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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 청동 유물에서는 매장 환경 내 공존하는 복합적인 부식 인자로 인해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부식 생성물이 관찰

되며, 이러한 부식 생성물은 장기 부식의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처리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동 유물의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부식층 형성 과정 및 부식 생성물의 특성을 규명하고, 노출된 매

장 환경의 특성 및 내부 부식 인자와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청

동 유물을 합금비와 제작기법에 따라 분류 후, 표면·부식층·부식 생성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청동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과 부식층 형성 과정, 부식 생성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총 5점의 시료는 합금비 및 제작기법 분석 결과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Cu-Sn-

Pb합금으로 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Group 1은 내·외측 중 일부 또는 양측에 외부 부식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녹색 또는 청색으로 확인되었다. 소지 금속에서는 α상, α+δ상 선택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α+δ상 선택 부

식 후 빈 공간에 순도가 98% 이상인 Cu가 농축되어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Cu-Sn합금으로 열처리가 진행된 Group 2

는 외부 부식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표면이 어두운 황색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Group 1과는 다르게 소지 금속 내부에

서 α상 선택 부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일한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에서도 합금비 및 제작기법에 따라 부식층 형성과정 및 

부식 생성물의 형태와 색상, 금속이온 이동경로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 유물에서도 부

분적으로 서로 다른 부식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매장 환경 내 노출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

음을 뜻한다. 따라서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이라 하더라도 합금비, 제작기법, 노출 환경에 따라 부식 특성이 다

를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및 유물을 대상으로 한 부식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 유물의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장 환경에 따른 부식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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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동 유물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식이 발생하

고, 이에 따라 표면에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가진 부식 생

성물이 형성된다. 특히 청동 유물이 노출된 환경에는 여

러 가지 부식인자가 공존하고 있어 부식층 형성과정이 상

이하며, 다양한 부식 생성물이 관찰된다. 현재 청동 유물 

부식메커니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각각의 부식인자에 

의한 화학반응식을 기반으로 부식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 다양한 부식인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실제 출토 청동 

유물의 부식 특성을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

공부식실험을 통한 청동 유물의 부식 특성 연구가 발표되

었으나, 매장환경에서 일어나는 부식메커니즘을 재현하

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출토 청동 유물의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부식층 형

성과정 및 부식 생성물의 특성을 규명하고, 매장환경 내 

존재하는 부식인자와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동 유물의 부식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출토 

청동경과 세형동검에 대한 부식물의 형태 및 성분 분석을 

통해서 출토 청동 유물 부식에 대한 형태학적 고찰과 함

께 노출된 환경과의 관계, 이차구리 결정상 생성과 부식 

특성 등을 기존 이론들과 비교한 사례가 있다(이은우 외 

2013: 4~15). 또한 출토 청동 용기에 대해서 라만분광 분

석을 실시하여 원소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던 출토 청동 

유물 부식층의 미세 결정에 대해서 화합물 형태의 정보를 

획득하였으며(김범준·정광용 2015: 4~23) 서산 비경도 출

수 상평통보를 대상으로 혐기성 수중 매장 환경에서 형성

되는 부식 화합물 성분과 이에 따른 혐기성 부식의 특징

과 육상에서의 부식과의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김규빈·

정광용 2017: 167~179).

국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청동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 연구와 형태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

어 왔다. 광학 현미경, SEM-EDS을 이용하여 Cu2O와 

Raman spectroscopy로 확인이 힘들었던 SnO2의 존재

를 확인하였으며 구리의 용출로 인한 층위별 Cu-Sn 함

량 변화를 확인하였다(Omid Oudbashi et al. 2013). 광

학 현미경, SEM-EDS, XRD, Micro-raman spectroscopy

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생성물인 

nantokite(CuCl), copper trihydroxychlorides, copper 

oxides에 따라 3가지 유형의 부식층 모델을 제시하였으

며 고주석 생성 원인을 내부 산화뿐만 아니라 장기 매장 

상태에서 구리의 선택적 부식으로 생긴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Omid Oudbashi, 2015: 1133~1147).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내의 연구는 이

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식 메커니즘, 부식 특성을 실

제 유물의 분석을 통해 조사, 확인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국외에 비하여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식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성분, 제작기법, 매장 환경을 분류하여 진행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외에 매장된 청동 유

물의 구성 성분, 제작기법, 매장 환경 등이 국내와는 차이

가 있으므로 국내에 매장된 청동 유물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의 표면,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에 대해 종합적인 분

석을 실시하여 청동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과 부식층 형성 

과정, 부식 생성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매장 환경에서 부식된 청동 

유물의 부식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유적지인 세종 

봉안리 산12-3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유적에

서 출토된 청동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유적지에서

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3기, 백제시대 석축분 1기, 조선시

대 주거지 1기·토광묘 15기, 시대 미상 수혈 3기, 주혈 7기 

등 총 30기가 확인되었다((재)동방문화재연구원, 2016).

시료 선정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합 중 문화재 

원형 보존을 근거로 하여 발굴 당시 이미 파손된 편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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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없는 부위 또는 보존 처리 중 접합이나 복원이 불가한 

편 5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청동합 편 5점의 경우 표면 

상태와 색상에 따라 주요 특징이 확인되었다. 시료 No.1, 

No.4의 경우 표면에 거친 부식물이 관찰되며 표면 색상은 

녹색으로 확인되나 No.2은 표면 색상이 청색이며 부분적

으로 녹색이 확인된다. 반면에 시료 No.3, No.5의 경우 표

면이 매끈하며 주로 어두운 황색을 나타낸다(표 1).

2. 분석 방법

1) 표면 관찰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시료의 내·외 부분의 표

면 상태와 색도를 확인하였다. 표면 상태는 광학현미경

(SMZ-18, Nikon, Japan)으로 관찰하였다. 표면 색상을 수

치화하기 위해 색도계(CR-400, Minolta, JP)를 이용하여 3

회 측정 후 평균값을 구했다. 측정 조건은 표준 광원 D65

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면적은 직경 5㎜로 하였다.

2)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

마운팅된 시료를 에칭액(H2O:HCl:FeCl3 = 40:12:3)

에 짧은 시간 접촉시킨 후 광학현미경(EPIPHOT 200, 

NIKON, JP)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명시야

(Bright Field)를 이용하여 확대 관찰하였다. 미세조직 

관찰 후 시료를 gold-coating한 뒤 주사전자현미경(EM-

30AX, COXEM, KR)으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2차

전자상(Secondary Electron Image)으로 관찰하였으며 조

건은 가속전압 20kV, 작동거리 9~12mm, spot size 10~16

으로 설정하였다. 미세조직 관찰 시 제작 기술을 이해하

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바탕 조직, 개재물 및 부식 

생성물 등을 에너지분산형 X선분광기(X-stream2 SDD, 

Oxford Instrument,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조

건은 가속전압 20kV, 작동거리 9~12mm, spot size 10~16, 

분석 시간은 100s로 설정하였다.

3) 층위별 형태 관찰 및 성분 분석

마운팅된 시료를 에칭을 진행하지 않고 광학현미경

(EPIPHOT 200, NIKON, Japan)으로 층위를 확인하고자 

암시야(Dark Fiel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부식 층위 

관찰 후 시료를 gold-coating한 뒤 주사전자현미경(EM-

30AX, COXEM, KR)으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후

방산란전자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으로 관찰하

였으며 조건은 가속전압 20kV, 작동거리 9~12mm, spot 

size 10~16으로 설정하였다. 부식 층위별 부식 생성물

은 에너지분산형 X선분광기로(X-stream2 SDD, Oxford 

Instrument, UK)분석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표 1 분석 대상 시료 (세종 봉안리 유적 출토 청동합 5점)

외측면

내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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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V, 작동거리 9~12mm, spot size 10~16, 분석 시간은 

100s로 설정하였다. 또한 층위별 원소의 분포를 확인하

고자 에너지분산형 X선분광기(X-stream2 SDD, Oxford 

Instrument, UK)의 Mapping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원소 

Mapping의 분석 조건은 frame당 1,000㎲의 dwell time을 

정하여 총 10 frame 분석하였다.

4) 부식 생성물 결정 구조 분석

마운팅된 시료를 에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

서 라만분광분석기(LabRam ARAMIS, Horiba Jobin 

Yvon, FRA)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조건은 

Nd:YAG Laser 532㎚를 이용하였으며 강도는 30mW로 

설정하고 필터는 D1(10%)을 사용하였다. 광원의 강도가 

너무 높을 경우 분석 대상의 결정화 정도의 변화 또는 손

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출 시간은 시료 상태에 따라 

60s~240s로 변화를 주었으며 측정 범위는 100~4000㎝-1

로 설정하였다. 또한 누적 분석 횟수가 반복될수록 데이

터의 노이즈가 감소하지만 시료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3회로 고정하였으며 측정 및 분석 조건 변경 시 

Silicon 샘플을 이용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대상을 100배율로 확대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ole : 300, Slit : 300, grating : 1800 조건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추가적으로 보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The 

RRRUFF™ Project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합금비 및 제작기법

분석 대상 청동 유물 5점은 합금비 및 제작기법을 기

준으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표 3). Group 1은 

Cu-Sn-Pb 삼원계 합금으로 약 65:20:15의 조성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세 조직 관찰 결과 α상과 α+δ상 등

이 관찰되며, 주조 공정 후 별도의 열처리 및 단조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Group 2는 방짜유기의 합금

비와 유사한 78:22으로 조성된 Cu-Sn 이원계 합금으로 마

르텐사이트 조직 및 쌍정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주조 

후 열처리 및 단조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된다(표 2). 아래

의 〈표 2〉는 각각의 Group을 대표하는 결과 값이며, 광학

현미경 이미지와 SEM 이미지는 동일 부분을 나타낸다.

2.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 분석

1) 표면 관찰

Group 1은 표면 내·외측 중 양측 또는 일부에 거친 

표 2 Group 1, Group 2의 합금비 및 제작기법

Group 1

OM SEM

시료No/분석위치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As Fe S

시료No.4/#1 65.51 23.53 14.34 1.35 0.11 0.04

Group 2

OM SEM

시료No/분석위치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As Fe S

시료No.3/#1 74.83 24.99 0.04 - 0.10 0.04

표 3 연구 대상 분류

구분 시료명 특징 출토지

Group 1

No.1
표면 색상이 녹색이며 외부 부식물이 

양측면에 존재

세종 봉안리

No.2
표면 색상이 녹색과 청색이며 외부 부

식물이 내측면에 존재

No.4
표면 색상이 녹색이며 외부 부식물이 

외측면에 존재

Group 2
No.3

표면 색상이 황색이며 외부 부식물이 

존재하지 않음

No.5
표면 색상이 황색이며 외부 부식물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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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부식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표면이 녹색, 청색으로 

관찰된다. Group 2는 Group 1에 비해 외부 부식층이 형

성되지 않으며 표면이 어두운 황색으로 관찰된다(표 4).

2) 층위별 관찰 및 성분 분석

Group 1의 외측면과 내측면 외부 부식층은 녹색 또

는 청색으로 관찰되며 EDS 분석 결과 Cu와 O가 주성분

으로 검출되었다. 내부 부식층은 백색+녹색으로 관찰되

며, EDS 분석 결과 Cu, Sn, O가 검출되었다. 적색으로 확

인되는 외측면 내부 부식층 Point2의 EDS 분석 결과, Cu

와 O가 주성분으로 Cu가 75.5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확인된다(표 5, 6). 그러나 외측면 또는 내측면 중 

외부 부식층이 관찰되지 않고 내부 부식층이 존재하는 

No.2의 경우도 확인되었다(표 8, 9). 소지금속에서는 α상 

선택 부식 또는 α+δ상 선택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되

었고, α+δ상 선택 부식이 진행된 일부 빈 공간에 순도가 

98% 이상인 Cu가 농축되어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표 

5, 8, 11).

시료 No.1 Mapping 원소 중 가장 두드러지는 원소

는 Cu, Sn, Pb, O로 확인된다. 소지금속을 중심으로 Cu가 

표 4 표면 부식층 현미경관찰 및 색도측정

Group 1

구분 색도값 외측면 색도값 내측면

No.1

L 42.02 L 43.52

a* -10.03 a* -6.25

b* 4.19 b* 2.30

No.2

L 41.35 L 37.41

a* -8.42 a* -4.11

b* 2.92 b* -7.22

Group 2

구분 색도값 외측면 색도값 내측면

No.3

L 41.27 L 41.26

a* -0.19 a* -0.63

b* 7.68 b* 7.01

표 5 Group 1의 층위 및 소지부 관찰 - No.1

부식층 관찰 소지금속 관찰

표 6 Group 1의 층위별 성분 분석 관찰 - No.1 

층위별 성분 분석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60.81  0.09  2.02 0.22 0.18 0.04 36.62 - 0.03

2 75.51  0.48  0.78 0.78 0.82 0.59 20.95 - 0.09

3 34.44 27.11 10.57 1.55 0.13 0.04 25.09 - 0.07

4 54.36 15.74 10.54 0.42 0.07 0.28 18.47 - 0.12

5 25.67 35.23 12.22 1.72 0.13 0.04 24.72 - 0.26

6 57.67  0.10  1.66 1.33 1.22 0.01 37.85 - 0.15

7 48.98  0.35  2.27 4.40 3.83 0.03 39.84 - 0.31

8 60.29  0.10  2.37 0.61 0.62 0.04 35.96 - 0.01

표 7 Group 1의 층위 원소 Mapping - No.1

원소 Mapping

Cu Sn

Pb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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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경계 외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산소와 결합하여 

외부 부식층을 구성하고 있다. Sn의 경우 양측 경계 내부

에 집중 분포되어 고주석의 내부 부식층을 구성하고 있으

며 Pb의 경우 편석의 형태로 소지금속 내부에 분포가 되

어 있음이 확인된다(표 7). 그러나 시료 No.2의 경우 Sn

이 외측면 경계 내부에 집중 분포되어 고주석의 내부 부

식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내측면 경계에도 

일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표 10).

No.2 내측면의 녹색 및 청색 외부 부식층에 대

하여 라만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The 

RRRUFF™ Project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녹색 외부 부

식층은 Malachite(Cu2(OH)2CO3)로, 청색 외부 부식층은 

Azurite(Cu3(CO3)3(OH)2)로 확인된다(표 12, 13).

Group 2는 외측면과 내측면에 외부 부식층은 관찰

표 8 Group 1의 층위 및 소지부 관찰 - No.2

부식층 관찰 소지금속 관찰

표 9 Group 1의 층위별 성분 분석 관찰 - No.2 

층위별 성분 분석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34.50 27.10 11.85 1.63 0.15 - 24.53 - 0.25

2 75.22 10.79 11.96 0.02 0.06 -  1.88 - 0.08

3 35.82 20.97 14.30 1.64 0.06 0.12 26.87 - 0.21

4 57.84  0.04  3.69 0.06 0.04 0.04 38.27 - 0.01

5 58.09  0.05  3.44 0.04 0.06 0.03 38.27 - 0.01

6 52.90  0.07  1.69 2.30 1.94 0.05 40.84 - 0.20

표 10 Group 1의 층위 원소 Mapping - No.2

원소 Mapping

Cu Sn

Pb O

표 11 Group 1의 공통 특징 – 이차구리상 생성 

Group 1의 공통 특징 - 이차구리상 생성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1 98.01 1.28 0.71

표 12 부식 생성물 결정 구조 특징 – Malachite

Raman spectra - Malachite

부식층 관찰 세부 분석 위치(A-1)

Malachite Raman spectra A-1 Raman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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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내부 부식층은 백색+녹색으로 관찰되며 

EDS 분석 결과 Sn, O가 주성분으로 확인된다. 녹색으로 

관찰되는 부식물은 Point2의 EDS 분석 결과 Sn이 65.49%

로 고주석 부식물로 확인된다. 또한 Group 1과는 다르게 

외부 부식층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소지금속 내부에서 α

상 선택 부식이 확인되었다(표 14, 15).

Mapping 원소 중 가장 두드러지는 원소는 Cu, Sn, O

로 확인하였다. 소지금속을 중심으로 Cu가 집중 분포되

어 있으며 Sn의 경우 외측면, 내측면 경계 및 내부에 집중 

분포되어 고주석의 내부 부식층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표 16).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 출토지의 청동 유물을 대상으로 

표면,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

시하여 해당 유적 청동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과 부식층 

형성 과정, 부식 생성물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7).

1. Cu-Sn-Pb의 삼원계 합금이며 고온에서의 열처

리 및 단조가 수행되지 않은 Group 1의 경우 유물 표면

에 거친 외부 부식층이 관찰되며 표면 색상은 녹색 또

는 청색을 나타낸다. 이는 탈구리 현상으로 인하여 외부

로 이동한 Cu가 외부 매장 환경의 O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No.2에서 녹색과 청색의 거친 외부 부

식층이 동시에 관찰되는데 녹색의 거친 외부 부식층은 

Cu 57.84%, O 38.27%로 검출되며 라만분광분석 결과 

Malachite(Cu2(OH)2CO3), 청색의 거친 외부 부식층은 

Cu 52.90%, O 40.84%로 검출되며 라만분광분석 결과 

Azurite(Cu3(CO3)3(OH)2)로 확인되나 The RRRUFFTM 

Project의 데이터와 일부 Raman Intensity의 차이가 확인

표 13 부식 생성물 결정 구조 특징 – Azurite

Raman spectra - Azurite

부식층 관찰 세부 분석 위치(A-2)

Azurite Raman spectra A-2 Raman spectra

표 14 Group 2의 층위 및 소지부 관찰

부식층 관찰 소지금속 관찰

표 15 Group 2의 층위별 성분 분석 관찰

층위별 성분 분석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8.46 62.04 0.07 2.09 0.59 0.09 26.14 - 0.52

2 11.52 65.49 - 2.50 0.06 0.09 19.79 - 0.55

3 73.99 24.41 - - 0.04 0.02  1.33 - 0.21

4 23.89 47.62 0.21 2.29 0.05 0.21 25.32 - 0.41

5 10.62 66.08 - 2.38 0.02 0.11 20.22 - 0.56

표 16 Group 2의 층위 원소 Mapping - No.5

원소 Mapping

Cu S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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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직에서는 α상 선택 부식과 α+δ상 선택 부식이 

확인되었다. No.2의 경우 외측면과 내측면이 각각 α상 선

택 부식, α+δ상 선택 부식으로 동일 유물 내에서 상이한 

부식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α상 선택 부식은 산화 환

경, α+δ상 선택 부식은 환원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이은

우 외 2013: 4~15)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하여 매장 당시 

청동합의 양측면이 상이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부 부식층이 존재하는 측면에 α+δ상 선

택 부식이 확인되는데 이는 외부 부식층이 치밀하게 형성

되어 환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나타나는 부식 특성으로 

추정된다.

Group 1에서 이차구리상의 생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Cu가 이온화되어 이동하다가 환원환경이 조성되어 

특정 장소(Pb 편석 또는 α+δ상 선택 부식 후 빈 공간)에 

농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하여 매장 청동 유물의 

성분 함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2. Cu-Sn의 이원계 합금이며 열처리 및 단조 작업을 

수행한 Group 2의 경우 유물 표면이 매끈하였으며 표면 

색상은 어두운 황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탈주석 현상

으로 외부로 이동한 Sn이 외부 매장 환경의 O와 결합하

여 생성된 고주석 부식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주

석 부식층은 낮은 pH와 높은 환원 환경을 제외, 넓은 구

역에서 부동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물을 외부 인자로부

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조직에서는 α상 선택 부식만이 관찰된다. 이는 

Cu-Sn 이원합금의 경우 Sn 함량이 10% 이하이거나 열처

리를 통해 주조 후 급랭시킬 경우 δ상 형성되지 않아 α상 

선택 부식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조 → 열처

리 과정을 거쳐 제작된 이원계 합금(Cu-Sn)의 특징적인 

부식 형태로 판단된다.

3. Group 1과 Group 2를 종합하면 동일한 유적지에

서 출토된 청동 유물이라도 합금비, 제작기법 및 미시적

인 노출 환경(산화/환원)에 따라 다양한 부식 양상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경향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종 봉안리 출토 청동합에 대하여 합금

비, 제작기법에 따른 부식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매장환경 내 수분 및 용존산소, 염소이온의 

농도 및 산성도 등의 미시적인 환경요인에 따라 부식메커

니즘의 다양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특정 지역 및 유물을 대상으로 한 부식 특성

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여러 지역에서 출토

되는 청동 유물의 부식층 및 부식 생성물 특성에 대한 연

구를 통해 매장환경에 따른 부식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출토 청동 유물의 부식 특성

Group
시료
No.

부식 형태

표면  
색상

외부  
부식층

선택  
부식

이차구리상  
생성

금속이온 
경로

1

No.1 녹색
○

(양측면)

α상 

(양측면)

α+δ상 

(양측면)

○

(α+δ상)

Cu 

(양측외부)

Sn 

(양측내부)

No.2 녹색+청색
○

(내측면)

α상 

(외측면)

α+δ상 

(내측면)

○

(α+δ상)

Cu 

(내측외부)

Sn 

(외측내부집중)

No.4 녹색
○

(외측면)

α상 

(내측면)

α+δ상 

(외측면)

○

(α+δ상)

Cu 

(외측외부)

Sn 

(내측외부집중)

2
No.3 황색 × α상 × Sn(양측내부)

No.5 흑색 × α상 × Sn(양측내부)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연구지원 “부식 환경에 따른 청동 유물의 부식 메커니즘 및 부식 생성물 특성”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행정 및 재정

적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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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Characteristics of Excavated Bronze 
Artifacts According to Corrosion Environment

In excavated bronze artifacts, corrosion products of  various shapes and colors are observed due to multiple 

corrosion factors coexisting in the burial environment, and these corrosion products can constitute important data 

not only in terms of  long-term corrosion-related information, but also in connection with preservation of  artifacts. 

As such, scientific analysis is being carried out on the corrosion layer and corrosion products of  bronze artifacts, and 

the corrosion mechan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rosion products elucidated, which is essential for interpreting 

the exposed burial environ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corrosion factors inside the bur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after classifying excavated bronze artifacts according to alloy ratio and fabrication techniqu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urface of  corrosion artifacts, corrosion layer, and corrosion product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rrosion mechanism, formation process of  the corrosion layer, and characteristics of  corrosion products.

The study designated two groups according to alloy ratio and fabrication technique. In Group 1, which involved 

a Cu-Sn-Pb alloy and had no heat treatment, the surface was rough and external corrosion layers were formed on 

a part, or both sides,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the surface was observed as being green or blue. α+δ phase 

selection corrosion was found in the metal and some were found to be concentrated in an empty space with a purity 

of  95 percent or more after α+δ phase corrosion. The Cu-Sn alloy and heat-treated Group 2 formed a smooth 

surface with no external corrosion layer, and a dark yellow surface was observed. In addition, no external corrosion 

layer was observed, unlike Group 1, and α corrosion was found inside the metal.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bronze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same site differ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formation of  the corrosion layer, the shape and color of  the corrosion products, and the metal ion 

migration path, depending on the alloy ratio and fabrication technique. They also exhibited different corrosion 

characteristics in the same material, which means that different forms of  corrosion can occur depending on the 

exposure environment in the burial setting. Therefore, even bronze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same site will have 

different corrosion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alloy ratio, fabrication technique, and exposure environment. 

The study shows one aspect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in specific areas and objects; further study of  corrosion 

mechanisms in accordance with burial conditions will be required through analysis of  the corrosive layer and corrosive 

product characteristics of  bronze artifacts from variou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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