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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Kim, Kwon Il    

최근 활발한 발굴조사로 인해 초기철기~조선시

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규모·지역의 제철유적이 

다수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분묘나 주거·건물지, 

성곽 등에 대한 조사이론이나 방법소개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비해, 제철유적의 조사방법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철관련 

유구에 대한 조사는 철생산 및 철기제작의 프로세스 및 

금속학적 분석연구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고고학 

전공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발굴현장의 조사원들

이 유구 및 유물의 조사·분류·분석작업을 하면서

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문에서도 자료의 활용

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업공정에 

따른 제철유적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순서와 방법, 관련유물의 분류 및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물에 있어서는 여러 종류

의 관련유물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철재( )에 대해서만 언급하였

다.(차후 유물에 대한 연구와 분석방법은 별도의 검

토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먼저 우리나라의 제철문화에 대한 조사·연구현

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80년대에는 원삼국

시대 주거지 내부나 패총유적의 조사에서 확인된 소규모

의 단야로 시설과 철재, 송풍관 등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경주 황성동유

적, 진천 석장리유적 등의 대규모 제철유적을 조사하

면서부터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후 양산 물금유적, 

밀양 사촌유적, 화성 기안리유적, 울산 방리야철지, 

경주 모화리야철지, 울산 달천유적 등 원삼국~조선

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다수 조사되면서 이에 대한 연

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는 경제사 연구를 위한 지표· 

민속조사와 이를 통한 전통 제철시설의 복원을 시도

한 연구(  1991)나 문헌조사를 위주로 한 철

산( ) 연구(  1973·1992) 및 북한학자들

의 규범적·교조적 해석에 의한 야금기술연구(황기

덕 1984; 리태영 1998; 장국종 1998)가 대부분이어

서, 정확한 노의 구조, 부대시설 및 관련유물의 검토

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황성동· 

석장리유적의 조사 이후 그 발굴성과를 토대로 고대 

철기생산문화의 전반적인 검토를 시도한 논문(

 1996)과 제련, 단조, 주조 등 공정별 제철문화의 

양상을 검토한 연구(  1998), 고대 한반도 중남

부지역 제철로의 유형과 구조 및 특징을 검토한 논문

(  2003·2009a) 등이 발표되면서 제철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한편 금속학적 분석조사(  1985; 

 1999;  2000, 박장식 2001; ·

 2000; ·  2005) 및 한반도 초

기철기문화의 제양상과 유입·보급경로에 대한 연구

(  1982;  1995;  1999;  

2005a;  2005)는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

되어 왔으며, 일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도 다수 이

루어졌다(   1982;  1999). 이후 제철로

의 복원실험(  1997;  

2003)과 함께 고려~조선시대 제철유적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  2006; 

김권일 2009b).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발굴조사에서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철공정의 피상적인 면과 개괄적

인 내용만을 파악하거나, 철기유물의 개별적인 속성 

및 분석결과의 해석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제철유구 및 유물의 조사와 분석에 전반적인 공

정상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제철기술의 발전상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여전히 제철유적에 대한 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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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연구자의 수가 많지 않고, 조업방식과 연동된 

제철기술 및 관련유물의 금속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

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다행히도 최근에 철 및 철기생산 공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철유적의 고고학적 특징과 관련유구· 

유물의 조사방법에 대한 강좌(손명조 2005b)와 사례

연구(  2008) 및 제철유적의 보고서 작성 매뉴

얼(손명조 2007)과 제철유적의 공정별 유형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김권일 2010)도 제시되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철유적 조사방법의 이론을 제시할 

만큼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

이 있고, 철생산 및 철기제작 연구에 비해 조사방법

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의 조사·연구경험을 토대로 제철유적의 조사

방법에 대한 하나의 시험적인 가설로서 본고를 제시

하고자 한다. 본문의 구성은 제철관련유적의 유형을 

우선 정리하고,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방법 및 유물

의 분류·정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철유적이라 함은 철생산 및 철기제작공정과 관

련된 모든 종류의 유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

며,01 조업공정에 따라 〈표 1〉의 6가지 유형0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채광, 제련, 단야 등 단독

유형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제련+단야, 정련+제강+

용해 등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장에서는 각 유형별 유

적이 가지는 특징과 조사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철산( )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

헌인 『 』, 『 』, 『

』, 『 』 등에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정

리(  1992;  1993)를 참고로 한다면 중

부이남지역에는 약 80여 개소의 철산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에는 석철( ), 사철(

), 토철( ), 수철( ), 생철( ) 등을 생산

【 표 1 】

· ·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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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신종환 2006a: 

96~97), 일반적으로는 철광석과 사철로 대별된다. 

다만 토철( )의 의미는 분쇄상의 철광석과 이를 

포함한 토양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넓은 의미로는 산사철에 포함되므로 사철로 볼 수 

있다(이남규 2008). 고고학적 조사와 상기의 기록에

서 삼한~조선시대 제련원료의 채광은 노천광산에서 

철광석과 토철의 형태로, 강가나 해안에서 사철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채광유적으로는 

울산 달천유적과 수원 망포동유적이 있다. 달천철장

은 삼한시대~현대까지 채광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삼한시대의 수혈에서 철광석을 채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깊이 4m 내외의 깊은 수

직·수평갱과 함께 일제강점기 선로( )의 흔적도 

확인되었다(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따라서 삼한시

대에는 얕은 수혈에서 풍화된 철광석이나 토철의 형

태로, 일제강점기에는 수직 및 수평의 터널식으로 

굴착하여 철광석을 채취하였으며, 해방 후 1980년대

까지는 폭발물을 이용해 깊이 60m 이상까지 굴착하

여 지형이 변할 정도로 대규모의 현대적 채광이 이

루어졌다.   

수원 망포동유적에서는 제련유구의 주변에서 사

철무지가 다수 확인되어 채광 혹은 사철의 저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03 사천 늑도유적, 진천 석

장리유적, 합천 야로야철지, 고성 소을비포성지 등

의 제철관련 유물에 대한 분석에서 사철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정되고 있어(국립청주박물관 1997; 신경

환·이남규 2006; 신경환·이남규·장경숙 2006) 철

광석과 함께 사철이 제련의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말

해 준다.  

이처럼 철광석 및 사철 채광유적에 대한 조사는 

원료의 생산·유통망 확보라는 사회·정치적 의미

와 생산시스템의 이해라는 경제·기술적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아직까지 조

사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주의가 요

구된다.     

현재까지 원삼국~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시기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그 현황은 〈표 2〉와 

같다. 제련유적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정리하면 다음의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대형의 노 구축 

 철광석·토철·사철의 검출

 다량의 유출재 확인

 다양한 부속유구

노의 규모는 철의 대량생산과 송풍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철로 중 제련

을 위한 노의 규모가 가장 크다. 고대에는 원형로(

), 고려 이후에는 방형로( )가 주로 사용되

었다. 대부분의 제련유적에서는 철광석이 출토되지

만 울산 달천광산 주변의 조선시대 석축형제철로(

)에서는 원료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 이는 잔량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선철괴를 정제하여 판장쇠04를 만드는 등의 

다른 공정과 관련된 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출재는 철광석과 함께 제련공정의 특징적인 유

물로, 단야공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정에서 확인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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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그 양은 제련공정에 비해 극히 소량에 불과

하다. 현대에는 철의 함유가 50％ 이상 품위의 철광

석을 사용하지만 고대의 노천에서 채광된 광석은 철 

함유량이 30％ 내외에 불과하다(홍익대학교 과학기

술연구소 1998). 나머지 불순물들은 모두 철재로 분

리되어지므로, 많은 양의 철재는 제련유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울산·경주·청도지역의 조선시대 석축형제철로

는 노의 양쪽에 15~20m 길이의 석축이 구축되는 특

징이 있는데, 그 용도는 노벽을 견고히 하여 사용기

간을 극대화하고 원료와 연료의 장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시설이다(김권일 2009b). 이 외에도 제련로

의 부대시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배재부, 송풍

시설, 철광석·토철·사철저장소, 목탄저장소, 배수

구, 주거건물지, 배소시설 등이 있다.  

제련·단야·용해유적과 달리 정련·제강유적의 

경우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필자의 

전고(김권일 2010a)를 참고한다면 <표 3>의 유적들을 

정련유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05
01 02 

05

 【 표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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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동의 정련로06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노와 

50~150cm 거리에 위치한 단타작업장 등 단야로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반지상식의 구조와 노벽의 내면

과 바닥에 자갈색의 녹슨 철재가 다량 용착된다는 점

은 현저한 온도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단련단

야작업보다는 정련에 더 높은 비중을 둔 정련단야 공

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소재인 철괴의 가열 및 반복단

타를 통해 불순물을 재차 제거한 후 판상철부, 철정, 

봉상철기 등의 단조용 소재를 주로 생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해 송정동유적의 경우 노와 함께 완형재, 소구

경송풍관, 철재 등이 출토되었으며, 정련단야와 단련

단야의 각 공정에 따라 노를 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심재연 2009: 25). 연천 삼곶리유적에서는 철

자형( )의 주거지 내에 원형의 노가 설치된 주

거지가 10여 개소 확인되었는데 이 중 2호 주거지의 

노 시설은 정련단야로로 보고되었다(한양대학교 문화

재연구소 2010). 필자의 현장견학 결과로도 최소 2기 

이상은 정련로로 추측된다. 진천 석장리 A-4-2호의 

경우 노의 형태가 주변의 다른 노가 원형 혹은 장방

형인데 비해 황성동유적의 정련로와 유사한 타원형인 

점과 제련로인 A-4-1호와 같은 수혈 내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련로일 가능성이 높다. 

금곡동유적은 노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대석(

) 등 하부구조만 남아 있어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

려우나, 정련조업의 특징적인 유물인 완형재( )

가 수점 출토되어 정련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

었다(국립광주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993). 고성 

소을비포성지에서는 22개의 제철관련 유구 중 3호의 

경우 크기와 형태, 방습시설, 추정완형재의 출토 등

으로 보아 정련로로 설정된 바 있다(김권일 2007).

제련·정련·제강 등의 공정을 거친 철소재를 단

타 및 성형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의 단야유적

은 조사된 제철유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다

른 공정의 노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독자

적인 공방지로도 자주 확인된다. 1970년대부터 원삼

국~삼국시대 패총·주거유적에서 주로 조사되어 왔

【 표 3 】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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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에는 삼국~통일신라시대 취락, 조선시대 

체성의 내부, 단독 단야공방지 등의 여러 형태로 확

인되고 있으며 개략적인 조사현황은 〈표 4〉와 같다.

상기의 고고학적 조사와 고구려의 집안 오회분 벽

화, 조선시대 김홍도·김득신·김준근의 풍속화, 전

통 재래시장의 대장간 등의 양상으로 보아 단야로는 

지상식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문에 

노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노 바닥 및 하부, 

단조박편·벽체편·목탄·소토 등의 단야관련유물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굴조사된 단야로는 직경 50cm 이내의 원형 혹

은 타원형을 띠며 제철로 중 크기가 가장 작다. 노

의 바닥은 점토와 목탄을 섞어 만들지만 간단하게 판

석을 놓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벽 및 노 바닥

에 녹슨 듯한 적갈색의 철재가 소량 부착된다. 노와 

50~10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돌이나 쇠로 만든 모

루를 놓고 단타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모

루, 단조박편, 입상재, 철편 등이 검출된다. 망치, 집

게, 부지깽이 등의 단야구는 거의 출토되지 않으며, 

오히려 석곽묘 등의 분묘유구에서 출토되고 있어 피

장자의 신분과 관련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용해유적의 조사예는 많지 않은데, 경주 황성동유

적, 울산 중산동유적, 대구 봉무동유적, 진천 석장리

유적, 울산 둔기리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원삼국~

삼국시대 황성동유적에서는 약 30여 기의 용해로가 

 【 표 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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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으며, 석장리유적에서는 A-9호의 형태와 주

조괭이 거푸집, 도가니 등의 출토로 보아 주조괭이를 

제작하던 용해로로 판단된다. 중산동 798-2번지(울

산문화재연구원 2009)와 봉무동 333번지유적(

 2008)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수혈유구

와 주조괭이 거푸집, 송풍관편, 철괴형철재, 동물뼈 

등이 출토되어 주조괭이의 생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조선시대 둔기리유적에서는 부정형의 수혈 내에 

거푸집, 철재 등이 폐기되어 있고 바닥면에서 직경 

50cm의 강하게 불 맞은 흔적이 확인된 8호 유구가 용

해로로 보고되었는데(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주변

에서 확인된 수혈 중 규모와 형태, 거푸집·철재 등

의 폐기양상이 유사한 1·5·9호 수혈유구도 용해로

로 추정된다. 

상기의 용해로는 모두 (장)방형 혹은 타원형 수혈

을 굴착하고 중앙부나 한쪽 단벽 가까이에 노를 설치

하는 구조를 가진다. 현재까지 조사된 용해로 중에서 

가장 상태가 양호한 황성동 886-1번지 유적 용해로 

3호의 예로 보아 내부 지름 60cm 정도가 일반적인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높이는 대체로 50~100cm 정도로 

추정된다. 노벽의 내면에는 제강로와 마찬가지로 회

청색의 환원염 철재가 얇고 고르게 용착되는데, 이러

한 양상은 노 내부의 온도가 대상물이 용융상태까지 

이를 정도의 고온이었음을 말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

다. 수혈 주위에서 주공열이 확인된 경우도 있어 기둥

을 가진 건물지가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용해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로는 거푸집, 도가니, 

유리질철재, 송풍관 등이 대표적이며, 황성동과 중산

동, 봉무동, 석장리유적에서는 주조괭이의 거푸집이, 

둔기리유적에서는 솥의 거푸집이 출토되었다.

고대 강( )의 생산기술로는 괴련철을 목탄 중에서 

오랜시간 가열 및 침탄( )시킨 후 반복적으로 단

타하는 방법-침탄강( ), 용융된 선철을 거푸집

에서 응고시킨 후 산화탈탄( )하는 방법-주

철탈탄강( ), 선철을 가열용융하고 공기 

중에서 교반탈탄( )하여 제조하는 방법-초강

( ), 순철( )의 표면에 주철을 침투시키는 방

법-관강( )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  1999).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들의 구체적인 조업방법

에 대한 사료나 관련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

지만 최근 경주 황성동유적 제철로에 대한 속성검토

(김권일 2009a)와 관련유물의 금속학적 분석(

·  2005: 378) 및 원삼국~삼국시대 철기

유물의 금속분석에서 초강제품이 확인된 점(  

1985;  1999: 85; 신경환·장경숙 1998; 

· · , 2001: 311) 등을 감안한다면 

황성동유적에서는 초강제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양한 제강법에 대

한 충분한 검토와 초강로의 판정자료가 아직 부족하

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강로로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경주 황성동유적의 제철로 중 약 8기 정도를 제

강로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반지하식의 구조를 

가지며 노벽의 구축에 일부 석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

적이다. 내경 40cm 정도의 원형 혹은 타원형을 이루

며, 잔존깊이가 25cm 내외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노

벽의 내면에는 옅은 회청색의 철재가 매우 고르게 용

착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점토와 목탄분을 섞어 오목

하게 깔아 습기를 방지하였다. 일부 작업장이 공반하

거나 주변에서 단조박편, 유리질철재, 철광석 등이 

검출되기도 한다(  2005). 진천 

석장리 B-7호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강로

로 분류할 수 있다. 

전술한 제철유적에서는 노 이외에도 배소시설(

), 구, 집수장, 폐기장, 건물지, 작업장,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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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저장소 등의 부대시설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목탄요가 있을 수 있다. 배소시설은 양산 물금유적

과 김해 하계리유적, 울진 덕천리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덕천리유적의 경우 230×54×16cm 크기

의 유선형 노 내부에서 배소 및 파쇄된 철광석이 다

수 출토되어 배소시설의 구조가 구체화되고 있다(성

림문화재연구원 2010). 구 시설은 조업에 필요한 물

을 공급하거나, 우천시 제철로를 습기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설치하며 대부분의 제철유적에서 확인된다.

폐기장은 제철로 못지않게 많은 수가 확인되는데, 

철재, 노벽체 및 소토, 거푸집, 재 등의 부산물을 폐

기하는 장소로, 역시 대부분의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다. 모든 제철공정에는 목탄을 사용하는데, 경주 황

성동, 울산 방리, 고성 소을비포성지 등에서 확인되

는 얕은 수혈유구가 저탄( ) 혹은 목탄의 폐기와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취사시설 역시 필수적인 것

으로 대규모의 복합유적에서는 주변의 주거지나 건물

을 이용하고, 취락과 떨어진 독립공방지에서는 별도

의 주거건물을 구축하여 취사·숙식에 사용했던 것으

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송풍관과 거푸집의 제작, 철광석의 선

광( ), 용선( )의 주입과 냉각, 단접( )· 

단타( ), 성형과 날내기 등의 작업에 필요한 다양

한 공간이 필요하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철유적은 공정에 따

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장에서는 현

장조사시 공정에 대비된 유구의 조사방법에 대해 정

리하고자 하며, 그 순서는 일반적인 고고학 조사방법

인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대별하고, 현장조사는 지

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의 순서로 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철과 관련된 기록과 철산( )

에 관한 기록 및 지명유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한

다. 『 』, 『 』, 『 』, 『

』, 『 』, 『 』, 『

』, 『 』 등의 사료에는 철의 생산과 철광산

( ), 철소( )의 운영, 철장제( ), 철의 

공납 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경북 청도 가슬갑사( )와 철생

산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 』(1425년), 

『 』, 『 』, 『

』에서 경주·울산·밀양·청도지역의 철 관

련 기사가 조사되었으며(  2006a), 『 』, 

『 』, 『 』 등의 기록에 철 관련 기사가 있

는 충주 이류면 일대는 다인철소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제철

유적이 확인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또한 최

근 삼한 및 일제시대 채광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울산의 달천광산도 『 』와 유성룡의 

『 』에 철의 조공과 달천 철의 사용기록이 있다

(  2008). 

이 외에도 경제사연구를 위한 조사나(  

1992;  1993)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

부, 시사( ), 읍지, 고지도 등에서 제철 및 철산

( )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탐문조사에서는 촌로, 마을주민 등의 전언을 통

해 지명의 유래나 제철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고지도나 지형도에서 철과 관련된 지명을 

확인한 후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쇠골( ), 쇠벌( ), 무수막( ), 

생철리( ), 철정리( ), 야로( )08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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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조업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으며, 어느 

곳에서 언제까지 쇠부리작업을 했고, 어느 골짜기에 

쇠똥이 있다든지 등의 전언은 제철유적의 조사에 많

은 도움이 된다. 지표조사에서 제철유적의 확인은 대부분 노벽, 철

【 표 5 】 

· ·

· · ·

·

08  『 』 』 『 』 『 』



156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3

재, 송풍관, 거푸집 등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대적으로 변하는 입지유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조사가 이

루어질 수 있다.  

제철유적의 입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평지형, 구릉지형, 산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

지형은 원삼국시대 패총과 주거지 및 황성동제철유적 

등을 들 수 있으며, 강·하천의 선상지 및 얕은 구릉

과 연결된 평탄지, 바닷가 등에 입지한다.09 

삼국~통일신라시대에는 완만한 독립구릉이나 구

릉 말단부에 대규모로 조성된다. 유적의 전방으로는 

하천이, 후방으로는 배후산지가 위치하여 원료의 수

급과 연료의 확보가 동시에 고려된 듯하다.  

반면 고려~조선시대에는 사람의 왕래가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숙한 산지나 하천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주로 입지한다(<그림 

1>의 C). 따라서 시대가 내려오면서 하천가에서 구

릉지로, 구릉지에서 산지로 입지의 변화가 감지된다

(A→B→C). 

이러한 제철유적의 입지는 철장( )의 국가관리

체제 및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신종환 2008: 4~5), A→B→C로의 입지변화는 연료

의 수급문제와 함께 장인의 신분 하락 및 과도한 철

물수취를 피해 잠채( )가 성행하는 것을 그 원인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03). 이처럼 유적

의 입지유형도 조사와 연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

로 고지도의 검토 및 유적지와 하천과의 관계를 면밀

히 검토하여야 한다.  

·

지표조사에서 제철유적을 확인할 때 가장 명확한 

근거는 노의 존재와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이다. 황성

동이나 석장리, 기안리 등 원삼국~삼국시대 유적에

서는 대규모 유적임에도 지표에서 제철관련 유물의 

확인이 쉽지 않은데,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의 경과

로 인해 삭평, 복토 등 지형이 변했기 때문일 것이지

만 정밀하게 조사한다면 노 벽체, 철재, 송풍관편 등 

소량이나마 관련유물의 확인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조선~근대 제철로는 지표에 노가 남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출재, 유리

질철재 등의 철재와 노 벽체편, 목탄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계곡천에 폐기된 다량의 유출재는 주기적인 

강우로 인해 하류로 넓게 흘러 내려가게 된다. 따라

서 구릉 말단부 사이의 계곡천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

면서 정밀히 관찰하면 유출재 및 노 벽체편의 확인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현대 경작지 축대나 촌가 주택

담장 건축시 주변의 노벽 보강석이나 노 벽체편을 이

용하는 수가 있으며, 산록의  등 절삭지, 경작지

의 목탄층 확인을 통해서도 제철유적의 발견이 이루

어진다.   

09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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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에서 제철관련 유물이 수습된다면 시료

를 선별하여 예비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철재, 철괴, 

철광석, 토철 등의 금속조직과 화학조성을 분석하면 

정식조사전 유적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 금속학적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철유적의 존재가 의

심되는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분석예산

의 책정이 필요하다. 한편 육안관찰에 의한 판별도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전공 연구자의 조언이 큰 도움

이 된다.

시굴조사는 조사지역 문화재의 매장유무와 성격 

및 분포범위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본조사의 

한 방법이다. 표본조사 유형으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층화( ) 무작위 표

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체계적 표본추출

(systematic sampling)이 있다.

근래의 시굴조사에서는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과 

체계적 표본추출이 주로 사용되는데, 전자는 넓은 조

사대상지를 지리적 환경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각각

의 구역으로부터 일정한 비율 혹은 구역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리드를 구획한 후 동-서 및 남-북 방향의 

트렌치를 설치하거나 트렌치 장축의 방향을 동-서 

혹은 남-북으로 일정하게 하여 트렌치 간격을 일정

하게 하는 방법이다<그림 2;  2008>.

지형에 따라 밀집도가 다른 복합유적의 존재가 상

정될 경우에는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을, 제철유적(단

일유적)이 위주일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는 체계적 

표본추출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시굴조사는 제철유적만을 대상으

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 표본추출을 위주로 하

되, 지형여건에 따라 제철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을 혼용하여 사용하

는 것이 표본의 오차를 줄이고 제철유적의 대표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지상에서 유구가 확인될 시에는(주로 고려~

근대 제철로) 그 유구를 중심으로 트렌치를 설치한

다. 이 경우 <그림 5>의 A-A' 트렌치를 설치하면 제

철로 및 이와 공반된 배재부, 송풍시설, 배수구 등의 

토층을 일괄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석축에는 

B-B', C-C'의 방법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양 측면

의 축조방법을 모두 확인한다.

지표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지는 전

체대상지를 그리드법에 의해<그림 3-a>, 경사지는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그림 3-b·c> 트렌치를 

설치한다. 낮은 구릉이나 완만한 경사지에 유구가 조

성되었을 때 장방형의 노는 등고선과 나란하게 구축

되며 배재부는 등고선과 직교하므로, 이 경우 등고선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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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교하는 방향의 트렌치를 위주로 하되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의 트렌치도 병행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트렌치에서 노로 추정되는 유구가 검출되면 주

변을 확장하여 노의 전모와 부속유구의 유무를 확인

함과 동시에 주변토층과의 비교를 통해 유구가 위치

하는 층위를 파악한다.   

지표면이나 노가 위치하는 층위의 상층에 퇴적된 

상부교란층의 철재, 노벽체편 등은 일괄수습하는 것

이 자료분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2008), 

반면 안정된 층위에 대해서는 정밀한 토층조사를 통

해 철재, 소토 등의 퇴적층과 유구가 확인되는 문화

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10

토층상에서 노의 중첩이 확인된 예는 많지 않지만 

밀양 사촌유적의 경우 철재의 퇴적층에서 제련로가 

확인된 예가 있고, 경주 황성동유적 용해로에서는 수

혈 내부에서 층위를 달리한 용해로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준토층과 연동한 층위별

로 유구확인을 하여 연차적 조업량에 대한 분석자료

를 획득한다.

제철유구는 표토 및 퇴적층의 제거 후, 소토·철

재·거푸집·송풍관편의 유무 등으로 확인할 수 있

다.11 소토띠가 (타)원형 혹은 (장)방형으로 정형성 있

게 나타날 경우, 잔존한 제철로의 노벽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형태를 보이지 않는 소토덩이는 노의 

벽체가 무너져 내린 상태의 제철로이거나 폐기장으

로 예측 가능하다. 철재, 거푸집 등이 집중적으로 폐

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폐기장일 가능성도 있

지만, 수혈식 용해로·수혈시설 등의 수명이 다한 후 

그 수혈을 폐기장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단순

폐기장인지 아니면 다른 수혈유구의 폐기장 전용(

)인지를 판별하여야 한다. 

철재의 퇴적층이나 재퇴적층에 유구가 있을 경

우, 앞 시기의 관련유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황성동유적처럼 철재, 소토, 거푸집편 등이 포

    

【 그림 3 】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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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점토층(후퇴적층)에 노가 조성된 경우12나, 충주 

큰골유적처럼 통일신라시대 석실묘와 후대의 제련로 

배재부가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탐색트렌치의 설치 및 

전공자의 조언 등을 통한 신속한 문화층 및 유구의 

파악이 중요하다.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차후 발굴조사의 기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 단계에서도 제철관

련유물이 출토될 경우 예비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가. 노와 내부 퇴적층

노가 확인되면 우선 노 벽체의 잔존상태를 통해 

평면형태를 파악하고 내부 퇴적층에 대한 토층조사를 

실시한다. 노의 내부는 무너진 상부 벽체나 석재, 유

입토, 초목 등 후대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축방향과 직교되도록 트렌

치를 설치하여 바닥면을 확인한 후 1/2을 먼저 제거

해 기록 후 내부의 유입토를 모두 제거하면 된다.  

노의 바닥부에는 조업 최후단계와 관련된 흔적

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불완전소성의 철

광석, 송풍관, 분상재( )13 등이 남아 있을 경우 

유구의 성격파악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특히 토도

류에 철재가 용착되어 있는 경우는 조업연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노 전면의 배재부와 작

업장, 후면의 송풍시설 등의 토층관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데, 제철로는 토기, 자기 등의 연대를 알 수 있

는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과학분석

을 통한 절대연대 자료와 함께 토층을 통한 상대편년

의 설정이 중요하다. 

나. 노벽과 노 바닥  

노벽은 원삼국~통일신라시대의 경우 점토에 짚, 

갈대 등의 유기물을, 고려~근대에는 모래를 다량 첨

가하여 축조해 수축율을 줄이고 갈라터짐을 방지한

다. 조업 후 노벽의 내면에 점토를 덧발라 수차에 걸

쳐 보수한 흔적이 관찰되며, 아예 일부 벽면을 통째

로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4>.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조업횟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제철로의 후벽(배

재구의 반대쪽)에는 송풍구( )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벽의 각도나 송풍구의 크기 등을 세밀히 

관찰·기록할 필요가 있다.14 또한 제 위치의 벽체가 

아니라 주변에서 수습된 노 벽체일지라도 이러한 송

풍구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중국 전국시대~한대에 주철탈탄강을 생산하

던 노나 길이 3m 이상의 대형 제련로에 사용되는 내

화전( )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한반도와 중

국 철기제작기술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 되므로 차후 조사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최근 대구 봉무동유적에서 삼국시대 제철관련 

수혈유구와 폐기장이 조사되었는데, 내부에서 다량

의 주조괭이 거푸집과 송풍관, 철재 등이 출토되었다

(  2008). 이곳에서는 용해로 노벽

의 내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옹기편이 다수 출

토되었다. 차후 이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따르겠지만 

12   

13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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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용해로 전용( )으로 옹기를 제작하여 노벽으로 이

용했다면, 옹기가 내화전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노재( )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

던 새로운 축조기법으로, 제철유적의 조사와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노의 하부는 바닥의 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단야로의 경우에는 판석

을 깔거나 목탄을 조금 깔아 노 바닥으로 이용하는 경

우가 많으며, 제련로, 용해로 등 장시간 고온을 필요로 

하는 공정에서는 모래다짐을 하거나16 철재+파쇄한 벽

체+재+점토를 교차로 다져 하부시설을 만들고, 그 위

에 점토와 숯을 섞어 바닥에 깔아 카본 베드(Carbon-

bed)층을 형성하기도 한다.17 일본 중세 다다라 제철에

서는 깊이 1m 이상의 방습시설을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노벽과 노의 하부구조는 노의 성격 및 조업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이므로, 조사의 마무리단

계에서 트렌치를 이용해 절개하여 단면과 하부 구조

의 완전한 확인이 필요하다.

다. 노 하부구조의 조사

노 하부구조의 유형은 아래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노의 바닥면만 약간 오목하게 정지하는 단순한 

지상식 노벽 구축-단야로

b.  노의 바닥부가 완전히 지면 아래에 위치하는 

반지하식·반지상식의 구조-삼국 시대 제련

로, 정련로, 제강로 

c.  자연 경사단을 ‘ ’자상으로 굴착하여 노벽을 

구축한 후 토석축을 이용해 외곽을 보강하는 경

우-조선시대 석축형제철로

d.  수혈의 내부에 점토단을 만들고 노가 들어설 

부분을 굴착하여 점토단을 벽체의 일부로 이용

하는 방법-용해로

a는 후대의 삭평으로 인해 노의 바닥부만 남아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주거건물지 내의 

노지와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b의 경우 철재 용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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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면의 관찰로 노의 높이(깊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평면에서의 노 벽체면→굴착면→피열면을 도면작성

시 구분해서 표기한다. c의 경우 후대의 퇴적층과 조

업 당시 문화층의 구분을 통해 후대 퇴적층을 신속히 

제거해 불필요한 조사기간을 줄여야 하고 하부시설의 

구축기법을 알기 위한 종단면 트렌치의 설정이 필수

적이다. d는 견고하지 못한 모래자갈층을 기반층으로 

이용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노 벽체와 바닥시설의 경

계가 동일성질인 수혈 보강토와 잘 구별되지 않으므

로 역시 완전한 해체조사를 해야 한다. 

즉 노의 벽체와 하부구조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노의 종류를 불문하고 완전하게 해체조사하여 축조당

시의 굴광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

라. 석축의 조사

석축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제련로 

에서 확인되는 구조로 노 양측 외곽에 접하여 흙과 

돌을 이용해 길게 쌓아 축조하는 시설물이다. 길이는 

약 15~20m 정도이고 높이는 1~2m로 양단으로 갈수

록 낮아진다. 가장자리를 돌로 쌓고 그 안에 흙을 채

워넣거나, 전체를 돌로 쌓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석

축의 기능은 규모가 큰 제련로의 외곽을 견고히 하여 

노의 사용기간을 늘이고 원료·연료의 장입을 용이하

게 하는 데 있다(김권일 2009b). 

석축의 조사는 후 대에 퇴적된 이물층을 제거하여 

평면형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림 5〉의 B-B' 및 

C-C'와 같이 석축의 평면형태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2~3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축조(판축)방법을 조사

한다. A-A'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와 배재부, 

석축, 송풍시설, 배수구 등의 토층을 일괄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후대의 퇴적층 및 교란층을 제거

한 후 곧바로 설치하여 조사하는 것이 유구의 성격파

【 사진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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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 효율적이다. 석축의 해체조사는 토석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토석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제의와 관련된 

시설이나 선축된 유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해

체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가. 배재구, 배재부, 작업장

대부분의 제철로는 배재구( )와 배재부(

)를 가지며,18 배재구는 노내 환경(온도) 조절과 

철재의 유출을 위해 수시로 개폐된다. 규모가 크고 

많은 양의 철재가 유출되는 제련로에서 확연하게 드

러나지만, 생산된 철괴의 수거시 노의 앞벽을 파괴하

는 방식 때문에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련로

에도 노벽의 한쪽에 배재구가 설치되며, 단야로는 대

상 철물을 장시간 가열해야 하므로 노의 규모에 비해 

넓은 배재구를 가진다.

용해로와 제강로의 경우는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

지만 탕도( )의 출토나 황성동 886-1번지 3호 노

의 구조로 보아 철재의 유출을 위한 개폐식의 출탕구

(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제강로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적이 없고 반지하식의 구조인 점으

로 보아 배재구가 없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재부는 제련로의 특징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다른 공정에서도 목탄재와 철재가 부산되지만 제련공

정에 비해 그 양은 미미하다. 원료의 품위에 따라 다

르겠지만 제련시 원광에서 분리되는 불순물의 양은 

매우 많다. 적절한 시점에 철재가 노의 바깥으로 빠

져나와야 송풍구( )를 막아 노의 온도가 저하

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업시 즉각적인 

철재의 유출을 위한 배재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노내 환경의 관찰과 조절, 철괴의 수거 등을 위한 작

업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타원형, ‘ ’자상, 퇴적층의 3가

지로 나타나는데(  2003), 배재부의 조사시 가

장 유의할 점은 노내에서부터 시작되는 철재의 퇴적층

에 대한 양상이므로, 〈그림 5〉의 A-A'와 같이 노의 앞

벽과 직교하는 방향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철재와 목

탄·소토의 퇴적양상을 조사하면 효과적이다. 방리야

철지 제련로 1호에서는 배재부의 하부에서 좁고 긴 출

재구( )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철보다 먼저 녹아 

유리된 불순물이 노의 바닥으로부터 외부로 자연스럽

게 빠져나오게 한 시설로, 제철로의 구조복원에 중요

한 자료가 된다. 

한편 정련(단야)로와 단야로는 단타와 성형을 위

한 작업장이 노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부

정형인 경우도 있지만 원형 혹은 말각방형이 일반적

이다. 작업장에서는 모루, 단조박편, 입상재, 철편 등

의 단조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는데, 노와 분리되어 확

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구로 설정되어 조사되는 경

【 그림 5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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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조사시에는 이러한 조합관

계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야유구의 

작업장과 단야주거지의 내부에서는 30cm 내외 크기

의 천석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중 타격·피열

흔이 있거나 철녹이 부착된 것은 모루나 대석으로 사

용되었던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철공정

의 특성상 다양한 용도의 작업장이 설치되지만 대부

분 주거건물 내부나 노천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폐기장

대부분의 제철유적에서는 폐기장이 확인되는데, 

철재, 목탄, 거푸집, 송풍관, 노벽 등의 특정유물이 

집중적으로 폐기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종류가 한데 

섞여 폐기된 경우가 많다. 원삼국~삼국시대의 황성

동유적에서는 많은 수의 폐기장이 조사되었는데, 철

재와 목탄, 노벽편 등이 섞여 있으며, 조선시대 고성 

소을비포성지 내 제철공방지에서는 작은 크기의 수혈

폐기장도 있지만 다량의 자기·기와와 함께 제철관련

유물이 폐기된 규모 899×800×50cm의 대형폐기장

도 확인되었다. 같은 조선시대의 모화리야철지는 별

도의 폐기시설이 없이 경사가 급격한 지형을 이용하

여 다량의 유출재를 계곡부로 곧바로 폐기하였다. 이

러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a. 수혈을 굴착하여 폐기장을 조성

b.  수혈유구의 수명이 다한 후 이를 폐기장으로 이용

c.  별도의 시설 없이 경사가 낮은 지표면에 그대로 폐기

d.  급경사면을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 등으로 폐기

【 사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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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폐기장의 양상이 발굴조사에서는 a·b의 

경우 수혈식폐기장으로, c의 경우 퇴적층으로 남아 

있지만, d의 경우는 유수의 범람으로 인해 모두 유실

되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특히 b의 경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용해로의 

수명이 다한 후 그 수혈을 폐기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19 이 경우 노를 단순폐기장으로 판단할 가

능성이 있으며, 또 반대로 노벽폐기장의 경우 폐기장

을 제철로로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금

까지 조사된 제철유적 중에는 제철로로 보고되었지만 

단순폐기장일 가능성이 높은 유구도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20

다. 집수장, 배수구

모든 가마(소성유구)와 마찬가지로 제철조업에

도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물은 노의 축조, 철괴·도

구의 냉각, 날내기, 철재의 폐기, 식음수와 취사 등

에 사용되며, 특히 정련·단련과정의 열처리와 담금

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집수유구의 흔

적은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고성 소을비포성지 내 

제철공방지 15호 유구는 지름 160cm, 깊이 20cm 정

도의 원형 집석유구인데, 집석의 양상에 우물과 같은 

깊이와 축조기법이 보이지 않고, 적심과 같은 정형성

과 견고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내부에서 목탄, 

철재, 소토가 소량 검출되는 점으로 보아 집수와 관

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21 이처럼 수혈유구와 집

석유구 등 성격이 불분명한 유구 중에는 집수와 관련

된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조사시 바닥

면의 토층양상에서 집수와 관련된 흔적(점질 뻘층·

실트·망간집적층 등)을 확인해야 한다.

19 

20  

21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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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리야철지는 제련로와 부대시설을 모두 보호하

는 2중의 구가 배후의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단순

한 배수의 기능만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22 이처럼 배

수구는 우천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너비 1m 

이내의 소형으로 시설하지만, 기안리·여래리에서는 

너비 3~5m 정도의 내부에 석렬·집석·철재 등이 확

인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양산 물금유적에서는 구의 내부에서 철광석

이 검출되어 선광장( )의 기능이 상정된 바 있

으므로(  2001), 차후 선광장의 구조와 선광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광장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검출되는 곳에 

30·50·100cm의 적당한 그리드를 설치하여 광석의 

분포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물금유적의 경우처럼 선

광구의 경우에도 그리드를 설정하여 철광석의 유포상

을 파악한다. 이렇게 검출된 광석은 그리드별 무게를 

측정하고, 시료를 분석하여 철성분의 함량을 파악함

으로써 선광작업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다. 

라. 주거건물지

제철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 지상식건물지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지가 확인된다. 원삼국시대의 단

야조업은 대부분 수혈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지며, 황

성동유적의 경우 2세기 중반대부터 주거와 단야·용

해·정련 등의 공방공간이 분리되어진다.

반면 원료·연료의 확보가 중요한 제련작업은 취

락과 분리되어 운영되어졌다. 기안리, 사촌, 물금, 여

래리, 큰골, 방리, 천전리 등 원삼국~조선시대 제련

유적은 모두 취락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며, 다만 

숙소·취사 등 조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장소나 집단제철장의 관리를 위한 관아 관련 건물지가 

확인된다.23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이 주혈군, 부석시설, 건물지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인 주거·건물지의 조사방법

을 이용하면 된다24. 다만 주거건물지 내에 노지가 존

재할 경우, 단순한 취사의 용도인지 단야로의 용도인

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노지의 경화 정도, 

단조박편·입상재의 분포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22 

23  · ·

24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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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탄가마

제철의 연료는 목탄, 석탄, 장작 등이 있으며, 목

탄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석탄

도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장작은 소규모 단야작업에서 

송풍기와 함께 사용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굴

조사와 민족지조사 등을 통해 제련~단야공정까지 모

두 목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탄은 백탄과 흑탄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삼국~

통일신라시대 백탄가마, 후자는 고려시대 이후의 흑

탄가마에서 생산되었다. 따라서 고대의 제철원료로는 

백탄을, 중세 이후에는 흑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

며, 후자의 경우 송풍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흑탄으로

도 충분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2003: 72~73).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철유적과 탄요유

적의 입지는 매우 유사하며, 제철유적 주변에서는 대

부분 목탄가마가 확인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에 임해야 한다.25 특히 제철유적과 마찬가지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목탄가마의 특성상, 수종분석 및 고고지자기측정, 방

사선탄소연대측정과 같은 자연과학측정법을 이용하

여 이들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바. 거푸집 및 송풍관가마

용해공정에서는 대상철기의 틀인 거푸집이 반드

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황성동유적과 석장리유

적에서 주조괭이 거푸집이, 둔기리유적에서 솥의 거

푸집이 각각 출토되었다. 또한 울산 둔기리유적과 부

산 노포동유적에서는 제철유적과 함께 석곽형 혹은 

부석형의 석재로 이루어진 성격미상의 유구가 조사되

25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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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다량의 소토와 함께 피열흔이 확연하여 거푸

집가마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소성대상인 거푸집의 

출토가 불확실하여 거푸집가마의 구조에 대해서는 명

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섬서성 서안(  )에서는 진

( )·한( )시대 수레갖춤의 거푸집을 굽던 요가 발

견된 바 있으며, 서안( ) 북쪽 교외에서도 왕망(

)시대 동전의 거푸집을 굽던 요가 발견되었다. 

 유적인 하남성 온현 서초현촌유적(   

)에서도 거푸집을 굽던 가마가 발굴되

었는데, 지표하 1.5m 깊이의 수혈 안에 조성된 지하

갱식이다. 그 구조는 〈그림 9〉와 같이 요도( -출

입구), 요문( -연소실 문), 화당( -연소실), 

요실( -소성실), 연총( -굴뚝)의 다섯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료로는 목탄과 장작을 사용

하였다. 가마의 전체규모는 길이 7.4m, 너비 3m이

고, 소성실은 길이 2.86m, 너비 2.72m이다. 소성실

의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으며 네 벽은 벽돌을 아치형

으로 쌓아 올리고, 한쪽 혹은 양쪽 측면 윗부분에는 

문을 달아 거푸집을 넣고 빼내기 쉽도록 하였다(  

1992: 150~15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가마가 확인된 바 없

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제철기술 전이( )를 생각한

다면 차후 이러한 형태의 가마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송풍관을 소성하던 전용가마는 아직 확인된 바 없

으나, 기원후 3~4세기대로 편년되는 진천 삼룡리· 

산수리 토기요지와 주거지에서 114점에 달하는 연

통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006).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었으나 곧은 형태와 

휘어진 형태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2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0>. 이러한 연통형토기편은 제철유적에서 출

토되는 송풍관과 형태·재질·제작기법·소성도 등

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송풍관으로 볼 수 있으며, 특

히 인접한 진천 석장리 제철유적 출토 토기·송풍관

이 삼룡리·산수리 등의 진천요에서 제작되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신종환 1997: 44). 따라서 토기·기와 

등을 소성하는 가마에서 송풍관도 함께 소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용가마가 확인될 가능성도 여

전히 남아 있다. 

최근 소성유구, 소토유구, 용도미상 가마, 삼가마 

등의 명칭으로 다수의 가마유적이 조사되고 있으나 

그 분명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도 

소성온도가 비교적 낮은 거푸집·송풍관과 관련된 가

마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굴조사와 유적의 

분석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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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사. 제의유구

제철로의 축조나 조업·폐기 등에는 다양한 제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석장리유적에서는 노의 남

쪽에 의도적으로 깨트린 호의 구연부 위에 단경호를 

올려놓는 등 7~8개체분의 토기들을 놓고 점토와 숯

으로 덮었으며, 주변에서 초식동물의 하악골이 발견

되었다(<그림 11>;  1997). 사촌유적의 

제사토기와 폐기된 노 바닥 상면을 황갈색 점토로 

마무리한 점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1). 

이처럼 제철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 고배·대부

장경호 등의 제사토기와 동물뼈 및 제철로의 폐기시 

상면을 황갈색 점토로 마무리하는 점 등은 제의와 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노 자리를 정

해 지면을 정지할 때  노의 축조가 완성되었을 때 

 점화할 때  생산된 철·철기를 수습할 때  노

를 폐기할 때 등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경우 노의 하부나 주변에 수혈형태의 시설과 매

납용 제사토기의 정치, 공헌용 제사토기의 파쇄로 나

타날 것이며, 지진구의 성격을 지닌다. ~ 는 공

헌용 제사토기의 흔적으로, 의 경우에는 토기의 파

쇄, 폐기면에 덮인 황갈색점토의 존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굴조사시 노의 바닥과 주변에서 용도불

명의 수혈유구나 매납된 토기, 파쇄된 토기, 부석시

설, 점토층 등이 확인된다면 제의와 관련된 것일 가

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폐기나 후대의 유입으로 판단

해 일괄수습하지 말고 유구의 구조, 유물의 파손 및 

정치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한다. 또한 전술

한 바와 같이 노의 하부에서 제의와 관련된 시설이나 

유물이 출토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의 바닥을 완전히 

제거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철재( )는 형태·크기·색상·중량·조직·



169 Kim, Kwon Il    

【 그림 11 】 

함유물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실제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분류기준이 제시된 예는 없다. 

개념상으로는 불순물이 모여서 생성된 철재는 폐기되

고 생산품은26 수거해 가는 것이겠지만 숙련된 기술

자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제철에 있어 그 기

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육안관찰 

및 자석반응실험 등을 거쳐 철괴로 분류하더라도 막

상 금속분석결과에서는 철재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장에서는 철재에 대한 1차적 육안관찰과 자석

반응실험, 2차적인 금속분석에서의 조직관찰, 탄소함

유 등을 통해 상정된 결과를 따라 구분하고, 현장에서

의 수습 및 정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에 따른 제철관련 유물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재를 비롯한 각종 원료, 도구, 첨가제 등

이 있으며, 이 밖에도 노벽체편, 소토(점토)덩어리, 

목탄, 철기편 등의 부산품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 표 6 】

· ·

· ·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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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상 철재 이외의 유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27  

철재는 생성부위에 따라 노내재( ), 노외유

출재( ), 노저재( ), 잔류재( )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고 제련재( ), 정련재(

), 단련단야재( ), 단야재( ), 사

발형단야재( ) 등 공정과 관련된 명칭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2000), 대부분 금속분석을 

통한 특징을 중심으로 하며, 또 여러 의미가 혼용된 

개념구분일수도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제 고고학

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철재를 〈표 7〉과 같이 단순

화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노벽철재는 제련로의 경우 노의 하부에는 자성이 

강하고 적갈색을 띠는 철재가 부착되고 상부로 갈수

록 자성이 약하고 유리질의 청회색을 띠는 철재가 용

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  

 교수의 전언에 의하면 제련로의 벽체는 소성온도

에 의해 높이에 따라 3분할 수 있는데 하부의 환원층

→중간부의 산화층→상부의 피열층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처럼 노벽에 부착된 철재는 노의 조업환경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이외 전술한 바와 같이 정련로의 노벽철재는 다양

한 형태로 확인되며, 용해로와 제강로에서는 옅은 청

회색의 환원염소성 철재가 요철면 없이 고르게 용착

된다. 단야로의 경우 노벽철재가 거의 생성되지 않으

며 노 하부에만 적갈색의 철성분이 많은 철재가 소량 

남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양의 유출재는 제련유적의 

가장 큰 특징이며, 환원의 진행 과정 중에 조업이 중

지되었거나 노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철

괴형철재의 출토 역시 제련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28

유리질철재는 제련로 상부의 벽체 안쪽에 부착되

거나 제련·용해·제강공정에서 용선( )의 상부

에 떠다니다가 버려지는 철재를 말한다. 자성이 없고 

비중이 매우 낮으며 광택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형재는 정련로의 바닥에서 철재가 부풀어 올라 

사발모양으로 응고된 것으로 의미하며 정련조업 판정

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정련공정에서는 완형

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철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29

단야재는 단야조업의 가장 명확한 부산물인 단조

박편과 입상재를 포함하여, 크기가 대체로 작고 철

의 함량이 높아 자성이 강한 유동상의 철재를 의미한

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단조박편과 함께 출토되기도 

하지만 다량의 유출재와 제련로 벽체편 등과 함께 출

토되기도 하므로 어느 한 조업의 특징적인 철재로 볼 

수는 없다. 재결합재는 소멸된 유구의 조업내용을 보

여주는 유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합재의 관

찰과 분석은 공정의 특징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2005: 370). 이 밖에도 

여러 기준에 의한 다양한 명칭과 특성의 철재가 있으

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글이 있으므로 본고

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30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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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

·

【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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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철공정에서는 많은 종

류의 철재가 출토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습 

및 정리한다.

유구명 및 출토층위를 기록하고 도면의 평면도

와 입·단면도에 표기 및 세부사진도 촬영한다. 유물

의 출토위치에 대한 기록은 기술·도면작성·사진촬

영을 병행하여야 하며, 특히 노벽에서 직접 유물(노

벽, 철재, 철괴)을 수거할 경우 노의 하부에서부터 10 

·20·30·50cm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유물을 채취

하여 분석하여야 노의 위치에 따른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단야주거지나 공방지, 선광장, 폐기장, 제철유구 

밀집지 등에서 관련유물을 수습할 때에도 범위에 따라 

10·30·50·100·500cm 등의 일정한 간격으로 그

리드를 설정하여 그 출토범위와 양을 분석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노 위치의 추정, 작업 동선의 파악, 유구

의 성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단야주거지·공방지의 경우 단조박편의 집중도와 타

출방향 분석을 통해 노와 모루·대석의 위치, 장인의 

행동 패턴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단야공방지로 의심되는 유구가 확인될 경우 후대

의 퇴적토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유구의 크기에 따

라 25·50·100cm의 그리드를 설정하여 당시 생활

면의 토양을 동일한 무게로 수거한다. 이를 물채질과 

자석반응 실험으로 단야재와 단조박편, 입상재를 추

출한다.

【 사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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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든 〈그림 12〉의 고성 소을비포성지 내 제철

공방지에서는 동-서 20m, 남-북 15m 정도의 범위에

서 22기의 제철관련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3호와 

9호는 각각 정련로지( )와 단야로지(

)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방지의 전체범

위를 1m의 그리드로 설정하고 각 3.5kg의 토양시료

를 채취하여 앞서 소개한 방법대로 분류한 결과, 4호 

유구에서도 다량의 단야재와 단조박편이 검출되어 단

야공방지로 판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야로와 작

업장 등 개별유구의 단조박편 검출양상을 이러한 방

법으로 파악한다면 단타시 단조박편의 타출범위와 밀

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경주 문산리유적의 단야공방지는 단야로와 주변

의 주혈군, 경사가 높은 쪽의 수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조

사한 결과 단조박편, 입상재 등의 관련유물이 주로 

수혈의 일정범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작업장 등

의 용도보다는 단순한 폐기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철광석을 포함해 철재, 철괴 등의 제철관련유물은 

대부분 금속제이기 때문에 세척과 건조시 별다른 유

의사항이 없으나, 점토벽체나 점토덩이의 경우 물에 

담가두지 말고 부드러운 솔과 스펀지를 이용하여 세

척하며, 용착된 목탄이나 패각, 자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철재를 기준에 따라 명

확히 분류하기는 어렵다. 분류가 완료된 후 금속분석

을 실시하면 더 명확한 성격파악이 가능하겠지만 1차

적으로는 육안관찰을 통한 분류와 형태적 특징의 파

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특징에 따라 

철재를 전량 분류한다. 분류 후에는 각 유형별 총중

량을 계측하고 특징을 기록한다.    

자석반응 실험은 각종 철재를 비롯하여 철광석

(분)·토철·사철, 철괴, 철기, 노벽체 등을 분류하는 

유용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유출재와 유리

질철재는 자성이 없고 정련재, 단야재, 철괴형철재는 

약한 자성을 가지며 철괴와 단조박편, 입상재는 자성

이 매우 강하다. 노벽철재는 부착위치에 따라 다른 

자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노의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강한 자성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성이 

약하다. 한편 표준자석을 통해 각 유물의 자성을 지

수화·표준화하여 유물의 유형의 판단하는 것도 하나

【 그림 12 】 

정련로지

단야

0.1~10g 미만 10g 이상 20g 이상 3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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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철광석 분말·토철·사철, 단조박편·입상재 등 

소형(미립계) 유물의 경우나 반복적인 자석반응 실험

을 할 때에는 랩이나 얇은 비닐로 자석을 감싸서 하

는 것이 조작에 편리하다. 

제철관련유물의 분류와 속성파악을 위한 분류에

는 다양한 관찰 및 분류방법의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능한 방법

을 검토해 본다면 확대경을 이용한 표면조직의 관찰

과 토색첩을 통한 색조의 관찰을 들 수 있다. 실험실

에서의 현미경관찰법이 널리 사용되지만 모든 유물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배율

의 확대경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간단하게 철재의 표

면관찰을 할 수 있다. 색조 관찰의 유용성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철재의 색조는 

광석에 포함된 불순물의 성분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료축적이 이루어진다면 광석의 종류나 품위

를 알아내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조흔판( )은 초벌구이한 도자기판으로 광물

의 조흔색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현재까지 조흔판을 

통한 제철관련유물의 관찰이 시도된 바는 없지만 철

재를 포함해 철광석, 철괴 등의 조흔색을 측정하여 

토색첩의 색조관찰과 병행하는 것도 철재의 성분과 

광석의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눈금 

비커와 저울을 이용해 철재를 포함한 제철관련유물의 

중량/부피를 계측한 후 그 값을 지수화하여 상대적인 

비중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유물분석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

복실험에 의한 지수화와 보정화 및 검증작업이 필수

적이기 때문에 차후 꾸준한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육안관찰과 자석 등의 도구를 통해 분류된 철재는 

전형( )을 확립하고 각 종류별로 보고서에 수록되

거나 자연과학적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물의 수

가 너무 많을 경우 이들을 모두 수록하거나 분석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모두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하여야 하며,31 여의치 않

을 경우 차후라도 따로 지면을 마련하여 상세한 현황

을 보고하여야 한다.

분석대상 시료는 분류된 유물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을 표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얻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 분석의 방법과 시료의 수량 등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분석 의뢰자와 분석자는 이에 대한 충

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시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철재를 포함한 제철관련유물의 분류, 분석에 있어

서 금속학적 분석결과를 통한 유물의 특징은 매우 중

요한데, 육안관찰과 금속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제철관련유물은 수

습, 분류 후 반드시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비록 조사자의 의견

과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최대한 다

양한 정보가 축적되는 것이 고고·야금학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은 철재를 비

롯한 각종 철기, 철광석·토철·사철, 철괴 등의 금

속뿐만 아니라 노 벽체, 송풍관, 거푸집, 점토, 목탄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실험고고학적 연구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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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되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대 초부터 수차의 제철복원실험을 실시하였지만 아

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우

리의 실험고고학 연구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하지만 경제적 비용문제와 함께 연구자의 부족

도 큰 몫을 한다. 차후 이러한 복원실험이 전통 제철

문화 복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발굴의 

기록과 실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고대에서 중세에 이

르는 철의 기술사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며, 특히 주조철부와 강철제무기의 보급은 각각 농

업생산성과 군사력의 증대를 통한 사회구조의 변혁요

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형성기의 제철기술 수준은 

「 」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중

국→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지는 대륙문화의 양상이 

청동기·토기·기와 등의 제작술과 철 및 철기의 제

작기술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은 

일반 생활용구와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 철기의 공

급과 수요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의 전파가 

곧 강력한 무기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자국의 위협

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철과 

철기의 유통을 강력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철기문화를 통한 사회상의 복원은 철기유

물의 형식학적 특징과 금속학적 분석만으로는 어렵

다. 철 및 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구조, 이를 담당하

고 통제하는 공인과 정치체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올

바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그 기초자료인 제철유적에 대한 조사·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지 새삼 느끼게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철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고고학분야뿐 아니라 제철조업의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체계의 이해와 금속학적 분석을 포함한 자

연과학 연구의 동반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

법론을 개발하고 인접분야 학문과의 응용이 필요하

며, 제철조업의 생산품인 철기유물의 형식학적 특성

과 제작기법 및 유통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함을 명심하여 적극적인 응용의 고고학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작성에 있어 많은 부분 필자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하다 보니 이론적인 한계와 미처 알지 못하는 

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안다. 차후 다양

한 방법론의 적용과 재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끊

임없이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본고가 완성되기까지 보고서·사진 등의 자료요

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과 전체

적인 기술방향 및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한신대학교 

이남규 교수님, 대가야박물관 신종환 관장님, 중원문

화재연구원 김용성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

면작성과 교정을 도와준 김현진, 김은주, 이민형 선

생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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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into iron manufacture relics has been active since 1970s, especially accelerated in 1990s across the 

country.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production site relics has lately attracted attention to iron manufacture rel-

ics. Methodological studies of the investigation into iron manufacture relics, however, were less made compared with 

those of the investigation into tomb, dwelling, or swampy place relics. It is because the process of iron manufacture is 

too complicated to understand and also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of metal engineering.

With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is to form an opinion about how to excavate, to rearrange and 

classify, and to examine iron manufacture relics,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ron, iron production 

process, and metal engineering features of related relics like slag, iron lumps and so on. 

This research classifies iron manufacture relics into seven types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rocess; mining, 

smelting, refining, tempering, melting, steelmaking, and the others. Then it arranges methods to survey in each stage 

of field study, trial digging, and excavation. It also explains how to classify and examine excavated relics, what field of 

natural science to be used to know the features of relics,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reconstruct a furnace and 

what their problems were, making the best use of examples, drawings, and photos.

It comes to the conclusion, in spite of the lack of in-depth discussion on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various 

investigation methods, that iron manufacture relic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oduction process, that natural 

sciences should be applied to ge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lics as well as archeological knowledge, and that  

efforts to reconstruct a furnace should be continued from the aspect of experimental arc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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