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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하대고분에서 출토된 판상철부의 미세조직을 금속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작기술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의 판상철부 연구자료와 비교 및 검토하여 판상철부에 적용된   다양한 제작기술을 파악하였다. 울산 하대고분 44호 목

곽묘에서 나란히 배열된 상태로 출토된 판상철부 10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판상철부의 제작기술 체계를 ‘(1) 순

철-형태 가공, (2) 순철-형태 가공-침탄, (3) 순철-형태 가공-침탄-탈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판상철부는 

모두 단조에 의해 제작되었고, 순철을 소재로 두드려 형태를 만들었다. 특히 다수의 판상철부는 형태 가공 후 침탄 처리

를 통해 재질을 강화시켰는데, 이는 중간 소재 또는 화폐로 통용됨으로써 당시 제철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철강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태 가공이나 침탄 이후에는 담금질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순철을 소재로 제작한 

판상철부의 미세조직에는 불순 개재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비금속 개재물을 성분 분석한 결과, 유리상과 뷔스타이트

가 함께 혼재한 철재(鐵滓)의 특징을 보여주므로 제련 공정에서 저온환원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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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판상철부란 장방형 또는 제형(梯形)의 평면 형태를 

띠면서 철판의 한쪽에 날이 있는 철부이다. 이름 그대로 편

평한 판상의 철판으로 공부를 가지지 않는다. 한반도 남부

에서는 철기문화가 수용된 이후 고총(古塚)이 축조되는 삼

국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모성 철기인 철촉을 제외하

면, 한 유구에 부장되는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철기 유물이

다. 판상철부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면 기부 폭에서 인부 폭

을 나눈 값이 1.1 이하인 장방형, 기부에서 인부까지 직선

적으로 내려오는 제형, 기부에서 직선상으로 내려오다가 

인부에 이르러 급격하게 팔(八)자상으로 벌어지는 팔자형

으로 나눌 수 있다(신동조 2008: 24~25; 장기명 2014: 18). 

판상철부는 삼국시대 철 소재인 철정의 조형(祖型)으

로 추정된 이후 큰 주목을 받아왔다(신동조 2008: 23~24; 

박선미 2011: 5). 판상철부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출토되는 판상철부의 형태별 수량과 

특징 등 고고학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판상철부의 생산을 위해 적

용된 제작기술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이재성·전

익환 2014: 70). 따라서 판상철부 생산을 위한 제작 기술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세조직을 금속학적 분석법으

로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특히 철기의 미세조직

에 나타난 양상은 제작에 적용된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련, 제강, 열처리 등 가해진 공정을 파악할 수 

있다(유재은 외 2012: 24~59; 이재성·전익환 2014: 70~71). 

본 연구에서는 울산 하대고분군에서 출토된 판상철

부의 미세조직을 금속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작기술

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의 판상철부 연구자료

와 비교·검토하여 다양한 제작기술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판상철부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지만 인부 형태, 기

부 형태, 평면 형태, 전장, 무게 등을 그 속성으로 삼을 수 

있다(신동조 2008: 24). 이와 같이 다양한 세부 속성을 가

지고 있으며, 그 중 인부 형태의 경우 단타(鍛打)로 인해 

형성되는 부위인 만큼 다른 속성에 비해 변수가 많고, 마

모로 인해 변모할 가능성이 큰 부위이므로 그 기준에 자

의적인 경향이 있다. 중량이나 기부 형태 등 당시 제작 시

의 변수에 따른 미묘한 차이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일부

는 연구자에 따라 공부가 있는 판상의 철모도 판상철부로 

분류되기도 한다(류위남 2009: 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판상으로 분류된 철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대고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의 중

대·하대·저리마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유적으로 원

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형성된 고분군이다. 고분

군은 백두대간의 지맥인 낙동정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해발 150m 정도의 산줄기와, 그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회야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평야를 향해 뻗

는 구릉들에 위치하고 있다. 하대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 추진하였

다. 당시 삼한 후기의 목곽묘를 위주로 하는 95기의 유구

가 조사되었고, 철기를 비롯한 1,500여점의 유물이 출토

되어 삼한 후기의 문화상과 발전과정을 추찰(推察)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부산대학교 박물관 1997: 1). 이 

중 4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판상철부 10점을 대상으로 기

부, 신부, 인부에서 시편을 채취하였다(그림 1).  

2. 분석방법

유물이 가진 분석의 제한으로 인해 미세조직 분석

은 충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판상철

그림 1   울산 하대고분 44호 목곽묘 및 출토 판상철부 도면(부산대학교박물관 

1997: 67, 78), A: 울산 하대고분 44호 목곽묘 도면, B: 출토 판상철부 

10점 도면 ※ 원도면을 논문의 분석 순서에 맞게 재편집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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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표성을 띤 인부와 신부, 기부에서 시편을 채취하

여 분석하였다. 시편 채취에 앞서 X선 투과조사(Softex 

M-150, Japan)를 실시하여 판상철부의 부식층과 잔존 금

속 심을 확인하였다. 시편은 에폭시수지로 마운팅하고 

연마지의 조밀 순서(100~4000mesh)에 따라 연마 후 미

세 연마(3㎛, 1㎛)하였다. 미세 연마된 철제 시편은 조직 

관찰이 용이하도록 나이탈(HNO3+Ethyl Alcohol) 3% 용

액으로 에칭하고 금속현미경(DM 2500M, Leica)과 주사

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형 분광계(SEM: IT300LV, JEOL / 

EDS: X-Max, OXFORD)로 미세조직과 성분을 관찰하였

다. 미세경도시험기(FM-700, Future-Tech, Japan)로 경도

에 따른 물성 파악을 위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다. 측

정 하중은 300gf로 5초간 실시하고 특정 부위에 따라 하

중을 200gf, 100gf로 각각 측정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을 5

회 실시한 평균값으로 최종 경도값을 구했다. 

Ⅲ. 미세조직 분석 결과

울산 하대고분에서 출토된 판상철부 10점에 대한 분

석 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크게 세 가지의 제

작기술 체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작기술에 따른 미

세조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3점을 선별

하여 다음에 상술하였다. 

1. Ⅰ 형식 제작 유형 (순철-형태 가공)

1) 판상철부 (No. 1) 

울산 하대유적 4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판상철부 중 

1점으로, 육안으로는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

였으나 X선 투과조사 결과, 외곽 균열이 확인되며 인부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내부에 

기포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단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편은 인부와 신부에서 채취하였다(사진 1A). 

<사진 1B>는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전체를 보여

주는 미세조직 사진으로, 좌측은 표면을 향하고 우측은 

내부를 향한다. 전체 미세조직은 순철조직인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부로 갈수록 결정립은 조밀해진다. 

미세조직 내부에 길게 연신된 비금속 개재물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1C>는 탄소 함량이 낮으며 결정립이 큰 부

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경도값은 101Hv이다. <사진 1D>는 결정립이 조

밀한 부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페라이트가 형

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경도값은 124Hv이다. 

<사진 1E>는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전체를 보

여주는 미세조직 사진으로, 우측은 표면을 향하고 좌측 

하단은 내부를 향한다. 전체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미

세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1F>의 중앙 하단에

서 관찰되는 페라이트 조직의 비커스 경도는 측정 결과 

102Hv로 나타났다. 

No. 1 판상철부의 인부와 신부에서 관찰되는 낮은 탄

소 함량의 미세조직은 순철을 소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을 보여준다. 또한 미세조직 전체에 띠 모양의 비금속 개재

물이 길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제련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부와 신부에서 의도적인 열처리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재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침탄, 담금질 

등 열처리는 수행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   No.1 판상철부의 인부 및 신부 미세조직, A: No.1 판상철부의 형태 및 분

석 위치, B: No.1 인부 미세조직<사진 1A의 ①>, C: 인부 <사진 1B>

의 좌측 확대 사진, D: 인부 <사진 1B>의 우측 확대 사진, E: No.1 신부 

미세조직<사진 1A의 ②>, F: 신부 <사진 1E>의 일부분 확대 사진.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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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울산 하대고분 출토 판상철부 미세조직 분석 결과

연번 분석 부위 미세조직 소재 제작방법

제원

유물 사진길이
(cm)

무게
(g)

1

인부 페라이트

순철 단조(형태가공) 30.1 780

신부 페라이트

2

인부 페라이트

순철 단조(형태가공) 29.6 715

신부 페라이트

3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30.6 640

신부 비드만스퉤튼

4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9.6 790

신부 펄라이트, 페라이트

5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9.2 735

신부 페라이트

6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9.6 700신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두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7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8.9 630

신부 페라이트

8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8.3 590

신부 펄라이트, 페라이트

9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비드만스퉤튼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27.8 515

신부 펄라이트, 페라이트

10

인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순철

단조(형태가공)

→ 침탄

→ 탈탄

29.8 730

신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 페라이트: ferrite, 펄라이트: pearlite, 비드만스퉤튼: widmansta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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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형식 제작 유형(순철-형태 가공-침탄)

1) 판상철부 (No. 3) 

울산 하대유적 4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로, 

전체적으로 완형처럼 보이나 X선 투과조사 결과, 신부의 

측면에서 균열이 관찰되며 인부와 기부 양끝으로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판상철부와 마찬

가지로 기포는 보이지 않는다. 시편은 인부와 신부에서 

채취하였다(사진 2A). 

<사진 2B>는 인부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

으로, 우측 상단에는 펄라이트 조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

나 좌측 하단부에는 페라이트와 비드만스퉤튼 조직이 주

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 2B>의 하단부에 비

금속 개재물이 가로 방향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 2C>는 <사진 2B>의 우측 상단을 확

대한 사진으로, 표면에 가까운 상단에서 펄라이트의 구

성이 높아진다. 즉 표면에 가까울수록 탄소 함량이 높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부의 경도 측정 결과 페라이트

는 179Hv, 펄라이트는 310Hv를 나타냈다. 또한 <사진 

2D>는 시편의 하단부에 분포하는 비금속 개재물을 확대

한 전지현미경 사진으로, 어두운 바탕에 밝은 입자가 관

찰된다. 이를 EDS로 분석한 결과, 비금속 개재물 내의 둥

근 입자는 뷔스타이트(wüstite)로 확인되었으며, 비금속 

개재물의 바탕은 규소(Si), 칼슘(Ca), 알루미늄(Al), 칼륨

(K) 등으로 구성된 유리질 슬래그로 분석되었다. 

<사진 2E>는 신부의 가장자리에서 취한 시편으로, 

좌측이 판상철부의 표면이다. 내부에는 페라이트가 주류

를 이루고 있으나, 좌측의 표면으로 갈수록 점차 탄소 함

량이 증가되고 있다. <사진 2F>는 <사진 2E>의 중앙 

상단부를 확대한 사진으로, 펄라이트와 비드만스퉤튼이 

혼합되어 있지만 상부의 표면으로 갈수록 펄라이트 부분

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2G>는 <사진 2E>

의 하단부를 확대한 사진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페라이

트가 형성되어 있고 어두운 비금속 개재물이 산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미세조직의 변화는 순철에 가까운 소재에 

수행한 침탄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세조직으로 보아 No. 3 판상철부 제작에는 순철

에 가까운 낮은 탄소 함량의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이후 이를 단조하여 형태를 가공한 후 표면을 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침탄 처리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Ⅲ 형식 제작 유형 (순철-형태 가공-침탄-탈탄)

1) 판상철부 (No. 10) 

목곽묘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로 X선 투과조사 결과, 

인부·기부는 신부와 흑화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이것은 

서로 두께가 상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육

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인부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으

며, 기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조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진 2   No.3 판상철부의 인부 및 신부 미세조직, A: No.3 판상철부의 형태 및 분

석 위치, B: No.3 인부 미세조직<사진 2A의 ①>, C: 인부 <사진 2B>

의 우측상단 확대 사진, D: 인부 <사진 2B>의 좌측하단 확대 사진, D-1: 

<사진 2D>의 1지점 SEM-EDS 분석 결과, D-2: <사진 2D>의 2지점 

SEM-EDS 분석 결과, E: No.3 신부 미세조직<사진 2A의 ②>, F: 신부 

<사진 2E>의 상단 확대 사진, G: 신부 <사진 2E>의 하단 확대 사진.

A B

C D

E F

G

D-1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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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시편은 인부와 신부에서 채취하였다(사진 3A).

<사진 3C>는 판상철부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전체 사진으로, 상단부는 외부, 하단부는 내부 

방향이다. 내부는 펄라이트 조직이고, 상부와 하부는 페라

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인부의 표면 부위에

서 탈탄 현상이 일어난 흔적이다. 

<사진 3B>는 내부로 갈수록 페라이트 조직이 감소

하고 펄라이트가 증가한다. 이것은 탈탄 현상 이전에 침

탄이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결국 인부의 조직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침탄 처리를 한 다음, 표면 부위에 탈

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도는 상부와 하부의 페

라이트 조직에서 163~175Hv, 중앙의 펄라이트 조직에서 

283Hv로 측정되었다. 

<사진 3D>는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

진으로, 우측은 표면을 향하고 좌측은 내부를 향한다. 미세

조직은 전체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페라이트와 약간의 펄

라이트가 혼재되어 있다. <사진 3E>는 <사진 2D>의 일

부를 확대한 사진으로, 비금속 개재물이 일련의 방향성을  

갖고 연신되어 있다. 페라이트 조직의 경도값은 112Hv이다. 

No. 10 판상철부는 최초 순철(페라이트) 소재로 성형

된 다음, 인부에 부분적인 침탄이 있었고 다시 탈탄이 일어

난 결과로 판단된다. 인부에서 발생한 탈탄은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고른 것으로 미루어 단타 공정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침탄 처리는 대부분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의도된 탈

탄보다는 날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탈

탄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Ⅳ. 고찰

1. 선행 연구된 판상철부 제작기술과의 비교

판상철부는 대체로 원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고총

(古塚)이 축조되기 전까지 많은 양이 부장되어 출토되었지

만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였

다(장기명 2014: 18). 다만 삼국시대 철 소재인 철정의 조형

(祖型)으로 추정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판상철부의 변화상, 부장 양상, 용도와 조형, 분포상 등을 고

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분류되어왔다(김도헌 

2004: 59~88). 하지만 이는 판상철부의 외형적·환경적 요소

들을 바탕으로 판상철부의 변모 양상에 주안점을 둔 연구 

결과로, 제작기술의 분류 및 변천 양상에 주안점을 두는 금

속학적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판상철부 제작과 관련

된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대사회에 행해진 제작기술 체

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유적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를 금속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에 따른 제작기술 체계를 분류하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판상철부는 출토되는 유물 수량에 비해 금속학적 분

석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인데, 이는 부식으로 인해 분석 가

능한 시료의 채취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판상철부

를 분석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 「김해 양동리 고분군 출

토 철기유물의 현미경 조직 관찰(김동원 2000)」, 「가야 철기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가야 철기문화 복원에 관한 연

구(박장식 외  2001)」, 「4~6세기 신라권역 철기의 제작기술 

연구(정태화 2007)」, 「경산 임당 유적 출토 철기유물의 금속

학적 연구(전효수 2008)」가 있으며, 여기에는 금속학적으

사진 3   No.10 판상철부의 인부 및 신부 미세조직, A: No.10 판상철부의 형태 및 

분석 위치, B: 인부 <사진 3C>의 일부 확대 사진, C: No.10 인부 미세조

직<사진 3A의 ①>, D: No.10 신부 미세조직<사진 3A의 ②>, E: 신부 

<사진 3D>의 일부 확대 사진.

A B

C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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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한 총 5점의 판상철부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판상철부 1점의 미

세조직은 대부분의 기지조직이 펄라이트와 페라이트며, 

제작 시 괴련철을 단조한 후 공랭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김동원 2000). 이와 달리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판상철부의 신부, 기부를 분석한 결과, 순철을 소

재로 성형한 후 침탄을 하여 날 부위에 탄소 함량을 높였

다(박장식 외 2001). 

경산 임당 고분군 출토 판상철부 2점의 미세조직 분

석 결과에서 1점은 순철로만 성형하고 다른 특별한 처리

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내부에 비금속 개재물이 관찰된다. 

또 다른 1점은 순철 소재로 성형한 다음, 인부와 기부에 부

분적인 침탄이 있었고, 인부에서는 다시 탈탄이 일어난 흔

적을 볼 수 있다(전효수 2008). 이러한 현상은 포항 옥성리 

고분 출토 판상철부 1점의 미세조직 분석 결과에서도 나

타났다. 하지만 최종 단계의 재질 경화를 위한 담금질 흔

적은 관찰되지 않았다(정태화 2007). 이상으로 선행 연구

된 판상철부의 제작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분

석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판상철부는 인부, 기부와 같은 양

쪽 날 부위의 부식으로 인해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한 금

속 심이 충분치 않다. 또한 다른 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된 사례가 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분석 사

례를 시기별·출토유형별로 비교·검토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선행 연구에서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공급된 소재와 제

작기술 체계를 참고하여 울산 하대유적에서 출토된 판상철

부 10점의 제작기술 체계를 분류하였다. 이들 판상철부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분류한 제작기술 체계는 ‘① 순철-형

태 가공, ② 순철-형태 가공-침탄, ③ 순철-형태 가공-침탄-

탈탄’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은 기본

적으로 순철을 소재로 형태 가공 후 가해진 침탄의 적용 여

부에 따라 1차적인 유형 분류가 가능했으며, 2차로 침탄 후 

가해진 탈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제작기술 체계를 분류하

였다. 이처럼 제작기술 체계에 따라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은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분석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하대유적 출토 판상철부 10점은 모두 형태 가공

이나 침탄 후 담금질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보이

는데, 이는 선행된 모든 판상철부의 분석 사례와도 일치한

다. 즉 담금질과 같은 추가 열처리가 수행되는 창이나 칼

과는 달리 판상철부는 침탄 처리만 수행되었다. 탄소는 철

에 강도 증가를 유발하는데, 침탄에 의해 생성된 펄라이트

는 순철의 페라이트보다 월등히 높은 경도값을 가진다. 즉 

단조에 의한 형태 가공이 완료된 후 순철의 탄소 함량을 

높이기 위한 제강 과정에는 침탄법이 응용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유물은 그 외부 형상으로 보아 현 상태 그대로 어

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

은 희박하며,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고고학자들이 추

측하는 것과 같이 중간 소재 또는 화폐로 통용됨으로써 당

시 철강산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철강 제품인 것으로 보인

다(박장식 외 2001). 

2. 공급된 소재의 괴련철 가능성

비금속 개재물은 철광석 내의 광물질 또는 제련 과정

에서 사용된 연료 등의 불순물이 제련 및 정련 과정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물질이다(하수완 2009). 

표 2 선행 연구된 판상철부의 미세조직 및 제작기술 분석 결과

연번 유물명
분석 
부위

미세조직 소재 제작방법
출토 
유적

유적 
편년

1
판상

철부

신부
페라이트,

일부 펄라이트

순철

단조

(형태 가공)

→ 침탄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

3C 

후반

신부

(기부 

부근)

페라이트

기부
펄라이트 (표면),

페라이트 (내부)

2
판상

철부

인부
펄라이트,

페라이트

순철

단조

(형태 가공)

→ 침탄

→ 탈탄

경산 

임당 

고분군 1C 

초

신부 페라이트

기부
펄라이트,

페라이트

3
판상

철부

기부

페라이트 순철
단조

(형태 가공)

경산 

임당 

고분군
신부

4
판상

철부
신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순철

단조

(형태 가공)

→ 침탄

→ 탈탄

포항 

옥성리

고분군

2~4C

5
판상

철부
신부

페라이트,

펄라이트
순철

단조

(형태 가공)

김해 

양동리

고분

2C 

후반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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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개재물은 대부분 SiO2, Al2O3, FeO, TiO2, MnO, 

MgO, CaO, Na2O, K2O, P2O2 등의 산화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MnS, TiS, CaS 등의 황화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

다(김수기 2006). 이러한 산화물이나 황화물은 대부분 유

리질로, 비드형(bead type)의 뷔스타이트가 정출하여 있

으면 고체저온환원법으로 철광석을 제련하여 괴련철이

나 해면철을 생산할 때 생성된 것이다. 뷔스타이트는 고체

저온환원법의 지표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최주 외 1998: 

35~48). 고체저온환원법에 의해 제작된 철기는 철광석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얻는 해면철(괴련철)을 

소재로 사용하므로, 해면철(괴련철) 내부의 기공에 의해 

다량의 불순물이 남게 된다. 내부에 남은 불순물은 정련 

과정을 거치더라도 완벽히 제거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작 

과정을 거친 철기의 내부에는 비교적 큰 크기의 비금속 개

재물이 다량 잔존한다(최주 2000). 또한 비금속 개재물의 

모양이나 방향, 내부 균열 등은 열간 가공 여부 및 가공 방

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김수기 2006).

<표 3>은 울산 하대고분 출토 판상철부 10점의 미

세조직 내에 포함된 비금속 개재물을 SEM-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판상철부 10점의 미세조직을 보면 양의 차이

는 있으나 비금속 개재물이 쉽게 관찰된다. 이들 비금속 

개재물의 구성물은 철 산화물과 유리질 슬래그가 주를 이

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유리질 슬래그에는 철(Fe), 산소

(O), 규소(Si), 칼슘(Ca), 마그네슘(Mg), 알루미늄(Al), 칼

륨(K)이 검출되었다. 한편 판상철부 6점의 비금속 개재물

에는 수지상정 또는 원형의 철 산화물(FeO) 뷔스타이트

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제련 과정 중에 환원되지 못한 

철이 산화물 상태인 뷔스타이트로 혼입되어 잔존하는 것

이다. 판상철부 3점(No. 4, 5, 10)에는 티타늄(Ti)이 포함

되어 있으나 함유량이 적고 바나듐 산화물(V2O5)도 포함

되지 않으므로 사철의 가능성은 낮다. 적철광석이나 자철

광석도 티타늄을 6~7% 함유하기 때문에 비금속 개재물에

서 티타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사철이 제련되었다고 판

단하기는 어렵다(최주 외 1988: 40~47). 길게 연신된 형태

의 비금속 개재물은 판상철부를 단조하는 과정에서 길이 

방향으로 집중 단타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금

속 개재물은 제련 과정에서 슬래그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

은 특징을 보여주므로, 판상철부는 저온환원법에 의해 생

산된 괴련철을 기본 소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Ⅴ. 결론

울산 하대유적 44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판상철부 10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선행 연구된 자료를 비교 검

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판상철부의 제작기술 체계를 ‘① 순철-형태 가공, 

② 순철-형태 가공-침탄, ③ 순철-형태 가공-침탄-탈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탄 처리는 

대부분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것

에 비추어보면, 의도된 탈탄보다는 단타 공정 등으로 인

해 발생한 의도되지 않은 탈탄의 가능성이 크다. 

2) 판상철부는 모두 단조에 의해 제작되었고, 모두 

순철을 소재로 두드려 형태를 만들었다. 

3) 판상철부는 형태 가공만으로 제작을 완료하기도 

하였으나, 다수는 형태 가공 후 침탄 처리를 통해 재질을 

강화시켰다. 이는 날 부위에 탄소 함량을 높임으로써 특별

한 강도를 부여하는 중간 소재 또는 화폐로 통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형태 가공이나 침탄 처리 후 담금질이 수

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된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4) 순철을 소재로 사용한 판상철부의 미세조직에는 

불순 개재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제련 과정에서 슬

래그의 일부가 제거되지 않은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판상철부의 제작에는 저온환원법에 의해 생산된 괴련철

이 소재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본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조사연구(R&D)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해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감사드린다.



24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3

표 3 울산 하대고분 출토 판상철부의 비금속 개재물 분석 결과

연번
비금속개재물

SEM 사진

EDS 스펙트럼
개재물 구성 및 특징

wüstite or metal Glass matrix

1 -   wüstite, glass phase 

No.1 판상철부(x400) Fe, O Fe, O, Si, Ca, Mg, K, Al, S

2 -   wüstite, glass phase

No.2 판상철부(x400) Fe, O Fe, O, Si, Ca, Mg, K, Al, P, S

3 -   wüstite, glass phase

No.3 판상철부(x700) Fe, O Fe, O, Si, Ca, K, Al, P

4
- glass phase
-   wüstite  확인 안됨

-   바탕금속에서 Fe, C만 검출

No.4 판상철부(x700) Fe, C *바탕금속 분석 결과 Fe, O, Si, Ca Mg, Al, K, Ti

5
- glass phase
-   wüstite 확인 안됨

-   입계 부식층에서 Fe, Cl 등 검출

No.5 판상철부(x500) Fe, Cl, S *입계부식층 분석 결과 Fe, O, Si, Ca Mg, Al, Mn, K, Ti

6
- glass phase
-   wüstite 확인 안됨

-   바탕금속에서 Fe, C만 검출

No.6 판상철부(x450) Fe, C *바탕금속 분석 결과 Fe, O, Si, Ca Mg, Al, K

7 -   wüstite, glass phase

No.7 판상철부(x160) Fe, O Fe, O, Si, Ca Mg, Al, Mn, K, P, S

8 -   wüstite, glass phase

No.8 판상철부(x150) Fe, O, Si Fe, O, Si, Ca Mg, Al, Mn, K, P, S

9  -   wüstite, glass phase

No.9 판상철부(x2200) Fe, O Fe, O, Si, Ca Mg, Al, K, S

10
- glass phase
-   wüstite 확인 안됨

-   바탕금속에서 Fe, C만 검출

No.9 판상철부(x550) Fe, C *바탕금속 분석 결과 Fe, O, Si, Ca Mg, Al, K,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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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used for the flat iron axes excavated from Ulsan Hadae. Their 

microstructures were analyzed using metallurgical methods. In addition, a var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ies 

were examined and compared using existing research materials on flat iron axes. As a result of  analyzing ten flat iron 

axes, which were excavated in the order that they were laid out in a row in one of  the wooden coffin tombs at Ulsan 

Hadae, Tomb No. 44,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flat iron axe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system into three 

types: ‘pure iron – shape processing’, ‘pure iron – shape processing – carburizing’, and ‘pure iron – shape processing 

– carburizing – decarburizing.’ All of  the flat iron axes were produced by forging, and most of  them were made 

by beating the pure iron into their shapes. In particular, a number of  the flat iron axes were reinforced through a 

carburizing process after shaping the iron. This appears as  steel products forming the basis of  the steel industry at 

the time were commonly used as an intermediary material or currency. On the other hand, it was commonly found 

in all samples that the hardening was not performed after shaping or carburizing.  Since the microstructure of  the 

flat iron axes made of  pure iron contained a large number of  impure inclusions a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mponents of  the non-metal inclusions showed characteristics of  slag which contains a mixture of  glass phase and 

wustite, it is possible that low-temperature reduction was used in the refining process.

Abstract

A Study on Flat Iron Axe Manufactu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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