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 b b c

a b

c

04



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
o. 3 



MUN HWA JAE Vol. 43, No. 3, September 2010, pp. 102~121
Copyrightⓒ201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b· b· c

a b c



105 Lee, Jae Sung    

회암사지의 중심 건물이 되는 보광전지의 추녀 

끝에 해당되는 유구와 유물산포지에서 종 모양의 유

물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수많은 

편들로 파손되어 형태와 용도를 알아 볼 수는 없었

으나, 출토 위치와 편의 일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건물의 처마 끝에 매달아 소리를 내는 풍탁임을 알 

수 있었다(KBS 역사스페셜 2001: 123~125). 풍탁은 

사찰이나 누각의 처마 끝에 매다는 작은 종으로 가

운데 추를 달고 밑에 물고기 모양의 쇳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소리를 나게 하는 용도

로 쓰인다. 출토된 금탁은 모두 3점인데, 이들은 보

광전지의 북동 모서리 아래에서 완형으로 복원이 가

능한 파편 상태로 1점, 보광전지 북서 모서리 아래에

서는 하단만이 복원 가능한 상태로 1점, 유물산포지

에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파편상태로 1점이 각각 출

토되었다. 특히 보광전지의 북동 모서리에서 출토된 

완형의 금탁은 본체와 함께 처마 끝에 고정시키는 

고리 모양의 철정, 내벽을 때려 소리를 내는 4개의 

가지로 구성된 혀, 바람에 흔들려 혀를 움직이게 하

는 풍판이 출토되었으며, 이들을 연결하면 <그림 1>

과 같은 완벽한 하나의 풍탁이 완성된다(경기도박물

관 2003: 55). 복원된 금탁은 직경이 30cm에 이르는 

커다란 종 모양으로 현재까지 출토된 풍탁들에 비

해 상당히 크고, 특이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초

기 회암사의 규모와 높은 사격( )을 짐작게 해준

다. 더욱이 본체에는 이 유물의 명칭인 ‘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당시부터 단순한 풍탁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금탁의 

본체에는 유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146자의 명문

이 음각으로 종서( )되어 있다. 명문에는 조선건

국 2년 뒤인 1394년 6월에 판내시부사 이득분(

)이 금탁을 발원하여 교각 4개를 단장하였다는 내

용이 있어 조선 초기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

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금탁

이 수많은 파편 상태로 출토되어 어떠한 음색을 가

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이 유물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는 추정이 가능

하다. 특히 금탁은 제작 연대와 주체 등 많은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성분과 미세구조를 분석하면 조선 초기에 행

해진 제작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청동이 금

속소재로서 수천 년 동안은 물론 지금까지도 인류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청동기 제작기술의 변천과정을 입증할 만한 

사료나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작 연대와 주체가 명

확한 금탁 3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에 적용

된 주조방법과 가공처리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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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지에서 출토된 금탁 3점의 성분조성과 미

세조직 분석을 위해 <표 1>과 같이 시편을 채취하였

다. 시편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파

손된 부분의 단면이나 접합되지 않는 파편에서 미량 

채취하였다. 제작 당시의 주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금탁 #1, #2, #3의 종신부와 하륜부에서 서로 비

교할 수 있는 시편을 각각 채취하였다.

청동금탁의 성분 분석에는 미량원소 분석에서 가

장 정확한 분석법 중 하나인 아르곤 플라즈마를 이

용한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분석기(ICP-AES)

와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가 응용

되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분석기(ICP-AES, 

Optima 4300DV,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주

성분 8가지(Cu, Sn, Pb, Zn, As, S, Fe, Ni)를 분석하

였다. 유도결합전류에 의해 형성된 고온의 아르곤 

플라즈마에 시료 용액을 분무하면 시료의 원자는 들

뜨게 되고, 이때 방출되는 빛을 분광시켜 광전 증배

관에서 검출하여 시료 속의 원소를 정량 및 정성 분

석하였다.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Elan 

6100,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미량성분 5가

지(Mg, Mn, Sb, Ag, Au)를 분석하였다. 아르곤 플라

즈마를 이온화 source로 이용하고 사극자 질량분석기

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였다.

금탁에서 채취한 시편은 연마 및 미세조직 분

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에폭시수지로 마운팅하

였다. 시편의 연마는 시료연마기에서 1  diamond 

suspension으로 최종 연마를 실시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에틸알코올 120ml, 염산 30ml, Iron( ) 

Chloride 10g을 혼합한 용액으로 부식시켰다. 미세

조직 관찰은 반사식 광학현미경(DMRBE, Leica, 

Germany)을 이용하였으며, 미세조직 전체를 50배로 

확인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또

한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고배율의 경우

에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460LV, JEOL, Japan)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청동유물의 미세조직 분석시 제작 기술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개재물, 기지조직 

등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장착된 에너지분산분광계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Oxford 7574, UK)로 

분석하였다.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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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탁 3점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구리, 주석, 납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비율은 평균 85 : 8 : 7로 나타났다. 특히 주석은 8%

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고대 중국의 『주례고공기』

의 금유육제01에 표기된 가장 적합한 주석의 함유량

인 14%에 상당히 부족하다. 납의 함량은 7% 내외

로 나타나고 있어 납이 의도적으로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점 모두 종신부보다 하륜부의 납 함

량이 1~5%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

데, 이는 주조 시 중량이 무거운 납 성분이 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납은 강도를 떨어뜨리고 

문양을 좋게 하지만 합금에서 편석되기 쉬우며, 소

리를 둔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비교적 많은 함량의 

납이 포함된 이유는 주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염영하 1994: 37~42). 주성분

인 구리, 주석, 납을 제외한 10개의 원소가 0.3% 이

하의 적은 양으로 검출되고 있어 비교적 잘 정련된 

구리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량 성분으

로 검출되는 황과 철의 함량은 0.1%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이들 원소는 구리 원광석인 황동광

이나 휘동광 등 광석에 포함되는 것들로 청동금탁의 

제련용 구리광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되

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아연, 니켈 등 0.1%

의 함량을 가진 원소들은 불순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기(ICP-AES, MASS)로 성

분 분석한 정량값은 <표 2>에 나타내었다.

 

01 『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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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탁 #1은 보광전지 북동쪽 모서리 박석 상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위치와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건물의 

추녀 끝에 매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완형인 금탁의 

전체적인 형태는 2단으로 구성된 본체와 건물에 매달

게 하는 연결부로 이루어져 있다. 2단으로 된 본체의 

상단에는 금탁의 제작 주체가 조선왕실임을 보여주

는 ‘    ’ 명문이 음

각으로 우에서 좌로 종서되어 있고, 하단에는 ‘

’을 포함한 131자의 명문이 음각으로 

4자씩 우에서 좌로 종서되어 금탁 제작이 1394년 6월

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

재연구원 2009: 426). 전체적인 주조 상태를 파악하

기 위해 <사진 1a>의 화살표 1, 2, 3으로 표시된 것처

럼 가장 상단부인 정수리에서부터 하단부까지 모두 3

군데 시편을 채취하였고, <사진 1a>의 화살표 4와 같

이 고리 연결부의 접합부분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고

리의 연결방법을 분석하였다.

<사진 1c>는 바닥으로부터 20cm 높이에 위치한 

정수리 부분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결

정립 사이에 부식물과 함께 납이 다양한 크기로 불균

일하게 편석되어 있고, α상의 입자 내부에는 변형선

(strain line)이 관찰된다. 미세조직 전체에서 α상과 납

이 주로 관찰되는 반면 δ상의 분포는 매우 적은데, 이

는 주석함량이 낮음을 보여 준다.

<사진 1d>는 바닥으로부터 8cm 높이에 위치한 종

신부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주로 α상

과 납이 형성되어 있고, δ상의 분포 영역은 작은 편

이다. 우측상단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2개의 큰 구멍

은 주조할 때 발생하는 가스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

해 금속용액이 응고하여 실온까지 냉각하는 과정에

서 수축되거나 용해된 합금이 주형에서 흡수된 가스

의 영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정광용 외 2002: 577). <사진 1e>는 <사진 1d>의 가

운데를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미세조직 내에

서 크게 구별되는 3가지의 상을 EDS로 분석하였다

<표 3>. <사진 1e>의 화살표 1지점은 구리에 주석이 

30%가량 고용된 δ상으로 취성이 높아 깨지기 쉽다. 

<사진 1e>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화살표 2지점은 광

학현미경 사진 <사진 1d>에서는 검게 보이는 불균일

한 상들로 EDS분석 결과 납으로 분석되었으며, 납

의 융점(328℃)이 청동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고려할 

때 이 부위가 가장 늦게 응고되었다(이재성 외 2005: 

177). 화살표 3지점은 구리와 황, 철로 이루어진 황화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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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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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분석되었다. <사진 1f>는 하륜부에서 취한 시편

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대부분 결정립이 큰 α상과 납

이 관찰되며, α상의 결정 입계를 따라 생성된 부식층

은 부식정도가 심함을 보여 준다. <사진 1a>의 화살

표 4는 금탁을 처마에 매달기 위해 철제고리와 금탁

을 연결시킨 접합부분으로 <사진 1b>와 같이 금탁의 

내부에서 시편을 채취하였다. <사진 1g>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리 접합부분의 미세조직은 수지상정이 잘 

발달해 있는데, 비교적 빠르게 냉각되었음을 보여준

다. 전체 성분 조성에 대한 EDS 면분석 결과, <표 3>

과 같이 구리 85%, 주석 9%, 납 6%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금탁의 동체를 이루는 다른 시편들에 비해 주석

함량이 높다. <사진 1h>는 <사진 1g>의 일부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으로 여기서 관찰되는 3가지

의 다른 상을 EDS로 각각 분석하였다<표 3>. <사진 

1h>의 화살표 1지점은 구리 66%에 주석이 34% 포함

된 매우 높은 주석함량을 가진 δ상인데, 이 δ상은 주

조 후 서냉시킬 경우 나타나는 조직으로 강도 및 경

도는 높으나 취약하여 깨지기 쉬우므로 상온에서의 

단조는 불가능하다(Scott D. A. 1991: 8; Craddock. P. 

and Hook. D. 2007: 80). 납입자로 분석된 화살표 2

지점은 미세조직 내에 고르게 분포하며, 화살표 3지

점은 구리와 황, 철로 이루어진 황화물로 분석되었

다. 고리 접합부분의 미세조직과 조성 성분은 금탁의 

동체를 이루는 다른 시편들의 미세조직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금탁이 완성된 이후 철제 연결고리를 

동체와 접합시키기 위한 2차 공정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금탁 #2는 보광전지 북서쪽 모서리 아래 박석 상

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복

원작업을 통해 금탁의 원형을 복원하였으나, 2단으

로 구성된 본체의 하단만 복원되었다. 전체적인 형태

는 금탁 #1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본체의 하단에

는 ‘ ’을 포함한 96자의 명문이 음

각으로 4자씩 우에서 좌로 종서되어 있는데, 이를 통

해 금탁 #1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427). 주

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진 2a>에 화살표로 표기

된 부분에서 시편을 채취하였다.

<사진 2b>는 하륜부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으로 청동합금의 주조 시 

나타나는 수지상 조직과 다양한 크기의 납입자가 보

인다. 수지상은 구리에 주석이 고용된 α상이 기지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δ상은 매우 드물게 관찰된다. 

<사진 2c>는 <사진 2b>의 좌측 상단을 전자현미경으

로 확대한 사진으로 α상의 입자 내부에 형성된 변형

선(strain line)과 쌍정이 관찰된다. 쌍정은 주조한 그대

로 조금이라도 변형을 받지 않은 금속과 합금을 풀림

하여도 나타나지 않으며, 가공하여 변형을 시킨 것만

으로도 되지 않고, 변형을 가한 후에 풀림을 한 경우

에는 쌍정이 생긴다(금속용어사전편찬회 2001: 427). 

따라서 쌍정이 표면 부근에서만 존재하는 이유는 금

탁의 단면이 두꺼워 내부까지는 가공에 따른 물리적

인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면 부분에만 작은 결정립이 조밀하게 생성된 것은 

소성 가공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나(이승평 2000: 

399), 금탁을 발원한 이후에 회암사에는 수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있었고, 파편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관

찰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풀림이 아닌 화재에 의한 것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 2d>는 <사진 2b>의 중

앙 상단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으로 미세조직 

내에서 크게 구별되는 3가지의 상을 EDS로 분석하였

다<표 4>. <사진 2d>의 화살표 1지점은 구리에 주석

이 30%가량 고용된 δ상으로, 화살표 2지점은 납입자

로, 화살표 3지점은 구리와 황, 철로 이루어진 황화물

로 분석되었다. 미세조직 내에 포함된 황화물은 금탁

에 사용된 제련용 구리광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

이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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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탁 #3은 보광전지가 아닌 다른 유구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5개의 작은 편으로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 

파악이 어렵지만 <사진 3a>와 같이 파편의 두께, 경

사면의 길이, 명문을 통해 금탁 #1, #2와 동일한 금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금탁 #1과 #2의 하단에 ‘보광

전 네 모퉁이에 금탁을 달아놓고’라는 명문이 동일하게 

있는 점을 볼 때 파편 상태의 금탁 #3도 보광전의 네 

모퉁이에 달려 있었던 4개의 금탁 중 하나로 추정된다. 

<사진 3b>는 <사진 3a>의 여러 파편 중 종신부편

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α상과 불균질한 

납입자, 주조기포가 관찰된다. <사진 3c>는 <사진 3b>

의 좌측상단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으로 여기

서 관찰되는 다양한 상들을 화살표 1, 2, 3으로 표기하

여 EDS로 분석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사진 3c>의 

화살표 1지점은 구리 93%에 주석 7%가 고용되어 있는 

커다란 결정립의 α상으로, 화살표 2지점은 납으로, 화

살표 3지점은 구리에 황이 포함된 황화물로 분석되었

【 표 4 】 

【 사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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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진 3d>는 하륜부에 해당하는 파편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구리에 소량의 주석이 고

용되어있는 α상이 결정립을 이루며, 다양한 크기의 

납입자가 편석되어 있다. <사진 3d>의 가장자리 부분

에는 쌍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쌍정이 표면

에 가까운 작은 영역에서 집중된다는 점은 금탁 #2의 

하륜부 미세조직과 유사성을 가진다.

<사진 4>와 같이 금탁의 표면에 뚜렷하게 관찰되

는 가로방향의 가질흔적은 먼저 주조 작업으로 금탁

의 형태를 만들고, 응고된 이후에 가질 작업으로 표

면을 정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윗선과 아랫선이 

일률적으로 촘촘하게 나있는 가질흔적의 특징은 금탁

을 회전시키며 가질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방

법은 전통기법으로 비슷한 재질의 주조유기를 제작하

【 표 5 】 

【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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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대의 유기공방에서도 유기제작의 마무리단계에

서 행하고 있다(홍정실 1989: 82; 안귀숙 2002: 173). 

금탁의 종신부와 하륜부 표면에는 음각으로 명문

이 조금되어 있다. 금탁 #1과 #2에는 하륜부에 각각 

146자의 명문이 4자씩 좌로 종서되어 있고, 금탁 #3

의 일부 편에서도 금탁 #1, #2와 명문이 일치하는 

5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조금( )이란 금속의 표

면을 파내어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드는 기법으로, 우리

말로 파새김, 파기, 새기기, 조이질이라고도 하며 한

자로 , 이라고도 한다. 조금기법의 종류는 

<그림 2>과 같이 파기정과 음각된 모양에 따라 달라

진다. 정의 모양과 음각된 모양에 따라 점선으로 시

문하되 선이 이어지면 점선조각, 이어지지 않으면 침

석정이라 하며, 끝이 세모지고 뾰족한 것을 ‘촛정’, 

‘삼각정’으로 가늘게 파는 것을 모조각( )이라 

하며, 끝이 약간 편평한 정으로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이 이어져 일직선을 이루는 것을 축조각( )

이라고 한다(이난영 1992: 237; 조남철 외 2004: 27). 

금탁의 조금기법과 서체, 획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금탁 #1의 종신부와 하륜부에 새겨진 명문은 모두 끝

이 편평한 직사각형 모양의 정으로 쪼아서 정사각형의 

홈을 만들고, 이를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하여 글씨를 

새긴 축조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금탁 #2와 #3은 새

겨진 명문의 안쪽 끝 부분이 삼각형 단면으로 깊게 패

01 

02 『 』

【 그림 2 】 02

【 사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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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은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정으로 일직선

을 가늘게 파낸 모조각 기법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

다. 표면에 동일하게 새겨진 ‘ ’을 금탁 #1에서는 가

로획 3개를 먼저 긋고 세로획을 일직선으로 그어 내

려간 반면, 금탁 #2에서는 가로획 3개를 먼저 긋고 세

로획을 3번 끊어서 명문을 새겨 서체와 획순에 큰 차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모조각 기법으로 명

문을 새긴 금탁 #2와 #3의 경우도 금탁 #2는 글씨체가 

매끄럽지 못하게 여러 번 쪼아 한 획을 긋는 반면, 금

탁 #3은 동일하게 여러 번 쪼아 한 획을 새겨도 글씨

체가 매끄러운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금탁 3점

의 명문에서 발견되는 서체와 획순의 차이는 각각 다

른 조금기법뿐 아니라 명문을 새긴 장인도 다름을 의

미한다<사진 5>.

성분분석 결과, 주성분인 구리와 주석, 납의 비

율이 평균 85 : 8 : 7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

은 8%의 낮은 주석 함량인데, 이는 선행 연구된 동

종의 분석결과보다 낮은 함량이다(염영하 1994: 39; 

황진주 외 2000: 51, 강형태 외 2004: 51, 황진주 외 

2005: 33, 조남철 외 2006: 13, 강형태 외 2007: 135, 

김현정 외 2007: 372, 조남철 외 2008: 90). 또한 조

선 후기 이규경이 쓴 『오주서종박물고변』에도 ‘정이나 

탁의 종류는 홍동 8근에 주석 2근을 넣는다’라고 적

혀 있어 비교적 높은 함량의 주석을 혼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규경, 최주  2008: 91). 하지만 금탁과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경주 왕경지구 출토 금동제 풍탁

의 주석함량이 4.3%로 낮게 분석된 사례(정영동 외 

2006: 180)도 있어 용도나 기능에 따라 주물의 함량

을 다르게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납은 

【 사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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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합금에서 편석되기 쉬우며, 

소리를 둔화시키는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함

량으로 포함된 이유는 주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으로 판단된다(염영하 1994: 42).

금탁의 본체는 용해시킨 청동 주물을 틀에 부어 

주조하였으며, 여기에 추가로 철제 단조품인 연결고

리를 정수리에 고정시켰다. 주조기법은 거푸집을 제

작하는 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모래와 흙 등을 물에 반죽한 주

물사로 거푸집을 만드는 사형주조법, 밀랍과 소기름

을 적당히 배합해 만든 초를 사용하여 형태를 제작하

고 외부와 내부에는 열에 강한 재질로 보강한 다음 

열을 가하여 초를 녹여 거푸집을 만드는 밀랍주조법

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밀랍주조법은 공정이 어

렵고 세부 문양 등을 정밀하게 표현하고자하는 금동

불이나 장식품 종류의 주물에 많이 사용되며, 사형주

조법은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지만 거푸집이 약해 정

교하거나 복잡한 문양을 표현하기 어렵고 한 번 주물

을 뜬 거푸집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거푸집의 입

자가 거칠어 주조 후 표면을 깎아줘야 한다(엄준상 

2001: 110, 전용일 2003: 149). 이와 같은 여러 주물 

방법의 특성과 금탁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금탁은 

문양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이며, 3점의 크기와 

두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형태상의 특징만 보

이므로 금탁 3점은 사형주조법으로 각각 다른 거푸집

을 사용해 주조하였다. 또한 중량이 무거운 납이 하

륜부 쪽에서 많이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거푸집을 종 

모양대로 세워놓고 정수리에서 하륜부 방향으로 주물

을 붓는 상주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조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표면 정리나 형태 수

정을 위한 추가 열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

탁 #2와 #3의 하륜부에서 취한 시편의 외곽에 생성된 

쌍정은 금탁에 추가로 열처리가 가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회암사에 잦은 화재 사고가 있었고, 청동

금탁의 파편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도 관찰되기 때문

에 의도적인 풀림이 아닌 화재에 의한 2차 가열에 의

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찰되는 영역이 

매우 작고 완형인 금탁 #1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연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완성된 주물에는 가질 작업을 통해 표면 정리를 하였

으며, 가질 흔적이 수평 방향으로 일률적인 것을 볼 

때 금탁을 회전시키며 가질하였다. 이는 가질틀의 윗

부분에 기물에 알맞은 머리목을 고정시킨 후 주물된 

기물을 끼워 넣고 질나무에 가질칼을 대고 속도를 발

로 조정하며 수차례 반복하여 표면을 깎는 주물유기

의 전통 기법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고리의 접합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주조시 거푸집을 형성할 때부터 

연결고리를 거푸집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금탁을 주

조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거푸집의 정수리 부분에 연

결고리가 들어갈 만큼이 자리를 남겨두고 주조한 후 

금탁과 연결고리를 접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

【 그림 3 】 03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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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탁의 본체와 접합 부위에 검출되는 주석함량이 

다르고 냉각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볼 때 

본체를 먼저 주조한 뒤 철제 연결고리를 끼우고 청동

주물을 부어 접합시키는 두 번째 방법이 적용된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은 청동제품을 보수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림 3>처럼 땜질할 부위의 

뒷면을 점토 등으로 막은 뒤 표면에는 그 주위로만 

점토를 돌리고 쇳물을 부어 메운 뒤 표면을 갈아 낸

다(국사편찬위원회 1997: 243; 이건무 2000: 130).

금탁의 본체에는 음각으로 새긴 명문이 146자 있

는데, 금탁 #1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정으로 표면을 

쪼아 글씨를 새기는 축조각 기법이, 금탁 #2와 #3은 

삼각형 모양의 정으로 쪼아서 글씨를 새기는 모조각 

기법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다. 특히 같은 글자라도 

한 획을 여러 번 끊어서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서체가 

있는 반면, 연결시키지 않고 끊어서 쓰는 서체 등이 

있다. 이처럼 금탁 3점에 새겨진 명문은 조금기법과 

서체, 획순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장인들에 의해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3점의 금탁에 대한 성분조성

과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조선 초기 금탁을 제작하기 

위한 주조방법과 가공처리 기술에 대해 살펴볼 수 있

었다.

첫째, 성분 분석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금탁 

3점 모두 구리, 주석, 납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비율

은 평균 85 : 8 : 7로 나타났다. 주석의 함량이 8%로 

선행 연구된 범종의 분석결과보다 낮게 분석되었는

데, 이는 용도나 기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이 많이 첨가된 이유는 주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성분인 구리, 주석, 납을 제외한 10개의 

원소가 0.3% 이하의 적은 양으로 검출되고 있어 비교

적 잘 정련된 구리소재가 사용되었다. 미량 성분으로 

검출되는 황과 철의 함량은 0.1%로 비교적 낮은 수치

를 보이지만 이들 원소는 구리 원광석인 황동광이나 

휘동광 등 광석 내에 포함되는 것들로 금탁의 제련용 

구리광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금탁을 제작하기 위한 주조방법으로 사형주

조법이 적용되었다. 방법은 먼저 주물사로 틀을 만들

고, 여기에 구리-주석-납을 혼합해 용해시킨 청동을 

부어 본체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중량이 무거운 납 

성분이 하륜부 쪽에서 많이 검출된다는 점은 거푸집

을 종의 모양대로 세워놓고 정수리에서 하륜부 방향

으로 주물을 붓는 상주법이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본체의 내부에는 풍판을 연결시키기 위해 정수리 부

분의 내벽과 외벽을 잇는 구멍에 철제 연결고리를 끼

우고, 연결부위에만 용해된 청동주물을 다시 부어 연

결고리를 고정시켰다.

넷째, 형태가 완성된 뒤에는 표면 가공을 위한 추

가적인 열처리 없이 가질 작업을 통해 표면을 정리 

하였다. 물론 금탁 #2와 #3의 일부 편에서 쌍정이 관

찰되어 열처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표면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도 관찰되고, 완형인 금탁 #1에서는 쌍정

이 관찰되는 않는다는 점을 볼 때 화재 등에 의해 우

연히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면에서 관찰되

는 일률적인 가질 흔적은 금탁을 회전시키며 가질하

였음을 보여 준다. 

다섯째, 표면에 음각된 명문에는 축조각과 모조각 

기법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획순과 서

체에서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명문조각에는 다수

의 장인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이라는 금속소재가 수천 년 동안은 물론 지금

까지도 인류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제작기술의 변천과정을 

입증할 만한 사료나 이에 관련된 연구 성과물은 매우 



117 Lee, Jae Sung    

부족한 현 실정에서 제작 연대와 제작 주체가 명확한 

금탁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는 향후 청동기 제작

기술 체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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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bronze bells excavated from the Hoeamsa temple site were investigated for their microstructures and chemi-

cal composition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applied in fabrication, which may represent the related 

industry establish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result shows that the bells were cast from alloys of approximately 

85% copper-8% tin-7% lead. The chemical analysis for ten trace elements shows that they were all kept below 0.3 

weight %, suggesting that the alloys were made of relatively well-refined copper, tin and lead. The presence of sulfur 

and iron indicates that chalcopyrite or chalcocite may have been used in the smelting of copper. Evidence has been 

found that the bells were cast by pouring the liquid metal from the top of the sand molds that were set up in an upright 

position. No additional treatments, thermal or mechanical, other than a little grinding were applied upon the completion 

of casting. After the shaping process, a balancing plate was attached to the top of the bell using a steel connection ring. 

The connection assembly was then fixed to the main body by using molten bronze as a solder. The surface inscription 

was found carved using different techniques. The differences in the order of strokes and the calligraphic style indicate 

that the carving was carried out by more than one master. In the absence of documentary evidence on past bronze tech-

nology, the present bronze bells with known chronology, provenance and the main agent of production, prove to be 

a rare and valuable archaeological materia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technology in use in the early Joseon 

period.

Key Words :  Hoeamsa Temple Site, Bronze Bells, Casting Method, Manufacturing Process, Microstructure, 

Carv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