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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의 고주석 청동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술의 다양성과 이에 
투영된 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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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is famous for more than a millennium of continuous fabrication of Cu-Sn objects with near 
peritectic composition through a process of forging and rapid cooling at approximately 700 °C. We examined 
four high tin bronze hairpins excavated from two Unified Silla sites in Gyongju and found substantial 
variability reflec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high tin technology as it evolved toward a fully established 
and standardized state. This observation suggests two facts of significance; 1) the interest in high tin bronze 
technology was renewed or initiated with the coming of the Unified Silla and 2) the specific processing 
conditions gradually emerged from a long period of experimentation with various high tin alloys using a 
wide range of thermo-mechanical treatments. We discuss these two facts in terms of the plausible social 
transformations brought to Gyongju by Silla’s unification. The outcome will then be used to propose that the 
highly optimized and standardized high tin bronze tradition represents a technological innovation unique 
to Korea made possible by changing sociopolit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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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진은 최근 경주의 통일신라 유적지에서 출토된 고

주석 청동기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연구를 수행하여 한반도에 

방짜유기(bronze objects of near peritectic composition) 제작

기술이 출현하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1]. 질량비로 주석함

량 22%인 특정 고주석(高朱錫) 청동합금에 두드림을 통한 성

형공정(成形工程)과 700 °C 근처에서 실시되는 담금질 처리

를 차례로 적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는 이 방짜기술은 [2] 주

석함량이 높을 경우 두드림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두드림을 주 성형공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 방짜기술은 높은 취성(脆性)으로 

인하여 두드림 작업에 걸림돌이 되는 δ상(相)의 출현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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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과 함께 태동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방짜기술은 통일신라의 여러 청동기 유물에서 확인되

듯이 [3,4] 담금질 처리를 통하여 δ상의 석출을 제어하면서 시

작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담금질 효과는 그림 1에 [5] 보인 

구리-주석 합금계의 상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온도

와 조성에 국한되지 않고 α+β와 α+γ의 영역은 물론 β와 γ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전 영역에 걸쳐 관찰된다. 그러므로 방짜

기술은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에서 특정의 주석함량과 이에 

가장 적합한 담금질 온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완성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방짜기술이 일반적인 고주

석 청동기 기술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이와는 분명히 구별되

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방짜기술이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한 전문 기술인들의 창조적인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된 특별한 기술이라는 판단 하에 이 기술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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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quilibrium Cu-Sn phase diagram [5].

Fig. 2. Bronze hairpin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under 
investigation. Objects #1 and 2 excavated from the same spot of 
the Jaemaejeong site; #3 and 4 excavated from the same spot of 
the National Gyongju Museum site; #5 from the National 
Gyongju Museum site. The sites are located in Gyongju, the 
capital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Objects # 1 and 2, recovered 
as broken pieces, were restored to the current form during 
conservation treatments. Object #5 is a gilt product made of 
almost pure copper coated with gold.

요를 촉발한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견인한 당대의 사

회 및 기술상황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것이

며,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史實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그

에 대한 답을 얻고자한다. 앞서 수행된 연구를 참고할 경우 

[1-4] 한반도에는 청동기가 도입되는 이른 시기로부터 고주

석 청동기가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나 고주석 청동합금에 대

한 특별한 열처리 기술이 출현한 것은 신라의 통일을 전후한 

비교적 늦은 시기이며, 이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의 성립

을 전후한 시기에 방짜기술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방짜기술이 완성된 형태로 도입된 것이 아니

라 일반적인 고주석 청동합금에 대한 열처리 효과를 인식하

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임을 의미한다 [1]. 한반도에 선을 보인 이 열처리 기술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도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

우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이른 시기에 이미 고주석 청동합

금을 대상으로 하는 담금질 기술이 실행되고 있었으며 [6-8] 

한반도와 이들 지역 간에 오래 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점을 고

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관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파되

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와 같이 일반적

인 고주석 청동기 기술로부터 주석함량 22%와 담금질 온도 

700 °C의 최적조건을 찾아 이를 나라전체의 표준기술로 채

택하여 일천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한 예

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2. 분석대상 유물

그림 2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4점의 청동제품(1-4번 유

물)과 구리에 금을 입힌 금동제품(5번 유물) 1점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경주소재 통일신라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여성용 머리핀, 즉 비녀로서 동곳 또는 뒤꽂이로도 불린다. 

이들 중 1번과 2번 유물은 김유신 장군의 옛집 복원과 정비를 

위하여 발굴한 재매정 유적지의 1구역 6호 우물에서 [9] 그리

고 3번과 4번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신축부지의 3방 1호 우

물에서 [10] 각각 출토되었으며 5번 유물은 국립경주박물관 

신축부지의 1방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10]. 1번과 2번 유물

은 발굴당시 파손된 상태로 수거되었으나 사진에는 보존처

리 과정에서 복원된 것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

의 제품으로 용도가 동일하며 경주지역의 서로 다른 두 유적

지에서 복수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표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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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micrographs. (a)-(d) Microstructure observed in 
objects #1-4 in Fig. 2, respectively.

Fig. 4. Secondary electron micrographs. (a)-(c) Magnified view of 
the areas marked by the arrows in Fig. 3a-3c, respectively; (d) 
Image of the area outside the view of Fig. 3d.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3번과 4번과 5

번 유물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서 발표된 논문에 [1] 수록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얻어진 결과와 1번과 2번 유물에

서 새롭게 확인되는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간 간과되었던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한다.

3. 분석 방법 및 결과

분석용 시편은 그림 2에 보인 각각의 유물에서 소량의 금

속편을 취한 뒤 이에 연마와 부식을 포함하는 표준처리를 가

하여 준비되었다. 부식용액으로는 메틸알코올 100 ㎖와 염

산 30 ㎖에 산화철(Ⅲ) 10 g을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후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각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

며, 화학조성은 주사전자현미경에 부착된 에너지분산분광계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로 추정하여 그 결과

를 질량을 기준으로 하는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그림 3a-3d는 그림 2의 유물 1-4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

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사진으로 이들 모두에는 구리-주

석 합금계의 α상이 수지형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지와 수

지 사이에는 서로 다른 별도의 금속조직이 자리하고 있다. 이

들 조직사진에 나타난 형상만으로도 수지 사이에 존재하는 

제2상의 종류를 추측할 수 있으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여 조직 일부를 확대 촬영한 그림 4a-4d를 참고하면 조직분

포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a-4c는 그

림 3a-3c의 화살표 부위를 확대한 것이며 그림 4d는 그림 3d

와 같은 시편에 속한 다른 부위를 보여준다. 그림 4a-4d에서 

화살표로 지시된 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자세히 살

펴보면 그림 4a에는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그림 4b와 4c

에는 비교적 매끈한 잔류 γ상이 그리고 그림 4d에는 α와 δ로 

이루어진 미세한 공석조직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사진에는 

시편의 화학조성과 제작과정에서 가해진 제반 공정을 유추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우선 그림 1에 보인 상태

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직사진에서 확인되는 α상과 제2상

의 비율을 고려할 경우 소재로 사용된 청동합금의 주석함량

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α상이 수지형태를 대부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들 유물 모두가 두드림 등과 같은 

별도의 작업 없이 주조공정 만으로 형태가공이 완료된 청동

제품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다. 이 밖에도 마르텐사이트가 석

출된 그림 3a의 시편에는 α+β 영역, 즉 586 ℃ 이상의 온도에

서 수행된 담금질 처리가, 그리고 γ상이 잔류하고 있는 그림 

3b와 3c의 시편에는 α+γ 영역, 즉 520-586 ℃의 온도에서 수

행된 담금질 처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α+δ 

공석조직이 석출된 그림 3d의 시편에는 담금질 효과를 얻기

에는 부족한 정도의 냉각처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시편에 그림 4d에서와 같이 매우 미세한 공석조직이 석

출된 점으로 보아 여기에 담금질을 염두에 둔 급랭 처리가 시

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a와 5b는 그림 3a와 3b에 보인 전 영역에서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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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DS spectra. (a), (b) Spectrum taken from the entire area 
of Fig. 3a and 3b, respectively.

Table 1. Summary information on the alloy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of the specimens from the objects examined and the 
thermo-mechanical treatments as inferred from microstructure.

#a 
Composition (%)b

Microstructure Treatments applied Comments
Sn Pb

1 21.7 -c Slightly twinned α areas in martensite 
background

Cast, Slightly forged,
Quenched at around 700 ℃ 1.0% Fe

2 18.9 0.6 α dendrites in retained γ background Cast, Quenched at around 550 ℃ 0.6% As 0.8% Ag
3 12.0 2.7 α dendrites in retained γ background Cast, Quenched at around 550 ℃ 2.5% As
4 21.4 - α dendrites in α+δ eutectoid background Cast, Rapid cooling intended 0.7% Ag

aConsistent with those given in Fig. 2 in the text; bBased on weight fraction; cNone detected

EDS 스펙트럼으로 그림 5a에서는 구리(Cu)와 주석(Sn) 외에 

소량의 철(Fe)이 확인되며 그림 5b에서는 구리와 주석 외에 

소량의 납(Pb)과 은(Ag)과 비소(As)가 관찰된다. 그림 5a와 

5b로부터 추정되는 청동합금의 조성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각 77.3% Cu-21.7% Sn-1.0% Fe과 79.1% Cu-18.9% 

Sn-0.6% Pb-0.6% As-0.8% Ag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그림 

3c와 3d를 분석한 결과 이들 영역의 평균 화학조성은 각각 

82.8% Cu-12.0% Sn-2.7% Pb-2.5% As와 77.9% Cu-21.4% 

Sn-0.7% A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경우 1번 유물에서 확인되는 주석함

량 21.7%와 담금질 온도 700 ℃의 조건은 완성된 방짜기술

에 해당하며 합금에 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주석 외에 1.0% 가량의 철(Fe)이 포함된 점은 예외

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합금의 기계적 성질이나 열처리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무시하여 무방하다. 반면 2번 

유물의 경우 주석함량이 18.9%에 불과하며 열처리 온도 또

한 550 ℃ 근처로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방짜와는 구별된다. 

그밖에도 2번의 합금에는 소량의 납(Pb)과 비소(As)와 은

(Ag)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비소와 은의 경

우 1번에서의 철과 유사하게 합금의 물리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납은 소량이라도 충격저항

을 심각하게 낮추는 해를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2번 유물에서 납이 검출된 점은 방짜여부를 판

단함에 주석함량이 낮음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니다. 같은 유

적지의 동일한 위치에서 발굴되었으며 용도 또한 같은 1번과 

2번 유물에 이처럼 심각하게 다른 기술이 적용된 점에는 특

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3번과 4번 유

물에서도 확인된다. 즉, 4번 유물의 경우 주석함량 21.4%는 

방짜합금의 범주로 보아 무방한 것이며, 납이 검출되지 않았

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담금질 처

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3번 유물의 경우 

주석함량이 12.0%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방짜에서 금기시

하는 납이 2.7% 정도 첨가되었으며 담금질 처리 또한 550 ℃
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고     찰

표 1은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는 주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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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함량을 위주로 하는 각 시편의 화학조성과 미세조직, 그리

고 미세조직에 나타난 유물의 제작공정에 관한 정보가 제시

되어 있다. 표 1의 자료를 해석함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분석대상으로 삼은 유물의 용도가 같다는 점과, 이

들의 제작에 주조과정에서 제2상의 출현을 억제하기 어려운 

고주석 청동소재가 사용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공통

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에는 12.0%에서 21.7%에 이르는 주

석함량과 제작도중 가하여진 열처리 조건 면에서 심각한 편

차가 관찰된다. 표 1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우연

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물이 제작되던 시기의 기술관련 사

회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표 1의 자료를 조명할 경우, 미세조

직에 나타난 담금질 처리의 흔적은 고주석 청동제품을 주조

할 때 냉각과정에서 출현하는 금속 상(相)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열처리

가 고주석 청동합금에 한하여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 열

처리 기술이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출현하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고주석 청동합금에 대한 관심과 수

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

도 면에서 이들과 동일한 유물이 5번 유물에서와 같이 순 구

리에 가까운 동(銅)소재를 두드려 형상을 만든 후 그 표면을 

금으로 도금(鍍金)한 금동제품의 형태로도 제작되었던 점을 

[1] 감안할 때, 이를 대신하여 고주석 청동합금을 사용하게 

된 데는 용도 면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면서 기술적

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금동제품의 도금 층이 표면의 색조조절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제품에 고주석 청동합금을 사용한 것은 이 합금

소재가 색조 면에서 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것은 청동합금에 주석함량이 증가할 경우 구리에 의

한 붉은 색조가 점차 감소하면서 황금빛에 가까운 색조를 띠

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예견할 수 있다 [11]. 한편 그림 2에 보

인 유물이 여인의 머리를 치장하기 위한 장식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 소재의 강도(强度)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

았을 것이다. 그러나 길이에 비하여 두께가 매우 얇은 형태상

의 특징으로 인하여 5번 유물에서처럼 사용도중 휘거나 파손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저항력을 어느 정도 높일 필

요는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림 2의 1번과 2번 유물은 파

손된 채 발굴되었으나 이후 보존처리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

으로 복원되었다.) 그런데 주석함량이 높아지면 청동소재의 

취성이 증가하므로 색조조절을 위하여 주석함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색조와 강도를 모두 만족시

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표 1에 제시된 데이터에는 고주석 청동기 기술이 실행된 

흔적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나 합금의 조성이나 열처리 조

건에서 기술을 공유한 흔적은 나타나있지 않다. 고려에 이르

면서 표준화된 방짜기술이 널리 실행된 사실로 보아 이들 유

물에서 확인되는 기술적 편차는 완성된 방짜기술로 가는 개

발단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고주석 청동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있었으며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고에서 살펴본 네 점의 청동유물만으로 방짜기술이 개발되

는 과정과 당시의 기술상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기에서 매우 다

른 소재와 기술이 확인된 점은 당시 기술자나 공방 간에 소통

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고주석 청동기 기술의 완성판

인 방짜기술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

았음을 시사한다. 즉, 당시 청동기 기술은 관 또는 민간의 주

도 하에 일사분란하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공방이

나 기술자의 개별적인 노력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발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고주석 청동제품에 대한 시장

의 수요가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방짜기술은 소비자의 요구와 기술개발 간의 긴밀한 관계 속

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며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주석 청동기 기

술이 유독 통일신라에 이르러 각광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질

문이 제기된다.

뒤꽂이는 장식품으로서 고주석 청동합금을 사용하기 전에

는 5번 유물에서와 같이 금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

가의 사치품이었을 것이며, 신분적으로 상류에 속하는 극히 

제한된 계층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

에 해당하는 고주석 청동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정도

로 이러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은 당시 경

주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사치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으로 또는 경

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배계층이 두터워진 것에 기인하였

을 것이다. 당시 경주는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병합하여 한

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운 통일의 주역들이 거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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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역에 해당한다. 이것은 통일을 전후하여 경주지역에 인

구수는 물론 거민의 생활상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임

을 시사한다. 즉, 통일의 열매를 누리는 과정에서 백성의 삶

의 수준은 높아졌을 것이며 통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신분

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배층이 두터워졌을 것임에는 의심

의 여지가 없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높다하여도 제품생산에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의 요구

에 부합하는 제품생산은 불가능하다. 한반도에서는 청동제 

거울이나 일부 청동제 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동기가 도

입되는 이른 시기에 이미 고주석 청동합금의 범주에 드는 소

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2]. 이것은 주석함량에 따른 물

성이나 색조의 변화가 통일신라에 이르기 오래 전부터 인식

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부터 이 지

식이 고품위의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데는 사회적 및 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아야한다. 사회적인 요소로는 우선 제품에 대한 수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주석 청동기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의 청

동기는 동경과 동검 등의 유물에서 보듯이 주석함량에 상관

없이 대부분 주조공정을 통하여 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주

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당량의 납이 포함된 청동합금

이 사용되었다. 주석 또는 납 함량이 높은 청동제품 제작에 

두드림 공정을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제품의 특성

상 그리할 필요도 없었다. 이는 방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주

석 청동기 기술에 대한 수요가 미약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고주석 청동합금은 특별한 처

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취성이 강하여 제작과정에서는 물론 

사용도중에도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파손되는 결정적인 단

점을 안고 있다. 이것은 청동합금 내에 출현하는 δ상에 기인

하는 것으로 이의 생성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본고

의 청동기에 나타나 있듯이 담금질 처리를 통하여 δ의 생성

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고주석 청동합금에 대한 

기술자들의 태도는 급변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때까지 불가

능하다고 여겼던 영역으로 점차 고주석 청동합금의 용도를 

넓혀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방짜로 불리는 최적의 청동기 기술은 이렇게 시작

된 경주의 종착지에 해당한다.

고려에서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발

굴 또는 제작된 고주석 청동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그간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청동제품에서 주석함량 22%-

고온에서의 두드림-700 ℃에서의 담금질로 요약되는 기술이 

확인된다. 이는 고려에 이르면서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방짜기술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표준기술로 널리 보급되었

으며 이후 여느 청동기 기술을 압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주석 청동합금 중 유독 구리-주석 합금의 포정조성에 (그

림 1) 해당하는 주석함량 22%가 방짜조성으로 결정된 배경

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2] 주석함량이 같은 경우에도 

담금질 온도에 따라 소재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주석함량이 22%인 합금에

서도 담금질 온도가 700 ℃ 주변일 경우에 한하여 최적의 기

계적 성능이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방짜기술

은 단순히 주석함량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으며 합금의 조성

과 열처리 온도를 연계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특별한 기술로 보아야한다. 한반도에 비하여 훨씬 이른 시기

에 방짜와 유사한 고주석 청동기 기술이 실행된 흔적은 흔하

게 발견되나 [6-8] 한반도에서처럼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랜 기

간 동안 동일한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 변함없이 실행

된 사례는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이것은 최적조건에 대

한 문제의식이나 이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

음을 의미한다. 방짜기술의 원조에 해당하는 고주석 청동기 

기술의 시작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적조건을 찾아 이

를 널리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다른 지역과 분명하

게 구별된다. 방짜를 한국 고유의 기술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결     론

통일신라의 청동 장식품 네 점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연구 

결과 합금의 조성이나 열처리 조건 면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제작기술이 확인되었다. 이들에는 고주석 청동합금의 범주

에 드는 주석함량 12.0~21.7%인 청동소재가 사용되었으며 

한 점을 제외한 다른 3점의 유물에서는 주조공정이 완료된 

후 550 ℃ 또는 700 ℃ 부근의 온도에서 수행한 담금질 처리

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각각 2점씩의 유물이 동일한 유적지

의 같은 위치에서 발굴되었으며 이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경주라는 비교적 제한된 지역에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소재와 기술의 측면에서 확인되는 이처럼 심각한 편

차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상황이 반영되어 나타

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고주

석 청동기 기술에서 출발하여 “주석함량 22%의 청동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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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의 두드림 작업-700 ℃ 부근에서의 담금질 처리”로 대

표되는 방짜기술이 완성된 점을 고려할 때 본고의 유물에서 

관찰되는 기술적 편차는 이들 청동기가 방짜기술로 가는 개

발단계에 제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또한 당시 고주

석 청동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만

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포

되어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선의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한 기술자 간의 경쟁과 협력을 유발하였을 것이며 궁

극적으로 최고의 고주석 청동기 기술인 방짜기술이 완성되

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주석 청동제품이 장식품이나 고품위의 생활용품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러한 사치품에 대한 수요증가는 이를 누

릴 수 있는 상류층의 범위가 확장된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은 통일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서 지배계층의 범위가 확

장된 결과로 판단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당시 통일

의 주역들이 거주하던 경주의 높은 정치적 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통일의 열매를 누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사

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청동기 몇 점에 이러한 변화의 흔적이 상당부분 투영되어 있

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유물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한국 

고고학의 위상과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방짜기술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및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잉태된 일종의 고주석 청동기 기술로

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는 변화의 시기에 완성된 특

별한 청동기 기술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는 비전문가의 증언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에 유입된 고주석 

청동기 기술이 오랜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방짜기술

로 변해갔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한반도를 둘러

싼 정치·외교적 변화와 인적 및 물적 교류의 산물임을 고려할 

때 고주석 청동기 기술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이 기술이 방짜기술의 

기원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고

주석 영역 가운데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 이를 표준화하여 일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널리 공유함으로써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 고품위의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누리게 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짜기술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판단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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