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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excavated bronze artifact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ir alloy ratio and microstructure. Corroded by various factors, which resulted in

different corrosion characteristics. Among these, corrosion may occur in the excavated bronze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lloy ratio, which is an internal factor. In this study, we tried to confirm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bronze artifacts excavated from Songguk-ri site in Buyeo according to their

alloy ratio and microstructure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bronze artifacts differed depending on the alloy ratio and microstructure, whereas bronze samples

subjected to the corrosion tests we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alloy ratio and microstructure. Through this,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excavated bronze artifacts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additional effects

on pH, corrosion factors, and time in the burial environment which can affect metal ion movement, in addition

to alloy ratio and microstructure. In the future, if a burial environment similar to the actual remains and a

long-term corrosion test is conducted, it will be possible to confirm the corrosion mechanism as well as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bronze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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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에 매장되어 있는 청동유물은 흙 속에 존재하는 다

양한 가용성 염류와 청동유물 내부의 전위차로 인하여 부

식이 발생한다 [1]. 이러한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은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 선택 부식(selective

leaching), 입계 부식(Intergranular corrosion)등으로 대표된

다. 청동유물 내부의 전위차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합금

성분과 다양하게 형성되는 상(Phase)이라고 할 수 있다. 실

제 대다수의 청동유물은 합금성분에 따라 이원합금(Cu-Sn)

과 삼원합금(Cu-Sn-Pb)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조공

정에 따라 α, β, γ, δ 등의 다양한 상들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출토 청동유물의 합금성분과 미세조직에 따른 부식

특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유적(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동유물과 부식실험을 진행한 시편을 대

상으로 합금성분 및 미세조직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부식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한 합

금성분 및 미세조직으로 확인되는 출토 청동유물 및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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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편을 비교하여 출토 청동유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식 특성과 이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배경

국·내외 청동유물 관련 부식 연구는 크게 부식 메커니즘

규명, 부식생성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법 제시, 부식 특성

확인 등이 주로 진행되었다. 부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

는 출토 청동유물을 광학현미경과 SEM-EDS를 통해 부식

층위에 따른 형태학적 특징과 Cu, Sn, Cl 등의 화학 조성

차이를 확인하여 출토 청동유물의 메커니즘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있다 [2]. 또한 출토 청동유물의 장기간 부

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구리 현상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3개의 부식층위 모델을 통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3], Pb

의 부식경향과 메커니즘을 확인한 바 있다 [4]. 부식생성물

에 관한 연구에는 출토 청동유물에서 형성되는 여러 부식

생성물의 라만 분광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부식에

대한 특징을 가진 화합물을 확인하여 진위판별에 대한 적

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 [5]. 부식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이차생성구리, 선택

부식(α, α+δ상)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 이론들과 비교하여

이온 이동을 수반하는 현상임을 확인한 사례가 있으며[6],

동일 유물 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부식특징을 매장환

경 내 노출환경에 따른 차이임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 [7].

또한 출토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Cu, Sn의 치환이 탈구

리 현상의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하고[8], 출토 청동유물 내

부에 미세결정 형태의 산화주석(SnO2)은 라만 분광 분석에

서 기존 데이터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장기부식의 증

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9]. 

기존 연구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개별 청동유물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개별 청동유물에 대

한 부식 연구는 부식의 주된 요인인 합금성분 및 제작기법

과 부식 특성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출

토 청동유물의 부식 경향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

른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청동유물은 고려시대 유물로서 부여 송국리 유적 48호,

65호 토광묘에서 일부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10], 이

중 합금성분 및 미세조직이 상이한 2점의 청동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Sg-1은 α상과 β상 마르텐사

이트(Martensite) 조직이 관찰되며, 합금성분은 78:22의

Cu-Sn 합금으로 주조 후 열처리를 진행하여 제작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림 1a, 표 2). Sg-2은 α상, α+δ상 조직 및

Pb 편석이 나타나며 78:16:6 Cu-Sn-Pb 합금으로 주조 후

열처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b,

표 2)[11].

출토 청동유물의 합금성분 및 미세조직을 반영하여 Ns-

1은 78:22의 Cu-Sn 합금을 주조 후 열처리를 진행하고(그

림 1c, 표 2), Ns-2는 66:27:6 Cu-Sn-Pb 합금을 주조 후

Table 1. Bronze artifacts from the Songguk-ri site in Buyeo: Sg-1,
Sg-2 and corrosion test samples: Ns-1, Ns-2.

Type
Sample 

No.
Sample condition

Alloying 

constituent
Microstructure

Bronze 

artifact

Sg-1 Cu-Sn α, β(M) phase

Sg-2 Cu-Sn-Pb α, α+δ phase

Corrosion

test 

sample

Ns-1 Cu-Sn α, β(M) phase

Ns-2 Cu-Sn-Pb α, α+δ phase

Fig. 1.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microstructure of bronze
artifacts and corrosion test samples: (a) Sg-1, (b) Sg-2, (c) Ns-1, (d)
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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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하였다 (그림

1d, 표 2). 그 후 부식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Water jet을

이용하여 30 mm × 30 mm으로 절단하였다. 부식실험은 토

양의 pH와 수분함량을 반영하고자 중성염(Neutral Salt)인

NaCl 0.1M(in Water)에 4주간 침적시키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표 1)[12].

3.2. 연구방법

3.2.1. 부식층위구조 관찰 및 Mapping 분석

층위의 형태와 색상을 확인하고자 시료를 에칭하지 않고

광학현미경(EPIPHOT 200, NIKON, Japan)의 암시야

(Dark Field)로 단면 전체를 관찰하였다. 이후 시료를 gold

coating을 진행한 후 주사전자현미경(EM-30AX, COXEM,

KR)을 이용하여 후방산란전자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층위별 금속 이온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원소 Mapping을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

(X-stream2 SDD, Oxford Instrument, UK)로 이용하였으

며, frame당 1,000 µs의 dwell time을 정하여 총 10

frame을 분석하였다.

3.2.2. 부식생성물 성분 및 화합물 분석

부식생성물의 화학적 조성을 확인하고자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기(X-stream2 SDD, Oxford Instrument, UK)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20kV, 작동거리(working

distance) 9~12 mm, spot size 10~16, 분석 시간은 120s

로 설정하였다. 또한 부식생성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을 확

인하고자 라만 마이크로 분광 분석기(LabRam ARAMIS,

Horiba JobinYvon, Fra)를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

다. 분석조건은 강도 30 mW, 필터 D0.6(6%), D1(10%),

노출시간은 60~100 s, 측정범위는 0~1200 cm-1로 설정하였

고 누적 분석횟수는 3회, Hole: 300~600, Slit: 300~600,

Grating: 1200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보정을 실시하

지 않고 RRUFFTM Project의 데이터와 선행연구의 청동

부식생성물에 대한 라만 분광 분석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4. 연구결과

4.1. 출토 청동유물

4.1.1. Sg-1

Sg-1은 소지금속과 내부 부식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림 2a). Cu는 α상 선택 부식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지금속

에 고루 분포한다 (그림 2b). α상 선택 부식된 위치에 적

색 부식생성물이 관찰되며(그림 3a), 주요 성분으로 Cu

36.55 wt%, Sn 48.62 wt%, O 11.89 wt%로 α상에 비하여

Cu 함량은 약 48.31 wt% 낮고 Sn 함량은 약 34.14 wt%

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그림 3b, 표 3). α상 선

택 부식된 위치의 부식생성물은 라만 분광 분석 결과 554,

643, 683, 787, 1043 cm-1의 peak가 나타나며 일부 차이

가 있으나 Cassiterite(SnO2)로 확인되었다 (그림 4a, 그림

4b). Sn은 내부 부식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그림 2c),

백색과 녹색의 부식생성물로 관찰된다 (그림 3a). 주요 성

분은 Cu 10.73 wt%, Sn 70.11 wt%, O 14.85 wt%로 Sn

및 O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b, 표 3).

내부 부식층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 α상 선택 부식된 위

치의 부식생성물과 동일한 Cassiterite(SnO2)가 검출되었다

(그림 4c, 그림 4d). Pb는 Cu-Sn 합금 특성상 노이즈 형

Table 2. SEM-EDS results of alloy ratio for bronze artifacts and corrosion test samples.

Sample No.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As Fe S

Sg-1 78.05 21.27 0.19 0.32 0.05 0.12

Sg-2 77.64 15.98 5.72 0.26 0.19 0.21

Ns-1 78.31 21.16 0.21 0.29 0.02 0.01

Ns-2 66.87 27.19 5.91 0.02 0.01 -

Fig. 2. SEM-EDS mapping results of Sg-1 to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a) SEM image, (b) Cu Kα1 distribution map, (c)
Sn La1 distribution map, (d) Pb Mα1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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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확인된다 (그림 2d).

4.1.2. Sg-2

Sg-2은 소지금속, 내부 부식층과 외부 부식층이 관찰된

다 (그림 5a). Cu는 소지금속 및 외부 부식층에 주로 위

치한다 (그림 5b). 외부 부식층은 녹색으로 관찰되며(그림

6a), 주요 성분으로는 Cu 60.86 wt%, O 33.60 wt%로 Cu

의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b, 표 4). 외부 부

식층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 174, 264, 427, 530, 1056,

1094 cm-1의 peak가 확인되며, Malachite(Cu2(CO3)(OH)2)로

판단된다 (그림 7a, 그림 7b). Sn은 내부 부식층에 집중

Fig 3. Sg-1 micrographs showing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a) OM image, (b) SEM image for analysis position #1-
#3 in Table. 3.

Table 3. SEM-EDS results of Sg-1 to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10.73 70.11 0.07 2.49 1.38 0.06 14.85 0.31 -

#2 36.55 48.62 - 2.34 0.06 - 11.89 0.54 -

#3 84.86 14.48 0.02 0.01 0.08 - - 0.55 -

Fig. 4. Raman optical micrographs and Raman spectrums showing Sg-1 of corrosion products and corrosion layers: (a)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products, (b)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products, (c)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layers, (d)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layers.

Fig. 5. SEM-EDS mapping results of Sg-2 to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a) SEM image, (b) Cu Kα1 distribution map, (c)
Sn La1 distribution map, (d) Pb Mα1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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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인되며(그림 5c), 청록색 부식생성물로 관찰된다

(그림 6a). 내부 부식층의 EDS 분석결과 Sn 26.34 wt%,

O 28.95 wt%로 검출되어 외부 부식층 보다 Sn 함량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6b, 표 4). Pb는 편석의 형태로

분포하며 특정 부위에서는 Pb 편석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

한다 (그림 5d). Pb 계열 부식생성물은 암녹색으로 관찰되

며(그림 6a), 주요 성분으로 Pb 52.21 wt%, O 18.27 wt%

로 검출되었다 (그림 6b, 표 4). Pb 계열 부식생성물의 라

만 분광 분석 결과 677, 832, 1048 cm-1의 peak가 나타나

며, Cerussite(PbCO3)로 확인되었다 (그림 7c, 그림 7d).

4.2. 부식실험 시편

4.2.1. Ns-1

Ns-1은 소지금속과 외부 부식층의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a). Cu는 외부 부식층 및

소지금속에 분포하며, α상 선택 부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8b). 외부 부식층은 얇은 형태의 적색 부식생성물이

며(그림 9a), 주요 성분으로 Cu 95.42wt%, Cl 1.96 wt%

로 확인되었다 (그림 9b, 표 5). 외부 부식층을 구성하는

부식생성물의 라만 분광 분석 결과 peak가 118, 139,

361, 512, 818, 909, 971 cm-1로 Atacamite(Cu2Cl(OH)3)

인 것으로 판단되며(그림 10a, 그림 10b), 합금성분 및 제

작기법이 비슷한 Sg-1의 부식층과 차이가 확인되었다. Sn

Fig. 6. Sg-2 micrographs showing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a) OM image, (b) SEM image for analysis position #1-
#3 in Table. 4.

Table 4. SEM-EDS results of Sg-2 to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8.89 20.57 52.21 0.05 - - 18.27 - 0.01

#2 32.76 26.34 10.47 1.46 0.05 - 28.95 - 0.06

#3 60.86 - 1.56 1.97 1.89 - 33.60 - 0.12

Fig. 7. Raman optical micrographs and Raman spectrums showing Sg-2 of corrosion layers and corrosion products: (a)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layers, (b)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layers, (c)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products, (d)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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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α상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그림 8c), Pb는

Cu-Sn 합금 특성상 Sg-1과 동일하게 노이즈 형태로 관찰

되었다 (그림 8d).

4.2.2. Ns-2 

Ns-2은 소지금속과 외부 부식층의 2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a). Cu는 외부 부식층에 소

지금속 및 외부 부식층에 분포한다 (그림 11b). 외부 부식층

은 얇은 형태의 적색 부식생성물이며(그림 12a), 주요 성분

으로 Cu 72.97 wt%, Cl 2.11 wt%로 확인되었다 (그림 12b,

표 6). 외부 부식층을 구성하는 부식생성물의 라만 분광 분

석 결과 peak가 118, 139, 361, 512, 818, 909, 971 cm-1로

Ns-1의 외부 부식층과 동일한 Atacamite(Cu2Cl(OH)3)로 확인

되었으며 합금성분 및 제작기법이 유사한 Sg-2의 외부 부

식층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3a, 그림 13b). Sn은 Pb

편석부을 제외하고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림 11c). Pb는

Fig. 8. SEM-EDS mapping results of Ns-1 to corrosion layers: (a)
SEM image, (b) Cu Kα1 distribution map, (c) Sn La1 distribution
map, (d) Pb Mα1 distribution map.

Fig. 9. Ns-1 micrographs showing corrosion layers: (a) OM image,
(b) SEM image for analysis position #1 in Table. 5.

Table 5. SEM-EDS results of Ns-1 to corrosion layers.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95.42 0.39 0.21 0.15 - 1.96 - 1.87 -

Fig. 10. Raman optical micrographs and Raman spectrums showing Ns-1 of corrosion layers: (a)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layers, (b)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layers.

Fig. 11. SEM-EDS mapping results of Ns-2 to corrosion layers and
Pb segregation: (a) SEM image, (b) Cu Kα1 distribution map, (c) Sn
La1 distribution map, (d) Pb Mα1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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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석의 형태로 관찰되며(그림 11d), 백색의 원형 형태로서

(그림 12a), 주요 성분으로 Pb 90.75wt%가 확인된다 (그림

12b, 표 6). 해당 결과는 Sg-2의 Pb 계열 화합물과 형태적,

화학적 차이를 나타낸다.

5. 고 찰

부여 송국리 유적 토광묘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청동유물

및 부식실험을 진행한 청동시편의 부식층 및 부식생성물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비교 분석하

여 합금성분과 제작기법에 따른 부식 특성 및 출토 유물의

부식과 인공 부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7).

5.1. 산화주석(SnO2) 부식층

산화주석 부식층은 Cu, Pb에 비하여 이온화 경향이 높

은 Sn이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산화되어 형성된다. 출토

청동유물에서는 이온화된 Cu, Pb가 외부로 이동하려는 현

상과는 다르게 Sn은 내부에서 산화되어 형성되며, 산화된

Sn은 낮은 pH와 높은 환원 환경을 제외하고 넓은 범위에

서 안정하다고 한다 [6]. 이러한 금속 이온의 거동으로 인

하여 Sn이 함유된 Cu-Sn 합금, Cu-Sn-Pb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에서 공통적으로 산화주석 부식층이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u-Sn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에서는

Cu-Sn-Pb 합금보다 치밀한 산화주석 부식층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Sn 함량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u-Sn

Fig. 12. Ns-2 micrographs showing corrosion layers and Pb
segregation: (a) OM image, (b) SEM image for analysis position
#1-#2 in Table. 6.

Table 6. SEM-EDS results of Ns-2 to corrosion layers and Pb segregation.

Point
Chemical composition(Weight%)

Cu Sn Pb Si Al Cl O Na K

#1 4.85 0.92 90.75 0.14 0.10 - 3.23 - 0.01

#2 72.97 5.84 9.48 0.35 0.06 2.11 5.84 3.35

Table 7.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bronze artifacts and corrosion test samples.

Type Bronze artifacts Corrosion test samples

Alloying constituent Cu-Sn Cu-Sn-Pb Cu-Sn Cu-Sn-Pb

Microstructure
α-phase, 

β(M)-phase

α-phase, 

α+δ-phase

α-phase, 

β(M)-phase

α-phase, 

α+δ-phase

Sample No. Sg-1 Sg-2 Ns-1 Ns-2

Corrosion 

characteristics

External - Malachite(Cu2(CO3)(OH)2) Atacamite(Cu2Cl(OH)3) Atacamite(Cu2Cl(OH)3)

Internal Cassiterite(SnO2)
Cassiterite(SnO2)

Cerussite(PbCO3)
- -

Fig. 13. Raman optical micrographs and Raman spectrums showing Ns-2 of corrosion layers: (a) Optical micrographs for analysis position
of corrosion layers, (b) Raman spectrums of corrosio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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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형도를 살펴보면 청동은 Sn 함량이 약 10 wt%을 넘

을 경우 취성이 높은 δ상을 생성하게 되어 Sn 함량을 높

이는데 제약이 있으나, 열처리를 하여 β상을 생성하면 Sn

함량이 약 22 wt%인 청동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14).

따라서 β상을 형성하여 Sn 함량을 높인 Cu-Sn 합금의 출

토 청동유물에서는 치밀한 산화주석 부식층을 형성하는데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산화주석 부식층은 라만 분광 분석에서 554, 643, 683,

787, 1043 cm-1의 peak가 확인되는데, 이는 The RRUFF™

Project에서 제시하는 Cassiterite(SnO2)의 639, 687, 780 cm-1

의 peak와 차이를 나타낸다. 나노 입자의 경우 기존 peak

값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Nano-SnO2 경우 482, 486,

568, 622, 706 cm-1의 peak가 나타난다고 한다 [8]. 따라서

산화주석 부식층은 Cassiterite(SnO2)로 구성되며 나노 입자

로 인하여 기존 peak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부식실험을 진행한 Cu-Sn 합금 및 Cu-Sn-Pb 합금에서

는 출토 청동유물과는 상이하게 산화주석 부식층 확인되지

않았다. 산화주석 부식층과 같은 결과는 금속 이온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침투한 이온들의 이동에 의한 결과이며[6],

부식실험을 진행한 시편은 출토 청동유물과 다르게 Sn 이

온의 이동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산화주석 부식층이 형성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2. 외부 부식층 형성

Cu-Sn-Pb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에서 외부 부식층인

Malachite(Cu2(CO3)(OH)2)가 확인된다. 외부 부식층은 Cu

이온이 외부로 이동하는 탈구리 현상으로 매장환경의 여러

인자 등과 결합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7]. Cu-Sn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의 경우 Cu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Sn이 우

선적으로 치밀한 산화주석 부식층을 형성하여 내부에서 외

부로 향하는 Cu 및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매장환경 내

인자들의 이동을 차단하여 외부 부식층 형성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Cu-Sn-Pb 합금의 출토 청

동유물의 경우 Cu 이온 및 매장 내 인자들이 비교적 손쉽

게 결합하여 외부 부식층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식실험을 진행한 Cu-Sn 합금 및 Cu-Sn-Pb 합금에서

는 합금성분 및 제작기법과 무관하게 외부 부식층으로

Atacamite(Cu2Cl(OH)3)가 형성되었다. 산소가 거의 없고

습한 조건에서 Cl 이온이 존재하면 Cu와 반응하여

Nantokite(CuCl)이 나타나며, 매장환경 내 산소와 수분이

함께 존재한다면 Atacamite(Cu2Cl(OH)3)가 생성된다 [1].

부식실험을 진행한 Cu-Sn 합금 및 Cu-Sn-Pb 합금 표면에

서는 탈구리 현상으로 인한 Cu 이온과 매장환경과는 다르

게 주변에 풍부한 용존 산소와 Cl 이온 등과 반응하여 출

토 청동유물과 다른 외부 부식층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5.3. Pb 계열 부식생성물

Cu-Sn-Pb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의 경우 내부의 Pb 계열

화합물인 Cerussite(PbCO3)가 생성되었으며, Cu-Sn 합금의

출토 청동유물은 Pb 함량이 미미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출

토 청동유물 내부에 불안정한 Pb 이온은 틈이나 기공 같

은 특정 부위로 이동하여 혐기성 환경에서 환원되며, Pb

계열 부식생성물에 의해 남겨진 빈 공간 내에 점차 구리

화합물이 침투한다고 한다 [4,6]. 이를 통해 청동유물 제작

시 초기에 형성된 Pb 편석과 출토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Pb 계열 화합물은 형태 및 화학적 성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식실험을 진행한 Cu-Sn-Pb 합금은 Pb 함량이 높은데

도 불구하고 Pb 편석 이외에 Pb 계열 부식생성물이 확인

되지 않았다. 이는 출토 청동유물과 달리 부식실험에서는

조직 내부의 Pb 이온이 빈 공간으로 이동과 환원할 수 있

는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아 Pb 계열 부식생성물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출토 청동유물의 합

금성분 및 미세조직에 따라 나타나는 부식 특성을 파악하

Fig. 14. The equilibrium Cu-Sn phase diagra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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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추가적으로 부식실험을 진행한 시편의 부식층 및

부식생성물 분석을 실시하여 출토 청동유물의 분석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종합적인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 특성을 확인

하였다.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 특성은 합금성분 및 미세조직에 따

라 상이하였다. 출토 청동유물의 내부 부식층은 주로

Cassiterite(SnO2)로 구성된 산화주석 부식층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Cu-Sn 합금에서는 보다 치밀하게 형성되었다. Cu-Sn-Pb

합금 청동유물에서는 Cu, Pb 이온의 이동 및 산화·환원 환경

으로 의하여 외부 부식층인 Malachite(Cu2(CO3)(OH)2) 및

내부에 Pb 계열 화합물인 Cerussite(PbCO3)가 형성된다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동일한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유

물이라도 합금성분과 미세조직에 따라 부식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부식실험을 진행한 시편의 경우 합금성분 및 미세

조직과 무관하게 Cu 이온의 이동과 외부 Cl 이온과의 결

합으로 인하여 Atacamite(Cu2Cl(OH)3)가 형성되는 부식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합금성분 및 미세조직의 출

토 청동유물에서 나타나는 Malachite(Cu2(CO3)(OH)2),

Cassiterite(SnO2), Cerussite(PbCO3) 형성 등과 같은 부식

특성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금속 이온의 거동

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 특성이 나타나는 요인은 합금성분

이나 제작기법 이외에도 금속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H 또는 매장환경 내의 부식인자, 시간 등이 추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실제 유적

과 유사한 매장환경 조성과 장기적인 부식실험을 진행한다

면 출토 청동유물의 부식 특성뿐만 아니라 부식 메커니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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