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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황남대총출토
칠제품의재질및기법조사

국문초록

필자들은 경주지역 최대 고분인 황남대총 남, 북분에서 출토된 칠기의 재질과 기법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깨어진칠기편을이용하여태골을분류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도막단면(약2㎜)의 박편을 제작, 현미경하에서하지의혼

입재종류와도막구조를분류함으로써칠기의유래를추정하였다. 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남분에서출토된칠이배, 칠완, 칠장방형합자등협저제칠기의하지에는골분이사용되었다. 이러한칠기는동시대동아시

아에있어서중국의진~한대이후발달된고급칠기의계보에위치된다.

2. 남, 북분에서출토된칠배, 완, 장방형합자등은식기류, 화장도구의일부로서세트로부장되었을가능성이있다.

3. 남분과북분출토칠기에는품질면에서차이가있다. 남분에는중국칠기의계보를잇는협저제칠기, 포태칠기등고급

품이다수부장되어있다. 북분에는남분에서출토된칠기보다제작방법이간단한목심제칠기가많다.

4. 북분에서출토된흑칠지에동물이나새문양이그려진용기류는대부분목심제칠기로제작공정이비교적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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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田文男a·이은석b·임지영c

a일본·교토조형예술대학 b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c전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

투고일자 : 2009. 08. 10 | 심사일자 : 2009. 08. 26 | 게재확정일자 : 2009. 09. 10



서론

경주시황남동미추왕릉지구고분공원에위치하는

황남대총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3년간에걸쳐문

화재관리국에서발굴조사한신라최대의고분이다.

남분과 북분으로 이루어진 본 고분에서는 금제품,

금동제품, 칠제품, 유리제품등다채로운부장품이출

토되었으며, 많은유물이 5세기부터 6세기에걸쳐동아

시아에서제작된유물의기준자료로써한국내외에폭

넓게소개되었다01. 그러나칠기류는상당량이출토되

었음에도불구하고부식이심하여전시된예가적어다

른유물만큼그중요성이인식되지못한채지금에이

르고있다. 

2001년 5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

는황남대총남, 북분출토칠기를자세히살펴볼기회

를얻게되었는데, 그중일부칠기유물의도장(塗裝)기

법에관한조사를허락받았다. 

본고에서는고분에서출토된칠제품의재질과기법

을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고고학적위치설정을

시도하고자한다. 이번보고를통하여황남대총남·북

분에서출토된칠제품의중요성을알리는데미력하나

마기여할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황남대총 출토 칠기 분류

황남대총남, 북분에서출토된칠제품은대부분발

굴시수습한상태그대로보관되어있었다. 이고분이

발굴된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도 칠제품의 보존법

이확립되지않았기때문에출토후열화가진행되어

본래의형태를파악하기힘든유물이많다. 일부유물

상자의경우일괄수습된것으로추정되는예도있어

세트로부장되었을가능성도추정해볼수있다. 남분

Box６, Box８, Box23이해당된다. 북분의경우출토된

칠기점수가전체적으로적고일괄수거된경우는북분

Box607, Box612 등으로그외에는각개체별로보관되

어있다. 이러한남, 북분출토칠기가운데기종구분

이가능한유물을선별하고칠기편의단면관찰을통해

소지(素地)를추정하였다. 기종구분이가능한유물은극

히일부분이며결과는다음과같다.

１. 남분 출토칠기기종

남분에서출토된칠기의기종은<표1>과같다.

이배 파수 <사진 1>  남분 Box6에서타원형이배의

파수부분이확인되었는데유물수는최소한수개체분

으로추정된다. 배부분은미확인.

완 <사진 2>  남분Box８에서내면이적색이고외면

이흑색이며직경약6㎝, 높이불명의완으로추정되는개

체가수점중첩된상태로확인되었다. 소지는포, 하지(下

地)는회흑색을띠며입자가약간거칠다. 부식이심하다.

장방형 합자( ) <사진 3>  남분 Box23중바닥장

변이약 7㎝, 단변약 4㎝인장방형의소형합자가무너

진상태로확인되었다. 내면은적색, 외면은흑갈색으

로소지는포, 하지는흑회색을띤다. 입자가약간거칠

고부식이심하다. 수점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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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황남대총남분출토칠기기종

기종 식별부위와소지 색조 사진보관상자

이배 파수유존·포태 내적·외흑 Box6 １

완 저부유존·포태 내적·외흑 Box8 ２

장방형합자( ) 저부유존·포태 내적·외흑 Box23 ３

고배배부？ 도막만잔존·포태 외흑·문양 Box8, 6 ４

흑색의반,
혹은완

목심제·만물？ 흑색 Box6 ５

상자？ 도막만잔존 내적·외흑 Box8 ６

용기의
금동구금구

복륜만잔존 Box8

원통형용기 목심제 흑색 Box6 ７

궤, 또는목관 목심제 적색 Box6 ８

01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85·1994,  『皇南大塚』發掘調査報告書



고배 배부? <사진 4>  남분 Box6·Box8에서흑칠

지외면에적색과황색으로화염문이그려진편이확인

되었다. 고배의배부로추정된다. 소지는포.

반? <사진 5>  남분 Box6에내외면이흑칠로도포

된반으로추정되는폭약 5mm의목심제칠기편이확

인되었다. 일부금박이잔존하나다른개체부분이부

착된것으로추정되다. 목심제의수종은환공재. 

상자？ <사진 6>  남분Box８에서내면이적색이고

외면이 흑색인 도막의 소지측면에 편죽흔이 남아있는

편이다수확인되었다. 그중에장방형에가까운편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아남태소지상자일가능성이

있다.

원통형 용기 <사진 7>  남분 Box８에는표면에일

부흑칠이부착된폭수 cm이하, 두께 2mm 정도의대

상형목심편이확인되었는데, 원통형용기의일부로추

정된다. 연결부분은알수없다. 

궤 또는 목관의 일부 <사진 8>  남분Box６에는궤

또는목관의일부로추정되는두께약 10㎝의부재가

확인되었다. 목재표면은적채(赤彩)로, 이는일본고분

시대의유물과매우유사하다.

２. 북분 출토칠기기종

북분에서출토된칠기가운데기종을알수있는예는

<표 2>와같다. 

이배 <사진 9>  북분Box607에는목심제소지가유

실되어도막만잔존하다. 편가운데토압으로무너졌지

만외면흑색에타원형의형태를띤도막이확인되어

이배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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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이배파수(남분 Box6） 사진 2완（남분 Box8）

사진 3포태장방형합자( )（남분 Box23） 사진 4고배배부?(남분 Box6)



우(盂) <사진 10>  북분 Box603에는 내면이 적색,

외면이 흑색인 원형 저부와 측면 도막이 확인되었다.

도막의태골측면에편죽흔이확인되어태골이남태임

을알수있다. 기종은우로추정된다.

상자？ <사진 11>  북분 Box612에서는다수의도막

편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는 외면　흑색에 장방형에

가까운 도막이 있는데, 상자의 측면일 가능성이 있다.

소지는소실되었으나도막하지는흑색이다.

용기류 <사진 12>  북분 Box605, Box607, Box611,

Box613, Box615, Box616에서목심제용기도막이확인

되었다. 태골은모두소실되었다. 용기의외면도막은흑

칠지로 동물문과 화염문이 그려져 있는데, 동물문

Box602은흑칠지에적색의단색이고조문과화염문은

흑칠지에적색과황색으로채색되었다.

３. 남·북분출토칠기의문양

남·북분에서 출토된 칠기는 대부분 내면이 적색,

외면이흑색, 혹은내외면이모두흑색인무문칠기가많

고, 일부문자나문양이있는칠기도확인되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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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황남대총북분출토칠기기종

기종 식별부위와소지 색조 사진보관상자

이배？ 도막·목심제？ 외흑 Box 607 ９

우 도막·협저제 내적·외흑 Box 603 10

상자 도막만잔존, 목심제？ 흑색 Box 612 11

Box602,604,
605,607,610,

고배？ 도막만잔존, 목심제 외흑·문양 613,614,615, 12
616,617,618,
621,624

사진 5반?(완류) (남분 Box6) 사진 6상자？（남분 Box8）

사진 7원통형용기（남분 Box6） 사진 8궤또는목관（남분 Box6）

02 岡田文男, 2005, 「 牽牛子塚古墳から出土した夾苧棺 片の塗膜構造について」『漆工史』28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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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이배（북분 Box607） 사진 10우？（북분 Box603）

사진 11상자？（북분 Box612） 사진 12용기류（북분 Box616）

사진 13용기외면「東」자（북분 Box609） 사진 14화염문(북분 Box616)

사진 15동물문(북분 Box602) 사진16조문(북분Box616) 사진17기하학문(북분Box614)



표시하면아래와같다. 

용기 외면「東」자 <사진 13>  밤색을띠는칠지에

적칠로「東」자가주서된도막편이북분 Box609에서 1

점확인되었다.

화염문 <사진 14>  용기외면은밤색을띠는칠지에

적색과황색의화염문을그린도막편이남분Box８, 북

분Box616에서최소한각각 1개체분확인되었다.

동물문 <사진 15>  용기외면의흑칠지에오른쪽에

서왼쪽으로이동하는동물의모습을주칠로그린도막

이북분Box602에서확인되었다.

조문 <사진 16>  용기외면의흑칠지에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이동하는새의모양을적색과황색으로그린

도막이 북분 Box604, Box605, Box613, Box615,

Box616, Box624에서확인되었다. 문양중에서도조문

이가장많다. 

기하학문 <사진 17>  적칠지에흑칠로기하학문을

그린도막편이북분Box614에서한점확인되었다.

４. 소지 종류

남, 북분에서출토된칠기는발굴후건조되면서대

부분작은편으로깨어진상태로, 도막단면관찰을통해

칠기의소지가추정가능한유물은다음과같다(분석결

과는 3장을참조).

협저제 협저제칠기는소지양면에저마포를바른

후표면포목을소형재로메우고다시하지를하고칠

도막한 소지에 저마포를 입힌 칠기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예가남분Box8에적어도1개체분<사진6>, 그리고

북분 Box603에원형복원이가능한개체<사진 10>가

1점확인되었다. 

포태 남분에서출토된칠기가운데 Box 6, Box 8,

Box23의도막편단면에서포태가확인되었다. 직물은

평직으로조직이거칠고재질은식물섬유이다. 북분에

서 출토된 칠기 가운데 포태로 추정되는 유물은

Box609의「東」자 칠서가 남아있는 도막<사진 13>과

Box616의화염문용기편<사진 14>을들수있다.

목심제 남분Box 6에는목관, 또는궤의일부로보

이는편이확인되었다. 두께가약 10㎝, 재질표면에적

색안료가도포된것<사진 8>과흑칠이도포된기벽 1

㎝이하의용기류<사진 5·9·11>가있다. 그외에원

통형용기<사진 7>가있다.

황남대총 출토 칠기의 도막 분석

１. 조사방법

도막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시료를

에폭시수지[주제：Adeka Resin EP-4200(상품명), 경화

제：Adeka Hardener 4332, 배합비5:2]로 포말하고 도

막단면을연마하였다. 먼저반사광하에서관찰한후광

물용 슬라이드글래스(두께1.2㎜)에 포말용 에폭시수지

로접착, 시료두께를약 20㎛로연마하여생물현미경

혹은편광현미경을이용하여구조와혼입재조사를실

시하였다. 

２. 결과

남·북분출토주요칠기의도막단면구조를관찰

한결과는<표 3, 4>와같고개개유물의해설을부연하

였다.

(1) 협저제 용기의 도막단면<사진 18·19>

<사진 18-1>은협저제칠기로추정되는편으로적색

으로도포되어있다.

<사진 18-2>는소지에접한면으로, 회색을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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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모양으로 엮은 편죽소형층만 잔존한다. <사진

19-1>은도막단면을반사광하에서관찰한것인데단면

색조상 3층으로분층이가능하다. 하층은갈색의포층,

중층은흑색을띠는하지층이고상층은적색칠층이다.

<사진 19-2>는투과광하에서관찰한결과로사진오른

쪽하단, 갈색을띠는포목하단에극히일부분이지만

흑색이 관찰되는데 이 부분이 편죽 소형층이다. 양쪽

포목은식물성섬유로, 그위에 3개층으로형성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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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남분출토칠기의도막분석결과

기종 소지 하지혼입제의종류 외면도막 내면도막 보관상자 사진

협저제칠기 저마포 칠＋골분/칠＋무색광물 4회 1층 1층(진사） Box8 18·19

칠이배 — 칠＋골분/칠＋무색광물 2층 1층(진사） Box6

칠완 포흔 칠＋골분/칠＋무색광물 2층 1층(진사） Box8 20~23

장방형합자 칠＋골분＋무색광물 2층 1층(진사） Box23

화염문 포흔 칠＋골분/칠＋무색광물 2층 — Box6

목심제용기 목심제 칠＋골분＋무색광물/무색광물 — 1층(진사） Box8 24·25

목심제용기 목심제？ 목탄분＋토괴/무색광물 — 1층(진사） Box8 26·27

목심제완, 혹은반 활엽수 — 투명칠 Box6

목심제원통형용기 활엽수 — 투명 1층 Box6 30·31

표4 북분출토칠기의도막분석결과

기종 소지 하지혼입제의종류 외면도막 내면도막 보관상자 사진

협저제칠기 칠＋골분/칠＋무색광물 2층 — Box603

용기·화염문 포 칠＋골분/칠＋무색광물 2층 — Box616

용기·조문 활엽수 火山유리부착 3층 — Box614 28·29

사진 18-1남분 Box8 협저제칠기내면적칠 사진 18-2사진 18-1 내측

사진 19-1사진 18-1 단면 사진 19-2사진 18-1 단면, 투과광하



층이있는데소성된뼈를가루로만든골분이확인되었 다03. 상면에황갈색을띠는칠층이있고다시위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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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남분 Box8 협저제칠기외면흑칠 사진 20-2사진 20-1의 내측

사진 21-1사진 20-1 도막단면 사진 21-2사진 21-1 투과광

사진 22-1사진 20-1 내면적칠 사진 22-2사진 22-1 내측

사진 23-1사진 20-1 도막단면 사진 23-2사진 23-1 투과광

03 金庚洙·愈 仙·李容喜, 2003 「 浪漆器의漆技法調査(Ⅰ)」『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4, pp 79-88, 立中央博物館

※골분 : 소나돼지의사지골을태워분말로만든것을하지와혼합한기법에사용된다.



색안료를섞은적질층이있다. 

(2) 협저제칠기 도막단면<사진 20~23>

<사진 20-1>은 남분 Box8에서 확인된 협저제칠기

의외면흑칠막이다. <사진 20-2>는포태부분이다. 황

남대총에서출토된협저제칠기는모두작은편으로갈

라져있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포짜임은매우

거칠고, 칠이침투되어흑색을띠고있다. <사진 21-1>

은도막단면을반사광하에서, <사진 21-2>는동일단

면을 박편으로 제작해 투과광하에서 관찰한 것이다.

<사진 21-1>의 도막 단면은 하층부터 대략 3개층(하

층·중층·상층)으로나눌수있다. 하층은흑색을띠고

단면이식물성섬유인포로, 막두께의약 2/3정도를차

지한다. 중층은명회갈색으로상면에기복이있다. 중

층과상층경계면이거무스름하다. 상층은명갈색의칠

층으로 표면은 흑색으로 변했다. <사진 21-2>는 도막

단면을박편으로관찰한것이다. 단면하부에포단면이

확인되었는데포가짙은갈색을띠는것은칠분이많다

는것을의미한다. 포층상면의기복을균일하게하기

위해골분이혼입된매우얇은층이있는데, 흑갈색을

띠는골분은주위의칠과구분이쉽지않다. 게다가골

분이포함되지않은광물만으로형성된층의경우칠층

이 2개층정도만잔존한다. 칠층에는층방향과직교하

는좁은균열이다수확인되어열화가진행된것을알

수있다.

<사진 22>는동일칠기내면의적색도막으로, 칠막

의기본구조는외면과동일한양상이나표층에진사가

혼입된층이있다.

(3) 목심제칠기의 도막단면<사진 24~31>

①골분혼입하지

<사진 24-1>은 남분 Box8에서 확인된 목심제칠기

외면이다. <사진 24-2>는동일유물내측면으로표면에

는건조된갈색목질이부착되어있다. <사진 25-1>은

단면을반사광하에서관찰한것인데, 도막단면최하부

에서관찰되는갈색부분이목질에해당된다. 그위로

중첩되는흑회색층과명갈색층이하지층이고흑색입

자는골분이다. 하지층위에는명황색의칠층이있다.

<사진 25-2>는동일한도막을박편으로관찰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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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1남분 Box8 목심제칠기(골분하지) 외면흑칠 사진 24-2사진 24-1의 내측면

사진 25-1사진 24-1 도막단면 사진 25-2사진 25-1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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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1남분 Box목심제칠기(목탄하지) 내면적칠 사진 26-2사진 26-1 내측면

사진 27-1사진 26-1 도막단면 사진 27-2사진 27-1 투과광

사진 28-1북분 Box614 동물문목심제칠기외면흑칠 사진 28-2사진 28-1 내면

사진 29-1사진 28-1 도막단면

사진 30사진28-1 느티나무또는뽕나무속횡단면사진 29-2사진 29-1 투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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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층에유황색에서흑색을띠는골분이다량혼입되

어있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②목탄분혼입하지

<사진 26-1>은남분 Box8에서확인된예로서흑색

하지위에백색층하지를중첩시킨후그위로적색칠

을 도포한 도막편이다. <사진 26-2>는 소지 부분인데

백색이며포, 또는목심제의흔적은확인할수없지만

목탄분이하지혼입제로사용된것으로보아목심제칠

기로판단된다. <사진 27-1>의예와같이반사광하에서

는 도막단면이 흑색이지만 투명광하에서는 목탄분의

두께를확인할수있다. 내부에토기또는기와분쇄물

로추정되는둥근토괴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목탄

분층위에매우얇은광물층이있는데, 이광물층까지

가하지층에해당된다. <사진 27-2>는표면의적칠층이

박락된부분이다.

③화산재혼입하지

<사진 28>은북분 Box614의외면에새문양이그려

진목심제칠기도막이다. 

<사진 28-1>은조문의안료가일부남아있는도막

외면이고, <사진 28-2>는목심에접한부분이다. <사진

28-2> 도막에서흰색의반점상배열을확인할수있는

데, 이는하지일부가목심제재질인활엽수(환공제·느

티나무, 또는 뽕나무속？:사진 30 참조)의 도관공을 메운

흔적이다. <사진 29-1>은도막단면을반사광하에서관

찰한것으로도막단면의왼쪽아랫부분의흰색입자는

하지의일부분이다. 그위쪽에수평방향으로 3층을겹

쳐바른 칠층이 확인된다. <사진 29-2>는 도막 단면을

박편으로관찰한것으로하지부분에편광되지않는유

리질물질이확인되는데, 화산유리로추정된다. <사진

30>은투과광하에서관찰된목심횡단면이다. 

④목태에직접도포(하지생략)

<사진 31>은남분 Box6의원통형용기편으로표면

에흑칠을도포하였다. <사진 32-1>은도막단면을반사

광하에서관찰한것으로명갈색목심제가도막단면의

대부분을차지한다. 상면에회흑색칠층이좌우수평방

향으로덮혀있다. <사진 31-2>는도막단면의박편을투

과광하에서관찰한것이다. 아래부터 3/4정도가목심제

부분으로방사단면을확인할수있다. 활엽수의단열방

사조직이며 평복세포로 구성되고 등간격으로 배열된

도관으로미루어수종은버드나무과버드나무속 <사진

32-2>일가능성이있다. 목심제표면에좌우수평방향

으로갈색도장이관찰되지만하지는확인되지않는다.

칠층은 2층으로간략화된도장이다. 

고찰

１. 황남대총 남·북분 출토 칠기군의 고고학적

위치설정

황남대총 남·북분에서 출토된 칠기는 이제까지

그성격이충분히파악되지못한상태로, 소개된예도

한정되어있었다04. 이번조사에서는양고분에서출토

사진 31남분 Box6 목심제칠기 사진 32-1사진 31 도막단면 사진 32-2버드나무속방사면(단열방사조직）



된칠기를별견하는데그쳐, 보다심도있는정밀조사

가필요하지만표면관찰및도막단면관찰결과, 새롭

게판명된내용을바탕으로황남대총출토　칠기군의

성격에대한고고학적인위치설정을시도하고자한다. 

(１) 기종 구성으로 본 특징

①남·북분에서출토된협저제칠용기

특히주목할점은양고분에서협저제용기가출토

되었다는 것이다. 협저제 용기는 중국 전국시대부터

한대에걸쳐발달하는데, 이후 중국계분묘에서많은

양이조사되었다05. 일반적으로무덤에부장되는협저

제칠기는무덤의규모와밀접한관계가있는데, 무덤

의규모가크고피장자의사회적위치가높을수록출토

율이높다. 협저제칠기는금속테두리를하거나표면

에여러가지색으로문양을그리는등장식적요소도

다양하다. 낙랑군 관인묘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06 07.

남·북분에서 출토된 칠기가운데 편죽이 확인된

예는 소지 양면에 포를 바른 협저제칠기인데 유사한

유물로『 』의예를들수있다08. 이와같이

황남대총출토협저제칠용기는중국진~한대이후에

발달된고급칠기의계보상에위치된다. 

②포태칠이배

양고분에서출토된이배는중국전국시대부터식

기로사용되기시작하여한대이후중국계고분에서다

수확인되고있다. 통상적으로무덤에부장되는칠이배

에는협저제와목심제가있다. 장식으로는내면적색·

외면흑색에다양한색으로문양을그리거나금속테두

리를한경우, 무문의내면적색·외면흑색, 또는내외

면모두흑색등다양하고, 한반도낙랑군관인묘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다. 남분에서 출토된 칠이배는 내면

적색·외면흑색의포태로협저제칠기와함께고급칠

기계보에위치된다. 

③남분출토포태칠장방형합자( )

남분 Box23에 수납된 칠기 가운데 소형의 장방형

합자( )가포함되어있는것은특기할만하다. 이러한

합자류는중국한대의경우화장함에세트로매납되는

것이일반적이다09. 같은예로낙랑군관인묘를들수

있다. 남분에서출토된장방형합자( )는이배와동일

한저마로추정되는식물섬유포와골분이혼입된하지

층으로이루어져있어, 중국한대이래고급칠기의전

형적인예와일치한다. Box23에는기종불명편이다수

포함되어있는데화장함의구성품일가능성이있다. 장

방형 합자( )는 화장함의 부속구로서 Box23에 일괄

수거되었을가능성이있다. 

④남분출토포태칠완

남분 Box８에서내면적색, 외면흑색에저부직경

이 약 6㎝인 칠완이 확인되었다. 이 칠완은 토압으로

무너져실제구경은알수없으나약 12㎝로추정된다.

칠완은저마로보이는식물섬유포태로, 전술한이배나

장방형 합자( )와 마찬가지로 하지에 골분을 사용하

고있다. Box 8에서는금동제테두리편도확인되었다. 

이러한칠완과금동제테두리는중국한대벽화묘

인협서성서안시소재서안이공대학벽화묘10에그려

진연회장면가운데객인앞에놓여진내면적색·외면

흑색칠기의식기류와비교해볼수있다. 그밖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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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立民族博物館編, 1989, 『韓 漆器二千年』

05 傳擧有編, 1998, 『中 漆器全集第3 漢』福建美術出版社

06 原田淑人, 1930, 『 浪』刀江書院

07 岡田文男, 1995, 「 浪王 墓出土の漆器」『古代出土漆器の 究』京都書院, pp123-144

08 朝鮮古蹟 究 編, 1935, 『 浪彩 塚』桑名文星堂

09 傳擧有編, 1998, 『中 漆器全集第3 漢』福建美術出版社

10 孫福喜, 程林泉, 張翔宇, 2006, 「西安理工大 西漢壁 墓 掘簡報」『文物』

11 大原市文物考古 究所編, 2005, 『徐 秀墓』



산서성대원시출토「 」11 벽화에그려진

묘주와묘주부인이들고있는내면적색·외면흑색칠

완과도 유사하다. 서현수는 몰년이 571년으로 황남대

총보다시기가떨어지지만남분출토완과서현수묘벽

화에그려진묘주의완이매우유사한것으로보아Box

8의칠완도이와같은용도로사용되었을가능성이있

다. 칠기는전술한바와같이동아시아고급칠기의계

보에위치지울수있다. 

⑤문양이장식된용기류

칠기에 장식된 문양은 화염문, 동물문, 조문, 기하

학문이있다. 이중화염문칠기만남·북양고분에서

출토되고나머지는모두북분에서출토되었다. 화염문

칠기는저마로추정되는식물섬유포태에골분이혼입

된하지의고급칠기로추정된다. 그외에기종은알수

없으나목심제태골위에골분이혼입된도막도검출되

었다. 이러한칠기는포태칠기에준하는고급칠기의범

주에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외동물문과조문장식칠기는모두활엽수·환

공재로제작된목심제로, 하지공정이간략화된것이다.

이러한칠기는목태가소실된후에도어느정도원형

추정이가능한크기의도막으로유존하는데, 이것이바

로목태칠기가황남대총을대표하는칠기유물로간주

되어왔던이유라고할수있다12. 그러나이제까지서

술한바와같이칠공기법의관점에서살펴보면위의칠

기는황남대총에서출토된칠기군가운데서도제작과

정이간략화된칠기류에포함된다. 

(2) 남·북분의 칠기 구성

남분및 북분에서출토된칠기의기종구성에대해

살펴보기로한다. 남분출토칠기에소합자류가확인되

었는데이것은본래, 큰상자에세트로매납되었을가능

성이있다. 이러한세트는일반적으로동일공방에서같

은기술로제작되기때문에형태, 문양, 도막구성의규격

성이매우높다. 그러나세트로부장된상태에서보존조

건이악화되어작은편으로부서지게되면본래의구성

복원은쉽지않다. 그리고작은편으로부서지면본래개

체수보다많아보일수있다. 이에비해북분에서출토된

칠기는목심제가많고도막이얇기때문에중첩되어도부

서지지않아부장된칠기점수가적게느껴진다.

도막분석 결과를 참고하면 남·북분 모두 식기류

와 화장용기가 일괄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종

구성면에서도 양분 모두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품질

면에서는차이가크다고할수있다. 그결과, 공교롭게

도남분의칠기는기종구분이힘들정도로열화가진

행되었지만대부분이목심제인북분출토칠기는소지

가소실되어도도막이비교적큰편으로잔존하게된

다. 여기에동물문과조문등문양장식으로인해주목

되어황남대총을대표하는칠기로간주되었던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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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2. 남·북분출토칠기의유래

황남대총 남·북분 출토 칠기 중에서 고급칠기로

분류되는협저제칠기및포태칠기에는다음과같은공

통점이있다. 

①소지, 또는보강에포를사용한다.

②하지에골분을섞는다.

③흑칠층에유연류를사용하지않는다.

이러한세가지특징은중국한대이후송대에이르는

칠기에서확인해볼수있다13. 이제까지필자가조사한

중국한대칠기의도막단면에서는일반적으로유연(油

煙)이확인되지않았는데, 황남대총에서출토된칠기에

서도동일한결과를얻었다. 동시기, 일본열도에서출토

된야요이시대부터고분시대에걸친칠기, 그리고한국

다호리유적에서출토된칠기, 현재보고중인경상북도

임당유적에서출토된대부분의칠기단면에서유연류가

관찰되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황남대총출토칠기

에서유연류가확인되지않는칠기는중국칠기제작기

법의계통과직접적으로관련되었을가능성이높다. 여

기에서황남대총남·북분출토칠기의유래를다음의

두가지로유추해볼수있다. 첫째, 이러한칠기가중국

대륙으로부터 세트로 전래되어 피장자가 생전에 사용

하다가부장되었다는것이다. 두번째는중국한대에발

명되었던 고급칠기의 제작기술이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에 이입되어 제작, 사용되고 부장되었다는 것이다. 그

진위를파악하기위해서는본고분에서출토된다양한

유물을포함한종합적인고찰이필요하다. 

한편, 문양이장식된칠기를포함한남·북분출토

목심제칠기는하지, 칠도막모두제작과정이간략화된

것이다. 게다가 하지에 화산유리가 사용되고 있다14.

현재보고중인임당유적의일부칠기의하지에서화산

유리가검출된것으로보아하지에포함된화산유리의

유래가칠기의제작지를판단하는중요한근거로써사

용될가능성이있다.

결론

황남대총남·북분에서출토된칠기의재질, 기법

조사를통해밝혀진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① 남분에서 출토된 칠이배, 칠완, 칠장방형 합자

등협저제칠기의하지에는골분이포함되어있다. 이러

한칠기는중국진~한대이후에발달한고급칠기의계

보에위치된다. 

②남·북분에서출토된이배, 완, 장방형합자등

은식기, 화장용기등의일부로, 본래는세트로부장되

었을가능성이있다.

③남분과북분출토칠기는그품질에차이가있

다. 남분에는중국칠기의계보를잇는목심협저제칠기,

협저제칠기등고급품이다량부장되어있다. 북분에는

남분출토칠기에비해제작방법이비교적간단한목심

제칠기가많다. 

④ 북분에서 출토된 흑칠지(黑漆地)에 동물이나 새

문양이그려진용기류의대부분은목심제로, 칠기제작

공정이비교적단순하다. 

본 연구는 2000년 12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황남대

총의제조명' 학술대회종료후, 분석및종합적인연구가보다

심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여러방면으로시도하였다. 특히

보존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본연구의 중심자와 연결되어 칠기분석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추가 학술대회는 개

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을발표하고자하며, 지금은박물관으로모든유물이국가귀속

되었지만 옥충장식 안교 등 황남대총 출토유물의 학술적인 연

구가 진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시료를 제공한 당시 국

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 보존과학연구실 직원

여러분에게모두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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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岡田文男, 2005, 「宋代の無紋漆器にみられる骨粉下地とその表現 果」『漆工史』28 , pp21-33

14 화산유리 : 화산에서분출된화산재속에포함되어있는유리질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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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terials and Techniques of 
Lacquer Ware from Hwangnamdaechong in
Gyeongju

Abstract
This report i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the lacquer ware excavated from

Hwangnamdaechong Tomb known as an old tomb in the Gyeongju maximum district.

First, the fragment of lacquer ware was classified by the shape of it.

Next, the thin section of lacquer film (all sides about 2mm) was made based on the result.

Then they were observed under the microscope, and classified the kind of the foundation mixture and the applied

structure. It is a result as follows.

1 The bone dust was mixed by the foundation of the made of cloth-body lacquer ware such as eared lacquer cup,

lacquer bowl, and the lacquer rectangular containers excavated from the south tomb.

2 Eared lacquer cup and lacquer bowl, and rectangular box excavated from south and north tomb had the

possibility they were the set of articles partially of tableware and the cosmetic box.

3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burial lacquer ware between in south tomb and north tomb. A lot of high-

level lacquer ware such as eared lacquer cup, lacquer bowl and the rectangular lacquer containers were

discovered from the south tomb.

4 Many of containers where animal and bird had been drawn on the black lacquered ground excavated from

north tomb were wooden bath.

Keywords | Hwangnamdaechong Tomb, Old silla, Eared lacquer cup, Lacquered wood, Section of lacqu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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