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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은 한반도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철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철광

석과 연료인 목탄의 공급이 원활하고 생산된 철기의 유통을 위해 교통로가 발달된 곳이 적합한 입지로 알려져 있는데, 중원지역은 제

철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철 생산공정을 검토한 후 진천 석장리유적 B-23호 제철로를 복원하여 제철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향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제철실험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첫째, 배소작업은 철광석의 파쇄에 도움을 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송풍관의 용융과 노내 생성물이 송풍을 방해

하는 환경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철은 탄소와 결합됨에 따라 녹는점이 낮아지며, 성질도 변하기 때문에 연소되는 

목탄과 충분히 결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철조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철유적에서 확인되는 정보의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여 실험에 임하는 자

세가 필요하다. 이밖에 철의 생산과 유통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료의 산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 문 초 록

●   본고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고대제철기술 복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사업의 과정 및 성과를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글로

써 해당내용은 앞서 발표된 다음의 글을 일부 재정리하여 작성하였다.

 도의철, 2014, 「중원지역 백제 제철유적의 조업특징에 대한 실험고고학적 연구」 『선사와 고대』 42, 한국고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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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 제철산업의 메카, 중원中原

철은 고대국가의 형성에서부터 근대화의 발전까지 인

류의 문명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

라는 세계 최고의 철강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철강산업을 이끌고 있다. 비록 일제강점기

라는 어두운 근대화를 겪었지만 산업화에 성공하여 선진

국가의 대열에 나란히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

을까. 아마 그 바탕은 우리 선조들의 찬란했던 과학기술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세

계사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가히 으뜸이었다. 유럽보다 

200여년이나 빠른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작하는 한편 

2m가 넘는 대형의 철불과 범종 등을 8세기 대에 이미 제

작할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금속의 합금과 그로인

한 성질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양한 금속제품을 제작

해 왔다.

제철기술은 우리나라 고대 기술사에서 가장 핵심이

다. 제철은 고대의 첨단 기술이었고, 고대의 다양한 철기유

물을 통해 볼 때 한국은 아주 우수한 제철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철을 다루던 제철소

와 대장간이 있었겠지만 그중 중원지역은 철의 생산과 보

급에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중원지역1은 한강유역과 낙

동강유역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주요 고갯길과 접해 있으

며, 주 하천인 남한강은 한강유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동서

로 연결하여 한반도 내의 문화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이

다. 이와 더불어 중원지역은 풍부한 철산지이다. 철은 한반

도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철제 농공구의 보급은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켰으

며, 철제 무기의 개발은 국가 군사력의 증강을 가져왔다. 또

한 철기 및 철 소재 교역은 국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다. 안정적인 제철 원료산지의 확보와 제철 기

술을 개발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문제

였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철광석과 연료인 목

탄의 공급이 원활하고, 생산된 철기의 유통을 위해 교통로

가 발달한 곳이 적합한 입지로 알려져 있는데, 중원지역은 

제철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이로 인

해 고대로부터 중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중원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철을 생산한 국가는 백제였

다. 중원지역에는 백제가 남긴 제철유적이 다수 남아있는

데, 그중 진천 석장리유적은 4세기 대 백제의 대규모 제철

공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제철로와 철생산 관련 

시설 등이 36기 확인되었다. 또한 중원의 중심지인 충주에

서도 다수의 제철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칠금동 제철유

적에서는 철을 생산하기 위한 제련로와 함께 인접한 탄금

대토성에서 철기 제작용 소재인 철정鐵鋌 40매가 확인되어 

철의 생산과 유통까지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철의 생산과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자 전국 각지에 철소鐵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중

원지역은 고려시대 최대 철소였던 ‘다인철소多仁鐵所’가 있

었던 곳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다인철소와 관련하여 고

종 42년(1255) 몽골군의 침임 시에 공을 세운 다인철소를 

익안현翼安縣으로 승격한 내용 및 원元에 조공할 환도를 충

주에서 주조케 했다는 충렬왕 3년(1277)의 기록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에도 충주가 철 생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

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이후 고려사회가 급변하면서 과도한 부담으로 

철소민들의 동요가 일어나 공철貢鐵의 형식이 붕괴되었다. 

이에 조선 태종 7년(1407)에 이르러 철광이 있는 곳에 철장

鐵場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철을 제련하게 하는 공철

제貢鐵制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생산된 철은 국용國用으로 

쓰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토산조에

1   중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중원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충주를 중심으로 하는 옛 중원군의 지리적 범위로 보는 견해와 청주를 포함한 충북 나

아가 원주 등 강원도 일부까지 확대시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삼국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갖춘 지역적 범위를 중원지

역으로 볼 때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을 고대 중원문화권의 연구 대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관점에 맞추어 ‘중원지역=충청북도’로 상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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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주의 토산품 가운데 첫째로 철이 기록되어 있어 충주

지역에서 철은 조선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생산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원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철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지금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철 관련 유적만 20개소에 이르며, 철 

생산에 필요한 목탄을 생산하던 탄요도 72개소의 유적에

서 확인되어 역사적으로 중원지역에서 철 생산이 집약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2

제철, 글로벌 하이테크를 갖추다.

1. 철의 특성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인류는 그들이 사용하였던 최초의 금속

인 청동을 다루던 기술을 바탕으로 철을 생산하게 되면서 

실용적이고,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철기의 출현은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

다. 새로운 무기는 군사기술의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철제 

농기구와 공구는 생산기술의 혁명을 초래했다. 철기는 고대

인에게 있어서 부와 힘의 상징이었다. 역사적으로 철이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며, 한반도에서도 철기의 

출현과 철을 다루는 기술은 고대국가의 등장과 맞물려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실용적인 금

속인 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철鐵(Fe)은 원소기호 26이며, 비중은 7.86, 녹는 점은 

1535°C이다. 지각의 5.63%(4위)를 구성하고 있는 다량 원

소이다. 철을 만드는 원료에는 철광석과 사철이 있다. 철광

석은 다양한 맥석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으로 존재하

는데 철광석의 종류에는 자철광磁鐵鑛(Magnitite, Fe2O4), 

적철광赤鐵鑛(Hematite, Fe2O3), 갈철광褐鐵鑛(Limonite, 

Fe3O4·XH2O3)이 있다. 사철沙鐵은 철광석이 풍화되어 모

래처럼 잘게 부서져 있으며, 강가나 해변가에서 주로 난다. 

이렇게 철은 자연상태에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에서 철을 얻

기 위한 매우 어려운 공정들을 거치게 된다. 원료로부터 얻

어진 철은 철은 탄소량에 따라 순철(탄소량 0.05%C 이하), 

강(0.05~2.1%C), 선철(2.2~7%C)로 구분되는데, 제작하고

자 하는 철기에 따라 탄소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철소재

를 제작할 수 있는 만큼 고대인들의 제철기술은 우수했다. 

철 생산에 있어 탄소량은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도 효율적인 제철공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

데, 이는 순철의 온도에 따른 동소변태同素變態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은 Fe-C 상태도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철(0%C)에서는 α(체심입방격자), γ(면심입방격자), δ(체심

입방격자)의 동소체同素體가 나타나며, 이것들은 온도의 변

화에 따라 ‘체심↔면심’의 원자배열이 다른 상태로의 변화

가 생기는데 이것을 동소변태라 한다. 동소변태가 일어나는 

온도는 약 912°C와 1392°C 부근이다.

α, γ, δ는 모두 탄소와 결합하여 각각의 고용체를 형성하

는데, 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탄소의 형태는 Fe3C(cementite)

와 흑연(graphite)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탄소의 양이 

적은 강에서는 주로 Fe₃C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탄소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흑연의 형태와 Fe3C가 공존하게 된다.

이처럼 철의 결정상태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데, 고대에는 철광석을 저온고체환원법으로 괴련철을 만들

거나 고온에서 제련하는 방법을 통해 일찍부터 탄소의 고

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감마철 상태로 환원시켜 철을 얻어

왔다.3 이러한 제철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가 탄소량의 조절

인데, 고대로부터 철광석의 제련시 목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높은 열을 낼 수 있어 제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외에도 이미 탄소량을 조절해 원하는 철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철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

2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중원의 제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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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목탄은 목재를 고온에 가열해서 수분을 제한 후 화

학적 변화를 통해 탄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목탄은 

시설을 통하지 않고 야외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지만, 양질

의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공기와 수분을 조

절할 수 있는 가마炭窯가 필요하다. 탄요는 제철작업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제철유적이 있는 곳과 인접한 구릉의 경사

면에 주로 위치하는데, 중원지역은 제철산업의 중심지에 걸

맞게 총 72개소 유적에서 518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충주지

역에서는 518기 중 456(88%)의 탄요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제철 관련 유적과 인접한 곳에서 확인되어 탄요와 제철유

적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철의 생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물상으로 존재하는 철광석

에서 철을 생산하여 철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철을 분리

하는 제련공정을 거쳐 이를 정련하여 순도 높은 철을 얻은 

다음에 단야나 주조를 거쳐야 철기를 제작할 수 있다. 고

대제철기술에 대한 공정과정은 그간 관련 연구자들에 의

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정리되어진바 있다.4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했던 

공정(1차 공정)과 생산된 철을 통 해 철기를 제작하는 공정

(2·3차 공정)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철산지

에서 철광석을 채광한 후 철을 생산했던 1차 공정을 중심으

로 중원지역 제철유적에서 각 공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중원지역 제철유적에서 확인

된 조업 특징에 대한 고고학적 내용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

소에서 고대제철기술 복원연구의 마스터플랜 설계를 위해 

진행한 학술세미나 발제자료를 재인용하였다.5

1) 원료의 채광과 배소

『世宗實錄地理志』의 각 군현별 토산조에는 石鐵(철광

석)과 沙鐵(사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중원지역 제철

유적에서는 주로 철광석이 원료로 사용되었다. 철광석은 철

성분 이외에도 다양한 불순물을 함유하는 광물상으로 존

재하고 있는 만큼 철을 생산하기 전 공정으로 철 함유량이 

높은 광석을 고르는 선광작업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충주지역 철산지에서 채집한 철광석의 함철량이 대부분 약 

40~60%를 보이고 있는 반면6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철광

석의 평균 함철량은 85.51%로 확인되고 있어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철광석의 함철량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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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e-C 상태도 (HERRMANN SCHUMANN, 김정근 외 역, 2009,  
『금속조직학』, 노드미디어)

3   신경환·이남규·최영민, 2013, 『한국고대 제철기술』 Ⅰ, 금속기술연구소.

4   이남규, 2008, 「鐵器 生産 프로세스의 이해」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4, 국립문화재연구소.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신경환·이남규· 최영민, 2013, 앞의 책.

5   조록주, 2014, 「중부지역 고대 제철 조업방식 검토」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사업 마스터플랜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6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2, 『충주 제철유적 채집유물 분석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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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원지역 제철유적 출토 철광석의 금속학적 분석결과 (신경환 외, 2013, 『한국고대 제철기술Ⅰ』, p.40 수정 전재)

유적명 (시료)
성분 (wt%)

Fe2O3 SiO2 CaO As2O3 TiO2 C (유·무)

진천 석장리 (철광석) 87.97 13.47 - - - ○

진천 구산리 (JG-1) 88.30 7.67 1.96 - 0.09 ○

충주 칠금동 (CT-1) 79.61 17.48 - - - ○

충주 칠금동 (CT-2) 84.61 13.03 0.18 - - △

충주 칠금동 (CT-3) 87.06 12.46 - - - ×

Fe2O3, Fe3O4 FeOx FeC

(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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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철공정도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전재)

그림 3.   충주 대화리유적 철분 그림 4.   돌 절굿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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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된 철광석은 다시 녹는점 이하로 가열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배소공정7을 거쳤다. 철광석을 

가열하여 약 550～650℃ 정도가 되면 철성분이 많은 부분

과 맥석이 분리되는데, 충주 칠금동 유적과 진천 구산리 제

철유적에서 확인된 철광석에 대한 분석결과 모두 미세조직

에서 균열이 확인되고 있어, 배소작업 후 제철 조업에 사용

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충주 대화리유적에서 1cm 미만의 파쇄된 철광

석 및 철광석분말이 확인되었고, 충주 칠금동유적에서도 

노천에서 철광석 파쇄장이 확인되어 배소된 철광석은 제철

로에 장입되기 전 제련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

정한 크기로 파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진천 구산

리 철생산유적에서는 철광석을 파쇄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돌 절굿공이가 출토되어 제철조업 전 철광석을 잘

게 파쇄하는 예비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철로와 송풍관

제철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바로 제철로와 송풍

시설이다. 제철로의 높이 및 체적과 송풍시설은 노내 환경을 

좌우하며, 이 기술이 철을 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제철로는 철광석이나 사철 등의 광석을 노에 장입하

여 송풍·가열하여 1차적으로 철을 추출해나가는 공정에 필

요한 노이다. 제철로는 제철공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노의 하부구조 조성과 노벽 축조 및 건조작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제철로의 높이는 노 내 환원환경과 열효율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발굴조사 된 노는 

대부분 조업이 완료된 이후 노 내의 생성물을 꺼내기 위해 

파괴된 후 확인되기 때문에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다.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제철로를 살펴보면 고대에 사용

된 제철로는 반지하식이며, 평면형태에 따라 원형, 타원형, 

장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원형의 노가 일

반적이다. 제철로의 축조는 지면을 굴착하여 숯, 모래, 점토 

등을 이용하여 하부구조를 조성한 후, 초본류와 모래를 섞

은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여 노벽을 축조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래와 초본류를 섞은 점토는 응집력

이 있어, 조업시에 균열이 잘 발생하지 않으며, 내구성을 높

이는 효과를 준다.

송풍시설은 제철로에 설치하여 노 내부에 바람을 불

어넣는 장치로, 노의 온도를 높여 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송풍시설 가운데 제철유적에서 우리

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송풍관 뿐이다. 송풍관은 내경

에 따라 대구경 송풍관과 소구경 송풍관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곧은 것(直管形)과 한쪽으로 휘어진 

것(曲管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8 

송풍관의 설치는 발굴 조사된 노가 대부분 하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평면형태가 주로 원

형인 고대 제철로에서는 한 곳 혹은 두 곳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철로에서 송풍관의 설치 위치는 유적에서 확인

된 제철로를 검토해본 결과 배재구의 반대쪽이며, 주로 노

의 하단부 위쪽으로 보인다. 이는 조업 중에 생성된 유출재

들이 배재구로 용이하게 배출되는 위치로 생각하여 상정된 

위치이다. 노에 삽입된 송풍관은 송풍관의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은 석장리 유적을 통해 볼 때 곡관형 송풍관이 

노 내로 삽입되었으며, 직관형 송풍관의 선단부는 홈이 패

어져 있어 곡관형 송풍관과 연결하여 송풍을 하였던 것으

로 추정된다. 송풍관은 토기를 제작하는 방법과 동일한데, 

내·외면의 상태로 보아 점토띠 형태로 말아 올려 제작하였

다. 이후 내·외면을 정리할 때 외면은 주로 종선문, 격자문, 

사격자문, 승문 등이 주로 시문되었으며, 무문도 확인된다. 

내면에는 박자흔, 지두흔, 물손질흔 등이 보이고 있다. 

7   철광석의 배소는 조직에 균열을 일으켜 파쇄를 쉽게 하는 역할을 하며, 철광석에 탄소를 흡착시켜 환원을 촉 진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2012, 앞의 책.

 신경환·이남규·최영민, 2013, 앞의 책.

8   金權一, 2003, 「南韓地域 古代 製鐵爐에 對한 一硏究」, 한신大學校 碩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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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제철기술의 탐구, 

그 서막을 열다

고대 제철기술은 경제사적으로 고대국가의 형성 및 

발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제철유적의 경우 생산

의 주체가 되는 제철로의 상부가 대부분 파괴되어 고고학

적으로 제철유적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으며, 고

대 제철기술이 바탕이 되었을 전통제철기술 역시 일제강점

기를 거치면서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고 전통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하여 제철 연구자들은 그간 

전통 제철로를 복원하여 철 생산 실험을 시도해 왔다.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립중원문화재연구

소는 단절된 전통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에는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원지역에서 확인된 제철유적을 

기반으로 고대 철생산 시설을 복원하여 제철 조업과정을 

실험해 봄으로서 제철공정을 검토하고 실험고고학적 데이

터를 축적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괴련철 혹

은 선철 등 생산물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계획된 공정에서 어

떠한 생산물이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험

의 모델은 백제 최대의 철 생산 유적인 진천 석장리 제철유

적에서 확인된 B-23호 제철로10를 설계·복원하였다.

복원될 제철로의 세부 제원은 <그림 5>와 같다.

9   그간 진행되었던 전통 제철로 복원실험은 다음과 같다.         

최주 외, 1991, 「古代 製鐵法의 復元實驗」, 『大韓金屬學會會報』 4.        

최주 외, 1994,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른 製鐵復元實驗」, 『韓國傳統科學技術學會誌』 1.      

國立淸州博物館·浦項産業科學硏究院, 2004, 「古代 製鐵爐 復元 實驗」,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世淵鐵博物館, 2003, 『古代製鐵 復元實驗 報告書』.         

정광용, 2008, 「고대 전통제철법의 복원연구」 『제3회 보존과학과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고대 철 문화의 비교』 발표자료집.   

김경호, 2012,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복원실험 사례보고」 『중원의 제철문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   1B-23호 제철로는 진천 석장리 제철유적에서 확인된 제철로 중에서도 가장 원형原形이 잘 남아 있으며, 고대 제철로의 경우 원형로圓形盧가 일반적이라는 전

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5.    진천 석장리 B-23호 제철로 복원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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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내용

2014년 10월 3일, 드디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복원실험을 위해 실험로 제작 및 실험 준

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제철로 축조에 앞서 실험장을 조성

하였는데, 실험장은 제철유적의 지형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

해 나지막한 구릉의 경사면 형태를 두어 반지하식의 제철

로가 용이하게 축조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실험장 조성 

및 제철로 제작은 2014년 10월 3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후 

8시까지 진행하였고, 복원실험은 10월 7일 오전 8시부터 8

일 오전 3시까지 진행하였다. 제철로 제작과정은 다음의 순

서로 진행되었다.

제철로의 축조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이론적 지

식을 직접 몸으로 이해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실험

현장이 곧 기술 습득의 장이 된 셈이다. 배합토 제작은 점

토와 굵은 모래를 1 : 1 비율로 하고 초본류를 섞어 물과 혼

합한다. 전통 아궁이를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다. 혼합 중에

는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흙을 손 또는 

발로 치대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다. 만들어진 배합토는 

노벽 제작과 노벽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 점도

를 조절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배합토는 제철로 제작 

전에 충분한 양을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었다. 

송풍관은 진천 석장리 제철유적에서 출토된 곡관형과 

직통관으로 제작하였다. 송풍관은 제련로의 배재구에서 일

직선이 되는 반대 방향에 설치하였으며, 송풍관의 입구가 노 

바닥의 중심을 향하도록 정치定置시켰다. 노 내에 삽입된 송

실험장 조성 → 제철로 지하구조 제작 → 배합토 제작(노벽용, 보수용) 
→ 제철로 바닥 제작 및 건조 → 노벽 축조 및 건조 → 제철로 제작 완성 
→ 온도 계측 장비 설치

그림 6.    점토덩어리로 노 축조 모습

그림 8.    송풍관 설치 모습

그림 7.    노 하부구조

그림 9.    제철로 축조 완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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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관의 입구와 노 바닥의 높이는 20cm이다. 송풍관을 설치

한 후 노를 강제 건조시키는 상황에서 송풍관이 파손되어 

송풍관을 점토로 피복을 하지 않는다면 실험 자체가 불가능

하였다. 이에 새로운 송풍관으로 교체 후 노벽과 동일한 배

합점토로 두껍게 피복하여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한편 제련이 진행되는 기간 노 내부의 온도변화를 정

확히 측정하기 위해 고온에 견딜 수 있는 thermocouple 

(WJCT-2100-RUS-0.5-300) 9개를 노 바닥으로부터 최저 

38cm에서 최고 135cm까지 나선형으로 설치하였다. 그리

고 노 내에 삽입된 온도센서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로거(모델명: Datalogger GL220)에 연결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값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실험의 원료는 양양산 철광석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전 철광석을 분석해본 결과 Fe2O3의 함량이 90%이상으로 

존재하는 고품위의 광석임을 확인하였으며, XRD분석결과 

Magnetite(Fe3O4)로 동정되었다.

제철로 복원실험은 초반 실험로 내부 가열단계와 원

료(철광석) 및 연료(목탄)의 반복 장입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14년 10월 7일 오전 10시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

어 복원실험을 시작하였다. 앞서 말한 실험로 내부 가열단

계에 해당된다. 복원실험 시작 후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까

지 실험로 내부의 온도를 1300°C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위

해 연료만 장입하여 가열하였다.

복원실험 중 오전 11시 10분 노 전면에 약 50cm 길이

표 2.  실험에 사용된 철광석의 WD-XRF 주성분분석 결과

시료

성분 (wt%)

MgO Al2O3 SiO2 SO3 CaO TiO2 MnO Fe2O3

철광석 0.96 0.93 4.87 0.25 1.50 0.39 0.23 90.83

그림 10.    시간 경과에 따른 송풍관 변화모습



157  Do Eui Chul   제철산업의 중심 중원에서 고대 제철기술을 탐구하다

의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실험로 제작 중 또는 복원실험 중

에 발생하는 노벽의 균열은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복

원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균

열 발생시 바로 보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균열 보수는 

보수용 배합토에 물의 양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첨가하여 

균열을 덮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로 내부 온도가 목표치까지 상승하는 오후 2시가 

되면 원료와 연료의 반복 장입하여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

다. 원료와 연료의 장입량은 원료의 경우 1회에 4kg씩 장입

하며, 연료는 실험로 내부의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

하여 장입하였다. 원료와 연료의 장입시점은 내부의 상황을 

관찰하여 결정하였으며, 이후 8일 오전 2시 30분 마지막 원

료와 연료의 장입을 끝으로 오전 3시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실험의 목적은 향후 체계적으로 실행될 고대 제철로 

복원 실험에서 부여할 변수의 확인 및 기초자료 확보에 있

었다. 이에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 하고 계획 수

립시 정해진 공정에 의한 실험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험은 계획된 원료를 끝까지 장입하지 못한채 강제로 종료

하였다. 조업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노 내의 중간부분이 

제련 생성물에 의해 차단되어 용융 유출재가 배출구로 원

활히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송

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용융된 유출재가 송풍관

을 통해 배출되는 역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실험의 목적이 기초데이터 확보에 있는 만큼 최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시료를 수습하였다. 우선 노 

내부 시료의 수습을 위해 노의 좌측전방 1/4을 절단하자, 

내부의 목탄이 연소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 채 노내에 쌓

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수습 이후 내부에 장입되

어 있던 목탄을 제거하여 노 중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생성

물을 노출시켰다. 현재 다양한 시료를 채집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본고에서는 일부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의 

의미와 성과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1) 원료의 배소공정

배소는 건조목을 사용해 약 5시간가량 가열하였으며, 

이후에는 건조목을 더 이상 장입하지 않고 남은 건조목이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둔 후 24시간이 지나서 배소를 완료

하였다.

배소에 의한 철광석의 경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도시험기(Equotip3, Peoceq)를 이용하였으며 10회 측정

하여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배소에 의한 철광석의 경도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12>와 같이 배소 후 5시간까지 

모두 배소 전의 철광석보다 경도 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1일 후 목탄이 완전 연소된 다음 수습한 철광석의 

경우 경도 값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도 값이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소의 목적 중 하나인 철광석

의 용이한 파쇄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철광석 배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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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배소 된 철광석의 시간 당 경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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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련 후 노벽

제련 후의 노벽 내부표면은 고온에 직접 노출된 결과 

용융된 후 단단하게 굳어 치밀한 표면층을 형성하고 있으

며, 미세조직 관찰결과 내부표면 가까이에 <그림 13>과 같

이 백색의 작은 입자가 분산하여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백색입자를 고배율(x800) 확대하여 성분분석 한 결

과 A는 환원철이며 B는 wüstite로 알려진 FeO, 그리고 C는 

환원철 내부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잔존한 비금속 개재물로 

확인되었다(그림 13). 환원철로 확인된 백색입자가 노 내벽

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노벽 태토에 포함되어 있던 철성

분이 환원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부에만 확인

되는 것은 노벽의 태토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 장입된 철광

석이 환원되는 과정에서 노벽에 침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 내의 환경이 철광석이 충분히 환원될 만큼의 환원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석위치
A B C

원소 wt% 원소 wt% 원소 wt%

Fe 97.24 Fe 74.40 O 42.17

C 2.45 O 23.95 Si 19.33

P 0.31 C 1.65 K 16.45

Al 7.32

P 4.04

Ca 2.71

Na 2.15

Mn 1.57

Ti 0.71

Mg 0.74

그림 13.    노벽편 미세조직 및 EDS성분 분석 결과

노벽시료 단면 OM-BF SEM-B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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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슬래그의 WD-XRF 주성분분석 결과

시료
성분 (wt%)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K2O CaO TiO2 V2O5 MnO Fe2O3 SrO ZrO2

3th 유출재 0.40 1.85 3.64 16.77 0.05 - 1.07 6.30 0.78 - 0.26 68.83 - -

6th 유출재 1.12 3.27 9.31 44.29 0.12 0.17 3.18 16.58 1.49 0.12 0.54 19.71 0.04 -

19th유출재 0.76 2.63 7.63 34.01 0.10 0.28 1.85 8.91 1.10 0.12 0.33 42.18 0.02 0.02

노벽 0.44 2.91 2.14 14.63 0.07 0.18 1.07 0.18 1.07 0.122 0.28 72.75

3) 유출 슬래그

본 실험에서 배재구를 통해 노 외부로 배출된 슬래그

의 양은 극히 적었다. 철광석의 함철량이 매우 높아 슬래그

가 거의 생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송풍구 입구에서 보

이는 유동성 슬래그가 배재구로 거의 배출되지 않은 이유

를 밝히는 것이 이번 실험의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래그 배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량의 슬래그를 확보하였다. 그중 17번째 수습한 슬래그는 

조업시작 후 약 14시간이 경과한 8일 오전 00 : 33분에 배재

구를 통해 강제 유출하여 수습하였다. <그림 14>의 미세조

직과 SEM-EDS분석결과에서 확인되듯 B부분은 다수의 기

공이 존재하는 유리질상이다. A는 단조박편과 유사한 원형

의 입자형태로 슬래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다. 직경은 약 

1.5mm이며, 표면은 검은색이지만 내부는 은백색으로 금속

의 특징을 보였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ferrite와 pearlite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SEM-EDS성분분석으

로 A부분은 Fe 100%로 환원된 철 입자임을 재차 확인하였

다. 이러한 작은 구형의 환원철 입자는 17번째 슬래그뿐만 

아니라 다른 차수의 슬래그에서도 확인되어 조업 당시 슬

래그 내부에서 부분적인 환원조건이 조성되어 환원철이 작

은 입자로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슬래그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노 내에 충분한 환원환경이 조성되어 있었

음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슬래그의 성분분석을 통해 조업 후반에 수습된 

슬래그의 CaO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CaO

는 석회석, 패각, 뼈 등의 칼슘을 다량 함유한 염기성 물질

로서 광석에서 맥석성분이 슬래그로 형성되는 것과, 용선

과 슬래그의 완전한 분리를 통하여 순도 높은 철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조재제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로는 2%이

상의 CaO 성분이 확인되면 인위적으로 석회성분을 장입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는 앞서 언

급한바와 같이 조재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CaO 함량이 확인되었

다. 이에 대해 노벽 또는 철광석의 영향을 예상하였으나 성

광학현미경 분석위치
A B

원소 wt% 원소 wt%

Fe 100.0 O 45.83

Fe 25.80

Si 14.57

Ca 5.63

Al 3.72

Mg 1.88

K 1.65

Ti 0.57

Mn 0.35

그림 14.    17th 유출재 미세조직 및 EDS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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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내부 생성물의 WD-XRF 주성분분석 결과

시료

성분 (wt%)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K2O CaO TiO2 V2O5 MnO Fe2O3 ZrO2

1 - 3.81 0.96 23.05 0.14 - 0.22 8.37 1.09 - 0.29 62.00 0.02

2 0.44 2.91 2.14 14.63 0.07 0.18 1.07 4.24 1.12 0.12 0.28 72.754 -

분분석 결과 노벽의 바탕흙이나 철광석의 성분에서 CaO의 

함량은 1% 내외로 높지 않기 때문에 2%이상의 CaO 성분

이 확인되면 인위적으로 석회성분을 장입한 것으로 판단하

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4) 노내부 생성물

제련로 내부 생성물 중 노바닥으로부터 높이 70~ 

80cm사이에 위치한 시료 두 점을 수습하여 성분분석 한 

결과 <표 4>과 같이 철광석에 비해 Fe2O3의 함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CaO와 SiO2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시료는 제련 조업에서 가장 늦게 장입된 철광석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련로 내부의 초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분석결과가 도

출되지 않았지만 CaO 함량의 증가와 철광석이 환원되어 

철로 생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15>은 노내 하부에 형성된 노저괴爐底塊의 돌출

된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세조직 및 SEM-EDS분석 결

과이다. 전체적인 미세조직은 ferrite와 pearlite로 확인된다. 

우측의 밝은 ferrite조직 내부에 형성된 A부분은 성분 분석

결과 FeO이며 주변조직은 Fe이다.

고대의 연금술사를 꿈꾸며

철은 인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료였다. 철기 및 

철 소재의 교역은 국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

으며, 안정적인 제철 원료산지를 확보하고 제철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은 고대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였다. 이러하

듯 제철기술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에 대한 정보를 더욱 풍

부하게 밝혀줄 수 있는 요소이다. 

현재 고대 한반도의 제철문화에 대한 연구는 철제 유

물의 형식학적 특징과 편년, 제철로 관련 유구·유물에 대

한 검토, 철기와 철재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현대 제철기술

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계간

광학현미경 분석위치

A B

원소 wt% 원소 wt%

Fe 70.14 Fe 100.00

O 29.86

Total 100.00 Total 100.00

그림 15.    노내부 환원철의 미세조직 및 EDS성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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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복합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제철유적의 발굴현장에서는 원형 또는 제

대로 된 유구, 생산 공정과 관련된 원료 또는 생산물 등의 

확인은 어렵운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유적에서 유구, 

생산물, 생산도구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확인되는 철 

생산 폐기물(Slag)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철문화를 연구·복

원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보의 부재에 따라 진행된 이번 복

원실험에는 여러 목표가 있었다. 그중 한가지는 제철유적에

서 출토되는 slag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유적에서 출토

된 slag와 실험로에서 배출된 slag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선

행연구보다 세밀화된 자료의 분석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예상하던 바와 다르게 실험 중 slag의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 결과의 원인은 추

후 복원실험 결과 정리를 통해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이 글

에서 앞선 사견을 내놓아 본다.

현대 제철반응 이론을 참고하여 실험로의 장입물 중 

환원되기 쉬운 것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실험로 내부 온도에서 환원이 가능한 Si까지는 

생성물 중에 포함되고 MgO, Al2O3, CaO 등은 환원되지 않

고 Slag로 나오게 된다. 철광석 중에는 철 뿐만 아니라 맥

석脈石(광물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없는)이라 부르는 비금

속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실험 중에는 철광석 중의 맥성

분과 목탄의 회분灰分이 CaO와 결합하여 Slag가 되어 배

출된다. 이 Slag의 원활한 배출이 철과 비금속 불순물의 분

리 정도를 나타내며 생산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실험에서 예상과 다르게 Slag

의 배출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CaO와 비금속 

불순물의 미결합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며, 조재제로

서 작용하는 CaO가 첨가되지 않은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반응과정에 대한 내용은 차후 

실험 및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제련 조업시 Slag의 

배출이 원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와 같이 실험에서 나타나

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 또한 의미있는 연구과제가 되어 관

련 연구자들을 흥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실험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가졌던 고민 중 가

장 큰 명제는 ‘제철조업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경제활

동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것이 목적이며, ‘당

시 철 생산을 맡은 기술자 역시 경제성을 추구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고대 제철기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고학적으로 고증된 자료가 토대가 되어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철유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는 만큼 적절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효율적인 철 생산 공

정을 위하여 노를 축조하는 재료와 노동력, 소요시간도 당

시 환경을 고려하되 최대 효율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제철

로의 높이는 철광석이 연료와 결합하여 최상의 환원분위기

를 조성해 원활한 철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축조되어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송풍관의 개수와 크기, 송풍의 방향과 세기 

및 철광석과 사철의 조업 방식 등 다양한 조업환경을 상정

하여 지속적인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대 제철기술 복원에 있어 원료의 산지

를 밝혀내는 부분도 중요하다. 제철기술은 고대의 최첨단 

과학이자 기술이었기 때문에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가 어디

에서 제작되었으며, 나아가 한반도 외에도 일본, 중국 등 어

떠한 국제적 유통망을 가지고 교류를 했는지도 고대사 연

구에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지질학적

인 조사를 통해 산출지, 산출상태 등과 같은 특징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변별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과

학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명확한 산지를 밝힐 수 

있는 미량원소 성분분석 등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의 적극적 

모색과 도입이 새로운 연구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리라 기대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제철 복원실험은 실험에 적용한 

Fe2O3, Fe3O4, FeO, P2O5, MnO, Sio2, MgO, Al2O3,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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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항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복원연구가 진행

되고 있어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

철유적의 조사와 복원실험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학문과 교

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고대 제철기술의 재현이 그리 멀지

만은 않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고

대 제철기술의 복원만으로 그치지 않고 중세, 근세, 근대의 

제철기술 복원까지 완성하여 언젠가는 단절된 우리의 전통

제철기술을 계승하고 고대 연금술사가 되어 전통제철기술

로 생산된 철을 활용해 문화재의 원형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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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w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for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cient countries. The 

diffusion of ironware had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brought about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Needless to say, the rise and fall of the countries depended on the possession of stable iron production.  

Raw materials and fuels are the key factors for mass production of iron and a transportation route is essential 

to supply the goods. Jungwon area satisfies the three factors. There are many iron manufacture sites such as 

Jincheon Seokjang-ri·Gusan-ri, and Chunju Chilgeum-dong·Tangeumdae earthen ramparts in the Jungwon 

area. 

In order to study the ancient iron manufacture technique, reconstitu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using 

restored furnace which was made based on the Jincheon Seokjang-ri B-23 furnace. Some notable results were 

identified with the experiment as in the followings. Firstly, a roasting process has a connection with the decrease 

of hardness of the iron ore. Secondly, melting of the blast pipe as well as the formation of product within the 

furnace had a crucial effect on the cessation of the experiment. Thirdly, reduced iron in various locations within 

the furnace prove that there was enough reducing environment during the working. Not only melting point but 

also properties of iron can vary depending on the carbon contents. 

For the reason, formation of approximate environment in which iron can react to the chalcoa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iron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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