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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는 전 영암 거푸집 가운데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모델로 진행한 주조실험과
사용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외범은 각섬석암으로 제작하였고, 내범은 흙으로 만
들어서 장방형동부를 주조하였다. 외범은 쇠정과 콘크리트못으로 쪼아내기를 한 다음
숫돌과 각섬석암편으로 연마해서 제작하였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내범은 어느 정도만
소성하면 주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내범을 제거할 때도 경제적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장방형동부 6점을 주조하였다. 각섬석암제 외범은 첫 번째 주조가
끝난 후부터 탕구와 탕도에서 실금이 확인되었고, 주형 표면이 박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조가 거듭될수록 심화되었다. 장방형동부 6점을 주조하고 나서 살펴
본 거푸집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각섬석암제 동부거푸집은 5~6회 정
도가 한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 구봉리 출토 장방형동부와 비교해보면, 내범은 아
마도 모난 부분을 없애서 둥글고 길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여 구봉리 출
토품의 사례에 따라 주조된 장방형동부를 편인으로 연마해서 나무 베기 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상편인으로 자루를 장착해야만 베인 면이 고울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적당해야만 인부가 구부러지거
나 깨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고고학적 연구는 청동기의 제작과
정뿐 아니라 청동기의 기능과 사용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중
요하다.
주제어 : 거푸집, 외범, 내범, 복원제작, 주조, 장방형동부, 사용, 실험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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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로 구분되며, 이러한 청동기
들이 제작된 것을 보여주는 거푸집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오강원 2005: 84-153; 趙鎭先 2005: 159-196; 국립중앙박물관 2010). 청동은 구리+주석,
또는 구리+주석+납의 합금이며 거푸집은 청동으로 주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틀이다.
그동안 청동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청동기 제작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많지 않았다(李健茂 1992: 138-142). 그러나 완주 갈동유적에서 동검·동과 거푸집
이 출토되면서 청동기 제작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李健茂 2005a: 5-11, 2005b:
76-83; 이찬희·김지영 2005: 173-197; 정인성 2005: 47-65, 2012: 40-54; 조진선 2005:
159-196, 2006a: 41-59; 최융일 2005: 27-34; 한수영 2008: 27-37), 이를 바탕으로 세형동검
주형의 설계와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조진선 2006b: 88-119).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2010)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거푸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
였으며,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2011)에서는 전 영암 거푸집 일괄유물을 과학적으
로 정밀 실측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주조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문화재 복
원제작의 일환으로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주머니형동부, 다뉴조문경과 다뉴정문경, 원
개형동기에 대한 주조실험이 이루어졌으며(정광용 외 2008), 최근에는 울산 교동리 1호
목관묘 출토 세형동검을 모델로 한 주조 실험의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오광섭 2013:
407-418).
이번 실험은 2013년 5월에 계획되어 6월부터 11월까지는 장방형동부의 거푸집을 제작
하여 주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
면서 주조된 장방형동부로 나무 베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필자들은 정밀한 도면이 제시
되어 있는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모델로 삼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거푸집의 외범
은 완주 갈동유적의 사례에 따라 각섬석암을 사용하였고, 내범은 흙으로 만들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동기 주조실험은 주로 세형동검이나 동경과 같이 외범만
있으면 주조할 수 있는 기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방형동부에 대한 복원제작 실험
은 北九州鑄金硏究會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정인성 2005: 47-65 재인용), 주머니형동부
에 대한 복원제작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정광용 외 2008).
필자들은 이번 실험에서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복원제작하고 주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단계마다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주조된 장방
형동부는 부여 구봉리 출토 장방형동부와 비교해서 이번 실험의 결과를 평가해 보았다. 이
번 실험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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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필자들이
직접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숙한 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진행될 청동기
주조 실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Ⅱ. 실험 진행과정
1. 외범 제작
거푸집은 청동기의 외형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외범과 청동기 내부에 빈 부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내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내범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범을 의미할 때가 많다. 거푸집은 돌이나 흙, 또는 금속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우리나라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거푸집은 대부분 석제이다. 그러나 동부나 동모
를 주조할 때 사용되는 내범은 아마도 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석제 거푸집은 활석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경우는 많지 않다(李健茂 2005a: 5-11). 부여
송국리 선형동부 거푸집은 천매암으로 보고되었고(국립중앙박물관 2010), 완주 덕동 동
착 거푸집과 완주 갈동 동검·동과 거푸집은 각섬석암으로 보고되었다(이찬희·김지영
2005: 173-197).

<그림 1> 장수군의 각섬석암 폐광산(좌)과 실험을 위해 재단된 각섬석암(우)

이번 실험은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모델로 하였으며, 외범의 석재는 완주 갈동
유적의 사례에 따라 각섬석암을 사용하였다. 각섬석암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산출된 것
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장수군 관내의 광산들은 이미 폐광되었기 때문에 장수군 관내의
각섬석암 가공 공장에서 구입하였다. 구입한 각섬석암은 인접지역인 함양군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한다. 각섬석은 모스 경도가 5~6으로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각섬석암 가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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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20×15×4㎝의 크기로 반듯하게 재단하였다(그림 1). 이것은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보다 약간 더 큰데, 이번 실험에 참가한 필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을 고려한 것이다.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은 쌍합범이다. 장방형동부 주형만 새겨져 있는 짝은 길이
15.75㎝, 너비 8.5~9.2㎝, 두께 2.5~3.2㎝이고 장방형동부와 바늘, 낚시바늘 주형이 함께
새겨져 있는 짝은 길이 15.5㎝, 너비 8.4~9.15㎝, 두께 3.4~3.7㎝이다. 주형은 내범 설치부
와 장방형동부 본체로 이루어져 있다. 내범 설치부를 포함한 주형의 전체길이는 14.7㎝이
다. 내범 설치부는 먼저 길이 2.0㎝, 너비 4㎝, 깊이 0.65~0.8㎝로 판 다음 가운데 부분을
너비 0.9~1.3㎝, 깊이 0.15~0.3㎝로 파내서 탕도(湯道)를 만들었다. 한 짝에는 탕도 양 옆

<그림 2>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좌)과 실험용 거푸집(중-완성 직후, 우-6회 주조실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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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름 0.7㎝, 깊이 0.2㎝의 홈이 하나씩 파져 있는데, 내범을 좀 더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방형동부 본체의 크기는 전체 길이 12.7㎝, 돌대부 길이 1.0㎝,
돌대부 너비 5.5㎝, 신부 최소너비 4.5㎝, 인부 최대너비 6.9㎝이다. 합범했을 때 돌대부의
두께는 2.4㎝, 돌대부 바로 아래 신부 두께는 1.9㎝이다. 공부에는 3조의 돌선이 돌아가고
있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1, 그림 2).
장방형동부 주형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2011)에서 발간한 『한국기독교박물
관 소장 거푸집과 청동기』에 실린 도면을 사용하였다. 우선 장방형동부의 도면을 모양대
로 오려내어 각섬석암판
에 붙여놓고 탁본하여 외
곽선을 옮겨 놓고, 주형을
새기는 작업을 시작하였
다. 각섬석암은 단단한 돌
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
입한 아주 성긴 사포나 숫
돌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쇠정과 콘크리트못
으로 쪼아내고 각섬석암편
이나 숫돌로 연마하는 작
업을 반복해서 장방형동부
주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장방형동부 주형이 어느

<그림 3> 가공에 사용된 각종 도구

정도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의 도면을 참고하면서 세부적인 크기와 형태를 조정하였다.
전 영암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충실하게 모방하고자 하였지만 각섬석암이 워낙 단단하
고 실험 참가자들이 숙련되지 않아서 돌대에 형성된 3조의 돌선을 새길 수가 없어 1조의
돌대로 만들었다. 공부 위쪽에는 내범 설치부가 있는데, 탕도 양옆에 있는 홈은 정과 활
비비를 이용하여 팠다. 거푸집 새김 작업 도중에 거푸집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
사이에 석고를 부어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바늘과 낚시바늘의 주형도 새겨 넣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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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방형동부 거푸집 외범 제작 과정(①거푸집에 주형 그리기-②쪼아내기-③쪼아내기-④연마하기-⑤홈파기⑥석고를 부어 확인하기)

2. 내범 제작
내범은 장방형동부의 銎部를 만들기 위해 외범과 결합되어야 하는 거푸집이다. 내범은
외범에 잘 결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탕도를 막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내범은 외범과 결
합 및 탕도 역할을 하는 頭部와 공부를 만드는 身部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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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범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형동검문화가 파급된 일본열도에서는 내범들이 발굴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春日市敎育委員會 2011). 이번 실험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
여 내범을 흙으로 소성하였다. 내범 제작은 태토 구입-성형-건조-소성-세부조정의 순서
로 진행하였다(그림 5).

<그림 5> 내범 성형과정 (①외범에 점토덩어리 놓기, ②외범을 합범하여 압력 가하기, ③찍어낸 점토부, ④내범 설계,
⑤내범 모양으로 자르기, ⑥완성된 내범)

1. 태토 구입: 실험 참가자들은 내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흙을 사용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시중에서 흙을 구입하였는데, 옹기토와 내화토는 그대
로 사용하였고 청자토에는 모래가 섞인 황토를 혼합하였다.
2. 장방형동부 모양의 점토덩어리 만들기: 먼저 잘 반죽된 태토를 장방형동부 주형보다
약간 더 큰 흙덩어리로 만들었다. 내범은 외범에 꼭 맞아야 하는데, 수작업으로는 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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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외범 한 짝에 점토덩어리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짝
의 외범을 합범한 다음 압력을 가해 장방형동부 주형과 동일한 형태의 점토덩어리(점토
부)를 찍어내었다(그림 5-①~③)
3. 점토부 건조와 내범 성형: 외범으로 찍어낸 점토부는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서 약
간 단단해 지기를 기다렸다1). 약간 건조된 점토부에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내범 모양을
그려 놓고 조각칼과 문방구용 칼로 깎아내서 내범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외범과 결합될
내범의 두부에는 외범의 탕도 맞은편에 내범의 탕도를 파냈으며, 신부는 외범과 0.3㎝ 정
도의 간격이 만들어지도록 깎아냈다.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진 내범은 소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건조하였다(그림 5-④~⑥).
4. 내범 소성: 내범 소성은 야외노지에서 실시하였다. 내범을 어느 정도 소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야외에서 ⓐ장작을 이용하여 고온으로
소성, ⓑ짚을 이용하여 저온으로 소성, ⓒ미소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소성실험에는 각기
다른 태토로 만든 13개의 내범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그림 6).

<그림 6> 내범 소성 (①장작으로 소성, ②장작 소성 내범, ③짚으로 소성, ④짚 소성 내범)

1) 처음에는 3일 정도 건조하였지만 너무 단단해서 성형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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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고 붓기 실험 및 내범 세부 조정: 본격적인 주조실험에 앞서 소성된 내범을 외범에
결합한 다음 석고를 부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범이
석고를 뚫고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범을 다
시 조정하였으며, 다시 석고를 부어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그림 7).

<그림 7> 석고 붓기 실험 (①내범과 외범의 결합, ②석고 붓기, ③내범이 돌출되어 실패한 실험, ④성공한 실험,
⑤내범이 끼워진 채 외범에서 떼어낸 석고부, ⑥내범을 제거한 상태의 석고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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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동기 주조 실험
청동은 구리+주석, 또는 구리+주석+납의 합금이기 때문에 적절한 합금비를 설정해야
한다. 『주례』 『고공기』에는 ‘五分其金而錫居一, 謂之斧斤之齊’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동
부는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 83 : 17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를 기준으
로 해서 약간씩 차이나는 여러 종류의 합금비를 마련하였다. 구리는 용융점이 높기 때문
에 열이 닿는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가루로 된 것을 구입하였고, 1300℃의 열에 버틸
수 있는 알루미나 도가니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점토를 이용하여 도가니를 성형하였다.
1차 청동기 주조 실험은 2013년 11월 9~10일까지 야외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토제 도가
니를 소성하였고 爐를 만들었다. 노는 직경 50㎝, 깊이 30㎝ 정도의 원형 구덩이를 파고 양
측면에 파이프를 묻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 주입은 해외 동영상 자료를2) 참
고하여 가죽 주머니로 바람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연료로는 숯을 이용하였다.
구리를 한 시간 정도 가열하자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때 주석을 투입하였는데 30초도 되
지 않아 액체 상태로 변했다. 이후 1시간 정도 더 공기를 주입하였지만 구리를 녹일 수 없

<그림 8> 야외 노에서 청동 용융작업 (①야외 노 작업 광경, ② 야외 노, ③ 주석이 녹는 모습,
④ 용융하는데 실패한 청동 덩어리)

2) http://www.youtube.com/watch?v=eEWIuyeNp2k

장방형동부의 주조 및 사용 실험

15

었다. 게다가 날씨까지 좋지 않아 실험을 중단했는데, 도가니 안의 구리와 주석은 한 덩
어리로 만들어져 있었다(그림 8).

<그림 9> 주조실험 과정 (①내범과 외범 준비, ②구리와 주석 준비, ③이형제 도포작업, ④내범과 외범 결합,
⑤청동 용융작업, ⑥청동 용액 주입, ⑦청동용액 주입 후 모습, ⑧주조된 장방형동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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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에서 실시한 청동 용융 작업이 실패하자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 도움을 요청
하여 산소용접기로 청동을 녹이기로 하였다. 2차 주조 실험은 2013년 11월 13일과 15일에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거푸집에 이형제3)를 바르고 외범과 내범을 결합시켰다. 결합된 거푸집은 내열테
이프를 돌려 고정하고 거푸집 하단과 양 측면에 쇠로 만든 클램프로 한 번 더 고정하였
다. 그리고 거푸집의 탕구 주위에 점토띠를 돌렸다. 구리는 이전과 같이 가루로 된 것을
이용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산소용접기에서 나오는 압력이 너무 강해
서 구리 가루가 도가니 밖으로 튀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했던 합금비를 맞출 수 없
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금비를 맞춘 실험을 포기하고 청동을 용융시키는데 집중하
기로 하였다. 게다가 구입한 알루미나 도가니도 산소용접기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깨져
버렸다. 임시방편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토
기를 이용하였다(그림 9-①~⑥).
거푸집에 청동용액을 주입한 후 상온에서 5분 정도 식혔다. 그리고 거푸집을 해체하여
완성된 장방형동부를 확인하였다. 장방형동부 2점을 주조하고 나서 산소용접기에 문제
가 발생해서 실험을 중단하였다. 장방형동부 2점을 주조한 거푸집에는 湯口 쪽에 실금이
생겼는데, 청동용액의 고열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날 제작된 2점을 각각 장
방형동부①과 ②로 명명하였다. 주조 실험은 11월 15일에 재개하여 장방형동부 4점(장방
형동부③~⑥)을 추가로 주조하였다. 이 날 역시 산소용접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주조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거푸집 외범은 실금이 더욱 커졌고 주형의 표면도 더욱
심하게 박리되었다(그림 9~⑦·⑧).

3) 고온용 흑연 윤활제/G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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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방형동부의 제원 및 특징
이번 실험에서 주조된 동부의 제원 및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조된 장방형동부의 제원과 특징

18

구분

특이사항

장방형
동부①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5.7㎝, 전체 무게 545g
- 동부: 길이 12.7㎝, 돌대부 너비 5.1㎝·두께 2.4㎝,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0㎝, 인부 너비 6.2㎝·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1㎝·너비 1.5㎝·깊이
5.2㎝, 무게 398g
○
장방형동부의 특징: 동부 표면이 울퉁불퉁함, 신부 중앙, 즉 공부 끝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형성됨
○
내범 : 태토는 청자토+황토를 사용함, 짚으로 소성함, 내범을 제거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됨, 무게 44g

장방형
동부②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6.2㎝, 전체 무게 571g
- 동부: 길이 12.5㎝, 돌대부 너비 5.1㎝·두께 2.4㎝,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0㎝, 인부 너비 6.5㎝·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4㎝·너비 1.5㎝·깊이
5.3㎝, 무게 514g
○
장방형동부의 특징 : 표면이 울퉁불퉁함, 신부 중앙, 즉 공부 끝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형성됨
○
내범 : 태토는 내화토를 사용함, 장작으로 소성함, 내범을 제거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됨, 무게 57g

장방형
동부③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5.8㎝, 전체 무게 545g
- 동부: 길이 12.7㎝, 돌대부 너비 5.0㎝·두께 2.5㎝,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1㎝, 인부 너비 6.5㎝·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2㎝·너비
1.7㎝·깊이 5.8㎝, 무게 485g
○
장방형동부의 특징 : 표면이 울퉁불퉁함, 청동용액 주입시 파손된 내범 편들이
주물에 섞이면서 만들어진 불량(구멍)들이 확인됨
○
내범 : 태토는 내화토를 사용함, 미소성, 주조과정에서 파손됨, 내범을
제거하는데 약 5분이 소요됨, 무게 56g

장방형
동부④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5.5㎝, 전체 무게 524g
- 동부: 길이 12.7㎝, 돌대부 너비 5.4㎝·두께 2.5㎝,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2㎝, 인부 너비 6.5㎝·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2㎝·너비
1.7㎝·깊이 6.0㎝, 무게 384g
○
장방형동부의 특징: 동부 표면이 울퉁불퉁함, 내범이 돌출되면서 불량(구멍)이
만들어짐, 내범 결합 미숙
○
내범 : 태토는 청자토+황토를 사용함, 짚으로 소성함, 내범을 제거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됨, 무게 5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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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구분

특이사항

장방형
동부⑤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6.0㎝, 전체 무게 548g
- 동부: 길이 12.5㎝, 돌대부 너비 5.3㎝·두께 2.4㎝,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2㎝, 인부 너비 6.4㎝·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2㎝·너비
1.5㎝·깊이 5.5㎝, 무게 420g
○장방형동부의 특징 : 동부 표면이 울퉁불퉁함, 내범이 돌출되면서
불량(2×2㎜)이 만들어짐, 내범 결합 미숙
○내범 : 태토는 청자토+황토를 사용함, 짚으로 소성함, 내범을 제거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됨, 무게 46g

장방형
동부⑥

○장방형동부의 제원
- 내범 설치부 포함: 전체길이 14.7㎝, 전체 무게 516g
- 동부: 길이 12.7㎝, 돌대부 너비 5.1㎝·두께 2.4㎝, 신부 최소너비 4.5㎝·두께
1.2㎝, 인부 너비 6.5㎝·두께 0.2㎝, 공부 안쪽 길이 3.0㎝·너비 1.5㎝·깊이
5.5㎝, 무게 424g
○장방형동부의 특징 : 동부 표면이 울퉁불퉁함, 내범이 돌출되면서
불량(2×2㎜)이 만들어짐, 내범 결합 미숙
○내범 : 태토는 옹기토를 사용함, 짚으로 소성함, 내범을 제거하는데 20분 정도
소요됨, 무게 46g

5. 내범 제거 및 마연 작업
주조된 장방형동부를 관찰한 다음 내범과 지느러미를 제거하였다. 소성된 내범은 먼저
쇠톱으로 주물의 내범 설치부를 절단하고 내범을 못이나 끌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미
소성 내범은 물에 담가 불린 후 나무젓가락과 송곳으로 파냈다(그림 10). 내범을 제거한
동부는 줄, 돌, 사포로 연마하여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나 이형제, 측면에 있는 지느러미
를 제거하였다. 장방형동부의 인부는 부여 구봉리 출토 장방형동부와 같이 편인으로 연
마하였다.

<그림 10> 내범 제거작업(①소성 내범, ②미소성 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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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루 장착 및 사용 실험
완성된 동부에 나무자루를 결합하였다. 도끼자루는 광주 신창동 유적과 창원 다호리
유적, 일본의 요시노가리(吉野ケ里) 유적 등에서 나무로 된 것들이 출토되었지만 장방형
동부와 관련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장방형동부의 자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자루를 만들기로 하였다. 광주 신창동 유적
에서 출토된 도끼자루는 참나무류로 확인되며, 두 형식으로 구분된다(조현종 2012). 즉, 1
자형 나무자루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공부가 없는 돌도끼나 쇠도끼를 끼울 수 있게 한 것
과 ㄱ자형 자루에 공부가 있는 도끼를 끼울 수 있게 한 것이다(그림 11-①). 후자와 같은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갖고 있는 나무를 구해야 하지만 야산에
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전자와 같은 나무자루에 보조자루를 사용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11> 자루 장착 실험 (①광주 신창동유적의 나무 도끼자루, ②참나무 자루 만들기와 실패한 자루,
③자루에 장착된 장방형동부)

참나무는 아주 단단해서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든 나무자루는 비교적
무른 나무인 직경 3.5㎝의 노간주나무(코뚜레나무)를 사용하였다. 자루에 구멍을 뚫는 작
업은 쇠끌과 조각도를 이용하였고 보조자루는 낫과 문방구용 칼로 다듬었다. 완성된 보
조자루에 장방형동부를 끼우고 이를 다시 자루와 결합하여 완성하였다(그림 11-③의 우
측). 하지만 두껍지 않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루를 하나 더 만들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만들 때에는 직경 8.5㎝의 참나무를 사용하였다. 벌목한 참나무를 껍질을 벗
기지 않은 채 실험실 안에서 건조하였다. 15일 후에 목재를 확인해 보니 상하단의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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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간 갈라지기는 했지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참나무가 어느 정도 말랐다고 판
단하고 껍질을 벗기고 자루를 만들었다. 나무껍질을 벗기면 건조가 급속도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나무자루를 화선지에 말아 좀 더 건조시켰다. 그러나 3일 후 나무자루를 확
인했을 때, 나무가 건조되면서 크게 갈라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 결국
참나무는 껍질을 그대로 둔 채 오랫동안 건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1②).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자루와 비슷한 형태인 목제 야
구방망이를 대신 사용하기로 하였다. 야구방망이는 길이가 75㎝ 정도인데 나이테가 거
의 직선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매우 두꺼운 나무를 사용해서 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
구방망이를 다듬어 2×3.8㎝의 구멍을 뚫은 다음 장방형동부가 끼워진 보조자루를 결
합하여 완성하였다(그림 11-③의 좌측). 그리고 자루와 결합된 장방형동부로 참나무 베
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Ⅲ. 실험 진행과정에서 제기한 질문들
1. 거푸집 외범은 어떻게 제작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가?
외범을 만드는데 사용한 각섬석암은 매우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가공하기 어렵다. 그래
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보고 어떤 도구가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았다. 쪼아내기는 콘
크리트못, 쇠정, 쇠끌, 장도리로 실험해 보았다. 장도리는 힘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끝이 뾰족한 쇠정은 쪼아내기에 효과적이지만 세밀한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다. 끝이 넓적한 쇠끌은 타격면이 넓어 의도치 않은 곳까지 깨지는 경우가 발생했
다. 콘크리트 못은 힘을 조절하기가 수월하고 타격면이 좁아 세밀한 작업을 하는데 효과적
이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쇠정과 콘크리트못을 사용해서 쪼아내기를 하였다(그림 12).

<그림 12> 쪼아내기 실험(①쇠정, ②쇠끌, ③콘크리트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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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연마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포(40방), 숫돌(연석), 각섬석암편으로 실험해 보았
다. 사포는 가장 거친 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재 표면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숫돌은 숫돌이 더 빨리 닳아져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각섬석암편은 연마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많이 들었다. 본 실험에서는 각섬석암편을 주로 사
용하면서 숫돌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였다(그림 13).

<그림 13> 연마 실험(①숫돌, ②각섬석암편)

다음으로 쪼아내기와 연마하는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2가지 방법으로 30분씩 작업을 수행해 보았다. 쪼아내기만 하였을 때는 연속해서 같은 자
리를 파기가 어려웠다. 반면에 연마만 했을 때는 노동력에 비해 작업 효율성이 매우 떨어
졌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쪼아내기와 연마를 번갈아가며 실시하였다. 즉, 쇠정으로
크게 쪼아낸 후 콘크리트못으로 돌결을 따라 표면을 벗겨내듯이 작게 쪼아내고 나서 숫돌
로 연마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 사람이 8일 동안 작업하여 각섬석암
제 장방형동부 거푸집 1쌍을 만들었다. 연시간으로 계산하면 8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모두 숙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쇠정, 콘크리트못 등의 철기를 사
용한 점을 감안해서 하나의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거푸집 내범은 어떤 흙을 어떻게 소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는 내범에 대한 고고학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부딪힌 첫
번째 문제는 ‘내범은 어떤 흙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범은 어느 정도 소성해야
하는가?’였다. 내범의 태토로는 시중에서 옹기토, 청자토, 내화토를 구입하여 사용했는
데, 청자토에는 굵은 모래가 혼입된 황토를 섞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내범을 어느 정도
의 온도로 소성해야 고온의 청동용액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작
으로 소성한 고온 소성 내범, ⓑ짚으로 소성한 저온 소성 내범, ⓒ소성하지 않은 미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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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범을 준비하였다. 이와 같이 내범을 다양하게 만든 것은 청동용액에 대한 반응 차이를
알아봄과 동시에 내범을 제거할 때 어느 쪽이 경제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고온(장작) 소성 내범은 3종류의 태토로 만든 것을 각각 2개씩 준비하였다. 잔불로
20~30분 예열한 후 통나무 장작으로 2시간 30분 정도 불을 피웠다. 불이 잦아들기를 30분
정도 기다려서 내범을 꺼냈다. 예열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고온으
로 급격하게 가열하였기 때문인지 내화토로 만든 내범 2개만 온전하게 소성되었고 나머
지 4개는 모두 파손되었다. ⓑ저온(짚) 소성 내범은 3종류의 태토로 만든 것을 각각 2~3
개씩 준비하였다. 야외에서 짚으로 소성하였는데, 5분 정도 예열한 후 30분 정도 센 불을
피웠다. 그리고 연료(짚) 공급을 중단한지 1시간 후에 내범을 꺼냈는데 내부에는 그때까
지도 불씨가 남아있었다. 내범은 모두 성공적으로 소성되었다. ⓒ미소성 내범은 4개를 준
비하였다. 태토는 내열성이 좋은 내화토를 사용하였다(표 2).
<표 2> 태토와 연료에 따른 내범 조합과 소성 후 잔존 개수
연료
태토

ⓐ고온(장작) 소성

ⓑ저온(짚) 소성

ⓒ미소성

성형 수량

소성 수량

성형 수량

소성 수량

성형 수량

소성 수량

청자토+황토

2

0

2

2

-

-

옹기토

2

0

3

3

-

-

내화토

2

2

2

2

4

0

이렇게 만들어진 내범 중 6점을 이용하여 주조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조실험에 사용된
내범은 내화토로 성형해서 고온(장작)으로 소성한 내범 1점, 청자토+황토로 성형해서 저
온(짚)에서 소성한 내범 3점, 옹기토로 성형해서 저온(짚)으로 소성한 내범 1점, 내화토로
성형한 미소성 내범 1점이다. 주조 작업을 마치고 살펴본 결과 소성된 내범은 태토의 종
류나 소성 온도와 상관없이 모두 온전하였다(그림 14).

<그림 14> 소성 내범을 이용한 주조실험 결과(①고온 소성, ②저온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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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소성 내범은 얼핏 보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이 깨
져나갔고, 내범 파편들이 장방형동부 주물에 박혀 불량을 만들어 냈다(그림 15). 따라서
내범은 일단 소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 미소성 내범을 이용한 주조실험 결과(동그라미는 불량 발생 부위)

다음으로 내범을 제거하는 방법과 시간을 확인해 보았다. 주조된 장방형동부는 외범에
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범도 뽑혀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래서 내범의 표면에도 이형제를 바르고 주조하였는데 소성된 내범을 사용한 장방
형동부 5점 모두 내범을 뽑아서 제거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고온(장작) 소성 내범과 저온(짚) 소성 내범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았다. 내범은 저온이건 고온이건 소성만 하면 주조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온 소성 내범은 제거하는데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고온 소성 내범은
훨씬 단단해서 2시간 정도 필요했다. 그리고 소성된 내범은 모두 공부 내부의 주조 피부
가 매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공부 내부가 울퉁불퉁한 미소성 내범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16-①·②). 그러므로 고온 소성 내범은 소성하는데 시간과 연료가 많이 들
뿐 아니라 제거하는데도 훨씬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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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부의 상태(①고온소성 내범, ②저온소성 내범, ③미소성 내범)

미소성 내범은 내범이 들어있는 상태로 장방형동부를 물에 24시간 정도 담가두었다.
24시간 후에도 내범은 외형상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내범이 짧은 시간
이나마 고온에 노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무젓가락과 송곳으로 내범을 파내기
시작하자 곧바로 부스러졌으며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내범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소성 내범은 주조할 때 고온의 청동용액에 노출되면서 파열되어 장방형동부 곳
곳에 많은 불량을 만들어냈다. 또한 공부 안쪽도 고온의 청동용액에 노출된 내범이 심하
게 파손되었기 때문에 주조피부가 고르지 못했다(그림 16-③).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내범은 어떤 종류의 태토를 사용하건 반드시 소성해야만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물의 완성도와 내범을 제거할 때 들어가는 노동력을 생각하면
내범은 저온으로 소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3. 내범의 형태는 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청동으로 주조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외범과 내범이 잘 결합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석고를 부어 확인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몇몇 내
범들이 석고형을 뚫고 나오는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내범의 길이나
너비, 두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
고 서로 대비되는 3종류의 내범을 선정하

<그림 17> 실험용 내범
(좌측부터 장방형동부①, ②, ⑤에 사용된 내범)

여 추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1번 내범(장방형동부①에 사용됨)은 길이 7.5㎝, 끝부분 두께 0.9㎝이며, 2번 내범(장방
형동부②에 사용됨)은 길이 6.8㎝, 끝부분 두께 0.8㎝이고, 3번 내범(장방형동부⑤에 사용
됨)은 길이 7.2㎝, 끝부분 두께 0.5㎝이다(그림 17). 석고를 부어 실험했을 때, 2번 내범은
성공적이었지만 1번과 5번 내범은 내범의 끝부분이 한쪽으로 돌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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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범과 내범은 단단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석고액이 들어가면서 내범을 움직였을 가능
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외범과 내범이 당초에 잘못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내범의 길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1번과 3번 내범의 길이를 2번 내범과 비슷하게
조정하고 다시 실험한 결과 모두 성공하였다.
그런데 실제 청동 주조실험에서 만들어진 6점의 장방형동부 중 3점은 제대로 만들어졌
지만 나머지 3점은 내범 돌출 현상이 발생했다. 11월 13일에 주조한 2점은 모두 온전하였
지만 11월 15일에 주조한 4점 가운데 3점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13일에 주조한 장방형동
부 2점은 석고를 이용하여 내범과 외범의 결합 실험을 담당했던 참가자가 주도하였지만
15일에 주조할 때는 결합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참가자가 진행하였다. 그래서 15일에 발
생한 불량은 참가자의 숙련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하튼 온전하게 주조된 장방형동부는 3점인데(장방형동부①·②·③), 장방형동부①
과 ②를 관찰하던 중 신부 중앙에 깊이 0.2㎝ 내
외의 타원형 함몰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그림 18). 별다른 현상이 아닐 수도 있지
만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동부에서는 확인되
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2점의 장방형동부는 내
범의 태토와 소성 여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
러한 요인들과 관련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따
라서 뜨거운 청동용액(유체)이 거푸집으로 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유체역학적 현상일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범의 끝
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타원형 함몰부의 크기

<그림 18> 부신에 형성된 함몰부
(①장방형동부, ②장방형동부)

와 정도도 약간씩 달랐기 때문에 내범의 크기나 형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적에서 출토된 장방형동부와 이번 주조실험에서 제작된 장방형동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장방형
동부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부여 구봉리 출토품이다4). 그래서 국립부
여박물관과 국립나주박물관의 협조를 얻어 부여 구봉리 장방형동부를 관찰하였다. 부여
구봉리 장방형 동부는 길이 11.9㎝, 돌대부 추정너비 5.95㎝, 신부 최소너비 4.9㎝, 인부
너비 6.97㎝이고, 공부 안쪽은 추정길이 4.55㎝, 추정너비 1.62㎝, 깊이 7.36㎝이다(그림
19). 따라서 이번 실험에서 제작된 장방형동부와 외형적인 차이는 크게 없지만 공부의 크
기와 형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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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공부 안쪽의 깊이가 이
번 실험에서 제작된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이다. 또한 공부의 단면형태도 장타원
형에 가깝고 공부 끝부분도 둥그렇게 마
무리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번 실험
에서 발생한 내범의 돌출 현상이나 장방
형동부의 신부에 형성된 타원형 함몰부가

<그림 19> 부여 구봉리 장방형동부

내범의 형태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
다. 주조실험에 앞서 진행한 석고실험에서 길이가 긴 내범을 사용했을 때 내범이 돌출되
었기 때문에 필자들은 내범의 길이를 줄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부여 구봉리 장
방형동부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해결책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내범의
크기와 형태가 공부가 있는 청동기를 주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
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거푸집은 어떠한 변형이 발생하며 청동기는 몇 점까지 생산할 수 있을까?
이번 실험에서는 1쌍의 각섬석암제 거푸집으로 6점의 장방형동부를 제작하였기 때문
에 최소한 이 정도는 주조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주조할 때마다 거푸
집의 상태를 파악하였다. 육안 관찰 결과, 첫 번째 주조가 끝났을 때부터 외범의 탕구 부
분에서 실금이 확인되고, 주형 표면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주조를 계속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온의 청동용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금은 주조를 거듭할수록 크고 뚜렷해졌으며 주형 표면이 일어나는 현상도
심화되었다(그림 20).
장방형동부를 여섯 번 주조하고 난 다음에 이형제를 닦아내고 나서 살펴본 거푸집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다. 거푸집은 균열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청동
용액과 직접 접촉했던 주형 내부는 고열을 받으면서 표면이 박리되어 까칠한 상태가 되
었다(그림 21). 이번 실험에 사용된 석재가 실제 거푸집보다는 크고 두껍다는 점을 고려
하면, 각섬석암제 거푸집은 5~6회 정도가 한계 상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4) 봉산 송산리 솔뫼골(길이 8.1㎝)과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길이 6.81㎝)에도 장방형동부가 있지만 크기와 형태가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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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조 직후 거푸집 상태
(①1차 주조 후, ②2차 주조 후, ③3차 주조 후, ④4차 주조 후, ⑤5차 주조 후, ⑥6차 주조 후)

이상과 같이 각섬석암제 장방형동부 거푸집은 여섯 번 정도 주조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했지만 고열 때문에 거푸집에 균열이 심하게 나 있으며, 주형 표면도 심하게 박리되었다.
각섬석암제 장방형동부 거푸집으로 최대 몇 점까지를 주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
로 파손되었을 때 거푸집은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는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
해 보다 확실하게 밝혀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5. 장방형동부 주물은 눈에 띌 정도로 수축되었는가?
금속은 가열되면 팽창되었다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수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
도가 눈에 띌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거푸집에 청동용액을 주입한 후 냉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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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실험 완료 후 이형제를 제거한 상태의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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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거푸집을 분리했을 때 장방형동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외범에서 분리되었다. 그
렇다고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외범과 장방형동부 주물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내범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깨내야 했다. 이와 같이 주물이 외범에서
는 잘 분리되지만 내범은 깨내지 않고서는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장방형동부 주형
은 약간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축 정도는 육안으로 관찰해서 눈에 띌 정도
로 확연하지는 않았다.

6. 편인의 장방형동부는 어떻게 사용했을까?
부여 구봉리 장방형동부는 인부가 편인이다. 그래서 이번에 주조한 장방형동부도 인부
를 편인으로 연마하였다. 그렇다면 편인인 장방형동부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장방형동
부를 자루에 장착하는 방식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귀(錛)처럼 날이 자
루에 직각 방향이 되도록 장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도끼(斧)처럼 자루에 평행하게
장착하는 방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귀와 도끼를 보면, 자귀는 편인이고 도끼는 합
인이어서 인부 형태로만 본다면 장방형동부는 자귀처럼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방
형동부는 현재 사용되는 자귀들보다 몸체가 크고, 인부는 넓을 뿐 아니라 호형을 이루고
있다. 즉, 자귀는 목재 가공구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인부가 직인이지만 도끼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 도구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인부는 호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
안해서 이번 실험에서는 장방형동부를 도끼처럼 자루에 장착하였다.
장방형동부가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나무
를 찍거나 패는데 사용한 도구로 상정하였다. 현재 나무를 베는 작업은 주로 톱을 사용
하기 때문에 도끼는 주로 나무를 패는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장방형동부는 나무를 패는
데 사용하기에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나무를 베는 용도
로 사용하였다. 장방형동부를 나무 베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실제로 나무를 벨 수 있
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편인인 장방형동부를 자루에 어떻게 장착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즉, 연마된 인부를 위로 향하게 장착할 것인지(上偏刃), 아니면 아래로
향하게 장착할 것인지(下偏刃)의 문제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장
방형동부를 상편인과 하편인으로 장착해서 실험해보는 것은 물론 蛤刃인 쇠도끼를 구입
하여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은 직경 11~12㎝인 참나무이다. 실험방법은 오른손잡이인 실험자가 도끼질
하기에 편한 3지점을 선정하였다. 가장 위쪽은 장방형동부를 하편인 상태로 장착해서, 가
운데 쪽은 장방형동부를 상편인 상태로 장착해서, 아래쪽은 합인의 쇠도끼로 실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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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실험 시간은 각각 4분 정도로 정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장방형동부②를 노간주나무로 만든 자루에 하편인으로 장착하여 실시
하였다. 찍기 작업을 약 4분 동안 실시하였는데, 참나무를 3.5㎝ 정도 깊이로 찍어냈다.
찍어낸 자국은 위쪽은 완경사이고 아래쪽은 수평에 가깝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래
쪽도 약간 경사져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형를 띠고 있다. 찍어낸 면을 살펴
보면 위와 아래쪽 모두 나무결이 일어나서 고르지 못한데, 하편인 상태로 장착된 장방형
동부의 인부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장방형동부는 인부가 약
간 구부러지기는 했지만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간주나무로 만든 자루는 충격
때문에 금이 가 있었다(그림 22의 상).
두 번째 실험은 장방형동부①을 야구방망이로 만든 자루에 상편인이 되도록 장착하여
실시하였다. 당초 4분 정도를 계획하였지만 참나무를 몇 차례 타격하자 인부가 구부러졌
다. 참나무는 껍질 정도만 벗겨진 상태였으며 실험은 1분도 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장방형동부②를 노간주나무로 만든 자루에 상편인이 되도록 장착하여 다시 실험을 시작
하였다. 실험 결과 4분 동안에 참나무를 4㎝ 정도 깊이로 찍어낼 수 있었다. 찍어낸 자국
은 위쪽은 완경사이고 아래쪽은 수평에 가까워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형을 띠고 있
었다. 그러나 찍어낸 면을 살펴보면 위쪽과 아래쪽 모두 깔끔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차이
를 보인다. 장방형동부는 도끼 사용자 쪽 인부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졌으며 노간주나무
자루는 첫 번째 실험이 끝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파손되었다(그림 22의 중).
세 번째 실험은 시중에서 구입한 합인의 쇠도끼(손도끼)를 사용하여 참나무를 4분 동안
찍어내 보았다. 쇠도끼는 참나무를 5㎝ 정도 깊이로 찍어낼 수 있었는데 찍어낸 면이 <형
을 이루고 있어 편인의 장방형동부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타격면이 모두 깔
끔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그림 22의 하).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면, 도끼로 나무를 벨 때 인부의 형태, 즉 합인인지 편인인지에
따라 찍어내는 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편인인 도끼로 나무를 벨
때는 상편인이 되도록 자루를 장착해야만 좀 더 효과적이고 깔끔하게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번 실험은 일회성에 불과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동안 합인의 쇠도끼가 5㎝, 상편인의 장방형동부가 4㎝,
하편인의 장방형동부가 3.5㎝ 정도 나무를 찍어 내었기 때문에 나무를 벨 때, 하편인보다
는 상편인이 효과적이며, 편인보다는 합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
방형동부를 벌채용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상편인이 되도록 자루에 장착하였을 것이다. 하
지만 사람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로 구분되기 때문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인으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좀 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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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나무 베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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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장방형동부의 합금비는 사용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가?
이번 실험에서는 장방형동부의 합금비를 『주례』 『고공기』의 기록을 참고해서 그와 유사
한 비율로 약간씩 차등을 두어 주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당
초 계획대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조하면서 임기응변으로 구리와 주석을
섞게 되었으며, 결국 합금비를 알 수 없는 장방형동부들을 만들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청동은 주석의 비율이 높아지면 색상이 점차 황색→담황색→백색으로 변화된다(平尾良
光(최영희 역) 2001). 이번 주조실험에서 제작된 장방형동부 6점 가운데 적황색(Hue2.5YR
7/6)을 띤 것(장방형동부①) 1점, 명황색(Hue7.5YR 8/6)을 띤 것(장방형동부②) 1점, 연황
색(Hue10YR 8/3)을 띤 것(장방형동부⑤) 1점을 선택하여5) 참나무 베기 실험을 실시하였
다. 편의상 이를 ⓐ적황색 장방형동부, ⓑ명황색 장방형동부, ⓒ연황색 장방형동부로 명
명하였는데, ⓐ에서 ⓒ로 갈수록 주석이 점차 많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적황색 장방형동부와 ⓑ명황색 장방형동부에 대한 실험은 6번 질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면서 함께 실시하였다. ⓐ적황색 장방형동부는 타격을 2~3회 실시하자 도끼 사용
자 쪽의 인부가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으며, 1분도 못 채우고 더 이상 실험을 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부러졌다. 이 장방형동부는 인장강도는 좋지만 경도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의 좌).
ⓑ명황색 장방형동부는 하편인 상태로 최초 4분 정도를 타격했을 때 인부 일부가 아래
쪽으로 약간 구부러졌다. 이후 상편인 상태로 다시 4분 정도를 더 타격했는데, 도끼 사용
자 쪽의 인부가 아래쪽으로 상당히 구부러졌다. 따라서 이 장방형동부 역시 도끼로 사용
하기에는 구리의 함량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23의 중).
앞의 두 사례에서 장방형동부의 인부가 모두 아래쪽으로 구부러지는 현상이 확인되었
기 때문에 주석의 비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연황색 장방형동부로 다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별도로 실시하였는데 실험대상은 비슷한 크기의 참나무를 선
택하였다. 그런데 ⓒ연황색 장방형동부로 참나무를 1분 정도 찍어내자 사용자 쪽 인부가
아예 깨져버렸다. 이 상태로 몇 번 더 찍어내기를 해보았는데 인부가 계속해서 깨져나갔
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황색 장방형동부는 주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도가 좋은 대신 인장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의 우).
5) 괄호안의 색상은‘小山正忠·竹原秀雄, 1998,『新版 標準土色帖』,日本色硏事業株式會社.’에 따라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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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나무 베기 실험 후 합금비에 따른 장방형동부의 변형 상태

이상의 실험을 통해, 장방형동부는 나무를 벨 수 있지만 합금비를 적절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명황색 장방형동부보다는 주석이 약간 더 들어가야 하
지만 ⓒ연황색 장방형동부보다는 주석이 덜 들어가야만 도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수준
의 인장강도와 경도를 갖춘 동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추후에 합금비를 정
확하게 계량해서 장방형동부를 제작하고 다시 나무 베기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Ⅳ. 맺음말
이번 장방형동부 거푸집 복원제작 및 주조 실험은 그동안 실험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청
동기를 주조한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외범만 있으면 주조할
수 있는 세형동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필자들
은 장방형동부의 거푸집을 복원제작하고 주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거푸집 외범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31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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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거푸집 일괄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장방형동부 거푸집을 모델로 삼았다. 거푸집 내
범은 우리나라에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사된 주조 관련 유적, 특히 須玖岡
本유적 등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이러한 유적들에서 출토된 자료들은 주로 동모의 내
범이지만 동부나 동모 내범은 모두 자루를 끼울 수 있는 공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
에 양자를 비교하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거푸집 외범과 내범을 성공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이번 주조 실험에서는 당
초 계획한 바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6점의 장방형동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번 실
험은 필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청동기 제작 실험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는 실수와 문제점
들을 안고 있다. 하지만 실험을 시작할 때부터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
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또한 거기에 맞는 가설들을 설정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필자들이 제기했던 질문들 가운데 이번 실험에서 어느 정
도 성과를 얻은 것들을 모아 3장에 정리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험만으로 필자들이 궁금했
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더불어 이번 장방형동부 주조실험을 통
해 실험고고학적인 연구가 청동기의 제작과정뿐 아니라 청동기의 기능과 사용문제를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거푸집 제작복원에 각섬석암을 사용한 것은 완주 갈동 거푸집의 자연
과학적 분석 사례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전 영암 거푸집의 석질이
무엇인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각섬석암이 과연 거푸집을
제작하는데 적당한 석재인지 의문이 생겼다. 결국 이번 실험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
결의 단서를 찾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과제들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방면에서 거푸집 복원제작 및 청동기 주조 실
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실험은 전남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산학실무능력강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다. 실험 과정에서 청동용융작업은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의 이영덕 선생님과 신흥남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논문접수일(2014.4.15) ▶심사완료일(2014.6.4) ▶게재확정일(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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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ting and using experiment of
rectangular shaped bronze axe
Jo Jin-seon, Kim Ju-ho, Noh Hyeng-sin, Kim Su-min,
Je Ji-won and Choi Ji-h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cast rectangular shaped bronze axe. The
external mold was made of Hornblende and interior mold was made of clay. The
external mold was produced with repeated pecking and grinding. And it was confirmed
that interior mold which was fired in low temperature, there was no problem to use.
Thus, it was ascertained that this method was effective in terms of the saving time and
labor, when the interior mold was eliminated.
In this experiment, 6 pieces of rectangular shaped bronze axes were cast. After
the first casting finished, the external mold made of Hornblende began to crack. This
phenomenon became more serious in the process of repetitive casting. After casting 6
pieces of rectangular shaped bronze axes, the mold was crashed on fairly serious status.
The rectangular bronze axe was grinded in one side to experiment on felling the wood. It
turns out that the experiment came to be successful. Besides, it was confirm that the
ratio of copper and tin must be suitable to prevent the part of edge from bending and
breaking.
Key Words : mold, restoration, casting, rectangular shaped bronze axe, experimental
archa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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