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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 연구는 출토 유물의 분석을 통해 제작기술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중 제련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다. 이는 구리 제련과 관련된 문헌의 부족 및 제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리 제련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외에서 보고된 연구 자료를 비교해보

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리 제련기술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구리 제련기술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통해 제련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각 국의 구리 제련 유적을 비교함으로써 제련기술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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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명의 발전에 필수 요소인 금속은 청동기시대나 철

기시대와 같이 시대 구분의 척도로 사용된 만큼 인류의 생

활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 중 구리는 제련법도 비교적 간

단하여 청동기시대부터 메소포타미아 및 그 주변 문명에서 

다른 금속들보다 먼저 이용되었다. 구리 제련 공정은 광종

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문명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

술이 전해진 시기, 지역에 따른 구리광종의 차이 및 각 문

명의 기술력으로 인해 차이를 보인다.

구리는 주로 청동이라는 구리, 주석 및 납의 합금으

로 많이 사용된다. 청동은 이들의 배합비에 따라 특성이 달

라지며, 또한 동일한 성분 조성이라도 냉각 속도, 열처리, 가

공 등의 제작방법에 따라 다양한 미세조직을 보인다. 불순

물로 포함된 미량원소의 분석을 통해서는 원료 물질의 정

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의 함량 분포는 청동기의 

분류 및 산지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에서의 청동기 연구는 출토 유물의 미세조

직 및 성분분석을 통한 제작기술을 추정하는 것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가장 초기 단계인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만드

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지금까지 과거에 가

행되었던 광산과 제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구

리의 제련이 행해졌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구

리 제련 도가니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1 구리 제련기술은 

한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

국으로부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외에서 보

고된 연구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구리 제련

기술을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Gowland2가 유럽의 고대 구리 제련기술 연구의 상당 부분

을 19세기 한국과 일본의 구리 제련을 근거로 진행한 것은 

제련기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관점을 둔 것으로, 구리 

제련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을 떠나 외국의 연구를 인용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세계적 연구가 고대 구리 제련

기술 연구의 기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청동기

의 주요 재료 중 하나인 구리에 대해 정리하고 또한 국내·

외 구리 제련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구리의 일반적인 특성

1. 구리의 사용

청동기의 주된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는 적색 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동銅이라고도 하며 전성·연성·가공성이 뛰

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도 우수하다. 구리의 성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다른 금속 원소와 합금하여 사용하는데, 특히 

주석과의 합금이 우수한 성질을 내므로 각종 장식품 및 무

기류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세종실록지

리지世宗實錄地理志』 및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에서는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차순철 2005: 183; 이정신 2006: 154~155),3 또 다른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우리나라 구리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김시진金時珍은 『본초강목本草綱目』(1596)에서 “페르

시아 구리는 거울을 만드는 데 좋고, 신라 구리는 종을 만

드는데 좋다”고 언급하였으며(川崎繁太郞 1935), 『해동역사

海東繹史』(1814), 『고려사高麗史』(1451), 『조선부朝鮮賦』(1490)

1   국내에서 구리 생산과 관련된 도가니 및 슬래그가 발견된 유적으로는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이 있다. 동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가니와 슬래그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구리의 생산을 추정할 수 있다(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2002).

2   William Gowland(1842~1922) : 화학자 겸 광산기술자. 1842년 더람Durham Country의 선더랜드Sunderland에서 태어났으며, 1872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새로 도입한 동전의 주조를 위해 외국인 기술고문으로 초빙 받아 일본으로 건너와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한국의 고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일본에서 배를 타

고 부산으로 와서 한반도의 중남부를 횡단하는 여정을 갖기도 하였다(오영찬 2012: 179). 

3   황동에 대해서는 “동·황철·백동·황동·유석鍮鉐”등이 사용되고 있다(차순철 2005: 183). 그 중 백동白銅은 27~33%의 석이 들어있는 석청동 혹은 석이 

적게 들어있는 청동에 연, 아연을 합금한 청동을 말하며, 유석鍮鉐은 동에 아연 대신 주석이나 노감석을 섞어 만든 것이다(이정신 200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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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국의 송과 원에서 고려의 청동과 황동을 사다 그

릇과 돈을 만드는 원료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고

려시대의 구리는 중국에서 질이 좋은 청동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었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2)에 우리나

라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굳고 붉은 색이 나서 식기나 수저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염영하 1991: 

41).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난 구리의 쓰임을 보면, 구리는 

외국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고려는 광종 때 왕권을 확립을 위해 후주와 교역하였

는데, 광종 9년의 기록을 보면 후주가 비단 수천필로써 고

려동을 수입하고 그 이듬해에 다시 동 5만 근을 수입하였

다고 한다(이정신 2006: 156~157). 조선 초 태종 및 세종대

에는 동활자의 제조로 인한 구리 채취 및 제련기술의 증가

로 일본에서 구리를 수입한다는 기록이 나타나며, 명종 때

는 조선을 찾은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일본의 야동술을 전

수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

로 인해 발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선조 때 중국의 제련법을 

도입함으로써 활기를 띄게 되나 일관성 없는 광업 정책으

로 인해 다시 좌절하게 된다. 19세기 초에 저술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를 보면 구리 광산은 있어도 제조법

을 몰라 전부 일본으로 유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 

27년에는 수안, 덕성, 보은의 광산에서 다시 채굴과 제련을 

시작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중지하고 다시 일본 구리를 수

입하였으며 정조 9년에는 조선의 동과 일본 동을 혼합하여 

화폐를 만들었다(川崎太繁郞 1935: 21~23). 이러한 문헌을 

참고했을 때 고려시대까지는 자급자족적인 구리 채광이 이

뤄짐을 알 수 있으나 조선에 이르러 전쟁 및 환란 등과 같

은 국가적인 재난과 함께 구리의 사적인 개발을 막아 채

광 및 제련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이정신 

2006: 176). 

2. 구리의 산출 상태 및 야금 기술

구리는 비철금속을 대표하는 금속으로, 크게는 황화

물을 함유한 황화동광(Cupper Sulfides), 산화물 상태의 산

화동광(Copper Oxides),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금속의 상

태로 존재하는 자연구리(Native Copper)로 나뉜다. 구리에 

대한 인식이 없던 고대인에게 자연동은 최초의 금속이었으

며, 특별한 환원공정 없이 채석·파쇄와 열처리 등의 공정을 

통해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후 공작석孔雀石(Malachite)나 남

동석藍銅石(Azurite)과 같은 산화물 상태의 구리광석을 이

용, 열처리를 통한 환원으로 금속의 생산을 하였다. 황화동

광은 구리 제련이 시작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구리광석으로, 자연동이나 산화동의 하부에 위

치하는 특성상 획득이 쉽지 않고 단순 환원보다 복잡한 공

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제련에 사용되는 시기가 늦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 동천동 681-1번지 유적 

(8세기)을 통해 황동광을 사용하여 제련했음을 확인하였으

며(권혁남 2000: 16), 그보다 이른 6~7세기 일본에서 구리 제

련에 산화동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산화

동을 사용하여 제련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구리의 제련법을 알지 못해 제련을 하지 못한다’는 

문구4는 산화동이나 자연동의 제련보다 상대적으로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황화동의 제련에 대한 내용이 추정된다. 

Ⅲ. 국내·외 구리 제련 유적

구리의 제련은 광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복잡한 과

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탐사와 채광을 통해 동광석을 채취

하며 그 후 채광된 광석에서 불필요한 맥석을 제거하는 선

광을 실시한다. 황화동광을 이용하여 제련할 경우 황을 제

거하는 배소라는 공정을 실시하며, 산화물 상태의 구리 광

석은 배소 없이 환원시켜 불순물을 포함한 구리 금속을 생

4   숙종(계묘)때의 기록을 보면 “우의정 이이명이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아 구리도 많으며 다만 캐고 불리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였으며, 명종(갑자)의 기록에

는 “비변사에서 사로잡은 왜인(일본인) 중 구리나 쇠를 제련할 줄 아는 자가 있으면 살리도록 건의했다” 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제련기술을 아는 자가 많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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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산화광석 및 황화동광은 금속으로 환원되더라도 

어느 정도 불순물을 함유하므로 정련이라는 공정을 통해 

순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산된 구리는 주석·납 등의 다른 

금속과의 합금으로 생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구리 제련 연구는 제련 유적의 직접

적 증거 부족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 여

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도 청동기시대가 있었으며 

그 시기 이후의 유적에서도 적지 않은 청동제품이 출토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구리 제련 유적이 많지 않

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고대에 가행되었던 광산

에 대해 연구된 예가 전무하여 구리 제련 연구의 시작인 

광석의 채광·선광 등의 공정도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은 상

태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외의 대표적인 구리 제련 유

적에 대한 문헌을 통해 구리 제련기술에 대해 정리하고, 우

리나라의 제련기술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추

정해보고자 한다.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구리 제련 유적

1964년 Rothenberg의 조사에 의해 B.C. 4,000년부터 

로마시대까지의 동광산 및 제련 유적이 발견되었다. 가장 

오래된 제련로는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Abu Matar에서 

발굴된 지름 30~40cm, 벽 두께 3cm, 높이 12~15cm의 원

통형의 로로써, 노 내부는 재와 금속 등으로 인해 유리질화 

되어있었다. 외경이 11×8cm, 깊이 7cm의 둥근바닥을 가진 

타원형의 도가니도 출토되었는데, 잘게 자른 짚을 섞은 회

색 점토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도가니는 주

로 점토와 돌을 이용하여 만들며 팔레스타인의 Meer, 그리

스의 Thermi, Lerna, Sesklo 등에서는 손잡이가 달린 타원

형의 도가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Tylecote 1992: 18~34). 

이스라엘 Timna에서 발굴된 제련로는 돌판을 때어 

만든 것으로, 내부는 나무재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 바닥

면에는 공기 유입의 흔적이 있었다(그림 1). 송풍관은 소성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가장 단순한 원뿔형에 원통형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다(Tylecote 1992: 18~34). 

요르단의 남부 Feinan 지역에서는 50개가 넘는 구리 제

련로가 발견되어 초기 청동기시대부터 이슬람 초기까지 구

리의 채광과 제련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기본적으로 제련로가 언덕 밑이나 근처에 위치하여 언덕에

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 구리 제련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

다. Rothenberg(1990)는 이와 같은 공정이 어려운 것이라 

그림 1.  이스라엘 Timna에서 발굴된 제련로(Tylecote 1992: 36)

그림 2.  요르단에서 발견된 제련로(Craddock 1995: 128~129); (A) Wadi Madsus에서 발견된 노천 제련로, (B) Feinan에서 발견된 초기 청동기시대의 노천 제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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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으나, Haputmann의 실험 등의 결과를 통해 자연

풍을 이용하여 구리와 액상의 슬래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Haputmann 2002: 95). Wadi Madsus에서 발

견된 제련로는 지름 60cm, 높이 40cm로, 노천로(Hearth)

와 수직로(Shaft furnace)의 중간단계이다. 상부가 바람 방향

으로 뚫려있고 주변에 송풍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자연풍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또한 완전

히 용융되지 않은 슬래그에서 상당량의 CuFeO2, Fe2SiO4, 

CuO 및 Cu2S가 확인되어 환원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음

을 추정할 수 있다. Wadi Madsus의 제련로는 출토된 슬래

그로 보아 후기 청동기시대의 제련 유적인 Timna와 비슷하

며 풀무에 의한 수직로의 환경보다 낮은 환원 조건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raddock 1995: 127~129).

이집트의 구리 제련은 파쇄한 산화동광을 700~800℃

에서 가열하여 동을 얻었으며 그 이후 용해해서 품위를 높

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Wadi Arabah 지역 Negev에서 발

견된 제련로는 지름 60cm의 원통형으로, 가장자리에는 연

석이 있고 용기는 석회가 발라져 있다. 제련로 앞부분은 슬

래그 제거를 위해 잘라져 있으며 노 근처에서 약 50kg의 슬

래그가 발견되었다. 또한 지름이 약 2cm의 송풍관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Rothenberg와 Glass(1992)는 실험을 통해 많

은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구리 제련을 시행했음을 확인하

였다(Haputmann 2002: 9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슬래그는 제련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되었고 노 바닥에 구리 

주괴를 남겼음을 알 수 있다(Tylecote 1976: 29).

수단 북부의 Buhen에서는 B.C. 3,000년에 행한 것으

로 추정되는 구리 제련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송

풍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량의 공작

석(Malachite, Cu2(CO3)(OH)2), 염기성 염화구리(Atacamite, 

Cu2(OH)3Cl), 많은 양의 도가니 편 및 주괴 형틀이 발견

된 것을 미루어보아, 도가니를 이용한 제련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리광석을 1,200℃정도의 온도에서 제

련하여 슬래그를 형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addock 1995: 130). 

이란 북서쪽의 Tepe Ghabristan와 남쪽의 Tall-i-Iblis

에서도 B.C. 5,000년경의 원시적 제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라크의 Yarim Tepe에서도 B.C. 6,000년경의 구리, 납 제

련 흔적이 확인되었다. 터키의 Catal Huyuk에서도 B.C. 

6,000년경의 제련 흔적이 보이며 중동에서 B.C. 4,000년경

의 제련 흔적이 발견되었다. 제련 슬래그는 발견되지 않았

으며 도가니편 및 큰 용기가 보고된 것으로 보아 도가니 제

련이 행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Craddock 1995).

2.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의 구리 제련 유적

페루 북부 해안 안데스 산맥 중부에 위치한 Batan 

Grande 유적에서는 선사시대 구리광산 근처에 있는 50기

가 넘는 제련로가 발견되었다. 언덕 비탈에 위치한 한 유적

에서는 제련 작업장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제련로, 으깨어진 

슬래그 및 목탄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퇴적층들, 지름이 1m

에 달하는 대형 갈판들, 수십 개의 송풍관 뿐만 아니라 음

그림 3.  페루 Batάn Grande 유적; (A) 풀무를 이용한 재현실험(Craddock 1995), (B) Batάn Grande 유적의 제련로 모사도(Colin Renfew et al. 2006: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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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잔존물과 구리(Cu) 및 비소(As)를 함유한 광석이 존재했

다. 600년 전의 제련로 및 송풍관을 이용해 재현실험을 시

행한 결과 노의 온도가 1,100℃까지 올라갈 수 있었음이 확

인되었다(그림 3). 각 제련로에는 진흙으로 안을 덧대어 내

화성이 높이고 눌러 붙지 않는 매끈한 표면이 만들어져 거

듭 불을 피워 제련해도 견뎌낼 수 있게 하였다. 구리의 제련

은 송풍 작업을 통해 고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며, 제련로가 식으면 슬래그를 깨어 구리 알갱이

들(prill)을 분리하였다(Colin Renfew et al. 2006: 351). 

에게해의 Chrysokamino는 초기 청동기시대의 유일

한 구리 제련 유적으로, 규산암질에 철과 니켈, 비소 등의 

광물이 혼합된 구리광석을 사용하여 1,150~1,230℃이상의 

환원 환경에서 제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mm의 구멍

이 있는 자기편이 출토되어 내부의 온도를 증가시키는데 필

요한 산소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ryce 2007: 545). Cyprus의 Apliki에서 발굴된 후기 청동

기시대의 제련 유적을 통해 철(Fe)을 포함한 황화동을 이

용하였으며 용제로는 silica를 사용하여 제련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D’자 형태나 <그림 4>와 같이 한쪽으로 굽어

진 형태의 송풍관을 사용하였다(Tylecote 1992: 36). 

3. 아시아의 구리 제련 유적

인도 Rajpura-Dariban 광산 근처의 Aravalli 언덕 근처

에서 작은 제련로들이 발견되었다. 노는 높이 35cm, 테두리 

지름 18cm, 중간부 14cm, 바닥부 10cm인 원통형의 도가니 

형태로, 슬래그를 배출하는 구명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송풍관의 존재를 통해 바람의 힘을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5). Singhbhum의 Chapri에서도 진흙과 점토를 이용해 

만든, 높이 4ft, 내부지름 3.2ft의 돔형의 제련로가 발견되어 구

리 제련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Shrivastva R. 1999: 34~37).

슬래그를 이용한 제련은 이미 B.C. 3,000~2,000년에 

인도 북서쪽의 Harappan 등에서 시작되었으나(Craddock 

1995), 인도 동부에 위치한 Sikkim에서는 원시적인 구리 제

련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석영 맥석과 섞여 있는 황화

동을 분쇄하여 동물의 변과 섞어 소시지 형태의 덩어리로 

만든 후, 배소하여 산화물로 만들었으며 그 후 숯과 함께 

지름 12~15inch, 깊이 2~3inch의 수직노에 넣어 제련하였

다(Tylecote 1992: 15). 

동남아시아 타이 중앙의 Non Pa Wai에서 Pigott와 

Natapintu(1988)에서는 구리 제련에 사용된 것이라 추정되

그림 5.  인도의 구리 제련로(Shrivastva R. 1999: 34~37); (A) Aravalli에서 발견된 제련로, (B) Chapri에서 발견된 제련로

그림 4.    Cyprus의 Apliki에서 발굴된 후기 청동기시대의 제련 유적
(Tylecote 199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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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 천개의 도가니를 발견하였는데, 파편이 원모양인 것으

로 보아 사발로(Bowl furnace)로 추정된다(Craddock 1995).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리 용기는 B.C. 3,000~2,000

년경의 것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전파된 제련기

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중국의 구리 

제련은 고품위의 산화동광과 연료 및 환원제 역할을 하는 

목탄을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大治銅綠山의 유적에서 발굴

된 춘추시대의 제련로는 높이 1.2~1.5m의 수직로이며 통풍

구와 송풍구가 존재하였다. B.C. 2,000년 이전에도 중국 북

부에서는 슬래그 제련이 행해졌다고 한다(Craddock 1995). 

일본의 경우, 일본서기에 698년 구리 채광과 관련된 기

록이 남아 있으며 일본 최초의 화폐를 만들 때 구리를 사용

하였다. 또한 나라·헤이안 시대에는 동대사東大寺 대불을 만

들면서 약 380t의 구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변의 한 광

산에서 수급하기 어려운 양으로 전국의 광산에서 조달한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酒匂幸男 2006: 3~8). 야마구치현(山口

縣)에 소재한 나가노보리도우샨(長登銅山跡) 유적에서 대규

모 구리 광산이 개발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련로가 조사되었

으며, 인접한 생활유적인 고쿠슈우(國秀) 유적에서는 통일신

라시대의 대부완이 출토되었다(차순철 2005: 185). 오사카(大

阪)부 타이(太井) 유적의 청동 공방에서는 하지끼(土師器)를 

재사용한 청동 도가니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 토기 완 1점도 출토되었다(酒匂幸男 2006: 3~8; 차

순철 2005: 185). 에도 시대에는 광석으로부터 황동까지의 제

련은 광산에서 실시한 후, 그 외의 정련은 오사카에서 실시

하였다(酒匂幸男 2006: 3~8). 19~20세기 일본의 제련은 고대

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Gowland는 사용된 노나 제련 방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 제련의 공정이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Gowland 1899). 일본은 원

시적인 제련 방법 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구리 제련과 동시

에 은의 회수가 가능한 현재의 제련 공정도 시행하였다.5

우리나라에서는 경주시 황남동 376번지에서 5~6세기

로 추정되는 구리 도가니가 6점 출토되었는데 이들 도가니

는 대부분 굵은 사립砂砬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외벽에 왕겨흔이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6). 또한 도가니의 내부의 구리 알갱이 및 슬

래그 분석을 통해 동광석 분말과 숯을 넣고 안에서 숯불로 

제련한 것으로 추정된다(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2002: 96; 

최주 1997: 227~232). 그 외 경주 동천동 681-1번지 유적에 

발견된 제련로는 동광석을 제련하면서 주석괴를 넣어 청동

을 합금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권혁남 2000: 

20), 본 논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구리의 채광부터 제련까지 기술적으로 많

은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제련의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에 여러 번 언급되었으며 심지어는 그 기술의 맥이 

5   9세기 초 住友에 의해 간행된 『고동도록鼓銅圖錄』에 기록된 구리 제련 방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광석鑛石 : 동광석은 자연동, 산화동, 유화동의 3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자연동과 산화동은 황화동광에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하며 독립적으로 대량 산출되

지 않기 때문에 주로 황화동을 이용하여 제련한다. 

 ②   배소焙燒 : 황화동광을 가열하여 유황을 산화시켜 일부 제거하는 공정으로, 수 cm의 동광석 덩어리를 배소 가마에 넣고 공기를 보내면서 장작 또는 숯을 태

워 동광석이 녹지 않는 약 400~700℃로 가열하여 약 30일간 실시한다.

 ③ 소취素吹 : 배소광에 숯, 용제를 넣고 송풍관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며 환원 분위기에서 용해하여 농축된 코어를 얻는 공정으로 일부 환원된 구리를 얻을 수 있다. 

 ④ 진취眞吹 : 소취 공정에서 획득한 코어에 숯을 넣고 송풍관으로 가한 바람을 불어넣어 산화 분위기에서 철을 제거하고 황(S)을 산화제거하여 조동을 만든다.

 ⑤ 정련精練 : 조동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산화와 환원 분위기 상태에서 실시한다.

그림 6.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조사된 도가니 단면도(권혁남 2000: 6)

슬래그

숯 기포

숯

왕겨

12cm

1.2cm

4cm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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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겨 광산이 있더라도 제련의 방법을 몰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6 결국 당시 구리 제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자는 내용도 나

타나며 중국의 제련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

하였다고 한다.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考辨』에 서술되

어 있는 조선시대의 구리 제련기술은 노상 형식에 속하는 건

식제련법으로, 명종 19년 및 21년에는 동철취련법을 아는 일

본인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7 구리 제련 방법 및 

제련로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사하지만 제련된 구리

는 다른 방법으로 추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융된 구리

가 굳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돌 위에 옮겨 망치를 사용해 부

숴서 추출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물을 뿌려 강제적으로 식힌 

후 구리를 추출하였다 한다(Gowland 1899: 278, 280~281). 

Ⅳ. 고찰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구리 제련 유적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 세종(갑술)에 “동과 철이 중요하나 풀무를 단련하는 기술이 그 요법을 얻지 못하여 나라에 넉넉지 못하므로 산출지와 취련법을 고하는 자에게 

포상을 내리도록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7   먼저 용광로를 만들 시 풀무의 왼편에 가로 풍혈風穴(송풍관)을 하나 뚫어놓고 따로 야로冶爐를 만든다. 먼저 4면으로 회랑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담을 쌓고 담 

위에는 온돌같이 구들돌을 펴서 깔고 그 위에 재를 펴고 그 위를 진흙으로 바른다. 이 구들돌은 평면으로 하지 말고 중간이 깊고 4변이 높게 하여 그 높은 한 

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다. 그리고 강한 목탄을 구들 위에 쌓고 풀무를 밞아서 송풍하기를 5~6시간 가량 계속하여 화열이 고조될 무렵에 동광석을 탄 위

에 부우면 제련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다 녹아서 구들 위로 흘러내리면 용동溶銅(용해된 구리)위에 뜬 광재(슬래그)는 구들 한 쪽에 뚫린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서 구들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물을 뿌려 식힌 후 구리를 꺼낸다.

표 1.  국내·외 구리 제련 유적을 통해 본 제련기술 

국가 제련 유적을 통해 본 제련기술 참고

이스라엘
• Abu Matar에서 원통형의 노 발견(Tylecote 1976)
• Timna에서 돌로 만든 노 발견(Tylecote 1976)

가장 오래된 노
원뿔형 송풍관

이집트 • 파쇄한 산화동광을 700~800℃에서 가열한 후 용해하여 품위를 높이는 방법 사용(Zwicken 1985)

요르단 • Feinan에서 50개 이상의 구리 제련로 발견 (Kolschbach et al. 2000 in Haputmann 2002) 바람의 힘 이용

콩고 • Katanga의 Yeke에서 구멍이 많은 원통형의 수직노 발견(Hemptinne et al. 1926) 1시간 반 배소 후 제련

그리스 • Crete섬에서 초기 청동기시대의 구리 제련 유적 발견 내부온도 추정가능

페루 • 바딴 그란떼 유적에서 선사시대 구리 광산 및 제련로 발견(Paul Bahn et al. 2004) 제련 방법 확인가능

오스트리아 • B.C. 1,200년부터 황화동광을 사용하여 제련(Tylecote 1976)
배소공정 실시
용제 사용

이탈리아 • 언덕의 경사면에 구리 제련로 제작 바람의 힘 이용

인도
• Lothal에서 원통형의 작은 제련로 발견
• Singhbhum에서 진흙과 점토를 이용해 만든 돔형의 제련로 발견(Shrivastva R 1999)

중국 • 大治銅綠山의 유적에서 통풍구와 송풍구가 있는 춘추 시대 제련로 발굴(Yukio S 2006) 산화동광 및 목탄을 사용하여 제련

일본

•   나가노보리도우샨 유적 및 쿠니슈우 유적에서 제련로 및 통일신라시대 대부완 발견(長登銅
山跡 Ⅲ 1998)

• 16세기부터 구리 제련 및 은의 회수가 가능한 제련 공정으로 발전
통일신라와의 교류

한국

•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구리 도가니 발견
• 경주 동천동 유적에서 구리 제련 및 청동 합금로 발견 
• 『오주서종박물고변』에는 노상형식에 속하는 건식제 련법을 실시했다고 기록

Bowl furnace 
일본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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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통해 구리 제련 유적은 중동지역과 유럽 동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다른 대륙에 비해 많은 연구

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견된 고대 구리 제

련의 역사와 유적의 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시대

와 지역에 관계없이 노의 형태, 크기 등의 변화를 볼 때 구

리 제련기술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의 황화동 제련법은 19세기의 인도의 제련과 유사하였으며

(Craddock 1995), 타이의 제련로는 스페인 동남부에서 사

용한 제련로와 비슷하다. 동남아시아, 특히 스리랑카에서 

20세기 초까지 사용한 제련로들은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Craddock 1995). 

구리의 제련에 있어 중요한 노는 크게 장방형(sub-

rectangular)과 원형(circular internal cross-section)으로 구

분되며, 일반적으로 노의 내부 지름을 약 15~40cm로 제작

하고 송풍관을 사용하여 공기를 원활히 유입시켜 내부를 

광석의 환원과 슬래그의 용융을 위한 온도인 1,100~1,200℃

로 유지시켰다(Craddock 1995). 시대별·지역별 제련로의 변

천과정은 동일한 지역에서 다양한 제련로가 발견됨에 따라 

확인하기 어려우나, 모닥불 이용하여 제련하는 노천로에서 

노의 깊이와 너비가 유사한 사발로로, 그 이후에는 너비보

다 깊이가 긴 통형로로 발전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제련 유적에서 발견되는 도가니·슬래그·금속은 당시

의 제련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제련에 사용된 내화물의 유리질화도 측정을 통해 제련에 

사용된 온도와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슬래그의 분석을 통

해 환원 환경과 같은 전반적 화학반응의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 Seville의 구리 제련 유적에서 출토된 도

가니의 유리질화도를 통해 제련 당시 고온이 2시간가량 지

속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Craddock 1995). 이는 도가니

나 제련로를 이루는 내화물이 고온에 접촉됨에 따라 발생

하는 유리질화를 동일 재료를 소성했을 때 나타나는 값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열된 시간 값을 계산한 것이다. 

제련 유적에서 노의 위치에 따라 제련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데, 언덕에 위치한 제련로의 경우, 송풍관을 통한 인위

적인 공기 유입이 아닌 자연풍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노들은 언덕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현실험 결과 금속의 환원이 가능한 온도가 얻

어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정 원소 및 광물의 존재 여

부는 제련 당시의 환경 및 원료 광물에 대한 추정을 가능

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다량

의 슬래그에 황과 철의 함량이 높다는 점을 들어 황화동

광이 제련에 사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권혁남 2001: 

20~22),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청동 덩어리들 역시 

황화동광을 사용한 각기 다른 제련 단계의 생성물로 추정

하고 있다(노태천 2001: 3~7). Craddock(1995)은 Feinan과 

같이 초기 구리 야금 시대의 제련 유적에서 발견되는 제련

물을 분석하여 제련 환경에 대해 추정하였다. 제련의 직접

적 증거물인 제련물의 연구는 유물의 화학적 분석을 통한 

제련의 추정보다 분명히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할 것

이다. 다만 슬래그는 제련이 아닌 다른 공정(유리의 생산이

나 화재 등)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분석 전에 어떻

게 생성된 슬래그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의 사례를 통해 구리 제련 유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외국과 유사한 형태로 제련기술이 발전하

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주 황남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

가니를 통해 신라시대의 구리 제련기술을 추정해보면, 신

라는 사발모양의 도가니를 이용하여 동광석을 제련하였

으며 도가니를 고정하기 위한 구덩이 형태의 로를 제작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키프로스 Ambelikou의 제련로

(Tylecote 1976)와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구리 

제련기술의 연속적 흐름을 그리기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구리 제련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어 전파

되었으며 이는 제련로 및 방법 등이 유사한 점을 통해 추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련 유적 및 문헌이 많지 않

아 중국 및 일본과 같은 인접 국가의 문헌을 통해 추정한 

결과 구리 제련기술이 유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

리 생산과 관련하여 서로 교류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는 일본 나가노보리도우샨(長登銅山跡)과 인접한 고쿠슈

우(國秀) 유적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대부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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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으며, 7세기 후반부터 통일신라의 사람들이 건너가

서 구리 생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구리와 관

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酒匂幸男 2006: 3~8; 

차순철 2005: 185). 한국과 일본의 구리 제련기술은 유사하

지만 다른 점도 존재하는데, 도가니에서 구리를 추출할 때

의 방법이 일본과 다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1.   구리의 제련 공정은 사용된 광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시기 또한 차이가 있다. 제련물의 성분분석

과 연대기적 연구에 의하면 인류는 자연 상태에서 금속

성을 갖는 자연구리, 공작석과 같은 구리 산화물 광석, 

황동석으로 대표되는 구리 황화광석의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련로와 도가니의 경우, 구덩이로와 같은 원시적 형태의 

노와 슬래그 배출구가 있는 발전된 형태의 제련로로 구

분된다. 이는 지역에 관계없이 제련 시 대부분 도가니의 

내부나 상부에 열을 가했으며, 도가니의 형태는 지역별

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제작이 단순한 둥근 

형태가 일반적이다. 제련 시 필요한 열을 내기 위해 자연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 사용하

는 방식인 취관, 이후 송풍관 및 풀무로 발전하였다.

3.   고대 구리 제련의 효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제련로, 도

가니, 송풍관 등은 모두 열에 강한 내화물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이를 분석하여 당시의 제련 환경을 추정할 

수 있다.

4.   구리 제련기술은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청동에 사

용되는 금속 구리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키프로스 Ambelikou의 제련로(Tylecote 1976)

숯

풀무

송풍관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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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erature Review on Ancient Smelting 
Technology and Sites of Copper

The study on the archaeological bronze artifacts in Korea has prompted much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to determine the production technology. However, research on the smelting technology is not enough. This 

is associated with the lack of copper smelting and refining remains and literatures were not found. Copper 

smelting technology was probably developed independently, but also can not ignore the effect of the another 

country. Thus, many studies compared to estimate the country's copper smelting technology. In this study, 

smelting technology was provided and compared through the literature and smelting sites study of the domestic 

and fore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