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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 제철기술의 규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백제 4세기대 유적인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 제철로를 모델로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고대 철생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2014년도부터 예비실험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고에서는 1차 및 2차 실험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원료와 연료는 각각 철광석(자철석)과 목탄(참나무숯)을 사용하였으며 송풍

은 4인용 발풀무를 사용하였다. 제련 생성물은 대부분 노하부에 철괴, 슬래그, 목탄이 뒤섞인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배재부와 송풍관

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위치별 철괴의 양을 측정한 결과 주로 송풍관측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철이 형성되었다. 철괴는 생성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의 미세조직과 함탄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바닥부에 형성된 철의 함탄량이 상부에 형성된 철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업에서도 직접 단야 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철소재와 함탄량이 높아 탈탄 처리하거나 주조에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의 다양한 철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실험 유출 슬래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함량이 낮은 유리질 슬래그가 형

성된 것으로 보아 철과의 분리가 잘 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고학적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고 전통 방법에 의한 조

업을 실시함으로써 고대의 철생산 공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백제 

제철기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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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철은 고대국가의 형성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

류 문명 발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물질 중 하나이며 제

철기술은 철의 생산과 다양한 철제품의 제작을 위한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철기술에 대한 연구는 고대 제

철유적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980년대

를 시작으로 하여 2000년대 이후 증가한 제철유적 발굴조

사 결과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

철로가 확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 중 시대가 앞서는 고대 제

철유적에 남아있는 제철로는 대부분 사용 후 폐기 및 파손

되어 상부구조가 남아있지 않아 완형 구조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고온에 의해 소결된 노하부 

구조와 노벽의 일부를 통해 노의 하부 내경 및 노벽의 두께 

등에 대한 정보만이 노구조에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제철 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송풍관의 

경우도 발견 사례는 많지만 노에 설치된 방법 등에 대한 자

료는 역시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노의 상부구조, 송풍관의 

위치 등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실

험고고학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제철기술 

복원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수차례의 제철 복원 실험이 

실시되었는데 초창기인 90년대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진천 

석장리 A구 3호(원형로)와 4-1호(상형로)를 대상으로 고고

학적 자료에 기초한 복원 실험이 실시되었으며1 이후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복원 실험이 실시되어 1차 제

련에 이은 용해 및 주조공정을 통해 가마솥 등의 철제품을 

제작하여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2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세연철박물관3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4에서 제철 

복원을 실시하여 괴련철 및 선철등을 생산하였다. 위의 연

구들은 고대 제철기술의 복원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

였으며 실험적 자료를 제공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실험을 통한 실험 결과의 보완과 추

가 공정에 대한 연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고대 제철

로의 복원과 제철공정의 규명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하에 수

차례의 제철 복원 실험을 실시하였는데5 본 고에서는 1차 및 

2차 실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복원로는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료, 연료 

및 송풍 등 조업에 중요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실시하였다. 또한 복원 실험 생성물에 대한 수습과 자연과

학적 분석을 통해 조업 공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Ⅱ. 실험 

1. 복원 실험로 제작

복원 대상은 1997년 국립청주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진천 석장리 유적 제철로 중 상대적으로 자료가 다수 확보

된 B-23호 제철로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반지하식 노로 구릉의 경사지에 낮은 쪽

이 트인 수혈을 파고 지형이 낮은 쪽에 배재부를 마련하였

다. 노 하부구조는 가스의 흡수와 단열 및 방습을 위해 숯

과 모래, 점토 등을 이용하여 기초를 다졌다. 노벽은 균열 

방지를 위해 짚과 굵은 모래가 많이 섞인 점토로 축조하였

다. 노벽은 장입된 철광석이 충분히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내경하게 쌓았다. 송풍관6은 곡관형으로 대구경을 제

작하여 사용하였다. 진천 석장리 송풍관의 내부 삽입부의 

1   국립청주박물관, 2004, 『한국 고대 철생산 유적 발굴조사 -진천 석장리 유적-』.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99, 『전통 제철로 복원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부.

3   세연철박물관, 2003, 『고대제철 복원 실험 보고서』.

4   정광용, 2008, 「고대 전통 제철법의 복원연구」 『동아시아 고대 철 문화의 비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5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연차별 계획을 추진중이다.

6 송풍관 : 노내부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연결관으로 내경에 따라 대구경과 소구경으로 구분되며 각각 제련 및 단야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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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에 슬래그가 외면에 두껍게 용착되어 있으므로 곡관

부의 절반은 노내부로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 2호 제철로 모두 모델은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

로이므로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1호 제철로의 경우 축소제

작하여 하부 내경을 80cm, 2호 제철로는 원래 크기의 복

원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하부 내경을 120cm로 제작되었

다. 높이는 모두 하부 내경과의 비율을 1 : 2로 하였으므로8 

각각 160cm, 240cm로 제작되었다.

노의 축조 과정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

한 방법이 시도되었으므로 가장 마지막에 축조된 2호 제철

사진 1.  2호 제철로 축조 과정

ⓐ 노하부 조성 ⓑ 목탄 채우기 ⓒ 점토 채우기 ⓓ 모래 채우기

ⓐ 대나무 골조 제작 ⓑ 대나무 골조 고정 ⓒ 점토쌓기 ⓓ 완성된 노의 모습

7    국립청주박물관, 2004, 『한국 고대 철생산 유적 발굴조사 -진천 석장리 유적-』.

8    노 상부구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의 부재로 노의 높이 및 비율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2로 정하

였다. 높이에 대한 부분은 향후 비교 실험을 통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림 1.  진천 석장리 유적 B-23호 및 송풍관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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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축조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노의 하부구조는 발

굴조사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진 1>과 같이 굴광 후 

목탄, 점토, 모래를 사용하여 기초를 다졌다. 노벽은 모래, 

황토, 볏짚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상부로 올라가

며 내경이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노의 상부구조 제

작에서 새롭게 시도된 방법은 대나무 골조의 적용이다. 제

철유적에서 발굴되는 노벽에 블록 형태의 점토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므로 형태유지가 힘든 배합토를 사용하였는데 

내부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었다. 대나무 골조는 5개의 원형 틀에 대나무살을 횡방향

으로 촘촘하게 결구하여 제작하였다. 대나무 골조를 제작

하는데 5시간, 노의 축조에는 총 5일이 소요되었다. 노가 

완성된 후 총 14일 동안 자연건조 및 화목, 목탄을 사용한 

고온건조를 실시하여 실험 전 노벽을 충분히 건조시켰다.     

2. 원료

오래전부터 철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료는 철광석

이나 사철을 주로 이용하였다. 철광석은 철의 산화물과 실

리카(SiO2)등의 맥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광석에는 갈철

광(limonite, 2Fe2O3·H2O), 능철광(siderite, FeCO3), 적철광

(hematite, Fe2O3) 등이 있다. 중원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 경우 고대부터 사용한 철광석은 대부분 적철석 또는 자

철석 계열로 보고되었다.9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행되고 있

는 철광산은 그 수가 극히 적어 지속적인 조업을 위한 철광

석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가행되고 있는 광산은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광산과 정선군의 신예미광산이 있으나 그마

저도 현재 국제 철광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채광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행히 실험에 사용할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복원 실험을 

위한 철광석의 공급이 중요하다.10 실험에 사용된 철광석은 

양양지역에서 채광된 것으로 양양철광상은 선캄브리아기 

변성 퇴적암류 내에 층상으로 배태한 퇴적 변성형 광상으

로 주로 자철석을 대상으로 가행된 광상으로 보고되어 있

는 곳이다.11 조업에 적합한 상태의 철광석을 사용하기 위

하여 크기 및 전처리 등을 고려하였다. 철광석의 피환원성

은 기공률이 클수록, 입도가 작을수록, 산화도가 높을수록 

좋아지므로12 조업에 적합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게 된

다. 제철유적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확인되는데 충주 대화

리 유적에서 1cm 미만 크기의 철광석 및 철광석분말이 발

견되었으며, 충주 칠금동 유적에서 철광석 파쇄장, 진천 구

산리 유적의 돌 절굿공이 등은 제철 조업 전 철광석의 파

쇄작업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복원 실험을 위하여 확보된 

철광석은 괴광13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파쇄작업은 실시

하지 않았다. 또한 제철로에 장입하기 전에 목탄의 자연연

소를 통한 배소를 실시하였는데 진천 석장리, 구산리 및 칠

금동 제철유적 등 제철 조업에 사용된 철광석이 배소된 것

으로 보고되었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14 제철 조

업에서 철광석의 배소는 S와 같은 불순물 및 결정수의 제

거 이외에도 파쇄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 및 환원에 용이한 

전처리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갖는다.15 실험에 사용된 철광

석의 XRD분석을 실시한 결과 Magnetite와 Quartz로 구성

된 자철광磁鐵鑛(Magnetite)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광산에서 채광

된 철광석을 확보하였는데 1차 실험에 사용된 철광석의 경

9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중원의 제철유적』.

10 원료로 사용된 양양산 철광석은 ㈜대한광물의 협조를 받았다.

11 이현구·문희수·오민수, 2007, 『한국의 광상』, 아카넷.

12 양훈영, 1980, 『제철제강공학』, 문운당.

13 괴광 : 채광된 후 파쇄한 후 간단한 자력선별이 실시된 6~26mm 크기의 광석.

14 신경환·최영민, 2012, 「고려시대 제철유적 조사 연구의 현황과 철 생산기술」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5 Tylecote, R. F., 1962, Metallurggy in Archaeology, London, Edward Arnold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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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철량(T·Fe)이 60% 이상인데 반해 2차 실험에 사용된 

철광석의 전철량은 약 40%로 품위에 차이가 있었다. 철광석

의 배소 후 선광을 실시하였으므로 실제 조업에 사용된 철

광석의 품위는 분석치보다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차 실험에서는 철광석 15kg당 3kg의 풍화토16

를 첨가하였다. 2차 실험에 앞서 동일한 양양 철광석을 사

용하여 풍화토 첨가 여부에 따른 비교 실험을 실시한 결과 

풍화토를 첨가한 실험에서만 제철유적에서 확인되는 형태

의 슬래그가 생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

였다.17 풍화토의 XRD 분석 결과 주구성 광물은 석영이며 

장석류 광물이 함께 동정되어 철광석의 맥석 성분과 유사

한 광물 조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료 

연료는 철광석의 제련을 위한 필수 재료로 우리나라

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목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탄의 생산을 위한 탄요는 제

철유적 주변에 분포하며 중원지역에서는 충주·청주·진천

에 집중되어 있다. 중원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탄요는 

총 72개소 유적에서 518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측구식

탄요는 318기(61.4%), 무측구식탄요는 204기(38.6%)가 조

사되었으며 발굴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조사된 탄요의 수

는 증가하고 있다. 탄요유적에서 확인된 목탄의 수종은 소

나무, 오리나무류, 밤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류, 느티나

무, 자귀나무류 등 다양하나 목탄의 원료는 주로 참나무류

와 소나무류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18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의 경우 목질세포 사이의 공극이 커 산소를 쉽

게 받아들임으로써 단시간에 높은 화력을 낼 수 있다. 반면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의 경우 목질 세포가 두꺼워 균일한 

온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활엽수는 제련 

및 정련 작업에, 침엽수는 온도의 조절이 용이하므로 단련 

작업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19

표 1.  철광석 주성분 WD-XRF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주요 성분(wt%)

T·Fe MgO Al2O3 SiO2 SO3 CaO TiO2 MnO Na2O K2O Fe2O3

양양 철광석(1차) 63.52 0.96 0.93 4.87 0.25 1.50 0.39 0.23 - - 90.83

양양 철광석(2차) 44.85 3.52 1.21 14.74 - 4.22 0.28 0.18 0.08 0.16 64.14

16    마사토로 알려져 있으며 주구성 광물이 석영 및 장석류로 확인된다.

17   제철유적에서 나오는 일반적 조업 부산물인 슬래그의 생성도 실험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적용하게 된 부분인데 동시에 철의 회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분명한 근거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굴조사 자료와 반복 실험을 통해 적합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18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중원의 제철유적』.

19 Leon, Kapp, and Yoshihara, 2012, The Art of Japanese Sword, Tuttle Publishing. 

사진 2.  연료, 원료 및 풀무 사진

ⓐ 목탄(크기 구분) ⓑ 철광석 측량 ⓒ 철광석 배소 ⓓ 발풀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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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탄은 제작방법에 따라 백탄과 흑탄으로 구분

되는데 백탄은 800~1,300℃의 고온에서 흙과 재를 섞은 

소분을 덮어 제작하며 외면이 회백색이며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고대부터 제철 및 제련작업에 많이 이용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20 시기적으로 백탄은 삼국~통일신라시대 

백탄가마에서, 흑탄은 고려시대 이후의 흑탄가마에서 주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21

목탄의 크기는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목탄이 너무 작을 경우 내부에 송풍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

으며 목탄분은 노내부를 막게 될 수 있으며, 장입 후 노내

부에서 배출되는 풍압에 의해 대기중으로 날아올라 조업에 

적지 않은 불편을 줄 수 있다. 반면 철광석의 크기에 비해 

목탄이 지나치게 클 경우 철광석이 목탄 사이로 굴러떨어

져 충분히 환원되지 못한 채 하강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

상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험에는 참나무 백탄을 약 

10cm 정도의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 조업

Ⅲ. 결과 

1. 실험 결과

지금까지의 제철실험은 조업 후 장입 연료가 모두 소

모된 후 내부의 확인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부 장

입물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노 

내부에서의 철광석의 변화상을 확인하고자 1차 실험의 경

우 송풍 중단 후 물을 분무하여 강제 냉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진 4-ⓐ>와 같이 장입물이 노상부에서 하부까

지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이별 시료

의 수습이 가능하였다. 2차 실험의 경우 송풍 중단 후 목탄

을 추가 장입하여 자연 연소시킨 결과 <사진 4-ⓑ> 와 같

이 내부의 목탄이 모두 소진되고 노하부에 목탄 일부 및 제

련물만 남게 되었다.  

1차 실험의 경우 소량의 용융 선철이 바닥에 고였으

며 그 위로 목탄, 슬래그, 철이 혼합된 잡쇠덩이가 형성되

었다. 2차 실험 역시 노하부에 철괴와 목탄 및 슬래그가 

함께 뒤섞인 상태로 형성되었다. 노벽 및 생성물 절단 및 

20 이남규, 2012, 「고려시대 제철유적 조사 연구의 현황과 철 생산기술」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1 어창선, 2011, 「충주 제철유적의 현황과 성격」 『선사와 고대』 35. 

사진 3. 1, 2차 복원 실험 내용

ⓐ 1차 실험 ⓑ 2차 실험

철광석 장입 후 약 13시간 조업
(송풍 및 장입)

철광석 장입 후 약 11시간 조업
(송풍 및 장입)

철광석 220kg 장입 철광석 480kg 장입

목탄 959kg 소모(예열에 290kg 소모) 목탄 1,830kg 소모(예열에 900kg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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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수습과정은 2차 실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진 5).

Ⅳ. 분석 및 온도 측정

1. 분석 방법

슬래그 및 철 시료의 미세조직 관찰과 표면 성분분석

을 위하여 마운팅 후 경면 연마를 실시하였으며 철시료의 

경우 Nital 3%로 etching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Axiotech 100HD/Progress 

3012, Carl Zeiss, Germany) 및 금속현미경(Leica, Germany)

의 명시야明視野를 이용하여 50~500배율로 관찰하였

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5910LV, JEOL, Japan)과 에너지분산형 X선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7316, Oxford, England)를 

이용하여 고배율 미세조직 관찰 및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진 5.  2차 실험 생성물 구간별 시료 수습 위치 

① 상부 산화철 사진 ② 하부 생성물 ③ 시료 수습 위치 구분

④ 생성물 절단 작업 ⑤ 내부 형성물 절단면 ⑥ 높이 구간별 시료 수습 위치

사진 4. 실험로 노벽 절단 후 내부 사진

ⓐ 1차 실험로 절개 ⓑ 2차 실험로 절개

송풍관측

배재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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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조건은 가속전압 20kV, 100Sec으로 설정하였고, 시편

의 표면은 Gold로 코팅하였다. 철시료의 함탄량은 탄소분

석기(CS-800/CS, ELTRA, Germany)를 사용하여 3회 이상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화합물 분석은 X

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Panalytical, Netherlands)

로 실행하였다. 시료는 분말화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40kV, 

40mA, °2Th 5̊ ~ 70̊ 로 설정하였다.

2. 분석 대상

1차 실험 생성물은 <사진 6>과 같이 송풍관측 주변을 중

심으로 대부분의 철이 생성되었는데 전체 질량은 70kg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원철은 2점이 분석되었는데 형성된 위

치뿐만 아니라 미세조직 및 탄소 함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에 형성된 철 <사진 6-ⓐ, ⓑ>는 흑

연 조직이 없이 ferrite와 pearlite조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

나는 반면 <사진 6-ⓒ, ⓓ>는 선철이 형성되어 노바닥에 고인

것으로, 선철이 서냉하여 탄소가 편상片狀 흑연(Flake Graphite)

로 바뀐 회주철 조직이 확인된다. 철광석으로부터 환원된 철이 

Fe+C 상태의 반용융 상태로 응집되면서 노 하부에 모여 용융 

선철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탄소 함량 분석 결과 하부 

형성철은 C 2.00%, 상부 형성철은 C 0.85%로 확인되었다. 상부

에 형성된 철의 탄소 함량이 강으로서는 높은 편이나 하부에 

사진 6.  1차 실험 생성물 단면 및 분석 시료 미세조직 

ⓐ 상부 생성철 ⓑ ⓐ의 미세조직 사진(×100) 

ⓒ 바닥 생성철 ⓓ ⓒ의 미세조직 사진(×100)

송풍관측

배재부측

ⓒ

ⓐ

ⓐ 철괴 ⓑ 노내부 슬래그

사진 7.  2차 실험 분석 대상 철 및 슬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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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차 실험 위치별 철 분포도

질량(kg)

송풍관측 배재부측

ⓓ 7.08 ⓗ 1.14

ⓒ 19.86 ⓖ 4.57

ⓑ 14.96 ⓕ 3.42

ⓐ 18.80 ⓔ 4.56

형성된 철에 비해 낮은 이유는 조업 종료 후 실시한 강제 냉각

에 의해 형성된 철이 충분히 침탄되지 못한 결과로 하부의 선

철괴보다는 탄소 함량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실험의 경우 노하부에 <사진 7>의 ⓐ와 같은 철괴 

및 ⓑ와 같은 슬래그가 다량 생성되었다. 철괴의 경우 대부

분 <사진 7-ⓐ>와 같은 외형적 특징을 보이며 크기가 큰 것

은 질량이 10kg에 달한다. 측정된 철의 질량이 60kg 정도인

데 전체 형성물의 약 45%에 대한 측정값이므로 수습되지 

않은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적어도 총 

120kg 이상의 철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별 분

포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 5-⑥>과 같이 위치에 따라 8

구간으로 구분하여 질량을 측정한 결과 송풍구측인 ⓐ, ⓑ, 

ⓒ, ⓓ에 형성된 철의양이 배재부측인 ⓔ, ⓕ, ⓖ, ⓗ에 비해 

<표 2>와 같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송풍관측(ⓐ + ⓑ + ⓒ + ⓓ) 60.7kg > 배재부측(ⓔ + ⓕ + ⓖ + ⓗ) 13.69kg

<사진 8>은 구간별로 형성된 철괴에서 수습한 시료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최하부인 0~15cm구간(ⓐ, ⓔ)에 

형성된 철에 흑연 조직22이 많이 나타나며 중간 높이에 해

당하는 15~45cm구간(ⓑ, ⓒ, ⓕ, ⓖ)에 형성된 철의 경우 

흑연 조직이 거의 없이 ferrite, pearlite,23 cementite24로 구

성된 조직으로 확인된다.25 최상부인 45~60cm구간에서 수

습된 철의 경우 ⓗ는 ⓑ, ⓒ, ⓕ, ⓖ와 유사하나 ⓓ는 ⓐ, ⓔ

구간 철과 같이 pearlite와 함께 다량의 흑연 조직이 형성

된 회주철조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시료에 대한 탄

소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부위에서 채취한 철을 대

상으로 C/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탄

소 함량 분석 결과 흑연 조직이 많이 형성된 ⓐ, ⓔ시료의 

탄소 함량이 각각 3.26%, 3.81%로 높게 나타나며 상부에

서 수습된 시료의 경우 탄소 함량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나 예외적으로 흑연 조직이 많은 ⓓ시료의 경우 탄

소 함량이 3.97%로 높게 확인된다. 환원철에 대한 탄소 함

량 분석은 위치별로 형성된 철괴에서 각 1개씩의 시료를 선

별하였는데, 동일한 개체의 철괴라도 부위별로 탄소 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구간별 철의 탄소 함량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

22    냉각속도가 빠를 경우 오스테나이트(austenite)와 시멘타이트(cementite)의 혼합조직인 백주철이 형성되며 냉각 속도가 느릴 경우 오스테나이트와 흑연

의 혼합조직인 회주철이 형성된다.

23   아공석강에 탄소 함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공석강에 이르러 펄라이트가 되는 공석 조직이 형성된다. 역으로 탄소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 페라이트 조직이 증

가하게 된다.

24   과공석강은 탄소 함량에 따라 아공석강과 유사한 조직 변화를 갖게 되나 탄소 함량이 공석점을 지나 증가함에 따라 아공석강에서의 페라이트 대신 탄소 함량 

6.7%의 시멘타이트 조직이 증가하게 된다.

25   철시료 미세조직의 경도는 마이크로비커스경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송풍관측
  배재부측

ⓐ ⓔ ⓑ ⓕ ⓒ ⓖ ⓓ ⓗ

25

20

15

10

5

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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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형성된 철이 바닥부에 형성된 철에 비해 탄소 함량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1, 2차 실험 결과 바닥

에 형성된 흑연 조직이 다량 형성된 철은 함탄량이 2% 이

상으로 취성이 높아 바로 단야 작업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2차 공정을 통해 탈탄시키거나 주조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탄소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

는 철소재로 철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연구보고26가 있으므

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슬래그는 제철유적에서 발견되는 대표적 증거물로 주

로 유적 내의 폐기장에 대량으로 존재한다. 슬래그는 철이

나 철광석에 비해 조업 활용도는 부족하나 제철 조업이 행

해졌던 곳에는 대량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유적

의 성격 및 조업 공정 규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수차례 실시한 복원 실험 중 2차 실험에서 

형성된 슬래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사진 5-⑥> 

와 같이 위치별로 슬래그를 수습하여 금속현미경과 주사전

자현미경의 반사전자상(SEM-BEI)을 이용하여 이미지 관

찰 한 결과 <사진 9>와 같이 생성 위치에 관계없이 fayalite

와 유리질상, 그리고 부분적으로 환원된 철입자가 존재하

는 유사한 형태의 미세조직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대 제련 슬래그에서 확인되는 wustite27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인데 노내부에 형성된 철과 슬래그의 분

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성

분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분광분석기(EDS)를 이용

하여 반정량 표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

송풍관측 

ⓐ 0~15cm ⓑ 15~30cm ⓒ 30~45cm ⓓ 45~60cm 

배재부측 

ⓔ 0~15cm ⓕ 15~30cm ⓖ 30~45cm ⓗ 45~60cm 

26 박장식·정광용, 2000, 「백제 단조철부의 제작기법 연구」 『호서고고학』 3.

27   FeO(Wustite) : Fe2O3나 Fe3O4와 같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철광석과는 달리 환원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화학량론적 (stoichiometric)으로 Fe와 O

가 1:1이 아닌 Fe 0.95O~Fe 0.87O의 범위에 있는 비화학양론적 화합물이다(양훈영, 1980, p143).

사진 8.  2차 실험 철 미세조직(×100)

표 3.  2차 실험 형성철의 구간별 탄소 함량 분석 결과 

탄소 함량(wt%)

ⓐ 3.26 ⓑ 1.86 ⓒ 1.46 ⓓ 3.97

ⓔ 3.81 ⓕ 2.14 ⓖ 1.42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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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현미경 SEM-BEI 금속현미경 SEM-BEI

ⓐ 0~15cm ⓑ 15~30cm 

ⓒ 30~45cm ⓓ 45~60cm

ⓔ 0~15cm ⓕ 15~30cm 

ⓖ 30~45cm ⓗ 45~60cm 

사진 9.  2차 실험 내부형성 슬래그 미세조직(금속현미경(×100), SEM-BEI(×200))

표 4.  2차 실험 내부 형성 슬래그의 EDS 분석 결과

시료
성분 함량(wt%)

Na2O MgO Al2O3 SiO2 K2O CaO TiO2 MnO FeO

ⓐ 1.37 4.65 11.19 49.79 3.79 10.53 1.63 0.22 16.84

ⓑ 0.99 6.82 11.53 52.00 4.09 11.71 1.59 0.36 10.91

ⓒ 0.71 5.29 11.88 53.77 3.88 12.08 1.62 0.52 10.24

ⓓ - 5.82 12.30 52.69 4.33 11.45 1.51 0.45 11.44

ⓔ 1.20 5.00 11.86 50.33 3.54 12.28 1.52 0.43 13.85

ⓕ 0.96 6.43 11.49 52.41 4.12 11.02 1.64 0.50 11.43

ⓖ 1.11 5.65 11.90 52.47 4.38 10.11 1.89 0.39 12.09

ⓗ 1.21 5.57 11.96 51.92 4.37 10.40 1.68 0.4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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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슬래그의 철함량이 10% 미만이며 SiO2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질 슬래그로 나머지 구성 물질은 10% 내외

의 CaO 및 Al2O3와 소량의 MgO, K2O, TiO2, Na2O, MnO 

등으로 확인된다. 최하부인 ⓐ, ⓔ에 형성된 슬래그의 철함

량이 상부 슬래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차이

가 크지는 않다. 

한편 노외부로 배출된 슬래그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사진 10>은 송풍이 중단된 후 7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유출된 슬래그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유출 슬래그

의 경우 노내부 슬래그(사진 9)에서 확인되지 않은 wustite

가 다량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

은 미세조직을 보면 냉각 과정에서 초기 wustite가 형성되

는 동안 CaO, K2O와 Al2O3등은 잔존 용융체로 완전히 배

제되어 공정반응에 의해 경화되는 복합 용융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8 유출 슬래그에 대해서 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철량이 35%, SiO2 함량이 30% 정도

로 확인되었다(표 5). 슬래그가 노외부로 배출된 후에도 흘

러내릴 정도의 낮은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함량이 

높은 산성 슬래그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29·30 <사진 2-⑥> 

에서 확인되듯 슬래그가 유출될 당시 노하부의 온도는 

1,000℃에도 못 미치는 온도였음에도 유동성 높은 슬래그

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슬래그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슬래그의 용융

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다. 석회물질(CaO)

이 없는 슬래그의 경우 주구성물은 용융점이 1,170℃인 

fayalite(2FeO·SiO2)이다. 일반적으로 슬래그에는 소량의 

사진 10.  2차 실험 슬래그 유출 사진 및 미세조직 

28   Friede, et al., 1984, Thermal aspects of the smelting of iron ore in reconstructed South African Iron Age furnaces, Journal of The South 

Afric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 84, 9. 

29   Sauder and WIlliams, 2002, A practical treastise on the smelting and smithing of bloomerty iron, Historical Metallurgy 36, 2, pp.122~131.

30   Thiele, 2010, Smelting experiments in the early medieval fajszi-type bloomery and the metallurgy of iron bloom, Periodica 

polytechnica 54, 2, pp.99~104.

ⓐ 슬래그 유출 ⓑ 금속현미경 사진(×200) ⓒ SEM-BEI

표 5.  <사진 10-ⓒ> 유출 슬래그 성분분석 결과

분석 위치
성분 함량(wt%)

Na2O MgO Al2O3 SiO2 K2O CaO TiO2 MnO FeO

① - 4.25 - - - - 0.72 - 95.03

② 0.83 4.68 6.24 38.11 4.79 13.47 0.75 0.39 30.76

③ 0.78 4.73 6.53 40.26 5.90 12.66 0.64 0.31 28.19

전체 함량 0.69 4.14 5.33 31.00 4.12 10.12 1.04 0.28 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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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 MgO, Al2O3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용융

점을 50℃ 이상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반면 석회물질의 경

우 12% 포함되었을 때 용융점 감소 효과가 50℃ 정도이며 

15%이상 포함될 경우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31 2차 실험 결

과 형성된 슬래그의 경우 CaO함량이 10% 이상이므로 슬

래그의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요인으로는 목탄재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목탄은 목재의 어떤 부위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목탄재의 

함량이 3~20%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가지나 껍질과 같은 

부위로 만든 목탄이 연소될 경우 목탄재의 양이 크게 증가

한다.32 목탄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은 제철 조업에서 

생성되는 슬래그의 용융점33을 낮추는 기능을 하므로 대량

의 목탄을 연료로 사용한 이번 실험에서 목탄재에 의한 슬

래그의 용융점 감소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슬래그의 구성 성분 외적인 요인으로 온도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노내부에 삽입된 온도센서는 파손방지를 

위해 노내부 노벽면에서 5cm 이상 돌출시키지 않았으며, 

노내부의 모든 부분에 대한 측정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온

도센서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부에 부분적으로 고온대가 

형성되어 슬래그의 유동성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온도 측정 

온도는 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노내부의 온도 변화에 대한 측정은 조업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의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thermocouple(WJCT-

2100-RUS-0.5-300)를 사용하여 노내부의 온도를 실시간

으로 측정하였다.

1차 실험의 경우 노내부의 전체적인 높이 구간별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하부에서 상부로 15cm의 높이차를 두어 온

도센서를 설치하였다. 온도 측정 결과 <그림 2-ⓐ>와 같이 조

업 초기에는 상부의 온도가 하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되

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며 CH 4와 CH 5의 온도가 상부인 CH 

1~3를 역전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로 미루어 조업 초기에

는 노 하부의 온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상부로 갈수록 감

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철광석의 장입 이후 내부 생성물의 축

적 및 고온에 의한 송풍관 변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고온도 

형성대가 하부에서 상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실험의 경우 온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하부와 중간부에 온도센서를 4개씩 설치하여 동일 높이

의 사면에서 온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CH 1~4는 노바닥에

서 120cm, CH 5~8은 70cm 높이에 설치하였다. 배재부측

31 Tylecote, R. F., 1962, Metallurgy in Archaeology, London, Edward Arnold LTD.

32 Tylecote, R. F., 1962, Metallurgy in Archaeology, London, Edward Arnold LTD. 

33   금속과 달리 슬래그는 흐르게 되는 점도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 증가에 따라 서서히 연화하게 되는데 이 지점의 온도를 ‘free running temperature’라고 할 

수 있다.

ⓐ 1차 실험 온도 변화 ⓑ 2차 실험 온도 변화

그림 2.  온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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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CH 1, 4, 5, 8에 해당하며 송풍관측은 CH 2, 3, 6, 7에 해

당한다. 2차 실험은 전반적으로 노내부에 고온대가 형성되

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림 2-ⓑ>의 온도 변화 그래프

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특히 동일한 높이에서도 배재부측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 균일한 온도대를 조성하지 못한 것으

로 확인된다. <사진 5-②>와 같이 배재부측의 노하부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

인은 송풍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송풍관의 설치 

위치, 풍압, 목탄의 크기 등 노내부에 송풍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Ⅴ. 결론 

한국 고대 백제 제철로 및 제철기술의 복원을 위하

여 고고학적 자료와 선행연구자료를 검토하여 진천 석장리 

B-23호 원형로를 모델로 한 제철로를 복원하였으며 전통

적 방법에 의한 제철실험을 통해 환원철 및 슬래그 등 제철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을 생산하였다.

1, 2차 실험 모두 대부분의 환원철은 송풍구에 인접

한 노하부에 형성되었으며, 송풍구에서 멀어질수록 철의 

양이 급격히 줄고 목탄 및 슬래그의 혼합물이 증가한다. 이

로 미루어 노내부에서 철의 환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구간은 송풍구 전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송풍구 

바로 앞은 외풍에 의한 산화 환경이 지배적이고 race way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부에 축적된 생성물이 역류하는 

조업 중반까지 빈공간으로 유지되며 철은 그 주변 및 하부

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실험의 경우 상부에 형성된 철, 2차 실험의 경우 

중간부에 형성된 철의 함탄량이 1~1.7%인 강철로써 철제

품을 제작하기 위한 철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실시될 단야 실험의 재료로 활용하여 실제 철제

품의 제작을 위한 적용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1, 2차 실험 결과 바닥에 형성된 흑연 조직이 다량 형성된 

철은 함탄량이 2% 이상으로 취성이 높아 바로 단야 작업

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2차 공정을 통해 탈탄시키거나 주조

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실험 결과 노 내부에 생성된 슬래그의 철

함량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함량이 낮은 유

리질 슬래그는 철과 철 이외의 성분 간의 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철 회수율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조

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철의 생산뿐만 아니라 고대 

제철유적에서 흔히 확인되는 유출재流出滓형태의 고철함량 

슬래그의 생산도 복원 실험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향후 반복 실험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노내부의 온도 측정 결과 조업 초기 최고온대는 노하

부에 형성되나 원료의 장입에 따른 생성물의 축적으로 조

업이 진행될수록 점차 상승하여 송풍구 삽입 높이가 가장 

높은 온도대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평면적으로는 송풍구

측이 배재부측에 비하여 높은 온도대를 조성하게 되어 환

원철이 상대적으로 송풍관측에 많이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

진다. 하지만 아직 실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실험에

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다른 온도 양상을 띠게 될 가

능성도 있다.

2차 실험로의 축조 시 사용한 대나무 골조와 같이 기

존에 보고된 고고학적 자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

율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과정과 경험이 고대 제철기술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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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Eun Woo·Han Ji Seon·Chae Mi Hui·Kim Eun Ji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 experimental archaeological study on the 
Baekjae iron smelting furnace and its production 
process 

A Jincheon Seokjangri B23 furnace was reconstructed and iron smelting experiment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an ancient Baekjae iron production process. The work mainly described in this paper is the 1st and 

2nd experiments among the several experiments carried out at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ron ore(magnetite) and oak charcoal were used as a source and a foot bellow was used for air supply. 

Common results of the experiments are masses of iron, slag and charcoal formed in the furnace. Most iron 

lumps were formed nearby the tuyere rather than the area of tapping hole. Metallographic and chemical analysis 

shows that the iron lumps can be used for either forge or cast depending on their carbon content. Low Fe 

content and glassy texture of the inner slags suggest that the operation environment was quite reduc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ron smelting experiments, measurements and analysis, various information was obtained 

regarding physical-chemical and metallurgical processes of the ancient iron smelting process. It is firmly believed 

that its undisclosed contents can be revealed more in depth with continual reconstitution experi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