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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試料採取

Ⅰ. 序  言

全南 新安郡 曾島面 道德島 앞바다 新案海底引揚船舶(1978年∼1984年까지 遺物 

및 船體引揚)에서 引揚된 銅錢에 관한 科學的 保存處理가 모두 끝나 古代中國貨幣

의 양상과 引揚 出土 船舶의 年代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당 保存科學硏究室에서는 引揚한 銅錢 26,755kg의 많은 量을 保存處理 過程에서 

녹(錆) 및 雜物質로 2,639kg이 除去되어  保存處理 完了된 銅錢量은 總 24,136kg이

고, 銅錢의 種類는 66件 300種으로 判明되었다.

本考에서는 旣發表된 新安海底遺物(資料篇Ⅱ : 1984.9), 保存科學硏究(第6, 7輯 : 

1985, 1986年), 1987年 分析室에서 分析한 銅錢 等 지금까지 短篇的으로 實施된 銅

錢 57件 123種에 對한 原子吸光法에 따른 分析 結果를 綜合整理하 다.

Ⅱ. 試 料

分析對象 銅錢은 年代가 가장 오래된 新國 王莽 天鳳元年인 西紀14年에 만들어진 

貨泉을 비롯하여 約 1300年間에 鑄造된 銅錢을 年代順으로 整理하여 總 66件 300種

중 試料採取가 不可能한 9件을 除外한 57件 12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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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實 驗

1. 試料採取

지금까지 4年에 걸쳐 採取된 銅錢은 57件 123種이었고 選別된 銅錢은 銅製 

brush를 使用하여 表面의 異物質 및 靑銅 녹을 除去한 후 Hand drill(Joke 

Germany, dia, 2mm)를 利用하여 다음과 같은 4개 위치에서 10mg정도의 試料를 

採取하 다.

                          



2. 分析過程

Sampling한 試料 10mg을 50ml 비이커에 넣어 HCl(1 : 1)과 HNO3(1 : 1) 용액을 

소량을 加한후 Hot plate위에서 60℃로 가열하여 질소 酸化物을 除去한 후 冷却시

켜 100ml 용량의 플라스크에 試料용액을 넣은 다음 증류수를 표선까지 넣었다. 標

準液은 1,000ppm짜리 原子吸光分析用 標準液을 使用하 다.

分析裝置는 原子吸光分析機(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Model 3030, U. S. A.)를 使用하여 分析하 다.













Ⅳ. 結  言

지금까지 旣發表된 바와 같이 保存科學硏究室에서 分析한 新安 銅錢은 모두 57件 

123種으로 主成分元素는 Cu-Pb-Sn係의 靑銅貨이다. 대략적인 비는 6 : 2 : 1로 기

복이 있는 편이고 微量成分 元素는 (Sb, Fe, Zn)와 아주적은 元素(Ag, Ni, Co) 및 

흔적 元素(Mn)로 分類되었다.

南宋 孝宗 乾道年間(1165∼1173)에서부터는 年代가 내려감에 따라 구리(Cu) 및 

주석(Sn)의 含量은 적어지며 납(Pb)의 含量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時代가 내려 갈

수록 銅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값이 싸고 鑄造性이 좋은 납(Pb)을 많이 代用한 

것으로 思料된다.

本 銅錢의 分析資料는 靑銅遺物의 鑄造技術의 發達過程과 銅錢의 流通經路 및 産

地推定 等 學術的인 硏究資料로 活用하는데 科學的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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