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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慶州地域)에서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17개소의 청동공방유적( 工房 )
들에 대한 연구결과 이들 유적들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궁중공방(宮中工房), 
관영공방(官營工房), 사영공방(私營工房)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경주지역의 청동공방은 
소규모의 궁중수공업(宮中手工業)을 위한 공방에서 대규모의 관영수공업(官營手工業)을 
위한 공방으로 발전을 했고, 이후 귀족의 등장에 따라 사영수공업(私營手工業)으로 변
화하였다. 

궁중공방은 궁성(宮城)이 위치했던 월성(月城), 전 임해전지(傳 海殿址)와 인근의 
황남동(皇南洞)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으로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다.

관영공방은 경주시 동천동 일대에 집중된 청동공방으로 한 지역에 집중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 관영공방 단계에서는 공방 옆에 대형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는 공방
에 소요되는 원자재(原 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
로의 보수작업에 청동공방에서 발생한 폐기물(廢棄物)이 사용된 점은 도로와 청동공방
이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영공방은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된 공방으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匠人)들이나 개
별적인 공장(工匠)들이 귀족들에게 흡수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공방으로 시내 곳
곳에 공방이 위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귀족들의 가택(家宅) 안에 마련된 작
업장인 사영공방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방의 운영주체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영공방은 왕경 안에 위치한 대형사찰에서 절 안에 공방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하던 공방으로 청동주조와 관련된 작업장이 주로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안에서 운영된 청동공방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기술
력과 상품의 교역권, 생산지(生産地)와 수요처( )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회
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청동공방(靑銅工房), 궁중공방(宮中工房), 관영공방(官營工房), 사영공방(私營工房),   

        사영공방(寺營工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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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천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동안 신라의 도성이 존재했던 고대 도시이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도시는 정치 경체 문물의 집합지이며 당대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한
다. 또한 도시는 한정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궁성, 주택, 사찰, 시
장, 창고, 도로 등과 같은 많은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기능을 함께 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시는 그 내부공간을 매우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동시에 구역별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게 되며, 한편으로는 개개 공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대 도시유적은 시가지를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
로에 의해서 구획된 방형의 공간, 즉 방리(方 )에 의해서 공간이 구획되고, 이렇게 구
획된 공간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공간과 공동공간이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광
장, 시장과 같은 시설과 함께 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즉 공방 등이 위치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주 시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거주했던 가옥들과 종교시설인 사찰, 왕경내 공간을 구획한 도로와 담장
시설, 출입문 등과 같은 많은 시설물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간 안에서는 
좀처럼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노지, 수혈 등과 소토가 묻힌 수혈[폐기장] 등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은 일상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시설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별반 주목을 받
지 못한 채 불명유구(不明 構)  혹은 소토유구(燒土 構) 와 같은 이름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 연구성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 유적들은 통일신라시대 
당시에 운영되었던 금속생산 관련유적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근거자료이다. 

경주지역에서 금속생산과 관련된 유적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먼
저 철 생산과 관련된 유적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한 합동발
굴조사단에서 발굴조사한 경주 황성동 철생산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
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조철부 생산과 관련된 정련로와 주조철부 용범, 단
야로, 공인들이 거주했던 마을 등이 발굴조사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논고가 발표된 바 
있다1).
1) 世基, 1991, 慶州 城洞住居 , 34回 全國歷史學大會發 旨 .
   李榮勳, 1991, 慶州 城洞 器 作 構 , 34回 全國歷史學大會發 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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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에서 청동 생산과 관련된 유적은 청동을 녹였던 도가니가 확인된 전(傳) 임
해전지, 신라왕경, 황남동, 동천동 등이며 그 외에도 시내 곳곳에서 금속생산공방과 관
련된 다수의 유적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철기생산공방과 달리 
청동생산과 관련된 공방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
다. 다만 당시에 이루어진 금속생산과 관련해서 출토유물에 대한 조직검사와 구성성분
분석을 통한 제작기술연구가 금속공학분야와 보존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라왕경지역에서 이루어진 금속생산 유적들에 대해서는 개개유적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이들 공방유적의 분포와 의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공방을 중심으로 개개유적
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비록 유적에서 청동 제련 정련노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개
별적으로 청동도가니가 출토된 유적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당시 신
라왕경내에서 이루어진 금속생산유적의 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
진 조사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운영되었던 청동공방의 성격과 그 의의 그
리고 공방을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청동생산공방은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공방관련유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분포를 살펴보면 신라왕경의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연
구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구리에 대한 금속학적 특징과 문헌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까지 청동공방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리는 황화동( 化  Cu2S 혹은 CuFeS2), 휘동광(  Cu2S), 적동광(   
Cu2O) 등의 광석을 정련하여서 얻어지는 금속으로 공기 중에서는 잘 산화되지 않지만 
   孫明助, 1997, 慶州 城洞 의 性格에 대하여 , 新 文化  十四  - 1 3C 慶州地域의 

과 文化-, 東國大學校 新 文化硏究所.
   孫明助 朴文洙, 1999, 慶州 城洞 524-9番地 爐 國立慶州博物 .
   國立慶州博物 , 2000, 慶州 城洞 .
   慶北大學校博物 , 2000, 慶州 城洞 .
   啓明大學校博物 , 2000, 慶州 城洞 .
   國文化 保 團 (株)大 住宅, 2001, 慶州 城洞 537-2 아파트 新 敷地 發掘 査 報告書 .
   송의정, 2004,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발굴조사와 그 의의-1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영남고

고학20년발자취 , 嶺南 古學會, pp.15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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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산화되면 암적색이 되고 탄산가스나 습기와 접하면 염기성( 基性) 탄산(炭 )
에 의해서 녹이 생긴다. 구리의 용융점은 1083 이며 다른 금속과 섞인 합금이 되면 용
융점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중국의 天工 物) 에서는 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상에 쓰이는 구리 가운데 채광하여 제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홍동( ) 뿐이다. 
그러나 구리에 노감석(爐甘石) 능아연광( 亞  : ZnCO3)이나 아연을 넣어 제련하면 
빛깔이 변해서 황동( )이 되며, 또 비상(砒  : As2O3) 등의 약을 넣어 제련하면 백
동(白 )이 된다. 명반(明礬 K2SO4 Al2(SO4)3 24H2O)이나 초석(硝石 질산칼륨 : 
KNO3) 등의 약물을 넣어 제련하면 청동이 된다. 또한 주석을 넣으면 향동( )2)이 
되고, 아연을 넣으면 주동( , )이 된다. 그러나 바탕의 재료는 단 한 가지 홍동 
뿐이다3).

그리고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에서는 구리와 그 합금에 대한 여러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데, 황동에 대해서는 동 황철 백동 황동 )  등이 사용되고 있다.

삼국사기  屋 條)에 의하면 진골은 방을 금은 유석 오색무늬로 장식할 수 
없었으며4) 차기조( 條)에서는 수레 굴레와 가슴장식 그리고 마구인 보요(步搖)에 
금은 유석의 사용을 금했다5). 그리고 복식조(服 條)를 살펴보면 육두품은 신발과 허
리띠에 유철( )과 동을 사용할 수 있었다6).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는 금은 다음으
로 유석 혹은 유철을 귀한 금속으로 여기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백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칭(異稱)이 없는 듯 하며, 오동(烏 )에 대해서는 여러가
지 설이 분분한 형편이다. 최근 이에 대해서 청동에 흑칠( 漆)한 것을 오서유철동(烏
犀 )으로 보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7). 그러나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이지만

2) 구리에 주석을 10 25% 다량으로 첨가한 청동으로 소리를 내는 종과 같은 악기를 만든다.
3) 宋應星 지음 崔炷 주역, 1997, 天工 物 , 傳 文化社, p.314.
4) 三國史  卷 三十三 志 二 屋 條
   眞  室 廣不得 二十四尺 不 唐瓦 不施  不 懸  不 以 石五彩 不磨 石 不 三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禁  屛 禁  床不 玳瑁沈 .
5) 三國史  卷 三十三 志 二 條
   眞  材不用 檀沈  不得帖玳瑁 亦不敢 以 玉 子用 已下 不 二  坐子用 二

已下 用 已下 前後幰用小文 已下 以深 碧  用  以 碧 且用
布 以  牛勒及 用 布 環禁 石 步搖亦禁 石.

6) 三國史  卷 三十三 志 二 服條
   六 品 幞 用 布 只用 布 內 只用小文 布 只用 布 帶只用烏犀

 只用 布 禁烏비 皺文 皮 帶用烏犀  履只用皮  布用十八升已下.
7) 山本孝文, 2004, 半島의 唐式 帶와 그 歷史的 意 , 嶺南 古學  34, 嶺南 古學會,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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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洲書種博物攷 ) 8)에 따르면 청동합금의 하나로 오동을 들면서, 동
의 색깔이 흑색의 자주빛을 띄는 것으로 왜(倭)의 제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
다9). 라고 고증하고 있다. 따라서 오서유철동을 하나의 재질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
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청동공방과 관련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최주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구리도가니

에 대한 분석결과 도가니 안에 동광석분말( 石 末)과 숯을 넣고 그릇 안에서 숯불
로 동을 제련한 것으로 밝혔으며10), 조업연대가 8세기인 경주 동천동 681-1번지 유적
에서 조사된 구리 정연로의 노벽에는 약 0.5  두께로 동재( 滓)가 덮혀 있었고, 노 
내부에서는 좁쌀만한 구리알갱이가 흙과 섞여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구리의 녹는점은 
1,083 의 고온인 점으로 볼 때, 도가니나 제련로에서 제련한 구리는 일부만이 작은 입
자가 되므로, 이를 채로 쳐서 선별한 뒤에 다시 제련과정을 통해서 구리를 얻었다고 추
정하고 있다11). 그의 연구는 청동의 제련과정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당시 
공방의 생산활동을 구체적으로 추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을 열어주었다.

권혁남은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제련노와 출토된 청동 슬래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숯을 연료로 사용하여 동광석을 제련하였으며, 노의 온도는 1,200  이
상의 높은 온도는 올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직경 10  미만의 도가니는 제련
된 생동(生 )을 녹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동에 납 함유량이 높은 점으
로 볼 때 작은 애완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그러나 이 결과는 
동천동유적에서 확인된 여러 공방 중 한 곳에 대한 분석결과이므로 이후 유적들에 대해
서도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공방에서 사용한 청동의 성분
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8) 五洲書種博物攷 은 1834년(순조 34)에 조선의 실학자인 李圭景(A.D.1788 ?)이 쓴 기술서적

으로 화학기술을 전반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4책 1권 활자본으로 그의 저서인 五洲 文 散稿
의 부록이다. 내용은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9) 權 , 1999, 國古代의 屬工 , 한국공예논총  제2집 1권, 한국공예학회, p.84.
10) Ju Choi, 1996, The feature of the Korean Bronze Age-Form the Metallurgical Viewpoint, 

Proc. The Forum for The Fourth Intern. conf. on the Beginning of the Use of Metals and 
Alloys(BUMA- ), Jan. 16 17, 1996, Shimane Japan, The Japan Institute of Metals,  
pp.25 46.

     최주, 1997, 4) 야금술의 발달과 청동유물의 특징 ,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pp.227 232.
11) 宋應星 , 崔炷 , 1997, 天工 物 傳 文化社, pp.314 320.
12) 權 男, 2000, 古代 爐에 대한 硏究-경주 동천동 유적출토 동슬래그를 중심으로- , 國民大

學校 大學  屬材料工學科 碩士學位 文, pp.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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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태는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성분조성과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3). 이에 따르면 성덕대왕신종은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86:13으로 매우 정제된 원
료를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원료의 산지를 추정한 결과 납 성분이 1% 이하로 
확인되었다. 이는 납이 광석에서 불순물로 함유된 것임을 나타내며, 납동위원소비를 측
정한 결과 시료는 모두 한반도 남부의 광석을 사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771
년경에 신라는 광석을 대량 채굴할 수 있는 구리광산을 운영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구리광산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일본의 마구치
현(山口 )에 소재한 나가노보리도우샨( 登 山)유적14)과 쿠니슈우(國秀)유적15), 오
오사카(大 )부의 타이(太井)유적16)을 들 수 있다. 먼저 나가노보리도우샨 유적에서는 
대규모 구리광산이 개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련노 등이 조사되었는데, 인접한 생활유
적인 쿠니슈우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대부완이 출토되었다. 이에 대해서 渡 一
은 7세기후반부터 통일신라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구리생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구리와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17). 그리고 오오사카부 타이유
적의 청동공방에서는 하지끼(土師器)를 재사용한 청동도가니18)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공
방 북쪽에 위치한 도랑(H-56)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기 완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문헌사학계와 경제사학계에서는 고대~중세사회의 공방에 대해서 일련의 논고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남운은 삼국사기  官志(中))에 나타난 수공업 관련 관사의 직임과 신라 
13) 姜炯台 吾 權 男 兪惠仙, 2004,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의 성분조성과 납동위원소

비 , 박물관보존과학  제5집, 국립중앙박물관, pp.49 57.
14) 池田善文, 1990, 登 山 , 東町敎 委員會.
    池田善文, 1993, 登 山 , 東町敎 委員會.
    池田善文, 1998, 登 山 , 東町敎 委員會.
15) 團法人山口 敎 團 山口 敎 委員會, 1992, 國秀 .
16) 大 府敎 委員會 ( )大 府文化 査硏究 -, 1996, 太井 .
17) 渡 一 , 1998, 産 源- 登 山 以前 産 - , 月刊文化 374

(特 發掘 産 歷史), 文化廳文化 保 , p.14.
18) 하지끼(土師器)를 재이용하여 만든 청동도가니는 나라의 헤이죠오쿄(平城京) 내에서도 일부 확인

되는데, 헤이죠오쿄 右京八條一坊十三 十四坪에서 확인된 폐기장 주변 출토품을 제외하면 그 수
량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청동도가니의 제작방법에서 확인되는 차이를 공인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헤이죠오쿄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청동공방과 별도의 공인집
단을 상정하였는데, 오오사카부의 타이(太井)유적 그리고 헤이죠오쿄 右京八條一坊十三 十四坪
의 공인집단을 같이 묶어서 서로 그 계통이 다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므로 하지끼를 재이
용한 도가니를 사용하는 공인집단은 일반적인 형태의 도거니를 사용하는 공인집단과는 구분될 가
능성이 크다고 한다.

    國立奈 文化 硏究所, 1989, 平城京右京八條一坊十三 十四坪發掘 査報告書 .



186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수공업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궁중수공업 으로 26개 관사를 분류하고, 이를 각각의 직
( )임을 밝혔다. 그리고 궁정수공업장에서는 궁정노예, 관노비 및 준노예 즉 노예적 노
동담당자들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생산품은 대중국세공품(對中國歲 品), 교역
품(交易品) 등과 같은 국가공용이나 왕실 귀족에 대한 현물지급에 충당된 것으로 보았
다19).

홍희유는 신라의 수공업을 관청수공업과 민간수공업으로 분류하고, 전자를 다시 협
의의 관청수공업과 궁정수공업, 성(城)수공업으로, 후자는 다시 개별적인 수공업자, 농
민수공업자, 개별적인 봉건세력들의 수공업으로 구분하였다20). 그러나 이 분류는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공방의 운영형태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지만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구분한 관계로 개개 공방에 대한 모습을 밝히지는 
못했다.

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손영종과 조희승은 홍희유의 분류안을 수용한 입
장에서 삼국시대의 수공업을 경영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농민들
의 가내수공업, 둘째는 전업적수공업자들이 경영하는 민간수공업, 셋째는 관청수공업이
다21). 또한 전업적 수공업자들의 범주 안에 사찰에서 운영한 공방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구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출토유물에 대한 설명과 구분을 통
해서 수공업(공방)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공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인 접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임영주는 삼한을 비롯한 고구려, 백제의 공장(工匠), 공예기술, 신라의 공장제도와 공
업, 공예생산물에 대하여 정리했다22). 하지만 이 역시도 전세된 유물과 문헌자료에 나
타난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공방의 실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박남수는 신라의 수공업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개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
적했다. 그는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립하는 단계부터 이미 농업으로부터 분리된 전문 수
공업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편성이 신라의 수공업 
경영형태 이며, 그 성립에 대한 발전과정이 신라사회의 성격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라 수공업의 형태를 각각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으로 나누
고, 민간수공업은 다시 농민수공업과 일반수공업, 귀족들의 사영수공업으로 분류했
19) 白南 , 1933, 朝 社會 濟史 改 社, pp.356 361.
20) 홍희유, 1988,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 지양사, pp.21 33.
21) 손영종 조희승, 1990, 조선수공업사(1) , 공업출판사, p.55.
22) 林永周, 1992, 國古代工匠 , 文化  25, 文化 理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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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그의 연구는 신라의 공방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의미를 살폈기 때문에 이후 수공업 및 공방관련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이러
한 구분은 현재에 있어서 공방연구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 및 경제사학계의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실제 
발굴조사된 유적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고고학분야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의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보고자는 동 유적에 
대한 고찰24)을 통해서, 동 유적의 성격을 함께 출토된 목간과 석제 인장의 존재에 근거
하여서 당시 이곳에 창고와 공방이 존재했음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청동 
및 유리도가니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의 청동공방과 유리공방이 존재했
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유적내 공방의 존속시기에 대해서는 7세기 3/4분기로 추정
을 하였으며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木 ), 도가니, 유리(琉璃), 연유토기( 土器)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25). 그 결과
에 따르면 황남동 376번지 유적은 기원후 7~9세기경의 생활유적으로 일반민들의 생활
과 관련되기보다는 관청 또는 왕실과 관련된 공방 및 창고유적(倉庫 )으로 추정되
고 있다. 또한 필자도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공방으로 추정되는 수혈과 
노지의 존재, 그리고 청동도가니와 석추, 칠이 묻은 토기편의 존재를 근거로 통일신라시
대초인 7세기대에 이곳에서 관영공방이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청동공방의 확
산이 이루어지는 8세기 이후는 관영공방의 해체와 귀족들이 운영하는 사영공방으로의 
변화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23) 朴南守, 1996, 新 手工業史 , 신서원.
    朴南守, 1998, 1) 수공업의 발달 ,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pp.179 204.
24) 尙周 安在皓 朴光烈 泰 皇甫垠淑 崔相泰 張曉星, 2002, 慶州 皇南洞 376 

一新 時代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 .
25) 崔炷 安在皓 尙周 權熹 秀哲 正 朴奇勳 善太, 1994, 國 最初의 慶州市 皇

南洞 出土 유리 熔  도가니 및 유리구슬에 대한 연구 ,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제1권제1호,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pp.11 33.

     崔炷, 1997, 4) 야금술의 발달과 청동유물의 특징 , 한국사  3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
사편찬위원회, pp.227 250.

     崔炷 외, 1998, 삼국시대 신라 연유 도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 , 제8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
회(개요집) ,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喆, 2000, 慶州地域 新 工房 , 新 學硏究  제3집, 위덕대학교 신라학연구소, pp.143
185.

     喆, 2002, 慶州 皇南洞 376番地 新 工房에 대한 再 , 慶州文化  8, 경주문화원, pp.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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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왕 14년(A.D.674)에 완성26)된 임해전은 월성 북편에 위치하며 궁궐에 부속된 
원지(園池)로 동궁(東宮) 으로 불려졌다. 1975~76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호안석축( 岸石 )과 건물지 5동이 확인되었다. 연못 내부
에 퇴적된 뻘층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당시 생활과 관련된 유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출토유물 중 공방과 관련된 유물은 두드림에 쓰는 벼림망
치27)와 도가니 등이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 임해전지에서 출토된 공방관련 유물은 망치와 도가니이다. 출토된 도가니는 크게 
2종류로 구분이 되며, 구연부가 내경하는 형태의 도가니는 청동도가니가 아닌 다른 금
속을 녹였을 가능성이 있다28). 여러 가지 형태의 도가니가 출토된 점은 다양한 용도에 
26) 三國史  卷 七 新 本  七 文武王下.
    十四年 二月 宮內穿池 山種  珍禽奇獸.
27) 홍정실, 1998, 한국의 연장 , 길금공예연구소, p.80. 
28) 李 暎, 1992, 國古代 屬工 硏究 , 一志社, p.28. 도1. 池 출토 도가니 중 좌측 상단 참조.
    실제로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이케( 池)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 중에서 금 은을 녹였던 도가니

는 일반적인 형태인 반구형의 도가니가 아니라 정선된 태토로 제작된 옹(甕)형으로 구연부가 내경

연 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E25 
3층 갯벌 망치

벼림망치. 단면 장방형. 한쪽 면은 편평하게 만들고 반대
쪽은 뾰쪽하게 만듦. 신부 중앙에는 2.2 1.3 의 장방
형 자루구멍이 있음.  11.7 , 刃 幅 2.7 ,  2.4 .

2 J17 동편 
3층 갯벌 망치

벼림망치. 단면 장방형. 한쪽 면은 편평하게 만들고 반대
쪽은 뾰쪽하게 만듦. 신부 중앙에는 2.5 1.5 의 장방
형 자루구멍이 있음.  14.6 , 幅 4.0 ,  2.2 .

3 갯벌 도가니 반구형. 원저. 내면에 청동찌꺼기가 부착됨.

표 1. 전 임해전지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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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도가니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다고 추정되며, 궁궐 내에 위치한 점으로 볼 때 
성격은 궁중수공업인 관영공방으로 추정된다. 

신라왕경 S1E1 지구는 경주시 구황동 355-4번지 일대(북위 35 50 14 , 동경 129 14
4 )에 위치하며, 황룡사지 남동쪽 외곽에 해당한다. 1987~200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당시 조방제도에 의해서 구획된 1방(坊)안에 독립된 공간
으로 구획된 가옥 18채와 도로, 담장시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29).

공방지로 추정되는 유적은 각 가옥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먼저 제8가옥에서 확인된 
제6건물지는 청동과 유리제품을 생산한 공방지로 추정되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이다. 건물 내부의 서쪽 칸의 소토유구(燒土 構)에서는 소토와 목탄, 재, 슬래그 등이 
청동도가니 편과 함께 확인되며, 건물 밖으로 연결되는 배수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
인된다. 그리고 제6건물지 서쪽에서는 길이 2.3m, 너비 1.7m의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건물지는 당시 청동제품을 생산하던 공방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제8
가옥에서는 다른 건물과 달리 모두 5기의 우물이 확인된 점 역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방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제9가옥에서 확인된 공방지는 후대의 교란에 
의해 범위를 구분지어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동쪽에서 유리도가니와 소토, 
잡석군( 石 )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왕경 
S1E1에서 확인된 공방관련 유물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연번 건물 유물명 내        용

1
제1가옥

도가니
포탄형. 첨저. 구연부와 신부의 일부가 결실. 구연부 한 쪽에 注
口가 만들어짐. 내면에는 금속이 부착됨. 器  13.8 , 口徑 
11.3~12.4 .

2 도가니 
뚜껑 삿갓형. 방형 꼭지가 부착됨. 器  6.7 , 口徑 13.3 .

3 제3가옥 도가니 원통형. 평저. 기면에 목판으로 정면한 흔적이 있음. 器  15.6 , 
口徑 14.9 , 底徑 10.8 ,

표 2. 신라왕경 S1E1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하는 형태이다.
    國立奈 文化 硏究所 料 , 1992, 工房 .
    國立奈 文化 硏究所 料 , 2000, 池 .
29)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2002, 新 王京 發掘 査報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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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물 유물명 내        용

4

제4가옥

유리
도가니

포탄형. 첨저. 내 외면에  琉璃  皮 이 부착됨. 내면에 乳
白  化物 부착. 現  8.0 .

5 도가니 포탄형. 첨저. 내면에 異物  부착됨. 現  5.9 .
6 도가니 

뚜껑
삿갓형. 방형 꼭지가 부착됨. 신부 1/2결실. 외면에  異物

 부착됨. 꼭지 幅 4.8 .
7 석추 활석제 추. 現  6.7 , 幅 7.1 , 厚 1.3 , 孔直徑 0.7 .
8 공이 석제품. 중앙에 5.2 의 원형 홈이 있음.  19.0 .
9 제7가옥 석추 활석제 추.  7.7 , 幅 4.1 , 厚 4.4 , 孔直徑 0.8 .
10 집게 단조품. 부식이 심하지만 집게로 추정. 現  12.4 , 幅 0.9 , 厚 0.3 .
11

제8가옥

도가니 
뚜껑 방형 꼭지가 부착됨. 現  4.7 , 現口徑 7.1 , 꼭지 3.5 3.0 .

12 도가니 
뚜껑

구연부 및 신부의 1/2결실. 방형 꼭지가 부착됨. 器  5.1 , 口
徑 7.7 , 꼭지 3.5 3.0 .

13 도가니 
뚜껑 구연부 일부 결실. 유두형 꼭지가 부착됨. 器  2.2 , 口徑 6.1 .

14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外 . 入口부분 일부 잔존. 現  5.1 . 
入口直徑 3.4 .

15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外 . 入口부분 일부 잔존. 現  4.2 . 
入口直徑 2.3 .

16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外 . 入口 및 신부 일부 잔존. 現  
7.2 . 入口直徑 3.2 .

17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外 . 入口부분 일부 잔존. 現  9.0 . 
推定 入口直徑 9.0 .

18 숫돌 일부 결실. 중앙부분에 홈.  12.2 , 幅 3.7 , 厚 4.1 .
19 숫돌 정면 측면에 2~3줄의 홈.  30.0 , 幅 3.7 , 厚 4.1 .
20 유리구슬  원형 유리구슬과 곡옥. 直徑 0.4 내외.
21 유리제품  棒狀 유리제품. 厚 0.16 내외.
22 제9가옥 유리

도가니 유리도가니
23

제18가옥

석추 활석제 추.  4.95 , 幅 2.75 , 現最大厚 1.75 .
24 활석 활석 덩어리.  4.5 , 幅 5.0 , 厚 2.8 .
25 활석 활석 덩어리.  10.2 , 幅 7.7 , 厚 3.0 .
26 활석제품 활석제 추 반제품.  13.5 , 幅 15.75 , 厚 2.5 .
27 활석제품 활석제 추 반제품.  17.45 , 幅 19.8 , 厚 2.7 .
28 남편

동서도로
석추 활석제 추.  10.3 , 幅 5.5 , 厚 3.7 .

29 집게 단조품.  17.0 , 幅 0.65 , 厚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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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건물 유물명 내        용

30
기타지역

도가니 포탄형. 첨저. 구연 및 내면에 異物  부착됨. 구연부에 注口 있
음. 器  11.0 , 推定口徑 11.5 .

31 도가니 포탄형. 첨저. 구연 및 내면에 異物  부착됨. 구연부에 注口 있
음. 器  12.4 , 口徑 10.6~12.0 .

32 석추 활석제 추.  6.5 , 幅 6.1 , 厚 2.65 .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S1E1의 여러 건물지들과 출토유물을 살펴본 결과, 당시 이 지
역에는 최소한 2동 이상의 공방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8가옥 제6건물지
는 청동주조와 관련된 도가니만 출토되었지만 함께 출토된 봉상의 유리막대의 존재로 
볼 때, 유리구슬이나 곡옥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8
가옥에서 출토된 많은 양의 활석제 추와 반제품의 존재는 이곳에서 활석제품을 직접 제
작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공방의 성격은 관영공방이기 보다는 왕경내 거주하였던 귀족의 장원에 소속된 사영수
공업의 사영공방(私營工房)의 가능성과 S1E1지구에 바로 인접한 황룡사의 필요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 사찰수공업에 소속된 사영공방(寺營工房)의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의 가
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제8가옥에서 출토된 청동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용범은 현재 사
영공방(私營工房)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공방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분황사 동편에 위치한 원지유적으로 1999~2004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
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원지와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분황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되었지만 이와는 별개인 건물로 추정하는 의견도 있다. 

청동공방은 축대 남편에서 확인된 3기의 수혈유구로 청동을 제련하던 제련노와 폐기
장으로 추정된다30). 특히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수혈 내부에서 무문의 평저완(平底盌)
과 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엽 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된 점이다. 따라서 이
들 유물의 연대에 기초할 때 공방의 조업시기를 7세기 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황
동 원지유적에서 확인된 공방관련 유물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30)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2003, 1. 皇 寺址 展示  建立敷地內  發掘 査 , 年報  13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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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의 성격은 일단 인접한 분황사와 관련된 사영공방(寺營工房)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지역에서 고려시대의 와요지가 조사된 점으로 볼 때 분황사와 관련
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호수
규모(㎝)

평면형태 시설 및 출토유물
크기 깊이

 1호 수혈 400 303 40~47 타원형 폐기장. 도가니편, 청동 슬래그, 소토, 목탄
 4호 수혈 340 335 16 원형 폐기장. 도가니편, 청동 슬래그, 소토, 목탄, 

6엽 연화문수막새, 완
 5호 수혈 156 178 12 타원형 폐기장. 도가니편, 청동 슬래그, 소토, 목탄

표 3. 구황동 원지유적 청동공방 현황표

2001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인접한 황남동 192-4번지, 
194-9 10번지 유적과 연결되는 건물지와 청동공방과 관련된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
었다. 수혈유구는 유적에서 확인된 4호 건물지보다는 늦고 3호 6호 건물지보다 선행한 
유구로 내부에서 출토된 양이부단경호(兩 短 壺)의 존재로 볼 때, 8세기 전반~중
엽으로 추정된다31).

수혈의 규모는 길이 246 , 너비 213 , 깊이 26~31 로 내부에는 2개의 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목탄과 소토 그리고 청동유출재( 流出滓)가 출토되었다. 황남
동 194-11 12번지 유적의 수혈유구에서 확인된 공방관련 유물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31)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2003, 慶州 皇南洞 新 建物址-194-11 12番地 大 園化 室 新 敷
地- , pp.71 74.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수혈 청동
유출재   流出滓. 棒狀의 부정형.  0.75g.

표 4. 황남동 194-11 12번지 유적 출토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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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적에서는 공방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단 폐기장이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인접한 월성과 관련된 관영공방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황남동 376번지 유적은 6세기 후반에서 9세기대에 걸쳐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1994
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주
변보다 낮은 습지대로 퇴적층은 약 2.5m에 이른다. 층위는 모두 4개 층이 확인되었으
며 층의 상부까지 조사한 뒤 유적은 보존조치되었다32).

조사결과 본 유적은 7세기에 유리와 구리공방이 먼저 조영되었고, 그 뒤 8세기에는 
수혈유구(창고?)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왕경의 도시계획에 따라 담장과 도로가 축
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들 중 공방과 관련된 것은 <표 5>와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1호 수혈

유리
도가니

유리 도가니. 추정 포탄형. 신부 일부 잔존. 외면에  然
와 슬래그가 부착됨. 내면에 0.1  두께로  유리질 피막이 
형성됨. 現  3.4 , 現幅 6.5 , 厚. 2.1 .

2 석추 활석제 추. 신부 일부 결실.  6.4 , 幅 8.7 , 厚 1.5~3.5 , 
孔直徑 1.1 ,  199.8g.

3 숫돌 장타원형. 전면 마연.  15.4 , 最大幅 4.3 , 厚 1.1 ,  
120.0g.

4 숫돌 혼펠스. 장방형. 한쪽 면이 박리됨. 전면과 측면이 마연됨.  
13.6 , 幅 3.0 , 厚 1.1 ,  98.5g. 

5 숫돌 泥巖. 장방형. 세 면에 凹자상 홈이 있고, 다른 면은 편평하게 
마연됨.  7.4 , 幅 4.5 , 厚 5.05 ,  278.4g. 

6 숫돌 泥巖. 장방형. 네 면 모두 마연함.  8.3 , 幅 4.3 , 厚 3.4 , 
 219.9g. 

7 숫돌 砂巖. 단면 삼각형. 네 면 모두 마연함.  10.9 , 幅 4.6 , 厚 
2.1 ,  129.9g. 

표 5. 황남동 376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32) 尙周 安在皓 朴光烈 泰 皇甫垠淑 崔相泰 張曉星, 2002, 慶州 皇南洞 376 
一新 時代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 .

    喆, 2000, 慶州 皇南洞 376番地 新 工房에 대한 再 , 慶州文化  8, 경주문화원, pp.1
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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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8
2호 수혈

석추 활석제 추. 梯形. 표면박리가 심함.  10.4 , 幅 6.5 , 厚 2.3
, 孔直徑 1.1 ,  201.3g. 

9 유리제
곡옥

유리제 곡옥, ,  1.0 , 幅 0.6 , 孔直徑 0.4 ,  
0.4g. 

10
3호 수혈

석추 활석제 추. 신부 일부 잔존. 2차 가공품. 現  5.4 , 幅 3.5 , 
厚 2.0 , 孔直徑 0.7 ,  52.9g. 

11 석추 활석제 추. 신부 일부 잔존. 現  5.8 , 幅 5.5 , 厚 2.0 , 推
定 孔直徑 0.7 ,  95.5g. 

12 4호 수혈 유리 
덩어리  유리덩어리. 橢圓形. 液狀의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굳은 것. 

13 1호 우물 철솥 주조품. 구연부 아래에 2개의 파수가 달림. 원저 器  33.4 , 
口徑 23.7 , 厚 0.5~1.1 ,  9.9 .

14 2호 우물 구리 
도가니

반구형. 盌의 배신부분에 점토를 덧발라서 만듬. 現  9.6
, 推定口徑 16.3 .

15

유물
포함층

유리 장식  유리제품. 圓形의 유리를 매달아서 장식한 제품. 
16 유리 

덩어리
 유리 덩어리. 橢圓形. 液狀의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굳은 

것. 
17 유리 

덩어리
 유리 덩어리, 선단부는 둥글게 모임. 녹은 유리를 길게 

뽑아서 제품을 만들때 사용하던 것.
18 구리 

도가니
구리 도가니. 반구형. 盌의 배신부분에 점토를 덧발라서 만
듬. 現  9.6 , 推定口徑 16.3 .

19 구리 
도가니

구리 도가니. 반구형. 배신 일부 잔존. 現  3.4 , 推定口徑 
14.1 .

20 구리 
도가니 구리 도가니. 반구형. 1/2잔존. 現  6.0 , 推定口徑 13.6 .

21 구리
도가니

구리 도가니. 반구형. 구연부 및 신부 일부 잔존. 現  6.5 , 殘
存幅 8.0 , 厚 2.5 .

22 구리
도가니

구리 도가니. 반구형. 신부 대부분 결실. 器  6.0 , 推定口徑 
12.0 , 推定 最大 徑 13.4 .

23 유리
도가니

유리 도가니. 포탄형. 배신 일부 잔존. 외면에는 의 유리
질 부착. 내면에는 의 유리질 피막이 1~1.5  두께로 부착
됨. 現  7.3 , 現幅 8.0 , 厚 2.8 .

24 석추 활석제 용기의 저부를 재가공해 만듦. 現  5.0 , 殘存幅 4.2
, 厚 1.1 ,  70.9g.

25 석추 활석제 추. 신부 일부 잔존. 現  7.0 , 殘存幅 4.0 , 厚 0.8
, 孔直徑 0.6 ,  27.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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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동 376번지 유적에서는 청동공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 6점의 구리 도가니
가 출토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층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층에서는 유리공방유구
(4호 수혈)와 추정 칠공방(집석유구)이 확인되었다. 공방의 조업연대는 공반된 인화문
토기로 볼 때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특히 다수의 구리도가니와 유
리도가니가 출토되었고, 유리를 제작한 노지가 있는 공방유구가 확인된 점, 칠이 들어있
는 토기의 존재 등으로 볼 때, 인접한 월성과 관련된 관영공방으로 생각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과 경주대학교 박물관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발
굴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왕경유적과 이에 부속된 구리공방관련시설, 그리고 고
려~조선시대까지의 생활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우방지구와 시부지로 나누어 조
사되었으며, 신라왕경 범위의 북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공방시설은 대부분 청동공방으로 그릇을 만들던 작업장과 정연로, 도가니 등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공방에서 폐기된 도가니와 각종 용범편을 도로의 노면에 깔아서 사용했
음이 확인되었다. 청동공방유구 중 가장 양호한 상태로 조사된 유구(경주대학교 박물관 
조사)는 길이 265 , 동서 폭 220 , 깊이 30 의 장방형 수혈로 내부의 남동쪽 모서
리에 노를 설치했다. 노는 사방 60 의 정방형으로 부뚜막처럼 바닥보다 10 정도 높게 
만들었으며, 송풍구의 바닥은 수혈의 바닥보다 더 깊게 만들었다. 남쪽을 제외한 수혈의 
세 벽면에는 1.5  정도의 두께로 황갈색 점토를 발라서 벽체를 만들었다. 바닥은 적색으

3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경주시 동천동(7B/L내)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및 지
도위원회 자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동천동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보고 -指導委員會 會
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경주대학교 박물관, 1998.8.13, 경주시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보고 - 3次 現場 明會 料-( 加 査分).  

    경주동천동유적발굴조사단, 1999.2, 경주시 동천동 7B/L내 고대 도시유적 발굴조사구역내  
生産 工房址 構 -현장설명회자료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발굴유물특별전 .
    權 男, 2000, 古代 爐에 대한 硏究-경주 동천동 유적출토 동슬래그를 중심으로- , 國民大

學校 大學  屬材料工學科 碩士學位 文.
    권혁남 김수철 유혜선 최주 한도식 박화수, 2000, 경주 동천동 유적출토 동슬래그에 대한 

연구 , 신라문화권 매장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종합보고서 (1999 2000) , 경주대학교박물관, 
pp.7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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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토화된 상태이며 매우 단단하게 처리되었다. 수혈내부에서는 많은 수의 도가니편과 
청동찌꺼기, 잔자갈 크기의 구리광석, 청동덩어리 등과 기와편,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공방관련 유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호수
규모(㎝)

평면형태 시설 및 출토유물
폭 깊이

 D27 108 27 방형 용범편
 D28 310 10 방형 爐, 도가니편, 토기
 D38 181 30 타원형 도가니편
 D41 330 47 방형 도가니편
 D55 296 15 방형 도가니편
 K 1 400 44 방형 공방관련시설

K용해로  15  10 원형 爐 도가니, 구리광석, 청동찌꺼기

표 6. 동천동 681-1번지 유적 청동공방 현황표

동천동 681-1번지 유적의 시부지에서 조사된 청동공방 내부에 설치된 제련노는 높
이 23 , 직경 13 의 크기로 노의 하부에는 송풍을 위한 송풍구를 갖추고 있었다. 이 
제련노는 숯을 연료로 사용하여 동광석( 化 )34)을 제련하였으며, 송풍시설이 있지
만 규모 면에서 볼 때 노의 온도는 1200  이상의 높은 온도는 올리기 어려웠을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출토된 직경 10  미만의 도가니는 제련된 생동(生 )을 녹였
던 것으로 추정된다35). 그리고 청동 슬래그의 미세구조를 조사한 결과36)에 따르면 구
리뿐만 아니라 주석과 납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각 원소가 합금상태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구리-주석 합금, 구리-납 합금, 구리-주석-납 합금이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철(Fe)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고대 제련에 있어서 낮은 온
도에서 맥석( 石)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FeO SiO2에 의한 제거이다. 
고대 제련에서는 1,500 가 넘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1,200  정도에서 
규석(SiO2)과 반응하는 fayalite(2FeO SiO2)를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철(Fe)의 존재
34) 동광석에 대한 분석결과 S(황)와 Fe(철) 성분이 높은 점으로 볼 때 황화동광으로 추정된다.
    권혁남 김수철 유혜선 최주 한도식 박화수, 2000, 경주 동천동 유적출토 동슬래그에 대한 

연구 , 신라문화권 매장문화재 지표 시굴조사 종합보고서(1999 2000) , 경주대학교 박물관, 
p.89.

35) 권혁남 김수철 유혜선 최주 한도식 박화수, 2000, 앞의논문, p.89.
36) 權 男, 2000, 앞의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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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에 이루어진 제련작업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
고 이곳에서 생산된 청동합금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구리(Cu):주석(Sn):납
(Pb)은 60:20:2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분비율은 납의 비중이 높은 점으
로 볼 때 주조시 유동성을 좋게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청동합
금은 작은 애완물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37).

그리고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다수의 청동생산과 관련된 공방유구들을 
살펴보면 한 지역에 밀집된 모습으로 존재하며, 동 시기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 공방은 동천동지역에 왕경이 구획되며 다량의 금속제품이 필요해서 일시적
으로 공방이 조업했을 가능성38)과 한 지역에 공방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서 운영되었
을 가능성이 있는데, 경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K용해로는 장기간 조업했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이들 청동공방들은 임시적으로 운
영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상시적으로 운영된 공방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영공방(私營工
房)이기보다는 청동용기를 주로 생산하던 관영공방(官營工房)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
된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우방

유리 
덩어리

明淡灰  유리 덩어리. 橢圓形. 液狀의 유리가 바닥에 떨
어져 굳은 것. 

2 용범 반구상의 內 .
3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入口가 있는 깔때기 모양의 外 .
4 청동

덩어리 棒狀의 청동 덩어리. 地 . 現  5.7 , 幅 1.2 .
5 청동

덩어리 棒狀의 청동 덩어리. 地 .
6 청동

덩어리 부정형. 청동 덩어리. 도가니에서 녹였던 으로 추정됨.

표 7. 동천동 681-1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37) 權 男, 2000, 앞의 논문, pp.20 22.
38) 실제로 일본 나라시대의 헤이죠오쿄(平城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구획된 택지안에 건물

이 건축되면서 일시적으로 공방이 운영된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내와 동일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杉山 洋, 奈 時代 屬器生産- 器生産 古學的 描- , 佛敎  190 , 
pp.47 72.

    杉山 洋, 2004, 古代 城 屬器生産 , 國立歷史民俗博物  硏究報告  113  -古代 中世
流 消 場-, 國立歷史民俗博物 , pp.4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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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7
시부지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入口가 있는 깔때기 모양의 外 . 
現  10.7 , 現幅 18.2 .

8 청동
덩어리 棒狀의 청동 덩어리. 地 .

9 조사구역
바깥 주석 주석 덩어리. 채집품.

2005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시굴조사한 유적으로 인접한 동천동 681-1번지 왕
경유적과 같은 도시유적이 확인되었다39).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관련 유구 
80개소와 추정 도로유구 10개소, 추정 공방지와 관련된 수혈유구 2기, 소토유구 3기, 
담장석열 6개소와 조선시대의 건물지가 일부 확인되었다.

청동공방 관련 유구는 S2W4조사갱에서 확인된 부정형 수혈유구로 깊이는 35  정도
로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길이 20 , 두께 5~10  정도
의 소토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수혈 내부에서 청동용기(盌)를 만들던 도가니편 1
점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제련과 관련된 공방으로 추정된다. 또한 N5W1 조사구의 북
쪽 조사갱에서 원형에 가까운 수혈유구가, 조사구역의 중심부인 N1 조사구와 S1 조사
구에서도 소토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던 거주지역 
안에 청동공방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8~9세기로 추정된
다.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공방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
에서 확인된 공방관련 유물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S2W4수혈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入口가 있는 깔때기 모양의 外 . 

표 8. 동천동 696-2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3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경주시 동천동 696-2번지 공동주택건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시굴조
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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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구교육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청동공방과 관련된 부석유
구(敷石 構)와 우물 3기, 수혈주거지 1기, 토광 1기, 적심석 8개 등이 확인되었다40).

청동공방으로 추정되는 부석유구는 직경 10~20  정도의 돌을 2~3겹으로 깔아서 
만든 것으로 대략 4m 정도의 너비로 추정된다. 부석 위에서는 청동주조에 사용된 용범
과 소토 그리고 청동편 등이 확인되며, 유적의 연대는 출토된 인화문토기로 볼 때 8세
기로 추정된다. 공방의 성격은 위의 유적들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공방관련 유물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부석유구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內 外 . 
2 청동괴  棒狀의 片 . 流出滓의 가능성이 있음.

표 9. 동천동 764-2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이 유적은 동천동 791번지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유적으로 
1997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담장기초석렬 2개소, 
우물 2기, 건물지 2동, 성격불명의 석곽형 유구 1개소와 청동공방과 관계된 노지 1개소, 
잡석무지 1개소 등이 확인되었다41).

청동공방으로 추정되는 노지는 후대에 우물의 부석을 만들면서 훼손되어, 노의 상면
만 일부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노의 바닥에는 평기와편을 1~2단 정도 두께로 깔았는
데 제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의 잔존규모는 가로 45 , 세로 50 정도의 부정형
이나 원래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공방과 관련된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출토유
물 중 연화문수막새의 문양배치형식은 경주 망성리 와요지에서 생산된 의봉4년개토(儀
40) 宋春永 仁盛, 1996, 慶州市 東川洞 764-12番地 주택 신축부지 發掘 査 略報告 , 博物 年

報  6 , 大 敎 大學校博物 , pp.39 87.
41)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1998, 慶州 東川洞 789-10番地 建物新 敷地內 , 文化 發掘

査報告  ( 急發掘 査報告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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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皆土) 명 기와와 공반된 형식42)과 유사하므로, 본 유적의 상한연대는 A.D.679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의 조업시기는 7세기 중반이후
로 추정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에서 1995년에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청동공방 관련시설과 건물지, 고려시대의 건물지와 조선시대의 제철관련유구 등이 조사
되었다43).

청동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담장으로 구획된 정면 3칸의 동서방향의 건물로 중앙 칸
에서 2종류의 청동생산시설이 확인되었다. 그중 하나는 폭 3m의 장방형 노(爐)로서 내
부는 산화염( 化焰)으로 소성되었다. 이곳에서는 적갈색 연질로 소성된 용범이 다수 
출토되었으므로 이를 제작하였던 평요(平窯)로 추정된다. 또한 그 상부에서는 직경 40

의 원형 수혈 10여기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서는 동재( 滓)가 확인되었으므로 청동
용해로로 추정된다. 건물지 주변에서 출토된 용범은 완(盌) 또는 대부완( 盌) 등의 
청동용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것들이다.

우물은 모두 9기가 조사되었는데 건물지가 1동인데 비하여 우물의 수가 많은 점은 
용범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44). 출토유물 중 공방과 관련된 것은 청동
제 용기를 주조하기 위한 용범(內外合 式)과 뚜껑 등으로 공방과 관련된 출토유물의 
현황은 <표 10>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入口가 있는 깔때기 모양의 外 . 現  14.4 . 
2 뚜껑 방형의 꼭지가 달린 뚜껑. 신부의 형태는 방형.
3 뚜껑 방형의 꼭지가 달린 뚜껑. 신부의 형태는 원형.
4 뚜껑 방형의 꼭지가 달린 뚜껑. 신부의 형태는 원형. 

표 10. 동천동 791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42) 國立慶州博物 , 2000, 新 瓦塼 , p.191. No.612 참조.
43) 한도식 김영화 박진, 1996, 慶州市 文化  地 査 報告書  -城乾洞 城內洞 城東洞 東

川洞 江洞 城洞-, 嶺南文化 硏究 慶州市, p.58.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발굴유물특별전 , p.82.
44)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앞의 책,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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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791번지 유적에서는 청동공방에서 주물작업에 사용하였던 용범을 직접 제작
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건물 내부에서 주조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청동공방의 작업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
적의 연대는 건물 내부에서 출토된 진단구로 볼 때 8세기로 추정된다. 공방의 성격은 
용범을 생산하던 노의 존재 등으로 볼 때 관영공방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2001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동과 우
물 2기, 그리고 수혈식주거지 2기, 야외노지 1기, 남북방향의 대형배수로 등이 조사되었
다45).

청동공방은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노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형태는 완만
한 U자상이며 규모는 직경 50 , 현 깊이 10 이다. 노의 내부에는 숯이 포함된 흑갈
색 사질토가 채워져 있었고 소량의 청동편이 확인되었다. 노의 바깥쪽에는 단단하게 굳
은 소토면이 부정형으로 확인되는데, 동천동 681-1번지 유적의 시부지에서 조사된 청
동공방작업공간과 같은 성격의 유구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천동 793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은 노와 작업 공간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공방과 관련된 출토유물은 <표 11>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남북
배수로 도가니 추정 유리 도가니. 1/3잔존. 심발형. 現  5.2 , 復元口徑 6.3 .

2
1호

건물지

용범 入口 일부 잔존. 外 . 現  5.2 . 入口 直徑 2.6 . 
3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入口가 있는 깔때기 모양의 外 . 現  

9.0 , 入口 直徑 4.4 .
4 도가니 청동 도가니. 추정 반구형. 신부 일부 잔존. 3회 이상 재사용. 現

 8.3 , 幅 6.4 , 厚 2.4 .
5 1호

야외노지 청동편 청동편. 으로 추정됨. 

표 11. 동천동 793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45) 嶺南文化 硏究 , 2004, 慶州 東川洞793番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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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는 청동공방의 운영기간을 8세기로 추정하였고 1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도가니 
및 용범의 존재, 1호 야외노지와 인접한 수혈주거지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각각 작업장
과 공인의 주거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수혈주거지와 청동공방이 동시기에 존재했는지 불분명하며 주거지의 건설
에 따라서 노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볼 때 동시성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
다. 공방의 성격은 동천동일대에서 확인된 다른 공방들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2000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6동과 수
혈 5기, 우물 4기 등이 조사되었다46). 청동공방과 관련된 유물은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2호 수혈 내부에서 용범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수혈은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수혈
로 규모는 동서 550 , 남북 420 , 깊이 55  정도로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섞인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공방과 관련된 출토유물은 <표 12>와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2호 수혈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신부 일부 잔존. 外 . 現  11.0 , 
現幅 9.2

표 12. 서부동 4-1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용범만으로 볼때 서부동 4-1번지 유적에 공방이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
다. 하지만 인접한 서부동 19번지 유적에서 청동공방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이와 관
련될 가능성이 있다.

구( ) 문화고등학교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계획에 따라서 1997년에 국립경주문화
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시대의 읍성내 獄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
46) 嶺南文化 硏究 , 2002, 慶州 洞 4-1番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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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왕경의 도로유구와 공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
다47). 

공방으로 추정되는 수혈 34는 선대 건물지의 적심석을 파고 만들어졌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규모는 남북 180 , 동서 164 , 깊이 65 이다. 내부에서는 
소토와 함께 도가니편이 함몰된 채 출토되었으며 상부에는 불규칙하게 도가니편이 채워
져 있었다. 수혈내부에서 동재( 滓)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청동제련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며 함께 출토된 용범의 존재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청
동그릇을 주조하기 위한 공방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공방관련 출토유물은 
<표 13>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수혈 34

도가니 반구형. 신부의 1/3결실. 구연부 한 쪽에 入口를 돌출되게 만
듬. 器  9.6 , 口徑 22.4 . 

2 도가니 
뚜껑

뚜껑. 장방형 꼭지 일부 결실. 신부 형태는 원형. 現  2.4 , 直
徑 8.4 .

3 용범
접시(皿) 주조용 용범. 깔때기 모양의 入口가 달림. 外 . 신
부 일부 결실. 器  13.2 , 口徑 19.0 , 入口 直徑 1.5~3.0

, 厚 1.8~3.0 .

4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신부 일부와 入口 결실. 外 . 現  
8.6 , 口徑 18.8 , 厚 2.0~2.8 .

표 13. 서부동 19번지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한편 주변에서 다른 공방유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관영공방이기보
다는 왕경내 거주지 안에 위치한 사영공방(私營工房)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동동 386-6번지 유적은 통일신라시대(8세기 후반~9세기)와 조선시대 후기의 유

47) 國立文化 硏究所, 2003, 慶州 洞 19番地  發掘 査報告書 ( 一新  建物址
朝  獄址) , pp.15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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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로 이루어진 생활유적으로 영남문화재연구원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서 각각 
조사되었다48).

조사된 유구는 구상유구(溝狀 構), 수혈, 노지(爐址), 우물 등이며 출토유물은 각종 
토기편, 자기편, 평기와 및 암 수막새류와 도가니, 노벽체, 절단흔적이 남아있는 각종 
동물 뼈 등 공방관련유물들과 당삼채편(唐三彩片), 해무리굽 백자편 등과 같은 중국
(唐)유물들이 같이 출토되었다. 

청동공방과 관련된 유구는 모두 수혈유구로 노시설이 확인된 24호 수혈에서 한쪽에 
원형 노를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폐기장으로 추정되는 34호 수혈에서는 다량
의 용범편과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구는 서로 인접한 위치에서 확인되었으므
로 동시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다. 성동동 386-6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공방관련 유
구 및 출토유물 현황은 <표 14>와 같다.

호  수
규격(㎝) 평면

형태
바  닥  시  설 출  토  유  물

길이 폭 깊이

5호 수혈 302 135 10 장방형 도가니. 첨저형. 現  3.0 .
24호 수혈 175 90 10 부정형 수혈 안에 直徑 52

의 圓形爐 설치.
용범편, 인화문토기 뚜껑, 대부
완, 기와편

27호 수혈 134 124 30 원형 수혈 안에 直徑 70
의 圓形爐 설치. 호, 대부완, 병, 기와편

32호 수혈 167 110 12 타원형 기와편

34호 수혈 212 75 부정형 노벽체, 용범편, 슬래그, 기와편.

35호 수혈 315 242 12 타원형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신
부 일부와 入口 결실. 外 . 
現  5.0 , 厚 1.4~2.0 .

표 14. 성동동 386-6번지 유적 공방관련 유구 및 출토유물 현황표 

성동동 386-6번지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은 넓은 조사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규모 조업을 한 사영공방(私營工房)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48) 嶺南文化 硏究 國 信, 1999, 慶州 局 新 定地 慶州 城東洞 386-6番地 生活
    國文化 保 團 大 區天主敎會 持 團, 2000, 慶州市 城東洞 城東天主敎會 新 敷地 發

掘 査 報告書 .



경주지역의 청동생산(靑銅生産) 공방운영(工房運營)에 대한 일고찰 / 차순철

문화재 제38호(2005)   205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00~01년에 시굴 및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수혈,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49). 그리고 2005년도에는 기 조사구역의 남쪽
구간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50). 발굴조사된 유구 중 청동공방과 관련
된 유구는 86호 수혈로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내부 남서쪽에는 타원형의 소형 
수혈이 1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인화문토기와 청동도가니편 4점으로 그 현황을 살
펴보면 <표 15>와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4호 
건물지 용범 용범. 깔때기 모양의 入口가 달림. 外 . 신부 일부 잔존. 現  

5.6 , 推定 入口 直徑 5.7 , 厚 1.7 .
2

86호 
수혈

도가니 포탄형. 신부와 구연부의 1/2잔존. 구연부에 注口를 돌출되게 만
듦. 現  6.3 , 推定 口徑 7.2 . 

3 도가니 포탄형. 신부와 구연부 일부 잔존. 現  4.7 , 推定口徑 4.8 , 厚 
0.7 .

4 도가니 얕은 반구형. 구연 및 저부 일부잔존. 現  4.7 , 幅 7.0 , 厚 
1.8~2.0 .

5 도가니 얕은 반구형. 구연 및 저부 1/2결실. 구연부에는 注口가 돌출됨. 
現  5.6 , 推定 口徑 19.0 , 厚 3.0 .

표 15. 북문로 왕경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본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은 인접한 서부동 19번지 유적과 성동동 386-6번지 유
적에서 확인된 소규모 공방들과 같은 성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1999년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개소, 굴입주건물 2개소, 수혈 55기, 우물 10기 등 많은 유구가 확인되었다51). 
49) 國文化 保 團 慶州市, 2003, 慶州 北  王京  發掘 査 報告書 .
50) 國文化 保 團, 2005, 경주 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

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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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된 유구 중 청동공방과 관련된 유구는 27호 수혈로 내부에서는 청동용기를 주
조하기 위한 용범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공방은 주변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
하지는 않다. 공방관련 출토유물의 현황은 <표 16>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27호 
수혈 용범

대접(盌) 주조용 용범. 깔때기 모양의 入口가 달림. 外 . 신
부 일부 잔존. 現  7.41 , 現幅 9.97 , 圓孔直徑 上: 2.91 , 
下: 3.14 , 厚 2.0~3.0 .

표 16. 황오동 소방도로 유적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전(傳) 선방사지는 보물 제63호인 배리석불입상이 위치한 곳으로 1926년에 乾 六
年(A.D.897)禪房寺 塔 治內 가 출토52)되어 이곳에 위치한 절의 이름이 선방사(禪房
寺)로 추정되게 되었다. 1987~88년까지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
과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석탑지와 고려시대의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53).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 전기의 유물들이다. 이 중에서 공방관련유물
은 도가니 1점이 있다. 역시 청동공방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알 수 없
다. 사찰수공업과 관련된 사영공방(寺營工房)의 존재를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공방관련 
출토유물의 현황은 <표 17>과 같다. 

연번 출토위치 유물명 내        용

1 불명 도가니  청동 도가니. 얕은 반구형. 現  4.3 .

표 17. 배동 전 선방사지 출토 공방관련 출토유물 현황표

51) 吉 曺宰榮 皇甫垠淑 孫 晟 柳智 , 2004, 王京 ( )  -皇吾洞 消  
區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 .

52) 田幹一, 1938, 新 時代 就 , 書物同好會冊子  4, pp.415 424.
    朴方 , 2003, 新  禪房寺塔 에 대한 淺 , 佛敎 古學  3 , 威德大學校博物 , pp.13~20.
53) 신창수, 1992, . 배리석불입상 주변 발굴조사 , 文化 發掘 査報告  ( 急發掘 査報告書

), 慶州文化 硏究所, pp.1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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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청동생산 관련유적은 모두 17개소가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숫자는 단지 명목상의 숫자이고 발굴조사의 진전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공방유구
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현재 미보고된 발굴조사 자료 중에도 공방과 관련
된 유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성과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청
동생산과 관련된 공방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의 모체가 된 사로국은 경주를 중심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사서의 기록들과 각종 조상물에 나타난 공장의 직위와 이름을 통
해서 삼국~통일신라시대까지 공장(工匠)의 존재와 성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 의 탈해왕 조에 따르면 탈해가 스스로를 대장장이(冶匠)라고 칭하는 내용
이 있다54).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사회에서 대장장이 는 보편화된 직업의 하나로 이
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직관 조에는 경덕왕(景德王)이 행
한 관호개혁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했던 철유전( 典) 이 축야방( 冶房) 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55).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도 궁중수공업 내에서 단
조작업을 전담하는 공인집단이 제도화된 수공업체제 중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방의 운영은 숙련된 기술자의 확충과 교육 그리고 생산에 따른 재료비(원료
의 구득, 연료비 등) 등과 같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나 왕실을 중
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이후 점차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고 전국 각지에 
이들의 장원이 만들어지며, 속칭 금입택( 入宅) 으로 대변되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경
제력이 집중되게 되면서, 장인들은 점차 귀족들에게 속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박남수는 수공업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면서 궁중수공업은 국왕이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궁중 자체에서 생산하는 수공업 형태 로, 관영수공업은 
국가(官)가 장인을 확보하여 필요한 물품생산을 운영 관리하는 수공업 형태 로, 사원

54) 一然, 三國 事 卷 一 異 二 四 王條.
    其童子曳杖率二奴登吐含山上作石塚留七日望城中可居之地 一峯峰如三日月勢可久之地乃下尋

之. 卽瓠公宅也乃 潛埋礪炭於其側 朝 云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爭 不決乃告于官官曰
以何 是汝家童曰我本治匠乍出  人取居之 堀地檢看從之果得礪炭乃取 居爲.

55) 富 , 三國史 卷 三十九 志 八 官 中 典, 景德王改爲 冶房, 後復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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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업은 승장(僧匠)을 중심으로 사원의 보수 관리 및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
공업 형태 로서, 그리고 농민수공업은 국가에 공물( 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요를 위
한 가내분업적 형태의 수공업 으로, 민간수공업은 관직에 나가지 않은 백성층의 독립 
수공업자가 운영하는 수공업 형태 , 귀족들의 사영수공업은 귀족들이 예속하고 있는 장
인을 중심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 형태 로 정의하고 있다56). 따라서 사회경제체제
가 변화하게되면서 민간수공업에 속했던 장인들은 귀족들의 장원 아래에 형성된 사영수
공업 안에 편제되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화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족들의 사
영수공업, 즉 사영공방의 존재는 통일신라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에 언급된 6가지의 수공업 외에도 특수집단인 군영( 營)을 중심으로 성립되
는 군영수공업57) 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성격을 비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통일이후 신라는 사회적으로 체제가 안정되면서 장인계층의 신분변화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에서 야철기술이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철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장인집단의 사회적 신분이 차츰 변화하게 되는 점58)을 들 수 있다. 이
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삼국사기  열전의 강수(强 ) 기사에서 강수가 부곡 대장장이
의 딸을 아내로 삼자, 그의 부친이 노하여 말하기를 미천한 자로 짝을 삼는다면 수치스
러운 일이 아닌가. 라고 말한 사실59)로 볼 때, 당시 강수의 부모는 대장장이(冶家)의 
신분을 낮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라 중고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장인의 

56) 朴南守, 1993, 新 手工業史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朴南守, 1995, 新 手工業史硏究 , 신서원.
57) 營手工業은 고대국가에서 상비군으로 갖춘 군대 안에서 이루어진 수공업형태를 지칭하는 단어

로, 기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고대국가 중에서 營手工
業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는다면 중국 요령성 환인현에 소재한 고구려 오녀산성과 최근 발굴조사
된 서울시 아차산 홍련보 제2보루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공업 생산체제가 상시적으로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수공
업형태를  事手工業이라 지칭하고, 기존의 수공업과 구분되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다.

    차순철, 2004, 오녀산성 출토 고구려 단야구에 대한 검토 , 북방사논총  2호, 고구려연구재단, 
pp.97 119.

    明孔, 2004, 中國手工業 濟 史  - 晋南北朝 唐五代卷-, 福建人民出版社. pp.41 49.
58) 滿, 1992, 新  匠人層의 形成과 그 分-五 四 品 硏究를 위한 一 - , 新 文化祭

學 發 會 文 十三 , 新 文化宣揚會, pp.177 199.
    朴南守, 1996, 新 手工業史 , 신서원, pp.259 312.
59) 三國史  卷 四十六 列傳 六 姜 條.
    强 常 冶冶冶冶家家家家之女 合, 情好 . 及年二十歲, 父母媒 中之女有容 , 將妻之, 强 不可以

再娶. 父怒曰, 爾有時名, 國人無不知, 以微微微微 爲偶, 不亦可恥乎. 强 再拜曰, 且 , 所 也, 
學 不 之, 所 也. 嘗 古人之 曰, 之妻不下堂, 之交不可忘, 則 妾所不忍棄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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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전대에 비해서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동생산에 종사하던 공장(工
匠)들도 위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일부6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신분적인 위치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경주지역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 청동생산과 관련된 공방유구들은 
적어도 초기에는 궁중수공업과 관련된 관영공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후 귀족
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들이나 개별적인 공장들을 흡수한 뒤, 이들
을 귀족들의 가택 안에 마련된 작업장 즉, 사영공방에서 일하도록 함으로써 공방의 운영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변화해 나가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현재까지 경주 시내지역에서 발굴 및 시굴조사 등을 통해서 확인
된 청동공방들과 공방관련유물이 출토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연
번

유  적  명 노 작업장 도가니 용범 유출재 청동 주석 유리 석추 연장

1 傳 임해전지
2 신라왕경S1E1
3 구황동 원지
4 황남동194-11 12
5 황남동376
6 동천동681-1
7 동천동696-2
8 동천동764-2
9 동천동789-10
10 동천동791
11 동천동793
12 서부동4-1
13 서부동19
14 성동동386-6
15 북문로 왕경유적
16 황오동 소방도로
17 傳 선방사지

계 9 8 10 12 4 7 1 3 3 3

표 18. 경주지역 청동생산 공방과 출토유물 비교표 

경주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공방을 살펴보면 동별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수 
60) 성덕대왕신종명에 의하면 종의 제작에 大博士와 次博士를 비롯한 여러 工匠들의 이름이 거론

되고 있으며, 이들은 관영수공업의 체제아래에 편제된 공장들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점
차 價를 지급받는 형태의 장인들로 바뀌는 추세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朴南守, 1996, 앞의 책,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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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월성 주변지역이다. 당시 궁성인 월성 주변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유적은 전 임해

전지(망치, 도가니), 황남동 376번지(구리유리도가니, 석영, 노지, 작업장), 황남동 
194-1112번지(작업장, 청동 유출재) 등이 알려져 있다. 

전 임해전지에서는 청동공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못 내부에서 출토된 도가니와 
망치의 존재를 통해서 공방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만점의 출토유물에서 용범
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주조와 판금작업(板 作業)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판불(板佛)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것
으로 전 임해전에 부속된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음으로 황
남동 376번지 유적은 청동 및 유리제품과 목기, 골각기, 칠제품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
들을 직접 생산했던 공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토된 활석제 추와 유리의 
원료인 석영, 유리 덩어리는 원료의 무게를 재고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청동제 과대금구와 활석제 도장, 창고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목간의 존재는 이 지역이 일반민의 거주지역이기보다는 왕실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존재하던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황남동 376번지 유적과 인접한 황남
동 194-1112번지 유적에서는 수혈 내부에서 청동 유출재가 출토되어서 유적 주변에서 
청동을 제련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수혈이 폐기된 이후 건립된 건물에서는 관정
(官井) 명 명문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와는 관청에서 사용한 기와일 가능성이 많
다61). 따라서 월성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들 공방은 궁궐과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
을 생산한 관영공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공방의 형태는 소규모로 추정되
며 노와 작업장이 한 곳에 갖추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는 동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매우 한정된 공간 안에
서 청동그릇을 제작하였던 주조공방들이 서로 인접하여 밀집된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
다. 청동공방은 노만 확인되는 경우, 노와 작업장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노와 작업장 
그리고 도가니, 용범, 청동 유출제 등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모두 조사면
적의 한계에 의한 것일 뿐 원래는 모두가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례를 살펴보
면 경주 동천동 791번지에서는 청동용기를 주조하기 위한 용범을 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
는 가마시설이 확인되며 주변의 동천동 696-1번지, 681-1번지, 764-2번지, 789-10번
지, 793번지 등에서는 각종 노 시설과 도가니 등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이들 청동공방 중 
일부는 구획된 담장시설 안에서 확인되며, 노천에서 확인되는 공방의 경우에도 수혈 안
61) 喆, 2002, 官 字  文瓦의 使用  檢 , 慶州文化硏究  5 ,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硏

究所,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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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독립된 노를 갖춘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동천동에서 확인된 청동공방들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하지만 한 지역에 밀집한 점과 공방의 규모가 대형화된 
점 등으로 볼 때, 다수의 공인집단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공방지역의 가능성이 크며 
관영공방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청동슬래그에 대한 분석결과 동광석은 황화동광을 사용하였고, 
제련방법은 동광석과 방연광에 순수한 주석을 첨가하여 청동을 만들었던 공정이 확인된 
점62)으로 볼 때, 이곳에서 청동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일괄공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광석을 제련하는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동천동 일대
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은 관영공방으로 추정되며, 위에서 언급한 월성 주변에서 확인된 
청동공방과 비교할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공방의 위치가 변화하게 되는 계기는 공방의 작업규모가 대형화되고 왕경의 
도시기능이 확대되면서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기존에 월성 주변에 위치했던 공방을 왕
경의 외곽지역인 동천동 지역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료가 생산되는 
광산 주변에 제련공방을 설치하고 금속을 생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방을 광산지역 등으로 옮겼을 가능성63)도 있다.

다음으로 동천동일대의 청동공방들과 달리 시내 곳곳에서는 소규모로 청동공방이 독
립된 형태로 운영된 예가 신라왕경 S1E1, 성동동 386-6번지, 서부동 19번지 유적 등
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모두 가옥 내부에서 공방시설이 확인되며 공방이 별도의 
운영자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관영공방처럼 한 지역에 밀집한 
모습이기보다는 장인 혹은 공방을 운영하던 당시의 귀족들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공방이 
생산활동을 벌인 경우이다.

이러한 모습은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세력이 커져가면서 관영공방의 영역을 잠식
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일부품목에 대한 관의 통제가 약해지는 현상 때
문인지 아니면 사영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공방의 운영이 다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라하대에 들
어서면서부터 귀족들의 경제력이 커지고 이들의 발원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불상
62) 權 男, 2000, 古代 爐에 대한 硏究-경주 동천동 유적출토 동슬래그를 중심으로- , 國民大

學校 大學  屬材料工學科 碩士學位 文, p.42.
63) 제련과 관련된 공방이 광산주변으로 옮겨간 사례로는 통일신라시대의 철생산유적인 밀양 사촌 제

철유적을 들 수 있다. 이곳은 밀양 동북부 산간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지로 낙동강으로 연
결되는 밀양강과 유적의 뒤쪽에 위치한 가래봉에는 철광이 있다. 따라서 원료의 공급과 생산물의 
운송에 있어서 좋은 입지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孫明助 尹 映, 2001, 密 沙村 , 國立 海博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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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과 사찰의 창건이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대형 불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귀족들의 존재가 바로 당시 신라사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시 신라귀족들은 전국적으로 거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여러 분야의 장인들을 자신에게 
예속시키면서 점차 경제력을 축적하였는데, 당시 당과 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외무
역을 통한 이윤추구는 이들에게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렇게 운영된 사영수공업 공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무역64)에 이용하면서 막대한 부
를 축적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청동공방에 대한 조사증가와 공방규모를 비교함
으로써 궁중 관영수공업과 사영수공업간의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공방운영에서 사치품이나 환금가치가 있는 부문으로 사영수공업이 
크게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로 들 수 있는 사례는 바로 신라왕경 S1E1지역과 시
내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청동공방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신라왕경 S1E1지역 
제8가옥 제6건물지와 제9가옥에서는 청동과 유리제품을 생산한 공방이 확인되었고, 주
변에서는 활석제 추가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볼 때 이 가옥에서는 청동과 유리
제품이 생산되었으며, 귀족들에 의해서 운영된 사영공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서부동 19번지나 성동동 386-1번지, 북문로 일대 등에서 확인된 청동공방들은 
그 규모가 소규모로 경주 동천동 일대에서 확인된 집약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들 유구는 부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전모를 알 수 없지만 동천동일대에서 조업한 
청동공방과는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 시설이 동천동 유적과 별개로 구
분되는 공방이라면 이는 궁중이나 관영수공업이 아닌 귀족과 같은 호족에 의해서 운영
된 사영수공업 공방일 가능성이 크며, 주거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청동공방의 위치가 이
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라왕경 내부를 사통팔달로 가로지르는 도로망은 곳곳에 위치한 여러 공방에 
필요한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생산된 제품들이 관청 혹은 궁
성으로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각
종 공방들은 왕경 내부에 설치된 도로주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많고, 동천동 681-1번

64) 귀족들의 사영수공업공방에서 생산된 유물들은 日本 正倉 에 氈과 毛氈, 墨, 容器 등과 
같은 다수의 유물이 소장되어있다. 특히 꽃무늬가 있는 氈과 자주색의 毛氈에 덧붙인 布 에 
표시된 卷 나 娘宅 (No.27) 와 新 楊家上墨 (No.29), 新 武家上墨 이라 양각된 먹
은 이들 제품을 생산했던 공방의 존재를 보여준다. 또한 752년 도오다이지(東大寺)의 大佛 眼
과 관련하여 신라로부터 물건들을 구입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인 新 物 (신라물건의 구입신
청서)의 존재로 볼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물건들
을 구매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東 治之, 2002, 新 交易 正倉 寶物 , 54回 正倉 展 , 國立奈 博物 , pp.12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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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적에서 확인된 K용해로의 경우에는 바로 공방 옆에 인접해서 도로가 지나가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도로의 노면 위에서는 
폐도가니와 용범편을 깔았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바로 인접한 청동공방에서 발생
한 폐기물을 도로 노면을 보수하는데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방 주변의 도로
는 항상 노면이 일정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며, 공방과 도로가 서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대형 사찰에서도 자체에 공방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했다고 추정
된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이와 관계된 공방유적이 조사된 예를 살펴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사례는 일부에만 국한되며 대부분 고려시대의 유구이다65). 그러나 지금까지 전
해오고 있는 많은 수의 금동불이나 철불( 佛), 동종( ), 금고( ), 법구(法具) 등
의 존재로 볼 때 이들 유물을 직접 주조한 통일신라시대 공방유적에 대한 사례는 늘어
날 것이다66).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사찰수공업 관련 사영공방(寺營工房)의 존재는 황
룡사지(皇 寺址)에서 출토된 집게, 분황사( 皇寺)와 인접한 원지유적(園池 )에서 
확인된 청동공방, 배리 선방사지에서 출토된 도가니67)와 감은사지(感恩寺址)에서 조사
된 범종주조(梵 ) 작업장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5) 고려시대에 益山 彌勒寺는 절 안에서 기와 가마를 두고 사원에 필요한 기와를 생산했으며,  일부 
사찰에서는 승려가 직접 , 爐 등을 주조했다. 이러한 승려의 존재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
어져 내려왔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浦  吾 寺 (A.D.1216年)을 大  桐 寺 監에서 주조
한 사례를 들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당시 최고의 匠이였던 思印比丘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러한 寺 手工業의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다.

66)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3지구 4구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발굴조사된 고려시대의 건물지에서는 
다수의 爐址가 확인되었다. 특히 청동주조용 도가니의 출토와 다량의 슬래그, 동종편, 용기파편 
등의 존재를 통해서 청동공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군생사(君生寺)  
명문와는 이곳이 절터일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청동공방은 寺 手工業(寺營工房)과 관련될 가능
성이 크다.

    喆 正和 朴 , 1998, 大 市 漆  3地區 建物址  發掘 査 槪報 , 9回 嶺南埋
文化 硏究  査硏究發 會 , 嶺南埋 文化 硏究 , pp.67 107.

67) 신창수, 1992, . 배리석불입상 주변 발굴조사 , 文化 發掘 査報告( 急發掘 査報告書 )
, 慶州文化 硏究所, pp.1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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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기존에 확인된 공방유적들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시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공방유적들이 발견될 가
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주 동천동 7B/L 택지정리사업(681-1번지 유적), 경마장부지 발
굴조사 등과 같은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 청동생산과 관련된 공방유구들은 적어도 초
기에는 궁중수공업과 관련된 관영공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월성 
주변지역, 전 임해전지와 경주 동천동 일대에 집중된 청동공방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하
지만 점차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관영공방에 속한 장인들이나 개별적인 공장들은 귀
족들의 장원에 흡수되며, 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공방이 출현하게 된다. 즉 귀족들
의 가택 안에 마련된 작업장인 사영공방(私營工房)이 등장하게 되면서 공방의 운영주체
는 국가에서 개인으로 점차 변화해 나간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외에도 신라왕경 내
부에 위치한 대형 사찰은 절 안에 사영공방(寺營工房)을 두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생산
했다고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공방은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즉 

소규모의 궁중수공업을 위한 공방에서 대규모의 관영수공업을 위한 공방으로 발전을 했
고, 이후 귀족세력의 등장에 따라 사영수공업으로 변화하였다. 공방운영에 있어서 관영
수공업 단계에서는 대규모로 청동공방이 한 지역에 모여서 조업을 했으며, 사영수공업 
단계에서는 시내 곳곳에 공방이 위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관영공방 단계에서는 공
방 옆에 대형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는 공방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정되며, 도로의 보수작업에 청동공방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사용된 점은 
도로의 운영이 청동공방과 깊은 연관성을 지닐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도로와 공방이 
동시기에 존재한 점을 입증한다.

신라왕경 안에서 운영된 청동공방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기술력과 상품의 교역권, 
생산지와 수급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방이외에도 공방 내부 출토유물들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시의 기술력과 유물에 대한 사실을 찾을 수 있다면 청동공방에 대하여
서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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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prosecuted on relics in those 17 bronze workshops that have been thus 
far excavated show that these workshops may be roughly classified into a royal 
workshop, a state-operated workshop and a private workshop depending upon by 
whom they were operated. Workshops in the Gyeongju area developed from a small 
royal handicraft manufacturing to a large state-operated handicraft manufacturing 
scale, and then later on gradually changed to a private handicraft manufacturing 
industry.

The royal bronze workshops were operated in a small scale, as shown from the 
relics excavated at Wolseong(月城), Imhaejeonji(Anapji: 池) and their neighborhood 
places around Hwangnam-dong(皇南洞).

The state-operated bronze workshops are concentrated upon one point around 
Dongcheon-dong(東川洞), Gyeongju city. On the other hand, in the state-operated 
workshop stage, a broad street was built by a workshop, which is presumed to aim 
to thoroughly transport materials needed for the workshop. And the point that 
wastes from bronze workshops were used for road repairs indicates that road 
repair works were carried at the bronze workshops near the road.

The private workshop as a new type of workshop was operated by the 
aristocracy. For that purpose, craftsmen belonging to state-operated workshops or 
individual artisans were absorbed into the aristocracy-operated workshops. These 
types of workshops were pervaded throughout the city. When private 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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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 to emerge in the houses of the aristocracy, the operating subjects of 
workshops began to change from state-operated to private workshops.

Temple workshops were located at a Buddhist temple within the Court and 
directly produced things needed for the court, including bronze foundries.

As aforementioned, through the presence of bronze workshops operated in the 
Silla Court, we can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ir technical level and 
trading areas and among their origin, supply and demand sources, along with phases 
of social life in those days.

Keyword : bronze workshop(靑銅工房), royal workshop(宮中工房), state-operated workshop

(官營工房), private workshop(私營工房), Buddhist temple workshop(寺營工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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