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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석릉(石陵)에서 출토된 자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금구자기(金釦瓷器)임을 밝히고, 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하한(1237)년도가 명확한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를 부각시키고, 한정

적이었던 금구자기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석릉 발굴 조사 결과, 석실 내부에서 청자, 금・청동・철제품 등 다양한 유물을 수습하

였다. 청자는 총 160점이 확인되었는데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잔탁 등이다. 이 중 구연에 금속 테가 확인되는 청자는 잔

편까지 포함하면 총 58점으로, 기종은 대접, 접시, 뚜껑, 잔탁 등으로 다양하다. 기존의 여러 전시와 논문을 통해 알려진 

석릉 출토 금구자기는 <청자양각국화문대접> 1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의 금구자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금구장식은 전세품과 출토품을 통해 상급의 품질을 지닌 청자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그러나 석릉 출토품을 통해 금구자기에는 다양한 기종과 품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석릉에서 출토된 58점의 금구자기 중 12점을 선별하여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구장식에 사용된 주

성분은 주석(Sn)으로 파악되었으며 미량의 구리(Cu), 납(Pb) 등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구장식을 접착한 물

질은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로 하는 교(膠)로 확인된다. 석릉 출토 금구자기는 파주 혜음원지 출토품의 성분과 동

일하게 확인되는데, 당시 금구자기의 제작 기법을 명의 송응성(宋應星)이 저술한 『천공개물(天工開物)』을 통해 추정하였

다. 주석은 은백색의 광택과 잘 변색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청자 구연에 부착하였던 것

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주석, 구리 등의 금속은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 

당시 금속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이 한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구자기의 사용은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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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희종(熙宗, 재위 1204~1237)은 고려 제21대 왕으로 

1204년 무인 집권자였던 최충헌에 의해 옹립되었다. 1211

년에는 내시 왕준명 등과 함께 최충헌을 죽이려다 실패하

였고,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이후 교동현, 개경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귀양 생활을 하였고, 1227년에는 

복위의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최우에 의해 교동 법천정사

(法天精舍)로 옮겨지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후 

1237년에 훙서(薨逝)하여 이듬해 10월 석릉(碩陵)1에 장

사를 지냈다.2 이 무덤은 현재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에 소

재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3, 『여조왕릉

등록(麗朝王陵謄錄)』4 등의 기록을 통해 이미 도굴이 된 

것으로 보인다. 1916년의 조사 기록에도 ‘근년에 도굴이 

되었다’는 짧은 기록이 있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굴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후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

소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석릉은 8각의 호석이 

있는 횡구식 석실로, 내부에서는 금속 공예품, 청자, 동전 

1 고려 21대 희종의 능

2 『高麗史』 卷21, 世家 卷第21, 熙宗 7年 12月 癸卯.

3 『太宗實錄』 卷11 太宗6年 3月 24日 5번째 기사; 『肅宗實錄』 卷51 肅宗38年 6月 4日 1번째 기사; 『英祖實錄』 卷13 英祖3年 10月 21日 3번째 기사; 『正祖實錄』 

卷35 正祖16年 9月 7日 3번째 기사; 『純祖實錄』 卷26 純祖23年 3月 3日 1번째기사; 『高宗實錄』 卷4 高宗4年 5月 7日 6번째 기사; 卷47 高宗43年 12月 11日 

3번째 기사.

4 『麗朝王陵謄錄』 顯宗13年 正月 20日.

5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江華 碩陵』, pp.41~53.

6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2007, 『발굴에서 전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2008, 『고려 왕실의 도자기』; 강화역사박물관, 2017, 『고려시대 임시수도 강화』. 

7 윤도영은 금구는 기물의 구연부와 저부를 포함한 가장자리나 동체 외면을 금속으로 보강 또는 장식하는 것을 지칭하는 기법이라고 하였으며, 금구의 시작은 후

한(後漢)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釦, 金飾器口’라고 하였다. 북송대 이방(李昉)이 편찬한 『태평어람(太平御覽)』에는 구(釦)에 대해 금(金)을 사용하

여 기물을 장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윤도영, 2015, 「10~13세기 중국과 고려의 金釦瓷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p.4~10. 

8 국립중앙박물관, 2008, 앞의 책, p.35.

9 윤도영, 2015, 앞의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도영, 2017, 「10~13세기 중국 및 고려의 金釦瓷器 제작과 전개 양상」, 『미술사학연구』

296, 한국미술사학회, pp.33~64.

10 서정호, 2006, 「파주 혜음원지 출토 청자 金屬付 유물분석」,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Ⅰ)』; 변성문, 2008, 「도자기 구연에 부착된 금속 테두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신안해저 출토 도자기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성문・황현성, 2008, 「청백자인각화훼문은구완과 백자은구대접의 금

속 테두리 재질 성분 및 제작방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9, 국립중앙박물관; 양필승, 2014, 「陶磁器 修理復元 事例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필자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강도江都, 고려왕릉展』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석릉 출토 청자들을 살펴보았고, 금속 테를 두른 청자의 흔적을 

다수 확인하였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연구실에 분석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를 소개한 바 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인천시립박물관, 2018, 

『江都, 고려왕릉展』, pp.69~70.

등의 부장품이 확인되었다.5 출토된 청자는 『고려사(高麗

史)』 기록을 근거로 1237년의 하한연도를 지니고 있어 고

려 중기 청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석릉 출토 청자는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으며,6 이러한 과정에서 ‘금

구자기(金釦瓷器)’7의 존재가 인지되었다. 국립중앙박물

관에서 펴낸 『고려왕실의 도자기』에는 석릉에서 출토된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구연에 금속 테를 둘렀을 

가능성이 처음 언급되었다.8 이후 금구자기의 도입 과정 

및 제작 시기를 추정한 연구가 진행되었다.9 과학적 분석

을 통해 구연에 씌운 금속의 재질과 접착제 성분을 발표

한 연구도 있었다.10 이러한 연구들은 금구자기의 개념, 

특징,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

『강도江都, 고려왕릉展』을 통해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

기가 여러 점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일부 분석하여 그 결

과를 소개하였다.11 하지만 도록의 편집상 한 점의 금구자

기만 간략히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는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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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년도가 명확한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의 현황

을 공유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한정적이었던 금구자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석릉 출토 금구자기(金釦瓷器)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석릉 발굴 조사 결과, 석실 내부에서 청자, 금속·청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앞의 보고서, p.63.

동 제품, 관정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청자의 수량

은 총 160점으로 기종은 대접, 접시, 잔, 잔탁 등이 확인된

다.12 이 중 구연에 금속 테가 확인되는 청자는 잔편까지 

포함하면 총 58점이다. 기종은 대접, 접시, 뚜껑, 잔탁 등

으로 다양하다(표 1). 이번 장에서는 석릉 출토 금구자기

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문 종류와 번조 방법 등을 전반적

으로 소개하여 양식적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

어 문헌 기록을 통해 금구자기의 도입 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희종 석릉 출토 금구자기 현황

연번 유물명(*분석 대상) 시문 기법 문양 번조 받침 높이(cm) 보고서 번호

1 청자연판문대접* 양각 연판문 규석 8.3 115-1

2 청자연판문대접* 양각 연판문 규석 7.9 115-2

3 청자국화당초문대접* 압출양각 국화당초문 규석 5.8 116-2

4 청자연판문대접 구연부편 양각 연판문 - 4.5 117-2

5 청자연판문대접 구연부편 양각 연판문 - 3.5 117-3

6 청자연판문대접 구연부편 양각 연판문 - 5 117-4

7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화문 규석 3.5 118-1

8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화문 규석 3.1 118-3

9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화문 - 3.6 119-1

10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화문 규석 3.9 119-3

11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5 120-1

12 청자접시 구연부편 - - - 4.3 120-3

13 청자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3.1 120-4

14 청자접시 구연부편 - - - 3.5 120-5

15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7 121-1

16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4 121-3

17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5 121-4

18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국화문 - 3.5 121-5

19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2.6 122-1

20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2.2 122-2

21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8 122-3

22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2.8 122-4

23 청자평저접시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3 122-5

24 청자평저접시 - - - 4.1 122-6

25 청자평저접시 - - - 2.9 122-7

26 청자평저접시 - - - 3.1 122-8

27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3.4 123-2

28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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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양각연판문대접>은 2점이 확인되는데, 동체

가 둥그스름하고 구연은 내만하는 형태이다(그림 1). 내

저에는 약 4cm 정도의 원각이 있다. 구연에는 0.4~0.5cm

의 금속 테의 흔적이 확인되며, 규석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면에는 문양이 없고, 외면에는 이중 연판문을 양각하였

다. 연판문은 중앙 부분이 도톰하게 튀어 나왔으며, 연판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江華 高麗王陵』, p.361의 도면1.

14 국립중앙박물관, 1997,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p.67의 도면.

문 안에는 세로의 음각선으로 잎맥을 표현하였다. 이와 

유사한 기형은 강진 삼흥리 요지와 태안 마도 1호선 출수

품에서 확인된다(그림 2, 3). 문양은 능내리석실13, 강진 

삼흥리, 용운리 10호-Ⅱ층(‘나’유형) 요지14 등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다. 마도 1호선은 목간 자료를 통해 1207~1208

년 사이에 현재 전라남도 지역인 수령현(遂寧縣), 죽산현

연번 유물명(*분석 대상) 시문 기법 문양 번조 받침 높이(cm) 보고서 번호

29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3.6 123-6

30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여의두문 - 3.4 123-7

31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3.2 123-8

32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4 123-9

33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국화당초문 - 2.3 123-10

34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3.3 124-1

35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1.8 124-6

36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2.9 124-10

37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2.5 125-1

38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2.8 125-5

39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3.5 125-7

40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2 125-8

41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0 125-9

42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8 126-3

43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1.5 126-4

44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2 126-8

45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압출양각 인동당초문 - 2.0 126-9

46 청자평저접시 구연부편 - - - 2.3 126-11

47 청자화형접시* 압출양각, 상감 국화문, 화문 규석 3.5 129-1

48 청자화형접시* 압출양각, 상감 국화문, 화문 - 2.1 129-2

49 청자화형접시* 압출양각, 상감 국화문, 화문 - 2.4 129-3

50 청자화형접시 압출양각, 상감 국화문, 화문 - 2.2 130-1

51 청자접시* 철・백화 국화문 모래 2.9 132-1

52 청자접시 음각 원권문 모래 2.8 132-3

53 청자접시 - - 모래 3.1 133-1

54 청자접시 음각 원권문 모래 3.0 134-1

55 청자잔탁* - - 모래 4.8 137-1

56 청자잔탁* - - 모래 5.1 137-2

57 청자잔탁 - - - 1.5 137-3

58 청자잔 뚜껑* - - 규석 4.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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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竹山縣), 회진현(會津縣)에서 출발한 것으로 밝혀졌으

며,15 용운리 10호-Ⅱ층(‘나’유형) 요지는 12세기 중반에서 

13세기 중반에 요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를 통

해 <청자양각연판문대접>은 12세기에서 1237년 사이에 

제작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제작된 연판문의 양상을 짐

작케 한다.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은 측사면이 살짝 벌

어진 형태이다(사진 1). 대접 내면에 압출 양각된 국화당

초문(菊花唐草文)이 있고, 외면에는 무늬가 없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유색은 밝은 비색을 띠고 있다. 규석을 받

쳐 번조하여 상급의 청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구연에는 

0.4cm 정도의 금속 테 흔적이 확인된다. 굽 안 바닥에는 

‘○’의 부호가 새겨져 있다. 이 부호는 제작지 또는 제작자

를 표기한 것으로 강진 사당리 8·23·27호 가마터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특징적이다(사진 2).17 동일 부호가 새겨진 

청자는 개성 만월대, 경주 불국사 등 상류층이 사용하는 

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p.599.

16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硏究』231, 韓國美術史學會, pp.77~100.

17 한성욱, 2007, 「高麗 陰刻‘〇’文과‘◉’文靑瓷의 硏究」, 『고문화』7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138-149.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보고서Ⅰ』, p.478의 395번 유물.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앞의 보고서, p.155.

20 석릉에서 출토된 청자평저접시의 수량은 총 40점인데, 5cm 미만의 잔편들이 다수를 이룬다. 동일한 개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색과 태토를 관찰해 본 결과, 서로 

접합되지 않는 동일한 개체가 최소 4점 이상으로 확인된다. 

21 파주 혜음원지는 고려 왕실 후원으로 세워진 숙박 기관으로 『동문선(東文選)』의 「혜음사신창기(惠陰寺新創記)」에 따르면 1120년에 공사를 하여 1122년 2월에 

완공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13세기 중반 이후 쇠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청자를 비교 검토한 결과, 상한을 12세기 전반으로, 하

한은 13세기 중반으로 파악된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6,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차~4차-(Ⅰ)』, pp.365-367.

건물지에서 주로 출토가 되어 상위 계층에서 주로 사용했

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18

청자접시는 문양과 구연, 굽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2).19 Ⅰ유형은 굽이 없는 평저형으

로 석릉 출토 청자접시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20 

<청자평저접시>의 구연은 살짝 외반되는 형태이다. 외

면에는 문양이 없으며, 내면에는 압출 양각 기법으로 문

양이 장식되어 있다. 문양은 2가지가 확인된다. 첫 번째

는 구연부 내면에 인동당초문(忍冬唐草文)이 있고, 바닥 

가장자리에 여의두문을 촘촘히 장식하였다. 그 중앙에는 

이중원권문과 국화로 추정되는 꽃이 희미하게 보인다. 

동일한 기종과 문양이 시문된 자기는 파주 혜음원지에서 

확인된다.21 혜음원지 조사 당시 4단 남쪽 수로에서 7점의 

그림 3  <청자양각연판문대접>, 태안 마도 1호선 출수.

그림 1  <청자양각연판문대접>, 

희종 석릉 출토.

그림 2  <청자양각연판문대접>, 

강진 삼흥리 요지 출토.

사진 2  <청자양각연판문접시>, 강진 사당리 23호 요지 출토,  

고려청자박물관 소장.

사진 1 <청자양각국화당초문대접>, 희종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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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구자기가 출토되었는데, 접시 1점의 형태와 문양이 석

릉 출토 <청자양각인동당초문접시>와 유사하여 주목된

다(사진 3, 4).22 또한 동일한 접시 형태와 문양이 명종(明

宗) 지릉(智陵, 1202·1255년 하한)(사진5), 보령 원산도

(13세기 전반),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서 출토된 바 있는

데, 모두 규석 받침을 사용하여 고급 기종으로 분류된다.

석릉 출토 청자평저접시에서 확인되는 두 번째 문양

은 인동당초문과 여의두문 없이 이중원권문과 꽃만 장식

되어 있는 것이다. 대부분 규석 받침을 받쳐 번조하였으

며, 구연부 내·외면에는 금속 테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

인다. 일부 잔편의 경우, 현미경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유사한 기종과 문양은 부안 유천리 도요지에서 출토된 사

례가 있다.23

Ⅱ유형은 <청자화형접시>로 구연부가 수평으로 

2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차~4차-(Ⅱ)』, p.523의 24번 유물.

23 국립중앙박물관, 2011,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p.59의 78번 유물.

2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 窯址發掘』, p.6의 도판; 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扶安郡, 2001, 『扶安 柳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p.7의 도판. 

벌어지는 전으로 제작된 형태이다. 내·외면 모두 도범을 

사용하여 그릇 자체를 꽃모양으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압출 양각 기법으로 간략한 국화꽃이 장식되어 있다. 내

면 바닥에는 문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다. 외면에는 상감 기법을 활용해 꽃을 시문

하였다. 금속 띠는 전 상면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출토된 

청자화형접시 중, 전에 당초문이 상감 기법으로 장식된 

접시에는 금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상감 기법을 통

한 장식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유형의 청자접시는 내저면은 편평하며, 측사면은 

저부에서 사선으로 완만하게 뻗어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를 지닌다. 구연 내면에는 금속 테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문양은 원권문과 국화문이 확인된

다. 국화문은 접시의 내면에 철·백화 기법으로 표현하였는

데, 동일한 문양 패턴을 보이는 사례가 부안 진서리 18호, 

유천리 7구역 요지 출토품에서 확인된다.24 부안지역의 도

요지에서는 상감, 압출 양각, 음각, 철·백화 등 다양한 기법

의 청자가 함께 생산되고 있어 석릉 축조 당시 매납된 도

자기들이 부안 일대에서 공급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진 3  <청자양각인동당초문접시>, 

희종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 4  <청자양각인동당초문접시>, 

파주 혜음원지 출토,  

한백문화재연구원 소장.

사진 5  <청자양각인동당초문접시>, 명종 지릉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표 2 희종 석릉 출토 접시 유형과 문양

유형 도면 문양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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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잔탁>은 2점이 확인되는데, 잔좌(盞座)와 전 

일부가 결실되었다(사진 6). 금속 테는 잔좌와 전 말단부

에서 확인된다. 잔좌는 오목하며 내면이 뚫려있는 형태

이다. 문양은 없으며, 굽에 모래를 받쳐 구웠다. 잔좌와 

몸체를 따로 만들어 접합해 완성한 것으로 석릉에서 출토

된 다른 매납품에 비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동일한 

형태와 제작 방식을 보이는 잔탁은 강진 사당리 117번지 

일원의 ‛가’ 구역(사진 7)과 23호 요지에서 수습된 바 있

다.25 보통 잔탁과 잔이 세트임을 감안하면, 석릉 매납품 

중에도 잔탁에 올리는 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뚜껑>은 윗면이 완만히 옆으로 벌어지고, 기

측선이 둥글게 내려온 후 꺾여 전을 이루는 뚜껑이다. 금

속 테는 전의 내·외면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어 전을 전

체적으로 감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 테는 외면 

0.9cm, 내면 0.6cm 너비로 남아있다. 내면에는 잔을 고

일 수 있도록 내만하는 드림부를 두었다. 손잡이는 연봉

오리 형태이며, 뚜껑 안 바닥에 적색 내화토빚음 받침을 

25 국립중앙박물관, 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 p.257의 561번 유물. 

2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pp.179-183의 43-47번 유물.

27 윤도영, 2015, 앞의 논문, p.64의 표 16.

2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앞의 보고서, pp.147-164.

받쳐 구웠다. 그 형태로 보아 함께 출토된 <청자철백화

국화문통형잔>의 뚜껑으로 추정된다(사진 8). 마도 2호

선에서 출수된 <청자양각연판문유개통형잔>이 참고가 

된다.26

이상으로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를 살펴보았다. 

수차례에 걸친 도굴로 인해 부장품의 전체적인 양상은 확

인할 수 없지만 다양한 품질, 기종의 청자가 매납되어 있

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금구자기의 기

종은 대접, 완, 접시, 합, 잔으로 한정적이었다.27 하지만 

석릉 출토품을 검토해 본 결과, 잔탁, 화형전접시, 뚜껑 

등에도 금속 테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한정적인 기

종에 금구를 장식했던 것이 아니라 청자의 장식성을 가

미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종에 금속 테를 둘렀음을 의미

한다. 또한, 출토 유물의 번조 받침을 통해 품질이 다양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물에 규석을 받쳐 갑번한 사례가 

가장 많으며 뚜껑에는 작은 내화토를, 잔탁과 굽 접시에

는 접지면의 유약을 긁어내고 모래를 받쳐 구운 흔적들이 

보인다. 이처럼 석릉 매납품은 대부분 최상급 품질에 해

당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다만 포개구이를 한 유물이 한 점도 포함되

지 않은 것은 매납품 선별에 신중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금구 장식은 전세품과 출토품을 통해 규석 받침으로 번조

사진 6 <청자잔탁>, 희종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진 7 <청자잔탁>, 강진 사당리 117번지 ‘가’구역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8  <청자뚜껑>과 <청자철백화국화문통형잔>, 희종 석릉 출토,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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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상급의 품질을 지닌 청자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그러나 석릉 출토 금구자기에 한정해서 보면 최

상급이 아닌 그보다 낮은 품질의 청자에도 금구를 둘렀던 

것으로 확인되어 특징적이다.29

앞서 살펴본 석릉 출토 금구자기는 하한연도가 

1237년으로 명확해 13세기에 다양한 금구자기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금구자기는 언제

부터 제작되었을까.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여주 고

달사에 있는 <고달사원종혜진탑비>에 ‘금구자발 등을 

선물로 헌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30 이를 통해 10

세기에 상류층을 중심으로 금구자기가 있었음이 확인된

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비에 새겨진 금구자발이 고

려의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청자의 제작 기술이 원숙하

지 않은 점을 근거로 월주요 청자로 인식하였다.31 당시 

중국 남방의 오월국은 후한(後漢), 후서(後西), 북송(北

宋) 등 국가 간의 교류 물품으로 금구자기를 사용하고 있

어, 비에 새겨진 금구자기가 월주요 청자일 가능성이 높

다.32 이후 11~12세기에는 금구자기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며, 13세기에 들어 금구장식에 대한 기록이 단

편적으로 확인된다. 1244년 5월에 무인 집권자였던 최이

(崔怡, ?~1249)가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었는데, ‘대분(大

盆) 4개를 설치하여 그 안에 산봉우리처럼 얼음을 담았으

며, 대준(大尊)에다 은테를 두르고 나전으로 장식하였다.’

고 하였다.33 기록된 대준이 청자인지, 금속인지 명확하지 

29 금구(金釦)는 최상층이 청자기물에 시도한 방법으로, 파주 혜음원지, 자강도 희천시 유적 등에서 출토된 사례를 통해 질이 좋은 청자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되었

다. 그러나 석릉 매납품 중 비교적 낮은 품질의 청자에 금구가 씌워져 있어 특징적이다. 이는 강도시기(1232~1270)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당시에는 

몽골군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기물을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실이 소장하고 있던 여러 품질의 청자에 금구장식을 하고 

조합하여 매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 비문에 의해 원종대사 찬유(璨幽, 869~958)의 묘탑임을 알 수 있고, 975년(광종 26)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 “師之美道無窮卽以

服冕奉爲國師處處結香火之緣慥慥結師資之禮仍獻踏衲袈 裟磨衲襖幷座銀瓶銀香爐金釦瓷鉢水精念珠…””

31 윤용이, 1986, 「高麗陶磁의變遷」, 『간송문화』3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최건, 1987, 「韓國靑磁發生에 관한 背景的古察」, 『고문화』 3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 31.

32 『십국춘추(十國春秋)』, 『송사(宋史)』,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 등의 기록에 따르면 북송 건덕(乾德) 4년(966)에서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983)까지 약 17년 동

안 북송의 조공 물품에는 금구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금구자기는 북송을 통해 고려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윤도영, 2015, 앞의 논문, p.36의 표 5.

33 『高麗史』 卷129 列傳42 叛逆 崔怡, “…設大盆四, 盛冰 峯, 盆皆銀釦貝鈿, 大尊四, 揷名花十餘品”

34 유물의 매납 시기는 고려가 1270년에서 1290년경까지 원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동령부에 속해 있었다는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1290년 이후일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김윤정, 2009,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도자문화』2, 경기도자박물관, pp.11~33.

35 『高麗史』 世家 卷13 睿宗 五年, “…群臣託太祖遺訓, 禁用唐丹狄風之說, 以排使錢. 然其所禁, 盖謂風俗 華靡耳, 若文物法度, 則捨中國, 何以哉.”

않으나 기물에 금구장식이 확인된다.

현재 고려 금구자기가 출토된 유적은 파주 혜음원

지(12~13세기)와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13세기 후

반)34이 있다. 이 두 유적의 존속 시기는 12세기 이후로 한

정된다(사진 9, 10). 12세기는 숙종 말기부터 예종·인종 

연간으로 고려와 북송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다. 숙종 6년(1101)에는 금구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태

평어람(太平御覽)』을 송 황제가 고려에 전해주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이 있고,35 북송의 황제 휘종(徽宗, 

1100~1125)이 1117년에 ‘고려의 사신이 돌아갈 때 친필 

조사와 함께 각종 그릇을 하사하였다.’는 『송사(宋史)』의 

사진 9 <청자상감육각접시>, 파주 혜음원지 출토.

사진 10  <청자상감국화문대접>,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사진 11  <백자대접>, 정요 추정,  

상주 서곡동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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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확인된다.36 이를 통해 고려와 북송이 각별한 관계

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송의 여러 요장에서 제

작된 그릇이 고려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사진 11).37 따

라서 다수의 북송 금구자기가 12세기에 두 나라 간의 교

류를 통해 고려로 전해졌고, 왕실을 비롯한 상류층에 의

해서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6 『宋史』 卷119 禮22, “高麗進奉使見辭儀, 中華書局點校本, 新華書店上海發行所”

37 개성 궁성지, 상주 서곡동 등 다수의 고려 유적에서 북송대의 금구자기가 다수 출토된다. 이를 통해 고려와 북송의 문물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 

38 구연에 금속 테가 확인된 58점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유물을 선별하여 8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분석하고, 4점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보

존과학실에서 휴대용 XRF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표 3, 4>를 따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Ⅲ.  석릉 출토 자기에 부착된  
금구(金釦)의 성분 분석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12점을 선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강화문화

재연구소 보존과학실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38 분석은 

표 3 석릉 출토 금구자기 분석 결과(국립문화재연구소)

측정 위치 ED-XRF 분석 결과(wt.%)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SrK

1 2.8 7.7 32.9 0.80 6.3 24.8 20.5 0.35 0.82 2.7 0.08 0.36

2 2.8 10.4 21.5 0.49 4.3 41.2 13.2 0.61 0.69 4.3 0.14 0.35

3 2.9 10.0 27.8 0.79 5.5 26.6 20.0 0.60 0.93 4.5 0.12 0.37

평균 2.8 9.4 27.4 0.69 5.4 30.8 17.9 0.52 0.81 3.8 0.11 0.36 

Back 2.4 7.6 50.0 0.89 10.1 - 25.4 0.34 0.81 2.1 - 0.41
<청자양각연판문대접1>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 0.99 2.4 0.24 1.6 82.7 6.3 - 0.17 2.1 1.2 1.8 0.58

2 - 3.1 11.6 0.39 2.9 66.4 9.8 - 0.35 2.7 0.99 1.2 0.59

3 1.7 5.3 22.0 0.57 4.3 47.5 13.7 - 0.39 3.0 0.47 0.6 0.55

평균 0.57 3.1 12.0 0.40 2.9 65.6 9.9 - 0.30 2.6 0.90 1.2 0.57 

Back 3.0 8.3 45.5 1.3 5.6 - 31. 0.41 0.74 3.6 - - 0.45
<청자양각연판문대접2>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1.6 4.0 18.0 0.41 5.8 50.2 15.3 0.29 0.70 2.6 0.21 0.59 0.45

2 1.2 3.7 10.0 0.41 3.2 69.3 8.0 - 0.41 2.0 0.35 1.2 0.25

3 2.0 5.0 19.2 0.55 5.1 51.0 12.3 0.29 0.62 2.9 0.22 0.56 0.31

평균 1.6 4.2 15.7 0.46 4.7 56.8 11.9 0.19 0.58 2.5 0.26 0.79 0.34 

4(Back) 2.8 8.8 47.9 0.67 12.2 - 22.9 0.39 0.96 3.3 - - 0.25
<청자압출양각국화당초문대접>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1.6 4.7 9.1 0.46 2.5 67.2 9.4 - 0.41 3.2 0.53 0.65 0.38

2 1.0 2.8 4.9 0.35 1.9 76.6 7.4 - 0.31 2.8 0.79 0.78 0.35

3 1.1 2.4 3.6 0.24 1.2 83.0 5.1 - - 0.92 0.94 1.3 0.19

평균 1.2 3.3 5.8 0.35 1.9 75.6 7.3 - 0.36 2.3 0.75 0.92 0.31 

4(Back) 1.9 7.0 40.6 0.81 10.1 - 32.8 0.60 1.0 4.4 - - 0.61
<청자인동당초문접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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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부 X선 형광분석기(ED-XRF)를 이용하였으며, 조

건은 40kV, 측정 시간 200μA, spot size 0.3㎜이다. 분석 

결과는 1~3번씩 분석해 평균값을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표 3).

<청자양각연판문대접1>의 구연에서 평균적으

로 주석(30.8%)과 함께 구리(0.11%)가 극소량 확인되었

다. <청자양각연판문대접2>에서는 주석(65.6%)과 구

리(0.90%) 외에도 납(1.2%)이 검출되었다. <청자양각

국화당초문대접>에서도 주석(56.8%), 구리(0.26%), 납

(0.79%)이 검출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청자양각연판문

대접1>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금속 

성분이 부식으로 인해 탈락되었거나 제작 시기의 차이, 

공방의 차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청자접시 분석 결과이다. <청자인동당초

문접시1>은 비교적 금속 테의 상태가 양호하며, 육안

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주석(75.6%), 구리

(0.75%), 납(0.92%)의 성분이 확인된다. <청자인동당초

문접시2>는 주석(55.3%), 구리(0.18%), 납(0.54%)이 검

출된다.

화형접시의 금속 테를 분석한 결과, <청자화형접시

1>은 주석(54.3%), 구리(0.36%), 납(0.65%) 성분이 검출

되며, <청자화형접시2>는 주석(83.1%), 구리(0.82%), 

측정 위치 ED-XRF 분석 결과(wt.%)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1.1 3.9 9.7 0.33 2.2 69.0 9.8 0.26 0.37 2.2 0.21 0.65 0.31

2 2.8 7.1 31.8 0.84 5.0 27.1 20.8 0.40 0.71 2.7 0.11 0.33 0.23

3 1.4 4.5 8.9 0.47 2.2 69.9 8.3 0.46 0.34 2.2 0.23 0.64 0.39

평균 1.8 5.2 16.8 0.55 3.1 55.3 13.0 0.37 0.47 2.4 0.18 0.54 0.31 

4(Back) 2.7 8.5 47.9 0.98 8.2 - 27.3 0.47 0.80 3.0 - - 0.25
<청자인동당초문접시2>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1.8 5.6 13.7 0.74 5.0 50.2 17.1 0.38 0.80 3.5 0.31 0.45 0.57

2 2.1 6.4 19.5 1.3 6.0 43.3 15.3 0.42 0.65 3.9 0.23 0.36 0.59

3 1.3 3.4 8.6 0.71 2.5 69.5 8.4 0.35 0.28 2.7 0.55 1.2 0.50

평균 1.7 5.1 13.9 0.92 4.5 54.3 13.6 0.38 0.58 3.4 0.36 0.65 0.55 

4(Back) 2.9 7.9 45.2 1.2 7.0 - 31.4 0.35 0.88 2.8 - - 0.42
<청자화형접시1>

AlK SiK P K K K SnL CaK MnK FeK CuK PbL SrK

1 1.5 5.0 0.64 1.5 80.0 7.2 0.26 1.8 0.63 1.0 0.49

2 0.93 1.6 0.67 0.91 86.2 5.3 0.13 1.6 0.77 1.6 0.37

3 1.3 2.4 0.72 0.95 83.0 5.0 0.12 2.5 1.1 2.8 0.28

평균 1.2 3.0 0.68 1.1 83.1 5.8 0.17 2.0 0.82 1.8 0.38 

4(Back) 7.8 45.4 1.0 7.8 - 33.4 0.91 3.3 - - 0.49
<청자화형접시2>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 - 2.4 8.2 0.55 4.6 60.9 17.0 0.34 0.75 3.6 0.38 0.62 0.68

2 - 1.7 6.0 0.63 4.1 65.3 15.6 0.32 0.76 3.7 0.46 0.69 0.78

3 1.24 3.5 8.9 0.53 3.9 62.6 13.3 0.25 0.65 3.2 0.41 0.86 0.64

평균 0.41 2.5 7.7 0.57 4.2 62.9 15.3 0.30 0.72 3.5 0.42 0.72 0.70 

4(Back) 2.9 8.9 46.2 1.1 7.1 - 29.5 0.45 0.72 2.8 - - 0.29
<청자화형접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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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1.8%), <청자화형접시3>은 주석(62.9%), 구리

(0.42%), 납(0.72%)의 성분이 확인된다.

<청자철백화원형접시>, <청자잔탁1>, <청자

잔탁2>, <청자뚜껑> 4점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보

존과학실에서 휴대용 XRF(Handheld XRF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건은 50kV, 200μA, spot size는 

5mm에서 30초이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분석을 3회 

실시하였다(표 4).

<청자철백화원형접시>의 구연에서는 바탕에서 확

인되지 않는 주석(2.6%)과 구리(0.05%) 성분이 검출되었

다. <청자잔탁1, 2>도 잔좌와 전 끝부분에서 주석과 구

리가 확인된다. <청자잔탁2>의 경우 비교적 금속 테가 

잘 남아있어 주석(71%), 구리(2.6%), 납(4%)의 성분이 검

출되었다. <청자뚜껑>은 금속 테가 전의 내·외부에서 

확인되었고, 분석 결과, 주석(91%), 구리(2.6%), 납(4%) 

성분이 검출되었다. 휴대용 XRF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속 테가 있는 부분

과 없는 부분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석과 구리, 

표 4 석릉 출토 금구자기 분석 결과(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측정 위치 ED-XRF 분석 결과(wt.%)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3
평균

0.9 14 76 - - 2.6 - 0.7 1.2 3.7 0.05 - -

4(Back) 0.6 14 79 - - - - 0.6 1.0 3.1 - - -

<청자철백화국화문접시>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3
평균

0.6 15 69 - - 9.7 - 0.5 0.3 4.4 0.11 - -

4(Back) 0.6 14 80 - - - - 0.4 0.4 3.7 - - -

<청자잔탁1>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3
평균

- 3.7 12 - - 71 - 0.2 0.3 4.5 2.6 4 -

4(Back) 1.6 19 73.1 - - - - 0.6 0.4 5.3 - - -

<청자잔탁2>

MgK AlK SiK P K K K SnL CaK TiK MnK FeK CuK PbL SrK

1~3
평균

- 1.6 4.6 - - 90 - - - 1.2 0.7 1.3 -

4(Back) 1.1 16 77.9 - - - - 0.4 0.9 3.4 - - -

<청자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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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이 합금된 금속 테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

히 <청자뚜껑>의 경우 주석이 91% 확인되어 금속 테의 

주원료로 주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파주 혜음원지에서 출토된 금구자기 7점 중 

청자접시 3점과 시편 1점을 분석하였는데, 주성분이 주

석으로 확인된다. <청자여의두문접시>에서는 주석이 

92.94%, 철 6.04%로 확인되며, 미세한 성분으로 망간, 구

리, 납 등이 검출되었다. <청자상감화문육각접시>의 경

우는 주석이 90.84%, 철이 8.77%이며, 미량으로 망간, 납, 

구리 등이 검출되었다. 보고서에 나타나는 미량의 성분

을 지닌 납과 구리 등은 토양에서 흡착된 성분으로 추정

하였다.39 그러나 토양으로부터 오염이 거의 없었던 접시 

구연부에서 박락된 시편 1점에서도 주석 98.62%와 함께 

미량의 구리, 납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파주 혜

음원지 5차 조사 시 확인된 11단 건물지 북쪽 수로에서 

구연부와 굽에 금속 테를 씌운 <칠기굽접시>가 발견되

었는데, 성분 분석 결과 주석이 평균 90%이상으로 확인

된다. 이외에도 미량의 철, 구리, 납 등이 검출되었다.40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희종 석릉 출

토 금구자기의 구연을 감싸고 있던 금속 성분은 주석, 구

리, 납 등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주석이 80% 이상으로 확

인되어 주된 성분이 주석임을 알 수 있다. 주석이 금속 

테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 것은 파주 혜음원지 출토품에

서도 확인되며, 주석과 함께 미세하게 납, 구리 등이 검출

되는 점으로 보아 합금을 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명(明) 말기 송응성(宋應星)

이 저술한 『천공개물(天工開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고 있다.

39 서정호, 2006, 앞의 논문, pp.322~333.

40 박성우, 2010, 「파주 혜음원지 출토 칠기굽접시 과학 분석」,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pp.309~322. 

41 송응성 저, 최주 역, 1997, 『天工開物』, 전통문화사, pp.328~334.

42 피막 부분인 S-5를 분석해보니 주석이 65.57%, 납 31.94%, 염소 2.49%로 나타났다. 이는 피막 두께가 1㎛ 정도로 매우 얇아 주변에 있는 주석 성분이 검출되

어 나온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납 성분이 현재보다 더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 44.

43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 44의 그림 31 재인용

44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 39.

“납을 넣어 주석을 연하게 하여야 비로소 각종 그릇을 만

들 수 있다. 납이 나는 광산은 구리나 주석보다 많다. 이 밖에 

납의 역할은 은의 순도를 높이고, 또 주석을 끌어내며 주석과 

결합하여 연하게 만드는 것이 납의 힘이다.” 41

위의 기록을 통해 주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납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려에서 출토된 금구자기의 성분에서 주석과 함께 

미량의 납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안 해저에서 출수된 원대 <백자양인각화훼문완> 구연

에도 주석과 납의 성분이 검출되는데, 특이한 점은 주석

판 위에 납을 얇게 코팅한 것이 관찰된다(사진 12, 13).42

고려가 중국의 자기 제작 방법을 모방한 점을 고려

할 때 고려의 금구자기 제작 방법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납을 피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

는데, 표면 색도가 밝은 주석에 납을 이용하여 색도를 낮

추어 은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는 설44, 그리고 금속의 주

석이 녹는 점이 232℃로 연성이 다른 금속보다 상대적으

로 높아 합금의 재료로 적합하며, 고대에 출토된 유물 중

사진 12  <백자양인각화훼문완>,  

신안 해저 출수,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사진 13  전자 현미경 확대 

(S-5 참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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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주석으로만 제작된 유물은 희소하다는 설이 주목

된다.45

한편 금구의 재질인 주석, 구리 등의 금속은 입수와 

제작이 용이하지 않아 사용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6두품은 금·

은·유석·주석 등으로 꾸미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신

분에 따라 금속의 사용이 규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46 고

려의 실상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

經)』에는 금속의 사용 위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참고

가 된다.47 또한 14세기 전반에 침몰된 신안선에서는 상

자에 포장된 주석정(朱錫鋌)이 인양되어 상당히 고가의 

무역품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기록에

는 구리의 경우 1인당 하루 생산량이 적게는 1.5g, 많게는 

4.75g 정도로 생산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며 복잡한 제련 

주조 단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였다.48 이러한 상황

을 검토해보았을 때, 금구자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한정된 계층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고려 왕릉인 희종의 능에서 금구자기가 출토된 점

은 왕실에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구장식을 어떻게 청자 구연에 

접착시켰을까. 현재 접착제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은 전

무하다. 하지만 고려 불화에 금가루를 아교에 갠 금니

(金泥)로 표현한 점을 통해 당시에 아교를 접착제로 사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산림경제(山林經

濟)』,49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50 등의 기

록에 깨진 자기를 붙이기 위한 접착제로 역청(瀝靑), 옻

45 변성문, 2008, 앞의 논문, p.33.

46 『三國史記』 卷33 雜志 屋舍, “六頭品. 室長廣不過二十一尺, 不覆唐瓦, 不施飛簷・重栿・栱牙・懸魚, 不餙以金・銀・鍮石・白鑞・五彩.” 

47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卷27, 館舍, 書狀官位, “室中簾幕之屬 與都轄提轄位 略同 特易銀以銅耳.”

48 이정신, 2006, 「고려시대 銅의 사용 현황과 銅所」, 『한사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p.173.

49 洪萬選, 『山林經濟』, “粘磁器方, 鷄子白和白礬末粘磁器甚固 本草…”

50 李圭景, 『五洲書種博物考辨』, “黏破瓷法, 一方加石灰白芨 官窯靑竹窯瀝合鷄子淸 傳窯破處湯內煮一二沸放侌處三五日牢如釘 定窯則濃楮汁加粘 生麵筋入石灰久

積忽化水可粘磁器但不可久浸水內…”

51 변성문・황현성, 2008, 앞의 논문, pp.14~15. 

52 양필승, 2014, 앞의 논문, p.125.

(漆), 계란 흰자와 백반(白礬) 가루 등을 사용하였다는 내

용이 있어 참고가 된다.

접착제를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분석 결과도 

있어 주목된다. 신안 해저에서 출수된 경덕진요(景德鎭

窯) 금구자기의 접착 물질을 분석해보았는데, 옻을 사용

하여 금구장식을 접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51 접착 물

질을 분석한 자기가 고려 금구자기는 아니지만 구연에 금

속 테를 접착시키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점이 확

인된다.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청자국화당초문대접>을 FT-

IR(적외선분광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amide Ⅰ, amide Ⅱ, amide Ⅲ과 관련된 피크 등이 확인

되어 단백질에서 유래된 접착제로 파악되었다(그림4). 

전통 접착제 중에는 동물의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

로 하는 교(膠)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청자의 구연에 

금속 테를 접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교는 접착성, 탄력

성, 가역성은 매우 좋지만 내습성, 내수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52 즉 물에 닿으면 접착력이 약해지는 것이

다. 그런데 물, 술 등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생활 용기 청

자에 어렵게 교를 사용하여 금구장식을 부착하였다고 보

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구자기는 생활 용기가 

아닌 상류층의 관상용(觀賞用) 미술품이나 제사 음식을 

잠깐 담는 예기(禮器)의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분석을 통해 적어도 경덕진

요 금구자기와 희종 석릉 출토 금구자기의 접착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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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희종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의 특징

을 살펴보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성분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장에서는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의 현황과 특

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 석릉 출토 금

구자기는 <청자양각국화문대접> 1점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금구자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현재까지 금구장식은 전세품과 출토품을 통해 최상

급의 품질을 지닌 청자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그러나 석릉 출토품을 통해 다양한 기종과 품질

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

려사』 기록으로 인해 하한(1237)연대가 명확하고, 고려 

왕릉에서 출토된 첫 금구자기라는 점은 왕릉 부장품 연구

에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Ⅲ장에서는 석릉에서 출토된 금구자기 12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구장식에 사용된 주성분은 주석

(Sn)으로 파악되며, 미량의 구리(Cu)와 납(Pb) 등이 공통

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파주 혜음원지 출토 

금구자기의 성분과 동일한데, 그 원인을 명(明)의 송응성

* 본 글의 작성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금속의 성분 분석을 면밀히 해주셨고, 그 결과를 제공해주셨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宋應星)이 저술한 『천공개물(天工開物)』을 통해 추정할 

수 있었다. 주석은 은백색의 광택을 지니며, 잘 변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은(銀)보다 저렴하면서

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주석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했기 때문에 청자 구연에 부착하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희종 석릉(1237

년 하한), 파주 혜음원지(12~13c) 출토 금구장식은 주석, 

구리, 납 등을 합금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주석, 구리 

등의 금속은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선화봉사고려도

경』을 통해 당시 금속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이 한정적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구자기의 사용은 왕실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금구장

식을 접착시켰던 물질 또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동물

의 가죽이나 근육, 뼈 등을 원료로 하는 단백질로 확인되

어 교(膠)로 금속 테를 접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현재 고려 금구자기의 출토품과 전세품이 적어 분석 

데이터가 없어 한계점이 있으며, 다른 금구자기는 교가 

아닌 다른 접착 물질로 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

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며, 앞서 다뤘던 출토품의 특

징 고찰,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한 금구자기의 분석 등이 

도자사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림 4 <청자국화당초문대접>과 소아교 성분 분석.



16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高麗史』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世宗實錄』

•『山林經濟』

•『五洲書種博物考辨』

단행본

•송응성 저, 최주 역, 1997, 『天工開物』, 전통문화사.

도록 및 보고서

•강화역사박물관, 2017, 『고려시대 임시수도 강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인천시립박물관, 2018, 『江都, 고려왕릉展』.

•國立文化財硏究所, 2003, 『江華 碩陵』.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보고서Ⅰ』.

•국립중앙박물관, 1997, 『康津龍雲里靑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2008, 『고려 왕실의 도자기』.

•국립중앙박물관, 2011,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2015, 『강진 사당리 도요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 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차~4차-(Ⅰ)』.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파주시,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1차~4차-(Ⅱ)』.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 2007, 『발굴에서 전시까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1, 『扶安 鎭西里 靑瓷窯址 第18號 窯址發掘』.

•圓光大學校博物館･全羅北道扶安郡, 2001, 『扶安 柳川里 7區域 靑瓷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학위 및 학술지 논문

•김윤정, 2009,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 출토 유물의 성격과 편년」, 『도자문화』2, 경기도자박물관.

•변성문, 2008, 「도자기 구연에 부착된 금속 테두리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신안 해저 출토 도자기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5  석릉(碩陵) 출토 금구자기(金釦瓷器)의 특징과 성분 분석

참고문헌

• 변성문・황현성, 2008, 「청백자인각화훼문은구완과 백자은구대접의 금속 테두리 재질 성분 및 제작 방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9, 국립중앙

박물관.

•박성우, 2010, 「파주 혜음원지 출토 칠기굽접시 과학 분석」, 『파주 혜음원지 –5차 발굴조사 보고서-』.

•서정호, 2006, 「파주 혜음원지 출토 청자 金屬付 유물분석」,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차~4차(Ⅰ)』.

•이정신, 2006, 「고려시대 銅의 사용 현황과 銅所」, 『한사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윤도영, 2015, 「10~13세기 중국과 고려의 金釦瓷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도영, 2017, 「10~13세기 중국 및 고려의 金釦瓷器 제작과 전개 양상」, 『美術史學硏究』296, 한국미술사학회.

•윤용이, 1986, 「高麗陶磁의變遷」, 『간송문화』 31,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양필승, 2014, 「陶磁器 修理復元 事例 硏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硏究』231, 韓國美術史學會.

•최건, 1987, 「韓國靑磁發生에 관한 背景的古察」, 『고문화』 3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성욱, 2007, 「高麗 陰刻‘〇’文과 ‘◉’文靑瓷의 硏究」, 『고문화』 7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1, March 2020, pp.150~167.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1.150

Features and Component Analysis of the 
GeumguJagi(金釦瓷器) Excavated from Seongneung(石陵)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status and introduce a scientific analysis of the GeumguJagi (gilt-silver 

overlay porcelain, 金釦瓷器) excavated from Seongneung (石陵). This analysis aimed to highlight the GeumguJagi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s of Goryeo with a clear lower year (1237) and to aid research into the GeumguJagi.

In 2001, the Nation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cavated and investigated Seongneung in Heejong (熙宗). 

Various artifacts such as celadon, gold, bronze, and iron products were collected from the chambers inside of the 

tomb. There were a total of 160 celadon items including bowls, dishes, glasses, and saucers. Of those, there were 58 

celadon items (including fragments) with metal frames on the openings. These consisted of bowls, plates, lids, and 

saucers. Until recently, in various exhibitions and papers, only one GeumguJagi was known to have been excavated from 

Seongneung, which was a <Celadon Embossed Chrysanthemum Bowl>. However, the survey identified a number 

of further GeumguJagis. It had been understood from inherited and excavated products that the materials used for 

ornaments were restricted to high-quality celadon.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xcavation of Seongneung 

demonstrated the use of various other materials for different models and qualities of GeumguJagis.  It can be said that 

it is characteristic that various models and quality are confirmed together through the excavation of Seongneung.

A scientific analysis was carried out that selected 12 of 58 products excavated from Seongneung.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component used for Geumgu ornaments was tin (Sn), and trace amounts of copper (Cu) and lead (Pb) 

were also common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material used to affix the metal fittings, this was found to be glue 

(膠) made from animal skins, muscle, and bones. This pattern matches that of the GeumguJagi excavated from Paju 

Hyeeumwonji, and the reason for this could be assumed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the 『Cheongonggaemul (天工

開物)』 written by Song Ongsung (宋應星) during the Ming Dynasty. At that time, metals such as tin and copper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obtain. 『Xuānhwafengshi Gaolitujing (宣和奉使高麗圖經)』 shows that the use of metal was limited 

to certain classes; thus, the use of the GeumguJagi seems to have been centered around the roy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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