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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에서 출토된 9점의 제철 관련 유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제철유구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GB1과 GB6은 반환원괴로 확인되며, GB2, GB3, GB4, GB5는 정련 과정에서 생성된 단야재로 확인되었다. 노벽

시편인 GB7의 내측에서는 고온지시광물인 Mullite, Cristobalite가 확인되었고, FeO-Al2O3-SiO2(FAS) 삼원상태도에 대입한 

단야재의 정출온도는 1200~1300℃로 확인되었다. 덩이쇠인 GB8은 괴련강계 단조철기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철기제작을 위한 

중간소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GB8의 내부에서 관찰되는 비금속 개재물은 단야재의 조직과 성분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의 제철유적은 직접제철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의 정련을 기본으로 하는 소규모 제철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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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철을 생산하고 철기의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철

(製鐵)이라 한다.1 고대 제련(製鍊) 기술은 크게 저온환원

으로 생산한 괴련철을 이용하여 철기를 제작하는 직접제철

법과 고온환원으로 생산한 선철을 이용하여 철기를 제작

하는 간접제철법으로 분류한다.2 직접제철법은 인류 최초

로 사용한 제철법으로, 철광석 파쇄로 단면적을 높여 환원

시키면 불순물이 용융상태로 배출되어 괴련철 또는 해면철

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연철이 생산되었다.3, 4 간접제철법은 

고로(高爐)내의 철광석이 환원분위기 속에서 침탄되어 융

점이 낮아지면 용융되어 주철(鑄鐵)이 된다.5 이렇게 얻어진 

철은 다양한 제강법(製鋼法)으로 가공하고, 용도에 맞게 성

형(成形)하여 완성품이 된다.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재(鐵滓)는 불순

물을 금속으로부터 분리할 뿐만 아니라 용융된 금속의 대

기에 의한 산화나 열의 발산을 막으며 철의 환원을 보조하

는 역할을 한다.6 철재와 노벽 등 제철 부산물들은 유물로

서의 가치는 부족하지만 분석을 통해 제철의 원료, 환원재

료 및 환원온도, 철 생산 공정과 단계 등을 추정해볼 수 있

으므로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의 대상 유물이 출토된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는 층서 관계가 복잡하여 유구의 성격이 불명확한 부

분이 많았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이곳에서 출토된 철재, 덩

이쇠, 노벽 등 9점의 제철 관련 유물을 분석하여 유적 내 

제철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관북리 유적

관북리 유적은 1978년 당시 국립부여박물관(現 부여

군 문화재사업소) 정문 앞 광장에서 공사 중 백제시대 배수

로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나” 지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이전에는 대부분 나대지(裸垈地) 상태로 동쪽 일

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근세 이후

의 퇴적층을 제거하자 서쪽 끝 지역을 제외한 “나” 지구 거

의 전면에서 백제 사비기 유구들이 노출되었는데, 층서 관계

가 복잡하여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져 유구의 성격과 유구 

사이의 공존 여부, 기능적 관련성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8

금속공방과 관련해서는 “나” 지구 남동구역의 노 시

설 집중 분포지가 있는데, 시설의 대부분은 백제 사비기 제

1차 생활면 지반에서 노출되며 일부는 제2-①차 생활면에

도 잔존하고 있었다. 백제 왕실 부속으로 추정되는 이 금속

공방들은 사비기 초부터 제2-①차 생활면 시기까지는 조업

이 이루어졌으며, 제1차 생활면 시기에 조업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9

이곳의 노 시설들은 소형으로 지름 30~60㎝, 깊이 

10~15㎝, 벽체 3~5㎝ 두께의 소결된 구덩이 형태로 잔존

1 김권일, 2009, 「경주 황성동 유적 제철유구의 검토」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영남문화재연구원, p.97.

2 노태천, 2000, 『한국고대 야금기술사 연구』, 학연문화사, p.416.

3 최광진, 2003, 「鐵器 및 靑銅器 遺物 製作에 관한 考古金屬學的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4.

4 박장식, 2005, 「포천 반월산성 출토 철 슬래그 분석결과」 『포천 반월산성 동벽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27책, 단국대학교 매

장문화재연구소·포천시, p.136.

5 최광진, 2003, 앞의 논문, p.15.

6 노태천, 2000, 앞의 책, p.256. 

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발굴보고 Ⅲ』, p.90.

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p.90.

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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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구덩이 주변은 그을려 붉게 변색된 부분이 많다(사

진 1). 노의 하부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기능 

및 관련 행위가 세부적으로는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2). 이 일대에서 철, 청동, 금, 금동, 유리 등 다양한 소

재의 원료와 제품, 도가니, 철재 등이 출토되었다.10

Ⅱ.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유물은 부여 관북리 유적의 “나” 

지구 내에서 출토된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생산된 것으

로 추정되는 철재, 노벽, 덩이쇠 등 제철 관련 부산물로, 육

안 관찰로 8점의 시료를 선별하여 유물번호순으로 시료번

호를 부여한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 

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p.102.

표 1. 분석대상 시료 목록

번호 시료명
사진 (앞 - 뒤)

육안관찰

GB1 철재
 

 다공성 철재로 표면에서 모래, 목탄 등 이물질이 관찰됨

GB2 철재
 

 흑색의 유동형(流動形) 철재. 표면에 기공과 석립이 관찰됨

사진 1.   “나” 지구 남동구역 남동쪽 백제시대 노 시설 노출사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74).

사진 2.   <사진 1>의 세부사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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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료명
사진 (앞 - 뒤)

육안관찰

GB3 철재
 

 흑색의 유동형 철재로 기공이 관찰됨

GB4 철재
 

 광택이 있는 흑색의 유동형 철재로 기공이 관찰됨

GB5 철재
 

 흑색의 유동형 철재로 붉게 산화된 부분과 기공이 관찰됨

GB6 철재
 

 표면에서 기공이 관찰되며 흙이 고착되어 있음

GB7 노벽

 

 적색의 유리질 철재가 부착된 황색의 노벽편 

 외면에서 내면으로 갈수록 색상이 점차 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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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전처리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시료를 얻기 위해 그

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시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고 건조하였다. 

2. 미세조직 관찰

시료의 미세조직은 에폭시 수지로 시료를 마운팅

한 뒤 연마하여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DMLM, 

Leica, Germany)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미소부위 관찰에

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

IT300LV, JEOL, Japan)을 사용하였으며, 미소부위의 화학

조성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장착된 에너지 분산형 X-

선 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X-MAX 7, 

Oxford, Eng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는 금(Au)

으로 코팅하여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전도

도를 높였다. 

3. 화학조성 분석

철재의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말화한 시료

에 융제인 사붕산리튬(Lithium tetraborate, Li2B4 O7)

을 혼합하여 백금도가니에서 1050℃까지 승온시켜 시료

를 유리화하였다. 유리화된 시료는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Magix.Pro(PW2540 Sample 

changer), Philips)을 실시하였다. 

4. 화합물 분석

화합물을 알아보기 위해 시료를 분말화한 뒤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Spectroscopy, EMPYREAN, 

PANalytical, Netherland)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Cu target

을 이용하여 40㎸, 40㎃에서 5~80。까지 0.026。/sec 조건으

로 수행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미세조직 및 성분 분석결과

2점의 철재 GB1과 GB6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내부

에서 철광석이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조직이 확인되었

다. 이 환원반응은 고체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용해를 수반

하지 않으며, 상이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환원반응의 진

행정도가 부위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제철

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철재가 괴련철의 생산

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11 GB1의 성분 분석결과, 1번과 

11 박장식, 2009, 「부여 관북리 왕경지구 출토 금속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유적지의 성격 추정」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발굴보고 Ⅲ』,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p.545.

번호 시료명
사진 (앞 - 뒤)

육안관찰

GB8 덩이쇠

 

 용도미상의 원통형 철기 

 단면에서 관찰되는 부식형태로 보아 단접된 철기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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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완벽히 환원되지 않은 FeO 조직으로 비교적 C가 많

이 검출되었다. 2번은 C가 주성분으로 Fe, Si 및 P가 미량으

로 검출되었다(사진 3, 표 2).

<사진 4>는 GB6의 내부에서 관찰된 목탄의 미세

조직으로, 도관이 존재하며 단면에서 환공재가 관찰되

는 형태로 보아 참나무과 상수리계열의 활엽수로 추정된

다. 상수리나무는 참나무목 참나무과의 낙엽활엽수교목

으로 남한 전역에서 자라며 전통적으로 양질의 숯을 제작

할 때 사용되었다.12 속초 영랑호 퇴적층의 화분분석을 이

용한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식생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4500~1400 년 전 청동기~삼국시대의 한반도는 대체로 한

랭·습윤한 기후로 이 시기에 확인되는 목재의 수종에는 참

나무류가 가장 많으며, 활엽수종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소

나무 등 침엽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13 이는 문경 

고모산성 출토 신라시대 지하식 목구조물,14 부여 궁남지 

유적 출토 목재유물,15 풍납토성 내 화재주거지에서 출토된 

탄화유기물16 등 다른 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목재분석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사진 3>의 EDS 분석결과

분석
위치

성분 (wt%)
Total

C O Si P Fe

1 25.81 43.61 0.24 0.24 30.11 100

2 77.42 18.10 0.17 0.08 4.23 100

3 28.25 34.90 0.13 - 36.72 100

4점의 철재 GB2, GB3, GB4, GB5의 미세조직에서 기

공이 관찰되며, 조직은 유리질 바탕에 Fayalite와 Wüstite가 

관찰된다(사진 5). 부위별로 Wüstite 조직의 크기 차이가 명

확한데, 유동형의 철재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징은 부

위별로 유출된 시간차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진 6>은 GB5의 내부 미세조직 사진으로, 중앙에

서 관찰되는 환원된 Fe조직은 제련 시 철재와의 분리가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7>은 GB2의 내부를 촬영한 SEM image로, 중

간에 거대한 Wüstite 조직이 생성되어 구획되었으며, 그 양

쪽 가장자리에서는 입상의 Wüstite가 관찰된다. Wüstite 주

12 김익주·엄나리·오난영·정홍석·선소정, 2010, 「나주 복암리 유적 출토 목간의 수종분석」 『나주 복암리유적Ⅰ 1∼3차 발굴조사보고서-분석』, 국립나주문

화재연구소, p.21.

13 이도원, 2004, 『한국의 전통 생태학』, 사이언스북스.

14 엄영근·허광주, 2007, 「문경 고모산성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지하식 목구조물의 목재식별」 『목재공학 35(6)』, 한국목재공학회.

1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 2001, 「부여 궁남지 유적 출토 목재유물 수종분석 3」 『宮南池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6 송지애, 2011, 「백제 풍납토성 화재주거지 탄화유기물 식별」 『한국전통문화연구 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진 3.   GB1의 SEM image.

사진 4.   GB6의 내부에서 관찰된 목탄의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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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크게 자라지 못한 Fayalite 조직이 확인된다. EDS 

분석결과, 1, 2번은 Wüstite, 3번은 Fayalite, 4번은 바탕의 

유리질로 확인된다. 3번의 Fayalite 조직과 4번의 유리질에

서 Si 외에도 Ca, Al, 및 K가 높게 검출된다(표 3).

<사진 8>은 GB2의 내부를 촬영한 다른 SEM image

로, 유리질 바탕에 장주상의 Fayalite가 있으며, 그 위로 

다각형의 Magnetite 조직이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DS 분석결과, 1번은 Magnetite, 2번과 4번은 바탕의 유

리질, 3번은 Fayalite이다. 4번의 유리질 바탕에서 Ca, 

Na, K가 높게 검출되었으며, 미량원소로 Ba가 확인되었

다(표 4).

원통형의 덩이쇠 GB8의 미세조직 관찰결과 아공석강

(C 0.8%이하)으로 추정된다(사진 9). 표면에는 과열조직인 

Widmanstätten 조직이 관찰되고, 내부에는 길게 연신된 비

금속 개재물과 함께 Ferrite와 Pearlite가 연속적으로 나타

나는데, 이를 통해 이 덩이쇠는 단접 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금속 개재물은 정련시 배출되지 못한 철재의 일부

로, 유리질 바탕에 Wüstite와 Fayalit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10). 성분 분석결과, 1번은 Wüstite로 Si와 Br이 

미량으로 검출된다. 2번은 Fayalite로 추정되는데, Fe와 Si, 

Ca, Mg가 검출되었다. 3번은 환원된 Fe부분이며, 4번은 유

리질 바탕부분으로 Si외에도 Ca, Al, K, P, Na, Ba, Mg등을 

미량 포함하고 있다(표 5).

<사진 11>은 노벽의 미세조직을 촬영한 사진으로, 미

세조직 관찰결과 전체적으로 기공이 존재하며 석영, 장석과 

같은 거정질의 입자가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노벽의 내면으

표 3. <사진 7>의 EDS 분석결과

분석
위치

성분 (wt%)
Total

Na2O MgO Al2O3 SiO2 P2O5 K2O CaO FeO

1 - - - 0.46 - - - 99.54 100

2 - - - 0.98 - - - 99.02 100

3 0.69 0.66 5.72 36.15 0.44 4.04 10.33 41.96 100

4 1.32 0.12 10.56 42.38 0.79 7.78 12.63 24.42 100

사진 5.   GB3의 미세조직 사진. 사진 7. GB2의 SEM image 1.사진 6.   GB5의 미세조직 사진. 사진 8.   GB2의 SEM image 2.

표 4. <사진 8>의 EDS 분석결과

분석
위치

성분 (wt%)
Total

Na2O MgO Al2O3 SiO2 P2O5 K2O CaO FeO BaO TiO2

1 - - 5.39 0.58 - - - 93.53 - 0.50 100

2 1.83 0.25 6.43 44.42 0.67 5.92 0.67 28.59 - - 100

3 - 1.76 0.52 28.38 - - 3.01 66.34 - - 100

4 3.01 - 2.56 48.13 1.38 4.62 13.31 26.33 0.66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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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노벽 성분이 전체적으로 용융되어 유리질화되는 

것이 확인되며, 일부 원소들은 산화하여 가스형태로 방출되

면서 기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벽의 외면은 내면의 

미세조직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용융되지 

않은 광물 입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2>는 노벽 내면에 부착된 유리질 철재(사진 

11A)에 대하여 EDS Mapping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용융

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 Al, Mg, K가 주성분으로 관찰되며, Ca는 표면에 

집중 분포하고, Fe와 Na, Ti가 미량으로 확인된다.

사진 10.   <사진 9>에서 관찰되는 비금속 개제물의 

SEM image.

표 5. <사진 10>의 EDS 분석결과

분석
위치

성분 (wt%)
Total

C O Na Mg Al Si P S K Ca Fe Br Ba

1 18.56 28.59 - - - 0.13 - - - - 52.22 0.49 - 100

2 18.43 31.90 - 0.85 - 5.91 - - - 3.36 39.55 - - 100

3 24.07 - - - - 0.12 - - - - 75.81 - - 100

4 14.98 57.74 0.35 0.08 3.50 7.42 0.86 0.21 1.43 5.26 7.81 - 0.37 100

사진 9.   GB8의 미세조직(A: 표면, B: 내부).

A B

BA

C D

사진 11. GB7의 미세조직 사진(A, B, C, D 순으로 내면→외면). 사진 12. GB7 노벽에 부착된 유리질 철재의 Mapping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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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조성 분석결과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6점의 철재에 대

한 전철량(Total Fe)은 최고 66.36%, 최저 54.04%, 평

균 59.44%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대의 철재에서 나

타나는 30~50%의 전철량 범위보다 높았다. 조재량

(SiO2+Al2O3+CaO+MgO)은 최고 20.1%, 최저 4.47%, 평균 

13.28%로, 알려진 고대의 조재량 범위인 17~40%보다 낮

았다. 염기도의 경우 6점의 철재 모두 0.5 미만으로 나타나 

산성 조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6, 그림 1).

노벽(GB7)의 주성분은 SiO2와 Al2O3이며, CaO와 

P2O5는 철재에서 검출되는 것보다 적은 양이 검출되었다. 

내화물인 Al2O3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점토와 모래 

함량을 조절하여 내화도를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6).

제철시 사철을 이용했을 경우 철재에 Ti, V, Zr 성분이 

포함되는데, 분석된 6점의 철재 모두 TiO2가 검출되었지만 

0.2% 미만으로 나타나 사철을 사용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

운 양이다(표 6).17

철재의 조성을 FeO-Al2O3-SiO2(FAS)삼원상태도에 대

입한 결과 1200~1300℃정도로 나타났다(그림 2).

표 6. 철재 및 노벽의 주요성분

시료
번호

구분
주요성분(wt%)

염기도
Al2O3 SiO2 CaO P2O5 K2O MgO MnO Na2O TiO2 Fe2O3 T·Fe 조재량

GB1 철재 0.94 5.67 1.74 0.51 0.640 0.49 0.08 0.13 0.06 89.74 62.7 8.8 0.34

GB2 철재 2.51 13.57 3.54 0.62 1.52 0.48 0.06 0.31 0.11 77.28 54.0 20.1 0.25

GB3 철재 2.01 11.88 1.36 0.70 0.90 0.06 0.06 0.41 0.03 82.59 57.7 15.3 0.10

GB4 철재 0.49 3.66 0.33 0.36 0.13 - 0.02 0.12 0.02 94.89 66.3 4.4 0.08

GB5 철재 3.05 13.70 2.68 0.90 0.81 0.42 0.04 0.28 0.22 77.90 54.4 19.8 0.19

GB6 철재 1.48 9.40 0.28 0.33 0.53 - 0.01 0.33 0.04 87.60 61.2 11.1 0.03

GB7
노벽

(외측)
16.33 72.87 0.24 0.12 3.85 0.58 0.03 1.01 0.55 4.44 3.1 - -

GB6

GB5

GB4

GB3

GB2

GB1

0 10 20 30 40 50 60 70wt%

조재량

조재량 최저범위 (17%)

8.84

20.1

15.3

4.47

19.84

11.16

62.76

54.04

57.75

66.36

54.47

61.26

조재량 최고범위 (50%)

전철량

그림 1. 철재의 조재량과 전철량 비교.

그림 2. FeO-Al2O3-SiO2(FAS) 상태도와 철재의 정출온도.

17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사철제련시 TiO2가 반드시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인철, 2016, 「라만 마이크로분광법을 이용한 TiO2함량에 따른 사철 제련재의 미세결정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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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합물 분석결과

2점의 철재 GB1과 GB6에서 Wüstite와 Magnetite가 

검출되었으며, 그 중 GB6에서는 Goethite와 Quartz가 추

가로 검출되었다. Goethite(FeOOH)는 부식으로 생성된 것

으로 보이며, Magnetite는 자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4점

의 철재 GB2, GB3, GB4, GB5에서는 Wüstite와 Fayalite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GB4를 제외한 3점에서는 Magnetite

가 추가로 검출되었다(표 7, 그림 3). 철재에서 가장 많이 확

인되는 Wüstite는 철의 산화·환원시에 생성되는 인공적인 

산화철로, 1370℃ 부근에서 용융되며, Si, Ca, Al 등이 융제

(Flux)로 작용할 경우 녹는점은 더욱 낮아진다.18

노벽(GB7)의 내측, 중간, 외측의 총 3부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노벽의 외측~중간까지 검출되던 

장석류의 peak가 내측에서는 사라지는데, 이는 장석류가 

1050~1100℃에서 용융되어 비정질화 되기 때문19으로 추

정된다(그림 4).

표 7. 부여 관북리 유적 출토 철재, 노벽의 화합물 분석결과

시료번호 구분 광물동정 결과

GB1 철재 Wüstite, Magnetite

GB2 철재 Magnetite, Wüstite, Fayalite

GB3 철재 Wüstite, Magnetite, Fayalite

GB4 철재 Wüstite, Fayalite

GB5 철재 Wüstite, Magnetite, Fayalite

GB6 철재 Magnetite, Goethite, Wüstite, Quartz

GB7(1) 노벽(외측)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GB7(2) 노벽(중간)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Mullite

GB7(3) 노벽(내측) Quartz, Mullite, Cristobalite

18 박장식, 2005, 앞의 논문, p.136.

19 이병훈·소명기, 2013, 「강원도 영서지역 출토 분청사기의 조성 및 미세구조 분석 -원주 법천사지를 중심으로-」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26(3)』, 한국분석과학회, p.220.

그림 3.   관북리 유적 출토 철재시료의 XRD 분석결과: (G) Goethite, (Mt) 

Magnetite, (F) Fayalite, (W) Wüstite,(Q) Quartz.

그림 4.   관북리 유적 출토 노벽시료의 XRD 분석결과: (A) Alkali feldspar, 

(P) Plagioclase, (Mu) Mullite, (Cr) Cristoballit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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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고대에는 제철과정에서 생산된 철괴와 부산물인 철재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Fe의 함량이 높다고 판단되면 철

괴로 수거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재로 분류되어 폐

기되었다.20 2점의 철재 GB1, GB6은 분석을 통해 직접제철

법으로 괴련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제품으로 추정

된다. 높은 전철량 또한 철재의 특징에는 부합하지 않으므

로 2점의 철재는 괴련철로 환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반환원괴(半還元塊)로 추정된다. 반환원괴는 FeOx의 화

학식을 가지며, 제철시 노 내 분위기가 일정하지 않아 위치

에 따라 환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남게 된다.21

4점의 철재 GB2, GB3, GB4, GB5는 형태상 유출재

로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전철량이 높은 편이며 주요상으

로 Wüstite가 확인되어 유출재가 아닌 단야재로 확인되었

다. 유출재는 원료와 함께 완전 용융이 일어나는 제련, 용

해, 초강정련 공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철재와 같

이 FeO-SiO2계 복합산화물로 존재하며 철성분이 적고 대

량으로 발생한다.22, 23 단야재는 Wüstite의 함량이 높으며 

직접제철법으로 생산된 철-철재 혼합물을 두드리는 과정에

서 배출된 철재는 박편의 형태뿐만 아니라 유동형을 가질 

수 있다.24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분석된 철재들은 정련

과정에서 생긴 단야재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점

의 철재와 GB8 덩이쇠 내에 개재된 비금속 개재물과도 성

분이 유사해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경주 문산

리 유적25 등 단야유적에서 Fe를 다량 함유한 유출재와 유

사한 형태의 소형 철재가 단야재로 확인되기도 했다.26

철재와 함께 출토된 덩이쇠 GB8은 단접가공된 아공

석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덩이쇠는 괴련강계 단조철

기로 추정된다. 괴련강계 단조철기는 원료인 괴련철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조직과 탄소량이 균일하지 못하고, 비

금속개재물은 크고 많으며, 비금속 개재물 성분에 Si가 많

고, 입계에 걸쳐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27 

노벽의 화합물 분석을 통해 검출된 Mullite와 

Cristobalite를 통해 노 내 소성온도를 간접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Mullite는 1200℃이상의 열을 받을 때 생성되

는 광물로, 특히 Alkali feldspar는 1250℃에서 용융되어 침

상 형태의 2차 Mullite를 생성한다.28 Cristobalite는 결정성 

Silica의 동질 다상 광물의 하나로, Silica는 세 가지 동질다

상의 열적 변태이론에 따라 870℃에서 Tridymite로 상전

이 하며, 1470~1728℃부근에서는 Cristobalite로 상전이 한

다.29 그러나 CaO, K2O, Na2O, MgO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

해 Cristobalite의 생성온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소지 

내 함유된 Silica의 Cristobalite 생성에 첨가제가 미치는 효

2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주요유적 종합 보고서Ⅳ 한반도의 제철유적』, p.770.

21 신경환·최영민, 2012, 「한국 고대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주요유적 종합 보고서Ⅳ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pp.621~622.

22 신경환·최영민, 2012, 앞의 논문, p.623.

23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앞의 책, p.764.

24 박장식, 2005, 앞의 논문, pp.136~137.

25 신경환·이남규·장경숙·남수진, 2009, 「경주 문산리 유적Ⅰ 단야공방지 출토 철기 및 제철관련유물의 분석 고찰」 『경주 문산동 유적Ⅰ-사진-』, 신라문화

유산연구원·경상북도개발공사.

26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앞의 책, p.754.

27 신경환·최영민, 2012, 앞의 논문, p.628.

28 고경신, 1992, 「한국 전통 도자기 문화의 과학기술적 연구」 『한국과학사회지 14권 1호』, 한국과학사학회, pp.32~36.

29 금속용어사전편찬위원회, 1998, 『금속용어사전』,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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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주변의 장석류들이 융제로 

작용하여 1175℃에서도 Cristobalite가 생성되었다.30 따라

서 노벽시료 GB7의 XRD분석에서 고온지시광물이 동정되

었다 하더라도 노의 제련온도는 1470℃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장석의 용융온도 및 Mullite, Cristobalite의 

생성온도, 철재의 정출온도 등을 조합해 볼 때 제련온도는 

1200~1300℃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GB6의 내부에서 관찰된 목탄조직은 참나무과 상수

리계열의 활엽수로 추정된다. 남한은 대부분 지역의 식생이 

온대림으로, 수종 정보만으로는 목재의 산지와 운송과 관련

된 해석이 어렵다. 참나무는 당시 부여지방에서 손쉽게 구

할 수 있었던 목재였던 만큼 제철에 필요한 목탄의 조달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부여지역에서 탄요가 발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전 또는 충남지역의 탄요에서 생산

된 목탄을 수로로 운송하여 공급받았을 가능성31이 있다.

Ⅵ. 결론

이상으로 부여 관북리 유적의 “나” 지구에서 출토된 

철재와 덩이쇠, 노벽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출토된 9점의 철재는 분석결

과 반환원괴와 단야재로 추정된다. GB1, GB6은 높은 전철

량을 가지고 미세조직에서 철광석으로부터 환원과정을 보

여주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GB2, GB3, GB4, GB5는 유적에

서 발견되는 노의 크기가 소형이라는 점, 유적에서 단조 철

기가 발견되었다는 점, 주로 대형으로 확인되는 유출재와는 

다른 소형의 철재라는 점, 전철량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

로 볼 때 유출재 보다는 단야재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2. 노벽의 내면으로 갈수록 고온 지시광물인 Mullite

와 Cristobalite가 나타나는데, FAS삼원상태도에 대입한 

철재의 정출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노 내 제련 온도는 

1200~1300℃ 내외로 추정되며, 이는 주변의 장석류들이 

융제로 작용하여 비교적 저온에서도 Cristobalite가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

3. 덩이쇠는 단조철기로, 아공석강으로 확인되었다. 이 덩

이쇠는 철기제작을 위한 중간소재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따라서 부여 관북리 유적 “나” 지구의 제철유적은 

직접제철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의 정련을 기본으로 하는 소

규모 제철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0 정창주·김남일·오경영, 1992, 「자기소지에서 Quartz의 cristobalite화에 미치는 알칼리 금속산화물의 영향」 『한국세라믹학회지 29(12)』, 한국세라믹학회, 

pp.986~988.

31 이민우, 2014, 「한반도 중부지역 백탄요의 운용 방식 연구」 『고고학 13(3)』, 중부고고학회, pp.12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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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iron artifacts from the late 6th-century to early 7th-

century Baekje remains in Gwanbuk-ri, Buyeo, specifically of the nine iron artifacts including slags, furnace 

walls and ingot iron excavated in the District “Na”, were examined by observing their chemical compounds and 

microstructures. 

As a result, GB1 and GB6 were determined to be proto-reduction lumps whereas GB2, GB3, GB4 and 

GB5 were determined to be tempered slags, respectively. Also, he furnace wall GB7 were containing mullite 

and cristobalite, which are high temperature index minerals, The extrusion temperature was found out to be 

about 1200~1300°C, and it is most likely that the smelting temperature in the furnace was in that temperature 

range. GB8 ingot iron was determined to be a forged ironware. This ingot iron was an intermediary product for 

making ironware and its nonmetallic inclusions displayed similar microstructure and contents compared to the 

forged iron. 

Because of the existence of proto-reduction lumps and forged iron, the iron making facility located in 

District “Na” most likely had a small-scale iron making facility that handled iron bloom smelting and refin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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