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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제작기술
-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비교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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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자  2018. 09. 30  ● 심사일자  2018. 10. 29  ● 게재확정일자  2018. 11. 12

충주 호암동유적 및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33점의 분석을 통해 초기철기시대 청동기의 제작기술과 납의 산지를 

연구하였다.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한 비파괴 성분분석 결과 출토된 청동기 33점은 인위적으로 납을 첨가한 구리(Cu), 

주석(Sn), 납(Pb)의 3원계 합금으로 판단된다. 

4점의 청동기(동경 2점, 동검 1점, 동모 1점)의 전자탐침미소분석기를 이용한 성분분석 결과 충주 및 부여 출토 동경은 

30%의 주석(Sn)과 10% 미만의 납이 포함된 고주석청동기로 확인되었으며 동모와 동검에서는 20% 내외의 주석과 5%의 납

(Pb)이 검출되었다. 미량원소로는 철(Fe), 아연(Zn), 비소(As), 은(Ag), 니켈(Ni), 황(S) 및 코발트(Co)가 검출되었다 청동기 4

점은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금되었으며 주석함량이 높아 주조 이후 열처리는 하지 않았다. 

열이온화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충주와 부여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3 3점은 

Zone 1을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충주와 부여에서 출토된 청동기는 경상도 지

역의 납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내 다양한 산지의 납 원료를 사용했음을 판단하였다. 출토지가 달라 제작기술과 원료

산지의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 추정하였으나 분석결과를 통해 이 시기의 청동기의 제작기술은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다양

한 곳에서 다양한 산지의 원료를 이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였음을 추정하였다.

* 본 연구논문은 중원문화재연구원의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충주 호암동 유적(2017)』내 「충주 호암동 

유적 출토 청동기의 과학적 분석」논고 및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부여 청송리유적(2017)』 내 「부여 청송리 출토 유물의 과

학적 분석」 논고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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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시・발굴한 충주 호암동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산유적,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으로 이 중 구석기 유물포함층과 초기철기시대 분

묘, 석실분, 토광묘 등 분묘유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초기철

기시대 분묘는 적석목관묘 및 목관묘이며 특히 적석목관묘

에서 청동기가 다량으로 부장되어 충주지역 내지 충북지역

에서 최초로 조사된 것으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중

원지방과 영남지방의 초기철기 문화 교류관계와 계통 연구

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7). 적

석목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로는 무기류인 세형동검과 동모, 

의기류인 다뉴세문경, 공구류인 동부, 동사, 동착이 출토되

었으며, 목관묘에서는 세형동검과 동사가 확인되었다(중원

문화재연구원 2017). 충주 호암동유적과 동일한 시기인 초

기철기시대 유적이 부여에서도 발굴되었다. 부여 청송리유

적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였으며 토광

묘(목관묘)로 추정되는 매장주체시설의 내부에서 13점, 외

부에서 18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7). 청동기는 14점이 수습되었으며 용도에 따라 무기류

는 동모, 동검, 검파두식 등이, 의기류는 다뉴세문경과 간두

령이, 공구류는 동부, 동사, 동착이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

화재연구소 2017). 청동기 외 14점의 관옥과 3점의 석촉이 

같이 출토되었다. 부여 청송리유적은 유구의 3/4정도가 파

괴되어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묘의 

위치와 매납된 일괄유물을 확인해보았을 때 적석목관묘일 

가능성이 크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본 연구에서는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에

서 출토 청동기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청동

기의 제작기술과 납의 산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일시기 두 유적지 출토 청동기의 비교를 통해 초기철기 

시대 청동 제작기술과 산지의 연관성에 대해 시도하고자  

하였다.

Ⅱ. 분석방법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청동기 21점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12점은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몇몇은 파

손된 채 출토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희소성 있는 청동

기이어서 대부분 비파괴 표면분석을 통한 성분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동경, 동모 및 동검은 시료를 채취하여 파괴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식생성물을 이용하여 산지추정에 필요

한 납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청동기의 상

세 정보 및 비파괴 분석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비파괴 표면분석은 휴대용X선형광분석기(Handheld 

XRF Analyzer, DELTA Professional, Olympus, America)를 

이용하여 Alloy mode에서 40kV, 100μA의 조건으로 40sec

씩 10번 이내로 분석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분석할 부

분의 표면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분석의 정확성 및 신

뢰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미세조직 관찰 및 내부 금속심

의 성분 분석은 부여 세도면 출토 동경과 동검, 충주 호암

동 출토 동경과 동모의 4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채취

된 시편은 에폭시 수지에 마운팅 한 후 #250, #500, #800, 

#1000, #2000을 순서대로 연마한 뒤, 3μm, 1μm의 diamond 

suspensor와 광택천을 사용하여 경면과 같이 가공하였다. 

연마가 완료된 후 ethyl alcohol(99.99%)에 침적시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여 건조하였으며, 건조가 완료된 시편은 염

화철(FeCl3)을 염산(HCl)과 증류수(H2O)에 용해시킨 에칭

액을 이용하여 에칭하였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Carl Zeiss, Axiotech 100HD, Germany)과 전

자탐침미소분석기(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JXA-

8230, JEOL,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전자탐침

미소분석기를 이용한 성분분석은 20kV, 27.8μA, 100nA의 

Prove current에서 총 12종의 원소를 분석하였으며, 시료당 

5번의 면분석을 수행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으로 계산하였다.  

납동위원소비 분석은 열이온화질량분석기(Thermal 

Isotope Mass Spectrometer, Isoprobe-T, Isoto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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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를 질산(HNO3)와 염산

(HCl)을 1:3으로 혼합한 용액으로 완전히 용해한 후, 건조하

여 음이온 교환수지로 순도 높은 납(Pb)을 추출하였다. 분

석조건은 정적인 모드(Static mode, N=20, 4s intergration)

로 1,200℃에서 분석하였으며, 외부 보정을 위해 NBS 981 

시료도 같이 분석하였다. 이러한 납동위원소비 분석은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분석데이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수행한 

한반도 납동위원소 분포 연구(2011~2015)의 결과로 산출된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광역분포도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표 1.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33점의 출토 정보 및 표면분석 결과

번호 유형 출토지 분석방법
함량(wt.%)

Cu Sn Pb Fe Al Si P Sb Bi Ni Mn Ag total

1 동사 충주 호암동 P-XRF, LIA 10.89 74.31 3.84 2.75 4.24 3.21 0.76 0.00 0.00 0.00 0.00 0.00 100.00 

2 동부 충주 호암동 P-XRF, LIA 11.12 55.93 4.98 2.54 14.51 9.74 0.96 0.20 0.00 0.02 0.00 0.00 100.00 

3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16.42 69.83 6.02 0.94 3.40 3.62 0.00 0.00 0.16 0.07 0.00 0.00 100.46 

4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9.85 65.68 8.03 1.83 7.90 6.24 0.16 0.00 0.00 0.00 0.00 0.18 99.87 

5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8.22 67.78 10.68 2.34 5.63 5.11 0.24 0.00 0.00 0.00 0.00 0.00 100.00 

6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7.37 56.46 14.09 2.71 9.04 9.78 0.18 0.00 0.00 0.00 0.00 0.37 100.00 

7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8.70 68.68 12.25 1.91 3.78 3.53 0.34 0.00 0.00 0.00 0.00 0.66 99.85 

8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11.74 66.83 10.51 1.72 4.45 4.26 0.33 0.00 0.00 0.00 0.00 0.00 99.84 

9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14.67 65.10 10.73 1.43 4.08 3.88 0.04 0.00 0.00 0.00 0.00 0.00 99.93 

10 동경 충주 호암동 P-XRF, LIA, OM, EPMA 10.29 66.00 13.27 1.69 4.33 4.20 0.13 0.00 0.00 0.00 0.00 0.00 99.91 

11 동과 충주 호암동 P-XRF, LIA 43.95 44.35 4.77 0.86 2.65 3.23 0.00 0.00 0.00 0.07 0.00 0.00 99.88 

12 동모 충주 호암동 P-XRF, LIA 8.17 64.98 11.98 1.74 6.05 6.02 0.05 0.00 0.29 0.00 0.00 0.73 100.01 

13 동모 충주 호암동 P-XRF, LIA 8.00 65.39 11.51 2.31 6.90 5.58 0.23 0.00 0.07 0.00 0.00 0.00 99.99 

14 동모 충주 호암동 P-XRF, LIA, OM, EPMA 6.41 69.15 10.26 2.44 5.19 5.16 0.07 0.00 0.64 0.00 0.17 0.52 100.01 

15 동사 충주 호암동 P-XRF, LIA 8.55 68.01 9.89 1.98 6.12 4.92 0.17 0.10 0.07 0.00 0.00 0.00 99.81 

16 동사 충주 호암동 P-XRF, LIA 44.59 47.41 3.56 0.42 1.36 2.54 0.00 0.00 0.00 0.12 0.00 0.00 100.00 

17 동사 충주 호암동 P-XRF, LIA 28.35 54.61 5.65 1.46 5.31 4.42 0.00 0.00 0.00 0.11 0.00 0.00 99.91 

18 동사 충주 호암동 P-XRF, LIA 16.13 69.76 5.96 1.22 3.35 3.40 0.07 0.00 0.00 0.11 0.00 0.00 100.00 

19 동착 충주 호암동 P-XRF, LIA 18.66 63.17 5.74 1.13 5.90 5.27 0.00 0.00 0.13 0.00 0.00 0.00 100.00 

20 동착 충주 호암동 P-XRF, LIA 8.50 74.88 5.96 1.15 4.77 3.92 0.05 0.00 0.77 0.00 0.00 0.00 100.00 

21 동검 충주 호암동 P-XRF, LIA 16.49 68.72 7.68 1.19 2.81 3.06 0.06 0.00 0.00 0.00 0.00 0.00 100.01 

22 동경 부여 청송리 P-XRF, LIA, OM, EPMA 54.55 34.21 4.73 0.17 3.13 2.80 0.08 0.00 0.12 0.13 0.00 0.00 99.90

23 동검 부여 청송리 P-XRF, LIA 16.52 70.73 9.30 0.34 0.86 1.68 0.32 0.00 0.00 0.19 0.00 0.00 99.94

24 동과 부여 청송리 P-XRF, LIA 7.51 68.71 13.34 1.59 3.88 3.23 0.98 0.76 0.00 0.01 0.00 0.00 100.00

25 동착 부여 청송리 P-XRF, LIA 17.26 61.03 15.89 0.14 2.24 2.85 0.51 0.00 0.00 0.10 0.00 0.00 100.00

26 동모 부여 청송리 P-XRF, LIA 10.35 68.24 11.16 1.69 4.06 3.79 0.51 0.00 0.00 0.13 0.00 0.00 99.93

27 동검 부여 청송리 P-XRF, LIA, OM, EPMA 10.26 73.34 9.34 0.68 2.88 2.61 0.84 0.00 0.00 0.05 0.00 0.00 100.00

28 동착 부여 청송리 P-XRF, LIA 14.43 60.32 15.87 0.60 4.40 3.85 0.21 0.25 0.00 0.07 0.00 0.00 99.99

29 동모 부여 청송리 P-XRF, LIA 15.44 59.47 17.33 0.56 3.10 2.88 0.23 0.57 0.15 0.08 0.00 0.17 99.99

30 동모 부여 청송리 P-XRF, LIA 13.55 61.59 17.54 0.39 2.97 3.58 0.00 0.18 0.00 0.01 0.00 0.19 100.00

31 동모 부여 청송리 P-XRF, LIA 14.98 59.08 19.25 0.58 2.09 2.86 0.00 0.64 0.03 0.01 0.00 0.49 100.00

32
검파
두식

부여 청송리 P-XRF, LIA 12.14 65.29 10.04 1.69 4.98 3.62 2.13 0.00 0.00 0.02 0.02 0.07 100.00

33 간두령 부여 청송리 P-XRF, LIA 13.60 60.96 15.88 0.50 3.42 4.30 0.20 0.47 0.00 0.06 0.00 0.61 100.00

*P-XRF(Portable XRF), LIA(Lead Isotope Analysis), OM(Optical Microscopy), EPMA(Electron Probe X-ray Micro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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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1. 주성분 및 미량성분 분석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를 통한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

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주성분 분석결과는 <표 1>

과 같다. 청동기 33점은 구리(Cu), 주석(Sn), 납(Pb)의 3원

계 합금으로 추정되며, 흙이 부착된 표면에서 철(Fe), 알루

미늄(Al), 규소(Si), 인(P) 등의 토양성분이 검출되었다. 휴

대용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한 표면분석은 귀중한 문화재

를 파괴 없이 그대로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시간이 짧다

는 장점이 있다(히라오 요시미츠 2001). 하지만 형광X선분

석법은 1차 X선에 의해 시료 내부에서 여기상태가 된 각 

에너지의 2차 X선(형광 X선)이 시료 내부를 통과하는 중

에 시료 자체에 흡수되어 표층 부분의 2차 X선만이 검출

된다. 즉 검출되는 각 원소의 특성X선은 전부 같은 깊이

의 정보(표층에서의 깊이 위치)가 검출되는 것이 아니다

(강대일 1998). 또한 출토된 청동기의 경우 표면에 토양

뿐만 아니라 부식 생성물이 두텁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

에 청동기의 본래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

만 부식층의 분석을 통해 청동기가 Cu-Sn의 2원계 합금

인지, Cu-Sn-Pb의 3원계 합금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추론

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성분비를 알기 위해서는 금속

심이 남아있는 부분의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

주 호암동유적의 동경과 동모, 부여 청송리유적의 동경과 

동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주성분과 미량성분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함량의 평균

이 98~103%로, 대체적으로 100±3%의 신뢰성 있는 정

량값을 보여준다. 내부 소지금속의 성분분석을 통해 4점

의 청동기 모두 앞서 언급한 비파괴 표면분석과 동일하

게 Cu-Sn-Pb의 3원계 합금으로 확인된다. 충주 호암동

유적 출토 동경은 Cu:Sn:Pb=68:29:6의 합금비를 가지며 

동모는 Cu:Sn:Pb=78:20:5임을 알 수 있다. 부여 청송리유

적 출토 동경의 합금비는 Cu:Sn:Pb=63:29:6이며 동검은 

Cu:Sn:Pb=72:24:5임을 확인하였다. 

비파괴 표면분석과 파괴분석을 통한 출토 청동기 4점

의 주성분(Cu, Sn, Pb)은 분석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식층은 Sn의 함량이 40~80%, Pb의 함량이 

4~13%로, 고주석 부식층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

식이 진행됨에 따라 소지금속의 Cu와 Pb이온이 외부로 이

동해 감소하는 반면, Sn 함량이 높은 δ상은 산화되어 안정

한 불용성 SnO2를 표면에 형성해 Sn의 함량이 높은 부식

층을 형성(이은우 외 2013)하기 때문이다.

2. 미세조직 관찰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에서 출토된 청

표 2.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4점의 성분 분석 결과

출토지 구분
함량(wt.%)

Cu Sn Pb Fe Zn As Ag Sb Bi Ni S Co total

충주 
호암동

동경 68.2 28.8 5.80 0.05 0.07 0.32 0.21 - - 0.05 0.04 0.01 103.50

동모 77.9 19.8 4.90 0.02 0.08 0.50 0.12 - - 0.06 0.05 - 103.40

부여 
청송리

동경 63.3 28.9 6.00 - 0.10 0.23 0.14 - - 0.15 0.10 - 98.95

동검 71.7 23.5 5.20 - 0.07 0.01 0.08 - - 0.39 0.04 - 100.70

그림 1. 분석방법에 따른 출토 청동기의 Sn/Pb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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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4점(동경 2점, 동검 1점, 동모 1점)의 미세조직 사진

은 <사진 1>와 같다. 이들 4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

파괴 성분분석을 통해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동경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경 모두 따로 열처리를 해주지 않은 주

조조직으로, δ 결정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고용되지 않

은 납 입자가 원형으로 관찰된다(사진 1-A~D). 충주 호암

동유적 출토 동모와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검은 수지상

으로 존재하는 α상과 회색의 α+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납 편석의 입자가 동경에 비해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사진 1-E~H).

3. 납동위원소비 분석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청동기와 부여 세도면 청송

리 출토 청동기 33점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는 <표 3>

과 같다. 33점의 청동기는 Cu-Sn-Pb의 3원계 합금으

로 의도적인 납 첨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납

동위원소비는 청동기 내 납의 원료광석인 방연석의 고

유한 값을 의미한다.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33점의 납

동위원소비 범위는 206Pb/204Pb값이 17.534~22.723, 

207Pb/204Pb이 15.559~16.320이었으며, 208Pb/204Pb

값이 38.207~43.630로 나타났다. 특히 충주 호남동유적 

출토 동검(No.3)의 납동위원소비는 각각 206Pb/204Pb= 

사진 1.  출토 청동기의 미세조직 사진: (A, B)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동경, (C, D)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경, (E, F)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동모 및 (G, H)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검.

표 3.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33점의 출토 정보 및 

표면분석 결과

번호 유형

Lead Isotopes
206Pb/

204Pb

207Pb/
204Pb

208Pb/ 
204Pb

207Pb/
206Pb

208Pb/
206Pb

1 동사 17.730 15.580 38.395 0.8788 2.1655 

2 동부 17.956 15.623 38.649 0.8701 2.1524 

3 동검 17.534 15.559 38.291 0.8873 2.1838 

4 동검 17.660 15.576 38.416 0.8819 2.1751 

5 동검 18.981 15.814 39.900 0.8332 2.1020 

6 동검 18.413 15.731 39.289 0.8544 2.1339 

7 동검 18.475 15.692 38.207 0.8494 2.1221 

8 동검 18.041 15.678 38.897 0.8690 2.1559 

9 동검 19.064 15.790 39.810 0.8282 2.0882 

10 동경 19.835 15.927 40.791 0.8030 2.0566 

11 동과 18.127 15.636 38.817 0.8626 2.1413 

12 동모 18.191 15.699 38.959 0.8630 2.1417 

13 동모 18.059 15.631 38.620 0.8656 2.1386 

14 동모 18.098 15.656 38.719 0.8651 2.1393 

16 동사 20.379 15.991 40.613 0.7848 1.9930 

17 동사 20.382 15.994 41.670 0.7847 2.0443 

18 동사 18.387 15.702 39.087 0.8540 2.1259 

19 동사 18.036 15.660 38.821 0.8682 2.1523 

20 동착 19.371 15.855 40.236 0.8185 2.0770 

21 동착 17.586 15.558 38.246 0.8847 2.1748 

22(1) 동검 18.366 15.691 39.046 0.8543 2.1257

23(2) 동경 20.841 16.062 41.469 0.7707 1.9896

24(3) 동검 22.723 16.320 42.910 0.7182 1.8883

25(4) 동과 19.928 15.910 40.558 0.7984 2.0352

26(5) 동착 19.655 15.861 40.301 0.8069 2.0503

27(6) 동모 19.472 15.898 40.515 0.8164 2.0806

28(7) 동검 19.948 15.933 40.713 0.7987 2.0409

29(8) 동착 22.110 16.259 43.630 0.7354 1.9731

30(9) 동모 19.789 15.914 40.521 0.8041 2.0475

31(10) 동모 19.669 15.847 40.225 0.8056 2.0450

32(11) 동모 19.150 15.810 39.611 0.8255 2.0684

33(12) 검파두식 18.706 15.729 39.196 0.8409 2.0953

A

E

B

F

C

G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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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4, 207Pb/204Pb= 15.559, 208Pb/204Pb= 38.291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착(No.29)

의 경우 가장 radiogenic한 결과를 보이는데 납동위원소비 

값이 각각 206Pb/204Pb= 22.110, 207Pb/204Pb= 16.259, 

208Pb/204Pb= 43.630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 33점의 분석결과를 통해 동일시

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제작과 납 산지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충주 및 부여에서 출토된 청동기 33점

은 비파괴 표면분석 결과 Cu-Sn-Pb의 3원계 합금으로 추

정된다. 그 중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동경과 부여 청송리

유적 출토 동경은 구리(Cu) 63~68%, 주석(Sn) 29~30%, 

납(Pb) 6%의 조성을 나타내며,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동

모와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동검은 구리(Cu) 72~78%, 주

석(Sn) 20~24%, 납(Pb) 5%의 합금비를 가짐을 알 수 있

다. 이들 청동기 4점은 기능에 따라 합금비가 다르다(그림 

2). 청동경은 빛을 많이 반사해야 하는 특성을 지녀야 하

므로 백색계통의 금속빛을 띠는 것이 유리하다. 주석의 함

량이 25~35%일 때, 백색계통의 색을 띄고 청동유물 중 가

장 많은 주석을 넣어 제작되며, 경도 또한 가장 높다(황진

주 2009). 이는 충주 호암동 출토 동경과 부여 세도면 청

송리 출토 동경에 포함된 높은 주석함량을 뒷받침 해주며, 

높은 주석함량 때문에 두 청동경은 모두 깨진 상태로 출토

되었다. 무기류는 물체를 찌르거나 자르는 것이 목적이므

로 높은 강도와 경도가 필요하지만, 무기 특성상 반복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너무 단단하여 깨지기 쉬운 

단점을 없애고자 주석은 약 25% 보다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황진주 2009). 이 때문에 두 유적에서 출토된 동모와 

동검은 모두 주석이 약 20~24%로 함유되어 있으며, 동경

에 비해 낮은 주석함량을 갖는다.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33점의 납동위원소비를 한반도 납

동위원소 광역분포도에 적용한 결과, 다양한 산지의 납 원료

(방연석)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본 연구에 사용된 

청동기의 출토지별 납동위원소비 특성을 살펴보면, 충주 호암

동유적 출토 청동기는 zone 1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넓게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zone 1은 지질도상에서는 경상분지 지역

에 속하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중남부 지역을 

포함한다.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청동기의 대부분은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의 zone 2와 충청도, 전라도, 강원

도 일부를 포함한 zone 3에 위치하며 한반도 영역을 벗어난 청

그림 2.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주성분 분포도.

그림 3.  충주 호암동유적 및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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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도 6점 확인된다. 그 중 4점은 마연구부(馬淵久夫)(1985)

의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북부(Nch)로 추정하였다(그림 4). 그

렇지만 청동유물의 산지추정에 사용되고 있는 한반도 납동위

원소비 광역분포도는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매

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된다면 

한반도 영역을 구분하는 zone에서 벗어나는 청동기의 원료의 

공급지가 한반도 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유래되었

는지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 청송리유적에서 출토된 청

동기 12점 역시 충주 호암동유적 출토 청동기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 부여 청송리유적의 청동기는 충주 호암동유적의 청

동기와 동일하게 zone 1에서 산출된 방연석을 사용하지 않았

음을 알 수 있다. 부여 청송리유적의 청동기는 충주 호암동유

적의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보다 더 넓게 분포하여, 특히 동검

과 동착은 zone 2를 벗어나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zone 2

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분지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기존 馬淵久

夫(1985)의 분포도에서는 한국 남부(Korea South)로 도시되는 

위치이다. zone 2는 우리나라 고유의 납동위원소비 특징을 가

지고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 도시되는 청동기는 우리나라의 

원료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소진 2014). 

출토지에서 가까운 곳의 산지에서 원료를 수급하였다 가정한

다면 초기철기시대에 제작된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

유적 출토 청동기 33점은 충청도를 포함하는 Zone 3 영역에 

분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가 Zone 3 이

외에 Zone 2와 Zone 4의 경기도 및 강원도 영역에서도 분포

하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산지에서 원료를 수급하지 않고, 다

양한 지역의 방연석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경상도 내의 방연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타 지역에서 출토된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28점1의 납동위

원소비 분포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충남 논산, 

전남 완주, 세종, 경남 사천, 전북 전주 및 출토지 미상의 초기

철기시대 청동기 28점은 zone 1을 제외하고 대부분 zone 2와 

zone 3에서 산출된 방연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는 같은 유형

의 청동기일지라도 동일 지역의 방연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동일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가 넓게 퍼져있

음을 고려해 볼 때, 제작시기 및 제작장소(공방)가 다른 경

우임을 알 수 있다.

1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를 발췌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강형태 외, 1999, 「고대 청동기의 과학적 분석(Ⅰ)-미륵사지, 경주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5, p.33~4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완주 갈동유적(Ⅱ)」 『호남문화재연구원』

•齋藤 努 외, 2009, 「考古學と自然科學」 『日本文化財科學會誌』 59 

•平尾良光, 2001, 「古代東アジア青銅器の流通」 『鶴山堂』

그림 4.  충주 호암동유적과 부여 청송리유적 출토 청동기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馬淵久夫). 

그림 5.  초기철기시대 청동기 28점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및 출토지 미상의 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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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ze Production Technology in the Early Iron 
Age: A comparative study of  bronze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Hoam-dong site in Chungju and 
Chongsong-ri in Buyeo

Thirty-three Early Iron Age bronzes at the sites of Hoam-dong in Chungju and Cheongsong-ri in Buyeo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study the manufacturing technique and the provenance of lead. Chemical analysis  

using X-ray fluorescence showed that 33 bronzes consist of copper(Cu), tin(Sn) and lead(Pb) served as major 

elements. 

 Major and minor elemental analyses by EPMA were performed on two mirrors and 2 weapons of the 

bronzes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s that  bronze mirrors from Chungju and Buyeo were high-tin bronzes(＞

30 wt%). And 20% of tin and 5% of lead were founded in bronze weapons. Iron, zinc, arsenic, silver, nickel, 

sulfur and cobalt detected in four bronzes as minor and trace elements. The four bronzes were alloyed 

considering their  function and were not heat treated after casting due to their high tin content.

Lead isotope analysis using TIMS indicates that thirty-three bronzes were distributed southern Korea 

peninsula except Zone 1. As a result, lead raw materials came from various regions in Korean Peninsula not 

from Gyeongsang-do regions.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bronze ware generalized at this age, and bronze 

was produced in various sites using raw materials from various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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