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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더부골 고분군 출토 청동용기 27점에 대한 미세조직과 성분분석을 통해 고려 말 민간에

서 사용된 청동용기의 제작방법과 기술체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대상 청동용기는 합금조성과

제작공정을 고려하여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구리-주석(22% 정도) 합금을 이용한 주조→

고온단조→담금질, 2) 구리-주석(10% 이하)-납 합금을 이용한 주조→서냉, 3) 구리-주석(10~20%)-

납 합금을 이용한 주조→담금질, 4) 구리-주석(10~20%)-납 합금을 이용한 주조→고온단조→담금질

이 있다. 

청동용기의 제작방법과 기술체계의 연구에 있어서 합금조성과 제작공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본고에서 확인되었다. 합금조성에 있어서 납의 첨가는 담금질 처리온도, 불순개재물의 차이, 청동

용기의 표면색상에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담금질 처리는 납을 첨가한 경우 586~520℃에서 실

시되었고, 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799~586℃에서 수행되었다.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불순개재물

에서도 합금재료로서 납의 첨가 유무에 따라 셀레늄의 존재 유무가 나타났는데 이는 구리-주석(22% 정

도) 합금의 경우 구리제련과정에서 이미 납이 포함되지 않은 구리광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청동용기가 매장환경하에서 부식될 때 합금재료로서 납의 첨가 여부로 인해 표면색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합금 조성에 따른 표면 색상분석에서 납이 첨가되면 청동용기의 표면색이 연녹

색 또는 암녹색을 띠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암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공정에 있어서는 담금질 처리 유무에 따라 청동용기의 두께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조 후 서냉시

켜 만든 용기의 두께는 1mm 이상이었지만 담금질 과정이 포함된 용기의 두께는 대부분 1mm 이하

다. 제작공정은 사회적 분위기도 반 하는데, 고려 말 동과 숙련된 장인이 부족했지만 청동용기의 수요

가 증가하면서 비싼 주석 대신 납을 사용하고, 고온에서 형태 가공을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고려시대 장인들이 여러 가지 합금비율에 따른 다양한 제작기법을 사용한 기술혁신

으로 부족한 원료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많은 양의 청동용기들이 발굴·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적절한 분석방법을 통해 관련 기술 특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체계가

확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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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

체적으로 기원전 10세기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동기 문화의 초기인 청동기와 철기시대에는 무기류와

청동거울, 방울, 그리고 의기류, 장신구 등이 주를 이루

다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는 불상, 범종, 향로 등

의 불교 미술품과 항아리, 대접, 숟가락, 병 등의 생활용

구가 등장한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범종, 반

자, 향로 등의 불교 공예품과 식기류, 동경 등 일반 생활

용구로서의 공예품이 다양하게 제작된다(이난 1992).

청동기 중에서 물건을 담는 청동용기는 삼국시대부

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일

상 생활 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청동용기는 신라적석목곽분 출토 청동합으로 구리-주

석-납 합금을 이용하여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박

장식·정 동 2007: 261~267). 통일신라시대 청동용기

로는 안압지 출토의 청동접시와 청동완을 들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재료는 구리-주석의 이원합금 또는 구리-

주석-납의 삼원합금을 사용하 고 제작방법은 그릇형

태의 틀에 합금을 녹여 붓는 것만으로 제작을 완료하거

나 추가적으로 담금질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최

주·김수철 1983: 37~42).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청동용기의 사용은 급격하

게 증가하는데 관청과 사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

상적인 생활용품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과 함께

고려시대 사찰터와 무덤의 출토품에서 확인된다. 1015

년(현종 6년) 송에 사신으로 갔던 곽원은 고려 민간에

서의 그릇은 모두 구리로 만들었다고 했고, 1123년(인

종 1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물

이나 쌀, 그리고 마실 것은 모두 구리항아리에 저장하

고 고려 여인들이 구리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아기를

업고 가는 풍경을 묘사하 다(이정신 2006: 159).

고려시대 사찰터인 사뇌사지에서는 다량의 청동유물

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는 향완, 대접, 항아리 등의 용

기류도 포함되어 있다. 출토 청동용기류에 대한 금속학

적 분석 결과 대부분 안압지 출토 청동용기의 제작기법

과 유사하 지만 대접은 구리 78%와 주석 22%의 정확한

비율로 합금하여 고온에서 두드려서 형태를 만들고 담

금질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방짜유기로 확인되었다(강

형태 외 2000: 57~68). 방짜기술은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되는 대다수 청동용기의 제작방법에 적용되었고 고

려, 조선시대를 지나 현재의 금속용기에도 이어지고 있

다(박장식2005: 83~93; 이재성외2009: 178~180).

본 연구는 고양 중산지구 내의 더부골 고분군(한양

대학교·경기도 1993)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의 조성 성

분 및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하 다. 더부골 고분군은

구릉(해발 40~50m)의 3부 능선부터 8부 능선 사이에

65기의 고려 말~조선 전기 토광목곽분이 집중 분포하

고 있어 이 시기의 집단 공동묘역의 성격이 강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노출된 유구의 분포는 일정한 분묘 조

의식을 추정케 하는데 그 장축방향은 겗을 중심으로

모두 偏東(소수 正겗)하고 있어 구릉의 경사를 따라 장

축을 두고 있고 장축상 서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것도

많다. 유구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그 규모는 길이 2m

내외·폭 0.7m 내외이며 서로 약 1~2m 간격을 두고

배열되었다. 출토유물은 보통 3~5점의 생활에 사용했

던 물건들로서, 출토 양상으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데 고려 말로 추정되는 고분의 유물은 대체로 목관과

남벽 사이에서 출토되었는데 토기병, 청동합, 청동수

저, 청자대접 등이다. 또한 유구의 중앙부에서 철제편

(낫)이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조선 전기로 추

정되는 고분의 유물은 대체로 유구의 중앙부와 동벽 부

근에서 출토되며 분청사기와 백자류, 조선통보, 청동수

저 등이다.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무덤에서는 청동용기

가 출토되지 않아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동용기의 시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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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고려 말로 추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려 말 민

간에서 사용된 청동용기의 제작방법과 기술체계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동용기의 표면색 및 상태

와 화학조성과의 연관관계를 조사하여 육안조사를 통

한 청동용기의 성분 추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 중산지구 내 더부골 고분군에

서 출토된 청동용기 27점을 대상 유물로 선정하여 미세

조직 분석 및 색도 조사를 수행하 다. 미세조직 분석

용 시편은 파손된 단면에서 채취하고 에폭시수지로 마

운팅한 후 사포 800번, 1,000번, 2,000번, 4,000번 순으

로 연마한 다음 1㎛ diamond suspension으로 최종 연

마를 실시하 다. 연마된 시편은 부식액[에틸알코올

120ml, 염산 30ml, 산화철(Ⅲ) 10g]에 수초간 침적시킨

뒤 물과 알코올로 세척하고 건조하 다. 미세조직 관찰

은 반사식 광학현미경(DMRBE, Leica)을 이용하 으며,

조직 전체를 50배로 확인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100배,

200배, 500배로 확대하여 조사하 다. 또한 광학현미경

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고배율(1,000배 이상)의 경우는

시편 표면을 골드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JSM-

6460LV, JEOL, JAPAN)으로 조사하 다. 미세조직 분석

시 제작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바탕조직, 불순개재물 등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장착된

EDS(Oxford 7574, UK)로 분석하 다. 

청동용기의 표면색 조사는 색을 수치화하여 측정하

는 분광측색기(Spectrophotometer, Minolta, CM-

2600d, Japan)로 실시하 다. 청동용기의 표면 이물질

을 알코올로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3회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했다. 측정 조건은 표준 광원 D65, 시야각 10℃,

UV 0%, 조사 면적은 8mm로 하 고, 금속 표면의 반사

도 값은 제외하 다. 

1. 미세조직 분석

청동용기 27점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1>에 요약하

으며 크게 4가지 제작기술체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각각의 제작기술체계에 해당하는 유물에 대하여는 다

음에 상술하 다. 

1) Ⅰ형식 청동용기(No. 16 청동발)

청동발은 몸체와 받침이 두 개의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체부에서 시편이 채취되었다. 광학현미경 조직

사진에서는 바늘모양의 마르텐사이트 바탕에 쌍정이

존재하는 α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1-b). α상 내에 직선의 경계가 확인되는 쌍정은 이 시

편이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두드림 작업을 통하여 심각

한 변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바탕의 마르텐사이트가

799~586℃의 온도구간에서 담금질할 경우에 발생하는

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유물을 600℃ 이상으로 가열

한 다음 물과 같은 냉매에 급랭시켰음을 알 수 있다

(Scott, D. A. 1991: 28). EDS에 의한 분석 결과 이 시편

의 주석함량은 22.6% 으며 구리와 주석 외의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구리-주석 합금을

재료로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두드림에 의한 형태가공

작업이 수행된 후 두드림이 완료되는 시점에 담금질 처

리를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현미경 조직

사진에서는 1, 2로 표시된 α상과 마르텐사이트 그리고

3으로 표시된 불순 개재물을 볼 수 있다(사진 1-c). 불

순개재물에서는 구리, 주석과 더불어 상당량의 황과 소

분석결과

분석대상유물및방법

(„fi¨› 13) ˝¨fl  2013.4.19 5:36 PM  ˘ ` 210   G4-150 ¡»  ˙`‚ ¯˝



211 ● Jeon, Ik Hwan 고려 말 청동용기에 적용된 제작기술의 다양성 연구

【 표 1 】고양 더부골 고분군 출토 청동용기의 화학조성 제작기법

기본정보 수집 방법 수량 비율
연번

화학조성(wt.%)
제작방법 미세조직 두께

(mm) 유물사진
Cu Sn Pb As

1 78.43 21.57 - - C → Hf → Q α(twinned)＋ M 0.6

2 78.73 21.27 - - C → Hf → Q α(twinned)＋ M 1.3

3 77.05 22.95 - - C → Hf → Q α(twinned)＋ M 0.87

4 77.56 22.44 - - C → Hf → Q α(twinned)＋ M 0.72

5 78.84 21.16 - - C → Hf → Q α(twinned)＋ M 1.02

6 78.09 21.91 - - C → Hf → Q α(twinned)＋ M 0.77

7 78.91 21.09 - - C → Hf → Q α(twinned)＋ M 0.36

8 78.66 21.34 - - C → Hf → Q α(twinned)＋ M 1.15

9 78.18 21.82 - - C → Hf → Q α(twinned)＋ γ, M 1.36

10 78.93 21.07 - - C → Hf → Q α(twinned)＋ M 1.24

11 79.08 20.92 - - C → Hf → Q α(twinned)＋ M 0.33

12 77.77 22.23 - - C → Hf → Q α(twinned)＋ M 0.51

13 78.51 21.49 - - C → Hf → Q α(twinned)＋ M 0.35

14 77.10 22.90 - - C → Hf → Q α(twinned)＋ M 0.69

15 76.96 23.04 - - C → Hf → Q α(twinned)＋ M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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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7.32 22.68 - - C → Hf → Q α(twinned)＋ M 0.39

17 77.77 22.23 - - C → Hf → Q α(twinned)＋ M 0.67

18 67.32 8.07 23.23 1.39 C → Sc α＋(α＋δ) 1.1

19 72.45 7.74 18.98 0.83 C → Sc α＋(α＋δ) 1.12

20 63.19 6.86 29.95 - C → Sc α＋(α＋δ) 1.26

21 68.62 9.47 20.73 1.18 C → Sc α＋(α＋δ) 1.35

22 73.73 17.40 7.59 1.28 C → Q α＋γ 0.72

23 73.24 13.56 12.28 0.92 C → Q α＋γ 0.65

24 72.57 14.91 11.49 1.02 C → Q α＋γ 0.42

25 69.70 15.66 13.15 1.50 C → Q α＋γ 0.9

26 79.78 15.44 3.17 1.60 C → Q α＋γ 0.83

27 69.28 11.79 18.93 - C → Q α＋γ 0.65

28 66.38 12.55 21.07 - C → Hf → Q α(twinned)＋ γ 0.57

29 72.94 12.53 13.61 0.92 C → Hf → Q α(twinned)＋ γ, M 0.75

＊“C”: 주조, “Hf”: 고온단조, “Q”: 담금질, “Sc”: 서냉, “M”: 마르텐사이트

연번
화학조성(wt.%)

제작방법 미세조직 두께
(mm) 유물사진

Cu Sn Pb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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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셀레니움, 텔루리움의 존재가 확인된다(사진 1-

d). 구리와 주석 외의 원소는 구리제련에 사용된 광석

의 성격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황

화물 개재물은 청동용기에 사용된 제련용 구리광석으

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이재

성 2010: 102~121). 

2) Ⅱ형식 청동용기(No. 20 청동발)

표면이 암녹색을 띠고 몸체와 받침이 두 개의 리벳으

로 연결된 청동발로서 시편은 동체부에서 채취되었다.

앞서 설명한 청동발과 외형은 비슷하나 여기에서 보이

는 미세조직상의 특성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동발의 조성 성분도 크게 차이가 있어 구리와 6.8%의

주석 외에 상당량의 납(29.9%)이 포함되어 있었다. 좀

더 미세한 관찰이 가능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는 서로

다른 4가지 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사진 2-c>의 1은

주석함량이 낮은 α상이고 2는 α상과 주석함량이 높은

δ상이 혼합되어 있는 공석조직이다. 구리-주석 합금은

520℃ 이상에서 α와 γ의 두 가지 상으로 존재하다가

520℃에 이르게 되면 γ상이 변화되어 α＋δ의 혼합조직

이 출현한다. δ상의 출현은 청동소재의 취성을 급격히

증가시켜 상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 따라서 이 시편은 액상의 합금을 형틀에 부어 비교

적 느린 속도로 냉각시켜 만든 것으로 고온에서의 두드

림 작업이나 담금질은 수행되지 않았다. 중앙의 밝은 부

a b

c d

【 사진 1 】Ⅰ형식 청동용기(No.16 청동발) 미세조직 분석

a. No. 16 청동발 외형 b. 미세조직 광학현미경 사진

c. <사진 1-b>를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d. <사진 1-c>의 3부분(불순개재물) ED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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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3은 납이 입자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4는 불순 개

재물로 확인되었다. 불순개재물인 4에서는 구리와 황을

중심으로 소량의 철이 존재하고 셀레니움과 텔루리움

은 검출되지 않았다(사진 2-d). 구리광석 중 황과 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황동광(chalcopyrite : CuFeS2)

을 들 수 있지만 구리의 제련에 철광석이 용제(flux)로

첨가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리 제련에 사용된

광석이 황을 함유하는 휘동광일 가능성도 있다.

3) Ⅲ형식 청동용기(No. 23 청동발)

청동발은 표면이 암녹색을 띠고 몸체와 받침이 네 개

의 리벳으로 연결된 형태로 시편은 동체부에서 채취되

었다. 광학현미경 사진에는 밝은 바탕에 어두운 부분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전자현미경 사진과 비교해서

보면 광학현미경 사진에서 밝은 바탕부분과 어두운 부

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과 2이며 각각α상과γ상으로 확

인된다(사진 3-b, c). γ상은 구리-주석 합금에서 β상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구간(799~586℃)보다 낮은 온도구

간(586~520℃)에 존재하는 상으로 이 시편이 586~520

℃ 구간의 온도에서 담금질 처리가 수행되었음을 시사

한다. <사진 3-c>의 3은 납이 입자형태로 존재하는 것

이고 4는 불순 개재물로 구리와 황, 철이 확인되었다(사

진 3-d). 미세조직 분석결과 청동발은 구리-주석-납의

합금재료를 형틀에 부어 형태가 완성된 후 586~520℃의

온도구간에서 담금질 처리가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d

【 사진 2 】Ⅱ형식 청동용기(No.20 청동발) 미세조직 분석

a. No. 20 청동발 외형 b. 미세조직 광학현미경 사진

c. <사진 2-b>를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d. <사진 2-c>의 4부분(불순개재물) ED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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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형식 청동용기(No. 28 청동발)

표면이 연녹색을 띠고 몸체와 받침이 두 개의 리벳

으로 연결된 청동발이다. 동체부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

조직 사진에는 쌍정의 α상 바탕에 크고 작은 어두운 부

분이 분포되어 있다. 광학현미경 사진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에는 쌍정의 α상을 포함한 서

로 다른 4가지 상의 존재가 확인된다(사진 4-b). <사진

4-c>의 1은 쌍정의 α상이고, 2는 γ상으로 확인되어 이

유물이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과 함께 586~520℃ 구

간의 온도에서 담금질 처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사진 4-c>의 3은 납이 입자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고 4는 불순개재물로 구리와 황만 검출되었다(사진 4-

d). 청동발은 구리-주석-납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으

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청동유물은 합금재료

로 납이 포함되면 형태를 주조한 후 마무리하거나 형태

주조 후 담금질 처리만 하여 완성하 다. 그러나 이 유

물은 구리-주석-납 합금을 재료로 고온에서 두드림에

의한 형태가공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

서 이 유물은 구리-주석-납 합금을 재료로 고온의 두

드림에 의한 형태가공 작업이 수행 된 후 담금질 처리

를 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2. 표면 색상 및 상태 분석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 청동기는 전해지는 환경에

a b

c
Cu

Fe

Fe
Fe

Cu

KeV

Cu

S

Full Scale 32209 cts  Cursor -0.005 keV (8667 cts)

Sn

0 2 4 6 8 10 12 14

d

【 사진 3 】Ⅲ형식 청동용기(No.23 청동발) 미세조직 분석

a. No. 23 청동발 외형 b. 미세조직 광학현미경 사진

c. <사진 3-b>를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d. <사진 3-c>의 4부분(불순개재물) ED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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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4가지 색을 띠고 있다고 한다. 수천 년 동안 흙 속

에 있으면 그 색이 순청취(純靑翠)를 띠고, 물 속에 있

으면 순록(純걥)의 광택을 띠어 옥(玉)과 같고, 사람의

손에 의해 전해지면 자갈색(紫褐色)을 띠며, 관 속에 있

어 흙이나 물이 닿지 않은 곳에 있으면 수은색(水銀色)

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수은색(水銀色)은 은색(銀色)

과 연색(鉛色)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연색(鉛色)의 경우

관 속의 매장환경에서 흙이 침투하여 오래 있으면 순흑

(純黑)으로 변해 흑칠기(黑漆品) 같다고 한다(江本義理

1986: 74). 

이렇게 청동유물은 전해지는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색을 띠지만 제작시기, 조성 성분 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색의 표면 녹을 형성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청

동용기는 매장환경과 제작시기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사진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표면색을 띠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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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Ⅳ형식 청동용기(No.28 청동발) 미세조직 분석

a. No. 28 청동발 외형 b. 미세조직 광학현미경 사진

c. <사진 4-b>를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d. <사진 4-c>의 4부분(불순개재물) EDS 스펙트럼

【 사진 5 】No. 4 청동합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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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고양 더부골 고분군 출토 청동용기의 표면 색도값

연번 유물사진
색도값

연번 유물사진
색도값

L* a* b* L* a* b*

1 41.55 0.79 8.76 16 35.95 -1.92 4.72

2 34.69 -5.17 4.43 17 37.19 -5.25 4.4

3 35.49 0.39 6.72 18 55.22 -17.59 8.75

4 31.09 -1.21 1.23 19 58.67 -16.14 12.22

5 32.35 -4.53 1.15 20 37.25 -14.29 5.9

6 25.47 -1.3 0.57 21 43.38 -12.35 4.34

7 30.79 -5.24 1.6 22 37.38 -13.54 0.1

8 33.522 -2.57 1.19 23 39.41 -16.51 7.4

9 39.87 1.49 8.68 24 37.88 -13.11 4.68

10 31.94 -8.37 4.37 25 39.39 -18.83 5.19

11 29.44 -4.57 2.52 26 46.41 -21.62 4.61

12 27.4 -1.09 1.15 27 41.47 -17 9.06

13 24.73 -1.87 0.79 28 50.52 -14.93 3.78

14 35.95 -3.25 4.65 29 44.82 -15.04 5.65

15 26.2 -4.5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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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사진 5>의 청동합은 성분 분석결과 동체부

(No. 4)는 구리-주석 이원합금이었고, 뚜껑부분(No.

22)은 구리-주석-납의 삼원합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청동용기의 표면색과 조성 성분의 연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분광측색기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여 색

도값과 분포도를 각각 <표 2>,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색의 특성은 L* a* b* 표색계로 나타내는데, L*은 명

도를 나타내며 측정범위가 0에서 100으로 표시되고 50

을 기준으로 측정값이 높고 낮을수록 흰색과 검은색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채도를 나타내는 a*와 b*는 -60

에서 ＋60의 수치로 표시되며, a*가 (＋)일수록 적색

(red), (-)일수록 녹색(green)에 가까운 색상이다. b*는

(＋)일수록 황색(yellow), (-)일수록 청색(blue)에 가까

운 색상으로 나타난다.

채도값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납의 첨가 유무에

따라 녹색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납이 첨가된 청

동용기는 a*가 -10 이상이고 납이 첨가되지 않은 청동

용기는 a*가 -1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작 당시

에는 표면색이 황색으로 비슷했더라도(이재성 2010)

오랜 시간 매장 환경하에서 부식되면서 납이 첨가된 청

동용기는 전체적으로 연녹색 또는 암녹색을 띠게 되었

고 납이 첨가되지 않은 청동용기의 표면은 암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 청동용기의 표면 상태도 조금씩 차이를 보

이는데 <사진 6>의 청동발(No. 21) 단면에서와 같이 주

석함량이 10% 이하일 경우는 단면 두께가 불규칙하며

표면이 거칠고 박락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사진 6)의

청동발(No. 27) 단면에서와 같이 주석함량이 10% 이상

일 경우는 제작 당시의 단면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주석함량에 따른 산화주석층의 분포정도 때

문으로 판단된다. 구리-주석합금에서 주석함량이 6%

이하일 경우 금속조직은 α단일상으로 이루어지고, α상

위에는 착성과 내부식성이 낮은 산화구리층(Cu2O)이

형성된다. 그러나 주석함량이 높아지면서 금속조직은α

상과 함께 β상 또는 δ상으로 이루어지고, β상 또는 δ상

위에는 매우 얇으면서도 착성과 내부식성이 높은 산

화주석층(SnO2)이 형성된다. 특히 <사진 5>의 청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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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색도값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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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처럼 구리-주석 22% 합금은 표면의 검은색 산화

주석층으로 인해 표면을 부동태화하여 더 이상의 변색

을 방지하여 훨씬 더 내부식성이 높다(W. T. Chase

1991: 85).

이와 같이 청동용기의 표면색과 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모든 청동용기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대상이 된 고려 말 토광목곽묘

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최근 들어 대규모 고려분묘의 발굴조사로 많은 양의

청동용기들이 출토되면서 새로운 연구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청동용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합금설계 단계에

서의 화학조성과 유물제작에서의 제작공정을 통해 기

술체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

동용기 27점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화학조성과

제작공정에 따른 형식구분을 시도하 다.

청동합금의 화학조성에 있어서는 크게 주석함량 정

도(10% 이하, 10~20%, 22% 정도)와 납 첨가 유무에 따

라 분류할 수 있었다. 제작공정에 있어서는 (1) 주조→

서냉, (2) 주조→담금질, (3) 주조→고온단조→담금질

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각각의 분류를

토대로 청동합금의 화학조성과 제작공정을 모두 고려하

여 검토한 결과 네 가지 기술체계가 확인되었다(표 3). 

Ⅰ형식(No. 1~No. 17)은 주석함량이 22% 정도의 청

동 합금 재료를 고온에서 반복적인 두드림 의한 형태가

공 작업을 한 다음 600℃ 이상의 온도에서 급랭시키는

담금질 처리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방짜기

법에 해당한다. Ⅱ형식(No. 18~No. 21)은 10% 이하의

주석과 다량의 납을 첨가한 용탕을 일정한 형틀에 부어

비교적 느린 속도로 냉각시켜 만드는 방법으로 일반적

인 주물기법에 해당한다. Ⅲ형식(No. 22~No. 27)은

10% 이상의 주석에 납을 첨가한 용탕을 일정한 형틀에

부어 형태를 만든 다음 586~520℃ 구간의 온도에서 급

랭시키는 담금질 처리로 마무리한 것으로 단순 주조기

법에 담금질 처리가 추가된 형식이다. Ⅳ형식(No. 28,

【 사진 6 】No. 21(위), No. 27(아래) 청동발의 시편 단면
전자현미경 사진

고찰

【 표 3 】청동용기의 조성 성분과 제작공정에 따른 형식

형식 조성 성분 제작공정 개재물 내
셀레늄 여부

Ⅰ 구리-주석
(22% 정도) 주조-고온단조-담금질 존재

Ⅱ 구리-주석
(10% 이하)-납 주조-서냉 미확인

Ⅲ 구리-주석
(10~20%)-납 주조-담금질 미확인

Ⅳ 구리-주석
(10~20%)-납 주조-고온단조-담금질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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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9)은 Ⅲ형식에 고온에서 두드림 작업이 추가된 제

작방법으로 납이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두드림 작업이 수행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식들을 청동기 제작기술의 변천과정에서 살

펴보면 단순한 주조기법인 Ⅱ형식에서 시작하여, 열처리

가 수행된 Ⅲ형식으로 발전하고, 두드림 작업과 담금질

처리가정형화된Ⅰ형식또는Ⅳ형식으로완성된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형식의 청동용기에 대한 화학

조성에 따른 제작공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석함량이 10%미만인 Ⅱ형식은 단순주조로 제작을

마무리하 고 주석함량이 10%이상인 Ⅲ형식은 형태

주조한 후 담금질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주석함량

이 22% 내외인 Ⅰ형식은 고온에서의 형태 가공 후 담금

질 처리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석함

량에 따른 제작공정의 차이는 청동 합금의 금속학적 특

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석함량이 10% 미만인 청동합

금은 α단일 상을 취하게 되므로 두드림 가공에는 문제

가 없지만 열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주석함량이 높아 제3상인δ상이 출현하게

되면 취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온에서 두드림 작업이

불가능하며 사용도중 충격에 노출될 경우 파손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주석함량이 10%를 크게 상회할

경우 담금질 처리를 통해 δ상의 출현을 막고 δ상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취성이 낮아 내충격성이 우수한 담금

질 조직인 마르텐사이트나 γ상을 생성하게 한다(최광

진 2003). 

이러한 담금질 처리는 본 연구대상 청동용기의 두께

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청동용기의 몸체 두께

를 조사한 결과 Ⅰ형식(일부 제외), Ⅲ, Ⅳ형식이 모두

1mm이하 지만 Ⅱ형식은 No. 18(굽부분)을 제외하더

라도 모두 1mm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Ⅱ형식을 제외

한 나머지 형식들은 모두 담금질 처리를 한 후 마무리

하 지만 Ⅱ형식은 주조 후 서냉시켜 만든 것이다. 따

라서 Ⅱ형식과 같이 서서히 냉각될 경우 취성이 높은 δ

상이 발생하고 다량의 납 첨가로 인해 실제 사용과정에

서 가해질 하중이나 충격에 파손될 우려가 있어 더 이

상 두께를 줄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01 반면에 Ⅰ,

Ⅲ, Ⅳ형식은 Ⅱ형식보다 주석함량이 높거나 납이 첨가

되었지만 담금질 처리로 취성이 높은 δ상의 출현을 막

고 상대적으로 연성이 높은 마르텐사이트나 γ상을 생

성시켜 소재의 인성을 높임으로써 두께를 줄일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담금질 처리에 있어서 Ⅰ, Ⅲ, Ⅳ형식이 모두 형

태 가공 후 담금질로 제작을 마무리했지만 담금질 온도

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Ⅰ형식은 799~586℃의

온도구간에서 수행되었고 Ⅲ, Ⅳ형식은 586~520℃의

온도구간에서 실시되어 각각 마르텐사이트와 γ상이 관

찰된다. 이러한 담금질의 온도차이는 화학조성에 있어

서 납의 첨가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은

용융점 이상인 400℃에서 열처리를 할 경우 내부에서

납이 녹아 외부로 배출되어 형태 변화가 초래되는데 이

러한 외부 형태변화가 담금질 온도차이의 요인이 되었

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납의 낮은 용융점으로 인해 납이 포함된 청

동용기는 Ⅱ, Ⅲ형식처럼 단순 주조나 형태 주조 후 담

금질 처리로 제작이 마무리되고 고온에서의 두드림 가

공은 수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Ⅳ형식에서는 납이 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이 수행

되었음을 보여주는 쌍정이 관찰되고 있다. 청동용기의

재료로 납을 사용하게 되면 하중을 견딜 능력이 전혀

01 주석함량이 10%인 청동에서는 주석의 편석으로 인하여 δ상이 소량 확인되지만 납함량이 5%, 15%, 20%로 증가하면서 취성이 강한 δ상이 증가한다. 따라서 Ⅱ
형식은주석함량이낮지만납함량이높아서δ상이많이형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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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납 부위가 존재함으로써 충격저항이 낮아지고, 납

의 용융점 이상인 400℃에서 열처리를 할 경우 내부에

서 납이 녹아 외부로 배출되어 형태 변화가 초래되어

상온 및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을 포함한 청동용기에 고온단조

와 담금질이 적용되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제작기술

로 볼 수 있다.

고려 말 이전까지 청동용기의 제작방법은 대부분

Ⅰ, Ⅱ형식이었고 Ⅲ형식처럼 단순주조기법에 담금질

처리가 추가된 예가 있어도 재료는 납이 첨가되지 않은

구리와 주석이었다(박장식 2004: 189; J. S. Park and R.

B. Gordon 2007: 1991). 본 연구의 Ⅲ, Ⅳ형식에서와 같

이 기존의 제작방법을 이용하 지만 재료면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리-주석-납 합금

으로 청동용기를 만들 경우 대부분 단순주조기법으로

제품을 완성하 고 본 연구의 Ⅲ, Ⅳ형식에서와 같이

고온에서 두드림 작업과 담금질이 추가된 경우는 고려

말 이전까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정 동·박장

식 2004a: 268; 2005b: 80; 박장식·유재은 2004; 박장

식 2006: 357)

이처럼 이전시기와 비교해서 기존의 청동용기 제작

방법에 납이 포함된 청동합금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원인은 고려 말 사회변동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고려 후기에는 몽고 침입 등의 전란으로 장인

의 수가 감소했고(최응천 2004: 171) 동기 금령을 건의

할 정도로 원재료인 구리가 부족했다. 이러한 결과 고

려 중기의 다양한 종류와 형식을 가진 청동기들은 단순

화되고 급감해 고려 말 토광묘 부장품으로 청동용기와

청동숟가락 정도만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

동용기는 고려 후기 민가에까지 일상화되면서 어느 정

도의 경제력을 확보한 양인층이면 청동용기류를 부장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박미욱 2007).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구리와 장인이 부족했지만 청동용기의 수요

층이 확대되면서 Ⅲ형식과 같이 비싼 주석 대신 납을

사용하고 고온에서 형태 가공이 필요 없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청동용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가

능성이 있다. 

둘째, 문헌에 따르면 고려 후기 유기그릇이 전국적

으로 인기를 얻게 되어 충렬왕 때에는 지방에서도 수요

가 공급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중앙에 있던 상당수의

장인들이 지방으로 옮겨갈 정도 고, 각지에서 유기제

작을 통한 이익이 증대하자 지방관과 이속들이 다투어

백성들의 그릇을 빼앗아 장인에게 다시 만들게 하여 그

이익을 챙기려 들어 원성이 높아졌다고 한다(이정신

2006: 151).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청동용기 중에 형태가

똑같은 2점의 청동합(No. 4, No. 14)이 있는데 No. 14

청동합은 뚜껑과 동체부 모두 Ⅰ형식인 반면에 No. 4

청동합은 동체부는 Ⅰ형식이지만 뚜껑은 Ⅲ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다. Ⅰ형식과 Ⅲ형식의 청동용기는 형태면

에서 똑같고 담금질 조직으로 인해 주석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작당시 표면 금속색이 아주 유사했을 것이

다(이재성 2010).02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Ⅲ형식 청

동용기처럼 값비싼 주석 대신 값싼 납을 첨가해 겉모습

이 똑같은 Ⅰ형식 청동용기를 제작함으로써 충분한 이

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말에 이르러 청동용

기 합금재료로 납이 다량으로 포함되면서 청동용기의

제작방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청동

용기의 재료로서 납 첨가여부는 청동용기의 합금재료인

02 청동은주석함량에따라색이변화하는데주석함량이0~3%일경우적색, 3~10% 적황색, 10~20% 담황색, 20~30% 회백색, 30~40%는은백색을띤다. 그러나Ⅰ
형식과같이방짜유기의표면색은담금질로인해금속색이황색으로바뀌게되어Ⅲ형식의청동용기와유사하다. 또한Ⅲ형식에포함된납은금속색변화에큰 향을
미치지못하지만납첨가로인해합금내에포함되는구리함량을감량시켜주석의배합비율이상승하여적색도가감소되면서표면색은좀더황색을띠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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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광석의 선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용기 제작에 사용된 구리광석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미세조직 내 불순개재물을 살펴보면 Ⅰ형식과 나

머지 Ⅱ, Ⅲ, Ⅳ형식에서 보이는 불순개재물의 성분차

이가 나타난다. 구리-주석 합금인 Ⅰ형식의 불순개재

물 성분은 구리와 황을 중심으로 소량의 철, 셀레늄, 텔

레늄이다. 반면에 구리-주석-납 합금인 Ⅱ, Ⅲ, Ⅳ형식

의 불순개재물에는 구리와 황에 소량의 철만 존재하고

셀레늄, 텔레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셀레늄은 구리

광석의 미량원소로 황화물과 공존하며 구리광석을 제

련, 정련해도 황화물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불순개재물에서 셀레늄의 유무는 청동용기 제작에 사

용된 구리광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리광석에

는 납을 함유하고 있는 구리광석도 존재하는데 Ⅰ형식

과 같이 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청동용기에는 납이

섞이지 않은 구리광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천

공개물>에 의하면 구리광석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

는데, 그 가운데 바탕이 순수한 구리로서 납과 은이 섞

이지 않은 구리광석에 대한 언급이 있다. 또한 구리뿐

만 아니라 주석의 경우에도 고대 악기를 만들 때 향동

(주석함량이 10~25%인 청동)을 사용하 는데 중국 광

동과 광서에서 나는 납이 들어 있지 않은 주석을 구리

와 함께 녹여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송응성

(최주 註譯) 1997: 296]. 따라서 구리-주석합금의 Ⅰ형

식 청동용기를 제작할 때 제련을 통해 납을 분리할 수

도 있지만 처음부터 납이 포함되지 않은 구리광석을 사

용했을 수도 있다. 납을 포함하지 않은 구리광석과 셀

레늄 존재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유독 Ⅰ형식 청

동용기의 불순개재물에서 셀레늄이 검출되는 것은 이

번 연구뿐만 아니라 앞선 청동용기 연구에서도 확인된

다(이재성 외 2005a: 177; 2007b: 250; 전익환·박장식

2010: 93). 이와 같은 불순개재물 특성은 Ⅰ형식의 청동

용기와 같이 정확한 구리-주석 합금비로 만들어졌을

경우 재용융해서 다시 제작할 때도 합금비율을 고려해

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또한 Ⅰ형식의 청동용기와 다른 형식의 청동용기에

사용된 구리광석의 구분은 고려시대에 운 된 수공업

관청의 특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금은이

나 청동, 철제 생필품을 주로 만드는 장야서[掌冶署, 문

종(1046~1083) 때 설치]가 있었는데 구리 제품과 관련

해서 백동장(白銅匠), 적동장(赤銅匠), 경장(鏡匠)이 배

속되어 있었다. 장야서에 배속된 장인에 백동장과 적동

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을 백동과 적동으로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동(銅)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의미하고 합금 금속의 색

에 따라 백동과 적동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청동

은 주석함량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데 주석함량이

0~3%는 적색, 3~10%는 적황색, 10~20%는 담황색,

20~30%는 회백색, 30~40%는 은백색을 띤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적동은 주석함량이 10% 이내의 청동, 백

동은 주석함량이 20%이상의 청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렇게 주석함량에 따라 재료의 구분

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주석함량 차이가 존재하

는 Ⅰ형식과 나머지 Ⅱ, Ⅲ, Ⅳ형식에서 보이는 불순개

재물의 성분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동용기의 합금 조성에 따른 표면 색상분석에서는

납의 첨가 유무에 따라 색상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대부

분 납이 첨가되었을 경우 a*가 -10 이상으로 연녹색 또

는 암녹색을 띠었다. 납이 첨가되지 않았을 경우는 a*가

-10 이하로 암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주석함량에 따라 표면 상태의 변화가 보이

는데 10% 이하 청동용기는 전체적으로 표면이 거칠고

박락이 심한 반면, 10% 이상 청동용기는 표면이 매끄럽

고 광택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형이 한반

도에서 출토된 모든 청동용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

근에 많이 발굴 조사되는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목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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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청동용기에 있어서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더 많은 청동용기가 분석 연

구되어 이런 가설이 체계화되면 시편 채취에 의한 정확

한 조성 성분 분석은 아니지만 표면관찰에 의해 대략적

인 청동용기의 조성 성분 추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고양 중산지구 내 더부골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동용

기 27점을 대상으로 고려 말 민간에서 사용된 청동용기

의 제작방법과 기술체계 변화의 다양성을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분석 청동용기는 합금 조성과 제작공정을 고려하

여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주석함량 22%

정도에 주조→고온단조→담금질, (2) 납을 포함하고

주석함량 10% 이하에 주조→서냉, (3) 납을 포함하고

주석함량이 10%를 상회하며 주조→담금질, (4) 납을 포

함하고 주석함량이 10%를 상회하며 주조→고온단조→

담금질이 있다.

2. 청동용기의 동체부 두께 조사 결과 주조 후 서냉

시켜 만든 용기의 두께는 1mm 이상이었지만 제작공정

에 담금질 과정이 포함된 용기의 두께는 대부분 1mm

이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금질 처리로 연성이 높은

조직을 생성시켜 소재의 인성을 높임으로써 두께를 줄

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담금질 처리는 각각 형식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었

는데 납을 첨가한 경우 586~520℃의 온도구간에서 실

시되었고, 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799~586℃의 온도

구간에서 수행되었다. 합금재료로서 납이 첨가된 청동

용기는 고온에서 외부형태변화를 우려해서 담금질 온

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4. 고려 말 사회변동으로 인해 이전시기와 비교해서

기존의 청동용기 제작방법에 납이 포함된 합금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구리와 장인

이 부족해졌지만 청동용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싼

주석 대신 납을 사용하고 고온에서 형태가공이 필요 없

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청동용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각지에서 청동용기

제작을 통해 이익이 증대하자 값비싼 주석 대신 값싼 납

을 첨가하고 담금질 처리로 기존의 방짜유기와 유사하

게 만들어 충분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련에 사용된 광석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불순개

재물 분석 결과 미량성분인 셀레늄(Se)의 존재 유무 차

이가 확인되었다. 구리-주석 합금에서는 셀레늄이 검

출되었지만 구리-주석-납 합금에서는 셀레늄이 존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납 첨가여부가 청동

용기의 합금재료인 구리광석의 선택과도 연관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시대 장야서에 소속된 백동

장, 적동장과 같이 금속의 재료에 따른 장인의 구분과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 청동용기의 합금 조성에 따른 표면 색상 분석에서

는 납이 첨가되면 청동용기의 표면색이 연녹색 또는 암

녹색을 띠었고, 납이 첨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갈색

또는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금 조성에

따른 표면 상태 분석에서는 주석함량이 낮으면 표면이

거칠고 박락이 심한 반면에 주석함량이 높으면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금속유물의 연구는 제작시기와

만든 장인을 일부분 알 수 있는 범종, 반자, 향로 등의

맺음말

(„fi¨› 13) ˝¨fl  2013.4.19 5:36 PM  ˘ ` 223   G4-150 ¡»  ˙`‚ ¯˝



화려한 불교 공예품의 역사적·미술적 가치에 대한 연

구 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려분묘의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민간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들이 많이 출토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생활용기들은 무명의 장인

에 의해 예술적 가치보다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만들어

진 유물들이다. 모든 생활용기들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거기에 녹아 있는 기술만은 다양하고 독창적이

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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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enty-seven bronze bowls excavated from the Goryo burial complex at Deobu-gol were examined for their

micro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to characterize the bronze technology practiced by commoners at the time.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s examined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1) objects forged out of Cu-near 22%Sn

alloys and then quenched; 2) objects cast from Cu-below 10% Sn alloys containing lead; 3) objects cast from Cu-

10%~20% Sn alloys containing lead and then quenched; 4) objects forged out of Cu-10~20% Sn alloys containing

lead and then quenched.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fabrication technique as determined by alloy composi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ronze technology. The use of lead wa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selection of quenching temperatures, the character

of inclusions and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bronze surfaces. It was found that the objects containing lead were

quenched at temperatures of 520°~586°C while those without lead were quenched at the range of 586°~799°C. The

presence of selenium in impurity inclusions was detected only in alloys containing lead, suggesting that the raw

materials, Cu and Sn, used in making the lead-free alloys for the first group were carefully selected from those

smelted using ores without lead contamination. Furthermore, the addition of lea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surface of bronze alloys when they are subjected to corrosion during interment. In

leaded alloys, corrosion turns the surface light green or dark green while in unleaded alloys, corrosion turns the

surface dark brown or black.

It was found that in fabrication, the wall thickness of the bronze bowls varies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quenching; most of the quenched objects have walls 1mm thick or below while those without quenching have walls

1mm thick or above. Fabrication techniques in bronze making usually reflect social environments of a community. It

is likely that in the late Goryo period, experiencing lack of skilled bronze workers, the increased demand for bronze

was met in two ways; by the use of chief lead instead of expensive tin and by the use of casting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Goryo bronze workers tried to overcome such a resource-limited environment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s as apparent in the use of varying fabrication techniques for different alloys.

Recently, numerous bronze objects are excavated and available for investigation. This study shows that with the use

of proper analytical techniques they can serve a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associated technology as well as the social environment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such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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