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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9년 Brothwell에 의해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은 고고유물 분석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

이후 오늘날 유리(glass), 도토기(earthen ware and pottery),

금속(metal), 안료(pigment) 등 다양한 문화재 재질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1,2,3 또한 고인골(ancient bone), 직물

(textile fibers), 식물 잔여체(plant remains) 등과 같은 출토

유기물의 표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꽃가루(pollen), 씨앗(seed)의 표면 관찰을 통한 종 동정과

목재의 조직시편 분석 등 생물시료의 미세 분석을 위해 주

사전자현미경 분석이 일찍부터 적용되어 왔다.4,5

환경주사전자현미경(Environmental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SEM)은 일반 주사전자현미경과 달리 챔버

(chamber)와 컬럼, 전자총 부분의 진공도에 큰 차이가 유

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시편의 관찰이 가능하며, 표면 코팅 과정이 없이 생

물시료나 절연재료를 관찰할 수 있다.6 이러한 특징 때문

에 환경주사전자현미경은 시편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전처리 작업을 최소화해야하는 문화재와 출토 유기물의

미세 분석에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본고는 문화재 현장에서 보고된 중요 식물자료를 분석

하기 위하여 환경주사전자현미경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

한 것이다. 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의 배 안에 넣는 사리와

불경을 복장(腹藏)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복장유물에서

곡물, 씨앗, 나무껍데기, 잎 등 조선시대 식물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장유물에

서 수습된 식물자료에 대한 보고는 단순 분류 및 사진기

록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립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장유물에서 수습된 식물자료에

대한 미세분석을 통해 오래된 유기물 및 식물자료 분석

에 있어서 환경주사전자현미경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

다. 더불어 식물자료의 형태학적 종 동정 결과를 보고함

으로써 금산사 복장유물의 특징과 의의를 종합적으로 구

명(究明)하는데 일부 기여하고자 한다.

실 험

분석 시편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소재 금산사(金山寺)

미륵전 내 법화림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후령통(候鈴筒)

의 해체 및 보존처리가 2010년 수행되었다. 이 과정 중에

백색문단(白色紋緞), 암청색문사(暗靑色紋絲), 황색문단

(黃色紋緞), 황색화문단(黃色花紋緞), 청색문단(靑色紋緞)

등 오보병(五寶甁)이 수습되었으며, 그 안에서 오곡(五穀),

오약(五藥), 오향(五香), 오개(五芥), 오향엽(五香葉)의 일

부 품목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식물자료 28점이 함께 발

견되었다. 이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일부 시료를 선별하

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Fig. 1).

연구 방법

복장유물에서 수습된 식물자료는 23 oC, 40%이하 조건

에서 보관하였으며, 세척, 코팅 등 별도의 전처리 없이 실

체현미경(Stemi 2000-C, Carl Zeiss) ×4 ~ ×5 배율과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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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전자현미경(TM-3000, Hitachi) ×40 ~ ×1,000(5 kV~15 kV)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식물자료 가운데 곡물의 경우 농업

진흥청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http://genebank.rda.go.kr)에

서 분양 받은 종자시료를 활용하여 동정하는데 참고하였

다. 동정된 식물종의 구성은 유점사(楡岾寺)판『조상경

(造像經)』에 제시된 품목과 비교하였다(Table 1).

결과 및 고찰

복장유물은 그 자체의 미술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근

본적인 의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내면적 의미에서 찾

을 수 있다. 복장유물의 개별 품목은 종류와 배치에 따라

각각 다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장유물 전체

의 궁극적 의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납입 품목의 정확한

종류를 동정하고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조

상경』에서 제시한 오보병 내 납입 품목 가운데 오곡, 오약,

오향, 오개, 오화, 오향엽, 오향초 등 식물자료는 모두 35종

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금산사 후령통 오보병 안에서 발견

된 식물자료를 비교 동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일반적으로 오보병의 오곡은 벼, 보리, 피, 녹두, 마자를

의미하며, 금산사 오보병에서는 벼, 밀, 마자와 콩과로 추

정되는 곡물이 발견되었다. 벼는 백색문단에서 발견되었

으며(Fig. 2(a)), 삼씨는 황색문단에서 발견되었다(Fig.

2(b)). 특히 청색문단에서는 대맥(大麥)인 보리 대신 소맥

(小麥)인 밀이 발견된 점이 매우 특이하다(Fig. 2(c)). 오곡

가운데 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암청색문사에서 발견된

곡식은 전체 크기, 알맹이의 색과 성질 등을 감안할 때

콩과인 것으로 추정되나 오곡의 납입 품목 중 하나로 알

려진 녹두인지는 정확히 동정할 수 없었다(Fig. 1(b)-2).

Table 1. Plant remains from Buddhist’s chest presented in ‘Josangkyung’, Yujeom-sa edition

Materials(紫黃)
Species

East/Blue South/Red West/White North/Black Center/Yellow

Five grains(五穀) Barley(大麥) Barnyard millet(稷) Rice(稻) Mung beans(菉豆) Hemp seed(麻姿)

Five medicines(五芥) Ginseng(人蔘) Licorice(甘草) Cinnamon(桂心) Ahleaa(阿梨) Aconite(附子)

Five incenses(五香) Elecampane(靑木香) Clove bud(丁香) Betony(藿香) Aloeswood(沈香) Frankincense(乳香)

Five mustards(五芥) Dill(蒔蘿) Purple mustard(紫芥) White mustard(白芥) Turnip(蔓菁) Yellow mustard(黃芥)

Five flowers(五花) Flower(時花)

Five leaves(五香葉) Chungsooyeopa(靑樹葉) Choosooyeopa(楸樹葉) Yahapsooa(野合樹) Ohdongyeopa(梧桐葉) Sungsooyeopa(聖樹葉)

Five grasses(五香草) Goosachoa(矩舍草) Mahaa(摩訶) Silia(室利) Pilchooa(苾芻) Sildanga(悉黨)

aWritten by Korean pronunciation

Fig. 1. Relics collected from Obobyeong inside Huryeongtong
from Mireuk hall of Geumsan-sa: (a) White colored textile, (b)
midnight blue colored textile, (c) yellow colored textile, (d) red
colored textile, (e) blue colored textile.

Table 2. Characterized specimen's list among the plant remains from Obobyeong

Obobyeong Specimen no.a Materials Species

White colored textile
(a)-1 Five medicines(五藥) Cinnamon(桂心)

(a)-6 Five grains(五穀) Rice(稻)

Midnight blue colored textile (b)-2 Five grains(五穀) Legumes(豆)

Yellow colored textile
(c)-1 Five grains(五穀) Hemp seed(麻姿)

(c)-3 Five mustard(五芥) Brown mustard(芥)

Red colored textile
(d)-1 Five incenses(五香) Clove bud(丁香)

(d)-5 Five mustard(五芥) Brown mustard(芥)

Blue colored textile
(e)-1 Five grains(五穀) Wheat(小麥)

(e)-2 Five leaves(五香葉) Juniper(靑樹葉)

aPresented according to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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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약은 인삼, 계심, 감초, 아리, 부자로 이루어지며, 백색

문단에서 계심이 동정되었다(Fig. 1(a)-1). 오향으로는 청

목향, 곽향, 정향, 침향, 유향이 납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색화문단에서 정향이 동정되었다(Fig. 2(e)). 오

개에는 시라, 백개, 자개, 만청, 황개가 있는데 그 중 황색

문단과 황색화문단에서 황개와 백개 대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흑개가 동정되었다(Fig. 2(d)). 오향엽은 청수엽,

야합수, 추수엽, 오동엽, 성수엽으로서 향나무, 오동나무,

개오동나무 등의 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

산사 오보병에서 모두 4종의 식물의 잎이 발견되었는데

청색문단에서 발견된 것은 측백나뭇과 향나무 잎으로 추

정된다(Fig. 3(a)). 그 외 암청색문사과 황색화문단에서 발

견된 잎은 동일한 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Fig.

3(b)), 백색문단과 황색문단의 잎은 서로 다른 종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분류 동정은 불가능했다(Fig. 3(c), (d)).

오보병 안에서 동정된 식물자료를『조상경』의 사례와

비교하여 금산사 오보병의 오방위(五方位)와 오륜종자(五

輪種子)를 검토하였다. 벼와 계심이 동정된 백색문단은

오방위 중 서쪽, 오색 중 백색을 나타내며, 유리와 콩과로

추정되는 곡물이 동정된 암청색문사는 북쪽, 흑색을 의미

한다. 삼씨와 호박이 동정된 황색문단은 중앙, 황색을 나

타내며, 보리 대신 밀과 측백나뭇과 잎이 동정된 청색문

단은 동쪽, 청색 보병을 나타낸다. 오곡이 발견되지 않은

황색화문단은 정향과 진주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조상

경』의 남쪽, 홍색과 비교할 수 있다.

금산사 후령통의 오보병 내 식물자료의 구성은 기존에

보고된 사례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황

색화문단에서만 오곡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납

입되지 않았는지, 열화되어 사라졌는지, 후세에 의해 분

실된 것인지 현재로서 그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오

곡으로 보리 대신 밀을 사용한 사례는 이번 금산사 후령

통의 오보병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것으로 그 의미와 이

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오개로 이용된 흑개와 오향엽 한 종이 두 방위의 보병 납

입 품목으로 동시에 사용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하기 어려운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실

제 서로 다른 품종이나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별

이 어려운 경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동정된 식물자료만을 근거로 할 때 황색화문

단에서 오곡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청색문단에서 보리

Fig. 2. Stereomicroscope (left) and ESEM (middle and right)
images of grains, incense and mustard from Obobyeong: (a) rice,
(b) hemp seed, (c) wheat, (d) brown mustard, (e) clove bud.

Fig. 3. Stereomicroscope (left) and ESEM (middle and right)
images of leaves from Obobyeong: (a) juniper leaves, (b) leaves
from midnight blue colored textile, (c) leaves from white colored
textile, (d) leaves from yellow colored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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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밀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금산사 후령통 오보병

내 복장품목은 유점사판 『조상경』과 대체로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오래된 식물자료는 대개 열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

존상태에 따라 종 동정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온 다습한 여름철이 반복되는 기후에서는 곡물, 나뭇

잎, 직물, 종이 등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 복장유물이

곤충, 곰팡이, 세균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기 쉽다. 이

러한 점에서 오보병의 복장품목 가운데 오약과 오향은

주술적, 밀교적 의미 외에 복장유물의 방충 및 방부 역할

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보병 내 납입 품목을

수습하던 중 곤충 배설물이 분리되었는데(Fig. 4) 배설물

의 내용물, 크기, 모양 등을 관찰한 결과 최소한 2~3종 이

상의 곤충이 서식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설물은 식물

섬유질 덩어리가 대부분이었으며 표면에서 간균(rod)이

관찰되었다. 오향 가운데 정향은 높은 방충방균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황색화문단은 곤충에 의한 피

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정향의 방충 효과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자료의 동정은 형태학적 분류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곡식 및 씨앗은 그 종을 감별하는

데 대체로 큰 무리가 없지만 조각난 잎이나 줄기의 일부가

남아 있거나 곤충과 미생물에 의해 심하게 열화된 식물자

료의 경우 동정이 쉽지 않다. 식물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는 열매, 꽃, 잎, 줄기, 뿌리 등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나 후령통의 오보병에 납입되는 식물자료는

이번 금산사의 경우처럼 특정 부분일 뿐만 아니라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태학적인 정보가 근본적으로 제한되

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조상경』에 전해지는 내용처

럼 복장유물로 이미 납입 품목의 종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와 실제 품목을 자세히 비교하는 수

준에서 식물 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고학적 식물정보를 확보하는데 자주 응용되는 수종분

석, 화분분석, 규산체 분석은 미세 구조 정보를 통해 제한적

인 식물 정보를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실체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야생

식물 종자의 미세구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시

작되면서 종자 정보만을 이용해 식물의 분류가 가능한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고 발굴현장이나 문화재에서

발견되는 식물자료는 대부분 토양에 오염되어 있거나 수

분을 많이 포함한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

사전자현미경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즉 시료가 불순물

제거, 코팅, 건조, 고정 등 전처리하는 과정 중 훼손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전처리 없이 관찰해야한다. 또한 발굴

이후 급속한 건조, 산화, 변색, 부패로 인하여 시료의 상

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하다. 본 연구는 금산사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식물자

료를 동정함에 있어서 환경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활용

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복장유물 뿐만 아니라 고

고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식물자료 연구에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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