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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고대 항시국가 푸난의 외항인 베트남 옥 에오 유적에서 채집한 9점의 유리구슬에 대한 관찰 및 분석결과 형태는 

환옥, 색상은 적갈색, 벽색, 녹색, 흑색 및 감청색, 화학조성은 소다유리군으로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유리구슬과 형태, 색상, 화학

조성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채집으로 확보한 9점의 유리구슬이므로 자료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옥 에오유적 채집 유리구슬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유리구슬과 유사한 제작기법과 화학조성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크다. 『日本書紀』 「欽明紀」에 543년 백제 성왕이 푸난의 물품과 노예 2명을 일본에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백제와 푸난 사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며 그 물품 중에 유리구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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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물질 중의 하나인 유리를 현

대의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원료를 혼합하여 충분

한 열로 가하면 용융된 상태가 되고 이를 결정화될 수 없

을 정도로 급속히 온도를 낮추는 가역과정을 통하여 얻어

진 균일한 무기물이라고 한다(김병호 1997). 외부의 충격으

로 쉽게 깨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형태 변형이 용이하

고 다양한 색상과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식적 효과

로 인하여 인류는 유리를 목걸이와 팔찌 등 주로 귀중품으

로 애용하였다.

유리의 화학조성은 주제, 융제, 안정제 그리고 착색제

로 구성되며, 한국의 고대유리는 융제로 작용하는 성분의 

특성에 따라 납-바륨유리, 납유리, 포타쉬유리, 소다유리, 

알칼리혼합유리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김규호 2002). 

한국의 고대유리는 형태와 색상적인 측면에서도 다양

한 특성 및 변천이 나타난다. 형태는 환옥(丸玉), 관옥(管

玉), 곡옥(曲玉), 각형옥(角形玉), 연주옥(連珠玉), 박(箔)유

리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은 환옥 계통에 포함된다. 색상

은 초기에는 청색 계통이 주류를 이루다가 늦어도 A.D.5세

기에 이르면 감청색, 벽색, 적갈색, 자색, 녹색, 황색, 주황색 

등의 다양한 색상으로 변화한다(이인숙 1990·1993).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유리는 제작당시의 사회와 문화

의 특성 그리고 각 지역들 사이의  문화 전파과정을 알려주

는 중요한 고고자료이며, 더불어 시대흐름에 따른 과학기술

과 공예기술의 수준과 변천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유

리의 연구에서 형태적인 특징, 유적의 성격, 그리고 역사적 

흐름 등에 관한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적 방법뿐만 아니라 

고고화학(Archaeological Chemistry)이라고 정의할 수 있

는 화학조성 및 특성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함께 활

용하면 보다 다양한 정보와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유리구슬의 수량은 동북

아시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 제작지와 분포양

상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고대 한반도 출토 유리구슬에 대

한 연구의 큰 흐름은 인도-태평양유리구슬(Indo-Pacific 

Glassbead)의 범주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체 생산이 본격화되기 이전, 절대다수의 유리구슬은 인도

(Heidi Munan 2004: 135)나  동남아시아(이인숙 1993)에서 

제작된 후 바닷길을 통하여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Insook Lee 2007; 권오영 

2014). 이는 고대 한국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리구슬의 형

태와 제작기술, 색조가 인도, 동남아시의 그것과 유사할 뿐

만 아니라 화학적 조성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 출토 유리구슬을 국내 학

자가 직접 분석한 적은 없다. 외국 학자들의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였을 뿐이다. 근래 국내의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대한 화학적 조성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김규

호 2002; 김나영 2013; 김나영·김규호 2013), 분석의 기준

이 되는 화학원소가 상이하여서 양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출토된 자

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베트남의 옥 에오(Oc Eo) 유적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상태의 유리구슬을 확보할 수 있

었다. 이에 국내에서 그동안 실시하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자료와 비교하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Ⅱ. 자료의 소개

옥 에오(Oc Eo) 유적은 베트남 남부 안장(An Jiang)

성에 위치한다. 이곳은 메콩강 하류의 델타지대로서 상류

로 거슬러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약 80km 되는 지점에 앙

코르 보라이(Angkor Borei)와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 옥 오

에와 앙코르 보라이는 고대 해상왕국 푸난(Funan, 扶南)의 

가장 중요한 2개의 거점으로서 후자는 정치적 중심, 전자

는 외항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옥 에오에서는 안토니우스 피우스(138~161년 

재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년 재위) 등 로마황

제를 새긴 금화, 청동불상, 힌두교 신상, 산스크리트어 각문

석판(刻文錫板), 반지, 한경 등이 출토되었다(Anne-Valérie 

Schwey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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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난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두각을 나타내는데 재

지인과 인도인의 결합을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메콩델타지대

에 대한 성공적인 치수사업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켰

고 이를 기초로 삼아 원거리 해상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하면

서 동서교섭의 중요 항시(港市)로 성장하였다. 동오(東吳)는 

229년 주응(朱應)과 강태(康泰)를 보내어 양국의 교섭이 본

격화된다. 푸난의 4대왕은 부남대왕(扶南大王)이라 칭하며 

말레이반도에 진출하였고 강력한 해군을 소유하였다. 357년

에는 동진에 코끼리를 공헌하였고, 유송 문제대(424~453년)

에도 방물을 공헌하였다. 484년에는 왕인 사야발마(闍耶跋

摩)가 남제에 표를 보내 진귀한 남방물품을 바치는데 이때 

유리소립(琉璃蘇 ) 2구란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정

확히 알 수 없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백제 성왕은 543년 

푸난의 물품과 2명의 사람을 왜에 보냈다. 백제가 푸난산 

물품과 사람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은 알 수 없는데 당시 양

국 간 직·간접적 교섭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푸난과 유사한 풍속을 지닌 임읍(林邑, Champa)에 

대하여 『梁書』에서는 “왕이 법복(法服)을 입고 영락(瓔珞)

을 더하여 마치 불상의 장식과 같다.”고 하였다.1 영락은 구

슬(beads)을 말하는데 그 재질은 석제, 보석제, 유리제, 골

제 등 다양하지만 대개는 마노와 수정, 유리가 중심을 이룬

다. 한반도 중부 이남의 삼한사회도 마찬가지여서 “영주(瓔

珠)를 재보로 여겨서 옷에 꿰매서 장식으로 삼거나 목에 

걸고 귀에 늘어뜨리는데…”라고 하였다.2 

옥 에오는 인도의 아리카메두(Arikamedu) 카라이카

두(Karaikadu), 스리랑카의 만타이(Mantai), 타일랜드의 크

롱 톰(Khlong Thom), 타쿠아 파(Takua Pa),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세린싱(Kuala Selinsing), 숭아이 마스(Sungai Mas)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유리구슬(Indo-Pacific glass bead)

의 중요 산지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Insook Lee, 

2009: 178).  이런 이유로 옥 에오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을 

직접 채집하여 국내에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었

다. 이에 필자 중 2인이 현지를 답사하던 중 옥 에오 유적

현장에서 유물정리 중이던 응엔 티 하를 만나게 되었다. 마

침 베트남 고고학계에서도 유리구슬의 제작 및 유통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조사와 연

구에 쉽게 합의하고 최근 새로 발견된 추정 유리공방에 대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은 현재 바나나 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작물

과 각종 식물로 지표면이 덮인 상태였다. 하지만 짧은 시간

에 많은 양의 유리구슬을 채집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구슬

의 분포밀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거지 출토품, 

무덤 부장품이기보다 공방과 관련된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

을 높여주었다. 슬랙 등 직접적인 유리제작과 관련된 흔적

을 찾으려 하였지만 채집된 것은 없었다. 채집된 유리구슬

은 적갈색 환옥 4점, 벽색 환옥 편 2점, 녹색 환옥 1점, 흑

색 환옥 2점 등 총 9점으로서 모두 한국으로 가져와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허가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Ⅲ. 분석방법

옥 에오 유적에서 채집된 9점의 유리구슬은 우선 실체

현미경(Optical Microscope, Leica MZ75, Germany)과 주사

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MIRA 3 LMH, Czech)을 사용하여 색상, 풍화상태 등의 형

태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이후 비파괴 분석법인 X-선 형광

분석기(EDXRF,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iko SEA 2220A, Japan)를 이용하여 유리

구슬의 표면에 대한 화학조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리구슬의 시편을 제작하여 파괴 분석법인 에너지분산분

광기(EDS, Energy Dispersive-X ray Spectroscopy, Bruker 

QUANTAX 200, Germany)를 통해 풍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유리구슬 내부의 화학조성을 분석하였다.

1 『梁書』 諸夷傳 林邑國. “其王著法服 加瓔珞 如佛像之飾”.

2 『三國志』 烏桓鮮卑東夷傳 韓. “以瓔珠爲財寶 惑以綴衣爲飾 惑以縣頸垂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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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태적 특징

구슬의 형태적 특징은 1차적으로 실체현미경을 이용

하여 형태 및 양끝 마감 부분, 색상 및 투명도, 표면 풍화

상태 그리고 균열 등 표면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편을 

제작하여 2차적으로 유리구슬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해 기포, 균열, 불순물 등의 결함 구조와 풍화층 상태

를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유리구슬의 제작기법을 추

정할 수 있다. 구슬의 양끝 부분은 성형 과정 이후에 열

처리(Fire-polish)나 마연 등의 흔적을 통하여 제작과정

을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둥근형을 R(Round), 마연한 것

을 P(Polish), 둥근 형태에서 마연한 것을 R-P(Round & 

Polish)로 표시하였다. 이상의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유리

구슬의 제작기법을 추정하였고, 늘리기 기법은 D(Drawn 

technique)로 표시하였다. 

2. 비파괴 표면조성 분석

완형 구슬의 표면조성에 대한 비파괴 분석은 에너

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EDXRF,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iko SEA 2220A, 

Japan)를 이용하여 진공 분위기에서 자동전류, 여기전압 15, 

50 ㎸의 두 조건에서 각각 적합한 측정원소를 선택하여 측

정면적 3㎜, 측정시간 300초의 측정조건에서 분석하였다.

고대 유리의 조성분석에 대한 신뢰성은 동일 측정

조건에서 유리 표준시료(SRM 610, 612, 620, 621, 1831, 

Corning B, C, D, Cu 75% 청동)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

확성과 재현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지하에 매장된 

유리구슬은 대부분 주제인 산화규소(SiO2)의 함량이 증가

하고 융제인 산화나트륨(Na2O)과 산화칼륨(K2O)의 함량이 

감소하는 풍화층이 표면에 형성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리

구슬의 조성을 평가하였다.

3. 내부 조성분석

분석 시료는 단면을 에폭시수지로 고정시켜 시편을 

제작하고 사포(No. 400, 600, 800, 1200, 2000, 4000)와 연

마제(6㎛, 1㎛) 순서로 연마하였다. 각 연마 단계마다 시료

가 오염되지 않도록 초음파 세척기로 5분간 3회씩 세척하

였으며 탄소 코팅을 통해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시료의 전도도를 높여 분석하였다.

유리구슬의 내부 단면에 대한 조성분석은 주사전자현

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MIRA 

3 LMH, Czech)에 부착된 에너지분산분광기(EDS, Energy 

Dispersive-X ray Spectroscopy, Bruker QUANTAX 200, 

Germany)를 이용하여 가속전압 20㎸, 측정시간 120초로 

측정하였다. 조성분석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시료 측정 전

에 동일 측정조건에서 유리 표준시료(SRM 620)를 5회 측

정한 결과로 검토하였다(표 1).

표 1. 유리 표준시료의 내부 조성 분석 결과(SRM 620)

시료번호
화학 조성(wt.%)

SiO2 Na2O K2O CaO Al2O3 MgO SO TiO MnO Fe2O3 CuO 합계

Certified Value 72.08 14.39 0.41 7.11 1.8 3.69 0.28 0.018 0.043 99.8

SRM 620-01 73.0 13.2 0.32 7.5 2.2 3.3 0.23 ‹0.1 ‹0.1 ‹0.1 ‹0.1 99.8

SRM 620-02 72.9 13.1 0.35 7.4 2.3 3.4 0.27 ‹0.1 ‹0.1 ‹0.1 ‹0.1 99.7

SRM 620-03 72.9 13.3 0.34 7.5 2.2 3.4 0.28 ‹0.1 ‹0.1 ‹0.1 ‹0.1 99.9

SRM 620-04 73.1 13.1 0.35 7.5 2.3 3.4 0.23 ‹0.1 ‹0.1 ‹0.1 ‹0.1 99.9

SRM 620-05 73.0 13.0 0.32 7.5 2.2 3.4 0.26 ‹0.1 ‹0.1 ‹0.1 ‹0.1 99.7

평균 73.0 13.1 0.34 7.5 2.2 3.4 0.25 ‹0.1 ‹0.1 ‹0.1 ‹0.1 99.8

표준편차 0.1 0.1 0.02 0.1 0.1 0.1 0.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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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형태적 특징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시편은 색상별로 적갈색 4점, 벽

색 2점, 녹색 1점, 흑색 2점으로 총 9점이다. 선정 시료에 대

한 형태적 특성은 실체 및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형태, 양끝 부분, 색상, 투명도, 크기, 제작 기법, 표

면 풍화 상태, 균열, 기포 등을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전자

현미경사진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적갈색 환옥 4점(OE-01〜04)은 크기가 외경 3mm 

내외, 길이 1.1〜2.2mm인 소형으로 불투명하다. 표면은 풍

화가 진행되었으며, 녹지 않은 석영 입자로 인해 기포 흔적

(Pit)이 관찰된다. 제작기법은 기포로 추정되는 흑색 줄이 

종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늘려서 제작한 것으

로 추정되며, 양끝 부분은 가열하여 둥글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리구슬을 제작할 때 먼저 유리덩어리를 늘

려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후, 재가열을 통해 끝을 둥글

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사전자상

에서는 비교적 균질하고 균열이 없으나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은 돌(stone) 형태의 결함이 관찰된다(그림 1A〜D). 

벽색 유리구슬 편 2점(OE-05, 09)중 1점(OE-05)은 

잔존하는 외경의 크기가 3.2mm의 편으로 환옥 편으로 추

정된다. 표면에서 흑색 입자가 관찰되며 제작기법은 종방향

으로 배열된 기포로 보아 늘리기 기법으로 추정된다. 나머

지 1점(OE-09)은 잔존 길이가 6.0mm의 편으로 형태를 추

정할 수 없다. 다량의 기포는 일정한 배열 및 방향성이 없으

며 균질한 특징이 확인되며 표면에서 용융되지 않은 석영

입자가 관찰된다.

녹색 환옥 1점(OE-06)의 크기는 외경 5.0mm, 내경 

1.9mm, 길이 2.0mm이고 풍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제

작기법은 종방향으로 배열된 기포흔과 황색 줄을 볼 때, 늘

려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열하여 양 끝부분을 둥글

게 처리하는 등 앞의 적갈색 유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면에서 종방향으로 관찰되는 황색줄은 반사전자상을 통

해서 볼 때 불완전 용융으로 인한 줄(cord)로 확인된다(사

진 1F). 일반적으로 가는 줄 모양으로 관찰되는 줄(cord)은 

제작과정에서 유입된 불순물이나 재결정 입자들이 유리용

액과 완전한 혼합, 또는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유리결함 중 하나이다. 

흑색 환옥 2점(OE-07〜08)은 크기가 외경 2.5〜

2.6mm, 내경 0.9〜1.0mm, 길이 1.2〜1.6mm인 소형으로 

불투명하다. 제작기법은 종방향으로 배열된 기포로 보아 늘

리기 기법으로 추정된다. 흑색 환옥은 표면에 갈색 유리질

이 다량 포진하여 불균질하며, 유리화정도가 다른 유리구

슬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반사전

자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유리질이 불균질한 상태로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A, H). 따라서 흑색 환옥은 

불완전한 용융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형태적 특징

시료번호 현미경 사진 형태적 특징

OE-01

  ● 형태1(양끝부분2) : R(R)
  ● 색상3(투명도4) : RB(X)
  ● 크기5 : 3.1×0.6×0.5㎜
  ● 제작기법6 : D
  ● 표면상태7(균열8) : S-W(X)
  ● 기포9 : V, M-S
  ● 기타 : Vertical black lines, pits

OE-02

  ● 형태(양끝부분) : R(R)
  ● 색상(투명도) : RB(X)
  ● 크기 : 2.9×1.1×2.2㎜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S-W(△)
  ● 기포 : V, M-S
  ● 기타 : Vertical black lines, pits, 

quartz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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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번호 현미경 사진 형태적 특징

OE-03

  ● 형태(양끝부분) : R(R)
  ● 색상(투명도) : RB(X)
  ● 크기: 3.2×1.4×1.8㎜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S-W(△)
  ● 기포 : V, M-S
  ● 기타 : Vertical black lines, pits

OE-04

  ● 형태(양끝부분) : R(R)
  ● 색상(투명도) : RB(X)
  ● 크기 : 2.8×1.3×(1.1)㎜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M-W(△)
  ● 기포 : V, M-S
  ● 기타 : Vertical black lines, pits

OE-05

  ● 형태(양끝부분) : R(R)
  ● 색상(투명도) : gB(△)
  ● 크기 : (3.2)×-×2.6㎜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S-W(△)
  ● 기포 : V, M-S
  ● 기타 : Black particles, pits

OE-06

  ● 형태(양끝부분) : R(R)
  ● 색상(투명도) : G(X)
  ● 크기 : 5.0×1.9×2.0㎜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M-W(X)
  ● 기포 : V, M-S
  ● 기타 : Vertical yellow lines, pits

OE-07

  ● 형태(양끝부분) : R(R-P)
  ● 색상(투명도) : Bl(X)
  ● 크기 : 2.6×0.9×1.6㎜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M-W(X)
  ● 기포 : V, M-S
  ● 기타 : pits

OE-08

  ● 형태(양끝부분) : R(R-P)
  ● 색상(투명도) : Bl(X)
  ● 크기 : 2.5×1.0×1.2㎜
  ● 제작기법 : D
  ● 표면상태(균열) : S-W(X)
  ● 기포 : V, M-S
  ● 기타 : pits

OE-09

  ● 형태(양끝부분) : I(-)
  ● 색상(투명도) : gB(○)
  ● 크기 : -×-×(6.0)㎜
  ● 제작기법 : -
  ● 표면상태(균열) : S-W(○)
  ● 기포 : M-S
  ● 기타 : Quartz particle

1. 형태 : R; Round bead, I; Irregular
2. 양끝부분 : R; Round, P; Polish, R-P; Round-Polish
3. 색상 : RB; Reddish Brown, gB; greenish Blue, G; Green, Bl; Black
4. 투명도 : ○; Transparent, △; Translucent, X; Opaque
5. 크기 : Outer diameter×Inner diameter×Length

6. 제작기법 : D; Drawn technique
7. 표면상태 :   G-D; Good surface, S-W; Small weathering,  

M-W; Much weathering
8. 균열 : ○; Serious 균열, △; Some 균열, X; Homogeneity
9. 기포 : V; Vertical, L-S; Little Seed, M-S; Much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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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파괴 표면조성

일반적으로 비파괴 표면분석은 분석대상을 훼손하지 

않고 표면에 대한 조성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

재를 분석할 때 가장 유용한 분석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비파괴 분석은 풍화된 표면층을 분석하고, 측정 원소에 

대하여 100%로 조성비를 환산하므로 유리의 함유조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리구슬

에 대한 비파괴 분석은 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특성을 평

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비파괴 표면조성

은 융제 특성만 살펴보기로 하였다. 비파괴 표면 분석결과 

벽색 유리편 1점(OE-09)을 제외하고 모두 소다유리군으로 

확인되었다(표 3, 그림 2).

OE-01

OE-04

OE-07

OE-02

OE-05

OE-08

OE-03

OE-06

OE-09

그림 1.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반사전자현미경사진.

A

D

G

B

E

H

C

F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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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Na2O와 K2O의 상관관계.

표 3.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비파괴 표면 조성 분석 결과

시료번호
화학 조성(wt.%)

SiO2 Na2O K2O PbO CaO Al2O3 MgO TiO MnO Fe2O3 CuO BaO SnO2 합계

OE-01 78.9 8.9 1.2 0.44 2.3 3.0 ‹0.1 0.91 0.14 2.0 1.8 ‹0.1 0.32 99.9

OE-02 70.7 10.6 2.3 0.88 3.3 2.7 4.1 0.80 0.39 1.6 2.2 0.11 0.32 100.0

OE-03 74.7 8.0 2.9 ‹0.1 3.4 4.8 ‹0.1 0.61 0.41 1.8 3.0 0.16 ‹0.1 99.8

OE-04 63.6 16.4 1.3 0.64 3.2 4.6 4.3 0.51 0.27 3.1 1.7 ‹0.1 0.27 100.0

OE-05 66.4 11.0 1.7 0.5 5.2 10.0 1.4 0.91 0.21 1.2 1.3 ‹0.1 0.06 99.9

OE-06 60.8 10.5 2.7 7.2 2.5 10.9 ‹0.1 0.63 0.40 1.7 0.78 0.48 1.28 99.9

OE-07 73.3 6.8 2.7 ‹0.1 4.0 7.9 2.7 0.63 0.32 1.6 ‹0.1 ‹0.1 ‹0.1 99.9

OE-08 73.9 5.5 2.2 0.29 4.1 8.9 2.3 0.66 0.10 1.7 0.12 0.10 ‹0.1 100.0

OE-09 85.4 ‹0.1 1.2 1.3 1.2 5.0 0.16 0.78 0.32 1.8 2.5 ‹0.1 0.38 100.0

0.0

5.0

10.0

15.0

0.0 10.0 20.0 30.0

K
2
O

(w
t.

%
)

Na2O(wt.%)

OE-01 OE-02 OE-03 OE-04 OE-05

OE-06 OE-07 OE-08 OE-09

Soda glass group

3. 내부조성 분석

내부조성 분석은 풍화층이 아닌 내부 단면에서 측정

한 결과로 함유조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유리

구슬의 내부조성은 5회 측정하고 이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리하였다(표 4). 유리구슬 편의 화학조성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융제, 안정제, 착색제의 특성 순으로 고찰하였다. 

내부조성 분석결과 융제는 모두 소다유리군(Soda 

glass group)으로 분류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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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내부 조성 분석 결과

시료
번호

화학 조성(wt.%)

SiO2 Na2O K2O PbO CaO Al2O3 MgO P2O5 SO3 CI TiO2 MnO Fe2O3 CuO SnO2 합계

OE-01
70.0 14.8 1.2 0.14 1.8 5.9 1.2 0.20 0.13 0.74 0.54 0.10 1.6 1.5 0.12 100.0

0.2 0.2 0.1 0.11 0.1 0.2 0.1 0.06 0.05 0.04 0.03 0.02 0.1 0.1 0.03 1.4

OE-02
67.8 13.0 2.7 0.25 3.0 5.8 2.0 0.16 ‹0.1 0.64 0.51 0.31 1.4 2.1 0.14 99.9

0.2 0.1 0.1 0.17 0.1 0.2 0.1 0.05 0.02 0.01 0.04 0.2 0.1 0.01 1.3

OE-03
66.3 15.6 2.1 ‹0.1 3.0 7.5 0.55 ‹0.1 0.15 0.35 0.44 0.10 1.2 2.6 ‹0.1 99.9

0.1 0.1 0.1 0.1 0.1 0.03 0.04 0.01 0.02 0.01 0.1 0.1 0.7

OE-04
60.7 15.3 1.9 0.20 2.9 11.0 2.8 ‹0.1 0.23 0.60 0.44 0.20 2.4 1.2 0.12 100.0

0.2 0.1 0.1 0.17 0.1 0.1 0.1 0.06 0.03 0.02 0.01 0.1 0.2 0.03 1.2

OE-05
65.2 15.8 1.9 0.22 2.0 11.0 0.34 ‹0.1 ‹0.1 0.81 0.57 ‹0.1 0.91 1.0 ‹0.1 99.8

0.2 0.2 0.1 0.14 0.1 0.1 0.03 0.02 0.03 0.02 0.1 1.0

OE-06
60.5 14.9 202 5.0 2.5 11.4 0.30 ‹0.1 ‹0.1 0.78 0.47 ‹0.1 1.14 0.6 0.18 99.9

2.3 0.7 0.1 3.7 0.1 0.4 0.07 0.05 0.02 0.05 0.0 0.11 7.6

OE-07
65.4 16.7 3.1 ‹0.1 3.3 7.8 1.1 ‹0.1 0.13 0.50 0.37 0.26 1.1 ‹0.1 ‹0.1 99.8

0.3 0.1 0.1 0.1 0.1 0.1 0.06 0.03 0.03 0.02 0.1 0.9

OE-08
63.1 19.0 2.3 0.21 3.5 8.5 0.93 0.10 0.15 0.35 0.42 ‹0.1 1.2 ‹0.1 0.10 99.8

0.3 0.3 0.1 0.16 0.1 0.1 0.08 0.08 0.06 0.03 0.02 0.1 0.04 1.5

OE-09
74.0 15.3 0.32 0.68 0.76 3.4 0.39 ‹0.1 0.12 0.78 0.50 0.22 1.2 2.1 0.12 100.0

0.1 0.1 0.03 0.05 0.04 0.1 0.02 0.04 0.01 0.01 0.02 0.1 0.1 0.03 0.8

그림 3.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Na2O와 K2O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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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유리군은 안정제인 산화칼슘(CaO)과 산화알루미

늄(Al2O3) 5%를 기준으로 CaO와 Al2O3의 함량이 모두 5% 

미만은 LCA(Low CaO, Al2O3), CaO 함량 5% 미만, Al2O3 

함량 5% 이상은 LCHA(Low CaO, High Al2O3), CaO 함

량 5% 이상, Al2O3 함량 5% 미만은HCLA(High CaO, Low 

Al2O3), CaO와 Al2O3의 함량이 모두 5% 이상은 HCA(High 

CaO, Al2O3)로 구분하고 LCA계는 다시 CaO와 Al2O3의 상

대적 함량에 따라 LCA-A계(Low CaO<Al2O3)와 LCA-B계

(Low CaO>Al2O3)로 세분된다(김규호 2002).

9점의 유리구슬은 LCA-A계인 벽색 유리편 1점(OE-

09)을 제외하고 모두 LCHA계로 판단되었다(그림 4). CaO

의 함량보다 Al2O3의 함량이 높은 LCHA계는 고알루미나

유리(High Alumina glass)로 불린다. 고알루미나유리는 일

반적으로 지중해와 서남아시아에서 출토되는 유리와는 달

리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

되는 특징을 갖는다. 

착색제 특성은 색상을 적갈색(RB), 벽색(gB), 녹색(G), 

흑색(Bl)으로 구분하고 산화티타늄(TiO2), 산화망간(MnO), 

산화철(Fe2O3), 산화구리(CuO) 등을 주요 착색 성분으로 

도식화하였다(그림 5). 

적갈색 유리구슬은 산화구리(CuO)의 함량이 높게 나

타난다. 산화구리(CuO)는 2가 양이온(Cu2+)으로 작용할 경

우 녹색 및 청색, 1가 양이온(Cu+)으로 작용할 경우 적색 

및 흑색을 발하므로, 산화구리(CuO)가 1가 양이온(Cu+)으

로 산화되어 발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벽색 유리구슬 파편도 적갈색 유리구슬과 같이 산화

구리(CuO)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산화구리(CuO)가 

2가 양이온(Cu2+)으로 산화되어 발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 유리구슬은 산화납(PbO)의 함량이 높게 검출된

다. 산화납(PbO)은 황색 결정성 물질인 PbSnO3와 관련된 

것으로 구슬의 투명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규호 2002). CuO의 함량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

아 2가 양이온(Cu2+)으로 산화되어 발색이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흑색 유리구슬은 산화망간(MnO)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4.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CaO와 Al2O3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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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망간(MnO)은 1가 양이온(Mn+)으로 산화되어 자색이

나 흑색을 발하므로 흑색 유리구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Ⅴ. 고찰

베트남 옥 에오(Oc Eo) 유적에서 채집된 유리구슬 9

점을 대상으로 형태적 특징 관찰과 화학조성 분석을 통해 

얻은 제작기법과 원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색상 및 제작기법 : 유리구슬의 색상은 적갈색, 벽

색, 녹색, 흑색으로 총 네 가지이다. 형태와 성형기법은 벽

색 유리편 1점(OE-09)을 제외하면 모두 소형의 환옥이며 

늘리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관찰된다. 

● 화학조성 : 분석대상인 유리구슬 9점의 융제는 모

두 소다유리군으로 확인되었다. 안정제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LCA-A계인 벽색 유리편 1점(OE-09)을 제외하면 모두 

LCHA계에 해당된다. CaO의 함량보다 Al2O3의 함량이 높

은 LCHA계는 고알루미나 유리(High Alumina glass)로 분

류된다. 한국에서 고알루미나 유리는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출현하여 기원후 2〜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널리 유통된다. 

삼국시대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알칼리 유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청색계통의 유리구슬이 주로 사용되

는 신라, 가야 권역에 비해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는 백제권

역에서 조금 더 높은 비율로 검출된다. 고알루미나 유리구

슬의 색상은 청색 계열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외에 적색, 

감청색, 청록색, 벽색, 녹색, 황색, 주황색, 흑색 등 다양하

다. 고알루미나 유리는 서양유리와는 다른 아시아의 특징

적인 조성으로 동남아시아 주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벽색 유리편 1점(OE-09)의 내부조성 분

석과 비파괴 표면 조성분석의 화학조성 차이는 표면풍화에 

의한 현상이다. 유리 표면의 조성에서 알칼리 성분이 빠져

나간 후, 매장환경에 의해서 토양의 SiO2가 유입되어 유리

가 토질화되면서 유리의 외부와 내부의 조성 차이가 나타

난다(김규호 2002). 따라서 고대 유리의 정확한 조성은 유

그림 5.   베트남 옥 에오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착색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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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표면보다 풍화층을 제외한 내부에서 측정된 분석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벽색 유리편 1점(OE-09)의 

내부조성은 나머지 유리구슬 조성과 일부 성분차이를 보이

므로 사용 원료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같은 유

리조성은 선정 시료 1점에 한정되므로 앞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 분류 :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된 적갈색 유리구슬은 

안정제와 소다 원료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Ⅰ형은 CaO보다 Al2O3의 함량이 높은 고알루미나 유리, 

Ⅱ형은 CaO와 Al2O3의 함량이 약 5%이고 MgO와 K2O 성

분이 1.5% 내외인 식물재유리, Ⅲ형은 Al2O3보다 CaO의 함

량이 높고 MgO와 K2O 함량이 1.5% 이하로 네트론유리 조

성과 일치한다(김나영·김규호 2013). 옥 에오 유적의 적갈색 

환옥 4점은 모두 Al2O3의 함량이 높은 고알루미나 유리이

면서 적갈색 유리구슬 Ⅰ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고대 한반

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형으로 성형기법도 삼국시대 

유리구슬의 일반적인 방식인 늘린 후 재가열한 방식이다. 

 

● 관련성 : 이렇듯 옥 에오 유적의 유리구슬이 지중

해, 서남아시아에서 출토되는 유리와 달리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검출되는 고알루미나 

유리구슬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적갈색 유리구슬이 고대 한

반도와 마찬가지로 Ⅰ형에 속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

서 옥 에오 유적에서 출토된 유리구슬들은 한국에서 출토

된 고알루미나 유리구슬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 가능

성이 높다.

선행연구에서 옥 에오 출토 유리구슬이 말레이지

아의 숭아이 마스(Sungai Mas), 쿠알라 세린싱(Kuala 

Selinsing), 타일랜드의 크롱 톰(Khlong Thom)에서 출토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알루미나 유리로서 인도의 아리

카메두(Arikamedu)와는 조성이 다름이 지적된 바 있다

(Zuliskandar Ramli 외 2010). 따라서 한반도에 수입된 유

리구슬의 대부분은 인도 아리카메두산이 아니라 동남아시

아산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Ⅵ. 맺음말

베트남 남부 옥 에오 유적에서 채집한 9점의 유리구슬

에 대한 관찰 및 분석결과,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유리

구슬과 형태, 색상, 화학조성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발굴조사가 아니라 지표채집으로 확보한 9점의 유리

구슬에 대한 분석만으로 의미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옥 에오 유적 채집 유리구슬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유리구슬과 유사한 제작기법과 화학조성을 보인

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日本

書紀』 「欽明紀」에 543년 백제 성왕이 푸난의 물품과 노예 2

명을 일본에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백제와 푸난 사이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며 그 물품 중에 

유리구슬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록에 나타난 교류의 시점은 6세기 중엽이지만, 그 

시작은 3〜4세기로 소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백제는 372년 근초고왕대에 동진과 정식 국교를 맺는데 당

시 푸난 역시 동진과 교섭한 점, 로마에서 동남아시아로 이

어지는 해상교역로는 이미 기원 전후에 개통되었으며, 이 

간선에 중국 동남부-한반도-일본열도의 지선이 연결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세기 중

엽 이전에 이미 인도나 동남아시아산 물품이 한반도에 전

해졌으리란 추정은 그다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상교역로

의 가장 중요한 거점(港市) 중의 하나가 옥 에오란 점을 고

려한다면, 옥 에오 출토 유리구슬이 한반도의 그것과 유사

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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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servation and analysis results of 9 glass bead samples collected from Oc Eo site in Vietnam, an 

outport of the ancient port city Funan in East Asia, are as follows. The type of glass beads is round, the 

colors are reddish brown, greenish blue, green, black and purplish blue, and the chemical composition is soda 

glass group. This means that they are similar in type, color and chemical compositions to glass beads from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There are limitations in data because the glass beads are not from excavation 

investigation but from earth surface investigation. But it is significant that similar making technique and 

chemical composition are being observed in both the glass beads from Oc Eo and those of Korea. According to 

『Nihon Shoki』 Kinmeiki, Baekje king sent Funan’s goods and 2 slaves to Japan in 543. It is clear that there were 

direct or indirect exchanges between Baekje and Funan. The possibility has grown that glass beads could be 

included among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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