두드려 형태를 조정한다.(도18) 그 사이는 겨우 20초로
짧다. 그 후 화로 위에서 2개의 철봉을 사용해 징을 가열하고(도19) 한 사람이 단
조작업을 한다. 일으켜 세운 징의 내측 각도를 정성스럽게 해머로 형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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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의 1/4만 가열하여 약 12초간, 약 20회 해머로 두드린다. 붉은색이 없어져도
약간 두드리지만 바로 중지한다. 두드리는 시간과 횟수가 상기의 것보다 짧은 경우
도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징 전체의 내측 각도를 두드린다.(도20) 이것이 音色을
위한 것인지 整形을 위한 것인지 작업의 목적은 불명확하다. 다시한번 전체를 가열
하여 두 사람이 징 내측면을 해머로 강하게 눌러 전후에 미끄러운 面을 평평하게
만든다. 이 때 해머가 미끄러지기 쉽도록 해머 앞에 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불꽃이
솟아오른다.(도21) 다음은 가열화로 위에서 회전시켜 균일하게 가열하여 징의 두드
리는 面을 위로 향하게 해서 45도 가량의 각도로 물에 넣어 담금질한다. 이 각도의
입수로 짧은 시간, 물속에서 징 내부에 적은 공기가 머문다고 생각되지만 명확하지
는 않다. 물은 붉은색으로 탁하다. 담금질로 거품이 생기지는 않는다. 물에서 건져
바닥에 두고 발로 밟아 고정하여 테두리 측면을 두드려 형태를 정한다. 담금질로
변형되었는지 가열 중간의 鍛造로 成形이 불충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 후 좋
은 音色이 나도록 철침에 대고 징 내면과 외면을 정성스럽게 두드린다. 이 工程은
樂器의 중요한 工程이다. 이 단계에서 테두리는 두드리지 않는다. 때때로 징 외면
(때리는 面)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그 반발로 팽창의 강함을 측정한다. 적정
온도로 전체가 균일하게 반발하도록 두드려 조정한다. 기타 줄과 같이 外面을 두드
리면 줄의 팽창은 풀어지고 內面을 두드리면 줄의 팽창은 조여진다. 內面을 두드릴
때 높은 테두리에 닿지 않도록 긴 해머를 이용하여 外面用과 구분하여 사용한다.(도
22) 마지막 단계에는 빈번하게 손가락으로 눌러 팽창을 측정하고 종료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징을 두드려 음을 듣고(도23), 약간의 조정을 거쳐 완성한다. 그 후 녹
로로 선을 깎고 문양을 넣는다.(도24) 상품으로 전시한 후에도 銅鑼의 강력한 音,
부드러운 音 등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音을 조정해서 판매한다. 調音기술은
深遠해서 오랜 기간의 경험축적으로 이루어진다.

4.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1) 生型鑄造의 鍮器제작
작업대, 도구, 工程, 작업시간 등 奉化의 고태주씨 공방, 김선익씨 공방과 거의 같
다.(도25~28) 구연이 오므라진 鋺 中型만들기와 고정방법은 다르다. 奉化 工房에서
는 청동제 뼈대와 같은 芯을 中型에 넣고 外型으로 돌출된 四角錐 棒의 구멍에 金
屬棒을 통과시켜 고정하지만 여기에서는 中型에 둥근 木製棒을 넣는다. 더욱이 이
둥근 棒에 한쪽을 막은 筒으로 씌워 外型을 만든다. 이 筒을 外型에서 꺼내 木棒과

- 143 -

2009 심포지움 “한국 고석청동기의 제작기술 연구”

外型의 틈을 만들어 外型을 벌린다.(도29) 구연이 오므라진 鋺 상반부 原型을 들어
낸다. 벌어진 外型을 불로 굽고 다시 鑄型을 합친다. 木棒과 外型 틈사이로 물이 깊
이 스며들게 하여 굳히고 外型과 木棒을 접착시킨다.(도30) 합쳐진 鑄型을 반전시
켜 外型을 벌려 불로 굽는다. 鋺 하반부 原型을 꺼낸다. 木棒을 外型에 접착한 채
다시 불로 굽는다. 그 후는 다른 공방과 마찬가지로 鑄型을 합쳐 注湯한다.
숟가락은 7개를 나열하여 1組의 鑄型으로 한 번에 주조한다. 奉化 공방에서는 숟
가락 손잡이부터 湯을 붓지만 이 工房에서는 숟가락의 선단(술부)부터 湯을 부어
넣는다.(도31) 注湯하는 鑄型의 각도가 奉化보다 약간 커 70도 정도 기울이고 있
다.

2) 담금질과 轆轤硏磨
鋺 담금질은 주조 후 湯道를 잘라 다른 방에 모아 3방향을 벽돌로 둘러싼 작은
화로 안에 넣고 口徑이 큰 가스 버너불을 대고 가열한다. 화로의 천정도 철판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불은 화로 안을 회전하여 거의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다. 버너를
대는 위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도중에 鋺의 방향을 바꾼다. 약 1분 30초로 전체가
붉게 된다. 재빨리 그릇물에 넣어 담금질한다. 수돗물을 용기에 흐르게 하여 水溫이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안에 넣어 담금질한다.(도32)
담금질 工人은 버너로 複數의 鍮器를 가열하여 부분적인 온도차가 100℃이내가
되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몸체의 두께가 얇은 鍮器는 가열온도를 약간 낮게
하고 두께가 두꺼운 鍮器는 가열온도를 약간 높게 한다. 입수각도는 鋺의 바닥부터
수평으로 넣는 것을 명심한다. 이것은 底部에 高臺가 있고 약간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입수시킨다. 두께가 얇은 구연부터 넣으면 변형되는 것도 있다. 몸
체의 두께가 얇은 것을 低溫 가열에서 담금질하는 이유는 담금질할 때 변형을 방지
하기 위해서이다.
녹로연마는 奉化 工房과 마찬가지로 움푹한 나무 固定具(도33)로 담금질한 유기
를 끼우고 강철의 절삭공구로 깎는다.(도34~35)

5.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1) 프레스가공에 의한 鍮器제작
기계가공에 의한 대량 生産型 工房이다. 바닥에 나열한 접시형의 철제 鑄型에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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錫靑銅을 부어 圓盤을 만든다.(도36, 37) 원반을 가열하여 壓延롤러로 얇은 板을
제작한다.(도38) 그것을 프레스기계로 도려내어 圓板을 만들고(도39), 거푸집에 대
고 프레스해서 鋺의 형태를 만든다.(도40) 그 외에는 스피닝기계로 돌려깎기 가공
도 한다. 이들 가공은 모두 가열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구연이 벌어진 접시와 鋺
은 이것으로 형태제작을 마친다. 구연이 오므라진 鋺은 다시 구연이 오므라지도록
거푸집으로 프레스한다. 이 거푸집은 수직인 구연을 안쪽으로 기울여 구연이 오므
라지게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 오므리면 구연에 약간의 주름이 생긴다. 몸체를 약간
두껍게 만들고 旋盤과 녹로로 이렇게 생긴 주름을 깎을 것이다.

2) 담금질
대형의 重油 가열화로로 십여 개의 유기를 넣어 가열한다.(도41) 긴 철제의 꺼내
는 棒으로 잡아 화로 밖으로 꺼낸다. 바로 구연을 오므리는 프레스기계로 구연을
오므리고 계속해서 물에 넣어 담금질한다. 꺼내는 작업, 프레스와 담금질작업을 담
당하는 2명의 工人으로 연결되게 작업한다. 화로에서 꺼내 입수까지 약 10초정도
걸린다. 입수각도는 구연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약 45도 각도로 던져 넣는다. 입수
후 물속에서 기포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속해서 대량으로 담금질을 하기 때문에 물
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대형 용기에 수돗물을 흐르게 하면서 작업을 한다.

6.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1) 石臼에 의한 鍛造技法
석탄을 태우는 화로로 가열하여(도42) 圓板을 두드려 편다.(도43) 圓板 중앙에
모여서 한 面만을 두드리기 때문에 조금 뒤로 젖힌다. 이 때 테두리를 약간 두껍게
하여 완성되었을 때 구연이 다른 부분보다 두껍게 되어 있다. 다음은 直徑, 깊이 등
이 다른 複數의 반구형으로 파인 石臼에 올려 위에서부터 쇠망치로 두드려 食器의
凹形을 만든다. 직경이 큰 절구부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圓板의 직경에
맞추어 1개의 절구를 선택해서 마지막까지 같은 직경의 절구를 사용한다.(도44) 30
초 정도 가열해서 15초 정도 절구 위에서 두드린다. 저부를 가열하는 경우와 한쪽
만 가열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에 두드릴 장소를 정해서 가열한다. 몸체 두께가 얇
기 때문에 급격하게 식히기 위해 두드리는 시간이 짧다. 鍮器 鋺과 인도네시아 주
석 23%의 高錫靑銅鋺은 4~5장 겹쳐 한 번에 단조해서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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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에서 장시간 단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量産할 수
있다. 그리고 두께와 형태를 같게 할 수 있다.

2) 궁구름技法
石臼로 鋺의 형태에 가까워진 단계로 화로에서 가열하여 궁구름옥선臺에 鋺을 올
린다. 구연을 工人쪽으로 향하게 해 옆으로 두고 왼손에 잡은 철제집게로 구연을
잡고 鋺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철봉을 鋺 내측면에 작게 새겨진 것에 눌러
부풀린다.(도45)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다. 궁구름옥선臺에 놓고 가공하는 1회
시간은 10~20초 정도이다. 그것으로 구연이 오므라진 鋺의 형태가 된다. 그 후 다
시 한번 石臼에 올려 鋺 내측면을 두드려 鋺 표면의 凹凸을 고르게 하다.(도46) 마
지막으로 직경이 작은 절구에 鋺을 넣어 石臼로부터 3~4㎝ 튀어나온 구연을 다른
鋺의 저부로 눌러 고정하고 구연 외측면을 쇠망치로 전체를 두드려 형태를 정리한
다.(도47)

3) 담금질
담금질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사용한다. 연속해서 담금질한다면
水溫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소금을 조금 넣기도 한다. 이 때 농도는 海水 정
도로 진하지 않다. 담금질 도중 물에 손을 넣어 온도를 계측하고 온도가 높다고 느
낄 때 물을 새로 갈아준다. 철봉에 걸어 입수시키기 때문에 옆으로 물에 넣어 수중
에서 위로 향하게 된다.(도48)

Ⅳ. 熱處理技術
1. 高錫靑銅의 熱處理에 대해서
한국 鍮器 화학성분은 청동 78%, 주석 22%이고 보통 청동제품(주석 10%이하)
에 비해 주석함유량이 매우 높다. 이러한 高錫 청동제품은 상온에서 靭性이 부족하
여 깨지기 쉽기 때문에 熱處理로 特性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일정한 온도로
가열한 뒤 물속에 넣는 담금질法이다.
8) 養田實ㆍ定塚武敏,『高岡銅器史』, 高岡銅器協同組合,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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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鍮器 제품의 제조방법에 주조(jumul), 단조 2종류가 있고 단조방법은 더
욱이 방자(bangja)와 半방자(ban-bangja) 2가지가 있다. 방자는 움푹 파인 돌에 溶
湯을 부어 완성된 圓板을 出發材로 鍛造해 가는 방법이다. 半방자는 生型鑄造로 만
든 圓板을 두드려 成形해 가는 방법이고 궁구름技法이라는 특수한 成形法(後述)을
이용하는 특징도 있다. 高錫靑銅合金에서 冷間加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열하는
사이에 加工하고 있다.
이상으로 서술한 담금질을 위한 가열온도와 가열하는 사이의 加工溫度는 공인이
오랜 기간 조사와 경험에 의해 판단되고 있다. 이번에 적외선 서모그래피를 이용해
서 여러 工房의 이들 온도를 계측하고 鍮器의 熱處理 온도자료 축척을 시도하였다.

1) 鍮器의 담금질 온도
(도49)는 Cu-Sn 平衡狀態圖을 나타낸다. 이 合金은 凝固溫度範圍가 길기 때문에
주석 22% 합금이 상온에서의 금속조직은 α相과 α+δ 共析조직으로 된다. δ相은 매
우 약한 조직이고 熱處理로 이것을 없애 靭性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586℃이상 798℃이하 온도로 가열하여 共析組織을 β相으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이
것을 물속에 넣는다. 차가운 물에 의해 高錫靑銅은 急冷되고 δ相을 다시 추출하지
않고 靭性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때 상온에서 금속조직은 β’ 마르텐사이트이다. 熱
處理溫度가 520℃(문헌에서는 510℃)~ 586℃이하의 낮은 경우 δ相은 γ相이 되지
만 이것을 물속에서 담금질하여 γ相을 그대로 過冷할 수 있기 때문에 脆性은 개선
된다.

2) 高溫鍛造
주석이 20%인 高錫靑銅은 550℃~650℃의 범위에서 점성이 있는 鍛鍊性을 가지
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 22%에서는 그것보다 온도범위가 조금 넓게 나타내고 있다.
다만 650℃ 이상이라고 해도 液相이 798℃이하라면 bcc구조를 가진 β相은 안정적
이고 가열 사이의 鍛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溫度計測方法
본 연구에서는 熱處理溫度를 계측하기 위해 赤外線放射溫度計를 이용한다.(도50)
이것은 측정 대상물에서 방사하는 赤外 放射에너지를 검출기로부터 電氣信號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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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켜 칼라 熱畵像로 표시하는 장치이다. 赤外線 放射率은 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체와 표면 상태에 따라 적당한 방사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으로서 k 熱電對를 접합한 鍮器자료를 가열해서 赤外線放射
溫度計로 온도측정을 하였다. 熱電對 표시온도와의 비교에서 最適放射率을 ε=0.65
로 한다. 다만 鍛造와 같이 반복해서 熱處理를 하여 표면이 검게 산화된 한 것은
장치의 취급설명서에 첨부된 放射率表(出典 : Mikael' A Bramson, infrared
radiation (A handbook for application pp.535-536, Plenum)를 참조해서 검게
산화된 銅의 방사율은 ε=0.88을 사용하였다.
또한 赤外線放射溫度計로 온도측정을 할 때 노이즈(측정 대상물이외의 적외선 入
射)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며 화로 위에서 가열되고 있는 靑銅器物 등의 측정은 어
렵지만 화로불의 영향이 적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화로 자체 그것의 온도와의 비교
에서 熱處理온도로 하였다.

2. 담금질 온도
도51~56은 각지의 鍮器工房에서 측정한 담금질 온도의 대표적인 측정결과를 나
타낸다. 奉化ㆍ고태주씨 공방에서는 주조를 위한 용해로 위에 철제망을 놓고 그 위
에서 열처리를 위한 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로로부터 赤外放射의 영향도 있고
온도는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러한 外亂의 영향이 적다
고 생각되는 위쪽(椀에서는 저부) 온도의 평균치는 대략 620℃였다.(도51) 숟가락
의 경우(도52) 나열하여 버너로 머리 부분을 가열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병부
는 가열하지 않는다. 앞에서부터 5번째까지 머리 부분의 온도 평균치는 610℃였다.
배경에 高溫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열온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奉化ㆍ김선익씨 工房에서도 주조에 용해로를 사용하여 열처리를 하고 있다. 측정
치는 725℃이었다.(도53) 金泉ㆍ김일웅씨 공방의 징 담금질 前 온도는 670℃이었
다.(도54) 金泉ㆍ김원현씨 공방에서는 專用 열처리장소에서 담금질이 이루어졌다.
보통은 밝은쪽의 주위가 어두워질 무렵에 하였지만 하루 중에 밝을 때 자료를 획득
했기 때문에 열처리온도는 다른 공방보다도 조금 높은 750℃이었다.(도55) 다만 김
선익씨 공방의 자료도 그렇지만 화로 안의 청동제품 측정 자료이고 실제 온도보다
는 높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居昌ㆍ이선술씨 공방에서는 대형의 가스화로로 熱處理를 하고 있다.(도56) 화로
내의 均熱部는 다른 공방의 방식과 비교해서 매우 넓다. 화로 벽면의 온도는 약
750℃이고 샘플 온도는 715~74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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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담금질을 위해서 α+β相 영역까지 가열하고 있고 담금질 후 조직은 β’ 마르
텐사이트로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熱間加工溫度
도57~62는 金泉ㆍ김일웅씨 공방에 있어서 가열 사이의 加工에 관한 자료를 정리
한 것이다. 김씨의 공방에서는 회전 돌려깎기 가공도 직접하고 있다. 스피닝機械에
고정된 高錫靑銅 圓板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가열하여 돌려깎기 加工을
한다. 赤外線放射溫度計로 이러한 回轉體의 온도도 측정할 수 있다. 도57은 가공을
시작했을 즈음의 온도자료이다. 670~700℃로 가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이
진행되어 板이 변형될 때에도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670~700℃ 정도이었다.(도
58) 이것은 가공 중에도 버너로 가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징의 때리기工程에서는 테두리부분과 저부의 가공이 있다. 테두리는 가공할 부분
만 가열해서 가공한다.(도59) 가열되지 않은 부분의 온도가 400~430℃인 것에 대
해 가공부분의 온도는 630℃ 정도이다. 가열해서 두드리는 장소를 이동하여(도60),
테두리 전체를 가공한다. 저부는 전체를 가열한 뒤 2人 1組가 되어 鍛造加工을 한
다. 가열온도는 약 700~ 710℃이고(도61) 650℃부터 때리기 시작하여 590℃ 정도
의 온도에서 가공을 멈춘다.(도62) 그 후 다시 가열해서 두드리는 工程을 반복한다.
김일웅씨 공방에서 鍛造에 가장 적당한 온도로 鍛造加工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63~66은 寶城ㆍ한상춘씨 공방에서 하는 半방자의 熱加工 工程이다. 630℃로
가열된 圓板(도63)을 當金 위에서 두드려 휘어간다. 두드리기는 510℃로 온도가 떨
어질 때까지 한다.(도64) 약간 온도는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에 도달하지만 측
정되는 온도는 어디까지나 표면온도이고 내부는 아직 표면보다 온도가 높을지도 모
른다. 실제로 이 工程에서 깨지지는 않았다. 도45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깊게 패인
鋺은 궁구름옥선기臺를 이용하여 鋺 내측면을 가공한다. 이 工程은 半방자에서 고
유의 공정 중 하나이다. 도65는 加工開始 때의 熱畵像이고 도66은 終了 때의 熱畵
像이다. 궁구름옥선기法 중 鍮器 온도 시간에 대한 변화를 도67에서 알 수 있다.
加工開始 때 평균온도는 630℃ 정도이고 가공으로 깨지기 쉬운 위험영역이다. 55
0℃ 이하는 10초 후, 가공을 마치는 것은 16초 후로 이 때 평균온도는 530℃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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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熱處理된 鍮器의 전형적인 금속조직
도68~70은 寶城ㆍ한상춘씨 공방에서 되물림된 出發材 鑄造板, 중간 과정의 鍛造
材, 그리고 鍛造 후 담금질한 그릇의 금속조직을 나타낸다. 鑄造材에서는 α相이 나
뭇가지형태로 성장하는 양상이 보인다.(도68) 이것은 溶湯이 냉각되어 고체가 되는
과정으로 최초로 성장하는 固相이고 최대 15.8%의 주석을 固溶한 청동이다. 최종
凝固영역의 부분은 α相과 δ相(Cu41Sn11)으로 된 共析組織이다. δ相은 매우 취약한
相이고 상온에서의 취약성, 가공성의 불량 등이 원인이다. 그리고 鑄造 때 생긴 鬆
도 많이 보인다.
이 鑄造材를 630℃로 가열해서 단조한 재료 조직을 도69에 표시하였다. 鍛造에
의해 鬆도 없어진다. 그리고 鑄造材로 덴드라이트組織인 α相은 分斷되고 塑性 가공
으로 생긴 雙晶이 확인된다. α相 외에는 鑄造材와 동일한 α+δ 共析組織이 보인다.
이 단조품을 담금질한 금속조직이 도70이다. α相은 도69에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
를 띠고 雙晶도 확인된다. 담금질로 δ相은 소실되고 마르텐사이트 組織으로 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鐵鋼材料에서 이 마르텐사이트는 매우 단단하고 취약한 조직이지
만 高錫靑銅에서는 δ相의 취약함을 개선한다.

Ⅴ. 맺음말
鍮器를 만드는 生型鑄造에서는 鑄型 1組로 2~3개의 鋺을 제작할 수 있다. 숟가
락은 1組의 鑄型으로 8개를 주조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이고 鍛造로 만드는 것보
다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 그리고 회전 돌려깎기로 생산효율이 더욱 높아진다. 구연
이 오므라진 鋺은 生型鑄造로 곤란하지만 鋺의 原型을 상하로 분리하는 방법과 中
型에 芯을 넣어 고정시키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 더욱이 프레스로도 구연을 오므
린 鋺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鍛造와 궁구름臺를 이용하여
구연을 오므리는 技法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단조
기법만으로 구연을 오므린 高錫靑銅鋺이 만들어지고 있다.9)
인도네시아에서는 鋺, 징은 鑄造된 圓盤을 두드려 펴서 鍛造로 형태를 만든다. 숟
가락도 대략적인 형태를 石鑄型으로 주조해서 그것을 鍛造로 만든다.10) 인도네시아
9) 三好正豊씨(大阪市在往의 鍛金作家)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비디오테이프에서 三好正豊로부터 지도
를 받았다.
10) 三好正豊씨(大阪市在往의 鍛金作家)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비디오테이프에서 三好正豊로부터 지도
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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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다란 징의 담금질은 때려 울리는 面을 위로 향하게 해 입수시키는 工房, 아래
로 향하게 해 입수시키는 工房 등이 각각 존재한다. 한국 鍮器에서도 鋺의 입수각
도는 工房에 따라 다르다.
鍮器의 담금질 물은 연속적인 담금질에 의해 水溫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수돗물을 흘려보내면서 한다. 물 온도에 주의하지만 물속의 가스는 그다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赤外線放射溫度計에 의한 熱處理 온도 계측에서 담금질 온도와 열가공 때의 온도
가 밝혀졌다. 측정 환경 등의 外亂에 의해 오차는 있지만 담금질 온도는 670℃이상
의 비교적 높은 온도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열 사이의 加工은 약 600℃전후의
온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구름技法에서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가공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鍮器의 실제 熱處理온도와 금속조직, 한국 이외의 高錫靑銅 열처리온도
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의 고대 高錫靑銅 열처리기술을 상세하게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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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철제 틀에 生型砂를 채워 넣고 숟가락 7

2.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숟가락의 鑄型面을 엎어 벽돌로 높여 두

3.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왼손의 철제집게로 도가니를 잡고 선단

개를 한꺼번에 주조할 鑄型이 완성될 무렵. 고 아래부터 重油를 태워 건조시킨다. 그을 이 구부러진 오른손의 鐵棒으로 불순물이
숟가락의 柄部부터 湯(녹인 靑銅)을 붓는 음도 鑄型面에 부착시킨다.

鑄型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湯面을 누르

방법이다.

면서 注湯한다.

4.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구연이 오므라진 鋺의 상반부 原型을 떼

5.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도4의 中型을 상하로 뒤집어서 外型에

6.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中型을 꺼낸 도4의 原型 바닥 구멍(도5

어내고 中型을 꺼내 표면을 정리하고 있다. 끼우고 外型에서 연장된 四角棒의 구멍에 의 中型 한가운데 棒이 꽂혀있던 구멍)을
金屬棒을 통과시켜 고정한다. 中型 한가운 鑄型砂로 메운 후 原型을 들어낸다.
데 棒은 나중에 나사를 돌려 벗긴다.

7.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색을 보기 쉽게 그늘의 臺에 7개의 숟가

8.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버너 1대로 전체를 균일하게 가열하는

9.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鋺의 담금질은 병부가 짧은 철제집게로

락을 나열하여 가스 버너불로 숟가락을 가 것은 어렵다. 臺를 손에 쥐고 한꺼번에 물 구연을 잡고 비스듬히 아래로 향하는 각도
열한다. 술부는 장시간 불을 대고 병부는 로 던져 넣는다. 술부는 흑회색이지만 병부 로 입수시킨다. 물속에서 동그라미를 그리
시간을 끌지 않는다.

는 옅은 황금색으로 온도 차이가 있다.

며 鋺 내부에 공기가 머물지 않도록 한다.

10. 奉化ㆍ金善益씨 工房

11. 奉化ㆍ金善益씨 工房

12. 奉化ㆍ金善益씨 工房

합쳐친 鑄型을 약 60도 각도로 기울이고

湯口(녹인 靑銅을 붓는 입구)의 철제 틀

구연이 오므라진 鋺을 주조한 직후 外型

板을 댄다. 板과 선단이 막힌 柱사이에 棒 부분에 도가니를 얹고 注湯한다. 도가니의 을 벗긴 것. 中型에는 보강과 고정을 위한
을 넣고 鑄型을 단단히 조인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안정되게 注湯할 청동제 芯이 박혀 있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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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중심에 회전 돌려깎기 기계에 鋺 형태가

14.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회전 돌려깎기로 鋺을 만들고 있는 것.

15.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회전 돌려깎기를 한 후 鋺을 大型의 重

있고 좌우에서 重油버너로 가열하여 모형 가열된 圓板의 색이 보기쉽게 방을 조금 油 화로에 대량으로 나열하여 가열하고 1
에 圓板을 눌러 鋺을 만든다.

어둡게 하였다.

개씩 꺼내서 왼쪽 水桶에 넣어 담금질한다.

16.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17.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18.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담금질하기 위해 鍮器의 뚜껑을 화로에

담금질 후 變形을 확인하고 角에 뚜껑을

서 가열하고 있다. 화로는 작업하기 쉽도록 대고 손으로 눌러 變形을 수정한다.

가열하여 테두리를 세운 징이 크게 일그
러진 것을 두 사람이 두드려서 수정한다.

높게 만들어져 있다.

19.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다음은 해머로 두드릴 부분을 정해서 왼

20.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징의 안쪽 角을 해머로 두드려 형태를

21.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마지막으로 해머 앞에 기름을 부어 미끄

손에 철제집게, 오른손에 철봉으로 징을 조 균일하게 한다. 바로 냉각시켰기 때문에 5 러지기 쉽게 하여 두 사람이 징 바닥을 해
종해서 가열한다.

回 정도 나누어 전체를 가공한다.

머로 문질러 평평하게 한다. 그 후 담금질
한다.

22.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담금질 후 징 안쪽과 바깥쪽을 전용 해

23.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때리는 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강도를 측

24. 金泉ㆍ金一雄씨 工房
최종단계에서 녹로를 사용하여 內面을

머로 두드려 펴고 强度를 조정하여 아름다 정하고 그 강약으로 調整의 종료를 판단한 깎는다. 外面은 여러 개의 동심원선으로 깎
운 음색을 찾는다.

다. 마지막으로 1~2回 音을 듣고 확인한 아 모양을 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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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주조 鍮器의 전형적인 한 사람 작업장.

26.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오른쪽이 鑄型面을 굽는 장소. 왼쪽이 鑄

27.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鑄型을 만드는 작업대 위. 사진 맞은편에

왼쪽이 鑄型을 만드는 작업대. 중앙 안쪽이 型을 만드는 작업대. 그 사이가 注湯 장소. 서서 鑄型을 만든다. 사진 앞에 中型의 芯,
鑄型面을 굽는 장소. 오른쪽은 溶解爐.

앞에서 鑄型을 경사지게 놓는다.

刷毛, 離型材 등이 놓여 있다.

28.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29.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30.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鑄型面을 重油로 태워 굽는 장소. 왼쪽

中型을 外型에 고정하는 芯이 奉化 工房

도29 다음에 外型을 씌우고 棒에 물을

그릇에 重油를 담아 그 안에 불을 붙이는 과 다르다. 이 공방에서는 목제 圓柱形 棒 흘려 접착력을 높인다. 外型의 鑄型砂를 끼
손잡이가 있는 도구가 담겨져 있다.

을 사용한다. 상반부의 原型을 들어낸다.

워 넣어 접착ㆍ고정한다.

31.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32.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33.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완성된 숟가락의 鑄型. 奉化 공방과는 다

철제 원판으로 뚜껑을 한 화로 안에 鍮

중앙이 움푹한 목제 固定具에 鋺을 끼우

르게 숟가락의 선단인 술부부터 湯을 붓는 器를 넣고 앞에서부터 가스버너로 가열하 고 녹로를 회전시켜 절삭공구로 깎는다.
다. 그 후 鑄型面을 굽는다.

여 오른쪽 아래 물통에 넣어 담금질한다.

34.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35.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다양한 幅과 각도를 지닌 녹로용 절삭공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목제 固定

36.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주석 22%, 구리 78%가 용해된 靑銅을

구를 나누어 사용하여 鍮器의 內面과 外面 具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같은 형태의 모 부어 넣고 圓盤을 주조하기 위한 철제 鑄
을 절삭하고 연마한다.

든 鋺의 內面을 깎고 다음은 外面만 깎는 型을 바닥에 나열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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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나무 가루가 산란해 있다. 부어 넣은 靑
銅 표면에 나무 가루가 타서 炭化되어 湯
面에 산화막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으로 생

38.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도37 鑄型으로 만든 圓盤을 가열하여 壓
延機에 몇 번이고 통과시켜 板을 만든다.

39.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도38에서 얇아진 板을 가열하여 圓形으
로 도려내어 프레스機로 두께 4㎜의 圓板
을 만든다.

각된다.

40.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도39에서 만든 圓板을 가열하여 鋺의 형
태로 프레스해서 鋺을 만든다.

41. 居昌ㆍ이선술씨 工房
重油 화로 안에 鋺을 나열하여 한 번에

42.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벽돌과 흙으로 만든 화로에서 圓板을 가

가열한다. 1개씩 꺼내 바로 프레스해서 구 열한다. 화로 오른쪽에서 전동송풍기로 바
연을 오므리고 입수시켜 담금질한다.

람을 보낸다. 연료는 작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43.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當金 위에서 두드려 圓板을 얇게 하면서
조금씩 뒤집는다. 여러 번 반복한다.

46.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도45 후 다시 石臼를 사용하여 구연 내

44.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다양한 크기의 石臼 중에서 크기에 맞는

45.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도44에서 움푹 들어간 鋺을 궁구름옥선

절구만을 사용하여 鋺 형태로 움푹하게 한 기臺에 놓고 왼손으로 鋺을 회전시키면서
다.

鋺 내측면을 누른다.

47.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48. 寶城ㆍ韓相椿씨 工房

다시 다른 鋺의 저부를 구연에 끼워 누

화로로 가열하여 철봉에 걸쳐 물 위로

측면을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바로 잡는다. 르고 구연 외측면을 망치로 균일하게 완성 건져내 옆으로 입수시킨다. 철봉으로 그대
한다.

로 눌러 鋺이 물속에서 위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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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u-Sn 평행상태도

50. 赤外線放射溫度計에 의한 온도 계측과 자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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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奉化ㆍ高泰柱씨 工房
椀 담금질 前 上部 평균온도 620℃

53. 奉化ㆍ金善益씨 工房
椀 담금질 前 上部 평균온도 725℃

52. 奉化ㆍ高泰柱씨 工房(도7 참조)
숟가락 담금질 前 평균온도 610℃

54.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9 참조)
징 담금질 前 평균온도 670℃

※화로 온도에 의한 外亂 있음

55. 金泉ㆍ김원현씨 工房
椀 담금질 前 평균온도 750℃
※화로 온도에 의한 外亂 있음

56. 居昌ㆍ이선술씨 工房(도41 참조)
椀 담금질 前 평균온도 7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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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3~14 참조)

58.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3~14 참조)

스피닝 加工(初期)

스피닝 加工(상당히 진행된 상태)

가열온도 670~700℃

가열온도 670~700℃

59.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6~21 참조)

60.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6~21 참조)

加工하고 싶은 부분만 가열. 조금 더 가열하여 高溫부분을 65

테두리 加工. 加工부분 평균온도 630℃, 低溫部 430℃

0℃ 정도로 한다.

61.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6~21 참조)
全面가열 평균온도 708℃

62. 金泉ㆍ金一雄씨 工房(도16~21 참조)
底部가공 완료 후 평균온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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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寶城ㆍ韓相椿씨 工房(도42 참조)
가열 평균온도 630℃

65. 寶城ㆍ韓相椿씨 工房(도45 참조)
궁구름옥선기法 0s

64. 寶城ㆍ韓相椿씨 工房(도43~44 참조)
鍛造 종료 후 평균온도 510℃

66. 寶城ㆍ韓相椿씨 工房(도 45 참조)
궁구름옥선기法 16s 경과

67. 궁구름옥선기法에서 熱間加工 중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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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鑄造材의 조직사진 (左)OM, (右)SEM

69. 鍛造材의 조직사진(非열처리품) (左)OM, (右)SEM

70. 鍛造材의 조직사진(담금질 후) (左)OM, (右)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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