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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辯)』, 『천공개물(天工開物)』 등 고문헌에 기록된 오동 재료와 합금비, 주조

시설, 주조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오동상감기법으로 장도를 제작하였다.

오동상감기법 장도 제작은 크게 오동 합금, 은땜 합금, 오동판과 은판 제작, 칼자루와 칼집 제작, 장도의 장석인 두겁 및 부속품 

제작, 오동 상감, 조립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오동의 합금은 『오주서종박물고변』에 보이는 상품(上品)으로 전통방식의 진오동(眞烏銅) 합금비인 구리와 금을 20:1의 중량비로 

하였다. 은땜의 합금은 상감된 문양에 사용한 경우 은과 황동(Cu 7 : Zn 3)을 중량비 5:1로, 단순 접합 사용한 경우에는 은과 황동을 

중량비 5:2로 합금하여 은땜판을 제작하였다. 

칼집과 칼자루 제작은 진오동 합금비로 만든 오동 괴를 풀림과 단조작업을 실시하여 오동판의 두께를 0.6mm로, 오동의 뒷면인 

은판도 두께 0.6mm로 제작한 뒤, 오동판과 은판 접합, 풀림과 단조, 오동판에 문양 새기기, 은 상감하기, 오동판으로 칼집과 칼자루 

모양잡기, 은땜으로 접합하기, 연마 및 광택내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붉은색의 오동판 표면을 검은색으로 부식시키는 ‘오동 살리기(발색하기)’는 오동 합금의 품위에 따라 발색 효과가 차이가 난다. 

한지를 30일 정도 썩힌 인뇨(人尿)에 적셔 칼집과 칼자루 등에 감아 따뜻한 곳(25℃ 이상)에 두고 2~3시간이 경과하면 오동판의 

겉면만 검은색으로 발색되고 은이 상감된 문양은 그대로 있어 오동상감기법을 재현할 수 있었다.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했던 오동판, 은판, 은땜판의 합금성분과 오동의 표면 발색성분을 알기 위해 과학분석을 실시하였다. 오동

합금 분석(시료 2개)결과 고문헌 기록(Cu 95wt%, Au 5wt%)과 평균성분비가 유사한 Cu 95.57wt%, Au 4.16wt%과 차이가 있는 Cu 

98.04wt%, Au 1.95wt%로 검출되었는데, 전자는 오동판 가공에 성공률이 높은 반면, 후자는 가공과정에서 터지는 등의 실패가 있었다. 

오동판과 은판이 부착된 시료의 성분분석 결과 은판 부분은 Ag 100wt%로 검출되었고, 오동판과 은판이 접합된 부분은 Cu, Ag, Au

가 모두 검출되어 접합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과 황동을 합금한 은땜판은 분석결과 Ag 성분이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어 

성분비와 관계없이 매우 불균질하게 섞여있음을 관찰하였다. 오동판에 검은색으로 발색된 부분의 성분분석 결과 소지 금속에서 검

출되지 않았던 S의 함량이 검출되어 S의 함량이 오동 색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발색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화합물, 색도 및 재현 연구 등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도 및 확인된 고문헌 속의 오동합금 실험 및 재현, 오동상감기법에 의한 장도제작, 오동판 검은색 발색 메커

니즘의 과학 분석결과 등은 오동상감기법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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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동(烏銅)이란 구리에 금을 합금하여 만든 기물에 

묵힌 성인의 오줌을 적신 한지로 감아 두면 기물의 표면이 

까만 빛깔로 변한 것을 일컫는데, 남아있는 유물로는 오동

상감장도(烏銅象嵌粧刀)와 오동상감연죽(烏銅象嵌煙竹) 

등이 있다. 

구리계열인 오동(烏銅) 제작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

기 위해서는 관련 고문헌에 나타나는 소재, 합금, 제작방법 

등을 조사하고 현 기술자에게 전수되고 있는 제작기술을 

관찰하여 이를 토대로 제작과정과 재료 및 기술의 메커니

즘을 규명하고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오동재질에 상감기법을 적용한 유물 복원사례는 

오동상감백동연죽에 국한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에 의해 

전승되어 온 기법으로 제작된 사례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이는 사람의 의해 전수되어 온 기술에 근거

하고 있으며 장인에 따라 제작기법이 다소 상이하고 제작

기법과 오동의 합금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

과 『천공개물(天工開物)』등의 고문헌을 사료로 삼아 오동

의 소재와 제작기술을 분석하여 합금비율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현 장도 기술보유자1의 기술과 비교분석하여 오동

의 전통 합금과 오동상감기법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 바

탕 위에 오동상감장도를 복원하였다.

또한 구리, 금, 은, 황동, 오동 등의 소재와 오동상감의 

각 제작과정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각 

단계별로 미세조직 등의 과학분석을 통하여 재질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미진하였던 오동상감기법 

복원기술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Ⅱ. 고문헌 조사 

오동 유물에 사용된 소재, 합금, 제련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고문헌 기록을 통하여 전통 합금 및 가공기술을 조

사하였다. 

고문헌을 통해 오동의 합금과 가공기술에 대한 구체

적인 자료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오동의 소재, 합금, 

제련기술, 가공기술 등을 단편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으며 

문헌연구를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

1. 오동의 합금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 오동은 

일본과 우리나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각기 재료와 

합금비가 상이하였으며 오동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적동(赤銅)은 보라색을 조금 띤 검은빛으

로 구리 100목(目) 곧 10냥(375g)에 흰 땜납 30목 곧 3냥

(112.5g)을 넣어 녹여 만드는데 이를 흑목(黑目)으로 녹인

다고 말한다. 흑목은 100목(10냥)을 녹이는데 금 4돈(15g)

을 넣어 녹여서 만든 것으로 식초 4냥, 녹청 4동, 물 한 되

를 섞어 진하게 달여서 담그면 검은 빛깔이 된다. 일본 저

울에서는 10푼이 1몸메(もんめ)가 되고 1돈과 같고 엽전 1

문(文)의 무게는 100몸메로 일본에서는 100목이라 일컫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 녹청은 동록(銅綠)으로 구리 1냥에 금 

1푼을 섞어 녹여 만든 것이다. 진오동(眞烏銅)은 적동 1냥

(37.5g)에 엽자금(葉子金) 5푼(1.875g) 또는 6푼(2.25g)을 

1 장도 기술자인 장추남과 임동훈의 오동상감 제작에 적용하였다.

2 구체적인 전통과학기술 기사가 수록된 고문헌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중국의 송응성이 지은 『천공개물(天工開物』과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오주서종박물고변

(五洲書種博物考辯)』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취하여, 장도제작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이규경 저·최주 역, 2008,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 p.79. 목(目)은 메(め)라 부르며 몸메(もんめ)의 다른 이름이다. 1몸메는 1돈으로 1관(貫)

의 1000분의 1이며 3.75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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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것이 상품(上品)이 되고, 단지 3푼(1.125g)을 넣은 것

은 하품으로 친다4. 그러나 가오동은 맨 구리에다 여러 가

지 달인 즙을 스미게 하여 만들거나 또는 유황연기에다 그

을린다. 구리그릇을 데워 유황으로 문질러 검은색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생포(生布)나 담비 또는 노루 가죽으로 문질러 

윤을 내거나 구리에 옻칠을 하면 까만빛이 난다고 기록되

어 있다.5

이를 합금비로 계산하면 구리(Cu)와 금(Au)의 합금비

에 따라 1:20(Cu-4.8%Au) 또는 1:16(Cu-5.7%Au)은 상품

(上品), 1:33(Cu-2.9%Au)은 하품(下品)으로 합금비율에 따

른 오동의 품위를 확인할 수 있어 오동합금기술을 이해하

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2. 오동 소재의 제련과 주조

『천공개물(天工開物)』과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

博物考辨)』에 보이는 오동상감기법의 소재인 구리, 금, 은의 

제련과 주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나타난 구리의 주조

법은 홍동이란 구리를 채광하여 구리에 노감석(爐甘石, 菱

亞鉛鑛 : ZnCO3), 아연(亞鉛)을 넣어 제련하면 빛깔이 변해

서 황동(黃銅)이 되고, 비상(砒霜, As2O3) 등의 약물(조재

제)를 넣어 제련하면 백동(白銅)이, 명반(明礬)이나 초석(硝

石) 등을 조재제를 넣으면 청동(靑銅), 주석을 넣으면 향동

(響銅), 아연을 넣으면 주동(鑄銅)이 된다고 하였다.6

둘째,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 나

타난 금의 제련법은 사금(砂金)을 도가니에 넣고 덮개를 덮

어 금이 녹아 쇳물이 되면 골고루 녹을 수 있도록 두드린 

후 쇳물을 얇은 조각으로 엉기게 한 다음 소금과 황토 속

에 금 조각을 싸서 불 위에 두어 구워내면 가장 좋은 엽자

금(葉子金)이 된다고 하였다. 이 엽자금(葉子金)을 만들려

면 모래를 금 한잎마다 그 위에 깔아 모래 한 층을 쌓고 이

를 차례로 포개어 쇠줄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켜서 불로 달

구는데 금은 약간 가벼워지고 빛깔은 더욱 붉어진다.7

셋째,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는 은의 제련로는 흙

으로 축성하며 흙 둔덕의 높이는 5척 전후로 하고, 노 바닥

은 자기(瓷器) 조각이나 숯이 탄 재를 깐 형태로서 은의 제

련을 위해서는 각 노에 은의 광물 두 섬을 넣고 밤나무 숯 

200근을 광물 주위에 쌓은 뒤 두세 사람이 풀무질하여 관

으로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바람과 불기가 충분하면 초사

가 녹아서 덩어리가 되는데 이때는 은과 납과 융합되어 있

어서 아직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두 섬의 초사에서 녹

인 덩어리는 약 백근이라고 한다. 식은 후 꺼내어 다른 노

인 분금로(分金盧) 또는 하마로(蝦蟆爐)에 집어넣어 어느 

온도에 이르면 납이 녹아 바닥에 가라앉는데 끊임없이 노

속에 버들가지를 구멍에 꽂아 넣어 태우면 납은 산화납(酸

化鉛)의 기체가 되어 날아가고 순은이 남게 되는데 이런 노

에서 처음 나온 은을 생은(生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8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서도 초사 

100근마다 미리 200근의 납을 노에다 넣고, 송풍(送風) 제

련하여 덩어리로 만든 것으로 이것을 다시 하마로에 넣어 

납을 가라앉게 하여 분리하여 은을 얻는 것은 앞서 말한 

방법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9

특히 전통적인 금속 가공기술과 유사한 모습을 19세기 

풍속화가 김준근이 그린 ‘은공’이라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 작품에서는 화덕에서 가열시킨 은을 두드려 가공하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이 단서를 통해 합금된 

4 이규경 저·최주 역, 2008, 앞의 책, p.79.

5 이규경 저·최주 역, 2008, 앞의 책, p.80.

6 송응성 저·최주 역, 1997, 『천공개물(天工開物)』, p.318.

7 이규경 저·최주 역, 2008, 앞의 책, p.22.

8 송응성 저·최주 역, 1997, 앞의 책, pp.307~309.

9 이규경 저·최주 역, 2008, 앞의 책, p.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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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과 은을 풀림과 단조를 거쳐 얇은 판으로 제작하는 오

동상감기술의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표 1). 

Ⅲ. 오동상감장도 복원연구

오동상감(烏銅象嵌)은 구리와 금을 합금한 것으로 검

은 빛이 나는 오동판에 문양을 세밀하게 조각하여 은을 상

감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천공개물』, 『오주서종박물고

변』 등의 문헌에 나와있는 오동 합금 및 주조법을 바탕으

로 오동판을 만든 뒤 칼자루와 칼집제작, 장도의 부속품 

제작, 칼날 제작, 오동 살리기, 조립을 걸쳐 오동상감장도 복

원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 제작한 상감 장도의 명

칭10은 아래와 같다(사진 1~2).

1. 합금

오동은 진오동(眞烏銅, Cu-Au 합금)과 가오동(假烏銅, 

Cu-Ag 합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오주서종박물고변』에서 나타난 합금비를 근거로 하여 상

품의 진오동(眞烏銅)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동상감장도의 합금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1단계에는 구리와 금을 합금한 오동판 제작, 2

단계는 순은을 녹여 만든 은판 제작, 3단계는 상감에 이용하

기 위한 은과 황동 합금의 은땜판 제작을 실시하였다.

1단계 오동판 복원에서는 『오주서종박물고변』에서 기

록된 상품의 오동에 해당되는 합금비와 울산의 병영장도장

에게 전승되어지는 전통 진오동 합금비를 근거로 선정하였

다.11 먼저 오동의 주성분이 되는 구리와 금의 합금 배합비

표 1. 은 채광, 제련, 가공 모습

天工開物(송응성 저·최주 역 1997: 306~311) 『조선풍속도』(김준근)

광석 은 캐기 광석을 녹여 은과 융합시킴 납을 가라앉히고 은 꺼내기 분금로로 노저 제련하기 은공의 작업모습

사진 1.   오동상감기법으로 제작된 장도. 사진 2.   오동상감장도의 명칭.

10 장도의 명칭은 울산 병영장도장에서 불리는 장도의 명칭을 따라 기재하였으며, 괄호 안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장도장(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박

용기)』에서 사용된 이명을 추가 기재하였다.

11 『오주서종박물고변』에서는 진오동(眞烏銅)은 적동 1냥(37.5g)에 엽자금(葉子金) 5푼(1.875g)을 넣는 것이 상품(上品)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 구리와 금의 

합금비가 20: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고문헌 기록과 장도 기술자의 전통적 진오동 합금비인 20:1의 기준으로 삼아 상품의 진오동을 제

작하고자 하였다. 오동상감연죽의 경우 황영보의 오죽상감 합금비는 구리와 금이 6:1, 추영근의 오죽상감은 10:1(Cu 4돈: Au 4푼)으로 제작되고 있어 오동상

감장도의 합금비와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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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0:1로 설정하여 구리 20돈(75g)과 금 1돈(3.75g)을 저

울로 계측하여 합금재료를 준비하였다. 

먼저 구리와 붕사가루를 담은 도가니를 화덕에 장입

하여 녹이다가 금을 도가니에 넣어 교반시킨다. 이때, 구리

의 융점이 1,083℃, 금의 융점이 1,063℃로 용융점의 차이

가 나므로 녹는점이 높은 순서대로 구리, 금을 장입한다. 

합금된 오동 쇳물은 냉각수에 붓는데 합금된 오동 쇳물의 

끓는 소리와 덩어리 상태로 제작된 오동의 표면 거칠기 상

태에 따른 오동 합금의 품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합금된 오

동 쇳물이 굳어져 덩어리 상태가 되면 오동의 금속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열풀림과 단조작업을 반복하여 오동

판의 두께가 0.6mm가 되도록 한다(사진 3). 또한 합금에 

사용된 구리의 품위가 좋아야 합금된 오동이 단조 등의 가

공과정에서 깨지지 않고 잘 늘어나 펴질 수 있다.

2단계로 은판은 순은과 붕사가루를 담은 도가니

를 화덕에 장입하여 합금 배합 없이 녹이다가 용융된 은

을 얇게 퍼지도록 부어내 괴 상태로 만든다. 냉각된 괴 상

태의 은도 열풀림과 단조작업을 반복하여 은판의 두께가 

0.6mm가 되도록 제작한다(사진 4).

3단계인 은땜 합금은 은과 황동12을 합금한 것으로 

이번 오동상감기법을 활용한 장도 복원에는 2종류의 은땜 

합금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은땜 합금은 은과 황동의 합금배합비를 5:1

로 하여 은 1냥(37.5g)에 황동 2돈(7.5g)을 합금시켜 은 함

1 2 3 4

5 6 7 8

사진 3.   오동 합금과정 : 1  구리 20돈(75g), 붕사가루가 담긴 도가니, 2  금 1돈(3.75g), 3  구리와 금 합금하기, 4  합금된 오동 쇳물 냉각수에 붓기, 5  오동쇳물 

끓는 소리로 오동 합금의 품위 확인하기, 6  합금된 오동 덩어리 단조하기, 7  오동 덩어리 화덕에서 열풀림하기, 8  단조로 오동판 만들기.

1 2 3 4

5 6 7 8

사진 4.   은판 제작 과정 : 1  화덕에 도가니 장입하기, 2  화덕에서 은 녹이기, 3  용융된 은 쇳물 붓기, 4  은 쇳물 상온에서 냉각시키기, 5  은 덩어리 단조하기,  

6  은 덩어리 열풀림하기, 7  단조로 은판 제작하기, 8  완성된 은판.

12 황동은 ‘신주’ 또는 ‘신쭈’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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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높은 은땜용 판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은땜용 판은 

오동판과 은판을 접합할 때와 오동판의 새김된 문양에 은

을 상감할 때 사용하였다. 두 번째 은땜 합금은 은과 황

동의 합금배합비를 5:2로 하여 은 1냥(37.5g)에 황동 4돈

(15g)을 합금시켜 은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땜용 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단순접합을 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은땜용 판제작을 하기 위해서 은과 황동을 담은 도가

니를 화덕에 장입하여 녹인 뒤 화덕에 예열시킨 골판쇠에 

합금된 쇳물을 부어 ‘괴’의 형태로 제작한다. ‘괴’를 제작하

기 직전 미리 골판쇠에 밀랍을 칠해두면 쇳물과 골판쇠가 

잘 분리된다. 과거에는 상어기름을 이형제로 사용했다. 합

금된 은땜 괴는 열풀림과 단조작업을 하여 은땜판으로 완

성하였다(사진 5).

2. 칼집과 칼자루 만들기

장석에 사용하는 금속재료는 금, 은, 철, 백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오동과 은으로 만든 장석

으로 두겁(원장석), 메뚜기, 도고리(왕메기), 뒷메기, 딱가리, 

국화 등의 부품을 만들어 칼집과 칼자루를 제작하였다.13 

복원 시, 장도의 칼집과 칼자루 모두를 오동으로 사용할 경

우에는 합금에 사용되는 금의 양이 많아져 재료비가 상당

히 소요되므로 합금된 오동판에 은판을 붙여 가공하여 사

용하였다. 

먼저, 오동판과 은판을 필요한 만큼 도안하여 절단하

고 망치로 두 판이 얇고 편평해지도록 두드린 다음 사포로 

표면을 긁어내 정리한 뒤 가열한 붕사액이 잘 스며들도록 

바른다(사진 6-1~5). 

오동판 위에 은 1냥과 황동 2돈(은과 황동 5:1 합금

비)을 합금한 은땜을 올리고 붕사가루를 뿌린 뒤 은판을 

덮어 약 1~2분 정도 가열하면 오동판과 은판 중간에 있는 

은땜이 녹아내리면서 두 판이 접착된다. 금속은 일정온도

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금속간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때 

확산되어 금속간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사용된 은땜

은 융점이 낮은 합금을 사용함으로써 땜으로 적합한 재료

로 보인다(사진 6-6~7). 또한 장인의 증언에 의하면 “접착

된 오동판과 은판을 물에 집어넣어 냉각시킬 때 들리는 쇠

소리를 통해 은땜의 접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14 

은땜이 잘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재가열하여 은땜이 

녹아나도록 하여 접합시키고 접합된 오동판과 은판은 다

시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두께가 

0.6~0.7mm 정도가 되어야 문양을 음각하여 상감하기 적

당하다. 

1 2 3 4

5 6 7 8

사진 5.   은땜용 판 합금 과정 : 1  화덕에 도가니(은 1냥-37.5g, 황동 2돈-7.5g) 장입하기, 2  골판 예열시키기, 3  은과 황동 합금하기, 4  골판쇠에 은땜 쇳물 

붓기, 5  은땜 괴 망치로 두드리기, 6  열풀림(숯가루로 열처리 온도 확인하기), 7  은땜 괴 단조하기, 8  완성된 은땜.

13 울산 병영장도장은 장도의 원장석 장식을 두겁, 왕메기를 도고리, 주석막이를 설경으로 부르고 있다.

14 은땜으로 접합된 오동·은판을 바닥에 던졌을 때 소리가 탁하지 않은 청량한 쇳소리가 나면 두 판 사이의 은땜이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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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사진 6.   칼집과 칼자루 제작과정 : 1  도안하기, 2  절단하기, 3  오동판과 은판 0.6mm로 제작하기, 4  판의 표면 정리하기, 5  붕사액 바르기, 6  은 1냥, 황동 2
돈(5:1 합금비) 은땜판 올리기, 7  오동판과 은판 은땜으로 접합하기, 8  접합된 판 0.6mm 두께 조정하기, 9  접합된 판(오동판면), 10 접합된 판(은판면), 

11 도안하기, 12 재단하기, 13 용문양 새김하기, 14 새김된 문양판, 15 문양면에 붕사액 바르기, 16 은 1냥, 황동 2돈(5:1 합금비) 은땜판 올리기, 17 용문

양에 은땜판 채우기, 18 은 상감이 완성된 오동판, 19 칼집과 칼자루 모양으로 구부리기, 20 은땜따기, 21 보래에 칼집과 칼자루 끼워 형태 만들기, 22 칼집

과 칼자루 접합면 끝에 은땜실(은 1냥, 황동 4돈, 5:2 합금비) 끼워 넣기, 23 붕사액에 담그기, 24 은땜하기, 25 유산액에 담그기, 26 보래에 끼워 형태 만들

기, 27 표면 줄로 연마하기, 28 표면 사포로 연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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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판과 은판이 문양 새김하기 적당한 두께가 되면 

칼집과 칼자루 부위의 크기의 판을 2개 만들어 모루 위에 

고정시키고 망치와 새김정으로 용문양을 새김한다. 이어서 

용문양이 새겨진 오동판 위에 가열한 붕사액을 바르고 은 

함량이 높은 은 1냥, 황동 2돈(은과 황동 5:1 합금비)을 합

금한 은땜에 올린다. 다음 붕사가루를 뿌린 뒤 열을 가하여 

표면의 음각된 용문양에 은땜판을 녹여 채워지는 은땜 상

감을 하는데 이때 적당한 양의 은땜을 가늠하여 문양에 고

르게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오동판의 용문양에 은이 채워

지면 접합판을 구부려 땜이 붙어있는 곳을 고운 줄로 깨끗

이 다듬어 표면에 묻어있는 은을 제거하는 은땜따기 작업

을 한다(사진 6-13~20).

줄질한 접합판을 칼집과 칼자루 형태가 되도록 둥글

게 말아 제작하고 판의 양쪽 끝부분에는 은 1냥과 황동 4

돈(은과 황동 5:2 합금비)을 합금한 은땜판을 은실처럼 잘

라 집어넣고 가열시켜 접합시킨다. 접합이 끝나면 다시 붕

사액에 넣었다가 건조시켜 유산액15에 4시간 정도 담가 붕

사로 은땜을 한 후, 은에 생긴 산화막을 제거한다. 그 다음 

보래16에 다시 칼집과 칼자루를 끼워 형태를 만든 뒤, 오동

판 표면에 광택을 내기 위한 가공과정을 거치는데 오동판 

표면의 광택은 줄질을 반복할수록 선명하게 나타난다. 초벌 

단계인 거친 사포에서 재벌 단계인 고운 사포로 높여가는 

사포질을 마친 뒤 헝겊에 미세한 돌가루를 묻혀 문지르는 

것으로 광택내기를 마무리 하였다(사진 6-21~28).

3. 장도의 장석(부속품) 제작

태극, 학, 파초문양 등이 오동상감으로 넣어진 두겁(원

장석)은 칼집의 기본장식으로 보래에 두겁을 끼워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잡고, 두겁의 등부분에 메뚜기를 납땜하여 

접합한다. 접합된 메뚜기에는 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구멍

을 뚫어준 뒤 사포와 돌가루를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시키

는 광택내기를 하고 마친다(사진 7).

칼집과 칼자루에 끼워 넣을 뒷메기는 칼자루의 앞부

분과 칼집의 뒷부분에 씌우는 것으로 칼자루의 송진이 흐

르는 것을 막아 칼집의 속 파내는 작업을 쉽게 해준다. 장

도의 뒷메기 제작을 위해서는 칼자루와 칼집모양에 맞게 

도안하여 절단한 뒤 줄로 다듬고 판을 구부려 말아서 보래

에 끼운 뒤 둥근 형태를 잡아준다. 이어서 뒷메기의 양쪽 

끝부분에 은 1냥과 황동 4돈(은과 황동 5:2 합금비)을 합

금한 은땜을 끼워 넣어 가열한 붕산액에 충분히 담구었다 

가열시켜 접합한 뒤 유산액에 담가 금속표면에 남은 붕사

가루를 제거한다(사진 8).

15 산화막 제거제로 소량의 유산가루를 물에 섞어 끊인 후 은땜으로 생긴 검은색 산화막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황산의 일종이다.

16 장도의 칼집과 칼자루, 장식, 부속품 등의 형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연모이다.

1 2 3 4

5 6 7 8

사진 7.   두겁(원장석) 제작과정 : 1  두겁 형태 만들기, 2  메뚜기 장식 붙이기, 3  염산 바르기, 4  염산 묻은 납땜 가열하여 두겁 장식 접합하기, 5  메뚜기 장식에 

구멍 뚫기, 6  두겁과 메뚜기 장식, 7  두겁 사포로 연마하기, 8  두겁 돌가루로 미세 연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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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뒷메기의 한쪽 면을 막는 뚜껑인 딱가리를 제

작하기 위해 칼집과 칼자루의 형태대로 도안된 오동판을 

재단한 후, 이것을 뒷메기 뒤에 끼운 뒤 납땜하여 접합시킨

다(사진 9). 

4. 오동 살리기

오동상감을 위해서는 광택내기가 끝난 붉은 오동판의 

금속표면을 검은색으로 착색시키는 ‘오동 살리기’ 과정을 

거치는데 오동 살리기로 인한 착색 변화는 인뇨의 발효 정

도 보다 오동의 품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발색되기 전의 오동판은 붉은 동색이지만, 장도 부품

의 크기별로 자른 한지를 30일 정도 썩힌 성인 남성의 인

뇨에 충분히 적신 후 두겁(원장석), 칼집, 칼자루, 뒷메기 등

에 감아준 뒤 따뜻한 곳에서 2~3시간 정도 지나면 검은색

1 2 3 4

5 6 7 8

사진 8.   뒷메기 제작과정 : 1  도안하기, 2  뒷메기용 판, 3  뒷메기용 판 줄로 다듬기, 4  뒷메기 형태 잡기, 5  뒷메기의 끝에 은 1냥, 황동 4돈(5:2 합금비) 은땜 

끼워 절단하기, 6  뒷메기 붕사액에 담그기, 7  뒷메기 끝부분 은땜으로 접합하기, 8  유산액에 뒷메기를 담그기.

1 2 3 4

5 6 7 8

사진 9.   뒷메기와 딱가리 접합하기 : 1  딱가리 형태 잡기, 2  재단하기, 3  뒷메기에 딱가리 끼우기, 4  뒷메기와 딱가리에 접합할 납땜 집어넣기, 5  뒷메기와 딱

가리에 염산 바르기, 6  뒷메기와 딱가리 납땜으로 접합하기, 7  뒷메기와 딱가리 물에 냉각하기, 8  딱가리로 막은 뒷메기.

1 2 3 4

사진 10.   오동 살리기 과정 : 1  장도 부품속 선 조립하기, 2  인뇨 묻은 한지로 칼집, 칼자루, 두겁, 뒷메기 감아주기, 3  따뜻한 곳에서 놓아 착색시키기, 4  한지 

풀어 오동 살리기 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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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색이 되는데 기온이 낮으면 착색시간이 더 소요된

다. 착색제로 사용하는 썩힌 인뇨가 너무 오래되면 오동판 

뿐 아니라 은판까지 검은색으로 착색시키기 때문에 오래된 

인뇨는 며칠 되지 않은 인뇨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 10). 

5. 조립하기

오동 살리기가 끝나 오동판이 검은색으로 착색되면 

칼집과 칼자루, 두겁, 도고리, 뒷메기 등을 조립하여야 한다. 

보래에 두겁을 끼워 형태를 완성시키고 두겁에 은으

로 만든 국화를 부착시킨 뒤 국화를 줄질을 하여 표면을 

가공한다. 완성된 두겁에 칼집을 끼우고 다시 칼집의 끝에 

뒷메기를 끼운 뒤, 두겁에 부착된 메뚜기의 구멍에 매듭을 

달 수 있도록 은으로 된 고리를 달아준다(사진 11).

은으로 만든 도고리도 보래에 끼워 형태를 잡아준 뒤 

줄질로 다듬어 두겁에 끼우고 다시 줄로 다듬어 접착제로 

고정시키면 원광석의 꾸밈새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

어서 산에서 직접 채취한 송진을 녹이고 이를 칼자루에 붓

9 10 11 12

1 2 3 4

5 6 7 8

사진 11.   장도의 칼집 조립하기 : 1  오동 살리기가 끝난 두겁, 2  두겁의 형태 잡기, 3  국화 장식 끼우기, 4  은국화 장식 줄로 다듬기, 5  도고리 형태 잡기,  

6  도고리 줄로 다듬기, 7  두겁에 도고리 끼우기, 8  도고리 줄로 다듬기, 9  원광석에 끼운 도고리 접착제로 고정시키기, 10 두겁에 끼인 칼집,  

11 칼집에 뒷메기 끼우기, 12 두겁 등의 메뚜기 구멍에 은 고리 매달기.

1 2 3 4

5 6 7 8

사진 12.   장도 칼자루 조립하기 : 1  칼날의 슴베 부위 가열하기, 2  송진을 녹여 칼자루에 붓기, 3  칼자루에 칼날 끼우기, 4  칼자루와 칼날 상태 확인하기, 

5  칼자루 끝에 뒷메기 끼우기, 6  설경 부분 줄로 다듬기, 7  오동 살리기 보완하기, 8  완성된 오동상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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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가열된 칼날의 슴베를 송진을 부은 칼자루에 끼워 넣

으면 송진이 굳으면서 단단히 슴베를 고정시키는 접착제와 

메움 역할을 한다.

칼자루에 칼날이 고정되면 칼자루에 칼날이 바르게 

박혔는지 확인한 뒤 칼자루의 도심 부위를 딱가리로 막는

다. 칼날과 칼자루를 잇는 도심 윗부분에는 설경(주석막이)

을 만들어 칼날이 칼자루에서 곧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칼자루의 끝에 뒷메기를 덮어 씌워 송진이 밖

으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준다(사진 12).

Ⅴ. 과학분석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된 오동, 오동판, 오동판과 은판

을 접합한 판, 은땜판의 합금성분과 오동의 표면 발색성분

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료의 

사진과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사진 13, 표 2).

채취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해 에폭시 수지

로 마운팅하고 220mesh에서 4000mesh까지 순차적으

로 연마를 실시한 뒤, 연마제(DP-suspension P 3㎛, 1㎛,  

Struers)로 미세 연마하여 금속현미경(Metallurgical 

Microscope, Leica, DM2500M)을 사용하여 미세조직을 관

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MIRA3)으로 세부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미세조직

의 화학조성은 에너지분산형분광계(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 EDS QUANTA300, BRUK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1) 오동

<사진 14-1>은 구리와 금의 합금과 단조에 성공한 시

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으로 동일한 면을 EDS를 통

해 총 2회 분석결과 Cu, Au의 합금으로 평균성분은 Cu 

95.57wt%, Au 4.16wt%로 나타나므로 문헌상에 나오는 진

오동의 합금비인 Cu 95wt%, Au 5wt%와 값이 유사한 것

으로 보인다(사진 14-1~2, 표 3). 

1 2

3 4

사진 13.   오동상감장도 복원과정 분석대상 시료 : 1  오동①, 2  오동②, 3  

오동판, 4  오동판과 은판 접합판, 5  은땜①(은 1냥, 황동 2돈 합

금), 6  은땜②(은 1냥, 황동 4돈 합금).

5 6

표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연번 시료명 
적용 분석 방법

비고
금속현미경 SEM-EDS

1 오동 ① ○ ○ 합금 성공(늘린 것)

2 오동 ② ○ ○ 합금 실패(터진 것)

3 오동판 ○ ○ 인뇨 착색한 오동판

4 오동판과 은판 접합판 ○ ○ 망치로 두드려 늘어난 오동+은판 

5 은땜 ① ○ ○ 은 1냥 + 황동 2돈

6 은땜 ② ○ ○ 은 1냥 + 황동 4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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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3>은 구리와 금을 합금한 뒤 오동을 단조 

시 터진 시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으로 동일한 면을 

총 3회 EDS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시료의 경우, 평

균 Cu 함량은 98.04wt%, Au 1.95wt%가 검출되었고 이를 

문헌상의 기록과 비교해 보았을 시 금의 함량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17. 합금 시에는 금속원소의 농도에 따라 

결정구조와 화학조성 등 기본물성이 달라지므로 문헌상의 

기록과 유사한 합금비율로 오동을 제작할 때 합금성공률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14-3~4, 표 4). 

표 3. 오동①의 EDS 분석결과(wt%)

사진 14-1
분석위치

Elements(wt%)

Cu Au

1-1 96.45 3.29

1-2 94.68 5.02

Average 95.57 4.16

표 4. 오동②의 EDS 분석결과(wt%)

사진 14-3
 분석 위치

Elements(wt%)

Cu Au

2-1 99.09 0.9

2-2 97.23 2.76

2-3 97.8 2.19

Average 98.04 1.95

2) 오동판

<사진 15-1>은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된 오동판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다. <사진 15-2>의 

4-1지점은 인뇨를 묻힌 오동판으로 인뇨의 성분이 입자 상

태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4-2지점은 구리

(Cu)와 은(Au)이 합금된 오동판 내부의 소지금속으로 판

단된다. 4-3지점의 경우, 오동의 바탕금속인 구리성분이 검

출되었으며, 이는 오동제작 시 합금과정에서 미처 용융되지 

못한 구리광석으로 보인다(표 5). 그리고 4-1지점은 내부 

소지부분인 4-2, 4-3지점과 비교했을 때 오동의 성분인 황

(S)의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S의 함량이 표면착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오동판과 은판의 부착 판

<사진 15-3>은 금속현미경을 이용하여 오동판과 은판

이 부착된 시료 단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며, <사진 

15-4>는 SEM-EDS를 통해 미세조직을 관찰한 것으로 오

동판, 결합부, 은판의 3개 지점에서 화학조성을 분석하였다.  

<사진 15-4>의 9-1 지점의 경우 은판 부분으로 분석결과 

성분비는 Ag 100wt%로 검출되었다. 9-2 지점은 오동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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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1  오동①의 금속 현미경 사진(x100), 2  오동①의 SEM-EDS 분석 

3  오동②의 금속 현미경 사진(x100), 4  오동②의 SEM-EDS 분석.

17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백동연죽장(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에 나와 있는 무형문화재에 따른 오동상감백동연죽 제작과정에서의 오동합금 조성비를 

살펴보면 황영보 오동합금시료의 Cu함량은 86.9wt%, Au 13.95wt%, 추용근 오동합금시료의 Cu함량은 88.7wt%, Au 11.36wt%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문

헌을 기초로 한 오동합금과는 차이가 보인다.

1 2

3 4

사진 15.   1  오동판의 금속 현미경 사진(x100), 2  오동판의 SEM-EDS 분석, 

3  오동판과 은판의 접합부 금속 현미경 사진(x100), 4  오동판과 

은판 결합부의 SEM-ED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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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판의 결합부로 Cu, Au, Ag 등의 성분이 다양하게 검출되

는 것으로 보아, 오동찬판 은판의 접합이 확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9-3지점은 오동판 부분으로, 구리와 소량의 

금이 검출되었으며, 오동 성분비와 유사하다.(표 6).

4) 은땜판

과학적으로 분석한 은땜 시료는 합금비가 서로 다른 

은땜①(은 1냥, 황동 2돈) 은땜②(은 1냥, 황동 4돈)를 대상

으로 하였다.

<사진 16-1>은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되었던 은땜

①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으로 은 1냥에 황동 2돈을 

합금한 것으로 시료의 면분석 결과 은(Ag)의 함량이 평

균 75.86wt%, 황동(Cu+Zn)의 함량이 24.14wt%로 확

인되었다. SEM Image에서 볼 수 있듯이 시료는 매우 불

균질하게 합금되었으며, 이 때문에 6-2~3지점과 같이 

특정 성분이 도드라지게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6-1~2, 표 7).

<사진 16-2>는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되었던 은땜②의 

은땜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사진으로 은 1냥에 황동 4돈을 

합금한 것으로 면분석 결과 은(Ag)의 함량이 75.32wt%이

며, 황동(Cu+Zn)의 함량은 24.68wt% 이다. <사진 16-3~4>

의 8-2, 3 지점은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황동의 평균 함량

이 81.70wt%로 전체적인 면 분석 결과에 비해 황동의 비

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6-3>의 6-2, 6-3의 

분석 부위는 은땜 미세조직의 비금속개재물 부위로 EDS 

성분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사진 16-3~4, 표 8). 

3 4

5 6

사진 16.   1  은땜①의 금속 현미경 사진(x100), 2  은땜②의 금속 현미경 사

진(x100), 3 ~ 4  은땜①의 SEM-EDS 분석, 5 ~ 6  은땜②의 

SEM-EDS 분석.

1 2

표 7. 은땜① EDS Analysis Result(wt%)

사진 16-3~4
 분석 위치

Elements(wt%)

Cu Zn Ag

6-1 17.78 7.30 74.92

6-4 15.92 7.27 76.80

Average 16.85 7.29 75.86

6-2 56.71 13.59 29.70

6-3 6.79 6.18 87.03

Average 31.75 9.89 58.37

표 8. 은땜② EDS Analysis Result(wt%)

사진 16-5~6
분석 위치

Elements(wt%)

Cu Zn Ag

8-1 17.71 6.97 75.32

8-2 63.89 15.93 20.17

8-3 67.05 16.52 16.43

Average 47.55 13.14 37.31

표 5. 오동판의 EDS 분석결과(wt%)

사진 15-2
분석 위치

Elements(wt%)

Cu Au S O C

4-1 92.04 - 0.27 1.32 6.35

4-2 94.34 0.95 - 1.52 -

4-3 92.11 - - 3.73 4.14

Average 92.83 0.95 0.27 2.19 5.25

표 6. 오동판과 은판의 부착 판 EDS 분석결과(wt%)

 사진 15-4
분석 위치

Elements(wt%)

Cu Ag Au

9-1 - 100 -

9-2 33.46 66.15 0.38

9-3 96.17 - 3.82

Average 64.82 83.0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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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오주서종박물고변』, 『천공개물』등의 고문헌에 기록된 오

동재료, 합금비, 제련과 주 방법을 기초로 하여 오동상감

기법으로 장도를 제작하였다.

2.   오동상감기법은 검은색으로 착색된 오동판에 은으로 상

감된 문양이 대비되는 기술로 합금, 오동판오동판· 은

판 만들기, 문양 새기기, 은상감, 오동칼집과 칼자루 만들

기, 장석 만들기, 오동 살리기, 장도 부속품 조립하기 등 

8단계를 거쳐 오동상감장도를 복원하였다.

3.   합금의 비율은 오동의 경우, 『오주서종박물고변』에 기

록된 상품(上品)의 진오동(眞烏銅) 합금비를 근거로 

하여 구리와 금을 20:1로 합금(구리 20돈-75g, 금 1

돈-3.75g)하였다. 은땜판의 경우, 동판과 은판의 접합과 

문양을 상감할 때에는 은과 황동을 5:1(은 1냥-37.5g, 

황동 2돈-7.5g)로 단순 접합에는 은과 황동을 5:2(은 1

냥-37.5g, 황동 4돈-15g)로 합금하여 제작하였다. 은판

은 합금 없이 순은을 그대로 녹여 사용하였으며, 오동·

은·은땜을 괴의 형태로 만든 뒤 풀림과 단조를 반복하

면서 0.6mm 두께의 얇은 판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4.   오동판을 검은색으로 착색하기 위하여 줄, 사포, 돌가루 

등으로 연마하여 광택을 내고 오동 살리기를 실시한다. 

오동 살리기는 한지에 30일 동안 썩힌 성인 남성의 인료

를 묻혀 오동판의 문양면에 감아 2~3시간이 경과하면 

붉은색의 오동판이 검은색으로 착색되는데 발색효과는 

오동 합금의 품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5.   오동상감 복원에 사용한 오동판, 은판, 은땜판의 합금

성분과 오동의 표면 발색성분을 규명하기 위하여 과학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동의 평균성분이 고문

헌 기록(Cu 95wt%, Au 5wt%)과 유사하게 합금된 경

우(Cu 95.57wt%, Au 4.16wt%)에는 성공적으로 오동판

이 제작되었으나, 고문헌 기록과 다르게 합금된 경우(Cu 

98.04wt%, Au 1.95wt%)에는 금의 함량이 낮아 단조 가

공 시 오동이 터지는 등 오동판 제작에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은판 부분은 Ag 100wt%가 검출되어 순은

으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은땜판은 Ag이 다양하

게 검출되어 합금성분비와 관계없이 불균질하게 섞여있

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동판과 은판의 접합된 부분에

는 Cu, Ag, Au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접합이 잘 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6.   오동판에서 검은색으로 발색된 부분은 성분분석 결과 

소지 금속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S가 발견되어 S의 함량

이 오동의 발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향

후 발색의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추가적 화학물, 색도, 

재현연구의 필요가 요구된다.

7.   오동상감기법을 적용하여 유물을 복원사례는 오동상감백

동연죽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에 의해 전승되

어 온 기술을 근거로 제작되었으며 기술자에 따라 제작기

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

에 의해 전승해온 기술에 의지하지 않고 『오주서종박물고

변』과 『천공개물』 등과 같은 고문헌을 사료로 하여 오동

의 재료, 오동 합금비, 제작기법을 제시하였고 기존에 복

원사례가 있는 연죽이 아닌 제작연구 및 복원사례가 전

무했던 장도를 제작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8.   이번 연구에서 고문헌 속 오동합금 실험과 재현, 오동상

감기법에 의한 장도제작, 오동판에 검은색으로 발색된 

곳의 과학분석 결과 등은 오동상감기법의 복원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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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on the Odong material, mixture ratio, casting method and casting 

facility was conducted on contemporary documents, such as Cheongong Geamul . 

Also, a long sword was produced using the Odong inlay technique. The sword reproduction steps were as 

follows; Odong alloying, silver soldering alloying, Odong plate and Silver plate production, hilt and sheath 

production, metal frame and decorative elements, such as a Dugup (metal frame), production, Odong inlay 

assembly and final assembly.  

For the Odong alloy production, the mixture ratio of the true Odong , which has copper and gold ratio of 

20:1, was used. This is traditional ratio for high quality product according to 17th century metallurgy instruction 

manual. The silver soldering alloy was produced with silver and brass(Cu 7 : Zn 3) ratio of 5:1 for inlay purpose 

and 5:2 ratio for simple welding purpose. The true Odong alloy laminated with silver plate was used to produce 

hilt and sheath. The alloy went through annealing and forging steps to make it into 0.6 mm thick plate and 

its backing layer, which is a silver plate, had the matching thickness. After the two plates were adhered, the 

laminated plate went through annealing, forging, engraving, silver inlaying, shaping, silver welding, finishing 

and polishing steps. 

During the Odong colouring process, its red surface turns black by induced corrosion and different hues 

can be achieved depending on its quality. To accomplish the silver inlay Odong techniques, a Hanji saturated 

with thirty day old urine is wrapped around a hilt and sheath material, then it is left at warm room temperature 

for two to three hours. The Odong’s surface will turn black when silver inlay remains unchanged.  

Various scientific analysis were conducted to study composition of recreated Odong panel, silver soldering, 

silver plate and the colouring agent on Odong’s surface. The recreated Odong had average out at Cu 95.57 wt% 

Au 4.16wt% and Cu 98.04 wt% Au 1.95wt%, when documented ratio in the old record is Cu 95wt% and Au 

5wt%. The recreated Odong was prone to surface breakage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unlike material made 

with composition ratio written in the old record. On the silver plate of the silver and Odong laminate, 100wt% 

Ag was detected and between the two layers Cu, Ag and Au were detected. This proves that the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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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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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wo layers was successfully achieved. The silver soldering had varied composition of Ag depending 

on the location. This shows uneven composition of the silver welding. A large quantities of S, that was not 

initially present, was detected on the surface of the black Odong . This indicates that presence of S has influence 

on Odong colour. Additional study on the chromaticity, additional chemical compounds and its restoration are 

needed for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Odong colour.  

The result of Odong alloy testing and recreation, Odong silver inlay long sword production, scientific 

analysis of the Odong black colouring agent will form an important foundation of knowledge for conservation 

of Odong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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