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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탁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불교 장엄구이다. 하지만 풍탁은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유물의 수가 많지 않아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술사적 연구를 참고

하여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보개에 장식되어 있는 청동풍탁 8점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작 기법 및 제작 시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개의 위치에 따라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은 형태 및 제작 기법의 특징이 

나타났다. 대형인 하부 보개 청동풍탁 4점은 Cu-Sn-Pb 삼원계 합금을 주조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서산 출토 동제

풍탁과 형태가 매우 흡사하여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형인 상부 보개 북측 청동풍탁 2점은 Cu-Sn 또

는 Cu-Sn-Pb 합금을 단조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고려 후기~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원통형 풍탁과 형태가 유사하다. 

소형인 상부 보개 남측 청동풍탁 2점은 미량의 아연(Zn)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Cu-Sn-Pb 삼원계 합금을 주조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합금 성분 및 치게의 형태 등을 통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조직 관찰 및 성

분 분석을 통해 하부 보개 청동풍탁 2점은 Cu:Sn:Pb≒80:15:5의 합금비를 지닌 삼원계 합금을 주조 후 서냉하여 제

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방짜유기와 유사한 합금비인 Cu-Sn 이원계 합금을 소재로 단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국내 풍탁의 선행 연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하부 보개 동측 청동풍탁 2점은 타명기에 적합한 주석 함유량을 

지닌 고려시대에 제작된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합금 조성비와 유사하게 확인된다. 방짜유기와 유사한 합금

비를 지닌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현재까지 연구된 풍탁 중 유일하게 단조 기법으로 제작된 사례이다. 

본 연구를 통해 풍탁의 제작 시기를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구

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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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풍탁(風鐸)은 통형의 몸체, 풍판, 치게를 갖추고 있

는 장엄구로, 청각적인 기능을 통해 중생을 깨우치는 교

화적인 역할을 한다(강보라 2015: 6). 풍탁은 최근 5년 사

이에 미술사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금속

학적 연구는 출토품 풍탁의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미

진한 편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비교적 이동이 수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풍탁이 탑이나 석불에 현재까지 매달

려 있는 경우 원형으로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970년경 고려 광

종의 명으로 혜명 스님이 목종 9년(1006)에 완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석불로, 이중의 방형 보개 모서리에 철과 청

동으로 제작된 풍탁과 금속 장식구로 장식되어 있다. 관

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청동풍탁에 관한 별도의 문서

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자료 및 

유리건판을 통하여 동일한 풍탁이 100여 년 전에도 매달

려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하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의 풍판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하여 조선 

경종 3년(1723)에 중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논

산시 2020: 1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는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8점을 미술사적 연구

를 참고하여 형태학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 분석 및 산지 

추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풍탁의 제작 시

기를 형태학적 특징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근거

를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이중 보개의 모서리

에 장식되어 있는 청동풍탁 8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청동풍탁이 장식되어 있는 상·하부 보개의 위치

에 따라 유물 명칭을 표기하였다. 유물의 명칭 및 사진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1) 비파괴 분석

육안 관찰 및 실측 조사를 통해 풍탁의 유형을 분류

하였다. 또한 제작 기법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부여박물

관에서 Hard X-ray기(Smart EVO 300DS, Yxlon, DK)를 

사용하였으며, 풍탁의 크기에 따라 분석 조건을 220~300

㎸, 3.0㎃, 60~120s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재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P-XRF 분석기(Vanta C-series, 

Olympus, US)를 활용하여 표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조건은 Alloy Mode를 적용하여 10~40㎸, 전류 10~50㎂, 

측정 구경은 2㎜로 각 30초씩 2차례 분석하였다. 풍탁의 

구성요소별 분석 위치에 따라 5회 이상 측정하고 평균 성

분 조성을 표기하였다. 

2)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

풍탁 4점(하부 보개 동남측·동북측 청동풍탁, 상

부 보개 서남측·동북측 청동풍탁)의 파손 또는 돌출

된 부분에서 극미량의 시편을 채취하였으며, <표 1>

에 분석 위치를 표시하였다. 시편은 에폭시 수지로 마

운팅한 후 연마지(800~4000mesh)와 연마제(3㎛, 1

㎛)를 사용하여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재질에 

따라 3%의 Nital(HNO3+Ethyl Alcohol) 또는 에칭액

(FeCl3+HCl+H2O) 용액을 사용하여 에칭하고, 금속현미

경(Epiphoto 200, Nikon, JP)과 주사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SEM:EM-30AX, Coxem, KR /EDS:X-

stream2 SDD, Oxford, UK)로 미세조직과 성분을 분석 

하였다. 

3) 납동위원소비 분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열이온화질량

분석기(TIMS:Isoprobe-T, Isotopx Ltd., UK)를 활용하여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3점의 연관성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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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원료의 산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점의 유물에서 

시료를 약 3㎎ 정도 채취한 후 테프론 바이알에 넣고 정

제된 왕수(염산:질산=3:1) 2~3㎖를 첨가하여 10시간 이

상 150℃의 가열판에서 가열하였다. 바이알을 열고 재가

열하여 건조한 후 2㎖ 정도의 6N 염산을 사용하여 재건

조한 후 1N HBr 1㎖ 정도에 녹였다. 원심분리한 시료를 

1N HBr와 음이온교환수지(AGI-X8, chloride form, 100-

200#)를 사용하여 납을 분리하였다. Re single filament에 

시료를 얹어 열이온화질량분석기로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NBS SRM 981)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를 보

정하였다. 총 바닥값(total blank)은 1ng 내외이다. 

Ⅲ. 연구 결과

1. 비파괴 분석

풍탁은 탁신의 크기에 따라 소형(10㎝ 이하), 중형

(10~25㎝), 대형(25㎝ 이상)으로 구분되며(서미미 2017: 

80), 풍탁의 부위별 명칭은 <사진 1A>에 표기하였다. 논

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하부 보개 청동풍탁 4점은 

대형에 속하며, 상부 보개 풍탁은 중형으로 구분되는 북

측 청동풍탁 2점과 소형인 남측 청동풍탁 2점으로 분류

된다. 청동풍탁 8점의 탁신은 동일하게 표면 가공 처리인 

가질 기법이 수행되었으며, 풍탁의 유형에 따라 합금비 

및 제작 기법에서 특징이 나타났다. 관촉사 석조미륵보

살입상 청동풍탁의 육안 관찰 및 X-ray 조사 결과 유형별

로 대표 유물을 3점 선정하여 <사진 2>에 기재하였다. 

대형인 하부 보개 풍탁 4점은 <사진 2B>와 같이 전

체적으로 기공 또는 모래 개재물이 산재하고 있으며, 일

부 풍탁에서는 <사진 1B>과 같이 천판 내부에 주물 주

입 흔적이 관찰되었다. 또한 하부 보개 서측 청동풍탁 2

점의 풍판에서 점각(點刻)된 명문이 확인되었다. 중형 풍

탁은 <사진 2D>처럼 X-ray 상에서 두드림 공정이 수

행된 흔적이 나타났다. 소형 풍탁의 경우 <사진 1C>와  

<사진 2F>에서 주입구가 관찰되며, 십자(十字)형 치게

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풍탁과는 차이를 보인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비파괴 

성분 분석 결과는 <표 1>로 요약하였다. 표면 분석 결

사진 2   A: 하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대형), B: <사진 2A>의 X-ray 사진,  

C: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중형), D: <사진 2C>의 X-ray 사진,  

E: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소형), F: <사진 2E>의 X-ray 사진

D

B

F

C

E

A

사진 1   A: 풍탁의 부위별 명칭(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B: 하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탁신 내부 사진, C: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탁신 내부 사진

B

C

A

연결구

연결구

치게

탁신

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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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비파괴 성분 분석 결과 (P-XRF)

연번 유물명 유형
탁신 
높이 
(㎝) 

유물 사진

표면 분석 결과 (P-XRF)

분석 위치
성분 조성 (wt.%)

Cu Sn Pb Zn Fe Ag Total

1
하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대형

27.4 

탁신 71.16 15.00 9.76 0.08 3.67 0.33  100.00

풍판 59.55 17.35 18.80 3.05 1.05 0.20  100.00

연결구 1.17 0.01 0.06 0.06 98.70 -  100.00

2
하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28.3

탁신 69.95 18.82 8.86 0.07 1.94 0.36  100.00

풍판 59.67 12.31 21.66 4.20 1.97 0.19  100.00

연결구 1.62 - - 0.06 98.32 -  100.00

3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27.3

탁신 73.09 16.72 7.25 0.05 2.55 0.34  100.00

풍판 1.02 0.01 0.15 0.07 98.75 -  100.00

연결구 0.86 - 0.04 0.07 99.03 -  100.00

4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26.8

탁신 67.28 22.09 7.46 0.08 2.86 0.23  100.00

풍판 55.91 11.18 23.04 3.89 5.81 0.17  100.00

연결구 0.40 - 0.05 0.07 99.48 -  100.00

5
상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중형

14.5

탁신 70.11 18.61 7.05 1.89 2.23 0.11  100.00

풍판 1.11 - - 0.04 98.85 -  100.00

연결구 0.75 - - 0.03 99.22 -  100.00

6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13.9

탁신 60.74 37.88 0.20 0.08 1.00 0.10  100.00

풍판 0.65 - 0.04 0.05 99.26 -  100.00

연결구 1.45 - 0.05 0.03 98.47 -  100.00

7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소형

7.3

탁신 67.23 7.93 16.01 6.40 2.36 0.07  100.00

치게 0.23 - - 0.05 99.72 -  100.00

풍판 0.94 - 0.06 0.05 98.95 -  100.00

연결구 0.32 0.01 - 0.03 99.64 -  100.00

8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7.4

탁신 63.23 8.44 17.94 7.19 3.12 0.08  100.00

치게 0.36 - - 0.05 99.59 -  100.00

풍판 0.57 0.02 - 0.08 99.33 -  100.00

연결구 0.70 - 0.08 0.08 99.14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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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탁신 및 풍판의 재질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 풍

탁 4점의 탁신은 Cu-Sn-Pb 삼원계 합금이며, 풍판의 재질

은 청동제와 철제로 구분된다. 중형 풍탁은 Cu-Sn 또는 

Cu-Sn-Pb 합금으로 검출되었다. 소형 풍탁은 미량의 아

연(Zn)이 함께 검출된 Cu-Sn-Pb 삼원계 합금으로 확인되

었다. 탁신에서는 전체적으로 연결구로 인해 철(Fe)의 함

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치게 및 연결구는 전부 철

제로 확인되었으며, 표면에서 구리(Cu)가 미량 검출되었

다. 이는 탁신 또는 풍판으로 인해 구리 부식 화합물이 표

면에 고착되었거나 구리 성분이 철제 내부로 인입된 것으

로 추정된다. 

 

2.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 분석

1) 탁신

청동풍탁 3점의 탁신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제작 

기법은 주조 후 서냉하여 제작한 방법과 주조-단조-담금

질 공정을 수행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하부 보개 동측 청

동풍탁 2점은 α상 바탕조직에 (α+δ) 공석상이 혼재되어 

관찰되었다. 이처럼 주석의 함량이 약 13.5wt.% 이상일 

경우 매우 단단한 조직인 (α+δ) 공석 조직이 생성된다. 또

한 기공과 변형선(Strain line), 비금속 개재물 등이 부분

적으로 관찰되었다. 변형선은 외부에서의 소성변형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부 보개 동측 청

동풍탁 2점은 주조 후 서냉하여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

으며, 고온에서의 담금질이나 형태 가공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α상과 침상형의 마르

텐사이트(β상)가 관찰되었다. 다수의 근접한 α상이 방향

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으며, α상 결정립 내에서 쌍정

(Twin)이 확인된다. 이러한 조직은 비교적 높은 온도에

서 두드림 공정이 수행되어 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한다. 또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β 영역인 799~586℃의 

온도에서 담금질 공정에 의해 출현하므로, 급랭 처리가 

표 2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탁신의 주성분 및 비금속 개재물 분석 결과 (SEM-EDS) 

유물명 분석 위치
성분 조성 (wt.%)

Cu Sn Pb Fe Ag S As Se Total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전체 평균값 82.20 12.67 3.90 0.01 0.24 - 0.98 - 100.00

B-1 74.99 10.89 9.73 0.18 2.94 0.80 0.47 - 100.00

B-2 79.16 3.63 2.28 0.07 0.10 14.76 - - 100.00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전체 평균값 81.50 15.75 1.44 0.14 0.19 0.20 0.78 - 100.00

D-1 70.16 8.88 17.61 1.86 1.00 0.25 0.24 - 100.00

D-2 71.34 0.23 3.25 3.94 - 21.24 - 100.00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전체 평균값 77.10 22.29 0.18 0.18 - 0.20 0.05 - 100.00

F-1 72.92 5.14 1.92 4.10 - 14.46 - 1.46 100.00

사진 3   A: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금속현미경 사진, B: <사진 3A>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C: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금속현미경 사진,  

D: <사진 3C>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E: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금속현미경 사진, F: <사진 3E>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DC

F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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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SEM-EDS를 이용하여 5회 면분석을 실시하여 탁신

의 평균 합금 조성비를 도출하였으며, 비금속 개재물 성분 

분석을 통해 제작에 사용된 원료를 추정하였다. <표 2>

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탁신의 주성분 및 

비금속 개재물 분석 결과이다. 하부 보개 동측 청동풍탁 2

점의 합금 조성비는 Cu:Sn:Pb≒80:15:5로 유사하게 검출

되었으며,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방짜유기와 유사

한 합금비인 Cu:Sn≒78:22가 확인되었다.

비금속 개재물 분석 결과, 짙은 회색의 입자(#D-2, 

#F-1)에서 철(Fe)과 황(S)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제

작 원료는 황과 철을 함유한 반동석(Bornite, Cu5FeS4) 또

는 황동석(Chalcopyrite, CuFeS2)으로 추정된다. 반면 분

석 위치 #B-2와 같이 황 성분만 검출되거나 구리 제련 시 

용제로 철광석이 첨가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황을 함유

하는 휘동석(Chalcocite, Cu2S)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철제 연결구 및 풍판

청동풍탁 4점의 철제 연결구 및 풍판의 미세조직 관

찰 결과는 <표 3>에 요약하였다. 공통적으로 탄소 함량

이 적은 아공석강을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유물별로 반복

단타작업 또는 열처리 공정 등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 기법에 따른 미세조직의 특징이 잘 나타나

는 대표적인 유물 3점을 선별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1)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2

<사진 4A>는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2

의 미세조직 사진으로, 조대한 크기의 페라이트(Ferrite) 

조직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사진 4A>

의 좌측 상단을 확대한 사진이 <사진 4B>이다. 종방향

으로 연신된 비금속 개재물이 발견되어 단조 기법으로 제

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C>는 비금속 개재물의 주사전자현미경

(SEM) 사진이다. 이를 EDS로 분석한 결과, 원형 또는 다

각형의 백색 입자(#4C-1)는 FeO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뷔스타이트(Wüstite)로 추정된다. 어두운 부분(#4C-2)은 

SiO2, CaO, Al2O3, P2O5 등의 유리질 성분이 높게 검출된 

유리질 바탕으로 확인된다.

(2)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6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의 연결구6은 <사진 5B>

와 같이 비등축형인 페라이트가 바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료의 외측 중앙부를 중심으로 펄라이트(Pearlite)

표 3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철제 연결구 및 풍판 미세조직 

관찰 결과 

유물명 분석 위치 미세조직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연결구1 페라이트, 펄라이트

연결구4 페라이트, 펄라이트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연결구1 페라이트, 펄라이트, 마르텐사이트

연결구3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테튼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1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테튼

연결구2 페라이트

연결구6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테튼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풍판 페라이트

연결구1 페라이트, 비드만스테튼, 마르텐사이트

걸이쇠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테튼

사진 4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2의 분석 결과. A: 시료 전체 사진,  

B: <사진 4A>의 좌측 상단 확대 사진, C: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C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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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결정립계를 따라 비드만스테튼(Widmanstätten) 조

직이 발달한 것이 <사진 5C>에서 확인된다. 또한 종방향

으로 연신된 비금속 개재물이 존재하고 있어 단조 가공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물의 경우 시료의 내·외부

에서 탄소 함량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침탄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극미량의 시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정확

한 제작 기법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진 5D>에서 페라이트 조직의 입계벽을 따라 어

두운 바탕 내부에서 견상의 백색 입자가 도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분 분석을 통해 백색 입자(#5D-1)는 

뷔스타이트로 추정되며, 어두운 바탕(#5D-2)은 철(Fe)이 

주성분이고 규소(Si), 알루미늄(Al), 칼슘(Ca) 등의 원소

를 함유하는 유리질 바탕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유리

질 바탕 내부에 존재하는 뷔스타이트가 열간 단조 과정에

서 입계벽을 따라 도열된 것을 알 수 있다.

 (3)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연결구1

<사진 6A>는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연결구1

의 미세조직 사진이며, 침상형의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조직이 시료 표면에서 관찰되었다. 시료의 내부로 향할수

록 <사진 6B>와 같이 마르텐사이트의 혼재 비율이 감소

하고 비교적 크기가 조대한 페라이트와 비드만스테튼 조

직이 생성된 모습이 확인된다. 부정형을 띠는 비금속 개재

물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성 없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

럼 담금질과 같은 열처리 공정을 수행한 흔적이 확인되나 

사진 5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연결구6의 분석 결과. A: 시료 전체 사진,  

B: <사진 5A>의 시료 내부 확대 사진, C: <사진 5A>의 시료 외부 확

대 사진, D: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DC

BA

표 4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철제 연결구의 비금속 개재물 분석 결과 (SEM-EDS)

유물명 분석위치
성분 조성 (wt.%)

FeO SiO2 CaO Al2O3 K2O MgO MnO Na2O P2O5 TiO2 Total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4C-1 98.50 0.20 - 0.41 - 0.52 0.19 - 0.18 - 100.00

4C-2 55.08 27.10 5.32 3.56 2.10 1.17 0.20 0.61 4.86 - 100.00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5D-1 94.89 2.63 0.24 1.00 0.24 0.30 0.19 - 0.38 0.13 100.00

5D-2 45.58 33.41 5.33 5.98 3.93 0.88 0.53 0.14 4.15 0.07 100.00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6C-1 96.02 2.18 0.29 0.46 0.15 0.06 0.16 0.12 0.45 0.11 100.00

6C-2 54.43 28.13 4.44 2.46 2.76 0.70 0.43 0.53 6.06 0.06 100.00

6C-3 52.84 28.26 5.23 2.70 2.54 0.56 0.38 0.54 6.95 - 100.00

사진 6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연결구1의 분석 결과. A: 시료 전체 사진, 

B:<사진 6A>의 시료 좌측 확대 사진, C: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C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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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시료의 한계로 인해 극미량을 분석하였으므로 제

작 공정을 정확히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금속 개재물의 성분 분석 결과, 견상의 백색 입

자(#6C-1)는 주성분이 FeO인 뷔스타이트이며, 회색 장

주상의 형태로 관찰되는 분석 위치 #6C-2는 파얄라이트

(Fayalite)로 추정된다. 어두운 바탕(#6C-3)은 주성분인 

FeO, SiO2와 유리질 성분인 CaO, Al2O3, K2O, P2O5 등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 

3. 납동위원소비 분석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

상 청동풍탁 3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원료 산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청동풍탁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데이터인 

<표 5>를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도(Mabuchi)와 국립

문화재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산출된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광역분포도(KOPLID)에 적

용하여 해석하였다. 분포도 상에서 하부 보개 동남측 청

동풍탁,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상부 보개 동북측 청

동풍탁을 순서대로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1, 2, 3으로 표기하였다.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도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1>이다. 청동풍탁 1과 청동풍탁 3이 중국 북부에 포함되

었으며, 청동풍탁 2는 중국 남부 영역에 도시되었다. 해

당 연구 결과는 일본 영역의 경계면에도 포함되어 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도는 기원지를 추정하는 데 있어 국가별 시

료의 수가 많지 않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립문화

재연구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세밀한 기원지 

추정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반도 남부 방연광에 대한 납동

표 5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TIMS)

연번 유물명
납동위원소비

206Pb/204Pb 207Pb/204Pb 208Pb/204Pb 207Pb/206Pb 208Pb/206Pb

1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18.190 15.649 38.524 0.8603 2.1178 

2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18.593 15.689 38.991 0.8438 2.0970 

3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18.245 15.646 38.405 0.8575 2.1049 

그림 1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Mabuchi 1985)

그림 2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납동위원소비 분포도 

(KOPLI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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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소비 광역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촉사 석조미

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납동위원소비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2>이다. 

그 결과, 청동풍탁 3점은 Zone 3에 모두 포함되어 

유사성을 보인다. 그 중 청동풍탁 3은 Zone 1의 경계면에 

도시되어 뚜렷한 산지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Ⅳ. 고찰

1. 형태에 따른 유형 분류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형태학

적 특징을 분류한 결과는 <표 6>이다. 공통적으로 하부 

보개 풍탁 4점은 주조로 제작되었으며, 대형에 속한다. 

반면 풍판에서 청동제와 철제로 재질이 구분되며, 걸이

쇠의 고정 형태, 풍판의 명문 유무 등의 차이점이 나타난

다. 상부 보개 풍탁 4점은 걸이쇠의 형태와 풍판의 재질

은 동일하지만 돌대 및 치게의 유무, 유형에 따라 소형인 

남측 청동풍탁 2점과 중형인 북측 청동풍탁 2점으로 분류

된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8점의 풍판은 

하부에 굴곡이 없는 반원형이라는 점이 공통되지만, 연결 

방식 및 재질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제작된 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8점은 형태학적

으로 종형 풍탁에 속한다. 그 중 하부 보개 풍탁 4점은 우

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원통형 풍탁의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사진 7>과 같이 고려 전기로 제작 시

기가 추정되는 서산에서 출토된 동제풍탁(국립중앙박물

관 소장, 신수 2399)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확인된다. 따

라서 하부 보개 풍탁 4점은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건립될 당시에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산시 2020: 105). 

상부 보개 풍탁은 형태 및 유형 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중형에 속하는 북측 청동풍탁 2점의 경우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개되는 원통형 풍탁과 같이 평

표 6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형태에 따른 분류

유물명
탁신

치게
풍판

유형 형태 돌대 추정 시기 형태 명문 고정 형태 연결 구멍

하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대형 원통형
중단부

하단부
고려 전기 × 반원형 ○ 철사형 3

하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대형 원통형
중단부

하단부
고려 전기 × 반원형 ○ 봉형 2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대형 원통형
중단부

하단부
고려 전기 × 반원형 × 봉형 1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대형 원통형
중단부

하단부
고려 전기 × 반원형 × 봉형 2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소형 종형 하단부 조선 ○(조선) 반원형 × 봉형 1

상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중형 원통형 × 고려 후기~조선 × 반원형 × 봉형 1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소형 종형 하단부 조선 ○(조선) 반원형 × 봉형 1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중형 원통형 × 고려 후기~조선 × 반원형 × 봉형 1

사진 7   풍탁의 형태에 따른 비교. A: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하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B: 충남 서산 출토 동제풍탁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

관 2010: 44)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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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원형이며 하단부에서 너비가 점차 넓어지고 하부에 

굴곡이 없는 특징이 관찰된다. 남측 청동풍탁 2점은 소형

으로 분류되며, 다른 풍탁과 달리 고려 후기부터 사용된  

소리를 발생시키는 내부 구조인 치게가 연결되어 있는 특

징이 나타난다. <사진 8A>는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

탁에 연결된 치게이며, 고려시대에 제작되는 치게와 비교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얇고 긴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형

태는 <사진 8B>의 조선시대에 제작된 동국대학교박물

관에서 소장 중인 청동풍탁과 유사하게 확인되므로 조선

시대에 제작된 치게로 추정된다. 

또한 청동풍탁 8점은 천공형(穿孔形) 구조로 관촉

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개에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 방식

은 상·하부 보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입상 하부 보개의 풍탁 연결 구조는 <사진 9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철제 고리가 보개의 바깥 방향을 향하

도록 귀꽃과 연결되어 제작된 모습이 보인다. 특히 철제 

고리에는 귀꽃과 동일한 재질로 추정되는 동제선이 감아

져 있다. 이처럼 풍탁이 매달린 부분에 별도로 지붕 장식

이 장식된 형태는 <사진 9B>인 광주서오층석탑 2층 탑

신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부 

보개는 <사진 10>과 같이 보개의 밑면을 뚫은 후 메움제

로 철제 고리를 고정시킨 형태가 관찰된다. 메움제를 사

용하는 경우는 감은사지서삼층석탑 옥개석의 풍탁공에

서도 확인된다. 

사진 8   풍탁 치게의 형태에 따른 비교. A: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상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B: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청동풍탁 (국립미륵

사지유물전시관 2010: 91)

BA

사진 9   풍탁의 연결 방식 비교. A: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하부 보개의 

풍탁 연결 구조, B: 광주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

관 2010: 114)

BA

사진 10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상부 보개의 풍탁 연결 구조

표 7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의 재질 및 합금 조성비

유물명
탁신 풍판

유형 재질 합금 조성비(P-XRF) 제작 기술 재질 및 합금 조성비(P-XRF)

하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대형 Cu-Sn-Pb  70:15:10 주조 Cu-Sn-Pb +Zn (60:17:20 +3)

하부 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대형 Cu-Sn-Pb  70:20:10 주조 Cu-Sn-Pb +Zn (60:13:23 +4)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대형 Cu-Sn-Pb  75:15:10 (80:15:5, EDS) 주조 Fe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대형 Cu-Sn-Pb  70:20:10 (80:15:5, EDS) 주조 Cu-Sn-Pb +Zn (60:11:25 +4)

상부 보개 서남측 청동풍탁 소형 Cu-Sn-Pb +Zn  70:8:16 +6 주조 Fe

상부보개 서북측 청동풍탁 중형 Cu-Sn-Pb  70:15:5 단조 Fe

상부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소형 Cu-Sn-Pb +Zn  65:10:18 +7 주조 Fe

상부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중형 Cu-Sn  60:40 (78:22, EDS) 열간단조+담금질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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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학적 특성 및 제작 기법

청동풍탁 8점의 탁신 표면 분석 결과, 유형별로 검출

되는 합금비가 구분되었으며 <표 7>에 정리하였다. 대

형 풍탁 4점은 Cu-Sn-Pb 삼원계 합금에 주조 공정이 수행

되었으며, 중형 풍탁 2점은 Cu-Sn 또는 Cu-Sn-Pb로 합금

한 후 단조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소형 풍탁 2점은 미량

의 아연(Zn)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Cu-Sn-Pb 삼원계 

합금을 주조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소형 풍탁의 경우 청

동제 풍판과 합금비가 유사한 점과 조선시대 치게의 특징

을 지닌 점을 근거로 청동제 풍판이 제작되었던 조선 후

기(1723년)에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풍탁 탁신의 소지금속(EDS)과 표면(P-XRF)

의 주성분 함량비 비교 결과, 소지금속에 비하여 표면 

분석에서 주석 함유량이 다량 검출되어 탈주석 현상

(Destannification)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3. 산지 추정

청동풍탁 3점의 납동위원소비를 한반도 납동위원소

비 광역분포도와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도에 적용한 결

과, 두 분포도 상에서 산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

였다. 김소진 외(2015)에 따르면 두 납동위원소비 분포

도를 비교한 결과, 한반도 납동위원소비 광역분포도에서 

Zone 2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

도의 중국과 일본 영역의 납동위원소비 특성이 유사하여 

기원지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김소진 

외 2015: 6).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작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작 원료의 상관성을 중

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청동풍탁 3점은 

두 분포도 상에서 도시된 위치가 유사하므로 제작 원료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선행 연구와의 비교

100여 점이 넘는 풍탁이 현존하고 있지만, 금속학적 

연구가 미진한 편이며 비파괴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제작 

기법을 비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표 8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과 선행 연구의 비교

출토지 및 유물명 탁신 높이(㎝) 시대
탁신 주성분 (wt.%)

제작 기법 분석 방법
Cu Sn Pb Zn

경주 왕경지구 출토 금동풍탁1 5.1 통일신라 91.80 4.30 -　 - 주조 ICP

청주 사뇌사지 출토 동제령2 11.5 고려(10C 말~14C 초) 90.00 8.67 0.33 0.01 주조 AAS, ICP-AES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3 23 고려 (13~14C) 86.57 11.49 1.94 - 주조 SEM-EDS

회암사지 출토 청동금탁14 31.7 조선 (1394) 85.82 8.02 6.43 - 주조

ICP-AES, ICP-MS회암사지 출토 청동금탁2 - 조선 (1394) 85.61 6.63 5.66 - 주조

회암사지 출토 청동금탁3 - 조선 (1394) 83.15 6.36 8.20 - 주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하부 보개 동남측 청동풍탁
27.3 - 82.20 12.67 3.90 - 주조

SEM-EDS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하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26.8 - 81.50 15.75 1.44 - 주조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
13.9 - 77.10 22.29 0.18 -

열간 단조 

+ 담금질

1 정영동·강형태·허일권·조남철, 2006, 「경주 왕경지구 금동풍탁(金銅風鐸)의 성분 조성과 납동위원소비」, 『보존과학회지』 Vol.19, pp.67~72.

2 권혁남·유혜선·안병찬, 2000, 「청주 사뇌사지 출토 청동유물의 금속학적 조사」, 『보존과학회지』 Vol.9 No.1, pp.1~10.

3 이재성·전익환, 2017,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 제작에 적용된 주조와 도금방법 연구」, 『고문화』 Vol.90, pp.25~49.

4 이재성·백지혜·전익환·박장식, 2010, 「회암사지 금탁의 주조방법과 가공기술 연구」, 『문화재』 Vol.43 No.3, pp.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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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제작 기법이 확인되는 국내 

풍탁 선행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표 8>에 국내 풍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대형으로 분류되는 관촉사 석조미륵보

살입상 하부 보개 동측 청동풍탁 2점은 동일한 유형에 속

하는 강진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과 유사한 합금 조성비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주례고공기(周禮

考工記)』에 기록된 금유육제(金有六齊)에서 제시한 종 제

작에 가장 적합한 주석 함유량인 14.3%와도 유사하게 확

인된다(염영하 1991: 37). 또한 이규경이 조선 후기에 쓴 

『오주서종박물고변』과 명대 송응성이 쓴 『천공개물』에서 

“구리와 주석을 섞어 제련하여 향동을 만든다. (중략) 정

(鉦)이나 탁(鐸)의 종류는 홍동 8근에 주석 2근을 넣는다”56  

라는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향동

은 주석이 다량 함유된 청동을 의미한다. 고대 기록을 통

해 소리를 내는 타명기는 주석을 비교적 높은 함량으로 

혼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풍탁에서 납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것이 

확인된다. 납의 첨가는 청동의 주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

지만 타명기에 첨가될 경우 소리가 둔탁해질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납의 합금 여부를 통해 장식적 목적이 청각적 

기능보다 중요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조남철 

외 2008: 95). 유사한 타명기인 동종 분석 결과에서도 시

대에 따라 납의 함유량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고려시

대 어느 시점부터 납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홍종욱 외 2010: 139). 

  중형에 속하는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방짜

유기와 유사한 합금비인 Cu:Sn≒78:22를 소재로 단조 기

법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유

일한 사례이며, 풍탁에 관한 풍부한 연구 자료가 구축된

다면 이에 대해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8점에 대해 

문헌, 형태 및 크기 등의 미술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풍탁

의 유형을 구분하여 제작 시기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풍탁의 제작 기술 체

계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제작시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동풍탁 8점은 연

결된 보개의 위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제작 기법 및 제작 시기의 차이가 확인된다. 하부 보

개 풍탁 4점은 대형에 속하며, 상부 보개 풍탁은 소형인 

남측 청동풍탁 2점과 중형인 북측 청동풍탁 2점으로 나누

어진다. 대형 풍탁은 Cu-Sn-Pb 삼원계 합금을 주조 기법

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서산 출토 동제풍탁과 매우 유사

한 형태로 확인되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조성된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형 풍탁은 고려 

후기~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원통형 풍탁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며, Cu-Sn 또는 Cu-Sn-Pb로 합금된 소재가 단조 기

법으로 제작되었다. 소형 풍탁은 미량의 아연(Zn)이 존재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Cu-Sn-Pb 삼원계 합금을 주조 기

법으로 제작되었다. 소형 풍탁의 합금 성분 및 치게의 형

태를 비교한 결과 조선 후기(1723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

인다. 공통적으로 청동풍탁 8점은 천공형 연결 구조로 석

조미륵보살입상의 보개에 장식되어 있으며, 가질 기법으

로 표면 가공 처리가 이루어졌다.

둘째, 합금비 및 제작 기법 분석 결과 하부 보개 동

측 청동풍탁 2점은 주조 후 서냉하여 제작되었으며, 

Cu:Sn:Pb≒80:15:5인 합금 조성비가 검출되었다. 상부 보

5 이규경 著, 최주 註譯, 2008, 『오주서종박물고변』, 학연문화사, p.91.

6 송응성 著, 최병규 註譯, 2009, 『천공개물』, 종합출판 범우㈜, pp.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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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방짜유기와 유사한 합금비인 Cu-

Sn 이원계 합금을 소재로 단조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비

금속 개재물 성분 분석을 통해 철(Fe)과 황(S) 성분이 검

출되어 반동석이나 황동석을 원료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 개재물만 검출된 경우에는 휘동석일 가능

성도 있다. 

셋째, 철제 연결구 및 풍판은 탄소 함량이 낮은 아공

석강을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유물별로 반복단타 및 열

처리 등의 공정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고대 제철·제강법

에서 나타나는 뷔스타이트(Wüstite) 및 유리질 상의 비금

속 개재물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어 직접 제련인 저온환원

법으로 환원시킨 철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기존의 연결구가 교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동풍탁 3점의 납동위원소비를 한반도 납동

위원소비 광역분포도와 동북아시아 방연석 분포도에 적

용한 결과, 원료 산지 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섯째, 국내 풍탁 선행 연구와의 비교 결과 하부 보

개 동측 청동풍탁 2점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강진 월남사

지 출토 금동풍탁과 유사한 합금비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고대 기록에서의 종 제작에 적합한 주석 함유량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부 보개 동북측 청동풍탁은 현재까

지의 풍탁 연구에서 단조 기법으로 제작된 유일한 사례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미술사적 연구와 과학적 분석 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풍탁의 기술 체계를 규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축적하였다. 추후에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청

동풍탁의 복원 및 보존처리 방안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 본 연구는 저자의 2021년도 석사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시료 제공과 편의를 베풀어주신 논산시청과 ㈜한켐문화재보존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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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nd chime is a longstanding Jangeomgu (majestic article) found in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basic 

research on wind chimes is currently inadequate as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of  production, and there are 

few relics. Therefore, this research morphologically classifies the eight bronze wind chimes decorating the baldachin 

of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Nonsan. Based on this,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roduction period are scientifically demonstrated.

The synthesis of  the research results reveals tha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wind chimes of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Nonsan differ depending on their location on the 

baldachin. The four large-sized wind chimes on the lower-baldachin were manufactured by casting a Cu-Sn-Pb alloy, 

and they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early period of  Goryeo. The two medium-sized wind chimes 

of  the upper-baldachin’s northern direction were manufactured through forging a Cu-Sn or Cu-Sn-Pb alloy, and they 

appear to have a similar structure to the cylindrical wind chimes appearing during the latter period of  Goryeo and 

the Joseon period. The two small-sized wind chimes of  the upper-baldachin’s southern direction were manufactured 

by casting a Cu-Sn-Pb alloy containing Zn, and based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lloy and the shape of  the 

clapper, they are estimated to have been manufactured during the latter period of  Joseon. Through the observation 

of  microstructures and a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it is demonstrated that two wind chimes of  the lower-

baldachin were manufactured by casting and slow cooling the alloy with an alloy ratio of  Cu:Sn:Pb≒80:15:5.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wind chimes of  the upper-baldachin’s northeast direction were manufactured by 

forging an alloy of  Cu-Sn with a similar alloy ratio to that of  forged high tin bronze.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domestic wind chimes confirm that two wind chimes 

of  the lower-baldachin have a similar composition ratio to the wind chime excavated from Wolnamsaji in Gangjin, 

containing an amount of  tin that corresponds with ancient records. Having a similar alloy ratio to forged high tin 

bronze, the wind chimes of  the upper-baldachin’s northeast direction are the only instances among all of  the wind 

chimes that have been examined to date that were manufactured using this forging meth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llect baseline data to verify and classify the manufacturing period of  wind 

chimes according to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t is hoped that this data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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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utilized for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rocesses of  the wind chimes of  the Ston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No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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