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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고는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제품의 고고학적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SEM-EDX, XRD, TG/DTA를 이

용하여 녹유에 대한 화학조성과 용융특성을 연구한 결과이다. 녹유소조상전, 녹유귀면와, 녹유능형전을 분석한 결과 소조상전

2편은 화학조성(PbO 74~81%, SiO2 14~18%)과 용융온도범위(950~1070℃)가 유사하 으나, 귀면와 2편과 능형전 1편은

서로 다른 조성과 용융특성을 보 다. 귀면와 SC 003은 소조상전에 비하여 훨씬 낮은 용융온도범위(970℃ 이하)를 보 으며,

SC 004는 상대적으로 높은 P의 함량으로 조성상의 차이를 보 다. 능형전은 Pb와 Si, O 이외의 원소가 검출되지 않고, 매우

낮은 용융온도범위(770℃ 이하)를 보여 사천왕사지 녹유제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 으며, 오히려 경주 묘사지 출토 녹유전

2편과 유사한 특징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사천왕사지의 녹유제품들이 모두 같은 원료와 기법으로 제조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해서는 납동위원소비 분석 등의 추가적인 원료 산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복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며, 타 유적의 녹유제품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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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천왕사지는 경주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경주시배반동935-2번지낭산남쪽낮은구릉상에위치하

고있으며사적제8호이다. 사역남쪽으로약2m의단애부

가형성되어있고, 그아래로완만한경사를이루며동·서

귀부로 이어진다<사진 1>. 경주 사천왕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삼국사기 제7

권 신라본기에는‘신라 문무왕 9년(670)과 10년(671)에 당

군(唐軍)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명랑법사(明 法師)가

낭산(狼山) 남쪽 신유림(神遊林)에 절을 세우고 문두루

비법(文豆婁秘法)을 행하니 당나라 배들이 갑작스런 풍

랑에 침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부터 사천왕사가 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 사격(寺格)이

높고중요한위치를차지했던사찰이었음을알수있다. 

사천왕사는 통일신라의 전형인 일금당이탑(一 堂二

塔) 양식의 가람배치가 처음 등장한 곳으로 2기의 목탑

은이보다3년늦은감은사삼층석탑(682년)과함께당시

건축과 미술, 불교문화사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 절대적

인 기준이 되고 있다. 금당(金堂)을 중심으로 동서에 탑

을, 금당 북쪽으로는 좌우에 경루(經 )를 두었다. 두 탑

지(塔址)에는사방3칸의초석이남아있고, 그남쪽에는

중문지(中門址)가, 경루 북쪽으로는 강당지가 있으며 둘

레는회랑(廻 )이둘러싸고있다<사진2>. 

사천왕사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의 고적조사보고서에

따르면당초무늬와당(瓦當)과사천왕이새겨진전(塼)이

출토되었다고한다. 발굴조사결과반파된녹유사천왕상

전(綠釉四天王像塼)이발견되었다. 녹유전(綠釉塼)은전

돌 위에 연유(鉛釉)를 시유한 것으로 발색상태에 따라

황색에서 녹색까지 차이를 나타낸다(유홍도 2007: 157).

통일신라시대의 녹유전돌이 출토된 곳은 묘사지( 廟

寺址), 황룡사지(皇龍寺址), 감은사지(感恩寺址), 천룡사

지(天 寺址), 법광사지(法光寺址), 부석사(浮石寺) 및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등으로 당시의 녹유전은 대부

분 특별한 불교사찰의 사격이 높은 성전사원 또는 최상

01

『三國史記』卷第七新 本紀第七文武王十九年條
“秋八月太白入月角干天存卒創造東宮始定內外諸門額號四天王寺成增築南山城.”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세워진신유림(神遊林)은 전불시대(前佛時代) 칠처가람(七處伽 )의 한 곳이다. 『三國史記』職官條에따르면사천왕사는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 사격
(寺格)이 높고중요한위치를차지했던사찰이었음을알수있다. 

01

사진 1 사천왕사지 주변 유적 현황

낭산

선덕여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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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물에만 한정되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井內功

1975: 10~17). 이렇듯 녹유전이 최상의 건축물에만 한정

되어 쓰인 점을 고려할 때, 녹유전은 당시의 최고기술이

집약된 제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녹유의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그 기술을 복원하는 것은 고대의

기술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러한 이해를 바탕

으로 당시의 사회와 문화상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통일신라시

대 녹유전의 녹유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로는 녹유의

화학조성과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 발색원소와 원료

생산지를 연구한 강형태 등의‘통일신라시대 녹유전돌

의 녹유 특성’연구와 조남철 등의‘경주 묘사지 녹유

전의 녹유 특성’등이 있다. 사천왕사지에서는 녹유사천

왕상전 뿐 아니라 녹유능형전, 녹유귀면와 등 다양한 녹

유제품이출토되어연구의가치가매우높다. 

본연구는경주사천왕사지출토녹유제품에시유된녹

유에대한자연과학적연구를수행한결과로서유물의제

작기법규명과 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화학조성

규명과용융조건규명에중점을두어수행하 다. 

대상시료및연구방법

1. 대상시료

목탑의 기단부 면석으로 알려진 녹유소조상전(綠釉塑

造像塼)은 모서리 부분에서 A-B-C상이 한 세트를 이뤄,

계단을중심으로좌우에각각3매씩24개의녹유전이탑

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크기는 높이 90cm, 너비 70cm,

두께7~9cm이다<사진3>.

녹유능형전은많은균열과함께표면에백색의오염물

이 관찰된다<사진 4a>. 녹유귀면와는 황갈색의 녹유가

시유된파편으로표면에는많은빙렬이관찰된다<사진4b>.

분석대상 시료는 이들 녹유소조상전, 녹유능형전, 녹

사진 2 사천왕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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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녹유능형전 및 녹유귀면와

b.녹유귀면와a.녹유능형전

유귀면와의 일부로 추정되는 편으로, 복원과정에서 접

합위치를 찾을 수 없는 소형 파편들을 이용하 다. 시료

는녹유소조상전2편, 녹유소조상전표면의갈색물질1점,

녹유귀면와2편, 녹유능형전1편이다<사진5>. 녹유소조

상전 2편에 시유된 유약은 청록색으로 두께가 얇으며,

시유상태가일정하지않다. 시료SC 001은적갈색의연질

태토에 녹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으며<사진 5a>,

시료 SC 313은 SC 001과매우유사한적갈색의연질태토

에 SC 001보다는 청색 빛이 많이 도는 녹색의 유약이 얇

게 시유되어 있다<사진 5b>. 갈색물질은 녹유소조상전

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의 유약 표면에 갈색으로 침착

된 물질로서 메스를 이용하여 채취한 분말상태의 시료

이다<사진5c>. 녹유귀면와2편중시료SC 003은회색의

태토에 녹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균열이 많고

불규칙한 시유상태를 보인다<사진 5d>. 시료 SC 004는

적갈색의 태토에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유약

부분은전체적으로큰기포가많고, 박락이심하며, 군데

군데광택이없는회색빛의희뿌연부분이관찰된다<사진

5e>. 녹유능형전은 녹유소조상전이나 귀면와와는 그 두

께와색상에있어매우다른특성을보인다. 능형전녹유

의두께는5mm 내외이며, 태토에서쉽게분리된다. 또한

표면과 태토와의 접합부위는 모두 분말상의 백색물질이

덮여있으며, 유약의내부는맑은청색을띤다<사진5f>. 

사진 3 사천왕상 녹유전

A상 B상 C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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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모든 시료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상태와 단면

조직을 관찰하 으며,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X선분광기(SEM-EDX)를 이용하여 유약의 화학조

성을 분석하 다. 한편 유약의 용융온도 범위를 추정하

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단면 조직관찰과 X

선회절분석을 통한 결정구조 분석을 수행하 으며, 태

토에대한조직관찰및X선회절분석과유약분말의재가

열후조직변화관찰을병행하 다.

1) 광학현미경 관찰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이용하여시료의유

약과 태토 조직을 관찰하 다. 이용된 기기는 독일 Carl

Zeiss 사의 Axiotech 100HD/Progress 3012 이다. 시료의

관찰은명시야와암시야를모두이용하 다.

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을 이용하여 시료의 유약과 태토의 조직을 관찰하 으

며,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X선분광기

(SEM-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이하

SEM-EDX로 표기)를 이용하여 유약의 주성분을 반정량

하 다. 이용된 기기는 일본 Jeol 사의 주사전자현미경

JSM-5910LV와 국 Oxford 사의 에너지분산형 X선분광

기인Oxford 7324 다. 주사전자현미경을이용한조직관

찰은 저진공(LV-mode) 상태에서 수행하 으며, 가속전

압 10~20kV, spotsize 25~50이었다. SEM-EDX를 이용한

시료의 반정량분석은 가속전압 15~20kV, spotsize 34~60

에서 수행하 다. 유약과 태토의 조직관찰을 위하여 시

료는 다이아몬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크기로 절단한

뒤 탈염수와 에틸알콜의 혼합용액(1:1)으로 표면 오염물

질을 제거하고, SEM-EDX 분석시 보정원소로 사용할 Cu

표준물질(99.9%)과함께에폭시수지에장착하 다. 이후

관찰 면이 거울면과 같이 되도록 연마지(# 80, 150, 300,

500, 800, 1000, 2000, 4000)와연마포및연마제(3㎛, 1㎛)

를 이용하여 연마하 다. 이후 연마된 관찰면에 전도성

을 부여하기 위하여 탄소(Carbon) 코팅을 수행하 으며,

녹유능형전의표면과갈유분말의분석은연마하지않은

상태에서 탄소 코팅 후 수행하 다. 원소분석결과는 산

화물형태로 환산하 으며, 시료마다 4~7부분을 분석하

고평균값과표준편차를제시하 다. 철(Fe) 원소의함량

은모두산화제이철(Fe2O3)의형태로환산하 다.

a.녹유소조상전 편(SC 001) b.녹유소조상전(SC 313) c.녹유소조상전 편 태토 및 갈색물질(SC 330)

d.녹유귀면와 편(SC 003) e.녹유귀면와 편(SC 004) f.녹유능형전 편(SC 002) 

사진 5 분석 대상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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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선회절분석

유약과 태토의 광물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 다. 이용된 기기는 일본 Mac

Science 사의 X선회절분석기(X-ray Deffractometer)

M18XAHF22이었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20kV, 튜브

전류 90mA, 측정범위 10°~60°, 측정속도 8°/min이 다.

분석은 녹유소조상과 귀면와, 능형전에 대하여 수행하

으며, 태토는 마노막자를 이용하여 200mesh 이하의

분말로제작하여분석하 다. 유약의경우소형연삭기를

이용하여태토가노출되지않도록표면을연삭하여분말

상으로 채취한 후 마노막자에서 200mesh이하로 미분쇄

하여 분석하 다. 한편, 녹유소조상전은 유약이 매우 얇

고 시유된 표면이 비교적 평평하 기 때문에 유약 표면

을대상으로직접분석하 다.   

4) 열분석 및 재 가열 실험

유약의 용융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분석과 유약 분

말에 대한 재 가열 실험을 수행하 다. 이용 기기는 미국

TA Instruments 사의 시차열중량분석기(Differential Thermal

Analyzer) SDT 3960이었으며, 분말상태의유약시료10mg을

백금도가니에 넣어, 온도범위 700~1200℃에서 가열속도

5℃/min의조건으로가열하 다. 로( )의분위기는질소

(N2)를이용하여환원환경이되도록하 으며, 재 가열시

료의가열후조직관찰은주사전자현미경을이용하 다.

분석결과

1. 녹유소조상전

1) SC 001 

녹유의화학조성을SEM-EDX로분석한결과납산화물

(PbO)이 78~81%로 주성분을 이루며, 규소산화물(SiO2)

이 14~16%, 알루미늄산화물(Al2O3)이 3~4%, 구리산화물

(CuO)과 철산화물(Fe2O3)이 각각 1% 내외로 검출되었다

<표 1>. 다른 알칼리 금속류(K2O, Na2O)의 검출량이 미

미하고, 납(Pb)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납이 용융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색원소로서 구리(Cu)와

철(Fe)이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약과 태

토의 조직을 관찰한 결과, 유약은 조직 내에 거대한 태토

입자가 분포하며, 국부적으로 납과 규소(Si)가 혼합된 입

자가존재하나비교적균일하게유리질화된조직을구성

하고 있다<그림 1a, b>. 태토의 경우 조직은 유리질화가

진행되지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그림1c>. 태토의X선

회절분석결과 석 (Quartz)과 사장석(plagioclase)이 검

출되었으며고온광물인뮬라이트(Mulite)는검출되지않

았다<그림 1d>. 한편, 유약의 시차열분석그래프에서는

800℃ 와900℃부근에서두번의흡열곡선이관찰되는데,

800℃ 부분의 흡열곡선은 유약의 연화에 따른 것으로,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Al2O3 SiO2 K2O CaO Fe2O3 CuO PbO 합계

site 1 3.58 15.64 0.36 0.42 0.97 0.69 78.34 100

site 2 2.98 14.12 - - 0.82 1.43 80.65 100

site 3 3.13 14.71 0.38 - 0.98 1.42 79.37 100

site 4 3.39 15.09 0.41 0.35 0.77 - 79.57 99.58

site 5 3.43 15.61 0.39 0.40 0.80 - 79.37 100

site 6 3.04 15.58 0.47 0.00 0.89 0.83 79.20 100

site 7 3.21 14.81 - 0.48 1.04 0.95 79.51 100

평균 3.40 15.22 0.18 0.45 1.00 0.82 78.93 100

표준편차 0.26 0.59 0.25 0.05 0.05 0.18 0.83 -

표 1 시료 SC 001 녹유의 화학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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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부근의 흡열곡선은 용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e>. 선행된 연구에서는 유약의 용융이 종료되는

시점을 시차열분석그래프상의 흡열곡선의 기울기가 원

그래프와 같아지는 지점으로 보고하고 있다(한민수

2005: 138). 이러한기존연구결과를고려하면SC 001 유약

의 연화는 800℃ 부근에서 이뤄지며, 용융은 대략

880~1000℃에걸쳐일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분말상태인 유약의 재 가열 실험결과, 900℃로 가열한

시료의경우납을주성분으로하는기질은대부분용융되

었지만,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크고 작은 입자가 잔류

한다<그림2a>. 950℃로가열한시료에서는미세한입자

는 모두 용융되었으나, 비교적 큰 입자가 여전히 잔류한

다<그림2b>. 1050℃이상의가열시료에서는기질과입자

대부분이용융되어균일한조직이관찰된다<그림2c,  d). 

2) SC 313 

유약의화학조성을SEM-EDX로분석한결과납산화물

이 74~77%로 주성분을 이루며, 규소산화물이 16~18%,

알루미늄산화물이 3~4%, 구리산화물과 철산화물이 각

각 1% 내외로 검출되었다<표 2>. 시료 SC 001과 마찬가

지로 다른 알칼리 금속류(K2O)의 검출량이 미미하고, 납

산화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납이 용융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색원소로서 구리와 철이 기여한

것으로추정된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약과 태

토의 조직을 관찰한 결과, 유약은 조직 내에 국부적으로

거대한 태토 입자가 분포하나, 비교적 균일하게 유리질

화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많은 균열과 균열사이에

형성된 납과 황(S)을 주성분으로 하는 결정의 성장이 관

찰된다<그림 3a, b, c>. 태토의 경우 유리질화가 진행된

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암시야)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c.태토 조직(SEM, 이차전자상)

d.태토(t)와 유약(y)의 X선회절분석 그래프 e.유약의 시차열중량분석(TG/DTA) 그래프

그림 1 시료 SC 001 태토와 유약의 조직 및 XRD, TG/DTA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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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약의 시차열중량분석그래프

에서는 840℃와 920℃ 부근에서 두 번의 흡열곡선이 관

찰되는데, 840℃부분의흡열곡선은유약의연화에따른

것으로, 920℃ 부근의 흡열곡선은 용융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3d>. 분말상의유약에대한재가열실험

결과, 960℃로가열한시료의경우납과규소를주성분으

그림 2 시료 SC 001 유약의 재 가열후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d.가열온도 1100℃, x 600 c.가열온도 1050℃, x 220

b.가열온도 950℃, x 600a.가열온도 900℃, x 800

Si

Si
Pb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Al2O3 SiO2 K2O CaO Fe2O3 CuO PbO 합계

site 1 3.89 17.21 0.45 0.48 1.19 1.09 75.68 100

site 2 3.81 17.84 0.49 0.56 0.98 1.06 74.80 99.53

site 3 3.67 17.01 0.45 0.66 0.93 1.24 76.05 100

site 4 3.67 16.62 0.52 0.63 0.88 0.90 76.77 100

site 5 3.66 16.35 0.35 0.53 0.74 2.06 76.32 100

site 6 3.85 17.53 0.39 0.70 0.78 1.25 75.49 100

site 7 4.28 18.16 0.61 0.52 0.65 0.74 75.05 99.15

평균 4.08 17.69 0.53 0.50 0.92 0.91 75.37 100

표준편차 0.27 0.67 0.11 0.03 0.38 0.25 0.44 0

표 2 시료 SC 313 녹유의 화학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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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는기질은대부분용융되었지만, 납, 규소, 알루미늄

(Al), 칼륨(K) 등을 함유한 입자들이 잔류한다. 1030℃로

가열한시료에서는기질과입자가모두용융되어균일한

조직을형성한다<그림4>.

3) 갈유 분말(SC 330)

시료SC 330은녹유소조상전으로추정되는태토파편과

그 위에 분포하는 갈색물질(갈유)로 갈유는 분말상으로

채취되었다. 갈유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갈색

층과녹색의유리질층이관찰되는데갈색층은깊이10㎛

내외의 표면에만 존재하고, 갈색층 아래에는 30㎛ 내외

의 균열이 많은 유리질층이 존재하며, 그 아래로 견고한

녹색의유리질층이 존재한다<그림5a>.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하여 갈색물질을 관찰한 결과 갈색층은 조직이

그림 4 시료 SC 313 유약의 재 가열후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b.가열온도 1030℃, x 550a.가열온도 960℃, x 1100

그림 3 시료 SC 313 태토와 유약 조직 및 X선회절 그래프

d.유약의 시차열중량분석(TG/DTA) 그래프c.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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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하지 못하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5b>. 화학조성 분석결과 표면의 갈색층은 견

고한 유리질인 하부층보다 납의 함량이 높고, 규소와 알

루미늄의 함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색부분에

서만인(P)과염소(Cl)가검출되었다<그림5c, d>. 

갈색물질의 견고한 녹색 유리질층에 대한 화학조성을

SEM-EDX로 분석한 결과, 납산화물이 42~43%, 규소산화

물이 39~41%, 알루미늄산화물이 12~15%, 철산화물이

3~4%, 구리산화물이약3%가량검출되었다<표3>. 이처럼

낮은 납산화물의 함량은 공반 출토된 녹유소조상전 SC

001, SC 313의 녹유 뿐 아니라, 기 보고된 부석사나 경주

범광사지, 천룡사지, 묘사지의 녹유와도 매우 상이한

결과이다. 

한편,  SC 330의태토는적갈색을띠고있으며, 태토의 X선

그림 5 녹유소조상전 추정파편(SC 330) 유약부분 갈색물질의 조직 및 성분조성

d.부위에 따른 Pb, Si 검출량c.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명시야)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Al2O3 SiO2 Fe2O3 CuO PbO 합계

site 1 14.34 41.10 2.41 - 42.14 100

site 2 12.15 39.20 3.30 3.17 42.19 100

평균 13.25 40.15 2.86 1.58 42.16 100

표준편차 1.55 1.35 0.63 2.24 0.03 0

표 3 시료 SC 330 녹유의 화학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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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절분석결과석 (Quartz)과사장석(plagioclase)이동정

되었으며, 뮬라이트(Mulite)는동정되지않았다<그림6>.

2. 녹유귀면와

1) SC 003

유약의화학조성을SEM-EDX로분석한결과납산화물

이 63~67%로 주성분을 이루며, 규소산화물이 25~28%,

알루미늄산화물이 5~6%, 철산화물이 2~2.5%, 구리산화

물이 1% 내외로 검출되었다<표 4>. SC 001, SC 313과 마

찬가지로 다른 알칼리 금속류(K2O)의 검출량이 미미하

고, 납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납이 용융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색원소로 철과 구리가 기여한 것

으로추정되나, 녹유소조상인SC 001이나SC 313 보다철

의 함량이 높고 구리의 함량이 낮게 검출된 것으로 보아

철의기여도가더큰것으로추정된다.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약과 태

토의조직을관찰한결과, 유약은조직내에거대한태토

입자가 분포하나, 비교적 균일하게 유리질화 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7a, b, c>. 태토의 경우 조직은 유리

질화가진행되지않았음을관찰할수있었으며, X선회절

분석결과 석 (Quartz), 사장석(Plagioclase), 정장석

(Orthoclase)이 검출되고, 고온광물인 뮬라이트(Mulite)는

검출되지않았다<그림7d>. 

분말상의유약에대한재가열실험결과, 900℃로가열

한 시료의 경우 납과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기질은 모

두 용융되었으며, 납, 규소, 칼슘(Ca), 인을 함유한 입자

들이 관찰되었다. 이 입자는 1100℃로 가열한 시료와

1200℃로가열한시료에서도관찰되고있어유약의용융

과정에서형성된결정성물질로판단된다<그림8>. 

2) SC 004

유약의 화학조성을 SEM-EDX로 분석한 결과 납산화

물이64~70%로주성분을이루며, 규소산화물이19~25%,

알루미늄산화물이 3~5%, 철산화물과 구리산화물이

1~2%, 인산화물(P2O5)이 약 1% 가량 검출되었다<표 5>.

SC 001, SC 313과 마찬가지로 다른 알칼리 금속류(K2O)

의검출량이미미하고, 납의함량이높은것으로보아납

이 용융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색원소로 철과

구리가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인함량이상대적

으로높게검출되어녹유소조상SC 001, SC 313이나녹유

귀면와SC 003과는차이를보인다.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Al2O3 SiO2 K2O Fe2O3 CuO PbO 합계

site 1 5.65 26.71 0.64 2.40 - 64.60 100

site 2 5.08 25.54 0.54 2.31 - 66.53 100

site 3 5.54 27.15 0.78 2.04 1.48 63.00 100

site 4 5.91 26.34 0.62 1.94 1.14 64.05 100

site 5 5.81 27.97 0.90 2.32 1.47 60.90 100

site 6 5.52 25.90 0.76 2.14 - 65.67 100

평균 5.59 26.60 0.71 2.19 0.68 64.12 100

표준편차 0.29 0.88 0.13 0.18 0.76 2.00 -

표 4 시료 SC 003 녹유의 화학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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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녹유소조상전 추정 파편(SC 330) 태토의 X선회절그래프



123 Lee, Han Hyoung 경주사천왕사지녹유전의녹유특성연구

그림 7 시료 SC 003 태토와 유약 조직 및 태토의 X선회절 그래프

d.태토(t)의 X선회절분석 그래프c.태토 및 유약 조직(후방산란전자상)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명시야)

그림 8 시료 SC 003 유약의 재 가열후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d.가열온도 1200℃, x 2500c.가열온도 1100℃, x 4300

b.가열온도 950℃, x 5500a.가열온도 900℃, x 800

Pb, Si, Ca, P

Pb, Si, Ca, P
Pb, Si, C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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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thoc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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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약과 태

토의조직을관찰한결과, 유약은유리질화된조직을형

성하고 있으며, 표면부위로 인을 포함하는 결정의 성장

이 관찰된다. 이 결정은 육안으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에집중되어있다<그림9a, b, c>. 태토의경우조직은유

리질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X선회절분석결과에서 뮬

라이트(Mulite)가검출되지않았다<그림9d>. 

분말상의유약에대한재가열실험결과, 900℃로가열

한 시료의 경우 납과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기질은 모

두 용융되었으나,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교적 큰 입

자들이 잔류하며, 납, 규소, 칼슘, 인을 함유한 작은 입자

들이 관찰된다.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입자는 1050℃

가열시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만, 인을 함유한 입자는

1100℃로가열한시료와1200℃로가열한시료에서도관

찰되고 있어 이들 입자는 유약의 용융과정에서 형성된

결정일것으로판단된다<그림10>.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MgO Al2O3 SiO2 P2O5 K2O CaO TiO2 Fe2O3 CuO PbO 합계

site 1 - 3.86 21.07 - 0.53 1.48 - 1.69 1.99 69.38 100

site 2 - 3.77 19.46 0.98 0.44 1.67 1.19 1.79 2.14 68.56 100

site 3 0.48 4.30 24.87 0.82 0.51 1.52 - 1.54 1.68 64.30 100

site 4 0.56 3.73 19.51 0.82 0.35 - 2.01 1.71 1.97 69.34 100

평균 0.26 3.91 21.23 0.65 0.46 1.17 0.80 1.68 1.95 67.89 100

표준편차 0.30 0.26 2.54 0.44 0.08 0.78 0.98 0.11 0.19 2.43 0

표 5 시료 SC 004 녹유의 화학조성

그림 9 시료 SC 004 태토와 유약 조직 및 X선회절 그래프

c.태토 및 유약 조직(후방산란전자상)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명시야)

d.태토(t)와 유약(y)의 X선회절분석 그래프

Pb, Si, C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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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유능형전

시료 SC 002의 표면에 분포하는 분말상의 백색물질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SEM-EDX로 분석한 결과 납이 높게

검출되었다. 유약의 화학조성은 SEM-EDX로 분석한 결

과 납, 규소, 산소(O) 만이 검출되었으며, 산화물형태로

환산한 결과 납산화물이 87~88%, 규소산화물이 12~13%

로, 측정부위에따른성분차가매우근소하다<표6>.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약의 조

직과 태토와의 경계면을 관찰한 결과, 유약은 매우 치

한 유리질 조직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굵은 균열이 분포

한다. 태토와의 경계면과 균열을 따라 백색의 풍화산물

그림 10 녹유소조상(SC 004) 유약의 재 가열후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d.가열온도 1200℃, x 2500c.가열온도 1050℃(20분유지), x 1600

b.가열온도 1050℃, x 1200a.가열온도 900℃, x 1800

화합물
주성분 조성(SEM-EDX 반정량분석, wt%)

SiO2 PbO 합계

site 1 12.02 87.98 100

site 2 12.15 87.85 100

site 3 12.13 87.87 100

site 4 12.51 87.49 100

site 5 12.50 87.50 100

site 6 12.10 87.90 100

평균 12.23 87.77 100

표준편차 0.21 0.21 -

표 6 시료 SC 002 녹유의 화학조성

Pb, Si, Ca, P
Pb, Si, Ca, P

Pb, Si, Ca, P

Pb, Si, Ca, P

Si



이 분포하며, 태토와의 경계면에는 풍화산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부서지기 쉬운 층이 관찰된다<그림

11a, b, c). 유약의 X선회절분석결과에서는 20~40°에 걸

친 뭉툭한 비정질 피크와 함께 백연석(Cerussite, 탄산납

(PbCO3))의 미약한 피크가 동정되었다. 태토의 X선회절

분석에서는 석 (Quartz), 사장석(Plagioclase), 정장석

(Orthoclase)이 동정되었으며, 뮬라이트(Mulite)가 동정되

지않았다<그림11d>. 

유약에대한시차열중량분석결과매우날카로운흡열

피크가 680℃ 부근에서 관찰되었으며, 재 가열실험에서

700℃로가열한시료가완전히유리질화됨을관찰할수

있었다<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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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녹유소조상(SC 002) 태토와 유약 조직 및 X선회절 그래프

c.태토와 유약 계면에 형성된 층

b.유약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a.유약 조직(광학현미경, 명시야)

d.태토(t)와 유약(y)의 X선회절분석 그래프

그림 12 녹유능형전(SC 002) 유약의 재 가열후 조직(SEM, 후방산란전자상)

b.유약의 열분석 그래프(승온속도 5℃/min)a.가열온도 700℃, x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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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녹유소조상전

1) SC 001 

녹유시료SC 001의화학조성에따른특성을살펴보고자

기존에 보고된 통일신라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녹유들

(강형태 외 2005: 216~217; 조남철 외 2007: 133)의 연구결

과와비교하 다. 그결과SC 001은성분함량에있어기보

고된녹유들과유사한범위에분포하면서도약간다른특

성을보인다. 납산화물의함량은경주법광사지, 천룡사지

출토녹유(대략72~75%) 보다는다소높고, 경주 묘사지

출토 녹유(대략 90%) 보다는 낮은 특성을 보 으며, 알루

미늄, 구리, 철등의함량은기보고된녹유전의녹유들보

다다소높게검출되었다. 알루미늄과철등은토양의주성

분들로서, 이들원소가비교적높게검출된것은녹유제조

시고순도의석 으로만이루어진모래가아닌, 불순물을

함유한모래를원료로서사용하 기때문으로추정된다.

녹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의조직을관찰

한 결과 유리질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시료SC 001이일반적인토기태토의유리질화가본격

화되는1100℃이상의소성을경험하지않았음을시사한

다(김수경 외 2010: 137). 태토의 X선회절분석결과에서

도1100℃이상에서본격적으로나타나는고온광물인뮬

라이트(Mulite)(Darunee Wattanasiriwech et al. 2009: 43)

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약의 열분석결과에서도 용융

에 해당하는 피크가 880~1000℃에 걸쳐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한다. 한편, 유약분말의 재 가열실험결과

는유약이900℃보다약간낮은온도에서용융되기시작

하여 1050℃ 보다 조금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완료되었

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를 열분석 결과와 비교하

면, SC 001 유약의 용융온도는 대략 880~1000℃임을 짐

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재 가열시 유약의 용융온도가 약

70℃ 가량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한민수 2006:

180)를 고려하면, 제작 당시 용융온도는 880~1000℃에

70℃를더하여대략950~1070℃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2) SC 313 

녹유시료 SC 313 유약의 성분조성과 함량은 SC 001과

매우 유사하며, 납산화물의 함량에 있어 기존에 보고된

경주 법광사지, 천룡사지 출토 녹유(대략 70~75%)와 유

사한특성을보인다. 또한기보고된녹유에비하여구리

와철, 알루미늄등의함량이다소높은점또한SC 001의

특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원료로서 불순물이 함유된 모

래를사용하 을것으로추정된다.

녹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의조직을관찰

한결과, 조직의유리질화가관찰되지않아1100℃이상의

소성을경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유약의열분

석 결과는 대략 880~1050℃에 걸쳐 용융이 일어났음을 짐

작케 하며, 유약분말의 재 가열실험결과는 유약의 용융이

완료되는온도가960℃보다는높고1030℃보다는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1030℃가열시료의조직이매우균일한것

으로보아유약의용융은대략1000℃정도에서완료된것으

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와 재 가열시 유약의 용융온도가

낮아진다는기존의보고를고려하면제작당시시료SC 313

유약의용융온도는950~1070℃정도 을것으로추정된다.

3) 갈유 분말(SC 330)

갈유에대한분석결과는갈색층이매우얇고견고하지

못하며, 균열이많은녹색유리질층위에형성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부의 녹색유리질층 보다 납을 많이 함

유하며, 소량의 인과 염소도 함유하는 것으로 보아, 갈색

층은 녹유가 매장환경에서 풍화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유

입된물질들과반응하여형성한풍화산물로짐작된다.

갈색층 하부의 견고한 녹색유리질층에 대한 화학조성

분석결과는 납산화물의 함량이 공반 출토된 녹유소조상

전SC 001, SC 313의녹유보다매우낮은것을보여주는데,

이는 기 보고된 부석사나 경주 범광사지, 천룡사지, 묘

사지의녹유와비교해도상당히낮은수치이다. 그러나화

학조성분석결과는 반정량분석법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갈유시료는 거의 분말에 가까워 반정량분석법의 적용이

어려움) 국소부위에한정된결과이므로, 본결과만으로그

원인이풍화로인한납의유실때문인지아니면원래부터

유약의조성이다르기때문인지정확히판단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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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갈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의X선회

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뮬라이트(Mulite)가 동정되지 않아

1100℃이상의소성을경험하지않았음을짐작할수있다. 

2. 녹유귀면와

1) SC 003

녹유시료 SC 003 유약의 성분조성과 함량은 녹유소조

상인 SC 001, SC 313과 비교하여, 알루미늄과 규소, 철의

함량이 다소 높으며, 납의 함량이 다소 낮고, 칼슘산화물

(CaO)이거의검출되지않은점에서차이를보인다. 알루

미늄과 철의 함량으로 보아 SC 001이나 SC 313과 마찬가

지로원료로서모래를사용하 을것으로추정되나, 철의

함량이 훨신 높고, 칼슘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

아이들과는다른원료로만들어졌을것으로짐작된다.

녹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의조직을관

찰한결과조직의유리질화가관찰되지않아1100℃이하

에서 소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X선회절분석결과에

서도고온광물인뮬라이트(Mulite)가검출되지않아이를

뒷받침한다. 유약의 재 가열실험결과는 SC 003 유약의

용융온도가 900℃ 보다 낮았음을 시사하며, 재 가열에

따른 향을고려할때제작당시유약의용융온도는970℃

이하 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녹유소조상인SC 001, SC 313의녹유에대한추정

용융온도보다다소낮은것인데, 태토쪽으로깊숙이침

투된 유약<그림 8c>을 볼 때 유약의 용융온도가 낮았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융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

되는 납의 함량이 녹유소조상인 SC 001, SC 313 보다 낮

고, 역시 용융제 역할을 하는 알칼리금속의 함량이 미미

한데도불구하고용융온도가소조상의녹유보다낮은점

에대해서는향후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2) SC 004

녹유시료 SC 004 유약의 성분조성분석결과 기존에 보

고된통일신라시기의녹유들과비교하여알루미늄과철

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어, 역시 원료로서 모래를 사용하

을 것으로 추정되나, 칼슘과 인이 비교적 높게 검출된

점으로 보아 SC 001, SC 313이나 녹유귀면와 SC 003과는

원료상에차이가있을것으로짐작된다. 

녹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의조직을관찰

한결과조직의유리질화가관찰되지않아1100℃이상의소

성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X선회절분석결과

에서도고온광물인뮬라이트(Mulite)가검출되지않아이를

뒷받침한다. 유약의 재 가열실험결과는 유약의 용융온도

가 900℃ 보다는 높으며, 1050℃ 보다는 낮음을 보여주며,

1050℃ 가열 시료가 인을 함유한 입자를 제외하고 완전히

용융된것으로보아용융온도범위는대략880~1000℃로판

단된다. 이상의결과와재가열에따른 향을고려하면, 제

작당시유약의용융온도는대략950~1070℃정도일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같은녹유귀면와인SC 003 보다는오히려

녹유소조상전인SC 001, SC 313에대한추정온도와유사하

다. 이러한결과는성분조성에서의차이와함께두귀면와가

서로다른원료로제작되었을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3. 녹유능형전

시료SC 002의표면에분포하는백색분말은성분조성분석

결과납이높게검출되어유약의풍화산물로판단된다. 유약

층의화학조성에있어서는납과규소, 산소이외의원소들이

검출되지않아같은유적에서출토된녹유소조상이나녹유

귀면와와는매우다른특징을보인다. 이렇게소수의원소만

이검출되는것은매우고순도의원료가사용하 음을의미

하며, 특히 철이나 알루미늄 등이 상당량 포함되는 모래가

아닌고순도의규사를사용했을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조남철외2007: 134). 

이러한성분조성은기존에보고된경주 묘사지출토녹

유전2편의성분조성과거의일치한다. 또한, 묘사지출토

녹유전은표면에백색의유약풍화산물(탄산납, PbCO3)이분

포하고있으며, 두께는1~20mm로상당히두껍고유약층의내

부는녹색으로, 태토로부터쉽게박락되는현상등이보고되

어있어(조남철외2007: 131~134), 사천왕사지의녹유능형전과

그특성이매우유사함을알수있다. 이는두사찰에서발견된

이들녹유전이매우유사한원료와제법으로제작되었음을보

여주는것으로, 향후납동위원소비의비교연구를통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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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한편, 유약의 X선회절분석결과는 유리질에서

기인하는뭉툭한비정질피크와함께납유약의풍화산물인

백연석이검출되어풍화가상당히진행되었음을보여준다. 

녹유의용융온도를추정하기위하여태토에대한X선회

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온광물인 뮬라이트(Mulite)가 검출

되지않아1100℃이상의소성을경험하지않은것으로판단

된다. 유약의열분석결과는680℃부근에서용융이일어났음

으로 보여주며, 재 가열실험결과는 700℃ 이하에서 용융이

완료된것으로나타나므로, 재가열에따른 향을고려하면

제작당시용융온도는대략770℃이하 을것으로추정된다. 

결론

사천왕사는 통일신라시기의 성전사원(成典寺院)으로

사격(寺格)이 높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찰로서, 절

터에서 녹유사천왕상전이 출토되었다. 녹유전은 사격이

높은최상의건축물에만한정되어쓰인것으로, 녹유전에

는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는고고학적복원의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녹유제품에 시유된 녹유에 대하여 화학

조성과 용융조건규명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국립경

주문화재연구소에서제공한녹유소조상전2편, 녹유소조

상전표면갈색물질1점, 녹유귀면와2편, 녹유능형전1편

에대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녹유소조상 2편(SC 001, SC 313)은 그 화학조성과 용

융특성이 매우 유사하다. 화학조성은 납산화물 74~81%,

규소산화물 14~18%, 알루미늄산화물 3~4%, 1% 내외의

구리산화물과 철산화물로 구성된다. 녹청색 유약의 발색

에는 구리와 철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작 당시의

용융온도는대략950~1070℃로추정된다. 

2. 녹유소조상전의갈색분말(SC 330)은납과규소, 알루

미늄을주성분으로소량의인과염소를함유하며, 하부의

녹색 유리질층의 존재와 성분분포로 보아 인위적으로 형

성한층이아닌녹유의풍화산물로판단된다.

3. 녹유귀면와 SC 003은 납산화물 63~67%, 규소산화물

25~28%, 알루미늄산화물5~6%, 철산화물2~2.5%, 1% 내외

의 구리산화물로 구성되며, 녹갈색빛을 띠는 유약의 발색

에는 구리와 철의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유소조상전

인 SC 001, SC 313과 비교하여, 알루미늄과 규소의 함량이

다소높으며, 납의함량이다소낮고, 칼슘이거의검출되지

않는점등으로미루어원료상에차이가있었던것으로짐작

된다. 제작당시의용융온도는970℃이하 을것으로추정

된다. 

4. 녹유귀면와 SC 004는 납산화물 64~70%, 규소산화물

19~25%, 알루미늄산화물 3~5%, 철산화물과 구리산화물이

1~2%, 약 1% 가량의인산화물로구성되며, 상대적으로높

은 인의 함량으로 녹유소조상인 SC 001, SC 313이나 녹유

귀면와 SC 003과는 차이를 보인다. 발색에는 철과 구리가

기여한것으로추정되며, 유약표면의회색부분은인을포

함한결정으로인한것으로추정된다. 성분조성에서녹유

소조상전이나 같은 귀면와인 SC 001과는 원료에 있어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제작 당시의 용융온도는 대

략950~1070℃로추정된다. 

5. 녹유능형전 SC 002는 납산화물 87~88%, 규소산화물

12~13%로 구성되며, 이외의 원소들이 검출되지 않아 모

래가 아닌 규사와 같은 고순도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약표면의 백색물질은 유약의 풍화산물로 판

단되며, 화학조성과표면풍화산물의분포, 박락현상등의

특성이기보고된경주 묘사지출토녹유전2편과일치

한다. 따라서 두 사찰에서 발견된 이들 녹유전이 유사한

원료와제법으로제작되었을것으로짐작되며, 향후납동

위원소비분석을통한확인연구가필요하다. 제작당시의

용융온도는770℃이하로추정된다.

이상의결과는경주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녹유제품이

모두 같은 원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향후 납동위원소비 분석 등 원료 산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경주 사천왕사지 녹유전의

복원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며, 타 유적의

녹유제품연구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사사

본연구는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의공동연구로수행되었다. 



13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참고문헌

강형태·정 동·조재 ·김호상, 2005, 「통일신라시대 녹유전돌(綠油塼)의 녹유 특성-부석사, 천룡사지 및 범광사지 녹유전돌-」『先史와

古代』22권, 한국고대학회, pp.211~222.

김부식, 「新 本紀」『三國史記』卷第七, 第七

김수경·한민수·문은정·김 희·황진주·이한형, 2010, 「화학조성과 소성온도에 따른 재현 토기의 광물조성과 물성변화」『보존과학회지』

26권 3호, pp.311~324.

정내공(井內功), 1975, 「백제의녹유석가래막새기와」『고고미술』126호, 한국미술사학회, pp.10~17.

조남철·허우 ·김호상·강형태, 2007, 「경주 묘사지( 廟寺址) 녹유전의녹유특성」『호남고고학보』27집, pp.129~142.

유홍도, 2007, 「통일신라시대전돌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한민수, 2006, 「해저인양고려청자의산지추정에관한과학기술적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Darunee Wattanasiriwech, Kanchana Srijan, Suthee Wattanasiriwech, 2009, ‘Vitrification of illitic clay from Malaysia’, Applied

Clay Science, Volume 43, pp.57~62. 



131 Lee, Han Hyoung 경주사천왕사지녹유전의녹유특성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Green-glaze on Bricks from
the Sacheonwang Temple Site, Gyeongju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September 2011, pp.112~131

Copyrightⓒ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Lee, Han Hyoung Jeong, Min Ho Moon, Eun Jung Park, Ji Yeon Kim, Soo Kyung Choi, Jang Mi Han, Min Su
a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of Cultural Heritage

*abababa

ABSTRACT

This article reports the results of scientific analysis using SEM-EDX, XRD, TG/DTA, performed on 5 green glaze
samples of the brick and roofing tile excavated from the Sacheonwang temple site in Gyeongju in order to verify the
chemical compositions and melting temperature. 

The glaze samples on 2 clay statues have similar chemical composition (PbO 74~81%, SiO2 14~18%) and melting
temperature range (970~1070℃), whereas the 2 tiles of goblin’s face and 1 rhomb brick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Sample SC 003 (made of PbO 63~67%, SiO2 25~28%), one of the tiles of goblin’s face, shows low melting temperature
range (below 970℃), and sample SC 004 (composed of PbO 64~70%, SiO2 19~25% and melting point 970~1070℃), the
other tile of goblin’s face, shows different chemical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2 clay statues. The green glaze on
rhomb brick shows different composition compared with all the others from Sacheonwang temple site in that it does
not show any impurity elements other than the main components (PbO 87~88%, SiO2 12~13%) with very low melting
temperature range (750~770℃). Surprizingly, the chem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of this green-glaze on rhomb
brick are very similar to that on the bricks from Yeongmyo temple site, Gyeongju.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raw material and manufacturing method are not same for 5 green-glaze samples from
Sacheonwang temple site and therefore suggests that further study on the provenance of raw material such as lead
isotope analysis is necessary. Our work will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production study of green glazed brick of
Sacheonwang temple site, Gyeongju and will also serve as a reference data for the study of raw material and
manufacturing method of green glaze from other sites of cultur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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