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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金屬顯微鏡에 依한 組織檢査

Ⅰ. 序 言

1980年 부터 6次에 걸쳐 引受한 銅鐵은 26,755㎏이었고 保存處理에 5年 10個月이 

所要되었다.

또한 本 處理에 動員된 人員만 延人員 7,000名이 所要 되었다.  銅錢 處理할 當時

만 하여도 莫大한 銅錢의 量에 놀라 엄두를 내기도 힘들었던 銅錢이 드디어 1986年 

7月에 處理完了 되었다.

1980年 9月 부터 1986年 7月까지 5年 10個月間에 걸친 當室, 全職員들의 刻苦의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感謝를 드린다.

本考에서는 지금까지 當室에서 實施한 銅鐵의 處理方法 保存處理中에 判明된 銅錢

의 種類等 지금까지 發表된 銅錢의 保存處理를 總整理 하 으며 또한 68種의 銅錢을 

分析하여 銅錢의 主要成分을 究明하고 銅錢의 組織을 살펴 보았다.

Ⅱ. 新安 銅錢 引受引繼

1980年 9月 20日에 1,500㎏을 引受 받은 것을 始作으로 1982年 2月 1日 300㎏을, 

1982年 3月 18日에 11,656㎏을, 1982年 9月 28日에 6,949㎏, 1983年 11月 30日에 

6,352㎏을, 1984年 8月 18日에 나머지 18㎏을 引受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新安 海底

引揚 銅鐵의 總 引受量은 26,755㎏이었다. (表 1참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保存科學硏究室 物理金屬實驗室

위와 같은 많은量의 銅錢을 全職員이 一致團結하여 保存處理를 實施하 다.

1983年에 1,485㎏을 處理完了한 것을 始作으로, 1984年에 2,925㎏, 1985年度에 

12,600㎏을 1986年度ㅏ에 7,126㎏을 處理하여 引受받은 總 26,775㎏의 銅錢을 保存處

理 完了 하 다.

그런데 保存處理後의 銅錢의 重量을 測定한 結果 總 24,136㎏으로 集計되었다.  

이는 處理中에 녹 , 酸化物, 貝殼類 海士 等의 雜物 2,639㎏이 除去된 것이다. (表 

2參照)

이렇게 保存處理가 完了된 銅錢은 1984年 2月 7日에 1,485㎏을 國立中央博物館으

로 引繼하기 始作하여 1986年 8月 29日까지 4回에 걸쳐 引繼 完了하 다.

Ⅲ. 保存處理

引受 當時 銅鐵은 바닷속에 長期間 沈沒되어 있었던 관계로 海水鹽分 以外에 貝

殼類, 海士, 銅鐵錆등이 엉켜붙어 있어 銘文조차 判讀할 수 없을 程度의 매우 不良한 

狀態 다.  (사진 1) 이러한 銅錢들은 그대로 放置하여 둘 경우 계속 腐蝕이 進行되

어 原形조차 잃게 되므로 시급한 保存處理가 必要하 다.

그러나 再三 强調하지만 워낙 莫大한 量이므로 그 處理方法에 있어 상당한 鎭痛

을 겪어야 했다.  早速한 時日內에 가장 효율적인 保存處理를 위하여 Bee's Wax에 

의한 被覆處理法, 物理的處理法, Incralac 에 의한  被覆處理法,Paraloid B-72+ BTA 

Epoxy 樹脂에 의한 被覆處理法등 여러 가지 方法을 비교, 검토한 뒤 처리하 다.

新安에서 引揚된 銅錢은 600∼700여년 동안 海水中에 있었던 것으로 脫鹽處理를 

할 때 腐蝕된 錆이 계속 溶出되며 錆이 없어질 때까지 Cl-이 檢出되므로 銅錢에 發

生하는 錆은 惡性의 錆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므로 이 惡性 錆의 再發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銅錢에 汚染된 海水의 鹽分과 貝殼類, 海洋生物 等의 有機物과 

海土 等을 洗滌∙除去하는 作業이 必要하 다.

이를 위하여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 水壇(3m×1.5m×80㎝ 수조1개, 2m×1m

×80㎝수조 2개, 1.5m×1.5m×80㎝ 수조2개)를 製作하여 (사진2) 銅錢을 水槽에 水浸

하고 攪半하면서 繼續的으로 수돗물 을 넘치게 하여 흘려보냈다.

長時間 수돗물 에 沈積시켜야하므로 처리 도중에 銅錢의 表面에 發生된 鹽化物이 

酸素와 水分과의 反應으로 腐蝕이 再發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腐蝕抑制劑인 

Benzotriazole (C6H4NHNIN)과 Mercapto Benzothiazol(C6H4SCNIN), Dicyclohexyl 

Ammoniun Nitrite [(C6H)2NH∙HNO2]를 各各 1%로 하여 水槽에 投藥하 다. (사진

3) 물론 이러한 藥品處理를 하면서 週 2回정도 수돗물 을 交換하여 주었다.

어느정도 汚染物을 제거한 뒤 다시 스테인레스綱을 利用하여 人力으로 水洗하

다. (사진4) 이때 銅錢에 附着된 녹(錆)등은 수돗물 과 함께 씻겼으며 貝殼類 등의 

雜物은 人力으로 골라 내었다.  이런 方法으로 계속 Cleaning 을 하여 文字가 선명

하게 나타나도록 하 다.

Cleaning 이 끝난 銅錢은 다시 수돗물 에 水沈시키고 3% B∙T∙A를 投藥하 다.  

普通 引揚된 銅錢의 Cl
-
 濃度를 測定할 경우 대개 350ppm 정도로 測定되는데 (Mohr 

法에 依함)  이런 方法으로 處理하여 Cl
-
 의 濃度를 15ppm 정도의 수돗물 과 비슷

하게끔 해 주었다.  Cl
-
 의 濃度가 수돗물 정도로 떨어지면 다시 Cl

-
 의 濃度가 

3ppm 미만인 증류수에 沈積시켜 Cl
-
 의 濃度가 10ppm 미만이 되도록 水浸시키고 

물을 계속 갈아 주었다.

銅錢의 Cl
-
 의 濃度가 10ppm 미만으로 떨어지면 腐蝕防止劑인 Benzotriazole (以

下 B∙T∙A라고 稱함) 3% 수용액에 浸積하고, Alcohol 과 置換한 뒤 乾燥시켰다.  

乾燥된 銅錢의 表面에 B∙A∙T가 附着되어 美觀이 不良하므로 브러쉬(Brush) 등을 

利用하여 洗滌하 다.



이와 같이 處理된 銅錢은 保管하는 동안 空氣中의 腐蝕性 gas 나 鹽分등에 汚染

되면 空氣中 水分과 作用하여 再腐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銅錢을 30% Incralac 용액에 浸積시켜 眞空含浸시킨후 被膜處理(Coating)하 고 (사

진 5) 常溫乾燥하 다. (사진6)

이상과 같이 處理 完了된 銅錢은 15㎏씩 비닐봉지에 담아 제습제인 Silcagel 과 

함께 保管箱子에 넣어 보관하 다. (사진7, 사진8)

Ⅳ. 新安銅錢 分類

中國은 世界에서 貨幣 制度가 가장 일찍 성립된 나라의 하나이다.  周時代에는 八

銖半兩이 鑄造되었고 漢時代와 隋時代에는 五銖錢이 鑄造되었다.  그리고 貨幣가 유

통되기 전에는 貝貨도 중요한 貨幣의 기능을 하 다.

둥근 모양의 鑄貨의 發生에 많은 향을 미쳤던 것은 夏∙殷∙周를 거쳐 奏時代

에 使用되었던 刀貨이다.  이것은 翦枝用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자루의 끝부분은 

圓形이며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  刀貨는 中國 最初의 圓形鑄貨라고 하는 「圓字錢

」과 비슷하다.

鑄貨에 구멍이 있으면 꿰미로 묶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 후부터 구

멍이 뚫린 鑄貨가 크게 보급되었던 것이다.

구멍이 뚫린 圓形鑄貨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급속히 發展하 다.  그리고 王朝가 

바뀜에 따라 여러 種類의 鑄貨가 發行되었다.  특히 鑄貨의 둥근 구멍이 네모진 구

멍으로 변함에 따라 鑄貨의 中央은 더욱 매끈하여졌다.  구멍이 네모로 된 것은 製

造過程에서 四角棒을 揷入하여 硏磨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1)
 

新安海底遺物의 發掘로 引揚된 銅錢은 그 量的인면에서나 種類면에서 類例를 찾

기 힘들 程度로 많았다.  이들 銅錢은 例外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圓形이며 四角의 

郭과 孔이 있고 앞뒷면에 둥근 緣이 있으며 製作 당시의 年號에 元寶나 通寶를 붙인 

中國의 普遍的인 圓形鑄錢들이다.

書體에 있어서는 楷書∙隷書∙篆書∙行書∙草書가 모두 쓰여졌으나 특히 判讀이 

쉬운 楷書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銅錢을 貨幣의 機能인 交換手段으로 

모든 사람들이 使用하는데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配慮로 생각된다.

이들 銅錢들은 모두 漢文으로 쓰여져 있으나 元代에 만들어진 大元通寶만은 蒙文

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나 重量에 있어서도 다른 銅錢들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

新安銅錢中에는 中國이 아닌 다른 나라의 銅錢도 하나 끼어 있었는데 그것은 「

天福鎭寶」라는 銅錢으로 984年 安南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당시 宋과 安南

이 서로 交易關係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좋은증거이다.  그리고 그 속

에는 「天下太平」이란 것도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交換手段으로서의 貨幣의 機能보

다는 德談같은 것을 써서 마스코트처럼 가지고 다녔던것 같다.  그래서인지 다른 銅

錢들은 成分分析 結果 구리의 含量이 가장 많았으나 「天下太平」만은 주석(Sn)의 

含量이 유난히 많았다.
2)
 



新安海底引揚銅錢을 年代別로 살펴보면 鑄造年代가 가장 오래된 것은 新나라 王

莽 天鳳元年(14年)에 만들어진 「貨泉」이며 가장 年代가 늦은 것은 元 武宗 至大 3

年(1310년)에 만들어진 「至大通寶」와 「大元通寶」이다.  그렇다면 약 130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이 銅錢들이 과연 交換手段으로서 流通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貨幣價値보다는 商品으

로서의 價値로 선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木間(물표)의 內容이 선

적일자 (5月11日)와 銅錢의 무게 (十貫, 十二門, 一田早米), 手決을 貨主의 이름과 그 

分量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上記와 같은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또 다른 可能性은 中國 주변의 여러나라들이 貨幣鑄造技術의 未熟과 鐵生産의 不

足 등으로 貨幣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量의 銅錢을 貨幣로 使用하기 위해 수

입해 가는 과정중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中國은 일찍이 鑄錢業이 發達

하여 東洋의 여러나라로 銅錢을 輸出하 고 우리나라에서도 中國錢이 우리나라의 銅

錢과 함께 流通되었던 時代도 있었다.
4)
  특히 宋나라 銅錢은 對宋貿易이 활발하여짐

에 따라 많은 量이 유입되었으며 이때 유입된 宋錢은 對日貿易의 決濟手段으로 使用

되거나 貴顯家의 외래 사치품 購入에 使用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신관섭 編, 「貨幣全史」, 韓國造幣公社, 1970.,pp.6∼7.

2) Cu(구리)0.43%, Pb(납)13.6%, Sn(주석)91.2%,Sb(안티몬)0.547%, Zn(아연)0.055%, Fe(철)0.424%, 

Ni(니켈)270ppm, Ag(은)90ppm, (李昶根 외2名「保存科學硏究」6輯, 「新安銅錢 成分分析에 關한 硏究

(1)1p166참조)

3)李命憙, 「月刊文化財誌」 2月號 [新安海底銅錢調査(1)」, 1983,pp.62∼63.

4)신관섭 編, 上揭書,p.7.

그러나 이것은 確實한 史料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引揚된 銅錢가운데 鑄造年代가 가장 떨어지는 元나라 武宗 至大3年

(1310년)인 「至大通寶」와 「大元通寶」가 있는 것으로 보아 沈沒船의 沈沒時期가 

1310년 이후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Ⅴ. 新安銅錢의 成分分析

1. 分析 對象 銅錢

1984년 「新安海底遺物」(資料編)과 1985년 『保存科學硏究』第六輯에 發表되지 

않은 것을 對象으로 開元通寶 4種을 비롯하여 32件 55種을 分析 對象으로 하

다. 對象 銅錢의 種類, 時代, 規格 및 特徵은 다음과 같다.





















2. 試料 採取

銅錢 32件 55種을 우선 選別하 다. 選別된 銅錢은 表面의 異物質 및 靑銅 녹을 

除去한 후 Hand drill (Joke Germany, dia, 2㎜)를 利用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위

치에서 10㎏정도의 試料를 採取하 다.

3. 分析 과정

試料 10㎎ 비이커에 넣어 HC1(1:1)과 HNO3(1:1) 용액을 소량 加한후 Hot plate

에서 60℃로 加熱하여 질소 酸化物을 除去한후 冷却시켰으며 100㎖ 용량의 플라

스크에 試料용액을 넣은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넣었다. 液은 1,000ppm짜

리 原子 光分析用 液을 使用하 다. 分析장치는 原子 光分析機(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Model 3030, U․S․A)를 使用하

으며 分析 結果는 <表 3>과 같다.































Ⅵ. 金屬 鏡에 依한 組織檢査

1. 對象試料의 種類 및 時代는 표 4와 같다.



2. 顯微鏡 組織試驗 工程

試料採取→Mounting→硏磨→세척→Etching→洗滌→組織檢査 및 寫眞撮影

3. 實驗方法

金屬의 結晶組織을 觀察하기 위하여 베이크라이트(Bakelite)에 고정시켜 回轉光澤

硏磨機로 硏磨 後 附着液 (Ammonium hydroxid - hydrogen peroxide)을 製造하여 

腐蝕(Etching)시킨 다음 알콜 (Alcohol) 에 沈積시켜 乾燥 후 金屬光學顯微鏡(Union 

Model No. 7035)으로 觀察하 다.

4. 비커어스 硬度 (Vickers hardness) 試驗

비커어스 硬度試驗은 押入體로서 꼭지각이 θ=136°인 다이아몬드 사각추를 試驗

片에 가압하 을 때 생기는 押入面積(㎟)을 하중으로 나눈 값이 비이커스 硬度이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Hv=
2P sin

θ
2

d 2

θ = 136°

Hv = 1.854 × P
d 2
(㎏/㎟)

단, P : 하중(㎏),          d : 피라밋드 자국의 대각선 길이(㎟)

θ : 피라밋드 대면각의 각도   

本 試驗은 300㎏의 하중을 10초동안 押入시켜 押入面積을 Vickers Hardness 

Number Table for Microhardness Tester 에 依한 산출

________________________

5) 工業專門大學敎材 編纂委員會 『全屬材料』, 博英社, 1978, pp.29∼36.

6) 上揭書, p.98.



5. 組織寫眞 및 解設 

合金의 種類 : Cu - Pb - Sn系

腐植液 : NH4OH 100cc, H2O2 100cc, H20 100cc























위 銅錢의 合金狀態를 觀察한 結果 合金의 狀態圖는 Cu 및 Pb의 兩側에 고용도

가 없으며 兩원소는 기계적으로 혼합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熔融狀態에서는 兩者

의 현저한 比重差에 의해 두 液狀으로 分離되어 鑄造時 교반하면서 鑄型에 주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組織寫眞에서 나타난 白色部分은 初晶 Cu이며, 黑色部分은 白

色의 結晶粒界에 려나 Pb가 326°이하에서 凝固한 것으로써 비커어스 硬度 測定 

結果 銅錢의 Pb함량이 많을수록 硬度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Ⅶ. 結 語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當室에서는 5年 10個月에 걸쳐 銅錢 24,136㎏을 

保存處理 完了하 고 이것은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으로 引繼되어 保管되고 있다.

保存處理過程中 判明된 銅錢은 모두 66件 299種으로 貨幣經濟史∙書藝史∙銅錢史

등의 여러 分野의 硏究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新安海底引揚 銅錢은 沈沒船의 

年代와 出航目的등을 밝히는데 重要한 資料가 되었다.

또한 銅錢의 成分分析 結果 年代가 내려감에 따라 Cu 및 Sn 의 含量은 적어지며 

Pb 의 含量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時代가 내려감에 따라 Sn 보다 값이 싸고 鑄造

性이 좋은 Pb 을 많이 使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本 銅錢의 組織 및 分析 資料는 銅製品의 鑄造技術의 發達 過程과 銅錢의 流通경

로 및 使用지역 확인, 産地 推定 等 學術的인 硏究資料로 活用하는데 科學的인 뒷받

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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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安 銅錢 目錄

本 銅錢 目錄은 保存 處理 過程에서 判明된 銅錢의 種類를 拓本하여 年代順으로 정리

하여 古錢 硏究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밝혀진 銅錢은 모두 66件 299種으로 1984년 「新安海底遺物」(資料編)에 發表된 62種

과 1985년 「保存處理硏究」 第六輯에 실린 172種外에 새로이 밝혀진 銅錢 85種(☆로 表

示하 음)을 總 망라하여 66件 299種을 年代順으로 수록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