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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청동유물은 매장 상태에서 구성 성분, 제작기법, 매장 환경 등에 의해 형태 및 화학적으로 특성을 가지는 부식층이 형성된다. 

안정한 상태의 부식층은 유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물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식층의 특성과 메커니즘 이해는 보존처

리 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화합물의 화학적 정보를 구별하고 분석이 가능한 분석 방법 중에 라만분광분석법은 원소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던 미세영역에 대

해서 화합물의 화학적 정보 및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토 청동용기에 대해서 라

만분광분석을 실시하여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층의 특성을 확인하고 SEM-EDS 분석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분

석 결과 출토 청동유물의 외부 부식층에서는 구리 화합물인 malachite와 부식 환경에 기인한 albite, quartz, microcline 등과 같

은 토양 및 점토 광물이 혼재되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매장 상태에서 부식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내부 부식층에서는 

cuprite가 확인되며 일부 라만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산화주석과 같은 혼재되어 있는 화합물에 의한 간섭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부 부식층에 존재하는 납 편석은 PbO, PbSO4, PbCO3 형태로 존재하거나 cuprite로 대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샘플의 수가 적고 매장 토양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청동유물

에서 나타나는 부식과정과 오랜 시간 부식된 청동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진위판별에 적용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출토 유물에 대한 분석과 부식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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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동유물은 매장 상태에서 청동의 구성 성분, 제작기

법, 매장 환경 등에 의해 청동의 표면 화학적 구조가 변화 

가능하고 기타 성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환경에 의한 

특성을 가지는 부식층이 형성된다. 부식층은 출토 청동유

물의 형태와 특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부식 인자

에 의해서 부식층의 형태 및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식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구성 성분, 제작기

법, 매장 환경 등의 다양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며, 강화

처리 또는 방청처리와 같은 유물의 보존처리의 계획 수립

과 처리방법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부식층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구리의 선택적

인 부식과 같은 합금성분의 용해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는 매장 상태에서 주변 토양과의 이온 이동에 의해

서 내부 부식층과 외부 부식층이 구분되어진다. 최종적으

로 형성된 부식층은 형태 및 화학적인 변이가 일어나면서 

주변 환경과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 형태학적으로 외

부 부식층과 내부 부식층의 2중구조의 표면이 고른 경우와 

부식에 의해서 유물의 원래 표면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거

친 표면을 가지는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유물에서 나타나

는 부식은 유물이 접촉하고 있는 부식 환경, 합금 조성 등

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한 유물에서 두 가지 양상이 

공존하여 나타나기도 한다(Robbiola L. et al. 1998). 이와 

같이 부식층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성되며 다양한 

화합물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방식과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분

석 방법으로는 SEM-EDS와 XRD 등이 있다. 하지만 EDS와 

같은 원소 분석 기술은 청동에서 주석, 납, 황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분자형태나 구조적인 특징을 밝히기는 

어려우며, XRD에 의한 분석에서는 청동 부식층에서의 주

석화합물과 같이 함량이 매우 작거나 불완전한 결정을 가

지고 있을 때에는 검출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라만분광분석은 미세구조를 구별하고 분석

이 가능한 방법 중에서 비교적 효과적이고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라만 산란을 이용한 분석방법

으로 각 물질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나는 산란광을 분석하

여 물질의 분자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 여기 광원으로 레

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 액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

의 대상에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유기 및 

무기물질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의학, 생물학, 환경

과학, 지질학, 광물학, 고고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라만 분광법(Micro-raman 

spectroscopy)은 라만분광법과 광학 현미경이 결합한 측

정기술로서 CCD(charge-coupled device) 분석하고자 하

는 시료위치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동일한 위치의 

라만 스펙트럼을 광학 현미경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료의 매우 작은 영역을 분석하거나 미량의 시료를 측정

할 때 유용하며, 문화재 분석에 접합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표준 철 부식물을 대상으로 표준 Raman 

Data 확보나(박형호 등 2011) 철제 유물 부식 인자에 대한 

부식 양상 및 부식 화합물에 대한 연구와 철제 관정의 재

부식 특성 연구에 라만분광분석이 활용되기도 하였다(박

형호 등 2012; 이혜연 등 2012). 권인철 등(2014)은 라만분

광분석법을 이용하여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

세결정들을 동정同定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동유물에 

적용된 사례는 미비하다. 국외의 경우는 청동유물의 부식 

메커니즘 연구와 형태학적인 연구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라만분광분석 또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

다. 기본적으로 라만 분광 분석을 통해서 청동에서 생성되

는 염화물과 malachite, azurite 등 청동에서 나타나는 부

식생성물에 대한 라만 스펙트럼 정보를 확인하였다(Frost 

R. L. et al. 2002, 2003). 마이크로 라만분광기, 광학현미경, 

SEM-EDS 등을 사용하여 구리/주석 합금유물의 산화물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며, 내부 부식층에서 이수화물 산화주

석과 산화구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주석이 외부로 

용출되지 않으며 탈 구리 현상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

음을 언급하였다(Piccardo P. et al. 2007). 납의 함량이 높

은 청동의 부식층에도 SEM-EDS와 함께 라만 분석이 실시

되어 부식이 진행된 납은 산화물이나 PbSO4 또는 Pb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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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존재하며 cuprite와 공존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Pb이 존재하던 공간을 완전히 cuprite

로 교체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Marta Q. et al. 2013). 청

동과 더불어 금동시편을 대상으로 부식 특성과, 부식 방법

에 따른 시편의 부식물의 연구를 위해 라만분광분석이 사

용된 사례도 있다(Laura B. 2011).

이와 같이 국외와 비교하여 국내의 경우 청동 부식층

의 특성과 생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문화재에 활

용도가 높은 라만분광분석에 대한 적용 사례가 부족한 실

정이다. 부식층의 특성에서 부식 환경 및 합금성분은 중요

한 요인이 되며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토 청동 유물의 부식층에 대

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라만분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SEM-EDS, XRD 등의 분석방법

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출토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외

부 부식층부터 소지 금속까지의 층위별 특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시편의 선정은 유물 원형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을 따라서 발굴 당시 이미 파손된 편이나 문양이 없는 부위 

또는 보존 처리 중 접합이나 복원이 어려운 편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 외부부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표면의 부식

생성물이 분명한 청동용기의 시편 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대상 출토지

청동합A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청동합B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청동합C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청동합D

모든 시편은 분석을 위해 mounting, grinding, 

polishing의 과정으로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편은 

Epoxy 수지를 사용하여 Cold mounting을 실시하였으며, 

Sic abrasive paper로 600, 800, 1,200, 2,000, 4,000grit순으

로 grinding 한 후, 6㎛, 3㎛, 1㎛의 Diamond suspension

을 사용하여 polishing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틸

알콜에 침적시켜 초음파 세척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

였다. 부식층에서 확인되는 화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raman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LabRam 

ARAMIS(Horiba Jobin Yvon, FRA)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원은 Nd : YAG Laser 532nm

를 사용하였으며 강도는 30mW로 고정한 후, 대상의 종류

와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였다. 광원의 강도가 너무 높

으면 대상의 결정화 정도의 변화 또는 손상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강도와 긴 노출시간을 주어 측정

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50~4,000cm-1로 설정하였다. 

측정 누적 횟수는 누적 횟수를 3회로 고정하여 측정

을 진행하였으며 측정 및 측정 조건 변경시마다 Silicon 샘

플을 통해서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라만의 분석 결과는 

보정하지 않고 The RRUFF™ Project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라만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SEM, JSM-6610LV, JEOL JP) 

및 이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분광분석기(EDS, X-MAX, 

Oxford, UK)로 반사전자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모드에서 부식물을 고배율로 관찰하였으며, 라만 분

석과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면분석 및 포인트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20keV, Working Distance 

10mm이며, EDS를 이용한 분석은 한 Point 당 100초간 분

석하였다. 

Ⅲ. 분석결과

1. 청동합 A 

청동합 A의 부식층 관찰 결과 외부에는 다공성의 부

식층이 존재하며 외부의 부식은 내부로 확산되어 진행된 

상태로 내부에 금속심이 일부만 남아 있으며, 부위마다 부

식 정도는 다르게 관찰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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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 성분분석 결과 외부 부식층의 주성분은 Cu이며 

합금성분인 Sn, Pb 외에 Al, Cl, Fe, Mg, K 등의 토양원소들

이 검출되었다. 외부 부식층의 바탕에 해당하는 A1, A8에

서는 라만 분석 결과 malachite(Cu2CO3(OH)2가 확인되었

다. SEM image상 어두운 부분인 A3은 quartz(SiO2, 석영), 

A5에서는 albite(NaAlSi3O8, 조장석)의 라만스펙트럼이 확

인되었으며, EDS 분석 결과에서도 라만 분석 결과와 일치

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 A2와 A6은 라만 분석 결과에서 

malachite와 quartz의 추정되는 스펙트럼이 함께 관찰되었

다(그림 1, 2).

외부와 내부 부식층의 경계에서는 흰 바탕에 적갈색

의 부분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층이 관찰되었으며, 

A4와 A9의 EDS 분석 결과 Cu, Pb, O가 주성분으로 검출

되었으며 라만 분석 결과에서는 cuprite(Cu2O)가 확인되었

다. 특히 A9의 경우 cuprite와 함께 cerussite(PbCO3, 백연

광)의 스펙트럼이 확인되었으며 EDS 분석 결과에서도 31%

의 Pb이 검출되었다. 일부 표면근처에서는 A7과 같이 부식

층의 발달과 표면층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라만 분석 결과 cuprite로 확인되었으며, EDS 결과 

Cu함량이 약 80%를 나타내었다.

표 2.  청동합A의 SEM- EDS 분석 결과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Al Fe Cl O Na Ca As K Mg

A1 55.38 1.96 3.13 2.06 0.73 0.33 0.33 36.10 - - - - -

A2 16.18 1.82 - 35.70 1.02 0.43 0.27 44.59 - - - - -

A3 13.87 1.97 - 38.59 0.43 0.26 0.25 44.64 - - - - -

A4 56.75 2.66 12.19 4.70 1.40 0.54 - 21.77 - - - - -

A5 14.40 2.13 - 24.45 9.10 0.25 0.31 41.95 6.15 1.18 0.08 - -

A6 44.66 2.98 4.51 5.96 3.13 1.02 - 36.67 - - 0.34 0.46 0.28

A7 80.01 2.80 - 0.64 0.27 - 0.39 15.89 - - - - -

A8 57.62 2.31 3.04 0.80 0.38 - 0.25 35.60 - - - - -

A9 44.17 2.59 31.22 1.33 0.50 - - 20.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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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A1~A3, A5,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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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A4, A7~A9)

표 3.  청동합 A 층위별 특성

부식층 추정 화합물 화학식 주요 원소

외부층

Malachite Cu2CO3(OH)2 Cu, O

Malachite
Quartz

Cu2CO3(OH)2
SiO2

Cu, O, Si

Quartz SiO2 Cu, O, Si, Cl

Albite NaAlSi3O8 O, Na, Al, Si

경계층

Cuprite Cu2O Cu, O, Pb

Cuprite
Cerussite

Cu2O
PbCO3

Cu, O, Pb

내부층 Cuprite Cu2O C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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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동합 B

청동합 B는 외부 부식층의 경우 특히 한쪽 면의 외부

에 두껍게 토양 화합물과 부식 생성물이 층을 이루고 있으

며, 그에 따라 내부 부식층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외부 부식층과 경계면에서는 EDS 분석 결과 

주성분은 Cu, O이며 Pb, Si, Al, Fe, K, Cl 등의 성분이 검출되

었다(표 4). 내부는 소지 금속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부식

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있다. Cu, Sn, Pb의 삼원계 청동으

로 내부 부식층에서는 합금 성분 이외 Si, Cl 성분이 검출되

었다(표 5). 라만 분석 결과 외부 부식층에서는 부식 생성물

로 B1과 같은 malachite가 확인하였으며, B2~B4와 같은 외

부와 내부 경계부분에서는 cuprite가 확인되었다. B2의 경

우 B3, B4와 달리 283cm-1 부근에서 추가적인 스펙트럼이 

확인되었으며, EDS 분석 결과 Pb, Fe가 미량 검출되었으나 

표 4.  청동합 B의 SEM- EDS 분석 결과

화학조성(Weight.%)

Cu Pb Si Al Fe O K

B1 61.40 2.11 0.34 - - 36.15 -

B2 61.36 1.87 3.89 2.97 1.22 28.69 -

B3 65.57 - 4.04 2.82 - 27.51 0.07

B4 69.50 - 3.00 2.16 0.86 24.40 0.08

그림 3.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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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스펙트럼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으며 데이터 부족

으로 화합물의 형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그림 3).

내부 부식층에 해당하는 B5~B9의 경우 EDS 분석 결

과에서는 주성분으로 Cu, Sn, Pb, O가 확인되며 Si, Cl, Al 

표 5.  청동합 B의 SEM-EDS 분석 결과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Al Cl O

B5 68.68 7.88 3.42 0.85 0.29 0.54 18.34

B6 57.86 12.21 6.32 1.17 - 0.72 21.71

B7 70.77 7.22 3.26 0.86 - 0.84 17.05

B8 68.44 7.76 4.35 0.93 - 0.56 17.96

B9 53.19 14.97 7.30 1.24 - 0.61 22.69

그림 4.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B5~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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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가 미량 검출되었다. 라만 분석 결과 모든 위치에서 

cuprite가 확인되었으나, B6과 B9의 경우 cuprite에서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800cm-1 이상에서의 상승곡선이 약하게 

나타나 나머지 스펙트럼과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4). 성

분조성에서는 B6과 B9는 Sn, Pb, 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으며 상대적으로 Cu함량이 낮게 검출되었다(표 5).

3. 청동합 C

청동합 C의 경우 원래 표면층은 남아 있으나 내부까

지 부식이 진행되어 금속 부분은 1/3정도 남아 있는 상태

이다. 외부 부식층에 해당하는 C1~C6의 분석 결과 주성분

은 Cu, O이며 이외 Pb, Si, Al, Fe 등의 원소가 검출되었다

(표 7). 화합물 형태로는 C1, C2, C4의 라만 분석 결과와 같

이 malachite가 바탕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주변에 기타 

토양 화합물이 확인되었다.

토양 화합물로는 kaolin군에 속하는 점토광물인 

dickite(Al2Si2O5(OH)4), quartz, microcline(KAlSi3O8, 미사

장석)으로 추정되며, EDS 분석 결과에서도 Al, Si, K 등이 

검출되어 각각의 라만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그림 5). 

내부 부식층에서는 C'1과 C'2와 같은 타원형의 부분

들이 관찰되었으며 Pb 함량이 66%~67%로 라만 분석 결

과 litharge(PbO)로 확인되었다. 현미경 관찰시 C'1과 C'2보

다 비교적 밝은 타원형의 부분인 C'3과 C'4는 라만 분석 결과 

cuprite로 확인되었다. EDS 분석 결과에서는 76% 이상의 Cu 

함량을 나타내었다. Cuprite의 라만스펙트럼이 확인되는 무

정형의 C'5 경우에는 Pb의 함량이 비교적 높았다. C'5의 무정

형 조직 내부에서 관찰되는 어두운 부분인 C'6은 EDS 분석 

결과 Cu, Sn, O와 더불어 Pb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으며 S이 

미량 검출되었다(표 8). 라만 분석 결과에서는 cuprite와 함께 

anglesite(PbSO4)로 추정되는 스펙트럼이 확인되었다(그림 6).

표 6.  청동합 B의 층위별 특성

부식층 추정 화합물 화학식 주요원소

외부층 Malachite Cu2CO3(OH)2 Cu, O

경계층

Cuprite Cu2O Cu, O

Cuprite
Unknown

Cu2O Cu, O

내부층 Cuprite Cu2O Cu, O, Sn, Pb

표 7.  청동합 C의 SEM-EDS 분석 결과(외부층)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Al Fe Cl O As K Mg

C1 55.06 0.89 - 2.33 1.94 0.60 0.33 38.69 0.16 - -

C2 53.67 2.24 2.26  2.04 1.28 0.35 - 37.66 0.18 0.33 -

C3 11.18 - - 26.75 8.76 0.29 0.20 43.15 - 9.66 -

C4 55.72 1.20 - 1.83 1.52 0.44 0.39 38.91 - - -

C5 19.78 2.43 1.90 14.22 12.07 2.34 0.23 46.57 - - 0.46

C6 10.48 1.19 - 39.71 0.33 0.21 0.22 47.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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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C1~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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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C'1~C'7)



15  Beom jun Kim   라만분광분석을 통한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층 연구

4. 청동합 D

청동합 D는 비교적 부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소지

금속이 일부 남아 있으며, 불균일한 수지상 조직이 관찰되

었다. 외부 부식층은 D3, D4의 라만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

는 malachite를 바탕으로 토양 화합물들이 불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는 구조로 D1과 같이 malachite와 microcline의 

라만 스펙트럼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타 토양 화합물로는 D2의 라만 분석 결과에서 

muscovite(KAl2(Si3Al)O10(OH)2, 백운모)로 추정되는 스펙

트럼이이 확인되었다(그림 7). EDS 분석 결과에서는 Cu, 

Sn, Pb의 합금 성분이 확인되며 Si, Al, Fe, K 등의 토양원소

들이 검출되어 라만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표 10).

표 8.  청동합 C의 SEM-EDS 분석 결과(내부층)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Al Cl O As S

C'1 16.97 3.10 67.59 - - - 12.34 - -

C'2 19.23 3.11 66.32 - - - 11.34 - -

C'3 80.23 3.36 3.11 0.31 - - 12.99 - -

C'4 77.24 4.17 3.93 0.30 - 0.36 13.74 0.26 -

C'5 76.07 3.68  5.40 0.38 - 0.37 14.05 0.06 -

C'6 24.82 9.22 43.57 - - 1.65 18.30 - 2.44

C'7 75.05 4.61 3.68 0.56 0.28 0.48 15.18 0.16 -

표 9.  청동합 C의 층위별 특성

부식층 추정 화합물 화학식 주요원소

외부층

Malachite Cu2CO3(OH)2 Cu, O

Malachite 
Dickite

Cu2CO3(OH)2
Al2Si2O5(OH)4

Cu, O, Si, Al

Microcline KAlSi3O8 Si, O, Cu, Al, K

내부층

Cuprite Cu2O Cu, O

Cuprite 
Anglesite

Cu2O
PbSO4

Cu, O, Pb, Sn

Litharge PbO Pb, Cu,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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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청동합 D의 SEM-EDS 분석 결과(외부층)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Al Fe Cl O K Mg

D1 11.60 - - 27.56 9.09 0.77 0.24 40.93 9.82 -

D2 9.55 - - 20.81 15.30 - 0.24 44.83 5.26 0.69

D3 57.71 1.93 2.45 1.09 0.84 0.35 - 35.61 -

D4 53.87 4.15 2.42 0.92 0.48 - 0.39 37.76 - -

그림 7.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D1~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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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식층에서는 대부분 D6~D9와 같이 cuprite의 

라만스펙트럼이 확인되었다(그림 8). 이 중 D6, D9의 스펙

트럼에서는 800cm-1 이상에서 나타나는 형광에 의한 상승

곡선이 비교적 약하게 관찰되었으며, EDS 분석 결과에서 

Cu와 Sn의 함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D5의 경우에는 라

만 분석 결과 cuprite와 함께 cerussite(PbCO3)의 스펙트럼

이 관찰되었으며, EDS 분석 결과에서 Pb의 함량이 38%로 

검출되었다(표 11).

그림 8.  현미경 이미지 및 라만스펙트럼(D5~D9)

표 11.  청동합 D의 SEM-EDS 분석 결과(내부층)

화학조성(Weight.%)

Cu Sn Pb Si Cl O As

D5 32.86 5.69 38.36 - - 23.08 -

D6 59.46 13.17  5.12 0.70 0.82 20.72 -

D7 78.70 5.60 - 0.50 0.50 14.60 -

D8 66.91 8.80 3.40 0.72 0.49 19.38 0.31

D9 60.61 11.63 4.86 0.81 0.90 20.84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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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청동용기 시편 4점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출토 

청동유물 부식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출토 청동유물에

서 나타나는 외부 부식층에는 Malachite와 매장 환경에 기

인한 미사장석, 조장석, 백운모 및 점토광물 등이 혼재되어

있다. 매장 상태에 있는 동안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변화가 

표면에서 일어나면서 토양광물들에 오염된 부식층이 유물

표면의 부식층위에 쌓인 결과로 추정된다. 이는 출토 청동

유물의 특징이 될 수 있으며 부식 환경 및 청동유물의 정

보를 포함한다. 외부 부식층과 내부 부식층 사이에서는 일

부 적갈색을 띠는 층이 존재하며 Cu와 Pb의 화합물이 존

재하였다. 이는 Cu와 Pb이 용해되어 외부로 용출되는 과정

에서 표면에 층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면 근처

에서 생성되어 표면의 변형을 발생시킨 부분에서 확인되는 

Cu 함량이 80%인 cuprite도 부식과정 중에 생긴 빈 공간

에 용해된 Cu가 침적된 결과로 사료된다. 

내부 부식층에서 부식 생성물로 cuprite가 검출되며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cuprite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800cm-1 이상에서의 형광에 의한 상승 스펙트럼에서 차이

가 발생하였다. Sn, Pb, O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 Cu 

함량이 낮은 경우 상승곡선이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Piccardo P. et al.(2007)은 이러한 결과를 산화주석의 존재

로 주장하였다. 산화주석의 경우 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작

은 결정 크기와 비정질의 이수화물산화주석 형태의 존재로 

개별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라만 분석 시에 cuprite 스펙

트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형광에 의한 상

승 피크의 부재, 480~560cm-1 범위에서의 비교적 강한 피

크, cuprite의 전형적인 632cm-1 부근의 피크의 증가를 근

거로 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는 형광에 의한 상승 피크의 

차이만 확인되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차후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나 cuprite와 공존하고 있는 화합물에 의해

서 간섭에 의한 스펙트럼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동용기의 내부 부식층에서 확인되는 Pb의 경우 

PbO, PbSO4 PbCO3과 같은 화합물로 존재하였다. 또한 현

미경 상으로 Pb 화합물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색

상에서 차이가 나는 cuprite가 관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cuprite와 Pb 화합물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Marta Quaranta et al.(2013)이 언급한 Pb편석의 cuprite로 

전환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상형 Pb편석은 부식

이 진행되어 납 화합물 형태가 되고 Pb이온 일부는 외부로 

이동하여 빈 공간이 생성된다. 빈 공간에는 구리 이온이 침

적되고 cuprite와 Pb화합물이 공존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구상형의 cuprite가 형성되는 것이

다. 부정형의 조직에서 Cu화합물과 Pb화합물이 함께 관찰

표 12.  출토 청동유물의 층위별 부식 특성

부식층 추정 화합물 화학식 주요원소

외부층

Malachite Cu2CO3(OH)2 Cu, O

Malachite
Dickite

Cu2CO3(OH)2
Al2Si2O5(OH)4

Cu, O, Si, Al

Malachite
Microcline

Cu2CO3(OH)2
KAlSi3O8

Si, O, Cu, Al, K

Muscovite KAl2(Si3Al)O10(OH)2 Si, Al, Cu, K

내부층

Cuprite Cu2O Cu, O

Cuprite Cu2O Cu, O, Sn

Cuprite
Cerussite

Cu2O
PbCO3

Cu, Pb, O,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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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α+δ상의 부식으로 인해 생긴 공간 안에 함께 석

출되는 결과로 사료된다. 부식되는 과정에서 용해된 Cu와 

Pb은 이동성을 가지며 빈 공간에 석출되며, Cu의 경우 크

랙이나 부식된 Pb입자, α+δ상 내부에서 확인된 바 있다(이

은우 등 2013).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만분광분석을 통해 출토 청동유물

의 부식층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동용기 시편 4

점에 대하여 라만분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합적인 결

과와 라만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SEM-EDS 

분석을 활용하였다. 

청동유물의 외부 부식층은 대부분 malachite형태의 

구리 화합물과 토양 및 점토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타 광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malachite와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어 분석 시 동시에 검출되기도 하였다. 토양

광물로는 quartz, albite, microcline, muscovite, 점토광물

로는 dickite가 검출되었다. 이는 매장 상태에서 부식이 진

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외부와 내부 경계부분에서는 부식과

정 중에 구리와 납이온이 외부로 용출되면서 생성된 구리 

화합물과 납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청동유물의 내부 부식층에서 확인되는 cuprite의 라

만스펙트럼에서는 일부 스펙트럼에서 차이가 관찰되며, 이

는 cuprite와 혼재되어 있는 산화주석과 같은 화합물의 영

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부식층의 납 편석은 PbO, PbSO4, PbCO3의 형

태로 존재하였으며, 일부는 cuprite로 전환되었다. 구리 화

합물과 납 화합물이 공존하는 부분은 부식된 Pb 편석의 

cuprite로의 전환 또는 부식된 청동조직 내에 Cu, Pb이온

이 석출되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라만분광분석법을 통해서 원소분석이 주로 이루어졌

던 미세 결정에 대해서 화합물의 형태의 정확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청동유물의 부식과

표 13.  출토 청동유물의 층위별 부식 특성

화학식 추정 화합물 화학식 주요원소

외부층

Malachite Cu2CO3(OH)2 Cu, O

Soil mineral

Dickite Al2Si2O5(OH)4 O, Si, Al

Microcline KAlSi3O8 Si, O, Al, K

Quartz SiO2 Cu, O, Si, Cl

Albite NaAlSi3O8 O, Na, Al, Si

Microcline KAlSi3O8 Si, O, Cu, Al, K

Muscovite KAl2(Si3Al)O10(OH)2 Si, Al, Cu, K

경계층
Cuprite Cu2O Cu, O, Pb

Cerussite PbCO3 Pb, O

내부층

Cuprite Cu2O

Cu, O

Cu, O, Sn

Cu, O, Sn, Pb

Cerussite PbCO3 Pb, O

Anglesite PbSO4 Pb, O

Litharge PbO Pb,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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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식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라만분광분석의 활용

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샘플의 수가 적고 매장 토양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되었

던 산화주석의 존재, 납 편석의 cuprite로의 전환 같은 재석

출 구리의 존재를 라만 분석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부식과정

과 오랜 시간 부식된 청동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진위판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부식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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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ied bronze objects are naturally corroded by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which results in producing 

corrosion layers containing a number of constituents. Corrosion layers in stable condition protect the objects 

from the environment and also could provide information in terms of the objects. Characteristic and mechanism 

of the corrosion layers is likely to b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conservation treatment. 

Many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to figure out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 of the corrosion layers, 

but the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ith various approach and analytical methods. 

Raman spectroscopy is one of the analytical methods to identify microcrystal as a compound while other 

analytical methods are used to identify element.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corrosion layers of both excavated bronze objects through the raman spectroscopy.

Two analytical methods, which are raman spectroscopy and SEM~EDS, were used to analyse four excavated 

bronze bowls. In the case of bronze bowls, malachite was found from the exterior corrosion layer and albite, 

quartz, and microcline, which are minerals, were also found. Cuprite was detected from the interior corrosion 

layers illustrating slightly different spectrum due to the combined compound. Lead segregation shows the form 

of PbO, PbSO4 and PbCO3 or it replaced as cuprite.

In this study, small number of samples were analysed. This research is likely to be useful information to 

figure out not only the characteristic of the corrosion layers but also the authenticity of the artifacts if relevant 

research will be conducted. Therefore, further comprehensive researches on the various archaeological objects 

and corrosion environment condition are required in the future. 

Keyword    Raman spectroscopy, Archaeological bronze, Corrosion, Corrosion layer, Corrosion prod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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