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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라시대 고분인 교동,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 6

점의 합금비를 분석하여 고분별로 성분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신라 금관 6점은 모두 

금과 은으로 합금되어 있고 입식 금판의 순도는 교동 89.2wt%, 황남대총 북분 86.2wt%, 

금관총 85.4wt%, 천마총 83.5wt%, 금령총 82.8wt%, 서봉총 80.3wt% 순으로 함량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관의 순도와 금관 형식에 따른 편년을 비교해 보면 금

관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인 교동 금관의 순도가 가장 높고,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황남

대총과 금관총의 순도는 교동 금관보다 낮으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 금관의 순도가 가장 낮았다. 즉 빠른 시기의 고분일수록 금관의 순도가 높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금관, 수식, 합금비, 순도, 성분분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atio of alloy components of six gold crowns discov-

ered in six Silla tombs; Gyo-dong, the north tomb of Hwangnamdaechong, 

Geumgwanchong, Cheonmachong, Geumnyeongchong and Seobongchong.  

Concretely, the study looks at whether and how crowns from these various 

tombs differ in terms of the ratio of alloy components. The analysis of the six 

Silla crowns found that all of them were made of gold and silver alloy. When 

comparing the ratio of alloy components in crowns and type of crowns, the 

Gyo-dong crown which is the oldest of them showed the highest content of 

gold. Crowns from Hwangnamdaechong and Geumgwanchong in the middle to 

late 5th century, showed a similar content of gold. Gold content of crowns from 

the late 5th century to early 6th century tombs decreased in order Cheon-

machong, Geumnyeongchong and Seobongchong, thus it confirmed that the 

older the tomb, the higher its gol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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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신라시대 대형 고분에서 금으로 제작된 

화려한 금속품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금관은 지금까지 총 6

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일제강점기에는 금관총(1921년), 금령총(1924년), 서봉총

(1926년)에서 금관이 발굴되었다. 이후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 정비사업의 일환으

로 황남동 98호분(현재의 황남대총)을 발굴하기 위한 시험 발굴인 천마총(1973

년)과 황남대총(1975년) 북분에서 금관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경주시 교동의 폐고

분에서 도굴되었다가 압수된 교동 금관이 있다 [1, 2]. 

지금까지 신라 금관에 관한 연구는 고고학 분야 [3, 4]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보

존과학적인 연구는 각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의 성분 조성을 분석한 내용을 단편

적으로 발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신라 금관 6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고분별 금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합금과 관련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해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황남대총 및 금령총 금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본고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교동, 금관총, 천마

총, 서봉총 금관의 과학적 성분 분석 결과 자료 [5, 6]를 함께 수록하여 신라 금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품 및 분석방법

신라 금관 6점을 대상으로 합금비와 금 순도를 조사하였다 (표1). 성분분석은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μ-XRF Spectrometer, ArtTEX)를 이용하였고 조건은 

직경 200㎛, 전압 50㎸, 전류 600㎂, 시간은 100초로 분석하였다. 

번호 소장품명 추정연대 크기(높이) 비고

1 교동 금관 5세기 중엽 12.8cm -

2 황남대총북분 금관 5세기 후반 27.3cm 국보 191호

3 금관총 금관 5세기 후반 27.5cm 국보 87호

4 천마총 금관 6세기 초 32.5cm 국보 188호

5 금령총 금관 6세기 초 27.0cm 보물 338호

6 서봉총 금관 6세기 초 30.7cm 보물 339호

표1. 분석대상 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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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금관 입식과 대륜의 금판부분과 영락, 금사를 분석하였고, 수식의 좌우 주환

과, 중간식, 수식을 양쪽 같은 위치에서 분석하여 금 함량을 비교하였다. 금관 입

식과 대륜, 수식의 성분 분석 위치는 도1-6에 표시하였다 . 

   

   

도1. 교동 금관 도2. 황남대총 북분 금관 도3. 금관총 금관

도4. 천마총 금관 도5. 금령총 금관 도6. 서봉총 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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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동 금관

교동 금관의 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입식 금판의 평균 합금비는 금 89.2wt%, 

은 10.9wt%로 순도는 21.4K이고, 대륜 금판은 금 88.1wt%, 은 11.8wt%로 순도

는 21.1K이다. 입식의 영락은 금 88.2wt%, 은 11.5wt%로 측정되었다. 

2. 황남대총 북분 금관

황남대총 북분 금관의 입식과 대륜의 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입식 금판의 

평균 합금비는 금 86.2wt%, 은 12.3wt%인 금제로 순도는 20.7K이며, 대륜 금판

의 합금비는 금 85.3wt%, 은 12.8wt%인 금제로 순도는 20.5K이다. 입식 영락은 

금 87.6wt%, 은 11.0wt%인 금제로 순도는 21.0K이다. 입식 금사는 금 85.8wt%, 

은 12.9wt%인 금제로 순도는 20.6K이다.

3. 금관총 금관

금관총 금관의 입식과 수식 분석 결과는 표4, 5와 같다. 입식의 평균 합금비

는 금 85.4wt%, 은 13.4wt%로 순도는 20.5K이다. 입식 영락은 금 82.7wt%, 은 

15.9wt%로 측정되었다. 수식의 주환 합금비는 좌측이 금 84.8wt%, 은 14.9wt%, 

우측이 금 83.5wt%, 은 16.1wt%로 나타났다. 중간식을 분석한 결과 금과 은의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GDC-1 88.6 11.1 0.2 0.2 21.3 전면입식 금판

GDC-2 89.7 10.6 - 0.1 21.5 입식(우) 금판

GDC-3 88.1 11.8 - 0.1 21.1 대륜 금판

GDC-4 88.2 11.5 - 0.1 21.2 입식(우) 영락

표2. 교동 금관 입식 및 대륜의 성분분석 결과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WNC-1 85.5 12.7 1.80 0.05 20.5 전면 입식(좌) 금판

WNC-2 86.9 11.8 1.28 0.03 20.9 전면 입식(우) 금판

WNC-3 86.2 12.6 1.24 0.02 20.7 후면 입식(좌) 금판

WNC-4 85.3 12.8 1.76 0.04 20.5 대륜 금판

WNC-5 85.8 13.1 0.96 0.11 20.6 후면 입식(좌) 금사

WNC-6 85.8 12.7 1.49 0.07 20.6 대륜 금사

WNC-7 87.5 10.9 1.59 0.03 21.0 전면 입식(좌) 영락

WNC-8 87.6 11.1 1.32 0.04 21.0 전면 입식(우) 영락

표3. 황남대총 북분 금관 입식 및 대륜의 성분분석 결과



박물관보존과학 제16집50

합금비는 좌측이 금 82.7wt%, 은 16.4wt%, 우측이 금 82.7wt%, 은 17.2wt%로 

나타났다. 수하식은 금과 은의 합금비가 좌측이 금 81.5wt%, 은 17.2wt%, 우측

이 금 83.6wt%, 은 15.8wt%로 나타났다.

4. 천마총 금관

천마총 금관의 입식과 수식의 분석 결과는 표6, 7과 같다. 입식 금판의 평

균 합금비는 금 83.5wt%, 은 16.3wt%로 순도는 20.0K이다. 입식의 영락은 금 

82.2wt%, 은 17.5wt%로 측정되었다. 

수식 주환의 합금비는 좌측이 금 97.6wt%, 은 1.6wt%, 우측이 금 97.8wt%, 은 

1.5wt%로 나타났다. 좌우 같은 위치에서 주환 97wt%이상이 순금에 가까운 금

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제1수식부의 수하식을 분석한 결과 금과 은

의 합금비는 좌측이 금 84.9wt%, 은 15.0wt%, 우측이 금 83.1wt%, 은 16.4wt%

로 나타났다. 제2수식부의 수하식은 금과 은의 합금비가 좌측이 금 86.9wt%, 은 

12.7wt%, 우측이 금 86.9wt%, 은 13.0wt%로 나타났다.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GGC-1 86.6 13.3 0.59 0.15 20.6 전면 입식 금판

GGC-2 86.0 12.9 1.02 0.08 20.6 전면 입식(좌) 금판

GGC-3 85.2 13.9 0.72 0.16 20.5 전면 입식(우) 금판

GGC-4 85.8 13.3 0.77 0.16 20.6 후면 입식(좌) 금판

GGC-5 84.0 13.8 1.90 0.13 20.2 후면 입식(우) 금판

GGC-6 82.7 15.9 1.33 0.07 19.9 전면 입식(우) 영락

표4. 금관총 금관 입식의 성분분석 결과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GGP-L1 84.8 14.9 0.14 0.04 20.3 주환(좌)

GGP-L2 82.7 16.4 0.91 - 19.9 중간식(좌)

GGP-L3 81.5 17.2 0.45 0.11 19.5 수하식(좌)

GGP-R1 83.5 16.1 0.22 - 20.0 주환(우)

GGP-R2 82.7 17.2 1.08 - 19.9 중간식(우)

GGP-R3 83.6 15.8 0.54 0.10 20.1 수하식(우)

표5. 금관총 금관 수식의 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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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령총 금관

금령총 금관의 입식과 대륜, 수식의 분석 결과는 표8, 9와 같다. 입식 금판의 

평균 합금비는 금 82.8wt%, 은 16.6wt%인 금제로 순도는 19.9K이고 대륜 금판

의 합금비는 금 82.9wt%, 은 16.3wt%인 금제로 순도는 19.9K이다. 입식 영락은 

금 84.2wt%, 은 15.3wt%인 금제로 순도는 20.2K이다. 금사는 금 83.2wt%, 은 

16.2wt% 인 금제로 순도는 20.0K이다. 

수식의 주환은 좌측이 금 70.6wt%, 은 29.0wt%로 순도는 16.9K이고 우측이 금 

82.9wt%, 은 16.7wt%로 순도는 19.9K이다. 유환의 경우 좌측은 금 70.4wt%, 은 

29.2wt% 함유된 금제로 순도는 16.9K이고, 우측은 금 82.3wt%, 은 17.0wt%로 

순도는 19.7K로 나타났다. 좌우 같은 위치에서 유환은 서로 다른 합금비의 금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제1수식부는 금사 및 금판 모두 금 83.6wt%, 

은 16.0wt% 이상의 금제로 순도는 20.1K로 좌우 서로 유사하며, 거의 순금에 

가까웠다. 제2수식부는 금판이 금 81.5wt%, 은 18.2wt%로 좌우 같은 위치에

서 유사한 합금비로 나타났다. 제3수식부는 사슬 및 금판 모두 금 81.8wt%, 은 

17.6wt%로 좌우 같은 위치에서 유사한 합금비를 나타나며, 제1, 2수식부와 금 순

도가 유사하다.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CMC-1 83.5 16.2 - 0.11 20.0 전면 입식 금판

CMC-2 83.4 16.3 - 0.08 20.0 전면 입식(좌) 금판

CMC-3 83.5 16.2 0.26 0.11 20.0 전면 입식(우) 금판

CMC-4 83.2 16.7 - 0.11 20.0 후면 입식(좌) 금판

CMC-5 83.7 16.0 - 0.15 20.1 후면 입식(우) 금판

CMC-6 82.2 17.5 - 0.25 19.7 전면 입식(좌) 영락

표6. 천마총 금관 입식의 성분분석 결과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CMP-L1 97.6 1.61 0.43 0.36 23.4 주환(좌)

CMP-L2 84.9 15.0 - 0.08 20.4 제1수식부(좌) 수하식

CMP-L3 86.9 12.7 - 0.14 20.9 제2수식부(좌) 수하식

CMP-R1 97.8 1.5 0.31 0.13 23.5 주환(우)

CMP-R2 83.1 16.4 0.27 0.10 19.9 제1수식부(우) 수하식

CMP-R3 86.9 13.0 - 0.12 20.9 제2수식부(우) 수하식

표7. 천마총 금관 수식의 성분분석 결과



박물관보존과학 제16집52

6. 서봉총 금관

서봉총 금관의 입식과 대륜, 수식의 분석 결과는 표10, 11과 같다. 입식 금판

의 평균 합금비는 금 80.3wt%, 은 18.8wt%인 금제로 순도가 19.3K이고, 대륜 금

판의 합금비는 금 81.4wt%, 은 17.9wt%인 금제로 순도가 19.5K이다.

봉황장식판은 금 73.1wt%, 은 26.8wt%로 확인되었고 순도가 17.5K이다. 내면

에 십자형으로 교차시켜 만든 반구형 장식판은 금 74.7wt%, 은 25.1wt%로 순

도가 17.9K이며, 금관의 외연인 입식과 대륜의 금판보다 봉황장식 및 반구형장식

의 금 순도가 6~7%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륜 영락은 금 79.3wt%, 은 

19.7wt%로 순도가 19.0K이며 외연의 금판과 비슷한 합금비를 보였다.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GRC-1 82.4 17.0 0.59 0.03 19.8 전면 입식 금판

GRC-2 82.4 17.0 0.63 0.02 19.8 전면 입식(좌) 금판

GRC-3 82.0 17.3 0.63 0.02 19.7 전면 입식(우) 금판

GRC-4 85.0 14.6 0.39 0.03 20.4 후면 입식(좌) 금판

GRC-5 82.3 17.1 0.63 0.02 19.7 후면 입식(우) 금판

GRC-6 82.9 16.3 0.72 0.02 19.9 대륜 금판

GRC-7 83.5 16.0 0.46 0.03 20.0 전면 입식(좌) 금사

GRC-8 83.0 16.5 0.44 0.09 19.9 전면 입식(우) 금사

GRC-9 83.5 16.1 0.44 0.02 20.0 후면 입식(좌) 영락

GRC-10 85.0 14.6 0.33 0.03 20.4 전면 입식 영락

표8. 금령총 금관 입식 및 대륜의 성분분석 결과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GRP-L1 70.6 29.0 0.37 0.03 16.9 주환(좌)

GRP-L2 70.4 29.2 0.36 0.02 16.9 유환(좌)

GRP-L3 82.3 17.2 0.35 0.08 19.8 제1수식부 금사(좌)

GRP-L4 84.1 15.3 0.57 0.05 20.2 제1수식부 금판(좌)

GRP-L5 81.6 18.0 0.37 0.05 19.6 제2수식부 금판(좌)

GRP-L6 82.4 16.9 0.62 0.04 19.8 제3수식부 연결사슬(좌)

GRP-L7 81.5 17.9 0.55 0.06 19.6 제3수식부 구형 장식(좌)

GRP-R1 82.9 16.7 0.36 0.02 19.9 주환(우)

GRP-R2 82.3 17.0 0.71 0.03 19.7 유환(우)

GRP-R3 84.5 15.3 0.11 0.08 20.3 제1수식부 금사(우)

GRP-R4 83.3 16.0 0.67 0.03 20.0 제1수식부 금판(우)

GRP-R5 81.3 18.4 0.26 0.04 19.5 제2수식부 금판(우)

GRP-R6 81.3 17.9 0.74 0.04 19.5 제3수식부 연결사슬(우)

GRP-R7 81.9 17.5 0.52 0.02 19.7 제3수식부 구형 장식(우)

표9. 금령총 금관 수식의 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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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의 좌측 주환은 금 95.7wt%, 은 3.7wt% 함유된 금제로 순도가 23.0K이고, 

우측 주환은 금 96.4wt%, 은 3.1wt%로 순도가 23.1K이다. 유환을 분석한 결과 

좌측은 금 97.0wt%, 은 2.40wt% 함유된 금제로 순도가 23.1K이고, 우측은 금 

97.1wt%, 은 2.50wt%로 순도가 23.3K로 나왔다. 좌・우 같은 위치에서 주환과 

유환이 거의 비슷한 합금비로 함유되어있고, 모두 95% 이상이 순금에 가까운 금

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제1수식부는 금사 및 금판 모두 금 97.6~98.2wt% 함유된 금제로 순도가 23K 이

상으로 좌・우 서로 유사하며, 거의 순금에 가까웠다. 하지만 제2수식부는 금사 및 

금판 모두 금 74.5~76.6wt% 함유된 금제로 순도가 17.9~18.4K이며 좌우 같은 위치

에서 유사한 합금비를 나타냈지만, 제2수식부에 비해 금의 순도가 많이 떨어졌다.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SBC-1 81.1 18.3 0.51 0.07 19.5 전면 입식 금판

SBC-2 81.0 18.2 0.65 0.07 19.4 전면 입식(좌) 금판

SBC-3 80.4 18.7 0.74 0.13 19.3 전면 입식(우) 금판

SBC-4 79.2 19.7 0.75 0.27 19.0 후면 입식(좌) 금판

SBC-5 79.9 19.3 0.70 0.06 19.2 후면 입식(우) 금판

SBC-6 81.4 17.9 0.58 0.09 19.5 대륜 금판

SBC-7 73.1 26.8 0.04 0.05 17.5 봉황장식판

SBC-8 74.7 25.1 - 0.09 17.9 반구형장식판

SBC-9 77.9 21.2 0.85 0.04 18.7 대륜 금사

SBC-10 79.3 19.7 0.99 0.03 19.0 대륜 영락

표10. 서봉총 금관 입식 및 대륜의 성분분석 결과

분석번호
원소함량 [wt%]

karat(K) 비고
Au Ag Cu Fe

SBP-L1 95.7 3.70 0.52 0.10 23.0 주환(좌)

SBP-L2 97.0 2.40 0.54 0.07 23.1 유환(좌)

SBP-L3 96.9 1.20 1.69 0.18 23.3 제1수식부(좌) 원형장식

SBP-L4 98.0 0.90 0.78 0.23 23.5 제1수식부(좌) 금사

SBP-L5 98.2 0.70 1.04 0.12 23.6 제1수식부(좌) 금판

SBP-L6 74.9 24.8 0.17 0.12 18.0 제2수식부(좌) 금사

SBP-L7 75.9 23.9 0.08 0.06 18.2 제2수식부(좌) 펜촉형금판

SBP-R1 96.4 3.10 0.45 0.06 23.1 주환(우)

SBP-R2 97.1 2.50 0.37 0.09 23.3 유환(우)

SBP-R3 97.0 0.80 1.61 0.12 23.3 제1수식부(우) 원형장식

SBP-R4 98.0 0.70 0.81 0.12 23.5 제1수식부(우) 금사

SBP-R5 97.6 0.90 1.32 0.14 23.4 제1수식부(우) 금판

SBP-R6 74.5 25.4 0.08 0.07 17.9 제2수식부(우) 금사

SBP-R7 76.7 23.1 0.13 0.05 18.4 제2수식부(우) 펜촉형금판

표11. 서봉총 금관 수식의 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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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이상으로 신라 금관의 입식과 대륜, 수식의 금 합금비를 조사하였고, 고분별 

금관의 재질 특징과 금관 형식에 따른 편년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 금관 6점은 모두 금과 은으로 합금되어 있었고, 입식 금판의 순도를 고분별

로 나열하면 교동 89.2wt%, 황남대총 북분 86.2wt%, 금관총 85.4wt%, 천마총 

83.5wt%, 금령총 82.8wt%, 서봉총 80.3wt% 순으로 함량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

분석 대상 입식 금판 대륜 금판 영락 금사 봉황장식 반구형장식

교동
89.2

(21.4K) 

88.1

(21.1K)

88.2

(21.2K)
- - -

황남대총 

북분 금관

86.2

(20.7K)

85.3

(20.5K)

87.5

(21.0K)

85.8

(20.6K)
- -

금관총
85.4

(20.5K)
-

82.7

(19.9K)
- - -

천마총
83.5

(20.0K)
-

82.2

(19.7K)
- - -

금령총
82.8

(19.9K)

82.9

(19.9K)

84.2

(20.2K)

83.2

(20.0K)
- -

서봉총
80.3

(19.3K)

81.4

(19.5K)

79.3

(19.0K)

77.9

(18.7K)

73.1

(17.5K)

74.7

(17.9K)

표12. 신라 금관의 성분 비교 (단위: wt%)

분석 대상 주환 유환 제1수식부 제2수식부 제3수식부

금관총-좌
84.8

(20.3K)
-

82.1
(19.7K)

- -

금관총-우
83.5

(20.0K)
-

83.2
(20.0K)

- -

천마총-좌
97.6

(23.4K)
-

84.9
(20.4K)

86.9
(20.9K)

-

천마총-우
97.8

(23.5K)
-

83.1
(19.9K)

86.9
(20.9K)

-

금령총-좌
70.6

(16.9K)
70.4

(16.9K)
83.2

(20.0K)
81.6

(19.6K)
82.0

(19.7K)

금령총-우
82.9

(19.9K)
82.3

(19.9K)
83.9

(20.1K)
81.3

(19.5K)
81.6

(19.6K)

서봉총-좌 
95.7

(23.0K)
97.0

(23.1K)
97.7

(23.5K)
75.4

(18.1K)
-

서봉총-우
96.4

(23.1K)
97.1

(23.3K)
97.5

(23.4K)
75.6

(18.2K)
-

표13. 신라 금관 수식의 위치별 순도 (단위: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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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서봉총 금관 내면에 반구형 장식판과 봉황장식판의 금 함량은 73~74wt%

로 금관의 외연인 입식과 대륜 금판보다 금 순도가 6~7wt%정도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2).

따라서 금과 은으로 합금하여 금관을 제작한 것은 순금만 사용했을 경우 연성이 

강해 굽어지거나 쉽게 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에 인위적으로 은을 합금하여 강

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되며, 금관의 크기와 장식 등 용도별 차이로 인해 순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관의 순도와 금관 형식에 따른 편년을 비교해 보면 금관 중에서 가장 고식(古

式)인 교동 금관의 순도가 가장 높고,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황남대총과 금관총

의 순도가 교동 금관보다 낮으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천마총, 금령총, 서봉

총 금관의 순도가 가장 낮았다. 즉 빠른 시기의 고분일수록 금관의 순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금관 수식은 같은 위치에서 거의 동일한 합금비를 나타내

었지만 금령총 유환에서만 다른 합금비의 금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

다. 천마총 주환과 서봉총의 주환 및 제2수식부는 금 함량이 95wt% 이상으로 순

금에 가까운 금을 사용해서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표13).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금 합금비로 금관의 재질 특성을 해석해 보았다. 향후 금

관을 정밀 관찰하여 세공방법과 표면장식기법을 확인하고, 금관의 형태별로 비교 

분석하여 별도 논고를 통해 금관의 제작기법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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