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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주 동천동 출토 토제범(土製范)에 대한 실측복원도, 조성광물 분석, 입도 및 물성시험, 미세조직관찰, 색도

차 및 주성분 분석결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단면은 내측(제1층위)과 외측(제2층위)으로 구분

되고 외측에는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다. 단면에는 열적 경험과 탈형제로 인한 변화 양상이 확인되며, X-선 촬

영에서는 내측인 제1층위가 투과율이 높은 광물로 구성되었고 편광현미경에서 석영만이 관찰되었다. SEM 관

찰에서 단면의 내측은 공극이 확대된 양상을 나타내고 중앙은 균열이 발달하였으며 외측에서는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구성입자의 입도는 내범과 외범이 거의 유사하며 미사질식양토로 구분되고, 미사질과 점토의 구성

비는 약 2.7 : 1과 약 2.9 : 1이었다. 물성시험에서 내범과 외범의 밀도와 흡수율은 유사하고 공극률만이 내범이 

27.36%와 외범은 31.09%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면의 색도차는 제1층위의 표면에 탈형을 위해 그을음을 입

히거나 제1층위를 먹물로 수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광물 분석에서는 내범과 외범의 조성광물이 동일하나 

내범에서만 자철석이 동정되었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SiO2의 평균함량이 71.64%, Al2O3는 14.59%이고, 부성분 

중 Fe2O3는 4.51%, K2O는 3.06%이며, Na2O, MgO, CaO, TiO2, P2O5, MnO는 2% 이하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청동, 주물, 토제범, 물성시험, 조성광물, 색도차, 주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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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주 동천동 유적은 경주시(慶州市) 동천동(東川洞) 

987번지를 포함한 동쪽과 남쪽 일원이다. 이 지역은 형

산강 북쪽이며 소금강산(해발 272m) 서남측 아래로 평

저한 지역이다. 동천동 인근에는 백률사(栢栗寺), 굴불

사지(掘佛寺址), 전(傳) 동천동사지와 신라 탈해왕릉과 

왕경유적 및 신라시대 도시유적 등이 있다. 경주 동천동 

지역은 경주 도심의 개발계획에 의해 1997~1999년까지 

구제발굴이 수행되어 7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의 유

적이 발굴되었다.01

출토유물로는 납석제용기(蠟石製容器), 벼루(硯), 

전돌(塼), 풍탁(風鐸), 청동주전자(靑銅酒煎子), 청동

방울(靑銅鈴), 청동완(靑銅盌), 슬래그(slag) 등과 다

량의 토제범이 수습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토제범은  

동천동 유적의 동서도로에서 출토된 것으로 7세기 후반

에서 8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도 동천동 

유적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청동공방지와 다량의 토제범 

(土製范, Soil Mold) 및 도가니가 발굴되어 7~8세기 이 지

역은 청동용기를 제작하던 중심지로 추정된다.

금속용기를 제작하는 ‘범(Mold)’은 아마도 중국 은나

라시대 청동기로 보아 토제범으로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기시대의 석범(Stone 

Mold)과 도범(Pottery Mold)이 출토된 사례만 있다. 동천

동에서 출토된 많은 토제범들로 미루어 볼 때 주조기술

은 토제범으로 이어지고 점차 발전하여 현대의 사형주조

법으로 발전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사형주조법은 내화물이 첨가된 주물사와 형틀을 이용

하여 쉽고 빠르게 금속용기를 제작할 수 있다. 사각 또는 

원형의 틀에 기물을 중앙에 놓고 주물사로 단단하게 다

져 넣어 내틀과 외틀을 만든다. 다져진 형틀을 분리하고 

기물을 제거하면 주조형틀이 완성되고 탈형을 위해 흔히 

내측에는 그을음을 입힌다. 제작된 형틀에 쇳물을 부으

면 금속용기가 제작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표면을 가질

하여 광택을 내고 방청피막을 형성시킨다. 

사형주조법을 이용해 금속용기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금속용기의 두께

가 일정하려면 내틀과 외틀의 간격이 정확해야 한다. 두 

번째, 형틀은 뜨거운 쇳물의 주입으로 인한 부피의 변화

가 없어야 하고 고열로 인하여 발생된 가스의 방출이 용

이하여야 한다. 세 번째, 최종 탈형과정에는 냉각되어 부

피가 축소된 금속용기가 잘 이탈되어야만 양질의 용기를 

생산할 수 있다.

고대 청동기의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는 석범과 도범 

그리고 밀랍주조법에 관한 연구로서 청동기의 재현과 관

련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02^03^04 하지만 

동천동 출토 토제범과 유사한 시기의 청동용기와 관련한 

연구는 금속학적 연구만이 미미하게 수행되었다.05^06^07 

특히 청동용기의 제작방법과 관련된 토제범의 재질과 제

작기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 연구는 동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제범을 대상으로 

내범과 외범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에 근거하여 

복원도를 작성한 후 토제범의 제작방법을 연구하였다. 

내범과 외범의 재질에 대하여 구성입자의 입도와 조성광

01  경주대학교박물관, 2009, 『慶州 東川洞 古代都市遺蹟 宅地造成地區 內 7B/L』. 본 연구에서는 ‘경주 동천동 고대도시유적’을 ‘경주 동천동 유적’으로 기술하였다.

02  박학수, 2009,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 『한국기독교박물관소장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03  정광용·윤용현·이현상, 2008, 『문화재복원제작기술』, 서경문화사.

04  윤용현, 2013, 「청동주조유물의 주조와 북원기술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05  송혜련, 2009, 「달성 본리리 출토 청동합의 금속학적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6  한혜연, 2009, 「연기군 송원리 출토 청동용기의 제작기법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7  박지혜, 2010, 「경북 군위 인각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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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분석하고 미시적 관찰과 물성시험을 통해 재질 특

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토제범 단면의 색도차와 주성분

을 분석하고 주조된 금속용기의 탈형을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탈형제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대 

금속용기 제작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이

용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시료

경주 동천동 유적의 동서도로에서 출토된 토제범을 

대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선별하였다. 이후  

내범 외범

정면 측면 정면 측면 

시료명: DI-1 시료명: DO-1

 

 

 

 

W: 18.1cm, H: 2.8cm, T: 2.9cm W: 13.2cm, H: 6.2cm, T: 2.9cm

시료명: DI-2 시료명: DO-2

 

 

 

 

W: 15.3cm, H: 6.5cm, T: 2.0cm W: 14.7cm, H: 9.1cm, T: 3.8cm

시료명: DI-3 시료명: DO-3

 

 

 

 

W: 7.3cm, H: 7.7cm, T: 3.2cm W: 12.6cm, H: 8cm, T: 3.0cm

시료명: DI-4 시료명: DO-4

 

 

 

 

W: 12.8cm, H: 5.1cm, T: 3.2cm W: 13.1cm, H: 8.3cm, T: 3.1cm

【 표 1 】 경주 동천동 유적 출토 토제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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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범과 외범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토제범을 대상으로 파손된 단면상에서 구성 재

질과 제작기법을 분석하기 용이한 내범 4점(DI-1~4)과 

외범 4점(DO-1~4)을 이 연구의 연구시료로 이용하였다. 

그중 DI-4는 내범과 외범이 맞닿는 부분으로 결합을 위

해 덧바른 부위이다.

2. 연구방법

토제범의 전체적인 외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외범을 합

쳐 놓은 사진에 기초하고, 『慶州 東川洞 古代都市遺蹟 宅地

造成地區 內 7B/L』08에 제시된 토제범의 세부 실측도에 근

거하여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1:1로 추정복원도를 작

성하였다.

정밀육안관찰을 위하여 실체현미경(Nikon SMZ 800/ 

 INFINITY1-1C, Japan)을 이용하였고, X-선(SOFTEX 

KOREA, M-150, Japan)을 이용하여 시료의 두께에 따라 

60KV~100KV, 1mA, 60sec의 조건으로 조사된 사진을 관

찰하였다.

토제범의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Nikon ECLIPSE 

 LV100D/ Digital SIGHT DS-Fi 1)을 통해 구성광물

을 동정하고, X-선 회절분석기(XRD, Philips X-pert 

MTD, Netherlands, 조건; 조건은 2θ:0~60, Cu-kα, X-ray 

40kV/30mA, step size 0.01, Scan speed 1′s 0.04)로 조성

광물을 분석하였다.

토제범 단면의 색도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색차계

(Spectrohotometer mold; CM-2600d, Japan)를 이용하였 

으며, 입도, 흡수율과 밀도를 측정하였다.09 토제범 시료 

각각에 대하여 미세조직 관찰과 성분분석을 위해 에너지 

분산형 성분분석기(EDS, Oxford INCA, England)가 부착 

된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JSM-6380LV, Japan)을 

이용하였으며, 시료는 금(Au)으로 코팅하여 시료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한편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였다. 

연구결과

1. 육안관찰과 실측도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파손된 단면에서 내측은 짙

은 회색(Dark Grey)을 나타내고 중앙은 검은색(Black)에 

가까우며, 최외측으로 갈수록 황갈색(Yellow-Brown)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내측에는 입자의 

구성이 다른 층위가 나타난다. 이 층위의 두께는 약 0.3~ 

0.7mm의 범위이며 층위의 경계가 뚜렷하고 회색이다. 

내범과 외범의 외측은 입자의 구성이 내측보다 다소 굵

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기공이 발달하였다.

제시한 <사진 1a, 1b>는 내범과 외범에서 용기와 맞

닿는 내측의 표면으로 가늘고 깊이가 낮은 원형의 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늘고 얕은 깊이의 선은 토제범에 

새긴 자국이 아니며 금속용기의 표면 무늬가 내측에 찍

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c>의 경우에는 외범의 

구연부를 보강하기 위해 끈으로 묶은 흔적과 그 위를 다

시 같은 토질로 덧바른 부분이다. 

<사진 1d, 1e>는 내범과 외범에 나타나는 유기물

의 흔적으로 토제범 제작 당시에 토양에 혼입된 낟알껍

질 자국이다. 이 자국은 쌀겨의 흔적으로 그 크기는 약 

4~6mm이며, <사진 1f>는 외범의 외측을 구성하는 토양

에 혼입된 유기물이다. 또한 <사진 1f>에서는 같은 토질

08  경주대학교박물관, 앞의 보고서, pp.437~438.

09 「내화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증측정 방법」 (KS L 3114), 2010(개정), 한국표준정보망(http://www.kssn.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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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앙에 수직의 층상 균열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층상은 연구대상 외범시료에서 대부분 관찰되는 균열로 

내측을 건조시킨 후 다시 외측에 같은 토질을 덧발라 발

생된 현상으로 추정된다.

『慶州 東川洞 古代都市遺蹟 宅地造成地區 內 7B/L』 보 

고서에 제시된 동천동 출토 토제범의 실측도 중 토제범의 

a b c

d e f

【 사진 1 】  내범과 외범 현미경 관찰 (a. DI-2: 내범 외측표면의 얇은 선, b. DO-3: 외범 내측표면의 얇은 선, c. DO-1: 외범 표면을 묶은 후 

다시 토양으로 덧바름, d. DI-2: 토제범에 남아있는 유기물, e. DO-2: 토제범에 남아 있는 또다른 유기물 흔적, f. DO-3: 토양에 혼

합된 유기물)

【 그림 1 】  동천동 출토 토제범 실측도 (출처 : 『慶州 東川洞 古代都市遺蹟 宅地造成地區 內 7B/L』 2009)

a b

내범(Inside-mold) 외범(Outside-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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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실측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점선 표시는 복원도에 이용된 토제범의 실측도

이다. 제시한 실측도를 살펴보면 내범의 바닥은 평저하

고 기벽은 반듯하며 외범의 경우에도 내범과 거의 유사

하다. 주입구의 경우에는 형태가 반듯한 경우, 주입구 상

부가 좁고 아래가 약간 넓은 경우, 주입구 아래를 외부에

서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이 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제시한 실측도에 근거하여 복원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내범과 외범을 결합하면 외범은 내범에 포

개지는 형상이며 외범의 결합을 위해 하부에는 덧바른 

부위가 있다. 덧바른 부위를 포함하여 외범의 너비인 가

로는 약 33.5cm이며, 주입구를 포함하여 높이인 세로는 

17.8cm이다. 내범의 경우에는 가로가 21.5cm이고 세로

는 12.5cm이며, 내범과 외범을 결합한 세로는 주입구를 

포함하여 약 21.7cm이다.

제시된 복원도에서 내범과 외범의 내측에서 용기와 

맞닿는 표면은 고운 입자로 구성된 층위로 두께가 약 

0.3~0.7cm이며, 이 층위를 제1층위로 구분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내범과 외범의 외측은 입자가 굵어지

며 유기물이 혼합된 층위로서, 이 연구에서는 제2층위로 

구분하였다. 제시한 <그림 2>에서는 제2-1층위를 구분

하였는데, 이는 같은 토질이나 경계하는 균열이 있어서 

구분한 것이다.

주입구는 원형의 나팔형상으로 상부구경의 지름은 

4.5cm이고 이후 중앙과 하부의 구경지름은 1.2cm로 나

팔형상이다. 제시된 실측도의 내범과 외범을 결합한 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용기는 굽이 없으며, 구연부 외경 

지름이 24.8cm이고 세로가 9.2cm이다. 용기의 두께는 

구연부가 약 0.28cm이고 저부는 약 0.31cm이며, 금속은 

냉각되면서 부피가 줄고 가질을 하면 금속용기의 두께가 

줄어들 수 있다.

【 그림 2 】  경주 동천동 출토 토제범(a)과 복원도(b)

내범(Inside-mold)

외범(Outside-mold)ba

Dongcheondong excavated mold

Jointed part of inside and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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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도조직과 미세구조

내범과 외범의 단면을 제작하여 실체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내범과 외범 모두 금속용기와 맞닿는 제1층위의 

경우에는 약 1mm 이하의 세립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외측인 제2층위는 전체적으로 제1층위를 구성하는 입자

의 크기와 입도가 비슷하나 다소 굵은 입자를 점점이 관찰

할 수 있으며 혼입된 유기물로 인해 기공이 발달하였다. 

【 사진 2 】  내범과 외범의 단면 X-ray 촬영 (토제범 안쪽의 투과율이 높음)

a b c

a.  DI-2  
외측 ↔ 내측

b.  DI-2 : 정면 c.   DI-2 : 측면  
외측 ↔ 내측

d e f

d.  DO-2 
내측 ↔ 외측

e.  DO-2 : 정면 f.    DO-2 : 측면  
내측 ↔ 외측

【 사진 3 】   내범과 외범 편광현미경 관찰결과 (a·d. 내측의 검은색의 기질과 파쇄된 석영입자, b·e. 중앙의 구성입자와 입도,  

c·f. 외측의 구성입자와 입도 및 유기물로 인한 공극)

d e f

d.   DO-2 
단면 내측

e.   DO-2 
단면 중앙

f.    DO-2 
단면 외측

a.   DI-2 
단면 내측

b.    DI-2 
단면 중앙

c.    DI-2 
단면 외측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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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X-선 사진에서는 치밀하고 고운입자로 구성된 

내측의 투과율이 높고 외측은 다소 굵은 입자와 기공이 

많으면서도 투과율이 낮았다(사진 2c, 2f). 이는 치밀한 

구성입자인 제1층위가 X-선 투과율이 높은 광물이 사용

된 것이며, 외측은 기공이 많아 밀도가 낮은데도 X-선 투

과율이 낮은 광물로 구성된 것이다.

한편, 실체현미경의 단면사진에는 용기와 맞닿는 내

측이 진회색이고 중앙이 약간 더 검은색에 가까우며 외

측은 황갈색을 나타내고 있다(사진 2a, 2d). 앞서 내범과 

외범의 내^외측이 나타내는 색상 차이를 기술하였으며,  

<사진 2>에 제시한 사진을 보면 단면의 중앙이 짙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속용탕의 주입으로 인한 가스

의 발생과 탈형제의 이동을 반영한 현상이라 이해된다.

<사진 3>은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조성광물 동정을 

위해 편광현미경관찰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시한 사진

을 보면 용기와 맞닿는 내측의 제1층위는 약 0.1mm 이

하의 입자들로 조밀하게 구성되었고 동정이 가능한 광물

은 대부분 석영이다. 기질은 실트질과 점토질로서 석영 

입자와 입자의 틈새를 메우는 정도이다(사진 3a, 3d).

한편, 내범과 외범의 내측 표면에서는 약 0.03mm 이

【 사진 4 】   내범과 외범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 (a·d. 내외범 내측의 공극, b·e. 중앙은 입자의 경계에 균열이 발달, c·f. 외측은  

내측과 비교하여 균열과 공극이 현저히 줄어듦, g. 내측의 공극상, h·i. 제2층위의 유기물로 인한 공간과 잔류 유기물 흔적)

d e f

d.   단면 내측 e.   단면 중앙 f.    단면 외측

g h i

g.   내측 공극 h.   유기물 흔적 i.    외범의 유기물과 공극

a.   단면 내측 b.    단면 중앙 c.    단면 외측

a b c

내 범

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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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검은색 층위가 경계한다. 이 부분은 광물이 아니며 

유기물로 인해 발생된 층위로 추정된다. 이 검은색 층위

는 외측으로 미세균열을 따라 이동한 형상을 나타내고 

기공의 틈새에 포집되기보다는 토제범의 기질에 포집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뜨거

운 용탕의 주입으로 인한 가스의 이동과 기질에 포집된 

탈형제로 추측된다.

내범과 외범에서 제2층위인 중앙과 외측에서는 입자

의 입도가 제1층위와 거의 유사하나 약 1mm 정도의 석

영입자가 점점이 관찰되고 간혹 깨진 장석의 일부가 관

찰된다(사진 3b, 3e). 약 0.1mm 이하의 석영입자들은 균

질한 양상이나 제1층위와의 차이점은 석영입자보다 기

질이 차지하는 범위가 많아지는 차이가 있다. 제2층위에

서 기질에 나타나는 반타원형의 공간은 유기물로 혼합된 

낟알껍질의 영향으로 발생한 기공들이다(사진 3c, 3f).

<사진 4>는 토제범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제시한 사진에서 내범과 외범의 내측은 제1층

위이며 중앙과 외측은 제2층위이다. 실체현미경에서 관

찰된 제1층위 표면의 검은색 얇은 층은 SEM관찰에서 뚜

렷하게 층위를 형성하였고 균열 또는 공극 없이 응집된 

형상을 하고 있다. 이후 제1층위는 입자의 경계에서 균

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극만이 관찰된다(사진 4a, 4d). 

제시한 사진 중 단면의 중앙부분을 살펴보면 구성입

자의 경계에서 미세균열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미세균열

은 입자가 큰 경우에 균열이 발달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사진 4b, 4e). 또한 혼입된 유기물이 소멸되어 나타나

는 반타원형의 공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제2층위의 

외측을 관찰한 사진에서 기질에는 균열이 없고 공극만을 

관찰할 수 있다(사진 4c, 4f).

내측 제1층위의 공극부분을 확대한 사진에서는 조밀

한 구성입자와 기질에서 균열을 관찰할 수 없었고, 다만 

공극이 확대된 듯한 모습을 나타내었다(사진 4g). 토제범

에 혼입된 유기물 흔적의 관찰에서는 유기물로 인한 격자

형의 모양이 정교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 4h). 토제범에 혼입된 유기물은 제시한 사진과 같이 

유기물의 잔류된 일부 형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사진 4i).

3. 색도차와 물리적 성질

토제범 단면의 색도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명도 변화는 내범의 경우 중앙이 어둡고 내측과 외측은 

상대적으로 밝으며, 외범의 경우에는 내측이 가장 어둡

고 다음으로 중앙이며 이후 외측은 현저히 밝아진다. 적

색도 변화에서는 내범과 외범 모두 외측의 적색도가 높

고 내측과 중앙은 현저히 낮다. 청색도 변화에서는 내범

의 내측에서 청색도가 높고 이후 외측은 낮아지며 외범

의 경우에는 내측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높아지고 외측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내범과 외범에서 청동용기와 맞닿는 내측의 명도변

화가 나타내는 차이는 용기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열

적 경험 또는 유기물로 인한 색상변화를 암시하며, 적색

도 변화에서 외측의 적색도가 높은 점은 토양색을 반영

한 결과이다. 따라서 토제범 단면의 색상변화는 금속용

기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열의 전도 또는 가스의 이동

을 반영한 결과이며, 내측에서 중앙까지 변화된 범위를 

감안하면 제1층위의 표면에 탈형을 위해 그을음을 입히

거나 제1층위를 먹물로 수비하였을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연구대상 토제범의 내범과 외범시료를 이용해 구성

입자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토양의 입

도분석에서 체눈 크기가 ＃10,000 이상의 경우는 모래질

이고, ＃2,000, ＃1,000, ＃500, ＃250까지가 미사질이며 

＃75, ＃45는 점토질로 분류된다. 분석된 결과의 잔류무

게 백분율에서 내범의 입도는 모래질 없이 미사질이 전

체의 71.04%이며 점토질이 26.22%를 나타내었다. 외범

은 모래질이 없으며 미사질은 72.56%, 점토질은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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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범과 외범 입자의 입도는 거의 동일하다.

이 결과를 토양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준과 비교하면 

<그림 3>과 같으며, 미사질식양토(Silty Clay Loam)에 도

시된다. 미사질과 점토의 구성비는 내범과 외범이 각각 

약 2.7:1과 약 2.9:1이다. 일반적인 토양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무기물, 유기물, 토양수분과 토양공기이며, 고상

시료명 Munsell Soil Color
Colormetry

L a b

DI-1

내측 10YR 5/1 Gray 40.91 0.73 7.07

중앙 2.5Y 5/1 Gray 42.29 1.38 9.34

외측 7.5YR 5/3 Brown 46.10 9.56 23.37

DI-2

내측 2.5Y 5/1 Gray 48.89 1.27 12.15

중앙 10YR 5/1 Gray 43.41 1.65 11.86

외측 10Y 5/2 Grayish Brown 41.28 6.58 22.64

DI-3

내측 5Y 6/1 Gray 51.31 2.80 14.91

중앙 2.5Y 5/1 Gray 49.33 2.51 14.6

외측 5YR 5/4 Reddish Brown 46.35 14.58 26.88

DI-4

내측 2.5Y 5/1 Gray 38.08 5.47 19.22

중앙 10YR 5/1 Gray 29.50 0.25 4.96

외측 7.5YR 5/2 Brown 47.09 10.38 25.01

DO-1

내측 2.5Y 5/1 Gray 48.55 1.07 10.54

중앙 10YR 5/2 Grayish Brown 44.37 5.82 21.01

외측 5YR 5/4 Olive 53.49 15.99 31.59

DO-2

내측 10YR 5/2 Grayish Brown 46.38 2.16 10.41

중앙 N 4/0 Dark Gray 44.19 0.57 7.52

외측 7.5YR 5/2 Brown 52.41 11.60 28.76

DO-3

내측 7.5YR 5/1 Gray 46.01 1.37 9.52

중앙 10YR 5/1 Gray 43.59 1.64 11.43

외측 7.5YR 5/3 Brown 46.35 10.17 24.58

DO-4

내측 2.5YR 5/1 Reddish Gray 40.30 1.20 11.62

중앙 10YR 6/2 Light Brownish Gray 50.87 4.85 18.75

외측 5YR 5/3 Reddish Brown 42.54 13.79 22.27

【 표 2 】   내범과 외범 단면 색차계 분석 결과 

내범 외범

Mesh size(㎛)  Stay(g) Stay(%) Pass(%)  Stay(g) Stay(%) Pass(%)

10,000 10.78 - - 10.05 - -

2,000 0.23 2.15 97.85 0.00 0.00 100

1,000 3.52 32.67 65.19 2.83 28.16 71.87

500 2.62 24.28 40.91 3.01 29.89 41.98

250 1.29 11.94 28.97 1.46 14.51 27.48

75 1.45 13.48 15.49 1.46 14.56 12.91

45 0.52 4.82 10.66 0.80 7.92 4.99

0 0.85 7.92 2.75 0.23 2.30 2.70

【 표 3 】   내범과 외범의 입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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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토 비율이 높으면 통기성이 우수하고 식토의 비율

이 높으면 보수력은 높으나 통기성이 낮아지고 양토는 식

토(Clay Soil)와 사토(Sand Soil)의 중간성질을 나타낸다.10 

내범과 외범의 물성에 대하여 흡수율, 밀도, 공극률

을 측정하였다. 내범의 흡수율 평균은 23.13%이고 외범

은 26.39%이며, 밀도는 내범이 1.18이고 외범은 1.18이며,  

공극률은 내범이 27.36%이고 외범은 31.09%로 나타났다.  

내범과 외범의 흡수율은 3.26%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극률에서는 외범이 약 4% 정도 높게 나타났다(표 4).

4. 조성광물과 화학성분

연구대상 내범(시료명 IM)과 외범(시료명 OM)에

서 제1층위와 제2층위를 구분하여 층위별로 조성광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범을 구성하는 조성광물로는 석

영(Quartz), 조장석(Albite), 정장석(Orthoclase), 철방

해석(Ferrocalcite; Magnesiohornblende-ferroan), 자

철석(Magnetite), 침철석(Geothite), 적철석(Hematite)

이 분석되었고, 외범을 구성하는 조성광물로는 석영

(Quartz), 조장석(Albite), 정장석(Orthoclase), 침철석

(Geothite)이 분석되었다(그림 4b). 내범과 외범을 구성

하는 광물은 거의 동일하며, 내범의 제1층위에서만 자

철석이 동정되었다. 

내범의 분석결과를 층위별로 살펴보면 제1층위에서

는 자철석, 중앙에서는 침철석 외측에서는 적철석이 나

10  조성진·박천서·엄대익, 1998, 『토양학』, 향문사, p.21.

Sample  
name 

Dry mass(g)
Absorption 
mass (g)

Volume (ml)
Water

absorption (ml)
Water

absorption (%)
Density(g/ml) Porosity (%)

DI-1 59.74 75.03 52.12 15.29 25.59 1.15 29.34 

DI-2 65.70 79.13 55.31 13.43 20.44 1.19 24.28 

DI-3 73.26 89.11 62.11 15.85 21.64 1.18 25.52 

DI-4 85.65 106.94 70.22 21.29 24.86 1.22 30.32 

Avr. 71.09  87.55  59.94  16.47  23.13  1.18  27.36  

DO-1 65.20 83.27 55.31 18.07 27.71 1.18 32.67 

DO-2 82.32 103.67 68.06 21.35 25.94 1.21 31.37 

DO-3 55.88 70.58 50.31 14.70 26.31 1.11 29.22 

DO-4 80.17 100.71 66.08 20.54 25.62 1.21 31.08 

Avr. 70.89 89.56 59.94 18.67 26.39 1.18 31.09

 W2 W1 V Vp

Water absorption = (W1-W2/W2)×100(%) Density = W2/V(g/㎖) Porosity = (Vp/V)×100(%)

【 표 4 】   내범과 외범 물성측정 결과

【 그림 3 】   토성삼각도(미국 농무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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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제1층위에서 동정된 자철석은 용기를 만드는 과

정에서 용탕으로 인한 고열이 토제범에 전도되면서 토양

의 수산화철이 변화된 양상으로 추측되며, 외범보다 내

범에 고열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침철석과 같

은 수산화철이 고온으로 인해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내범과 외범 시료의 주성분 분석을 위해 X-선 형광분

석기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주성분은 SiO2와 Al2O3이며 SiO2의 평균함량은 71.64%

이고, Al2O3의 평균 함량은 14.59%로 나타났다. 부성분 

중 Fe2O3의 평균함량은 4.51%이고, K2O의 평균함량은 

3.06%이며, 나머지 성분인 Na2O, MgO, CaO, TiO2, P2O5, 

MnO는 2% 이하이다.

일반적인 토양의 성분은 SiO2는 60% 이하이며, Al2O3

는 12% 이하이고, 부성분인 Fe2O3는 4% 이하이다.11 이

와 비교하면 분석된 토제범의 토질에서는 SiO2와 Al2O3

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토제범에서 SiO2

와 Al2O3의 함량이 높아지면 고온의 용탕이 주입되어도 

내화도가 높아져 토제범의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11  조성진·박천서·엄대익, 앞의 책, pp.21

【 그림 4 】   내범과 외범 단면 층위별 주성분 분석결과 (내범 내측에서는 자철석과 철방해석, 중앙에는 침철석,  

내범 바깥쪽에서는 적철석이 동정됨)

a b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Total 

DI-1 72.10 14.16 4.35 0.09 0.97 1.09 2.18 3.28 0.74 0.19 99.15

DI-2 73.38 13.96 4.32 0.08 0.96 1.05 2.18 3.15 0.72 0.18 99.98

DI-3 72.58 13.85 4.32 0.09 0.99 1.05 2.01 3.13 0.73 0.19 98.94

DI-4 73.48 13.75 4.33 0.09 0.98 1.08 2.09 3.21 0.73 0.19 99.93

Avr. 72.89 13.93 4.33 0.09 0.97 1.07 2.12 3.19 0.73 0.19 99.50

DO-1 71.17 15.01 4.67 0.08 1.13 0.98 1.81 2.84 0.85 0.26 98.80

DO-2 71.23 14.99 4.67 0.07 1.13 0.97 1.80 2.82 0.85 0.25 98.78

DO-3 71.32 14.90 4.68 0.08 1.11 0.97 1.82 2.81 0.85 0.25 98.79

DO-4 72.17 14.45 4.55 0.08 1.04 1.00 1.90 2.86 0.84 0.22 98.37

Avr. 71.47 14.84 4.64 0.08 1.10 0.98 1.83 2.83 0.85 0.25 98.69

【 표 5 】   내범과 외범 주요성분 분석결과



120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고찰

우리나라 금속기는 청동기시대의 동경과 동검 등이 

대표적이다. 청동기시대의 석범과 도범이 출토되어 당

시 금속기 제작방식을 짐작하게 하였다. 고대 금속기 제

작기술에서 고도의 주물기법은 실랍법(밀랍주조법) 방

식이며 백제금동대향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백제

금동대향로(百濟金銅大香爐)’와 같은 고도의 제작기술

과 주조기법은 정형화된 기술이 이보다 이른 시기에 정

착된 것을 의미한다. 

금속주조기술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인 경주 동천동 출

토 토제범은 일정지역에서 파편이지만 약 300여 점 이상

이 출토되어 당시에 활발하게 금속용기를 제작한 것을 의

미한다. 또한 토제범을 이용한 금속기의 제작기술은 이

미 정형화된 제작기법이 정착된 단계라는 것도 의미한다. 

따라서 토제범에 대한 연구는 주조기술의 발전과 사형

주조법의 등장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동천동 출토 토제범은 내측에 세립

질 입자로 구성된 제1층위가 있으며, 이 제1층위의 두께

는 약 0.3~0.7cm 정도이다. 제1층위의 외측인 제2층위

는 제1층위와 거의 같은 기질이나 유기물인 낟알껍질이 

혼입되어 있다. 외범의 저부에서는 내범과 외범의 결합

을 위해 덧바른 부분과 내구성능과 고열로 인한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외경을 끈으로 묶었다. 토제범의 이러한 

층위의 구성과 제작방법은 금속기 제작기술이 경험에 의

해 정형화된 기술로 정착된 것을 의미한다.

내범과 외범의 단면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에서는 내측의 정선된 제1층위가 세립질 입자로 구성되

었고 기질은 입자의 틈새를 메우는 정도이며, 외측인 제

2층위는 세립질 입자 사이에 기질의 양이 다소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유기물로 인해 발생한 공간이 많아진다. 제

1층위는 제2층위와 비교하여 밀도가 높은데도 X-선 사

진에서 제1층위가 제2층위에 비하여 투과율이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X-선 투과율이 높은 제1층위의 구성광물

은 석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내화도가 높은 

석영을 사용한 것은 주조기술이 경험을 통하여 정형화된 

기술로 구현된 점을 증명한다.

토제범을 층위별로 분리하여 조성광물을 분석한 결과

에서는 석영, 사장석, 조장석과 철광물이 동정되었고 내

범의 제1층위에서만 자철석이 동정되었다. 분석된 시료

는 거의 동질의 기질이나 외범과 다르게 내범의 제1층위

에서만 자철석이 동정된 점은 금속용탕이 주입으로 고온

이 전도되고 유지되면서 범에 잔류한 수분과 철광물이 

반응하여 자철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내범과 외범에 대한 흡수율, 밀도, 공극률에 대한 물

성시험 결과에서 평균흡수율은 각각 23.13%과 26.39%

로 외범이 다소 높았고 평균 공극률은 각각 27.36%과 

31.09%로 외범의 공극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범

과 외범은 미사질과 점토를 각각 약 2.7 : 1과 약 2.9 : 1로  

혼합했다. 외범의 공극률이 다소 높은 점은 혼입된 유기

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외범의 통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제범 단면의 색도차 분석에서 제1층위와 제2층위

인 중앙은 진회색 또는 검은색이며 제2층위의 외측은 황

갈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토제범 단면에서 나타나

는 색도차는 금속용기와 주물형틀의 탈형을 위해 사용한 

송연 또는 송탄의 흔적으로 추정되며, 송연 또는 송탄은 

금속용탕의 주입으로 인하여 가스상으로 범의 내측에서 

외측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또한 범의 단면에서 탄소

가 중앙에 포집된 현상과 면적을 감안하면 제1층위의 제

작과정에 송연을 혼합하거나 먹물로 수비하였을 가능성

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내범과 외범의 제1층위 조성광물 및 SEM관찰에

서 금속용기와 맞닿는 표면에는 얇고 검은색 층위를 관

찰할 수 있었다. 이 검은색 층은 가질한 금속용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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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토제범을 제작하면서 금속용기의 표면에 송연을 고르

게 뿌리거나 먹물로 표면을 도포하였을 가능성도 내포하

고 있다. 이는 제1층위가 석영질로 구성되었고 석영질에 

침선을 세기기 어렵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1층위의 표면

에 나타나는 원형의 침선은 금속용기의 표면을 가질한 

흔적이 토제범에 찍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천동 출토 토제범의 제작기술을 정리하면, 

완성된 금속용기를 이용해 토제범을 제작하면서 금속용

기의 표면에 송연을 뿌리거나 먹물로 도장한 후, 내화도

가 높은 석영과 송연 또는 먹물로 수비하여 제1층위를 

구성하였다. 제2층위는 제1층위와 거의 유사한 토질이

나 낟알껍질을 혼입하여 통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주조과정에 변형을 방지하고자 외범의 구연부를 끈으로 

묶었으며, 외범과 내범의 겹합에는 제2층위를 구성하는 

토질로 구연부를 덧발랐다. 

이 연구의 대상인 토제범은 7~8세기에 고도의 주조기

술로 금속용기를 제작하였으며 현대의 사형주조기술이 

내재된 사례로 판단된다. 고대 금속기의 제작에는 형태

적으로 제작이 가능하지 않지만 석범과 도범만을 이용하

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복잡한 형태

의 주조품은 매우 이른 시기에는 실랍법(失蠟法)을 이용

하였을 것이며,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형주조법으로

도 어느 정도 제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형주

조법의 특성상 범이 남아 있기는 곤란하므로, 금속기의 

형태를 감안하여 사형주조법에 의한 금속기의 제작기술

이 어느 시기부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이 연구는 동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토제범을 대상으

로 실측도에 근거하여 복원도를 제시하고 제작기법을 추

정하였다. 내범과 외범의 재질에 대하여 입도, 조성광물 

분석, 미시적 관찰 및 물성시험을 통해 재질 특성을 연구

하였다. 또한 토제범의 주성분 분석과 색도차를 분석하

여 주조과정에 사용된 탈형제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단면에서 내측은 짙은 회

색이고 중앙은 검은색에 가까우며 최외측은 황갈색을 나

타내고, 금속용기와 맞닿는 내측에는 외측과 구분되는 세

립질 층위가 있어서 토제범의 단면은 제1층위와 제2층위

로 구분되며, 제1층위의 표면에는 원형의 선이 관찰되고 

제2층위는 혼입된 유기물로 인해 기공이 발달하였다.

2. 실측도에 근거한 복원도에서 외범의 최외경은 약 

33.5cm. 높이는 17.8cm이고 내범의 최외경은 21.5cm, 

높이는 12.5cm이며, 내범과 외범을 결합하여 제작되

는 용기는 굽이 없고 구연부 최외경이 24.8cm, 높이가 

9.2cm이며, 용기의 두께는 구연부가 약 0.28cm, 저부는 

약 0.31cm이며, 용기가 냉각되면서 두께가 줄고 가질을 

통해 두께가 줄어들 수 있다.

3. 내범과 외범의 실체현미경 관찰에서는 금속용기와 

맞닿는 제1층위가 약 1mm 이하의 세립질 입자로 치밀하

게 구성되었고 외측인 제2층위는 제1층위의 구성과 유사

하나 다소 굵은 입자를 점점이 관찰되며 혼입된 유기물로 

인해 기공이 발달하였고, 밀도가 높은 제1층위에서 나타

낸 X-선 투과율은 투과율이 높은 광물로 구성된 것이다.

4. 편광현미경 관찰결과에서 제1층위의 미사질의 광

물은 대부분 석영이며, SEM관찰에서 제1층위는 입자의 

입도는 밀실하나 공극이 확대된 양상이고 표면에 유기물

로 인한 얇은 층위가 관찰되며, 제2층위(단면의 중앙)는 

균열이 발달한 양상이과 외측의 기질은 공극이 있으나 

균열이 없고 유기물의 잔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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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도분석에서는 내범과 외범의 입도가 거의 유사

하고 미사질식양토로 구분되었고 미사질과 점토의 구성

비는 내범과 외범이 각각 약 2.7 : 1과 약 2.9 : 1이며, 물

성시험결과는 내범의 흡수율 평균은 23.13%이고 외범은 

26.39%, 밀도는 내범이 1.18이고 외범은 1.18이며, 공극

률은 내범이 27.36%이고 외범은 31.09%로 나타났다.

6. 토제범 단면의 색도차 분석에서 청동용기와 맞닿는 

내측의 명도변화는 주물과정에 발생한 열 또는 유기물로 

인한 색상변화를 암시하고 외측의 적색도가 높은 점은 토

양색을 반영한 결과이며, 내측에서 중앙까지 변화된 범

위를 감안하면 제1층위의 표면에 탈형을 위해 그을음을 

입히거나 제1층위를 먹물로 수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연구대상 내범과 외범의 조성광물 분석결과, 내범

의 조성광물은 석영, 조장석, 정장석, 철방해석, 자철석, 

침철석, 적철석이고, 외범은 석영, 조장석, 정장석, 침철

석이 동정되었으며, 주성분 분석에서는 SiO2의 평균함

량이 71.64%, Al2O3는 14.59%이고, 부성분 중 Fe2O3는 

4.51%, K2O는 3.06%이며, Na2O, MgO, CaO, TiO2, P2O5, 

MnO는 2% 이하이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의 청동용기 제작기술과 관련

된 토제범에 대한 연구는 고대 청동주물 제작과 기술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청동유물의 연구에 있어서 토제범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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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terial and Production Method 
of Bronze Casting Earthen Mold
– Focusing on Earthen Mold Excavated in Dongcheon-dong, Gyungju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reconstruction drawing, composite mineral, particle size and property test, 

fine organic matters, color differences and main ingredients of the earthen mold excavated in Dongcheon-

dong, Gyungju. The cross-section of the inner mold and outer mold divides into inside (1st layer) and 

outside (2nd layer), with organic matters mixed outside.

The cross-section has been altered due to heat and form removal agent. X-ray analysis revealed that 

the layer was made of minerals with high transmissivity and only quartz particles were observed through 

a polarizing microscope. The inside of cross-section in SEM observation identified enlarged air gap, with 

crack developed in the center, but no changes observed on the outside. The particle size of the composites 

is almost the same for the inner mold and outer mold and is silt clay loam. The ratio between silt clay and 

silt clay loam was about 2.7:1 and 2.9:1 respectively. In the property test, the density and absorption rate of 

inner mold and outer mold were similar, but porosity was different, with inner mold of 27.36% and outer 

mold of 31.09%. The color difference of cross-section seems to have been caused by the spread of soot on 

the 1st layer surface for removal of form or by the covering of ink to protect the 1st layer. Composite mineral 

analysis revealed the same composition for the inner mold and outer mold, except for the magnetite that 

was detected in the inner mold alone. As for the main ingredient analysis, the average content of SiO2 was 

71.64% and that of Al2O3 was 14.59%. As for the sub-ingredients, Fe2O3 was 4.51%, K2O 3.06%, Na2O, MgO, 

CaO, TiO2, P2O5 and MnO was less tha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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