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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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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에 발굴한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정촌고분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백제 중앙과 영산강유역 현지세력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획

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원도면을 만들

었으며 제작 당시의 금공기술을 고려하여 복원품을 제작하였다. 우선, 과학적 분석과 육안관찰을 통해 제작기법을 분석하여 금동신

발의 구조와 문양, 제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다. 이후 실측을 통해 금동신발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제작기술을 복원하여 외형절단과 투조, 조금, 성형, 도금, 조립공정 등을 거쳐 원형 복원품을 제작하였다.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 

과정에서 백제 한성기 후반의 금동신발의 외형적 특징, 제작기술의 이해와 더불어 백제시대 당시의 원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

를 통해 복원된 결과물이 백제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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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3~2016년에 발굴한 전남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정

촌고분(丁村古墳)에서는 금동신발[金銅飾履]이 출토되었

다. 왼짝과 오른짝을 모두 갖추었고 서쪽에서 발견된 오른짝

은 코 부분의 용머리 장식 일부가 결실된 상태였다. 이 고분

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축조된 고분이며 금

동신발은 1호 석실 속 3개의 목관 가운데 ‘목관3’ 속에 껴묻

혔던 것으로 보인다.1 그간 이 금동신발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백제 중앙과 영산강유역 현지세력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2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가운데 다수는 보존 

환경이 불량하여 원상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정

촌고분 금동신발의 경우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석실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그렇지

만 오랜 매장환경으로 인해 금동재질인 이 유물은 금 도금

층 위에 청동부식 화합물이 용출되어 금빛이 잘 보이지 않

는 상태였다. 

이 금동신발은 기존의 발굴품 가운데 가장 화려하면

서도 완벽한 상태를 갖추고 있어 더욱 가치가 높은 유물로 

평가된다. 양측판과 바닥판을 앞·뒷면 중앙에서 결합한 방

식은 전형적인 백제 금동신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3 발

등부위의 용머리 장식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금동신발

만의 특징이다. 

현재 금동신발의 보존처리는 완료되었지만 보존처리 

기법상 청동녹 전체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동신발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화려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이 금동신발은 백제 금공품 가운데 최고의 기

술로 제작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상세 연구는 백제 금공기

술의 일단(一端)을 복원해낼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대해 정밀한 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복원도면을 만들었으며 제작 

당시의 금공기술을 고려하면서 복원 제작하였고, 각 공정별 

복원 과정은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향후 백

제 금공기술 연구의 진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Ⅱ. 금동신발의 출토 상황 4

금동신발이 출토된 정촌고분 1호 석실은 현재까지 확

인된 영산강유역 대형석실 중 가장 큰 석실(483×355×299

㎝)이다. 현실의 규모뿐만 아니라 출입시설인 연·묘도의 규

모도 가장 크며(687×191×194㎝), 내부에는 폐쇄석이 가

득 채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석실 내부는 1,500여년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 일정한 온습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외부와 차단된 상태의 공주 송산리 석실분의 내부 환경

이 평균 16℃, 상대습도 90%, 24시간 어둡다 라는 점을 감

안하면 정촌고분 1호 석실도 비슷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습도는 높지만 비교적 일정하게 장기간 유지되었고 

온도도 변화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 유물의 부식은 

일정수준 이상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동신발의 

잔존상태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동신발은 1호 석실 중앙에 위치한 목관 3의 남측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신발 내부에서 인골이 확인되었고 주

변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보아 시신에 착장된 상태로 매장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최초 노출시 금동신발은 1호 석실 내부

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마한의 수장, 용신을 신다』

2 이훈, 2015, 「금동신발로 본 복암리 세력과 주변지역의 동향」 『삼국시대 복암리 세력의 위상과 주변지역의 동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3 吉井秀夫, 1996, 「금동제 신발의 제작기술」 『석오 윤용진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복천박물관, 2010, 『履, 고대인의 신』, 94.

4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정촌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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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퇴적으로 인해 1/3 정도만 드러난 상태로 확인되었다

<도 2>. 금동신발의 북측과 남측에는 모두 석실의 벽석 부

재가 떨어져 있었고 이 충격으로 왼쪽 금동신발 발등의 용

머리 장식이 탈락되었다. 금동신발 주변에는 굵은 알갱이의 

모래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현실 천장

석 중앙에 모인 이슬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일종의 낙수

면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촌

고분 1호 석실은 인접한 복암리 3호분 96석실의 내부환경

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복암리 3

호분 96석실 내부에는 다량의 물이 여러 번에 걸쳐 차고 빠

지는 과정을 거치며 1m에 가까운 두께의 점질 재퇴적층이 

쌓여 있었다. 즉, 정촌고분 1호 석실 내부는 복암리 3호분

과 같이 다량의 물이 스며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물에 의해 유물의 위치가 이동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화살통 장식이나 소환두대도, 구슬류의 출토상황은 대

부분 본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흐트러진 유물은 현

실 벽 석재가 떨어진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Ⅲ. 금동신발 제작기법 분석

1. 과학적 분석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관련한 객관적 데이터를 획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소지금속(素地金屬)의 

재질과 도금층(鍍金層)에 사용된 성분을 우선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X선으로 촬영하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의 구조, 결합방식, 문양, 유물상태 등을 체크한다. 

도1. 정촌고분 1호석실(左) 및 현실 금동신발 출토위치(右).

도2. 금동신발의 최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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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고해상도의 사진 촬영, 현미경 분석 등을 통해 제작 

당시 사용하였을 도구의 형태를 추정한 다음 여러 차례의 

복원실험을 거쳐 도구를 제작해야 한다. 

X선 사진을 통해서는 육안관찰이 불가능한 부식된 

표면의 문양, 리벳의 위치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

다.<도3>

금동신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유물을 발굴하여 보

존처리를 진행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이미 실시5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활용하였

다. 분석 내용은 소지금속의 재질, 도금층의 성분, 도금 범

위 등이다. 이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금속 현미경 관찰 및 

SEM-EDS분석이며, 분석시료는 금동신발 몸체에 복원 접

착할 수 없는 소편을 사용하였다.

금속현미경(DM-2500M, Leica)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

면, 한쪽 면에서만 금 도금층이 확인되었다. 시료 가운데 신

발의 목 부분으로 추정되는 편의 경우 두께가 약 300~400

㎛, 또 다른 소편의 경우 두께가 400~518㎛로 측정되었다. 

또한 목 부위로 추정되는 편의 단면에서 부식되지 않은 

내부금속을 확인하였다. 이를 에칭하여 미세조직을 분석

한 결과 순동 조직이 확인되었다<도4>. 

SEM-EDS 분석(JSM-IT300, Jeol–X-MAX7, 

Oxrord) 결과, 금 도금층은 Au(금) 70~80wt%, Hg(수은) 

10~16wt%, Cu(구리) 4~14wt%로 확인되었다<도4, 표1>.  

또한 남아 있는 내부금속을 분석한 결과 Cu(구리) 

100wt%가 검출되어 금동신발이 순동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도금층의 두께는 신발 목 부위로 추정되는 

편의 경우 약 4~8㎛, 또 다른 편의 경우 약 4~11㎛로 측정

되었다. 

2. 육안관찰을 통한 분석

1) 금동신발의 구조와 문양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바탕금속인 

순동은 부식되어 도금층 표면 위에 부식물을 생성한 상태

이고, 고분 내 흙과 닿아있는 부분은 부식이 더욱 심각한 

도3. 정촌고분 금동신발 X선 사진(상: 왼짝, 하: 오른짝).

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8, 『나주 정촌고분 발굴조사 보고서』, 598-601.

도4. 정촌고분 금동신발 내부금속 미세조직사진(500배).

도5. 정촌고분 금동신발 측판 추정편 SEM-EDS 분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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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동편에서 출토된 왼짝은 발목판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는 분리된 상태이고, 고분 바닥과 맞닿아 있는 뒤

축 일부분은 산화되어 유실된 상태이다. 그 외에 측판과 바

닥판, 용머리 장식 등은 원형에 가깝다. 서쪽에서 출토된 오

른짝은 석실 바닥과 닿아있던 뒤축 일부가 부식이 심하고 

용머리 일부분은 유실되었으며 측판과 바닥판, 발목판 등

은 양호하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등 일부분의 동산화물

을 제거한 결과 동 소지 위에 매우 일정한 금도금 층이 있

음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금동신발은 좌우 측판과 바닥판 각 1매, 발목판 2매 

등 모두 5매의 금속판을 조립하여 만들어져 있고 발등에는 

용머리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바닥에는 24개의 사

면정이 박혀 있다. 좌우 측판을 겹친 다음 발등 중앙부위

와 발뒤축 중앙부위에서 각각 3개씩의 원두정으로, 용머리 

장식은 발등 중앙 부분에서 측판에 겹쳐 원두정으로 고정

되어 있다. 

금동신발의 문양은 매우 다양하다. 측판의 기본 문양

은 귀갑문(龜甲紋)이고 단위 문양 속에 용봉문, 화염문, 조

문(鳥紋), 인면조신(人面鳥身), 인면수신(人面獸身) 등 여

러 종류의 문양이 투조(透彫)로 표현되어 있다. 바닥판은 3

부분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각기 용과 연화문이 새겨져 있

고 24개의 사면정이 박혀 있다. 4.5cm 높이의 발목 부위가 

만들어져 있는 점 또한 특이하다. 기존에 출토된 백제 금동

신발 가운데 발목판을 갖춘 것은 고창 봉덕리1호분 4호 석

실 출토품6과 이 금동신발에서만 확인된다. 금동신발의 전

체 길이는 32cm, 너비 11.5cm, 높이 13.5cm이다. 

2) 제작기법 관찰

(1) 투조

이 기법은 도면에 맞추어 각 부품의 형태를 만드는 단

계, 단위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여백을 뚫어내는 단계에서 

구사되었다. 현대의 금속공예품 제작 과정에서는 가는 실톱

표 1.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EDS 분석 결과

도5 EDS 분석지점
Chemical Composition(wt%)

Au Ag Cu Hg O

측판단면 
SEM

① 금도금층 69.07 - 28.20 - 2.74

② 금도금층 70.23 2.71 17.98 8.05 1.03

③ 금도금층 67.22 1.10 23.27 6.23 2.17

6 이문형ㆍ유수화, 2015,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마한백제문화』 2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

도6. 정촌고분 금동신발 왼짝 세부(1.우측면, 2.좌측면, 3.정면, 4.후면, 

 5.바닥판, 6.용머리장식).

도7. 정촌고분 금동신발 오른짝 세부(1.우측면, 2.좌측면, 3.정면, 4.후면,  

 5.바닥판, 6.바닥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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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에서는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끌이 활용된다. 유물에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보면, 철판 위에 동판을 올려놓고 여러 종류의 끌로 문

양에 맞추어 절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금(彫金)

문양의 윤곽을 투조한 다음 세밀한 끌질을 통해 세

부 문양을 새겨 넣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법이 조금이다. 

육안으로 얼핏 보면 가는 실선이 새겨진 것 같지만 확대해 

보면 이등변삼각형 무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이 확인

된다. 여러 종류의 조금 기법 가운데 이것은 삼각조에 해당

한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경우 단면 삼각형의 조각정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동판에 새기는 기법이 구사되었다. 바닥

의 연화문, 발등의 용 측면과 배면에는 1mm 이하의 둥

근 송곳정을 이용해 점열문(點列紋)을 시문하였다.

(3) 단조(鍛造)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단조기법도 금동신발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각 부품의 마감, 용머리장식 성형, 바

닥판사면정 제작 등에 사용되었다. 측판의 아랫부분을 ‘L’

자 모양으로 절곡(折曲)할 때에도 단조기법이 구사되었다. 

발등과 결합된 용의 몸은 좁고 목은 넓으므로 용의 목

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조기법이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사면정은 단면 정사각형의 사각뿔 모양이며, 바닥판에 

끼워지는 부위는 단면이 원형이고 지름은 3mm 이하이다.

(4) 도금

보존처리 이후 동산화물을 제거한 금동신발의 측판

을 보면, 육안으로도 비교적 일정한 도금층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산화물을 모두 제거하면 금동신발 전체의 도금층

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유물의 보존상태가 불량하기 때

문에 추가적인 도금층 노출은 피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

다. 일부 시편의 과학적인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아말

감(amalgam) 도금층은 현대의 전기도금과는 달리 두꺼

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금속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두

께가 일정하지 않다. 이는 아말감 도포(塗布) 과정에서 일

도8. 정촌고분 금동신발 조금선 실체현미경 사진(1.동편 측판, 2.서편 측판).

도9. 육안으로 본 금동신발의 도금 상태(1.동편 측판, 2.서편 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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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발랐다 하더라도 위치나 힘의 강약에 따라 수은이 

증발하기 이전까지 움직일 수도 있고 열을 가하는 과정에

서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표면에 이

물질이 부착된 경우 그 부분은 도금이 되지 않고 도금 이

후에도 수은이 일부분 묻어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아말감 도금을 하려면 금분(金粉) 또는 

금박(金箔)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

신발의 경우 금, 구리, 수은 등의 원소만 검출되었고, 다른 

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보아 소지금속으로 사

용한 구리 위에 수은을 매개로 금을 입혔고, 오랜 매장환

경 속에서 구리가 산화되어 도금층 위를 덮고 있는 상태임

을 알 수 있었다. 은을 비롯한 다름 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이유는 이 금동신발에 사용된 금의 순도가 매우 높기 때

문일 것이다. 정련된 순금을 분말로 만들어 아말감을 제작

하였는지, 줄칼을 이용하거나 얇은 금박을 만들어 다시 수

은에 용해(溶解)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련된 순금을 사용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5) 조립(組立)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공주 수촌리고분군7, 고흥 길두

리 안동고분8 출토품처럼 형태만으로 좌우 짝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출토 상태를 보고 오른짝과 왼짝을 설정해야 

도10. 정촌고분 금동신발 전개도면 제작과정(1.전개도 외곽 및 귀갑문 구획, 2.투조 및 조금 방향 등 도안작성-수작업, 3.스캔 후 일러스트로 도안 제작, 

 4.개별 도안 완성).

7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外, 2007, 『공주 수촌리유적』

8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유물 보존』

 임영진·조진선·이정민·오동선·강은주, 2015,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전남대학교박물관·문화재청



99  Lee Hyun-Sang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한다. 그에 비해 무령왕이나 무령왕비의 신발9에서 전형을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백제 금동신발은 좌

우 짝의 구분이 있다. 즉, 측판을 결합할 때 바깥쪽 판이 

안쪽 판을 덮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경우 두 짝 모두 앞쪽은 우측판

이 좌측판을, 뒤쪽은 좌측판이 우측판을 감싸고 있다. 각 

부품을 조립할 때는 원두정이 사용되었다. 제작공정을 보

면 신발 앞쪽에서 원두정 3개를 이용하여 측판을 결합하

였고, 그 이후 신발 뒤축의 중심선을 따라 3군데에 원두정

을 박아 고정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금동신발의 기본적 

형태가 만들어진다. 용머리 장식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발

목판을 마지막에 결합해야 한다. 용머리 장식은 발등과 겹

치지 않는 곳에 3개의 원두정을 박아 결합하였다. 발목판은 

2매로 구성된다. 발목 양측판 외연부를 따라 6군데, 두 판이 

겹쳐지는 상단부에 각각 1개씩 원두정이 박혀 있다. 

Ⅳ. 금동신발 제작기술 복원

1. 실측 및 복원도면 제작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삼국시대의 다른 금동신발에 비

해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표면을 덮고 있

는 동산화물 때문에 문양의 형태와 조금 방향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금동신발에는 작고 정교하

게 새겨진 다양한 문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도면 작성을 위해 X선 사진과 정밀 사진 등을 통해 

복원도면을 작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도10.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전개도면(1.왼짝 우측판, 2.왼짝 좌측판, 3.왼짝 바닥판, 4.오른짝 우측판, 5. 오른짝 좌측판, 6.오른짝 바닥판).

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발굴조사보고서』

 신영호, 2000, 「무령왕의 금동제 신발에 대한 일고찰」 『고고학지』 1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정광용, 2001, 「무령왕릉 왕비 신발의 제작기법 연구」 『호서고고학』 4·5, 호서고고학회



10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2

금동신발을 복원제작하려면 현재의 외형을 그대로 도

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공정을 이해하고 복원을 위해 

필요한 도면을 그려야 한다. 금동신발은 동판을 이용해 판

금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원에 필요한 도면은 

전개도라 한다. 단위 부품의 형태가 한쪽으로만 휘어진 경

우는 그나마 용이하지만 두 방향으로 휘어진 경우는 전개

도를 그리기도, 실제 제작하기도 어렵다. 특히 까다로운 것

은 측면에서 앞면 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바

닥판을 받쳐주는 턱이 ‘L’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제작과정

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유물은 바탕 금속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접촉식 방법으로 실측도의 작성을 진행하였고 개

별 문양 관찰에는 고화소의 사진, X선 촬영사진을 활용하

였다. 전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곽선 및 내

부의 귀갑문 구획선을 도면화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실

물과 같아져야 내부의 섬세한 문양작업이 가능하다. 개별문

양을 잘 그려도 이 과정에서 틀어지면 전체 복원도면은 실

물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1차로 전개도면을 제작하고 X선 조사를 실시하

여 표면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문양을 확인하였다. 

전개도의 외곽과 육각문 구획선을 실측한 이후 내부에 들

어갈 문양을 하나씩 육안으로 확인해가면서 투조선(透彫

線)과 조금선(彫金線)을 그려나갔다. 조금선은 고배율로 확

대하여 조금방향을 도면에 표시하여 제작과정에서 실물과 

같은 방향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에 귀갑문 내 각종 문

양은 각각의 개체를 수작업으로 완성한 후 스캔하여 일러

스트를 통해 투조선과 조금선, 조금방향을 구분하여 디지

털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각각의 문양을 귀갑

문 내부에 오려 넣어 전체 전개도를 완성하였다. 각 부분은 

여러 종류의 실측 도구를 이용하여 치수를 맞추는 방식으

로 완성도를 높였다.

2. 공정별 기술 복원

1) 외형 절단 및 투조

현대의 금속공예에서는 지류(紙類)에 도안을 그린 다

음 금속판에 붙여 투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곤 하는데 삼국

시대에도 그러했는지 알 수 없다. 혹은 동판 표면에 바로 그

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같은 도안을 가진 유물이 없는 점과 밑그림이 일

부 남았다고 하더라도 도금과 광쇠질 하는 과정에서 사라

도11.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에 사용한 투조끌(1.각종 투조끌, 2.투조끌 세부).

도12.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에 사용한 조금정과 감탕(1.조금정 평면, 2. 

 조금정 측면, 3.감탕소재인 송진ㆍ토분 및 감탕).



101  Lee Hyun-Sang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기술과 복원

졌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사비기 백제 은화관식에 밑그림을 은판 위에 바로 그린 흔

적이 남아 있는 점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도금이나 후

가공(後加工)을 하지 않아 남은 흔적이다. 

필자는 복원품을 제작하면서 유물과의 형태적인 유사

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복원도면을 동판에 부착한 다

음 금속용 가위로 외형을 절단하였다. 내부문양은 여러 종

류의 끌을 제작하여 문양을 하나씩 새기었다. 절단면이 거

친 부분은 줄질로 다듬어 주고 나무망치로 앞뒤를 두드려

가면서 투조를 완성하였다.

2) 조금

투조가 끝난 동판을 감탕10에 고정시키고 조금정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연속점무늬를 베풀며 조금하였다. 투

조를 하면 동판이 단단해져 열풀림 후 조금을 하게 된다. 

조금한 다음에도 소지금속이 단단해지므로 재차 열처리를 

하였다. 열처리 이후에는 동판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므로 

산 용액에 침적시킨 후 세척하여 다음 공정을 준비한다. 

금동신발의 표면에 다양한 문양이 조밀하게 시문되

어 있기 때문에 조금작업이 전체공정 가운데 가장 복잡하

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동판 표면에 이렇듯 

빼곡히 시문하는 이유는 문양을 돋보이게 하여 장식성을 

더하여 주는 효과도 있지만 아말감 도금과정에서 아말감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아말감이 골고루 펴지도록 해주

며 그 결과 도금이 더욱 잘되게 하는 장점도 있다. 

3) 성형

동판을 가공하여 입체로 만든 다음 문양을 투조하고 

조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투조 및 조금 공정 이후 

두드려서 신발 모양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쇠망치를 이용

하면 조금 문양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단단한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쇠모루에 대고 성형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금동신발을 복원제작 하고자 할 때 측판을 만

드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공정이다. 하연을 단면 ‘L’자 모

양으로 절곡함과 동시에 앞뒤축을 회전하는 과정에서 각진 

부분의 금속판이 갈라질 위험성이 있다.    

성형과정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모루이다. 특히 금동판

을 금동신발의 외형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구이다. 아직 금동신발용 모루는 출토된 바 없으나 광

주 신창동 저습지유적에서 신발제작에 사용된 나무신발의 

꼴이 발굴되었다.11 물론 이와 같은 목제품을 모루로 활용

하기는 어렵고 실제 작업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모루가 있

었을 것이다. 특히 금속판의 모서리를 두드려 각 접기를 하

거나 각 판을 고정하고자 한다면 금속제 모루가 필요하며  

도13.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품 성형과정(1ㆍ2.측판 하연 절곡).

10 송진과 토분을 1:1 혹은 6:4, 7:3의 비율로 섞어서 끓여주고 3~5%의 식물성 기름을 섞어서 만든다.

11 국립광주박물관, 1997,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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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에 사진으로 제시한 철제 모루 정도의 간단한 모루

만 있더라도 작업이 가능하다12.

4) 도금

(1) 도금 과정

동판에 아말감도금을 하려면 표면이 깨끗해야 한다. 오

염물질은 연마해서 제거할 수도 있지만 유기용제(有機溶劑)

도14.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품 도금과정(1.금분+수은, 2.순금아말감, 3.도금 후 외면, 4.도금 후 내면).

도15. 도금편 샘플 및 분석사진(1. 복원용 금동판 샘플, 2. 도복원용 금동판 샘플 단면-금속현미경, 3. 복원용 금동판 샘플 SEM 분석 결과).

표 2.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복원재료 샘플 EDS 분석 결과

도15 EDS 분석지점
Chemical Composition(wt%)

Au Cu Hg O Cl Si

복원용 
금동판 
SEM

① 금도금층 74.70 1.85 12.86 10.59 - -

② 금도금층 79.52 1.37 8.40 10.70 - -

③ 금도금층 71.95 7.23 9.48 11.34 - -

④ 내부 금속 - 79.19 - 20.31 0.17 0.33

12 이현상, 2011, 「한성시기 백제금동식리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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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침적시켜 세척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두껍고 용제에도 

녹지 않는 이물질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먼저 세척된 동판 위에 아말감을 골고루 발라준다. 아

말감은 도포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아말감끼리 뭉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열을 가하여 수은을 증발

시켜야 한다. 다음은 수은 증발 후 표면세척을 하고 광쇠로 

문질러 표면을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3회 진행하게 되면 

도금이 골고루 되면서 전체가 금빛을 띠게 되는데 빛깔은 

무광택의 순금 색깔이다. 그에 이어 광쇠질을 지속해주면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광택이 난다. 광쇠질을 통해 도금이 

밀착되고 거친 표면의 두께도 일정해진다.

(2) 도금편 분석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품 제작을 위해 일련의 공정

을 마친 금동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원래 금동신발과 

재료학적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금동판 샘플을 일부 채취

도17.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품 도금과정(1.금분+수은, 2.순금아말감, 3.도금 후 외면, 4.도금 후 내면).

도16. 정촌고분 금동신발 복원품 조립과정(1.신발등, 2.발목판과 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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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면을 노출하여 금속현미경과 SEM-EDS 분석을 실

시하였다. 단면 분석 결과 동판에 도금층이 비교적 균일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동판 두께는 약 400㎛ 내외이며 도

금층의 두께는 10㎛~17㎛ 로 측정되었다. 정촌 금동신발

과 비교하면 금동판의 두께는 유사하였으나 도금층의 두

께는 약간 두꺼웠다. 금동판 샘플의 SEM-EDS 분석 결과 

71~80wt% Au, 1~8wt% Cu, 8~13wt% Hg 등이 검출되었

다. 금동판 샘플은 정촌 금동신발보다 금 함량이 약간 높았

으며 구리 함량은 낮았다. 은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은이 

정촌 금동신발과 유사하게 검출되어 아말감 도금으로 인한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5) 조립

비철금속을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열을 가하지 않고 

조립하는 리벳기법과 열을 가해 땜질하는 기법이 있다. 이

중 금동신발의 경우 리벳기법이 사용된다. 각 부품을 조립

하기 이전에 도금을 완료해야만 일정한 도금층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점은 불상과 같은 주조품과는 다른 점이다. 도

금 이후 땜질을 하면 열을 높게 가한 부분의 도금층이 사

라지며 구리산화막이 생기게 되므로 도금 이후에는 높은 

열을 가하는 땜질 작업은 피하게 된다. 

금동신발의 부품은 각 짝별로 측판 2매, 바닥판과 사

면정, 용머리 장식, 발목판 2매로 구성된다. 먼저 양측판의 

발등 앞부분부터 결합하게 된다. 이후 용머리 장식을 결합

하고 양측판의 뒤축을 결합하여 신발의 기본 형태를 만든

다. 바닥판과 사면정은 별도로 하나씩 결합해서 완성한 이

후에 신발 안쪽으로 넣어 고정하게 되고 발목판은 제일 마

지막에 결합해야 바닥판을 결합하는데 문제가 없다. 발목

판은 앞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결합해 나간다. 발등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각 접기를 하고 두 판의 높이가 일정함을 

확인한 이후에 측면 아래쪽을 따라가며 결합해나가는 방식

을 사용했다. 발목 하연의 결합이 완료되면 두 판이 만나는 

상부 두 군데를 결합한다. 결합 이전에 충분히 부재간의 위

치를 맞추어보고 리벳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 리벳 결합 방

식은 가공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한번 실패

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점

에서 리벳 결합은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실

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출토 상황, 

제작기술 및 복원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금동신발은 백제 

금동신발의 여러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양측판을 앞뒤에서 결합한 점, 바닥에 사면정을 부착하고 

왼짝과 오른짝의 구분 없이 만들어진 점 등이다. 무령왕

릉 출토 금동신발과는 달리 투조와 조금기법 만으로 제작

되었다는 것 또한 이 금동신발의 특징이다. 발등에 부착

된 용머리 장식은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하게 이 신

발에만 있다.

금동신발의 복원과정은 유물의 과학적 분석, 실측 및 

전개도면 제작, 전통기법을 활용한 복원 제작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화재 원형복원은 이러한 공정을 준수해야만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하다. 실물의 세밀한 관찰과 특

징을 이해하고 제작기법의 분석과 재현 실험을 통해 고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금동신발의 양측면과 바닥판에는 귀갑문으로 구획된 

내면에 다양한 용봉문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전

체공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복원도면 작성이었다. 

그것을 토대로 투조, 조금, 성형, 도금, 조립의 과정을 거쳐 

복원품을 제작하였다. 도금과정에서는 전통도금기법인 아말

감도금을 진행하고 분석시편을 만들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물과의 유사도에 대해 점검하였다. 과학적 분석결과 금+

동+수은이 측정된 것으로 보아, 금동신발에 사용된 금가루

는 사금이 아닌 정련된 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말

감 도금은 총 3회에 걸쳐 도금과 광쇠질을 반복하였는데 금

의 두께가 실물에 비해 약간 두꺼운 결과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정촌 금동신발이 제작된 백제시대 당시에는 일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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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진 아말감을 2회 가량 도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촌 금동신발 복원 과정에서 백제 한성기 후반의 금

동신발의 외형적 특징, 제작기술의 이해와 더불어 백제시대 

당시의 원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복원된 결

과물이 백제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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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technology and restoration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ancient tombs in Jeongchon 
Village, Bogam-ri in Naju 

In 2013~2016, gilt-bronze shoes were excavated from the ancient tombs in Jeongchon Village located at 

Bogam-ri, Dasi-myeon in Naju. They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de in the late 5th or early 6th centuries. The 

gilt-bronze shoe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serve to explic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of Baekje and 

the local force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This study’s specific focus was the gilt-bronze shoes from the ancient tombs in Jeongchon Village. Based 

on the findings, a restoration drawing was designed and restored products were manufactured by considering 

metalwork techniques used to manufacture the original ones. At first, manufacturing techniques were tested by 

using a scientific analysis and visual observation. The manufacturing method, structures, and patterns of the 

gilt-bronze shoes were closely examined. Then, a design drawing of gilt-bronze shoes was created through field 

measurement and they were recreat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original form of the restored products 

were manufactured through cutting out the outward form, bore carving, engraving, molding, plating, and an 

assembly process. 

In the restorat ion process, th is study examined the formal character ist ics of g i lt-bronze shoes,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archetypes during Baekje’s late Hanseong era. Products restored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chievements for more easily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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