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내 발견 유물의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
A scientific analytical study on the sarira reliquary recovered from the octagonal nine-

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洪鐘郁, 韓旼洙, 李午憙1)

Jong Ouk Hong, Min Su Han and Oh Hee Lee

This research carried out ancient technique and composition of the relics recovered from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using the scientific method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The silver sarira inner case is consists of Ag, its materials comes out near 98wt%

and comparing with the relics of Hwangnamdaechong, the contents of Ag and Ni are

almost same with it. 

Secondly, The bronze sarira outer case, its contents of Cu is almost same with pure

copper of which average is 99.7wt%. So, it should be named the copper sarira outer case

rather than the bronze sarira outer case that has been called.

Thirdly, The bronze mirror, though the contents of tin and lead are less than other

contents which have been studied, they tend to have white color so they need to be made a

close study.

Especially, Because cultural property of nondestructive surface analytic method is not

analyzed by the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the moisten analysis, it may be occurred

analytical errors by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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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미술관 보존연구소



Ⅰ. 서 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 대적광전 앞에 설치된 팔각구층석탑(Photo 1)

은 지속적인 풍화, 손상 및 지반의 약화로 인하여 기울어졌던 탑을 1970년에 해체한 후

1971년에 복원하 다. 해체작업 중 일괄유물형태로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사리구의 장

치된 상황은 청동외합과 합 아래에 쌍룡무늬거울을 받치고 동쪽에 민무늬거울, 북쪽에

사룡무늬거울, 서쪽에 물결무늬거울 등을 세워서 향나무 조각들과 함께 보자기로 겹겹

이 싸서 탑의 사리공안에 넣었다1). 특히 이들 발견 유물중에는 고대 금속 제작기술 및

연금술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금속유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금속유물은 역사 발전단계에 있어서 인류문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이며, 이 금속기를 이용하여 보다 발전된 문화를 향유케 되고, 이에 따라 생활도구

에서부터 생산도구 등 제반 용구들을 제작·사용하게 되었다2). 이러한 고대 금속유물의

제작은 기능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무구류의 경우 강도와 인성을 높게 하 고,

장식용은 색깔과 정 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끼, 송곳 및 톱과 같이 외부에 힘을

주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단조 후 단금질이라는 제조기법을 이용하여 인성 및 강도를 부

여하 다. 또한 장식용과 같은 유물에는 정교함과 미려한 색상을 갖게 하기 위해 합금을

하여제작하는등적절한기계적인특징과외부의화려함을먼저생각하 다3).

이러한 금속유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현대 과학을 이용하여 그 재질특성 및 제작기

법 등을 알아낼 수 있으며, 문화재 분석은 물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구성하고 있는

원소성분 및 상태 등을 조사하여 재질 및 원료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런

연구를통하여문화재의연대, 산지, 기원, 문화의흐름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4).

본 연구는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방법인 비파괴분석법을 이용하여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내 발견일괄유물의 재질확인과 함량비를 밝혀 과거 금속유물에 있어서 보여지는

재료학적 특징과 제작기술 등을 알아내고자 하 으며, 유물의 형태와 부위, 상태의 변

화에 따른 표면분석의 정확성을 비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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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유물은 고려초기(10~11C)에 제작된 일괄유물로 5층 옥개석 상면의 방형공

(方形孔)내 남면에서 발굴된 은제도금여래입상, 1층 탑신부에서 발견된 청동경과 청동

외합, 청동외합 내부의 자색향낭, 사각황색향낭, 사각향합, 은제내합과 은제내합 안의

수정사리병과 전신다라니경축 등 총 9종 12점중 금속제인 은제도금여래입상, 청동제

및 은제유물 등 8점을 대상으로 하 으며, 대상유물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방법

은제도금여래입상 등 월정사팔각구층석탑내 발견된 일괄유물은 보물 제1375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로서 연구조사에 앞서 각각의 유물에 대한 상태를 면 히 조사·

기록하 으며, 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고 손상의 우려가 있어 비파괴분석법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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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 물 명 시 대 비 고발견위치물리적 특성

Table 1.  The ancient metal relics of Woljeongsa temple.

1

2

3

4

5

6

7

8

은제도금여래입상

은제사리내합

금동방형향갑

청동사리외합

청동사룡문경

청동쌍룡문경

청동파문경

청동무문경

금도금
(은소지)

은제

금도금
(청동소지)

동

청동

〃

〃

〃

고려초기
(10~11C)

〃

〃

〃

〃

〃

〃

〃

Photo 2

Photo 3

Photo 4

Photo 5

Photo 6

Photo 7

Photo 8

Photo 9

5층 옥개석
(사리공內)

1층 탑신부
(청동사리외합內)

〃

〃

〃

〃

〃

〃



로 실시하 다.

유물에 대한 상태 및 표면조사는 현장에서 확대경을 이용하여 조사하 으며, 유물에

발생한 균열 및 녹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 다. 또한 도금의 종류와 방법, 도금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잔유물(Hg 등)과 은제 및 청동 등의 재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동형

형광X-선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A200, Seiko

Co., Japan)를 이용하여 표면의 재질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조건은 50V, 200㎂,

300sec, collimator 2㎜로 유물마다 동일하게 측정하 고, 유물의 표면분석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점의 유물에 대해 최소 5곳 이상을 분석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상태조사 결과

은제도금여래입상은 전신광배와 시무외(施無畏)·여원인(與願印)의 자세에서 부식

이 발생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표면상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도금층의 박락

과 균열이 보이기도 하 다. 

은제사리내합은 단조품으로 저면과 구연부에 단조한 흔적이 있으며, 표면에는 부분

적으로 자주색을 띠는 부식물(염화은, Cerargyrite, AgCl)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추정되었다. 

금동방향형향갑은 사천왕 보살상과 어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이들 형체의 경계부

와 모서리에서 동소지와 금도금층의 박락, 균열이 존재하 으나 대체적으로 보존상태

는 양호한 편이었다. 

청동사리외합은 단조품으로 표면에 제작시 단타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보이며, 표면

에는 자주색의 물질이 채색이 되어있고, 많은 부분이 박락되어 손실된 상태이다. 또한

바닥에는 청동 녹과 흰색의 이물질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표면은 세척하면

서 닦은 흔적으로 보이는 힘이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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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경우 시문이 많이 되어있는 청동사룡문경과 청동쌍룡문경의 경우 청동파문

경이나 청동무문경에 비해 시문사이에 이물질과 녹이 다량 존재하 으며, 매끄러운 부

분에는 이러한 녹이나 이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청동 녹의 경우 가장자리에서부터

미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제작당시의 결함으

로 보이는 균열이 존재하 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 다.

2. 성분분석 결과

1) 은제도금여래입상

Table 2와 Fig. 4에서와 같이 은제도금여래입상은 은(Ag)과 금(Au), 수은(Hg)이

약 90wt%정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Ca, Ti, Fe, Co, Cu가 0.02~4wt%정도로 검출

되었다. 특히 분석부위에 따라 은(Ag)과 금(Au), 수은(Hg)의 함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분석부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광배의 뒷부분은 얇은 판형(版形)의 은소지에 금

도금을 하여 상대적으로 금(Au)과 수은(Hg)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

며, 육안 관찰시 금도금의 광택이 여래입상의 몸체와 광배부분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사의 몸체나 손바닥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Au)과

수은(Hg)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과도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광배는 평활하여 도

금과 연마작업이 용이하고, 이에 따라 균일하면서도 얇고 고른 도금층이 가능했을 것이

며, 상대적으로 요철이 많은 손바닥이나 입상의 경우 불규칙한 도금으로 인하여 도금층

의 두께가 달라졌을 것이다. 즉, 분석시 함량의 차이에 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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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 물 명

은제도금

여래입상
1

분석위치분석
번호

원 소 함 량 (wt%)
Ca Ti Fe Co Cu Ag Au Hg

1-01 1.87 1.11 0.02 0.44 4.96 62.8 21.6 7.23 광배 뒷부분
1-02 1.84 1.09 0.02 0.43 4.90 62.4 21.2 7.11 〃
1-03 - 0.07 0.04 0.03 0.92 17.4 59.7 21.8 앞면 치마부분
1-04 - 0.04 - 0.01 1.68 37.4 42.8 18.1 광배 뒷면 고정못
1-05 0.03 0.06 0.07 0.05 1.19 35.6 37.9 25.1 입상 밑부분
1-06 1.4 2.79 1.70 0.03 1.07 14.4 59.4 19.2 앞면 손바닥

Table 2. The results of XRF analysis for the surface in the gilt-silver Buddha.

※ - : none detection



2) 은제사리내합

은제사리내합의 경우 Table 3과 Fig. 5에서와 같이 Ag가 98wt%이상의 순은에 가

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량으로 나타나는 Fe, Cu, Sn, As, Pb, Cr, Ni 등은 임의로

합금하 을 가능성 보다는 고대 금속제작시 제련기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순물로 추

정된다. 이는 표면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와 은소지로 제작된 유물이 많지 않아

함량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황남대총 출토 유물중에서 금은제과대수식과 금

은제소합의 경우 은의 함량은 높게 나타난 반면, 구리 등의 성분은 아주 미량으로 나타

났으며, Sn이나 Pb성분이 1wt%이하로 인위적으로 첨가한 합금 성분으로 보기는 어려

운 미량이다5)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Table 4와 Fig. 1에서 볼 수 있듯

이 은제사리내합과 황남대총 출토 금은제과대수식, 금은제소합의 비교결과 은(Ag)와

니켈(Ni)의 함량이 비슷하며, 다른 원소도 함량의 차이는 보이나 고대유물에서 볼 수 있

는 원소들이 검출되는 것으로 고대 유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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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물명

은제사리

내합
2

분석위치분석
번호

원 소 함 량 (wt%)
Cu Ag Sn Pb Zn Fe Ni Si As Cr

2-01 0.53 98.1 0.07 0.28 - 0.52 0.01 - 0.17 0.33 바닥 소지부분
2-02 0.41 98.1 - 0.30 - 0.63 - - 0.07 0.46 바닥 회색부분
2-03 0.56 97.1 0.35 0.29 - 0.71 0.01 - 0.07 0.87 측면 소지부분
2-04 0.02 99.3 0.18 0.03 - 0.16 0.03 - - 0.23 측면 회색부분
2-05 0.18 99.0 0.68 0.01 - - 0.01 - 0.01 0.15 측면 자황색부분
2-06 1.65 94.9 1.16 0.02 - 1.41 1.17 - 0.12 0.66 측면 소지부분
2-07 1.48 96.8 - 0.01 - 0.70 0.37 - - 0.66 내부 소지부분
2-08 1.45 96.7 - 0.03 - 0.94 0.07 - - 0.81 바닥 소지부분

Table 3. The results of XRF analysis for the surface in the silver sarira
inner case.

※ - : none detection

시료
번호 유 물 명

금은제과대수식

금은제소합

1

2

비 고
원 소 함 량 (wt%)

Cu Ag Sn Pb Zn Fe Ni Si

0.10 98.7 - 1.02 0.08 - 0.10 0.02

0.22 98.2 0.31 1.04 0.10 0.02 0.03 0.04

皇南大塚 出土
銀製 遺物5)

Table 4. The results of EDS analysis for the gilt-silver relics excavated
from Hwangnamdaechong.

※ - : none detection



3) 금동방형향갑

금동방형향갑은 Photo 4에서와 같이 부분적인 균열부위로 동소지가 관찰되는 것으

로 보아 구리(Cu)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표면분석결과 90wt%이상이 구리

(Cu)와 금(Au), 5~10wt%의 수은(Hg)이 함유되어 있고, Ca, Ti, Fe, Co가 소량 불순물

로 검출되었다(Table 5, Fig. 6). 본 유물에서도 분석부위에 따라 함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표면분석시 분석 깊이 등이 달라지는 점과 도금층의 두께에서 오는 오차로

은제도금여래입상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금층 등이

소지금속위에 덮여있는 경우 표면분석시 많은 오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수은의 함량이 약 3~11wt%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대 금동제 유물인 황남대

총출토 유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시료에서 Hg가 검출되었으며, 함량의 차이는

0.91wt%에서 17.5wt%로 크지만 평균 함량이 10.3wt%로5) 나타나는 것과 유사성을 보

여주어고대금동유물에서볼수있는일반적인경향임을확인할수있었다.

4) 청동사리외합

청동사리외합은 구리(Cu)가 평균 99.7wt%를 차지하는 순동에 가까웠으며, Ca,

Ti, Fe, Co가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Table 6, Fig. 7). 이런 분석결과는 특이한 것으로

분석의 방법 차이에서 오는 오차를 감안한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오창유적 청동유물의

청동합6)에 대한 ICP 분석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Table 7, Fig. 2). 그리고 일반

적으로 순동이란 구리를 말하며, 자연에도 순동이 존재하고 이를 자연동이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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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 물 명

금동방형

향갑
3

분석위치분석
번호

원 소 함 량 (wt%)
Ca Ti Fe Co Cu Ag Au Hg

3-01 1.92 0.04 0.17 - 60.3 - 31.3 6.31 사천왕 얼굴부분

3-02 1.82 0.29 0.15 - 39.3 - 48.3 11.1 〃

3-03 1.92 0.05 0.11 0.07 42.5 - 45.3 10.1 측면 얼굴부분

3-04 0.10 0.02 - - 81.9 - 15.3 2.66 〃

3-05 0.02 0.02 - 0.01 66.2 - 27.9 5.87 측면 틈새부분

Table 5. The results of XRF analysis for the surface in the rectangular
gilt-bronze case.

※ - : none detection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난다. 그러나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황화물

이나 산화물 구리광석을 제련하여 구리를 얻는데, 자연동이나 제련한 구리에는 불순물

이 들어 있어 순도를 높이자면 전기 분해하여 구리를 얻으며, 이를 전해동(電解銅)이라

한다3). 또한 순정동의 용해도는 1083℃로서 비교적 높은 온도이지만 청동은 용해도를

900℃까지 낮출 수 있어 청동 기물은 기본 성분인 동을 위시하여 석(錫)이 혼합되고 소

량의 아연, 납 등이 들어가게 되어 주조할 수 있다7).

결과적으로 이 청동사리외합이 순동 가까운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작 당시

고대 금속제련기술이 높은 경지에 이르 음을 추측해 볼 수 있고, 기존에 명명하던 청

동사리외합(靑銅舍利外盒)을 동제사리외합(銅製舍利外盒)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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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 물 명

청동사리

외합
4

분석위치분석
번호

원 소 함 량 (wt%)
Ca Cu Sn Pb Zn Ag Ni Co

4-01 0.02 95.7 0.14 0.06 1.89 0.06 2.13 0.02 바닥 흑색부분

4-02 - 95.9 0.13 0.05 1.79 0.10 2.07 0.01 〃

4-03 - 95.8 0.09 0.01 1.86 0.10 2.14 0.01 바닥 소지부분

4-04 0.02 95.8 0.12 0.03 1.85 0.07 2.11 0.01 바닥 청동 녹부분

4-05 0.24 95.8 0.05 - 1.76 0.02 2.09 - 측면 흑색부분

4-06 1.41 94.5 0.12 - 1.79 0.08 2.08 - 내부 백색부분

4-07 - 95.9 0.10 0.01 1.74 0.09 2.11 0.01 측면 흑색부분

Table 6. The results of XRF analysis for the surface in the bronze sarira
outer case.

※ - : none detection

시료
번호 유 물 명

청 동 합

1
2
3
4

비 고
원 소 함 량 (wt%)

Cu Sn Pb Zn Ag Ni Co Fe
70.1 27.9 0.10 0.06 0.23 0.09 0.02 0.11

77.5 7.80 15.1 0.11 0.44 0.28 0.09 0.30

75.8 7.00 7.90 0.09 0.28 0.09 0.02 0.15

42.8 38.0 0.20 0.06 0.34 0.13 tr 0.11

梧倉 遺跡 出土

靑銅盒 遺物6)

Table 7. The results of ICP analysis for the bronze case relics excavated
from Ochang remains.

※ tr : trace



5) 동 경

우리나라 청동합금의 기본유형은 동에 주석과 납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동-석-연

(Cu-Sn-Pb)합금이고8), 이번 동경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Cu, Sn, Pb가 90wt%

이상을 차지하며, 소량의 Fe, Ca, Ni, Zn, Sb, Bi를 함유하고 있다(Table 8, Fig.

8~11). 

특히 청동파문경의 경우 분석위치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나 주석(Sn)의 편석이나 청동 녹부분을 분석한 것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며, 4개의 동경에 대한 분석함량 차이는 표면분석의 단점을 잘 보여

주고 있으나 소지의 표면에 다른 금속이 피막되어 있는 형태에서 보여지는 오차와는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정사 동경유물의 경우 육안관찰시 청동파문경을 제외

한 3개의 동경에서 모두 백색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분석함량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청동파문경이 표면의 오염물에 의해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경이 백색을 띠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석과 납이 순동의 색을 백색으로 만드는 특

성이 있어서, 석청동에서 주석의 함량이 높을면 높을수록 청동은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

내는 특징이 있고, Pb의 첨가로 청동의 융점은 낮아지고, 녹은 합금(융탕)의 유동성은

높아져서 주조성이 좋아진다9). 이는 월정사 동경에서도 동경의 백색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주석(Sn)을 첨가하고 주조성을 높이기 위해 납(Pb)을 넣었다는 제작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able 9와 Fig. 3에서 보여지듯이 기존의 보고된 여러 연구결과6, 9,

12, 13, 14, 15)와 비교해 볼 때 Sn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Pb의 함량이 조금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합금의 색이 구리색으로부터 주석이 가해짐에 따라 황색으

로 되며, 약 30%가 되면 은백색으로 된다10)는 함량과도 차이가 있고, 구리-비소합금,

또는 구리-비소-니켈 합금이며, 이들은 모두 흰색을 띠고, 현대의 백동은 구리-니켈합

금이다3)는 것과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임의적인 혼합비를 이용하여 제작된 구

리합금 시료를 통해 ICP분석과 XRF분석을 실시하여 그 함량비를 비교한 결과 표면분

석에서 Sn이 실제함량에 비해 5%정도 적게 검출되고, Cu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출되어

기존 월정사 동경분석에서 동경이 백색을 띠는 것에 비해 Sn의 함량이 적게 검출된 원

인을 알 수 있었으며, 유물에 대한 분석작업시 분석면의 상태나 입사X-선의 흡수,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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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도에 따라 분석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11). 그러므로 보다 정

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한 분석오차의 정량화 및 월정사 동경유물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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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물명

청동

사룡문경
5

청동

쌍룡문경
6

청동

파문경
7

청동

무문경
8

비 고분석
번호

원 소 함 량 (wt%)
Ca Fe Co Ni Cu Zn Sn Sb Pb Bi

5-01 4.48 0.11 - 2.11 76.6 1.41 12.2 0.10 3.08 - 뒷면 밝은부분

5-02 5.79 - - 1.86 76.6 1.37 11.3 0.12 2.98 0.06 〃

5-03 2.03 0.12 - 2.13 79.7 1.44 11.5 0.11 2.94 - 뒷면 녹부분

5-04 8.66 0.46 - 1.53 69.4 0.96 15.0 0.18 3.78 - 앞면 뉴부분

5-05 10.2 0.05 - 1.94 71.2 1.41 12.5 0.11 2.56 - 〃

5-06 6.26 0.66 - 1.64 71.4 1.15 14.1 0.16 4.52 0.19 앞면 문양부분

5-07 7.26 0.71 - 1.59 71.2 1.14 13.9 0.10 4.00 0.11 〃

6-01 7.26 0.71 - 1.59 71.2 1.14 13.9 0.10 4.00 - 뒷면 밝은부분

6-02 5.83 0.11 - 2.10 78.6 1.47 11.2 0.11 0.63 - 〃

6-03 3.27 0.14 - 2.11 80.8 1.45 11.4 0.18 0.61 - 뒷면 녹부분

6-04 5.85 0.12 - 1.99 79.5 1.41 11.0 0.10 0.03 0.03 〃

6-05 7.46 0.04 - 1.90 77.4 1.43 11.5 0.16 0.03 0.04 앞면 뉴부분

6-06 5.29 0.38 - 2.34 81.0 1.48 7.44 0.10 1.99 - 앞면 문양부분

6-07 6.11 0.13 - 2.50 79.9 1.34 7.75 0.10 2.14 0.01 〃

7-01 4.10 0.11 - 2.40 80.9 1.47 7.76 0.13 3.10 - 뒷면 밝은부분

7-02 3.79 0.12 - 2.77 80.7 1.41 7.80 0.13 3.26 - 〃

7-03 93.5 3.40 - 0.07 2.71 - 0.10 0.16 - 0.05 뒷면 녹부분

7-04 - 0.32 - 1.93 63.3 1.14 8.47 0.13 23.8 0.94 앞면 뉴부분

7-05 5.13 0.22 - 2.40 78.7 1.23 7.58 0.18 4.45 0.16 〃

7-06 5.29 0.38 - 2.34 81.0 1.48 7.44 0.10 1.99 - 앞면 문양부분

7-07 6.11 0.13 - 2.50 79.9 1.34 7.75 0.10 2.14 0.01 〃

8-01 5.24 0.94 - 1.89 76.2 1.24 9.18 0.11 5.19 0.04 뒷면 밝은부분

8-02 5.22 0.87 - 1.85 76.8 1.47 9.32 0.13 4.34 0.03 〃

8-03 - 1.60 - 1.76 84.1 1.26 7.68 0.13 3.50 - 뒷면 녹부분

8-04 7.67 1.20 - 1.76 73.8 1.25 12.0 0.17 2.16 - 앞면 뉴부분

8-05 8.25 1.41 - 1.84 71.9 1.32 12.8 0.15 2.37 - 〃

8-06 7.98 0.91 - 1.81 75.6 1.32 10.1 0.21 2.08 - 앞면 문양부분

8-07 7.80 1.09 - 1.73 75.6 1.32 9.55 0.11 2.82 - 〃

Table 8. The results of XRF analysis for the surface in the bronze mirror.

※ - : none detection



Ⅳ. 결 론

비파괴분석기를 이용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내 발견일괄유물의 성분분석을 통해 재

질확인과 함량비를 밝혀내고, 표면분석의 정확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은제도금여래입상의 성분분석 결과 은(Ag)과 금(Au), 수은(Hg)이 약 90wt%정

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Ca, Ti, Fe, Co, Cu가 0.02~4wt%정도로 검출되었다. 특히

분석부위에 따라 함량의 차이를 보 으나 이는 표면분석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도금부

위의 요철 등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오차로 사료되며, 광배에 비해 입사의 몸체

나 손바닥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Au)과 수은(Hg)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과도 상호

연관성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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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유 물 명

청동경
청동경
백동경

진주무늬경
가봉경
용호경

청동경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원 소 함 량 (wt%)

Cn Sn Pb Zn Ni Sb Fe As
53.9 14.0 22.7 0.08 0.15 tr 0.28

67.4 25.8 4.88 0.004 0.05 0.14 0.25 0.02

67.1 27.1 4.80 0.03 0.06 0.10 0.10 0.47

73.9 22.9 1.54 - 0.36 1.06 - 0.26

63.0 24.1 3.97 - 1.83 4.46 - 2.63

70.1 24.3 5.59 - - - 0.22 -

65.1 25.1 9.12 0.16 - tr 0.06 tr

66.7 25.6 5.29 0.20 0.63 - 0.81 -

705 26.9 1.65 0.20 0.22 tr 0.12 0.34

79.7 16.0 4.0 - 0.04 0.15 0.04 -

67.6 13.5 14.0 - 0.06 0.85 0.12 3.0

67.7 18.7 9.0 - 0.08 0.85 0.12 2.0

梧倉 遺跡 出土6)

彌勒寺址 出土12)

日本 天理市 之內 遺跡 出土13)

信川郡 龍山理 出土8)

平壤 貞栢理 出土15)

中國 漢時代 靑銅鏡14)

Table 9. The comparison of analysis data measured at different bronze mirror.

※ - : none detection
tr : trace



2. 은제사리내합의 경우 은(Ag)이 98wt%이상의 순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Fe 등의 함량이 매우 소량으로 검출되어 임의로 합금하 을 가능성 보다는 고대 금속제

작시 나타나는 불순물로 추정된다. 또한 황남대총 출토 금은제과대수식, 금은제소합의

비교결과 은(Ag)와 니켈(Ni)의 함량이 비슷하게 검출되었다.

3. 금동방형향갑은 부분적인 균열부위로 동소지가 관찰되었으며, 분석결과 구리

(Cu)소지에 금도금을 하 고, 90wt%이상이 구리(Cu)와 금(Au), 5~10wt%의 수은

(Hg)이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수은의 함량은 고대 금동제 유물인 황남대총출토 유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금동유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4. 청동사리외합의 경우 구리(Cu)가 평균 99.7wt%를 차지하는 순동에 가까웠으며,

Ca, Ti, Fe, Co가 소량 검출되었고, 분석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청동사리외합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 유물명칭인“청동제(靑銅製) 사리외합”이라는

명칭과는 달리“동제(銅製)사리외합”이라 명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동경의 경우 Cu, Sn, Pb가 90wt% 이상을 차지하며, 소량의 Fe, Ca, Ni, Zn,

Sb, Bi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육안관찰시 청동파문경을 제외한 3개의 동경에서 모두

백색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분석함량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청동파문경이

표면의 오염물에 의해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경이 백색을 띠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석과 납이 순동의 색을 백색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으나, 분석결과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주석(Sn)과 납(Pb)의 함량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

을 위해 표면분석에서의 문제점과 월정사 동경유물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6. 문화재의 비파괴표면분석법은 유물의 단면(cross section)에 대한 분석이나 용

해에 의한 습식분석이 아니므로 소지나 도금층에 대해 분리된 성분분석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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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작업시 분석면의 상태나 입사X-선의 흡수, 산란되는 정도에 따라 분석오차가 발생

할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단일 금속으로 되어있는 것보다 소지위에 도금이

되어있는 경우(2개의 금속이 겹쳐있는 경우)에는 겹쳐있는 층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표

면분석에서 오차가 증가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부식물의 표면 부착정도에 따라 함량비

의 편차가 심하고, 동경 등 편석이 발생할 수 있는 합금의 경우 표면분석에서 분석위치

에 따라 많은 오차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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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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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The gilt-silver Buddha of Woljeongsa temple.

Photo 3. The silver sarira inner case of Wol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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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The rectangular gilt-bronze case of Woljeongsa temple.

Photo 5. The bronze sarira outer case of Wol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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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6. The bronze mirror with the four-dragon pattern.

Photo 7. The bronze mirror with the double-drag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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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The bronze mirror with the ripple pattern.

Photo 9. The bronze mirror with the non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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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mparison of element contents between Woljeongsa temple and

Hwangnamdaechong for the silver relics.

Case(HN)5) : Small case of gilt-silver excavated from the Hwangnamdaechong

Belt(HN)5) : Gilt-silver belt ornament excavated from the Hwangnamdaechong

Inner : Inner section of silver case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Side : Side section of silver case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Bottom : Bottom section of silver case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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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omparison of element contents between Woljeongsa temple and

Ochang remains for the bronze case.

Ochang-1~46) : Bronze case relics excavated from the Chungbuk Ochang

remains

Inner-White : White material of Inner section for bronze case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Bottom : Bottom section of silver case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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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omparison of element contents between Woljeongsa temple and
different remains for the bronze mirror.
Jeongbaekri-15615) : Bronze mirror NO.156 excavated from the Pyeongyang 

Jeongbaekri in the North Korea
Jeongbaekri-16815) : Bronze mirror NO.168 excavated from the Pyeongyang 

Jeongbaekri in the North Korea
Yongsanri8) : Bronze mirror excavated from the Yongsanri in the North Korea
Han period(China)14) : Bronze mirror relics of Han period in the china.
Cheonri(Japan)13) : Bronze mirror relics of ancient Japanese
Mireuksaji12) : Bronze mirror relics excavated from Mireuksa temple
Ochang6) : Bronze mirror relics excavated from the Chungbuk Ochang remains
Woljeongsa : Bronze mirror relics discovered from Woljeongsa temple



27 / 월정사팔각구층석탑내발견유물의자연과학적분석연구

Fig. 4.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gilt-silver Buddha.

Fig. 5.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silver sarira inner case.

Fig. 6.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rectangular gilt-bronz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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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bronze sarira outer case.

Fig. 8.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bronze mirror with the four-dragon pattern.

Fig. 9.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bronze mirror with the double-drag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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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bronze mirror with the ripple pattern.

Fig. 11. The analysis position and XRF peak for the bronze mirror with the none patt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