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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필자는 2016년 연말에 우연히 천하석 산지(産地)를 확인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옥류 원석을 탐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23개월 동안 탐사한 성과를 <표 1>에 요약
하였다.
이 중에는 천하석·마노·벽옥 등 선사시대부터 곡옥(曲玉), 관옥(管玉) 등의 제작에 사용
되었던 원석이 포함되어있다.
주제어 : 옥류, 천하석, 벽옥, 칼세도니, 곡옥, 원석산지(原石産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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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필자가 옥에 대하여 잠시나마 관심을 가졌던 때는 월지 출토 금동광배편에 감입된 자수
정을 보았을 때 뿐이었다. 즉 ‘통일초기 신라인들이 언양의 자수정을 채집하여 가공하였
구나’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에 우연히 취미동호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충청남도 서산에서 다량의 천하석을 손쉽게 채집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할 수
1)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3개월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옥류 원석 탐사를 하여 왔다.
필자는 애초부터 암석이나 지질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지만, 선사-고대에 옥으로 가공되
었던 원석 산지를 찾아 헤매는 것 자체가 긴장되고 흥미를 느꼈기에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지금도 옥류를 포함한 광물에는 무지한 상태이지만, 그 간에 조금 쌓은 탐사의 요령과
채집된 원석이 옥류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다.
글은 먼저 탐사방법과 지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채집된 자료 중 중요한 것만 약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보려한다.

Ⅱ. 옥류(玉類) 원석 탐사
1. 탐사 장소와 방법
옥류 원석을 찾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탐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강물이, 해변에서는 바닷물이 침식작용을 하면서 돌을 한 곳으로
모아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이나 개울, 해변을 찬찬히 둘러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 물론 선사-고대인들도 노두(露頭) 표면에 희귀한 원석이 붙어있으면 주변을 깨트려
그 것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의
원석을 하천 바닥이나 해변에서 채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이나 해변에 쌓인 돌을 관찰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 첫째는 우
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어 돌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자갈이 많다. 뿐만 아니
라 강이나 해변의 돌은 서로 부딪히면서 표면이 마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조각

1)  천하석 산지를 정확히 기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채집작업에 나서면 혹시라도 황폐화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서 시명(市名)까지만 기재하는데 대한 양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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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심하게 마모된 것은 불투명한 자갈로 보일 때가 있을 정도이다.
이 밖에도 표면이 산화되어 속살과 전혀 다른 겉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다.(그림 1)
또한 돌은 표면에 물이 묻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깊이가
5~30㎝ 정도의 얕은 강이나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옥류 원석을 찾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원석을 탐사할 때는 스프레이·망치·소형 손전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프레이
는 돌 표면에 물을 분사하여 빨리 그 재질을 판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소형 손
전등은 원석의 투명도를 확인할 때 필수 장비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채집한 원석이
라도 그 것을 들고 박물관에 가서 유물과 비교하여 보기가 쉽지 않다. 육안관찰단계에서
유물과 원석을 비교하자면 그 것을 일부라도 가공하여 들고 가서 비교하여 보는 것이 한
2)

층 더 효과적이다.

<그림 1> 표면이 산화된 사문석의 한쪽 면(왼쪽)과 다른 면의 표면을 연마한 상태(오른쪽)

3)

2. 채집된 옥류(玉類) 원석

필자는 경주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로 경상도 지역을 탐사하였다. 그렇지만 취미 동호인
들의 제보에 따라 찾아가서 채집한 것은 천하석(충청남도)과 칼세도니(강원 원주)로 경상
도 이외 지역의 원석도 있다.
먼저 천하석산지는 지금도 다량으로 채집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충청도·전라북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천하석제 옥 유물 중에 다수가 이 곳과 관련되어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2)  필자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자주 시간을 내어 멀리까지 동행하여 줌은 물론이고, 원석을 곡옥 등의 모양으로 가공하여 주는 동호인
천용태님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
3)  필자가 각지에서 채집한 원석들은 공주대학교 김규호 교수와 일본 와라시나 테츠오 유물재료연구소장에 의하여 이화학적 분석작업
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자료들이 우리나라의 옥 유물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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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자는 수 많은 천하석 유물과 제작 공방이 드러난 진주 옥방유적 인근을 수차례
답사하였지만, 원석산지를 찾지 못하였다. 인근 산청 묵곡리 유적에서 나온 천하석 원석
4)

사진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원석산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5)

것이다.

6)

다음으로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채집한 칼세도니 는 육안으로만 보면 녹색유리와 구별
하기 어렵다. 이것이 먼저 채집된 장소는 폐광산 앞에 쌓인 토석더미이다. 여기에서는 자
수정 파편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원석을 선사-고대인들도 손에 넣
을 수 있었을까? 필자는 이 계곡 하류에서도 어렵지 않게 칼세도니 원석을 채집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유물 중에 비취가 아닌 투명한 녹색 옥으로 만든 곡옥이나 구슬이 있으
면, 이 원석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포항채집 벽옥에 대하여 살펴보자. 필자는 2017년 3월 29일에 문득 포항 장기면
뇌성산의 뇌록산지(천연기념물 제547호)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 곳이라면 혹시 청녹색벽
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뇌성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뇌성산 북쪽 골짜
기 전체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잠시 차를 멈추고
둘러 보는데, 땅바닥에
파쇄된 벽옥편들이 무수
히 깔려있는 것을 목격
하게 되었다.(그림 2) 이
파편들을 채집하고 돌아
와서 현장에 대한 상황
을 수소문한 바 2017년 3
월에 공단부지내의 뇌록
7)

에 대한 조사보고서 가
관계기관에 납본되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2> 2017년 3월 29일의 포항 벽옥 원석 파편이 드러난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공사 현장

4)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72쪽 좌측 상단 천하석 원색사진
5)  진주·산청지방에 있다고 추측되는 천하석 산지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의외로 쉽게 찾아질 수도 있겠으나, 진주댐에 수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  녹색 칼세도니를 chrysoprase라고 하며,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호주비취’로 불리기도 한다.
7)  경북대학교·한국토지주택공사, 2017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문화재(뇌록) 학술연구 및 조사용역 보고서』 참조. 이 보고서
에는 오로지 뇌록에 대한 내용과 성분분석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벽옥’이라는 명칭이 기재되거나 선사·고대 옥유물과의 관
련성이 기술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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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즉 뇌록이 산출되는 곳에는 벽옥이 있을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실록지리지에 ‘뇌록은 포항 장기면과 황해
8)

도 풍천군 용산리에서 산출된다’고 한 기록 은 북한 풍천에도 벽옥 산지가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포항 벽옥 원석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부지 외에 인근 해안에서 뇌록, 마노(그림9)
와 더불어 손 쉽게 채집할 수 있다. 선사-고대인들도 당연히 이 해안에서 마노와 벽옥 원
석을 채집하였을 것이다.
이곳 포항 벽옥과 관련하여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 출토 곡옥 중에 벽옥으로 만든 것
9)

이 각 3점, 그리고 금관총 유물 중에도 1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논고 가 주목된다. 또한 필
10)

자도 경주 율동 산3-19번지 석실분 8호에서 출토된 벽옥제 곡옥을 실견 할 수 있었는데,
육안관찰결과 포항 벽옥원석과 유사한 재질로 보였다. 위의 벽옥제 곡옥에 대한 이화학
적 분석을 실시하면 포항 원석 사용여부가 판정될 것이다. 필자가 채집한 다른 원석에 대
해서는 다음의 표1. 채집된 옥류(玉類) 원석 일람표와 원석그림 그리고 지도로 대신한다.
한편 필자는 원석 탐사기간 중에 자주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서 전시된 곡옥을 육안관
찰하였는데, 누가 보아도 경옥(비취)제 곡옥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초록색이 많은데
11)

비하여, 연옥원석은 검푸른색·회청색을 띄고 있다는 관찰결과 를 덧붙인다.
또한 녹색이나 푸른색 곡옥 중에 비취가 아닌 것을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일본산 비취가 귀한 것이었다면, 그럴수록 신라·백제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연옥 등을 비롯한 대체 원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취사
용 비율의 고저에 따라 해당 집단의 위계관계를 살필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8)  유경숙, 2013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채색안료의 산지현황연구」『한국채색학회 논문집』 27, 31쪽
9)  박천수·임동미 「新羅·伽倻의 玉」 2013, 『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연구』 복천박물관 259-260쪽
10)  한국문화재재단, 201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경주 율동 산3-1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14쪽
11)  한편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의 경옥(비취)제 곡옥은 투명도가 높은 녹색이 많은데 비하여 금관총·서봉총을 비롯하여 특히 천마
총 금관 곡옥 중에는 투명도가 낮고 흰색인 경옥이 많다고 한다.(박천수·임동미 앞의 논문 255쪽) 그렇다면 금관총·서봉총·천
마총 금관의 곡옥은 처음부터 품위가 낮은 원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비취는 녹색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천마총 금관이 매장될 때부터 흰색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녹색을 띄고 있었는데 주위 조건에 따라 표면이 급격
히 산화되었는지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필자는 막연하나마 비취에 비하여 연옥으로 제작된 옥 유물의 표면산화가 빠를 것으
로 추측하고 있다.(이 글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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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채집된 옥류(玉類) 원석 일람표
그림
번호

석재

채집지

특징

관련유물
(육안관찰)

청양 석관묘 출토 곡옥 등
(국립 부여박물관)

비고

원석산지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명(市名)만
기재하였음

3

천하석
(amazonite)

서산

연한 청색,
다량채집가능

4

연옥류 1
(nephrite)

울진 불영계곡

백색·회청색

·

·

5

연옥류 2
(nephrite)

봉화, 소천면
현동천

백색·회청색

·

상류에 폐업한
연옥광산 있음

6

수정
(quartz)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보라색,
무색 투명 등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184쪽
자수정 곡옥
(부산 복천동 33호 고분)

자수정
광산 있었음,
현재 지표와
계곡에서 채집가능

·

공주 수촌리 고분 출토
곡옥(유물번호 공 12107)
(국립 공주박물관)

7

불명(不明) 1

산청·옥산리

청갈색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180쪽
하단 오른쪽
(고령 지산리 채집 곡옥)

8

칼세도니
(chalcedony)

원주 신림면
신림리

녹색
자수정 공반

·

광산 폐토석에서
채집,
계곡·하천에서도
채취 가능

9

마노
(agate)

포항 구평리 해안

무색, 회백색
맥상 산출

·

해안에서 다량으로
채집 가능

10

마노(?)

울진 불영계곡

연홍색

·

·

11

불명(不明) 2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회청색
투명도
낮음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 61쪽
관옥류(?)
(언양 출토)

다량 채집 가능

12

벽옥
(jasper)

포항 구평리 해안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현장

청록색
뇌록 공반

·

구평리 해안에서도
뇌록·마노(그림9)와
더불어 다량 채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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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충남 서산 천하석 세부

<그림 4-1> 울진 불영계곡의 거대한 연옥 원석

<그림 5-1> 봉화 소천면 현동천 채집 연옥 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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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채집된 천하석

<그림 4-2> 불영계곡 원석으로 가공한 곡옥

<그림 5-2> 봉화 연옥 원석으로 제작한
곡옥과 판상옥

<그림 6> 언양읍 작괘천(윗줄)과
경주 산내면 대현리(아랫줄) 계곡 채집 수정

<그림 7-2> 산청 원석

<그림 8-2> 원주 원석으로 가공한 곡옥 등

<그림 7-1> 산청 원석으로 만든 곡옥
(오른쪽 : 화살표)을 복천박물관 2013,
『선사·고대 옥의 세계』180쪽 하단 책 위에 놓고 촬영

<그림 8-1> 원주 칼세도니 원석

<그림 8-3> 계곡 하류 채집 칼세도니 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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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포항 구평리 해안 채집 마노 원석

<그림 10> 울진 불영계곡 채집
마노(?)로 가공한 곡옥

<그림 12-1>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현장 채집 벽옥 원석과 가공한 곡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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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언양읍 작괘천 채집 원석과
가공된 상태

<그림12-2>포항ㆍ구평리 해안 채집 벽옥 원석

← 칼세도니
천하석

→

연옥류2

→


← 연옥류1,
마노(?)

수정
불명(不明) 2


← 마노,벽옥

→↓← 수정


← 불명(不明) 1

<그림 13> 옥류 원석 산지 표시도
출처 : https://blog.naver.com/geoarchive/40201976223 지도에 필자가 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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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맺음말
옥 장신구는 선사-고대에 최상위계층의 전유물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옥 유물의 원석산지를 밝히는 작업은 옥 원석의 수급·교역관계를 실증적으로 증
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옥류 원석 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해당 시
대의 문화양상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 소개한 천하석·칼세도니·벽옥산지는 모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곳이다.
만약 열의를 가진 신진 고고학자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한다면 관련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필자보다 훨씬 많은 학술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략하고 짧은 소개글이지만, 옥 분야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다행이 없겠다.
▶논문접수일(2018.9.19) ▶게재확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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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Rough Jades
Hong-kook Park
(Uiduk university)
Occasioned by checking Amazonite deposits accidentally, we have explored
rough jades since the end of 2016. We summarize the results for 22-month exploration by
showing the diagram 1. They include Amazonite, Agate and Jasper which have been used
to make the comma-shaped jades and the bugled jades since prehistoric times.
Key words : jades, Amazonite, Agate, chalcedony, comma-shaped jades, rough jad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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