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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4차 발굴조사(2016년) 과정에서 석제용범이 1점 출토되었다. 석제용범은 초기철기시대의 동침 

용범으로 보고되었지만 주형 형태로 보아 동침이 아닌 가랑비녀의 용범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능산리 출토 석제

용범에 대해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유물의 형태와 시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석재 재질 특성과 그 

산지를 추정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능산리 일대에서 가랑비녀 석제용범이 사용된 양상도 파악해보았다.

용범은 평면 장방형(단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석재의 표면에는 4줄로 나란하게 홈이 나 있다. 홈은 2줄씩 단측면 

가까이에서 이어져 각각 좁은 ∩형을 이룬다. 주형 형태로 보아 용범은 각부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의 가랑비녀를 제

작했던 유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서 가랑비녀는 낙랑을 포함하여 원삼국시대부터 나타나 삼국시대(백제)에 소수 나타나

고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상당히 성행한다. 가랑비녀는 시대별 형태 차이가 뚜렷한 편인데, 능산리 용범은 주형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사용된 유물로 판단된다. 능산리 서고분군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유구로 고려시대로 추

정되는 수혈유구도 확인되었다.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을 제작한 석재는 녹니석, 각섬석, 활석을 주성분 광물로 하는 녹니석편암으로 녹회색의 무르고 부

드러운 석재이다. 이러한 암석은 인근의 부여 외산면, 청양, 공주, 예산 지역 등에서 산출되는데 현장조사를 통해 능산리 용범

과 가장 비슷한 것은 부여 외산면 지선리에서 예산 예산읍 수철리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여 능산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현재까지 70점 정도인데, 그 중 능산리 용범의 주형과 

가장 비슷하게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부여 송국리 유적 분묘 출토 청동제 가랑비녀 등이다. 그동안 남한 지역에

서 출토된 가랑비녀 석제용범은 10점을 넘지 못하는데,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유물이고 확실한 고려시대 유물은 매우 드물다. 

능산리 석제용범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존재했겠지만 주조 공정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유물을 제작하기 위한 석제용범은 주형을 새기는 작업이 용이한 석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했을 것이다. 능산

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은 고려시대(전기)에 20∼50㎞ 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부여 외산면 지선리에서 예산 예산읍 수철리 

일대)에서 용범 제작이 용이한 석재를 가져다가 청동유물을 제작한 후 이를 인근 유적(부여 송국리 유적 등) 일대에 공급했

던 양상과 함께 이 시기까지도 석제용범을 이용한 주조 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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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4차 발굴조사(2016년) 과정에

서 석제용범이 1점 출토되었다. 용범은 절반 정도 잔존한 

상태이지만 선사시대부터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는 충남 

지역에서도 드물게 확인되는 석제용범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자료이다. 충남 지역에서는 세형동검 문화기의 청

동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용범은 출토 사례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유물의 주형(鑄型) 표면의 홈줄 형태, 석

제라는 용범 재질과 함께 가까운 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유

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초기철기시대의 동침 용범으로 추

정하여 보고되었다(서현주 외 2019). 그런데 용범의 주형 

형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재검토한 결

과 용범은 동침이 아닌 가랑비녀를 제작하던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리고 용범은 반파된 상태여서 파괴된 부분을 통

해 그 단면까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자연과학적 분

석도 실시하기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능산리 출토 석제용범에 대해 고고

그림 1 능산리 석제용범 출토 현황과 관련 유구

1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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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제용범 출토 근경

3·4   고려시대 1호 소성유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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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시대(추정) 2호 소성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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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분석을 통해 유물의 형태와 시기를 세밀하게 파악하

고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한 석재 재질 특성과 그 산지도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능산리 일대

에서 가랑비녀의 석제용범이 사용된 양상도 파악해보고

자 한다.

Ⅱ. 석제용범의 현황과 시기 추정

1. 출토 현황과 형태

능산리 석제용범은 능산리 서고분군 4차 발굴조

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는데, 명확한 유구가 아닌 백제 고

분인 1호분 조사구역 중 서남구역에서 수습되었다(그림 

1-1·2). 능산리 서고분군에서는 4～7차 발굴조사 결과 백

제 고분 4기와 함께 청동기시대 매납유구 2기, 백제시대 

건물지 2기와 수혈주거지 1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 

고려시대(추정 포함) 소성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24기, 

수혈유구 15기 등이 확인된 바 있다(서현주 외 2020).

석제용범은 절반 정도 잔존한 상태로, 그 크기는 잔

존 길이 8.1㎝, 너비 6.0㎝, 두께 2.5㎝ 정도이다. 용범은 

평면 장방형(단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표면에는 4

줄로 나란하게 홈이 나 있다. 홈은 2줄씩 단측면 가까이

에서 이어져서 각각 좁은 ∩형을 이룬다. 이러한 주형 형

태로 보아 능산리 석제용범은 각부(脚部) 끝으로 갈수

록 더 좁아지는 ∩형의 가랑비녀를 주조했던 유물로 추

정된다. 단측면 가까이에는 2개의 가랑비녀 주형에서 모

아지는 탕구(湯口)가 만들어져 있다(그림 2-1)(서현주 외 

2019: 111).

즉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은 표면에 가랑비녀 2

개를 한 번에 주조할 수 있는 주형을 갖고 있다. 주형은 

잔존 상태로 인해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표

면이나 이면에서 가랑비녀 외에 다른 주형이 확인되지 않

는 단합범(單合范)으로 볼 수 있다. 주형에서 각부 사이

의 간격은 0.3～0.4㎝로 좁은 편이며, 각부의 횡단면은 삼

각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최대 너비 0.3㎝이다. 두부는 각

부에 비해 너비가 좁고 주형 깊이도 더 깊은 편이다. 주형

이 새겨진 부분 안에는 주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생긴 검게 

그을린 탄착흔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능산리 석제용범이 출토된 지점 바로 인근에서는 청

동기시대 수혈유구(추정)가 토층상에서 확인되었고, 무

문토기 저부편, 합인석부 등의 유물도 수습되었다. 이 (추

정)유구나 유물들이 석제용범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석제용범이 출토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11m 떨

어진 곳에서 1호 소성유구(4차 발굴조사)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작은 장타원형에 가까운 얕은 구덩이를 판 후 

그 내부에 작은 할석으로 석렬을 만들고 그 사이에 기와

편을 놓기도 하였다. 그 석렬의 북서쪽에서 목탄과 소토

면이 확인되고 그와 맞닿은 석렬에서 피열흔도 확인되어 

소성유구로 추정된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160㎝, 

너비 62㎝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할

석들 사이에 놓인 기와편이 백제와 고려시대 것이어서 유

구의 시기는 고려시대로 볼 수 있다(그림 1-3·4). 유적 내

에는 소성유구가 1기 더 확인되었는데 5～7차 발굴조사

에서 확인된 2호 소성유구가 이에 해당된다. 2호 소성유

구는 석제용범이 출토된 지점에서 사면 위 북쪽으로 약 

25m 떨어진 곳에 있다. 유구의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

며 바닥면이 회청색으로 소결된 상태이고, 북벽 쪽에는 

할석으로 축조한 굴뚝시설이 돌출되어 있다. 유구의 규

모는 길이 188㎝, 너비 113㎝이다. 2호 소성유구는 유물

이 출토되지 않아 시대가 분명하지 않지만 1호와 마찬가

지로 고려시대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1-5).

이러한 고려시대(추정 포함) 소성유구들이 석제용

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소

성유구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용범과 가장 연관되는 시설

이고, 능산리 서고분군에서 다른 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

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용범과 소성시설은 상관

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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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 추정

가랑비녀1는 중국의 경우 춘추전국시대부터 골제(骨

制)의 것이 확인된다. 한반도에서는 중국 한(漢)의 영향

이 파급되는 원삼국시대부터 나타나며, 삼국시대에는 일

부 계층에 의해 사용되다가 통일신라시대에 당(唐)의 문

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

려시대를 거쳐 이후 조선시대에 가체가 금지되면서 사용

량이 급감할 때까지 가량비녀는 수량과 재질에 차이는 있

으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왔다(李惠瓊 2005).

한반도의 원삼국시대 가랑비녀 자료는 낙랑 출토품

을 제외하면 하남 미사리 KC-019, 040 주거지 출토 철제

품이 있는데 이는 각부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 거의 맞

1 동곳, 뒤꽂이 등으로 자주 불리는데, 남성의 상투를 고정하는 조선시대 동곳과 다르고 주로 여성의 장신구로 두 갈래로 갈라진 비녀라는 의미에서 가랑비녀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2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의 시기 추정(도면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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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서현주 외 2019), 2. 하남 미사리유적 KC-019,040 주거지(尹世英·李弘鐘 1994), 3. 하남 감일동유적 2-⑤지점 4호 석실묘(강태홍 2019), 

4·5. 성남 판교동유적 16구역 가지점 9호 석실분, 나지점 3호 석실분(한국문화재재단 2012), 6·11·12. 서천 추동리유적 A-27호분(석실묘), G-66호묘(토광묘),E-12호묘

(토광묘)(충청문화재연구원 2003), 7. 부여 능산리 능안골고분군 44호분(석실묘)(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8.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우물지(국립경주박물관 2002), 

9. 부여 염창리고분군 Ⅴ-51호분(공주대학교박물관 2003), 10. 부여 송국리유적 고려시대 3호 석곽묘(김경택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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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아 있는 형태이다(그림 2-2). 삼국시대 자료는 현재까

지 4개소의 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모두 백제시대에 해

당하는 것이다. 백제의 가랑비녀는 한성기에 나타나 사

비기까지 이어진다. 한성기 자료 중 하남 감일동 2-⑤지

점 4호 석실묘 출토 가랑비녀는 두부의 모서리가 말각된 

형에 가까운 모습이며 각부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다(그림 2-3). 이러한 가랑비녀의 형태는 중국 

위진남북조시대(魏晉南北朝時代)에 확인되는 것으로, 당

시 백제가 장신구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李惠瓊 2005: 102). 중국, 낙랑의 자료와 비슷한 

백제 한성기 가랑비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은 성남 

판교동 유적 16구역 가지점 9호 횡혈식석실분(그림 2-4), 

나지점 1·3호 횡혈식석실분(그림 2-5) 등의 출토품이다. 

두부의 모서리가 말각된 형 외에도 두부가 Ω형이며 상

당히 길고 끝으로 가면서 각부 사이가 벌어지는 형태, 짧

으며 각부 사이가 거의 벌어지지 않고 맞닿아 있는 형태

가 보인다. 유물의 재질은 은제가 많으며 금동제도 있다.

백제 웅진기 자료는 아직 그 사례가 뚜렷하지 않다. 

철제관모틀(테)이 공반되어 백제 사비기로 추정되는 서천 

추동리 유적 A-27호분 출토품(그림 2-6)은 두부의 모서리

가 둥근 ∩형이며 각부 사이 간격이 전체적으로 넓고 거의 

벌어지지 않은 형태여서 이 유물도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의 

것과 비슷하다(李惠瓊 2005: 103). 부여 능산리 능안골고분

군 44호분(횡혈식석실묘) 출토 가랑비녀도 두부가 Ω형이

며 각부 사이 간격이 거의 벌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길이는 

짧지만 한성기 출토품과 기본적으로 통한다(그림 2-7).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가랑비녀 자료는 국립경주박

물관 미술관 부지 내 우물지 출토 가랑비녀 등이 대표적이

다. 이는 평면 형이지만 각부 사이가 끝으로 갈수록 좁

아지는 형태여서 백제의 것과는 차이가 난다. 두부의 모서

리도 각지고, 가운데 단면은 능형에 가까운 모습이다(그림 

2-8).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부여 염창리고분군 Ⅴ-51호분

(석곽묘)(그림 2-9)와 송국리 유적 고려시대 3호 석곽묘(그

림 2-10), 서천 추동리 유적 G-66호와 E-12호묘의 토광묘

(그림 2-11·12) 출토품 등이 있다. 이 유구들에서는 청자가 

공반되거나 도기, 청동숟가락과 청동용기 등이 공반되었

다.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전국적으로 출토되어 그 수가 상

당히 많다. 형태는 상당히 다양한 편인데, 백제나 통일신라

시대 유물에 비해 두부의 모서리가 둥글고(평면 ∩형) 각부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진 형태의 것들이 많고, 두부가 불두

형(불두잠)인 것들도 소수 보인다(김연수 2007: 27). 유물

의 재질은 대부분 청동제이지만 은제도 종종 확인된다. 

이와 같이 백제～고려시대의 가랑비녀는 시대별 형

태 차이가 뚜렷한데, 능산리 용범은 주형 형태로 보아 가

랑비녀의 평면이 ∩형이고 각부 사이의 간격이 끝으로 갈

수록 더 좁아지는 모습이어서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사용

된 유물로 판단된다.

Ⅲ. 용범 석재의 재질 분석과 산지 탐색

1. 재질 분석 방법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을 제작한 석재의 재질 특성

을 파악하고자 육안 관찰, 전암대자율 측정, X선 회절 분

석, 비파괴 X선 형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암대자율은 

SM-30을 이용하여 석재의 자화율을 측정하였고, 용범 파

단면에서 극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은 Rigaku Miniflex600을 이용하여 Cu(K

α), 3～60°, 2°/분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X선 형광 분

석에 Bruker사 Tracer5i를 사용하였고 경량 원소 검출능

을 보완하기 위해 진공 상태에서 GeoExploration 모드로 

30kV, 50kV, 15kV에서 각각 30초 측정하였다.

2. 재질 분석 결과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밝

은 녹회색을 띠고 은은한 광택이 있으며 만졌을 때 비누

와 같은 미끈한 질감이 있다. 손톱으로 긁으면 흔적이 생

겨 모스 경도는 2～3으로 추정된다. 용범 석재는 치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녹회색 바탕 기질로 이루어졌고 직경 

1㎜ 이하의 세립질 흑색 광물 입자가 전체적으로 분포한

다. 깨진 단면에서는 미약하게 편리가 관찰되고 각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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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주상 모양이 잘 나타낸다(그림 3). 

석재의 표면에는 크기 0.5㎜ 내외의 작은 기공이 불

균질하게 분포하는데 기공 내부 벽에는 황갈색 물질이 붙

어 있다. 공극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조밀하게 분포한 부

분은 전체적으로 적갈색으로 변색되었다. 변색은 석재 

풍화의 결과로 판단된다. 용범의 연마면은 크고 작은 긁

힘 흔적이 많이 나 있어 오랜 시간 야외에 노출되면서 손

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용범 석재를 구성하는 광물의 자화 강도를 파악하

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고고학

적 유물이나 석조문화재의 재질 특성을 파악하고 재료의 

산지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B. Bradák 외 

2009: 2437～2444). 용범의 크기가 작아 앞뒤로 같은 지점

을 5회씩 중복하여 총 10회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암

대자율 평균값은 0.465(×10-3 SI unit),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444(×10-3 SI unit)와 0.487(×10-3 SI unit)로 산출되

었다. 전암대자율이 낮은 편이어서 강자성 광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범의 파손된 풍화 단면에서 극소량의 시료를 채취

하여 분말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녹니

석(chlorite)과 각섬석(hornblende), 활석(talc), 그리고 소

량의 방해석(calcite)이 검출되었다(그림 4).

화학 성분을 파악하고자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sis, P-XRF)도 실시하

였다. 신뢰성 있는 정량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암석 

시편을 채취하여 파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용범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비파괴 분석법인 P-XRF 분석을 

채택하였다. 용범의 표면에 대해 약 1㎝ 간격으로 총 32

지점, 지점당 평균 4회 중복 분석하여 총 122개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표 1). 분석 결과 Si, Al, 

Fe, Mg, Ca 등이 주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주구성 광물인 

녹니석, 활석, 각섬석의 조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결

과값은 경원소의 검출 효율이 낮고 표면이 충분히 평활하

지 않아 산란선이 많기 때문에 유실량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량 자료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

도 있지만, 광물 조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원소들을 정성

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육안특징과 정성분석 

결과로 볼 때 암석의 종류는 녹니석편암2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3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의 깨진 단면(A)과 연마된 표면(B) 모습 

그림 4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표 1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의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결과(절대값, wt.%)

원소 평균 표준편차 원소 평균 표준편차

SiO2 25.4 2.63 Al2O3 8.23 1.48 

Fe 3.7 0.40 Mn 0.035 0.005

MgO 14.7 3.53 Ca 0.868 0.132

K2O 0.10 0.08 Ti 0.098 0.041

P 0.064 0.009 S 0.124 0.017 

Cr 0.048 0.006 Ni 0.061 0.003 

Cu 0.007 0.001 Zn 0.007 0.001

2 그동안 고고학적으로 명명해 왔던 ‘활석질 편암’과 질감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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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0, 1:5만 지질도, 지질정보서비스 http://mgeo.kigam.com.

3. 석재 산지 탐색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의 석재 산지가 어디인지

를 탐색하고자 유물이 출토된 부여와 그 주변 지역에 대

한 암석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능산리 출토 용범 석재

의 특징은 녹회색 색상, 세립질 조직, 지방 광택, 무른 경

도이다. 그런데 부여읍 능산리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흑운모 화강암으로서 밝은 회색을 띠고 중립질(1～5㎜)의 

석영, 정장석, 흑운모로 주로 구성되며 단단한 암질을 갖

는다. 이는 색상, 광물 입자의 크기, 광물 종류의 구성, 경

도에서 모두 용범과 매우 다른 것이다. 이 화강암의 전암

대자율은 약 0.048(×10-3 SI unit, 25회 측정값의 평균)이

어서 용범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질

정보서비스3를 이용하여 조사 지역을 확대하여 탐색을 실

시하였다. 부여가 포함된 충남 지역은 남서부에서 북동

부를 잇는 넓은 지역에 걸쳐 변성퇴적암류와 편마암 복합

체가 분포한다. 이 암체들은 각종 화성암류에 의해 여러 

차례 관입되어 곳곳에서 변성 작용과 열변질을 많이 받았

다. 능산리 출토 용범의 석재는 충남 도처의 변질대에서 

볼 수 있는 암석으로, 육안 특징과 광물 조성상 비슷한 암

석은 예산, 홍성, 공주, 부여 지역 등에서 확인되어 이 일

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5).

예산 지역에 분포하는 녹니석편암층은 예산읍에서 신

창까지 남북 약 8㎞, 동서 약 6㎞에 이르는 규모로 분포한다

(김서운·김명환 1969: 5～9). 예산읍 수철리 부근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두는 회녹색 내지 암녹색을 띠고 광

택을 가지며 편리가 약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풍화

된 표면은 작은 기공이 발달하고 황갈색으로 변질되었다

(그림 5). 이는 능산리 용범 석재와 공통적인 특징이다.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홍동면 월현리, 광천읍 대평

리 지역에도 흑운모-백운모 편마암을 협재하는 녹니석편

암과 사문암대를 협재하는 각섬석편암과 녹니석편암이 

존재한다(이중혁·김성주 1963: 5～11). 홍성 지역의 사문

암체는 활석과 녹니석화가 많이 진행되어 과거에 활석 및 

석면 광산으로 개발되기도 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풍화 심

도가 높고 광산지는 모두 복토되어 노출된 노두 암석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노동리, 추계리 일대와 예산

군 신양면 하천리 일대에 분포하는 사문암체와 활석 광산 

주변을 확인하였더니 이 지역들의 암석은 암녹색에서 연

녹색 내지 연회색까지 변질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띠고 대체로 활석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지표 곳곳

에서 녹회색을 띠고 각섬석과 녹니석을 많이 함유한 녹니

석편암 전석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그림 5). 

능산리에서 가장 가까운 산지로 추정되는 부여군 외

산면 지선리 일대의 암석은 활석화가 다소 진행되어 과거

에 활석과 석면 광산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모두 폐광된 

상태이다. 폐광 지점의 지표에 산재한 암석들과 폐석더

미에서 암록색, 연녹색, 회색, 갈색 등 다양한 색상을 띠

는 암편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중 용범와 비슷한 기

재적 특징을 보인 폐석들은 연녹색을 띠고 광택을 보이며 

치밀한 세립질 기질과 주상의 각섬석이 잘 관찰되었다. 

이 폐석들은 전암대자율이 0.181～0.438(×10-3 SI unit) 범

위여서 능산리 용범과 비슷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홍

성, 예산, 공주, 그리고 부여 등지의 사문암체 중 열수 변

질을 받아 녹니석화 및 활석화된 부분은 담녹색을 띠고 

각섬석과 녹니석을 주성분으로 하며 활석과 탄산염 광물

을 수반한다고 하여(Kim Geonyoung·Kim Soojin 1995: 

91～107; 김영태·우영균 2005: 297～304; 박기남 외 2012: 

9～21) 용범 석재의 광물 조성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같이 부여 외산면, 공주, 청양, 예산 지역은 모

두 능산리 출토 용범과 비슷한 석재들이 산출되는 지질학

적 환경을 갖고 있고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실제 석질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은 비록 용범이 출토된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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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에서 그다지 가깝지는 않지만 유통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여서 당시 이 지역 내에서 원료를 수급하여 용범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에서 수습된 석재편 중 

능산리 용범과 외관 및 질감에서 가장 비슷하고 지표에서 

쉽게 수습할 수 있었던 석재 2점(부여 외산면 지선리와 

공주 유구읍 녹천리)을 선택하여 실제 마연 작업을 실시

하였다.

연마 재료로는 선사시대에 갈돌로 흔하게 사용된 재

질이면서 인근 보령 지역에서 산출되는 흑색 사암을 사용

하였다. 연마 결과 지선리와 녹천리 지역 석재 모두 석질

이 부드러워 작업한 지 10분 이내에 표면을 편평하게 만들 

수 있었다. 특히 녹천리에서 수습한 석재의 연마된 표면

은 질감과 색상에서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과 비슷하였다

(그림 6). 

그림 5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 석재와 비슷한 암석 산출지

그림 6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좌)과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수습 석재 

시료의 마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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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의 사용 양상

1. 능산리 용범과 가랑비녀의 공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은 

주형의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 유물이며, 이를 제작한 석

재는 능산리의 서북쪽인 부여 외산면, 청양, 공주, 예산 

지역 등에서 산출되는 녹니석편암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용범이 출토된 지점, 용범 석재의 산지로 추정

한 부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가랑비녀의 출토 현

황을 살펴보고 공급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부여와 그 주변 지역(논산, 공주, 보령, 서천)에서는 

가랑비녀가 많이 출토되었다. 그 중 고려시대(추정 포함) 

가랑비녀 출토 현황은 <표 2>, <그림 7>과 같다. 이 지

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찍부터 가랑비녀가 확인되

던 곳인데, 백제 사비기의 서천 추동리고분군(2006)과 부

여 능산리 능안골고분군(1998)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

다. 추동리 A-27호분(횡혈식석실묘)에서는 2구의 인골 

중 서편에서 청동제의 가랑비녀 3점이 출토되었고, 능산

리 능안골 44호분(횡혈식석실묘)는 단장이며 은제의 가

랑비녀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유물들은 백제 한성기 출토

품과 비슷하고 소수에 불과하여 사비기에 가랑비녀의 사

용이 성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2011)의 나말여초 S2W3 토기가마 소성실과 연소부 연결

부에서 출토된 가랑비녀(보고서 도면 126-512번)도 두부

의 모서리가 각진 형태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속할 가능

성이 있다. 이를 제외한 가랑비녀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데 그 수량은 70점 정도이다.4

이 중에서 능산리 출토 용범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

표 2 부여와 그 주변 지역의 고려시대(추정) 가랑비녀 출토 현황

번호 유적명 출토 유물 점수 유적 내 분묘 현황

1 부여 무량사 구지 Ⅰ (2005) N2E2 그리드 1

2 부여 합정리 문냉이골 분묘군 (2013) 1지역 고려시대 34호분(석곽묘) 1

3 부여 부소산성 (1997) 군창터 남서쪽 1

4 부여 관북리 유적 Ⅴ (2011)
다지구 서쪽 건물 주추건물, 

마지구 중앙구역
2

5 부여 쌍북리 두시럭골 유적(2008) 고려시대 1호 토광묘 1

6 부여 화지산 유적 (2002)
나지구 표토, 다-3호(은제), 

라-19호(은제) 토광묘
3

7 부여 염창리고분군 (2003)
고려시대 Ⅴ-39호분(석곽묘), 

51호분(석곽묘)
2

백제시대 석실분 약 280여기, 옹관묘 1기, 토광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약 25기, 토광묘 3기

8 부여 정각리 갓점골 유적 (2002) 고려시대 1호, 2호 토광묘 2
통일신라시대 횡구식석곽묘 9기, 고려시대 토광묘 3기, 

조선시대 토광묘 8기

9 부여 송국리 유적 Ⅶ (2011)
고려시대 3호 석곽묘, 3호, 24호,

 38호(은제), 40호, 42호 토광묘
6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3기+1기, 

토광묘 7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 회곽묘 13기, 

시대 미상 토광묘 30기

9 부여 송국리 유적 Ⅻ  (2019) 고려∼조선시대 122호, 126호 토광묘 2
삼국시대 석곽묘 1기, 고려∼조선시대 석곽묘 1기, 

회곽묘 1기, 토광묘 142기

10 논산 원북리·정지리 유적 (2014) 고려시대 24호 토광묘 1 고려시대 토광묘 51기

11 논산 원북리 유적 (2001) 12호 토광묘 1
초기철기∼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134기, 

백제∼고려시대 석곽묘 4기, 백제시대 옹관묘 1기, 

조선시대 이후 회곽묘 4기 

12 논산 정지리 유적 (2013) 고려시대 1호, 2호 석곽묘 2
백제시대 석실분 4기, 석곽묘 1기, 토광묘 7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5기, 

토광묘 4기, 조선시대 토광묘 38기, 옹관묘 1기, 회곽묘 2기

4 부여 쌍북리 145-9 유적(2017)의 고려시대 수로에서 출토된 유물(보고서 도면 p51-43번)은 각부의 단면, 각부 끝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으로 보아 가랑비녀

라기보다는 족집게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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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호 석곽묘는 다른 석곽묘들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로 보고되었지만, 다른 4기의 석곽묘와 달리 벽석도 작은 편이고 바닥석도 깔려 있지 않으며 사면 아래쪽에 배치

되어 고려시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6 5호 토광묘는 다른 분묘들과 함께 조선시대의 동전이 출토된 1호 토광묘와는 약간 떨어져 있고 다른 분묘에서는 청자로 볼 수 있는 유물도 있어서 5호를 포함한 토

광묘들은 고려시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7 D-1호 수혈유구는 조선시대로 볼 만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8 유적 내에서 조선시대 회곽묘와 토광묘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부장 유물도 많지 않아 11호 토광묘가 고려시대 분묘일지 잘 알 수 없다. 11호 토광묘 출토 가랑비녀의 

형태는 다소 이질적이다.  

번호 유적명 출토 유물 점수 유적 내 분묘 현황

13 논산 원남리·정지리 유적 (2012) 124호 토광묘 1
백제시대 토광묘 14기, 석곽묘 6기, 석실묘 3기, 

옹관묘 2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92기, 옹관묘 1기, 

시대 미상 석곽묘 3기

14 논산 모촌리고분군 (1992) 13호분(옥제?) 1
백제시대 수혈식석실분 13기, 횡혈식석실분 1기, 

석곽옹관 2기, 횡구식석실분, 백제 이후 횡구식석축묘 1기

15 공주 송곡·봉암리 유적 (2001) 봉암리 유적 (Ⅰ) 10호, 26호 석곽묘 2  통일신라∼고려시대 석곽묘 26기

16 공주 금학동고분군 (2002) 고려시대  5호, 6호, 8호, 9호 토광묘 4
백제시대 석실(곽)묘 22기, 석곽옹관묘 3기, 토광묘 1기, 

수혈유구 3기, 고려시대 석실(곽)묘 4기, 토광묘 5기, 

조선시대 회곽묘 2기, 토광묘 2기

17 공주 옥룡동 418번지 일원 유적 (2019) 고려시대 3호 석곽묘 1
고려시대 석곽묘 3기, 조선시대 회곽묘 1기, 

시대 미상 토광묘 10기

18 공주 신관동 유적 (2006) 1호, 2호(은제), 4호 토광묘 3
고려시대 석곽묘 2기, 토광묘 4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회곽묘 2기

19 공주 금흥동 유적 (2008) Ⅰ-3호,Ⅰ-4호 석곽묘 2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고려∼조선시대 석곽묘 5기, 

토광묘 13기

20 공주 수촌리 산16-9번지 유적 (2019)
고려∼조선시대 

5호 토광묘
1 고려시대 석곽묘 1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1기

21 공주 수촌리 고분군 Ⅲ (2015)
고려시대(추정)5 

2호 석곽묘
1

백제시대 토광묘 2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석곽묘 5기, 

조선시대 토광묘 6기, 시대 미상 석곽묘 1기 

22 공주 제천리·당암리 유적 (2014)
고려시대  10호 토광묘, 1호 석곽묘, 

12호 토광묘
3

백제시대 석곽묘 3기, 토광묘 3기, 옹관묘 1기, 

고려시대 토광묘 14기, 석곽묘 6기, 조선시대 회곽묘 33기, 

토광묘 164기, 시대 미상 토광묘 405기, 석곽묘 2기

23 공주 내촌리·상서리 유적 (2017) 고려시대 3호 토광묘 1 통일신라∼고려시대 석곽묘 5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42기

24 보령 구룡리 유적 (2001) 53호 토광묘 1
백제시대 석실묘 1기, 삼국시대 석곽묘 6기, 

고려시대 토광묘 63기, 고려시대 옹관묘 1기, 

시대 미상 석곽묘 2기

24 보령 구룡리 유적 (2019)
고려시대 

4호, 9호 토광묘
2

백제시대 석(곽)실분 125기, 고려시대 석곽묘 4기,

토광묘 24기, 조선시대 토광묘 13기, 

시대 미상 석곽묘 7기, 토광묘 25기

25 보령 두룡리 유적 (2019)
고려시대 

1호 석곽묘 
1 고려시대 석곽묘 1기, 시대 미상 토광묘 5기

26 서천 문곡리 유적 (2011)
고려시대(추정)6 

5호 토광묘
1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15기

27 서천 추동리 유적 (2006)

고려시대(이후) A-16호묘(토광묘), 

A-60호묘(토광묘), A-63호묘(토광묘), 

B-7호분(석곽묘, 은제), 

B-10호분(석곽묘, 은제), 

B-20호분(토광묘, 은제), 

조선시대(?)7 D-1호 수혈유구, 

E-12호묘(토광묘, 은제), 

E-13호묘(토광묘, 은제), F-1호묘(토광묘), 

F-25호묘(토광묘), F-30호묘(토광묘, 은제), 

F-44호묘(토광묘), G-35호묘(토광묘), 

G-66호묘(토광묘)

15
원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 79기, 

고려시대 이후 석곽묘와 토광묘 343기

28 서천 옥남리 유적 (2008) 갓재골: 조선시대8 11호 토광묘 1 조선시대 회곽묘 21기, 토광묘 160기, 시대 미상 석곽묘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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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유물이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지역의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재질이 은제와 청동제로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 편이다. 특히 능산리 용범은 각부의 너비

가 상당히 좁은 편이고 두부는 각부보다 너비가 더 좁아

지면서 홈이 깊어지는 세부적인 특징이 보이므로 이를 바

탕으로 가랑비녀들과 비교해본 결과 부여 송국리 유적 Ⅶ

(12·13차 조사)의 40호와 42호 토광묘 출토품이 용범 주

형의 가랑비녀와 가장 비슷하다. 송국리 유적의 3호 석곽

묘 출토품도 깨진 상태이지만 그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다

(김경택 외 5인 2011). 이 유물들은 모두 청동제이며 길이

는 10㎝ 내외이고 각부의 가운데 두께가 직경 0.2～0.3㎝

이다. 각부 단면은 원형에 가깝지만 두부는 안쪽을 넓히

면서 단면 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워진 모습이다. 이러한 

두부 형태는 능산리 용범에서 두부의 너비나 깊이가 각부

와 달랐던 것과 연관된다(그림 8-2～5). 

송국리 유적(12·13차 조사)은 53지구 구릉 남사면에

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3기+1기, 

토광묘 7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와 회곽묘 13기, 시대 미

상 토광묘 30기 등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무덤

은 서로 10m, 40m 정도 떨어져 있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3호 석곽묘는 청자접시, 도기편병(2면), 구슬, 철정 

등이 공반되었고 42호 토광묘는 청동숟가락편, 철정이 공

반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충청 지역의 고려시대 가랑비

녀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석곽묘와 토광묘로 이어

지는 분묘에서 고려시대 중기(11세기 말～12세기)에 많

이 출토되고 후기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梁美玉 2005: 116). 그런데 충북 지역의 고려시대 분묘

를 분석한 연구 결과(李修晶 2009)에 의하면 송국리 유적 

세 무덤 출토 가랑비녀들은 각부가 상당히 가는 가랑비

녀 1·2형식에 속하며, 이와 공반된 청자접시(2형식)와 도

그림 7 부여와 그 주변 지역 고려시대(추정) 가랑비녀 출토 유적 위치와 녹니석편암 산출지

●<가랑비녀 출토 유적>

1. 부여 무량사구지

2. 부여 합정리 문냉이골고분군

3. 부여 부소산성

4. 부여 관북리유적

5. 부여 쌍북리 두시럭골유적

6. 부여 화지산유적

7. 부여 염창리고분군

8. 부여 정각리 갓점골유적

9. 부여 송국리유적

10 .논산 원북리·정지리유적

11. 논산 원북리유적

12. 논산 정지리유적

13. 논산 원남리·정지리유적

14. 논산 모촌리고분군

15. 공주 송곡·봉암리유적

16. 공주 금학동고분군

17. 공주 옥룡동418번지일원유적

18. 공주 신관동유적

19. 공주 금흥동유적

20. 공주 수촌리 산16-9번지유적

21. 공주 수촌리고분군Ⅲ

22. 공주 제천리·당암리유적

23. 공주 내촌리·상서리유적

24. 보령 구룡리유적

25. 보령 두룡리유적

26. 서천 문곡리유적

27. 서천 추동리유적

28. 서천 옥남리유적

1.부여 외산 지선 

2.청양 비봉 강정  

3.공주 유구 노동  

4.공주 유구 녹천

 

5.예산 신양 하천

6.예산 수철리

7.홍성 광천 대평

8.홍성 홍동 월현

9.홍성 구항 청광

■<녹니석편암 산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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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병(1형식) 등은 청주 명암동 Ⅰ 유적 10호 토광묘, 청원 

마산리 유적 15호 토광묘 등의 출토품과 통한다. 이 유구

들은 고려시대를 3개로 분기할 때 1기(10세기 전반～11세

기 전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송국리 유적의 세 무

덤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충청 지역 

고려시대 분묘 출토 부장품의 공반 관계를 파악한 또 다

른 연구에서도 송국리 유적 출토품과 비슷한, 각부가 비

교적 가는 편인 가랑비녀(1·2형 - 2형이 가는 편)가 청자

접시 1형, 도기병 1형(편병)과 함께 고려시대 전기에 나

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도기병 등으로 미뤄보아 통일신

라시대 전통이 남아 있으며, 그 이후인 중기(11세기 말～

13세기 중반)에는 금속 유물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것

으로 보았다(남진주 2007). 송국리 유적은 용범이 출토된 

능산리 서고분군에서 직선 거리로 8㎞ 정도 떨어져 있어

서, 고려시대 전기에 능산리 일대에서 제작한 청동제 가

랑비녀가 대략 10㎞ 떨어진 곳까지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그림 8 부여 능산리 출토 석제용범과 송국리 유적 출토 가랑비녀의 합체

1.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서현주 외 2019), 2. 부여 송국리유적Ⅶ 고려시대 40호, 42호 토광묘, 3호 석곽묘 출토 가랑비녀(김경택 외 2011), 3. 능산리 출토 용범과 송

국리유적Ⅶ 고려시대 40호, 42호 토광묘 출토 가랑비녀 합체(도면상), 4·5. 능산리 출토 용범과 송국리유적Ⅶ 고려시대 40호, 42호 토광묘와 3호 석곽묘 출토 가랑비녀와 

합체(실사)

2

1 3

0

0

10cm(1/2)

10cm(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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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산리 용범의 기술사적 의미

선사시대부터 청동기가 많이 출토된 부여를 포함한 

충남 지역에서 용범이 출토된 사례는 아직까지 매우 드물

다. 부여 송국리 유적의 55-8호 주거지 출토 선형동부(扇

形銅斧)의 석제용범편9(그림 9-1)을 제외하면 세형동검 

문화기의 용범도 아직 출토된 사례가 없다.10 부여 지역에

서는 백제 사비기의 석제용범들과 토제용범이 출토된 바 

있는데 석제용범은 구아리 우물 유적(그림 9-2)과 가탑리 

유적 출토 일근(一斤)새김 용범, 관북리 유적 1989년 조

사 E121 도랑 내부 출토의 고리 용범(활석제, 그림 9-3), 

그리고 토제용범은 가림성 Ⅳ 삼국시대 대지 조성층 출토 

초두 손잡이 용범(추정)(그림 9-4)이 있다. 그 이후 통일

신라나 고려 시대의 용범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석제용범은 이 지역의 청동

기 제작과 기술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

된다.

그동안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가랑비녀 석제용범은 

10점을 넘지 못한다(표 3, 그림 9-5～9). 봉화 금봉리 유적

의 불두형(고려시대)을 제외하면 석제용범들은 가랑비녀

의 형태가 대체로 두부 양쪽이 각진 모습이어서 통일신라

시대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는 공반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그 중 경주 인왕동 왕경 유적 Ⅱ 1방 건물지에서는 

용범과 함께 비슷한 형태의 청동제 가랑비녀도 출토되어 

이 지점에서 제작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봉화 

금봉리 유적 출토품은 Ⅲ구역에서 수습되었지만 350m 

정도 떨어진 Ⅰ구역에서 소성유구 등이 확인되어 관련 여

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근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출토 양상으로 보아 석제용범을 이용하여 금

속제의 가랑비녀를 제작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이

루어졌고 고려시대에는 점차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경주 분황사지에서는 숟가락의 석제용범이 출토된 

바 있는데,11 상당히 드문 자료로 그 형태로 보아 통일신

라시대 청동숟가락의 용범이며 이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청동숟가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파악된다(鄭義道 2008: 356). 가랑비녀도 출토 상황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고려

시대에 성행하는 유물이어서 청동숟가락과 비슷한 양상

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는 청동제 가랑비녀 외에도 숟가락, 젓가

락, 용기, 동전과 동경 등 많은 청동기들이 분묘에서 출토

되어 그 제작과 사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청

동용기의 제작 기술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동

기 제작 기술은 단순한 주조로 시작하여 담금질의 열처

리가 추가된 것으로 발전하며, 주조 공정 후 단조와 담금

질 열처리가 정형화된 전형적인 방짜 기법 등으로 완성

9 비파형동검 문화기의 부여 송국리 유적 출토 선형동부 용범은 편암(片岩)제로 알려져 있다(姜仁求 외 1979).

10 이제까지 남한 지역에서 확인된 세형동검 문화기의 청동기 용범은 모두 14점(주형 수 22점)이다. 용범은 대부분 표면과 이면에 주형을 새긴 쌍합범이며, 한 짝

에만 주형을 새긴 단합범도 있다. 주형은 무기류(세형동검, 동과, 동모), 공구류(장방형동부, 유견동부, 합인동부, 동착, 동사, 동침, 조침), 의기류(동경) 등이 있다

(趙鎭先 2006).

11 경주 분황사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청동제 가랑비녀도 출토된 바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p.130-상).

표 3 남한 지역 가랑비녀 석제용범 출토 유적 현황

유적명 출토 유구명 시대, 특징, 공반 유물

경주 인왕동 

왕경 유적 Ⅱ 

(2014)

1방 건물지 내 

S1W1구역

- 통일신라시대

-   토기, 기와, 금속 유물 등 다수의 

유물 공반

익산 미륵사지 Ⅰ 

(1989)

사역 북편석축과 

그 북쪽의 

후대유구

- 통일신라시대 이후

- 납석제

충주 완오리 

유적 (2009)

 법고개 Ⅰ 

5호 주거지

- 통일신라시대(?) 추정

-   주름무늬병, 철제열쇠, 철솥 등 공반

하남 춘궁리 

271-4번지 유적 

(2015)

수혈유구 1호

- 통일신라시대

- 3개 동시 주조 가능

- 토기편 공반

봉화 금봉리 유적 

(2014)

Ⅲ구역 수습 

(Ⅰ구역에 

소성유구 등 확인)

- 고려시대

- 활석제

- 고려시대 도기 등과 함께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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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변천 과정을 보인다. 즉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청동

기 제작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료 상황

을 극복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전익환 

외 2013). 특히 방짜 기술은 구리-주석의 합금 비율이 중

요한데 주석 함량이 22% 정도로 높은 편이고 고온에서의 

두드림, 700℃ 정도의 담금질 열처리를 한 것이다. 방짜 

기술 등의 고주석 청동기 제작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청동기 제작은 동검 등의 유물로 보아 주석 함량에 상관

없이 주조 공정으로 이루어졌는데,12 이는 청동 제품에 대

한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3 한반도에 청

동기가 가장 먼저 등장한 세형동검 문화기의 청동기 제작

과 관련된 유물은 대부분 석제용범이며,14 용범에서는 무

기류와 공구류, 의기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주형이 확인된

다. 청동기 제작 과정은 크게 ‘청동 원료 확보-용범 제작-

청동기 주조-청동 제품의 완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다. 석재로 용범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석재를 채

석하고 기물의 주형을 설계·제도하고 새김하는 작업이 이

어진다. 석범(石范)은 대체로 두 짝이 한 쌍을 이루는 합

범이다. 동검이나 동부 등은 두 짝 모두 동일한 주형을 새

겨 주조하는 쌍합범이며, 동침이나 조침 등은 한 짝에만 

주형을 새기고 다른 한 짝은 밋밋한 모습인 단합범이다. 

이후에 주형 새김 작업을 통해 마무리된다(趙鎭先 2020).

앞에서 언급한 부여와 그 주변 지역의 고려시대(추

정) 가랑비녀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에 의

한 결과는 아니지만 주조로 추정하기도 하고 단조나 긴 

봉을 구부려서 제작했을 것으로 보고된 경우가 많다. 이 

시대의 가랑비녀는 용범 자료가 거의 출토되지 않아 주조 

공정이라 하더라도 석제용범이 아닌 토제용범이나 사형

(砂型)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주조로 만든 후 

단조 공정이 추가된 것도 있을 수 있다. 부여 송국리 유적 

40호와 42호 토광묘 등에서 출토된 청동제 가랑비녀는 

제작 기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능산리 

석제용범과 송국리 출토 가랑비녀를 비교해보면 주형과 

유물의 형태(특히 두부쪽)가 거의 비슷하여 주조 공정으

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다른 청동유물들처럼 다양한 

제작 기술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봉화 금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불두형 가랑비녀는 문양 등으로 보아 주조 공정

으로 제작하는 편이 낫지만, 능산리 용범의 가랑비녀 형

태처럼 단조로운 형태의 가랑비녀는 주조 공정이 아니더

라도 제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의 다

른 청동유물과 달리 주조 공정으로 제작된 가랑비녀는 기

술사적으로 그다지 발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통적인 제작 기술이 잔존했던 것은 능산리 가랑

비녀가 상당히 가는 편이고, 2개를 한꺼번에 주조할 수 있

는 용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동유물의 수요가 늘어나

는 고려시대의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청동유물을 제작하기 위한 석제용범은 주형을 새기

는 작업이 용이한 석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했을 것

이다.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은 무르고 미끈한 질감의 녹

니석편암의 석재로, 이러한 암석이 산출되는 부여 외산면 

지선리에서 예산 예산읍 수철리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는 

석제용범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형동검 

문화기의 유적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능산리에서 외

산면 지선리까지의 직선 거리는 23㎞, 예산 예산읍 수철

리까지는 48㎞ 정도이다. 

12 주조성의 향상을 위해 상당량의 납이 포함된 청동 합금이 이루어졌다.

13 국립경주박물관 신축 부지 3방 우물, 재매정 유적지 1구역 6호 우물 등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청동제 가랑비녀들의 제작 기술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석 함

량이나 담금질 열처리 온도에서 고주석 청동기 제작 기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청동기 제작 기술은 다

양했는데 방짜로 불리는 최적의 청동기 기술의 원조에 해당하는 고주석 청동기 기술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때부터 청동 제품에 대한 사

회적 수요에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박장식·주진옥 2017).

14 세형동검 문화기의 傳 논산 출토 다뉴정문경은 사형(砂型)으로 주조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박학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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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은 고려시대(전기)에 20

～50㎞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용범 제작이 용이한 석재를 

가져다가 청동유물을 제작한 후 이를 인근 유적 일대에 

공급했던 양상과 함께 이 시기까지도 석제용범을 이용한 

주조 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Ⅴ. 맺음말

부여 능산리 서고분군 4차 발굴조사(2016년) 과정에

서 석제용범이 1점 출토되었다. 석제용범은 초기철기시

대의 동침 용범으로 보고되었지만 주형 형태로 보아 동침

이 아닌 가랑비녀의 용범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고에서

는 능산리 출토 석제용범에 대해 고고학적 분석을 통해 

유물의 형태와 시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자연과학적 분

석을 통해 석재 재질 특성과 그 산지를 추정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능산리 일대에서 가랑비녀 석제용범이 사

용된 양상도 파악해보았다.

용범은 평면 장방형(단면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

로, 석재의 표면에는 4줄로 나란하게 홈이 나 있다. 홈은 

2줄씩 단측면 가까이에서 이어져 각각 좁은 ∩형을 이룬

그림 9 충남 지역 청동기～백제시대 용범들과 남한 지역 출토 가랑비녀와 숟가락 석제용범들(도면 S1/4)

1. 부여 송국리유적 55-8호 주거지(국립부여박물관 1993), 2. 부여 구아리 우물유적(국립부여박물관 1993), 3. 부여 관북리유적 89년 조사 E121 도랑 내부(尹武炳 1999), 

4. 부여 가림성Ⅳ 삼국시대 대지조성층(백제고도문화재단·부여군 2020), 5.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Ⅱ 1방 건물지 출토 용범과 청동제 가랑비녀(국립경주박물관·신라문화

유산연구원 2014), 6. 충주 완오리유적 법고개Ⅰ 5호 주거지(中央文化財硏究院 2009), 7. 익산 미륵사Ⅰ 사역 북편석축과 그 북쪽의 후대유구(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

所 1989), 8. 하남 춘궁동 271-4번지유적 수혈유구 1호(韓國文化財財團 2015), 9. 봉화 금봉리유적 Ⅲ구역(삼한문화재연구원 2014), 10. 경주 분황사 숟가락 용범(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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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형 형태로 보아 용범은 각부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

는 ∩형의 가랑비녀를 제작했던 유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에서 가랑비녀는 낙랑을 포함하여 원삼국시대부터 나타

나 삼국시대(백제)에 소수 나타나고 통일신라시대를 거

쳐 고려시대에 상당히 성행한다. 가랑비녀는 시대별 형

태 차이가 뚜렷한 편인데, 능산리 용범은 주형 형태로 보

아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사용된 유물로 판단된다. 능산

리 서고분군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유구로 고려시대로 추

정되는 수혈유구도 확인되었다.

능산리 가랑비녀 용범을 제작한 석재는 녹니석, 각

섬석, 활석을 주성분 광물로 하는 녹니석편암으로 녹회색

의 무르고 부드러운 석재이다. 이러한 암석은 인근의 부

여 외산면, 청양, 공주, 예산 지역 등에서 산출되는데 현

장조사를 통해 능산리 용범과 가장 비슷한 것은 부여 외

산면 지선리에서 예산 예산읍 수철리 일대에 이르는 지역

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여 능산

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가랑비녀는 현재

까지 70점 정도인데, 그 중 능산리 용범의 주형과 가장 비

슷하게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은 부여 송국리 유

적 분묘 출토 청동제 가랑비녀 등이다. 그동안 남한 지역

에서 출토된 가랑비녀 석제용범은 10점을 넘지 못하는데,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유물이고 확실한 고려시대 유물은 

매우 드물다. 능산리 석제용범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청동기 제작 기술이 존재했겠지만 주조 공정도 함

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유물을 제작하기 위한 석제용범은 주형을 새기

는 작업이 용이한 석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자 했을 

것이다.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은 고려시대(전기)에 

20～50㎞ 정도 떨어진 인근 지역(부여 외산면 지선리에

서 예산 예산읍 수철리 일대)에서 용범 제작이 용이한 석

재를 가져다가 청동유물을 제작한 후 이를 인근 유적(부

여 송국리 유적 등) 일대에 공급했던 양상과 함께 이 시기

까지도 석제용범을 이용한 주조 기술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 본고는 2019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님의 지적을 받아 유물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

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랑비녀와 그 용범 유물을 견학하는 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의 여러 선생님들께 도

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2

<도록 및 보고서>

•姜仁求 외, 1979, 『松菊里』 Ⅰ, 國立中央博物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芬皇寺』.

•김경택 외 5인, 2011, 『송국리 Ⅶ - 부여 송국리 유적 제12·13차 발굴조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서현주 외 8인, 2019, 『부여 능산리고분군 Ⅰ- 서고분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서현주 외 8인,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 Ⅱ - 서고분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부여군.

•田鎰溶·李仁鎬·尹定鉉, 2006, 『舒川 楸洞里 遺蹟 - Ⅰ地域』, 忠淸文化財硏究院.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0, 1:5만 지질도, 지질정보서비스 http://mgeo.kigam.com.

<논저>

•김서운·김명환, 1969, 『지질도폭 설명서 예산 1:50,000』, 국립지질조사소.

•김연수, 2007, 「高麗 墳墓 出土 金屬工藝 分析 試考」, 『고고학』 6-1.

•김영태·우영균, 2005, 「충남지역 사문암 내 감람석과 휘석의 사문석화 작용」, 『한국지구과학회지』 26(3).

•남진주, 2007, 「충청지역 고려고분 부장품의 양식」,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자유물 특별전』, 강진청자박물관.

•박기남·황진연·오지호·이효민, 2012, 「충남 청양군 비봉광산 사문암체의 산상과 구성광물」, 『한국광물학회지』 25(1).

•  박장식·주진옥, 2017, 「통일신라의 고주석 청동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술의 다양성과 이에 투영된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금속·재료

학회지』 55(10).

•  박학수, 2009,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의 제작기술」,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국보 제141호 다뉴세문경 종합조사연구』, 숭실대학교 한국기

독교박물관.

•梁美玉, 2005,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무덤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修晶, 2009, 「충북지역 고려 고분 연구」,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이중혁·김성주, 1963, 『지질도폭 설명서 홍성 1:50,000』, 국립지질조사소.

•이창진, 2010, 『기본 광물·암석 용어집』, ㈜한국학술정보.

•李惠瓊, 2005, 「가랑비녀(釵)에 관한 小考」, 『錦江考古』 2.

•전익환·이재성·박장식, 2013, 「고려 말 청동용기에 적용된 제작기술의 다양성 연구」, 『文化財』 46(1).

•鄭義道, 2008, 「靑銅숟가락의 登場과 擴散 -三國時代~統一新羅時代-」, 『石堂論叢』 42.

•趙鎭先, 2006, 「細形銅劍 鎔范의 製作技術」, 『韓國考古學報』 60.

•趙鎭先, 2020, 「한국 청동기문화의 청동기 제작기술 복원」, 『한국의 청동기문화 2020』, 국립청주박물관.

•  B. Bradák, Gy. Szakmány, S. Józsa, A. P ichystal, 2009, ‘Application of magnetic susceptibility on polished stone tools 
from Western Hungary and the Eastern part of the Czech Republic (Central Europe)’,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 pp.2437~2444.

•  Kim, Geonyoung and Kim Soojin, 1995, ‘Chemistry of Chlorite and Its Genetic Significance in the Talc Deposits in the 
Yesan-Gongju-Cheongyang Area, Chungnam, Korea’, Journal of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8(2), pp.91~107.

참고문헌



21  부여 능산리 출토 가랑비녀 용범(鎔范)의 제작과 사용 양상

The  Making and Use of the Bifid Ornamental 
Hairpin Stone Mold Excavated at Neungsan-ri, 
Buyeo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2, June 2021, pp.4~21.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2.4

A stone mold from the Sabi period of  Baekje was excavated at the western tombs in Neungsan-ri, Buyeo where 

there was a recent excavation survey (2016).

It was believed and reported that such stone molds were used for copper needles during the early Iron Age; 

however, a close re-examination of  the form revealed that they were used for bifid ornamental hairpins. Given its 

casting form, the stone mold of  Neungsan-ri is estimated to have been used to make bifid ornamental hairpins in a 

∩ shape, narrowing down toward the tip. It is considered an artifact of  the Goryeo dynasty.

The stone used to make the bifid ornamental hairpin mold of  Neungsan-ri was chlorite-schist, the principal 

minerals of  which include chlorite, amphibole, and talc. Similar rocks are in nearby Buyeo (Oesan-myeon), 

Cheongyang, Gongju, and Yesan. They are mainly found between Jiseon-ri, Oesan-myeon, Buyeo, Sucheol-ri, Yesan-

eup, and Yesan. Nearly 70 bifid ornamental hairpins from the Goryeo dynasty were excavated at Neungsan-ri, Buyeo 

and the surrounding areas. Among them, the bronze one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Songguk-ri, Buyeo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de using this mold as they closely resemble the Neungsan-ri mold.

Stone was likely the preferred material for molds to make bronze artifacts as it was easy to sink a die . Regarding 

the bifid ornamental hairpin cast excavated in Neungsan-ri, they obtained stones in nearby areas 20~50km from 

their location, made bronze artifacts, and distributed them to nearby sites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se artifacts 

suggest that the casting technology of  using a stone mold was still employe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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