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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토기 및 주거유물과 더불어 다량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

의 제작기술과 청동기 내에 포함된 납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기 위해 출토지가 명확한 7점의 청동기 시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속심이 남아있는 4점에 대한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 결과, 3점은 Cu-Sn-Pb의 3원계 합금이며 나머지 1점은 Cu-Sn의 2원계 합

금의 청동기로, 조직 내에 뚜렷한 쌍정이 관찰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성분 이외에 S(황), Fe(철)가 검출되어 황동광(CuFeS2) 또

는 반동광(Cu5FeS4)을 원광석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이용한 산지 추정 결과 4점의 청동포수, 청동세환 

2점, 청동유물 편(나)의 청동기에 산지는 zone 3(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의 지역으로 표시되었다. 청동유물 편(라)는 중국 북부

로 표시되었으며 청동검은 zone 2(경상남·북도)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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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출토 청동유물의 제작기술 및 

납 원료의 산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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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백제 초기의 토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은 사적 제

11호로 이남에는 몽촌토성과 방이동고분, 석촌동고분 등의 

백제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풍납토성에 대한 조사는 1997

년 ‘현대연합주택부지’ 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성백

제기의 왕성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유구(주거지, 성벽)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이 유적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재평가

가 이뤄지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또한 청동기·철

기·은제품·금제품 등의 다양한 금속기가 확인되어 그 당시

의 생활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금속기는 합금 성분, 합금비에 따라 성질이 달

라지며, 동일한 성분 조성이라도 냉각속도·열처리·가공 등

의 제작방법에 따라 다양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어 제작기술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 청동기의 경우, 불순물 혹은 합

금의 성분으로 포함된 납을 이용하여 재료의 산지를 추정

할 수 있어 과거의 다양한 생산체제를 확인하는데 유용하

다. 청동기의 제작기술 및 산지 추정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

터 진행되어져 왔으며, 영광 수동유적 출토 청동기(강형태 

외; 2002), 논산시 원북리 토광묘유적 출토 청동기(강형태 

외; 2003), 익산 미륵사지 출토 동종(조남철 외; 2006), 경주 

왕경지구 금동풍탁(정영동 외; 2006), 안동 옥동유적 출토 

청동시(정광용 외; 2009)등이 선행 연구되었다. 생산지 추

정 연구는 1980년대에 일본 馬淵久夫(1985)가 조사한 동

북아 지역의 방연석 광산에 대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수

행되었으나 최근에는 馬淵久夫(1985)의 단점을 보완한 한

반도 납동위원소 분포도를 사용하여 결과를 산출하고 있

다. 한반도 납동위원소 분포도는 한반도 남부의 방연석에 

대한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 도시한 것으로, 국가 내의 

지역에 대한 산지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馬淵久夫

(1987) 분포도와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를 이용, 비교 

연구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최미라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7점을 분

석하여 한성백제시대의 금속기 제작기술 및 납 원료의 산

지를 추정하여 생산과 교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는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여 

분석을 위한 바탕 금속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따라서 유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분석의 종류를 결정한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료의 목록은 <표 1>에 정리하였으며 제작방법 및 

산지 추정을 위해 시행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단면을 잘라 에

폭시 수지에 마운팅 한 후 연마지를 이용해 grinding과 

polishing을 실시해 주었다. 연마가 완료된 시편은 염화철

(FeCl3)을 염산(HCl)과 증류수(H2O)에 용해시킨 에칭액

을 이용하여 에칭하였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Carl Zeiss, Axiotech 100HD, Germany) 

및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

5910LV,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전자현미경

에 부착된 에너지분산형X선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Oxford 7324, England)를 이용하여 

주성분을 확인하였다. 

청동기의 원료의 산지추정에 필요한 납동위원소비 분

석은 질산(HNO3)과 염산(HCl)을 1 : 3으로 혼합한 용액

을 이용하였다. 채취된 시료를 완전히 용해한 후 건조하여 

음이온 교환수지로 순도 높은 납(Pb)을 추출하여 실시하

였다. 분리된 납은 열이온화질량분석기(Thermal Isotope 

Mass Spectrometer, Isoprobe-T, IsotopX, England)로 동

위원소비를 측정하였다. 납동위원소비는 정적인 모드(static 

mode, N = 20, 4s integration)로 1,200℃에서 분석하였으

며 외부 보정을 위해 NBS 981 시료도 같이 분석하였다. 이

러한 납동위원소비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

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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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미세조직 및 성분분석

포수鋪首는 북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악귀를 막기 위해 

용기에 부착하는 장식품으로, 호랑이·용·뱀·거북 등이 고

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말한다.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

포수는 A.D.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반유물 없

이 단독으로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청동포

수의 미세조직은 황색 바탕의 α상 내에 밝은 색의 δ상이 

분포하는 수지상의 주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표 1.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의 목록 및 분석방법

번호 유물명 출토지 사진 분석방법

1 청동포수 풍납토성 나-37호 수혈
미세조직,

성분분석,

납동위원소비

2 청동세환(다)
풍납토성 다지구 
다-9호 구상유구 내

납동위원소비

3 청동유물 편(라)
풍납토성 라지구 
라-2호 수혈바닥

미세조직,

성분분석,

납동위원소비

4 청동세환(가)
풍납토성 가지구 
그리드

납동위원소비

5 청동유물 편(나)
풍납토성 가지구 
그리드

미세조직,

성분분석,

납동위원소비

6 청동방울
풍납토성 나지구 
나구역 그리드

납동위원소비

7 청동검 편
풍납토성 나지구 
그리드

미세조직,

성분분석,

납동위원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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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A에 표시된 a영역을 EDS(에너지분광분석기)로 

성분 분석한 결과 바탕조직인 a-1에서는 Cu(구리), Sn(주

석), Pb(납), As(비소)가 검출되었으며, a-2에서는 Pb의 함

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동포수는 Sn이 3.7% 포

함된 Cu-Sn의 2원계 합금임을 알 수 있다. 고대 청동기에

서 흔히 발견되는 As는 일반적으로 의도적 첨가가 아닌 광

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제련과정을 통해 구리 내에 잔류

하게 된 것으로, 청동포수에서 검출된 As 역시 동일한 경

로로 포함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청동기 편(라)은 청동포수와 유사한 주조 조직으로, 

황색의 α상을 바탕으로 밝은 색의 δ상이 존재하고 있다(그

림 2). 따라서 액상의 합금을 형틀에 부어 비교적 느린 속

도로 냉각시켜 만든 것으로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이나 

담금질은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분 분석 결

과 a-1에서는 다량의 Pb와 Cu, Cl(염소), Ag(은)가 검출되며 

a-2에서는 Cu, Sn, As, Ag, Pb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납을 

첨가하는 이유는 유동성의 증가와 제련 온도를 낮추기 위

함이나, 구리와 주석에 대해 고용도가 거의 없어 편석된 상

그림 1.  청동포수의 미세조직 및 성분 조성

A

1

a

2

A

1

그림 2.  청동기 편(라)의 미세조직 및 성분 조성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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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존재하게 된다.

용도 미상의 청동유물 편(나)의 미세조직은 <그림 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은 전체적으로 황색의 α상과 백

색의 δ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색의 δ상의 내

부에는 황색의 α상이 혼합되어 미세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α + δ상으로 주석함량이 20% 이

내일 때 나타난다. EDS를 이용하여 화학조성을 확인한 결

과, 약 16%의 주석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α상 내

부에는 쌍정이 관찰되어 재결정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

다. 재결정은 두드림과 같은 작업으로 인해 심각한 변형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은 고온에서 수행된다

(박장식 외; 2004). 이러한 미세조직은 청동 숟가락에서 쉽

게 관찰할 수 있으며, 청동유물 편(나)의 외형으로 미루어

보아 청동숟가락의 술부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동유물 편(나)의 미세조직 내부에는 검정색의 비금

속개재물이 일정한 방향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다. 비금속

개재물을 EDS로 분석한 결과 옅은 부분의 a-1에서는 다량

의 Cu, S(황)가 확인되었으며, 미량의 Fe(철), Se(셀레늄)가 

검출되었다. 진한 부분의 a-2에서는 Cu, S, Zn(아연), Se, Fe

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Cu와 Sn은 청동기를 구성하는 주성

분이나 그 밖의 다른 원소들은 불순물로써 구리 광석 내에 

존재하던 것이 제련과정을 거치는 동안 포함된 것으로 추

정된다. 특히 Se는 구리 광석의 미량원소로 황화물과 공존

하며 구리광석을 제련, 정련해도 황화물에 남아있는 경향

이 있다(전익환 외; 2013). 따라서 청동유물 편(나)는 풍납

토성에서 출토된 다른 청동기와는 다른 구리 광석을 사용

하여 제작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는 청동검 편의 미세조직으로 우측 상부에는 

부식층이 형성되었으며 황색의 α상을 바탕으로 은백색의 

α + δ상이 분포되어 있다. EDS를 이용하여 반정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Cu 74%, Sn 19%, Pb 5%가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청동검의 합금 조성 범위(6~20%의 Sn, 5~10%의 

Pb)에 포함되는 수치로, 너무 단단하여 깨지기 쉬운 단점을 

없애고 무기로 사용하는 청동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다(황진주; 2009). 또한 좌측 중앙에서 관찰되는 적색의 미

세조직에서는 Cu의 함량이 높게 검출됨을 알 수 있다(그림 

4-a-1). 이는 편석된 Pb 입자가 용해되어 빠져나간 빈 공간

에 Cu 이온이 축적된 이차생성구리를 의미한다. Pb는 부식

에 의한 부피 팽창으로 인해 Cu나 Sn보다 훨씬 빠르게 확

산되므로(Trentelmen et al.; 1999), Cu 이온이 이동하여 농

축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농축된 Cu 이온은 적

절한 환원환경에서 금속 Cu로 환원된다. 이때 환원환경은 

표면 부식층의 생성으로 인해 부식층 내부가 외부와 차단

되며, 내부의 계속된 부식에 의한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 

그림 3.  청동유물 편(나)의 미세조직 및 성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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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Chase et al.; 1994). 이차생성구리의 우측에

서 아직 부식되지 않은 Pb 편석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그

림 4-a-2).

2.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청동기 제작에서 납의 첨가는 주조품의 유동성을 좋

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가인 

주석의 대체품으로 사용되기로 하였다. 납은 구리와 비교

적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리를 

제련했을 경우 미량의 납이 구리 속에 남게 된다. 이때 납

의 동위원소비는 동광석을 산출한 장소의 특징적인 값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동광석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 정

보로서 구리의 산지를 대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平尾良

光; 2001). 반면 납의 함량이 2% 이상이 되면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Barnes I. L. et al.; 1991), 이때

의 납동위원소비는 납의 산지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연

구된 시료의 경우 청동기 편(나)를 제외한 모든 유물에서 

2% 이상의 납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제작과정에서 의도적

으로 납을 첨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납 원료의 산지 추정을 위해  

일본의 馬淵久夫(1985)가 조사한 동북아(한국·중국·일본) 

지역의 방연석 광산에 대한 분석자료와 한반도 방연석 광

산에 대한 납동위원소비 분포도(Korean Peninsula Lead 

Isotope Database, KOPLID, 2010~2012)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2.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유물명
납동위원소비

206Pb/204Pb 207Pb/204Pb 208Pb/204Pb 207Pb/206Pb 208Pb/206Pb

청동포수 18.4160 15.6870 38.8870 0.8518 2.1116

청동세환

(다)
18.2360 15.6760 38.7870 0.8596 2.1286

청동유물 
편(라)

18.2250 15.6440 38.6530 0.8584 2.1208

청동세환

(가)
17.7620 15.5310 37.8840 0.8744 2.1327

청동유물 
편(나)

17.9840 15.6260 38.1890 0.8687 2.1234

청동방울 18.2070 15.6290 37.8010 0.8584 2.0760

청동검 편 18.9360 15.7330 39.2800 0.8308 2.0742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 7점의 납동위원소비를 馬淵久

夫의 206Pb/204Pb vs 207Pb/204Pb와 207Pb/206Pb vs 208Pb/206Pb

의 분석 자료에 대입하여 나타낸 결과, 청동검 편은 한

그림 4.  청동검 편의 미세조직 및 성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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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부 지역, 청동세환 편은 중국 북부, 청동포수를 비롯

한 나머지 5점은 중국 남부에서 북부에 걸쳐 속함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5). 하지만 馬淵久夫의 기초자료에는 국가

별 시료의 수가 많지 않아 국가별 기원지를 추정하는데 무

리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납 동위

원소 분포도에 적용한 결과 청동검은 zone 2, 청동세환 편

은 도표에서 벗어난 위치에, 청동포수를 비롯한 나머지 5

점은 zone 3에 위치하나 그 중 청동방울 편이 206Pb/204Pb 

vs 207Pb/204Pb의 그래프에서 zone 1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이때의 Zone 1은 경상도 일대의 경상분지

를, zone 2는 경상북도 북부 및 강원도 일대의 태백산분지, 

zone 3은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의 옥천변성대와 영남육괴

를, zone 4는 경기도 부근의 경기육괴 남부를 포함한다. 따

라서 청동기 편(나)의 경우는 구리의 산지가 전라도 및 충

청도의 광산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청동검의 납의 산지는 

한반도 태백산분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동포수, 청동세

환 2점, 청동기 편(라), 청동방울은 전라도와 충청북도 내의 

납 광산에서 채취한 납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짐승면(또는 괴수면)의 형상을 보여 중국제로 추정되

는 청동포수의 원료 산지가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도 추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馬淵久夫; 1985)

그림 6.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분포도에 대입한 풍납토성 출토 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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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기 7점의 미세조직 관찰, 성

분 및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제작기술 및 원료의 산지

추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의 미세조직 분석 결과 청

동포수, 청동기 편(라)은 수지상의 주조조직이며 Sn과 

Pb의 함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청동검 편은 Cu-Sn-Pb

의 3원계 합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황색의 α상과 백색

의 α + δ의 혼합조직으로 이루어진 주조 조직이다. 청동기 

편(나)는 Cu-Sn의 2원계 합금의 청동유물로 조직 내에 

뚜렷한 쌍정이 관찰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조처리 후 

단조작업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성분 분석 결과 불순물로 

포함된 As, Zn, S, Fe, Se은 제련과정에서 원광석에 포함

되어 있다가 제거되지 않고 잔류되었거나, 제련과정 시 

인위적으로 첨가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Fe와 

S는 구리 제련 시 원광석으로 철과 황이 포함된 황동광

(CuFeS2) 또는 반동광(Cu5FeS4)을 원광석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원료 산지를 분석한 결과 

청동포수, 청동세환 2점, 청동기 편(나)는 전라도와 충청

도 지역에서, 청동기 편(라)는 중국 북부, 청동검은 태백

산분지 내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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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s, Earthenwares and various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Pungnap earthen fortress in the early Baekje 

age in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manufacture technology of bronze artefacts and 

provenance of lead in bronzes. Micro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results show that 3 of them are Cu-

Sn-Pb alloys in which an intentional lead addition was carried out and one is tin bronze showing straight twin 

structure within crystal grains. Also CuFeS2 or Cu5FeS4 was used as raw materials through the detection of S and 

Fe as trace elements. The lead isotope results could be matched with one of the zones of southern Korea and 

China on the East Asian map. This results shows that data were plotted either in zone 2 or zone 3 of the South 

Korean galena map. However, one of bronze artifacts was matched with the zone of Norther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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