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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전통제철법인 정련 및 단접을 적용한 사철강괴(SI)의 미세조직을 파괴분석법인 

현미경분석과 비파괴분석법인 중성자 영상 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료는 전통제

철법으로 생산한 사철강괴이며, 파괴분석용의 SI-A와 비파괴분석용의 9 cm2의 SI-B를 제작하였

다. 파괴분석으로 금속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이 이용되었으며, 비파괴분석으로 일본 훗카이

도 대학의 소형 중성자원 이용시설을 통한 중성자 영상 분석을 이용하였다. 파괴분석결과 미세

한 ferrite 및 pearlite가, 시료의 가장자리에서 Widmanstätten ferrite와 조대한 ferrite가 관찰되었다. 

또한 비파괴분석법인 중성자 영상 분석 결과 체심입방격자 구조의 grain size가 3 μm 정도의 α-Fe

인 ferrite와 층상의 pearlite가 관찰되었다. 이렇듯 중성자 영상 분석을 이용하면 비파괴로 연구대

상의 재료과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문화재에 적용 시 최적의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심어  전통제철, 사철강괴, 중성자 영상 분석, 중성자, 펄스 중성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alytical results of sand iron bars reproduced 

by the traditional iron-making method through a destructive analysis and a non-destructive analysis. 

For these studies, we produced two types of samples. One was sample(SI-A), a part of the sand iron 

bar for destructive analysis. The other was SI-B(9 cm2) for non-destructive analysis. A metallurg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were used for the destructive analysis, and neutron 

imaging analysis with the Hokkaido University Neutron Source (HUNS) at Hokkaido University, Japan, 

was used for the non-destructive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by destructiv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ferrite and pearlite of fine crystallite size, and some of these showed Widmanstätten ferrite 

microstructure grown within the pearlite and coarse ferrite at the edge of the specimen. The results 

from the neutron imaging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lso ferrite and pearlite with 3 μm α-Fe of 

BCC structure. Based on these results, neutron imaging analysis is capable of identifying material 

characteristics without destroying the object and obtaining optimal research results when applying it 

to objects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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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대 한반도 국가인 신라(新羅), 가야(伽耶), 백제(百

濟)의 주요한 제철법은 직접제련법(直接製鍊法)으로 이

를 통해 다양한 철물을 제작하였다. 직접제련법은 철광석 

혹은 사철을 제련로에서 제련하여 괴련철을 생산하는 방

식으로, 직접제련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은 다량의 불순물

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져 철물로 사용이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괴련철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련과 단조 공정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내부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공극이 줄어든 

강괴가 생산된다. 이처럼 직접제련법은 제련을 통해 괴련

철을 생산하고, 다시 정련 및 단접공정을 통해 최종적인 

강괴를 생산하는 고대 제련법의 한 종류이다. 

직접제련법의 고대 제철법으로 생산된 강괴는 단조 공

정으로 인해 다른 제련법에 비해 상당히 미세한 금속조직

을 보인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 가공의 편리성과 접합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괴를 가열하게 되고, 단접공

정에서 침탄이 진행된다. 이후 가열된 강괴는 공기 중에

서 서서히 냉각되면서 금속조직은 일반적으로 페라이트

(ferrite)와 시멘타이트(cementite)가 층상을 이루는 펄라이

트(pearlite)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금속조직은 일반적으로 금속현미경과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제련법으로 제작된 강괴는 상당히 

미세한 펄라이트(pearlite)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속현미경과 SEM을 이용한 분석 방

법은 2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점은 분석을 

위해 시료의 절단, 연마와 같은 전처리가 필수적이다. 일

반적으로 작은 시료와 매끄러운 유리면만 분석이 가능하

기 때문에 시료의 원형보존이 힘들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문화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할 것이 많다. 

두 번째 단점은 시료 모든 영역의 분석이 쉽지 않다. 금속

현미경과 SEM 분석법은 시료를 1,000배(금속현미경) 혹

은 수십만 배(SEM)까지 확대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한 번

에 관찰 가능한 영역은 1 mm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

속현미경과 SEM으로 관찰한 일부분으로 시료의 모든 영

역을 유추해야 한다. 이럴 경우, 모든 영역의 특성이 왜곡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적으로 시료의 모든 영

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중성자 영상 분석을 활용하였

다. 직접제련법으로 사철강괴를 제작하고, 제작된 사철강

괴 일부 특성이 아닌 모든 영역에 대한 금속학적 특성을 

중성자 영상 분석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

인 금속특성 분석에 활용하는 금속현미경 혹은 SEM 기법

으로 분석한 결과와 중성자 영상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중성자 영상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비파

괴 중성자 영상 분석을 문화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중성자 영상 분석 기법 활용 사례

중성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 사례는 2003년에 

과학기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중성자 레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유물 분

석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문화재에 적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는 매장 금속문화재의 성분 분석 

및 내부구조 영상화를 위한 비파괴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

로써,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 중성자 영상 분석을 활용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충남 천안시의 용원리 고분

군의 석곽묘 및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제 환두대도, 창 및 

철모 및 철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4). 해당 연구에서는 중성자 방사화 분

석으로 매장 금속문화재의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당

시 국내 기술의 미비로 인하여 중성자 영상 분석으로는 

단순히 유물 내부만 관찰하였다. 

중성자 영상 분석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

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지역에 따른 일본도의 제작 기법 분석을 위해 중성자 영

상 분석을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 훗카이도(Hokkaido) 

대학의 Nagashima 교수는 훗카이도 대학의 소형 중성자

원 이용시설인 HUNS (Hokkaido University Neutron Source)와 

중성자 영상 분석법을 이용하여 2점의 일본도를 분석하

였다(Nagashima et al., 2014). 해당 논문에서는 중성자 영

상, 특히 같은 물질이라도 파장에 따라 다른 중성자 투과 

특성(Bregg-edge)을 활용하여 시료별, 시료의 위치에 따른 

결정성 이방성(crystallographic anisotropy)과 결정의 크기

(crystallite size)를 관찰하였다. 중성자 영상 분석결과, 각 

분석된 시료마다 결정의 크기가 다르며, 비록 같은 시료

라도 위치에 따라(칼의 칼날부분과 칼등부분) 결정크기

도 다르다는 것을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

로 제작 기법이 다른 2점의 일본도에 대한 결정학적 특성

을 확인하고, 제작 기법에 따라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원자로에 비해 중성자 속도가 

낮은 가속기 기반 소형 중성자 이용 시설도 문화재 분석

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Nagashima et al., 

2014).

이외에도 중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존재하

며, 특히 문화재에 적용한 사례가 많다. 이처럼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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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성자를 이용해 문화재 분석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

며, 또한 비파괴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전통제철법(직접제련법) 재현실험

중성자 영상 분석에 사용된 사철강괴는 2018년에 진행

된 고대 전통제철법의 재현실험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사

철강괴의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Cho, 2015; Cho et al., 

2018b; Oh et al., 2018).

제련로를 제작하여 괴련철을 생산하였다. 제련로는 고

대 제철유적 및 고문헌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한반도에

서 발견된 제련로의 대부분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제련로에서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이 확인되었다. 특

히 원형로의 경우 직경 115 cm에서 150 cm 정도의 크기이

며 일부는 배재구가 공반된 구조였다. 이를 토대로 3단의 

원형 제련로를 설계하였으며, 사용된 재료는 황토(黃土), 

백토(白土), 석회석(石灰石)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련로의 

하단에는 슬래그를 배출하기 위한 직경 7 cm의 구멍을 

만들었다(Cho et al., 2018a).

제련을 위해 소나무 목탄과 경주 사철을 이용하였다. 

목탄 20 kg를 제련로에 넣고 연소시켜 제련로를 완전 건

조시켰다. 사철 1 kg와 목탄 2.5 kg을 제련로에 투입하고, 

하단의 배출구를 통해 슬래그를 주기적으로 배출하였다. 

이 때 사철과 목탄은 10분 간격으로 반복하여 총 170 kg

의 사철을 장입하였다. 제련을 위한 조재제는 첨가하지 

않았고, 하단의 송풍구를 통해 기계송풍을 실시하였다. 

제련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Figure 1a처럼 22 kg의 

괴련철을 생산하였다. 제련공정은 총 17시간 동안 진행되

었으며, 제련을 위한 노의 작업온도는 1,200℃로 확인되

었다(Cho et al, 2018b).

생산된 괴련철에 정련공정 및 단접공정을 진행하였다. 

단야로에 소나무 목탄을 투입하고, 1,200℃로 상승시켰

다. 이 후 Figure 1b처럼 괴련철을 단야로에 넣고 가열시

켜 정련공정 및 단접공정을 실시하였다. 가열된 괴련철 

내부에서 불순물이 석출되면 모루 위에서 단조를 하여 직

사각형 강괴로 만들었다. 이때 사철강괴를 쉽게 접기 위

해 Figure 1c와 같이 중앙을 도끼로 먼저 접기 용이하도록 

홈을 낸 후 Figure 1d와 같이 강괴를 접어 단조를 하였다. 

단조된 사철강괴는 침탄을 위해 숯가루와 볏짚을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Figure 1e와 같이 표면에 고루 묻혀주었

다. 또한 재가열시 탈탄을 방지하기 위해 숯가루를 묻힌 

사철강괴에 황토물(황토 1.6 kg 와 물 10.52 kg)을 Figure 

1f와 같이 표면에 도포하였다. 숯가루와 황토물을 바른 

강괴는 Figure 1g와 같이 다시 단야로에 넣어 가열하고, 

3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사철강괴를 꺼내어 단접을 시행

하였다. 숯가루와 황토물을 바르는 과정 및 재가열, 단접

공정은 10회 이상 반복하여 정련공정 및 단접공정을 진행

하였다. 정련공정 및 단접공정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Figure 1h에 보이는 사철강괴가 생산된다(Cho, 2015; Oh 

et al, 2018)(Figure 1).

4. 연구용 원자로(HANARO) 및 가속기 기반 

소형 중성자 이용시설(HUNS)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국내에서 중성자 영상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중성자 이용시설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핵 

분열시 발생하는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 

Figure 1. Refining and forge welding process. (a) The bloom after smelting, (b) Heating smithery hearth till 1,200℃,

(c) Folding the bar in half, (d) Forge welding the bar, (e) Applying charcoal powder over the bar, (f) Coating the

bar with loess, (g) Reheating forge welded bar, (h) Finished bar at every stage of the refining and forge welding(Oh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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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냉중성자로 감속시켜 사용하는 중성자 이용시설로

서 1014 n/cm2⋅sec의 높은 중성자속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로의 중성자 투과비파괴검사장치(Neutron 

radiography facility, NRF)를 이용하여 제작된 사철강괴의 

미세조직을 분석하려고 하였으나 장기간 계획 정지로 인

해 HUNS에서 중성자 영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HUNS의 

중성자 영상 장치 세부명칭은 Figure 2a와 같으며 전자가

속기를 이용하여 펄스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Figure 

2b와 같다(Figure 2). HUNS는 1.5 kW 전자가속기에 의해 

29.7 MeV로 가속된 전자가 Pb target에 부딪히면서 초당 

2 × 1012개의 중성자가 생성된다. 중성자 영상 분석용 열중

성자는 Pb target에서 발생된 고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를 폴

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감속시켜 사용한다(Figure 2).

HUNS에서는 발생된 펄스 중성자를 중성자 영상 분석

을 위해 Gas electron multiplier (GEM) 중성자 영상 검출기

를 사용하였다. GEM 중성자 영상 검출기는 128(가로) × 

128(세로)개의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픽셀의 크기

는 800 μm 이다. 검출 가능한 영역은 10.24 cm × 10.24 cm 

이다. GEM 중성자 영상 검출기는 각 픽셀별로 중성자가 

들어오는 개수와 도착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각 픽셀별

로 중성자가 검출기에 들어오는 도착 시간을 측정하여 중

성자의 속도 또는 파장별로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을 측정

할 수 있다.

5. 연구대상 및 방법

5.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Figure 1의 전통 제철법으로 생산된 사철

강괴이며, 3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생산된 사철강괴의 길

이는 Figure 3a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0 cm이다(Figure 3). 중

성자 영상 분석을 위해 Water-jet을 이용하여 사철강괴를 

Figure 3b처럼 9 cm2의 정사각형 모양(3 cm × 3 cm)으로 

절단하여 1개의 시료(SI-B)를 제작하였다. 정사각형 모양

으로 절단한 이유는 중성자 영상 분석에 사용된 원자로가 

가속기 기반 소형 중성자 이용시설이기 때문이다(Table 1, 

Figures 1 and 3).

마지막으로 중성자 영상 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 사철강괴에서 금속현미경과 SEM 분석용 시료 1개

(SI-A)를 제작하였다(Table 1).

Figure 3. Images of Sand iron. (a) Sand iron bar reproduced by traditional-making method, (b) Sand iron cut by water-jet for 

neutron imaging analysis.

Figure 2. Images of Hokkaido University Neutron Source (HUNS). (a) The photo of the HUNS, (b) The principal of

generating pulse neutrons(Sat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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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방법

5.2.1. 미세조직 관찰

전통 제철법으로 생산된 사철강괴의 미세조직을 금속

현미경(DM-2500M, Leica, DEU)과 주사전자현미경(MIRA3, 

TESCAN, CZE) 분석법으로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사철강

괴에서 시료(SI-A)를 준비하고, Epoxy resin과 Epoxy hardener 

(25 g : 3 g)을 이용하여 전처리를 하였다. 시료 위치별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 4a와 5a와 같이 대표지점

을 선택하고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에 사

용된 분석기기는 금속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였다. 마운팅이 된 시료를 먼저 에칭하여 부식시킨 다음 

금속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이 후 시

료의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백금(Pt)으로 코팅을 한 후 금

속현미경보다 높은 배율의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세부적인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5.2.2. 중성자 영상 분석

중성자 영상은 비파괴검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X-

선 영상과 비슷한 원리로, 물질마다 서로 다른 중성자 투

과율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같은 물질이라도 

중성자 투과율은 중성자의 파장별로 다르며, 사철강괴의 

경우 Bragg 산란에 의해 특정 파장에서 중성자 투과계수

가 급격히 변하는 Bragg edge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사

철강괴의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시료 내부의 

상 분포와 결정 크기 등의 영상화 및 정량화가 가능하다. 

사철강괴의 상분포는 Single Bragg edge profile 분석을 통

해 측정하였으며 결정 크기는 Full pattern rietveld fitting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Sato et al, 2011; 2015). 모든 분석

은 SI-B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성자 영상 분석이 이루어

졌다.

Sample Method of analysis

Destructive analysis SI-A Metallurgical microscope, SEM

Non-destructive analysis SI-B Neutron imaging analysis

Table 1. Samples conditions according to analysis method

Figure 4. Metallurgical microscope photos of SI-A. (a) A metallurgical microscope scale(× 5), (b, c) A 

metallurgical microscope sca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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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6.1. 미세조직 관찰

6.1.1. SI-A

SI-A의 미세조직은 금속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결

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ure 4, 5). SI-A는 탄소함량의 차

이로 인하여 다수의 층이 관찰되었다. Figure 4를 통해 가

열된 사철강괴가 서서히 냉각되면서 체심입방격자(body- 

centered cubic, BCC) 구조인 페라이트(ferrite)와 층상구조

(lamella structure)의 펄라이트(pearlite)가 관찰되었다. 또한 

Figure 4b를 통해 일부 SI-A의 가장자리에서 펄라이트

(pearlite) 내부로 성장한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Widmanst

ӓtten ferrite) 조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가장자리가 탈탄이 

이루어져 내부의 미세조직보다 밝은 조직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SI-A의 grain size가 단조로 인하

여 미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

여 객관화를 할 수는 없었다(Figure 4).

금속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SI-A를 다시 SEM을 통하여 

고배율로 세부적인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주사전자현

미경(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 전체적으로 페라이트

(ferrite)와 층상의 펄라이트(pearlite)의 형태로 관찰되었

다. 일부 Figure 5b와 같은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조대한 

페라이트(ferrite)가 관찰되었다(Figure 5).

6.2. 중성자 영상 분석(Pulsed Neutron Imaging)

6.2.1. 파장별 중성자 영상 및 스펙트럼

SI-B의 중성자 파장별(λ = 1∼8 Å) 영상을 획득하였

으며 모든 중성자 파장별 영상이 합쳐진 일반적인 중성자 

투과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같은 물질에 같은 두께이기 때

문에 그림 Figure 6과 같이 동일한 중성자 투과도가 나오

고 있다(Figure 6).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은 중성자 영상의 특정 픽셀 또

는 영역의 값을 파장별로 나타내며 아래의 Figure 7과 같

이 구할 수 있다. 제작된 사철강괴의 중성자 투과 스펙트

럼을 BCC 구조를 가지는 Figure 7의 α-Fe의 스펙트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x축(neutron wavelength)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다만 y

축(neutron transmission)에서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이는 

표준시료의 두께가 SI-B보다 얇아 SI-B보다 중성자가 더 

많이 투과되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SI-B는 BCC 구조의 

페라이트(ferrite)로 확인하였다.

SI-B는 동일한 두께의 순수한 철이기 때문에 중성자 

파장별 영상을 통해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내부

의 공극이나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된 강

괴에서 BCC 구조의 α-Fe인 페라이트(ferrite)와 펄라이트

(pearlite)를 확인하였다.

Figure 5. SEM photos of SI-A. (a) Picture of metallurgical microscope, (b, c, d) SEM images

for position of Figure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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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SI-B 상 분포 영상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은 중성자 투과 영상의 모든 픽셀

의 개별로 획득이 가능하다. 제작된 사철강괴의 결정학적 상

(phase) 분석은 중성자 파장 4 Å 주위에서 발생하는 Single 

Bragg edge profile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BCC 구조에서 

나타나는 Bragg edge의 위치는 Bragg 조건에 의해 λ = 

2d110에서 나타나며 체심정방격자(body-centered tetragonal, 

BCT) 구조 또는 면심임방격자(face-centered cubic, FCC) 구

조로 변태가 일어나면 이동하게 된다. Bragg edge 위치 평

균값(d110)을 각 픽셀별로 측정하여 아래 Figure 8a와 같이 

영상화 하였다. BCC 구조의 Bragg edge 위치 평균값(d110)

은 보통 2.02 Å에서 2.03 Å 사이로 관찰된다. 이를 토대로 

제작된 사철강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2.02 Å에서 

2.03 Å 사이로 관찰되며 SI-B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일부 

2.05 Å 혹은 2.00 Å 같이 확인되었다(Figure 8).

사철강괴에서 상 변태가 일어나면 중성자 투과 스펙트

럼에서 Bragg edge의 위치 이동과 더불어 Bragg edge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Bragg edge 반가폭(Full width half maximum, 

FWHM)을 각 픽셀별로 측정하여 아래 Figure 8b와 같이 

영상화 하였다. SI-B의 Bragg edge 반가폭은 0.00 Å∼0.02 

Å사이로 BCC 구조의 Bragg edge 반가폭과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ure 8).

따라서 고대 전통제철법을 통해 생산된 SI-B는 일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BCC 구조의 Bragg 

edge 위치 평균값(d110)과 유사하여 BCC 구조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Bragg edge 반가폭을 확인하여도 BCC 구조가 

가지는 반가폭인 0.00 Å에서 0.02 Å사이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8. This is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lues   of each pixel at the Bragg edge of SI-B and the values   measured

for each pixel by FWHM. (a) This is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lues   of each pixel at the Bragg edge of SI-B, (b)

The values   measured for each pixel by FWHM of SI-B.

Figure 7. The neutron transmission with wavelength- specific

spectrum of SI-B and α-Fe.

Figure 6. Neutron image of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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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SI-B의 grain size 관찰

SI-B의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에서 모든 영역(λ = 1∼8 Å)

을 이용하는 Full pattern rietveld fitting 분석을 통해 한 픽

셀 크기인 800 μm2 영역에서 SI-B의 평균 grain size를 획

득하였으며 1282개의 픽셀들로 아래 Figure 9와 같이 영상

화 하였다. 제작된 SI-B의 평균 grain size는 대략적으로 

3 μm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SI-B의 가장자리의 일부에

서 평균 grain size보다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것도 관찰

되었으나, 해당 SI-B의 전반적인 grain size는 상당히 미세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9).

해당 SI-B의 grain size가 대략 3 μm정도의 미세한 크기

라는 것을 Full pattern rietveld fitting 분석으로 확인하였으

며, 이는 제작공정에서 시행되는 망치로 인한 단조작업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Figure 9. SI-B grain size per pixel by full pattern rietveld

fitting analysis.

7.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대 전통제철법을 통해 생산된 사

철강괴의 금속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파괴분석 방법과 

비파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중성자 영상 분석이 시료의 비파괴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화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

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괴분석법으로는 현미경관찰을 이용하였고, 비파괴

분석법으로 중성자 영상 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파괴분

석법인 금속현미경과 SEM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 SI-A에

서 미세한 grain size의 페라이트(ferrite)와 층상구조(lamella 

structure)의 펄라이트(pearlite)가 전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료의 가장자리에서 일부 펄라이트(pearlite) 내부로 

성장한 과열냉각조직인 비드만스테튼 페라이트(Widmanstätten 

ferrite)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일부 가장자리의 금속조직

이 내부조직보다 밝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밝은 부분에서 

탈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세한 금속조직이 

관찰된 이유는 망치를 이용한 많은 단조가 이루어졌기 때

문이었다. 하지만 육안조사를 통해 미세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을 뿐 이를 수치로 객관화할 수는 없었다. 

파괴분석법인 금속현미경과 SEM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비파괴분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중성자 영상 분

석을 일본 훗카이도 대학의 중성자 영상 분석 시설인 

HUN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성자 영상 분석 결과 

SI-B의 중성자 투과 스펙트럼은 BCC 구조의 표준 α-Fe인 

페라이트(ferrite)의 스펙트럼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한 SI-B의 결정학적 상(phase) 분석을 위해 중성자 파장 

4 Å 주위에서 발생하는 Single Bragg edge profile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전반적

으로는 BCC 구조의 Bragg edge 위치 평균값(d110)과 유사

하여 BCC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Bragg edge 반가폭 

역시 BCC 구조가 가지는 반가폭인 0.00 Å에서 0.02 Å사

이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Full pattern 

rietveld fitting 분석으로 grain size를 확인한 결과 대략적으

로 3 μm 정도로 관찰되었다.

같은 시료에 대해 파괴분석법과 비파괴분석법을 비교

한 결과 동일한 분석값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비파괴

분석 방법인 중성자 영상 분석을 이용한다면 금속조직과 

결정구조 혹은 grain size에 대하여 수치화된 객관적인 지

표 획득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분석결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완전한 비파괴 분석 방법인 중성자 영상 분

석을 이용한다면 문화재에서 별도의 시료를 획득할 필요

가 없어 원형의 훼손없이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하기 어려운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재료과학적 특성과 제작기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중성자 영상 분석은 문화재에 중성자를 조사하

는 분석방법이므로 시료의 방사화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

과 중성자 조사로 인한 재질의 열화 혹은 손상 등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의구

심인 시료 방사화의 경우 외국의 문화재 분석 사례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방사능이 점차 떨어져 인체에 유해

할 만큼 잔존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의구심 역시 해외 문화재 분석 사례를 통해 재질별 

형상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성자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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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증도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

나 중성자 조사로 인한 문화재의 재질별 형상변화 및 방

사능 수치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 획득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 훗카이도 대학의 HUNS는 가속기 기반 소형 

중성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해상도 면에서 분해능이 약

간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Mapping 

해석에서 미세조직을 더 세분화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

웠다. 이 부분은 검출기의 픽셀수 및 크기와 관련이 깊은

데 이는 픽셀수를 지금보다 더욱 늘려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픽셀수를 개량하거나 픽셀의 크기를 지금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HUNS의 경우 가속기 기반 소형 중성자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대형시설이며 연구용 원자로인 대

한민국의 ‘하나로(HANARO)’를 통한 분석을 통해 더 좋

은 분해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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