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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구조⋅보강용 전통 철물의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조 

건축문화재에서 수습된 철물을 대상으로 하여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가열 및 두드림, 열처

리 등의 공정을 적용하여 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또한, 철물의 가공 전⋅후의 형태학적 

특성 및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의 수리

⋅복원 과정에서 기존 부재와 기와를 사용하듯 전통 철물도 또한 기존에 사용되었던 철물을 재사용

하여 관리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문화재 해체⋅보수과정에서 수습되는 기존

의 전통 부재에 대한 재사용 및 활용 가능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문화재 수리⋅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어 전통 철물, 형태 가공, 열처리, 재사용, 금속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actual heritage conservation areas by suggesting 

the reuse method of materials from wooden historic buildings. This research may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utilization of materials for stabilizing the structure of wooden historic buildings. The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heating, tapping, and heat treatment based on the pattern and extent 

of the damage of iron nails acquired from wooden historic buildings. To make a comparison before 

and after processing,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using a 

metallurg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se data, we can infer that the possibility of reuse of historic 

iron materials could be raised in the restoration process of historic buildings such as existing building 

components and roof tiles. If the research is to move forward, authenticity will be fostered in 

architectural heritage conservation. 

Key Words Traditional metal hardware, Shape processing, Heat treatment, Reuse, Metal

  

1. 서 론

목조 건축문화재는 많은 부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부재 결구는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음법과 맞

춤법으로 서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리와 연목의 결합처럼 

각 부재 간 이음과 맞춤이 장부의 짜임으로만 결구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결구 되었다 하더라도 보강 차원에

서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따라서 목조 건축문화재의 구조 안

정성을 위해서는 철물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때 내식성이 

우수하고 이질감이 적은 원천 소재인 전통 제철기술로 제

작된 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철기술은 광석과 기타의 원료로부터 포함된 금속을 

분리, 추출하여 정제하거나 합금을 만드는 1차 공정인 제

련법, 생산된 괴련철 및 주철의 탄소함량을 조절하는 제

강법, 제련공정에서 생산된 환원괴, 반환원괴 속의 불순

물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괴련강으로 정제하는 정련법, 

제련과정을 거친 철괴를 단조하여 철기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인 단야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Choi, 2016). 이러한 

전통 제철⋅제강기술을 통해 제작된 철물은 숯과 조개 가

루(탈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크스를 사용한 현대 철

보다 황(S), 인(P) 성분이 적어 내식성, 인성, 단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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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성이 극히 우수하다. 또한, 철기는 재료의 특성상 형

태 가공 및 단조 공정을 반복해서 거치게 되면 강도와 인

성이 증가하므로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에 사용될 철물 사용 방

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첫째, 전통 제철⋅

제강기술로 전통 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둘째, 현대 강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방법, 셋째, 원부재를 수리하여 재사

용하는 방법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9). 그러나 첫 번째 방안인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

작하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 인력,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대량으로 필요한 철물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두 번째 방안인 현대 강을 이용

하여 새로운 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복원 시 새로운 제

작 방법 및 소재에 대한 문화재 진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부재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은 원소재가 과거에 이미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

작되었으므로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이며, 재사용에 대한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문화재의 진정성 또한 향상할 수 있

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해체⋅수리 공사 시 목조건축물에 사용된 

철물은 수량이 많아 보관소에서 보관 중에도 관리에 어려

움이 있어 물리적 손상, 부식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전통 철물의 수리⋅복원에 대한 기준이나 보존처리방안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철물에 대

한 무분별한 복원 및 교체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으로 인해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철물의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수리⋅복원 방안의 

확립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나 보존처리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통 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문

화재 수리⋅복원에 사용될 철물의 안정성을 제시하는 근

거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철물의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재사용 방안을 제

시하고, 더 나아가 수리⋅복원 시 전통 철물의 재사용에 

대한 실제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관소

에 방치되어 있던 다량의 전통 철물을 활용하고 전통 제

철⋅제강방식으로 생산된 원소재를 재사용함으로써 문

화재 진정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보관 중인 주요 목조 

건축문화재의 해체⋅보수 시 손상된 전통 철물을 전수조

사하였으며, 소장처와 협의를 통해 시료를 확보하였다. 

2.2. 현황조사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 공사 시 수습된 전통 철물은 

보존상태에 따라서 재사용되거나 부재보관소로 이관되

고 있으나 수습된 철물의 수량이 많아 관리상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철물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하더라도 실제 

보관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

다. 철물의 보존상태는 휘어짐, 균열, 들뜸 등 물리적 손상

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표면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

부분 철물의 형태 및 금속심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

재단에서 현재 보관 중인 철물은 주요 문화재 수리 공사 

시 수습되었으며, 조선 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특대정, 대정, 철엽, 도내두정, 원두정, 배목, 기타 철물 

등 전통 제철기술로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철물이 총 

5,386점이 보관되어 있다. 조사된 철물 중 가장 수량이 많

은 철물의 종류는 ‘정(못)’으로, 정은 목재의 이음⋅맞춤, 

기타 접합부에 박아 보강하는 철물이다. 이 중 특대정 및 

대정 수량은 총 528점으로 현대 철물을 제외한 전통 철물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Figure 1. Storage of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room and traditional metal hardware of Korea traditional wooden

building (Korea Foundation for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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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못) 중 용도와 크기에 따라 

분류된 정의 규격 중 중간 크기인 300∼450 mm의 대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손상유형 분류

전통 철물 중 대정 246점을 대상으로 철물 부위에 따라 

크게 못머리, 신부, 인부로 분류하였으며, 손상유형은 다

음과 같이 A, B, C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못머리 

손상유형은 철물의 원형으로 존재하면 ‘A’, 사각형의 모

서리 한 부분에 손상(균열, 휘어짐, 탈락 등)이 존재하면 

‘B’, 모서리의 한 부분 이상 손상이 존재하면 ‘C’로 분류

하였다. 신부 손상의 경우 못의 원형인 ‘ㅡ’형으로 존재하

면 ‘A’, 일부 휘어짐은 있으나 ‘ㅡ’형을 유지한 상태는 

‘B’, 못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휘어짐은 ‘C’로 분류하였

다. 인부 손상유형은 못의 원형인 인부가 뾰족한 형태는 

‘A’, 인부가 마모되어 직사각형인 형태는 ‘B’, 이외에 손

상이 존재하는 경우는 ‘C’로 분류하였다. 

대정 총 246점의 손상유형을 전수조사한 결과 못머리 

손상유형은 ‘A’ 21점, ‘B’ 172 점, ‘C’ 53점으로 ‘B’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부 손상유형은 ‘A’ 94점, ‘B’ 129점, ‘C’ 

23점으로 나타났으며, 인부 손상유형은 ‘A’ 15점, ‘B’ 176

점, ‘C’ 55점으로 모두 ‘B’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2.4.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진행할 연구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 유형에 따른 재

사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적 손상 및 부식 유형

이 다양한 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손상 부위에 따

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위별 다양한 손상 형태의 철

물을 선정하였다. 셋째, 대표성을 띠고 유사한 형태가 다

량으로 존재하여 추후 실제 적용 가능성이 큰 철물을 선

정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으로 대정 총 246점 중 대표

성을 띠고 기준에 부합하는 7점을 선정하였으며, 전통 철

물과 비교 대상으로 현대 철물 1점을 선정하였다(Figure 2).

Head Body Tip

A

B

C

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al damage of iron materials (Daejeong)

Box Quantity
Head Body Tip

A B C A B C A B C

1 25 3 19 3 11 14 0 0 22 3

2 26 3 14 9 9 12 5 2 19 5

3 24 1 18 5 12 12 0 0 14 10

4 20 4 12 4 9 10 1 0 12 8

5 22 2 18 2 9 11 2 2 16 4

6 20 1 15 4 4 16 0 1 15 4

7 31 5 22 4 12 14 5 7 19 5

8 25 0 19 6 7 14 4 0 21 4

9 20 0 15 5 6 13 1 0 13 7

10 33 2 20 11 15 13 5 3 25 5

Total 246 21 172 53 94 129 23 15 176 55

Table 2. Results of iron materials of physical damag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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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구방법

2.5.1.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연구대상의 손상유형에 따른 형태 가공 기준을 설정

한 후,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이물질 제거를 

실시하였다. 이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에 있는 대장간(류상준 장인)에서 형태 가공 공정을 실시

하였다. 

2.5.2. 금속학적 특성 분석

2.5.2.1. 미세조직 관찰

대정 6점을 대상으로 형태 가공 전⋅후 비교를 위해 

형태 가공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유사한 위치에서 극미량

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Epoxy Resin으로 마운팅하였다. 

이후 800, 1200, 2400, 4000 mesh의 순서로 Grinding하였으

며, 연마제(DP-spray 3 µm, 1 µm)를 사용하여 Polishing하

였다. 연마가 완료된 후, 3%의 Nital(HNO3+Ethyl Alcohol) 

용액을 사용하여 Etching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금속현미경(Metallurgical Microscope, Epiphoto 200, Nikon, 

JP)을 이용하여 저배율인 50배부터 고배율인 500배까지 

점차 높여가며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2.5.2.2.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

비금속개재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Hitachi, SU-3800, 

JP)에 부착된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Oxford Instruments, Ultim Max-40, 

UK)로 성분분석을 하였다. 분석 시료는 시료의 전도도를 

높이고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금

(Pt)으로 코팅하여 진행하였다. EDS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Hight Voltage) 15.0 kV, 작동 거리(Working Distance) 10∼

12 mm, Spotsize 16으로 설정하였다.

2.5.3. 탄소유황 분석

형태 가공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탄소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탄소유황분석기(Carbon Sulfur Determinator, Emia-Pro, 

Horiba Scientific, J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료

는 형태 가공 전과 후 대정 4점의 인부에서 각각 약 0.5∼

1 g의 시편을 채취하였으며,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현대 

철물 1점에 대한 탄소유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차검증

을 위해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탄소유황분석기

(Carbon Sulfur Determinator, CS-600, Leco, US)에 대정 3점

에 대한 탄소유황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은 총 3번을 

진행하였으며, 3번 측정에 대한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2.5.4. 물성 평가

형태 가공을 하기 전과 후의 물성을 비교하고자 에폭

시 수지로 마운팅한 시료를 비커스 경도 시험기(Vickers 

Hardness Tester, Shimadzu, HMW-G31, KR)를 이용하여 경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대정 6점의 각 시료 중 조

직별로 지점을 선정하여 3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비교하

였다.

2.5.5.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현궁 재건공사에 형

태 가공이 완료된 철물을 실제로 적용하여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적용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기준 설정

손상유형에 따른 형태 가공 공정 기준을 설정한 후, 대

정 7점을 대상으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였

다. 신부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형태를 ‘一’형으

D-2 D-4

D-5 D-6 D-8

D-9 D-10 Contemporary iron materials

Figure 2. Photograph of iron materials befor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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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작하였으며, 인부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기

능을 위해 인부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는 것을 중점적으

로 실시하였다. 못머리 손상유형이 존재할 경우, 못의 기

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또한, 추

가로 대정 1점은 강도 개선을 위해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

였다.

3.2. 이물질 제거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200 철물공사｣에 따르면 “철

물은 기존의 것을 사용하되, 부식된 것을 재사용할 경우

에는 보존처리하여 사용한다. 철물의 겉모양은 녹, 홈, 갈

라짐, 떨어짐,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철물을 

철솔질하여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피막처리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형태 가공을 하기 전 부식 화합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Ethyl alcohol에 침적시킨 후, 

철물 전체에 고착된 적색 및 황색 부식 화합물과 백색 이

물질 등을 철솔질하여 제거하였다. 

3.3.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 진행 과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 있는 대장간

(류상준 장인)에서 대정 7점에 대한 형태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였다(Figure 3). 목탄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법으로 단야로의 온도를 최대 1,400℃까지 높여주었으

며, 가공은 약 800∼1,250℃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형태 

가공은 단야로에서 가열 후 모루 위에서 망치로 두드림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부분은 기계로 두드림

을 진행하였다. 부분적으로 철물 표면에 균열 및 들뜸이 

발생하여 갈라짐이 심할 경우 붕사와 쇳가루를 섞은 가루

를 첨가한 후, 두드림 공정을 실시하여 빈 부위를 메워주

었다. 철물의 각 상태에 따라 가열은 최소 1차부터 최대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두드림은 최소 1차부터 기계를 포

함해 최대 5차까지 실시하였다. 

철물의 신부와 인부를 중심으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부에서 인부까지만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실

시하였으며, 못머리까지 손상이 존재할 경우 철물 전체를 

가열 후 두드림 공정을 진행하였다. 강도를 비교하기 위

해 D-10은 열처리 공정 중 담금질을 실시하였다.

3.4. 형태학적 특성 비교 

3.4.1. 신부 및 인부 형태 가공(Table 3)

D-2 인부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D-4 인부의 형태는 

‘U’ 형으로 심각한 휘어짐이 발생하여 못의 기능에 문제

가 되었다. D-6의 신부와 인부는 손상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C’로 분류되었으며, 신부부터 인부까지 휘어짐이 

이어지고 있다. D-8은 신부 손상유형이 ‘C’로 분류되었으

며, 신부부터 인부까지 ‘ㄱ’ 형태로 휘어짐이 발생하였다. 

특히 인부의 경우, 균열 및 갈라짐으로 인해 못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인부 손상유형이 ‘C’로 분류된 경우, 인부를 중

점적으로 가열 및 두드림을 실시하여 뾰족한 형태로 제작

하였다. 신부와 인부 손상유형이 모두 ‘C’로 분류된 경우, 

Processing (hammer) Processing (machine) Addition with borax and iron powder

Cutting (hammer) Quenching Cooling

Figure 3. Sha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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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부터 인부까지 형태 가공을 하였으며, 그 결과 못의 

기능에 맞게 각각 ‘一’ 형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였다. 

D-8의 인부에 존재하는 균열부의 경우, 붕사와 쇳가루를 

혼합한 첨가제를 사용한 후 가열 및 두드림을 실시하여 

결함부를 메워주었다.

3.4.2. 못머리 형태 가공(Table 4)

D-5는 못머리, 신부 모두 물리적 손상이 심각한 상태인 

‘C’로 분류되었다. 못머리의 경우 결실부가 존재하며, 일

부 한쪽으로 휘어짐이 관찰된다. 신부는 휘어진 상태였으

며, 인부는 직사각형 형태로 마모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형태 가공은 D-5 전체에 걸쳐 진행되었다. 못머리

는 한쪽으로 휘어진 부분을 절단하였으며, 결실로 인해 

길이가 짧아진 철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홈구멍(도

내)에 맞게 만든 못인 도내두정 형태로 제작을 시도하였

다. 못머리 부분은 철의 연성을 이용하여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아 제작하였다. 신부와 

인부의 경우, 가열 및 두드림을 통해 못의 기능에 맞게 

각각 ‘一’형과 뾰족한 상태로 제작하였다. 

3.4.3. 새로운 형태로 형태 가공(Table 5)

D-9는 다른 대정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편이므로 형태 

가공을 통해 반으로 절단하여 새로운 철물의 형태로 제작

을 시도하였다. D-9의 상단부인 못머리부터 신부는 비교

적 두꺼워 일반적인 대정보다 길이는 짧지만, 형태와 기

능에 맞는 대정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D-9의 하단부인 신

Body Tip

D-2

Before

After

D-6

Before

After

D-4

Before

After

D-8

Before

After

Table 3.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Head Tip

D-5

Before

After

Table 4.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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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터 인부는 비교적 얇아 절단된 부위를 철의 연성을 

이용하여 말아 도내에 맞는 못머리를 제작하여 도내두정

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3.4.4. 강도 개선(Table 6)

D-10은 신부가 ‘ㄱ’ 형태로 휘어짐이 발생하였으며, 인

부의 경우 직사각형 형태로 마모된 상태였다. 따라서 신

부부터 인부까지 형태와 기능에 맞게 형태 가공 공정을 

실시하였으며, 강도를 향상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중 담

금질을 실시하였다. 

3.5. 금속학적 특성 비교

3.5.1. 신부 및 인부 미세조직 비교 

D-2와 D-6은 신부부터 인부까지 중점적으로 형태 가

공하였으며, 대표적으로 D-2는 신부, D-6은 인부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미세조직을 비교하였다.

형태 가공 전 D-2의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은 하단부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4A), 형태 

가공 후 D-2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진은 좌

측 상단부로 갈수록 표면을 향한다(Figure 4B). 형태 가공 

전 D-2 신부는 전체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은 순철인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Figure 4A-①), 우측 하단부에 

Pearlite의 함량이 일부 증가한다(Figure 4A-②). 형태 가공 

후 D-2 신부는 표면방향으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은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 내부방향으로 갈수록 Ferrite와 

Pearlite가 혼재하는 분포도가 증가한다(Figure 4B-①). 500

배로 확대 관찰한 결과 Ferrite 사이에 존재하는 Pearlite의 

Cementite는 고온에서 두드렸을 때 나타나는 구상화 

Cementite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Figure 4B-②).

D-2는 형태 가공 후 관찰된 구상화 Cementite를 통해 

강을 소재로 공석 온도인 727℃ 부근에서 단조작업을 수

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비금속개재물 주위로 비교적 

조대한 크기의 Ferrite가 존재하는 것은 고온에서 반복 단

타 시 탈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비금속

개재물이 층상으로 길게 여러 층으로 연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조 공정이 여러 번 반복 실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형태 가공 전 D-6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은 좌측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5A), 형태 가공 

후 D-6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중앙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5B). 형태 가공 전 D-6 인부

Body Head Tip

D-9

Before

After

①

②

Table 5.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Body Head Tip

D-10

Before

After

Table 6. Results of comparison before and after sha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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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조직은 내부로 갈수록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 조

직이 존재하며(Figure 5A-①), 외부로 갈수록 조밀한 

Ferrite 바탕에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있다(Figure 5A-

②). 형태 가공 후 D-6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Ferrite와 Pearlite가 혼재하고 있으며, 외부로 갈수록 

Ferrite의 함량이 비교적 증가하고(Figure 5B-①) 내부로 

갈수록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 조직이 존재한다(Figure 

5B-②). 

D-6은 형태 가공 전과 유사하게 형태 가공 후에도 탄

소 함량이 비교적 높은 공석강 조직이 주로 관찰된다. 또

한, 고온에서 수행된 반복 단타로 인해 표면을 따라 발생

한 탈탄 현상도 형태 가공 전과 후에 유사한 조직 양상을 

보인다.

3.5.2. 인부의 미세조직 비교

D-4와 D-8은 인부의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

인 ‘C’로 분류되어 인부를 중점적으로 형태 가공하였으

며, 대표적으로 인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하였다. 

형태 가공하기 전 D-4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

조직 사진은 하단부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6A), 

형태 가공 후 D-4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사

진은 우측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6B). 형태 가

공 전 D-4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와 그 결정립계를 따라 존재하는 Widmanstätten 조

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ure 6A-①), 상단부로 갈수록 

Ferrite와 Widmanstätten 조직의 함량이 증가한다(Figure 

6A-②). 형태 가공 후 D-4 인부의 미세조직은 전체적으로 

Figure 5. Microstructure of tip from D-6,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500).

Figure 4. Microstructure of body from D-2,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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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있다

(Figure 6B-②). 좌측 표면을 따라 비금속개재물 및 단접흔

으로 보이는 백색 선이 관찰되며, 단접선을 기준으로 좌

측은 Ferrite와 Pearlite, 우측은 100% 공석강에 가까운 

Pearlite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6B-①). 

D-4는 형태 가공 후 외부방향으로 단접흔이 확인되어 

반복 단타 시 단접 과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주위로 침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 가공 전 D-8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

은 하단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7A), 형태 가공 

후 D-8의 인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으로 중앙으

로 갈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7B). 형태 가공 전 D-8 

인부의 미세조직은 좌측으로 갈수록 비교적 조대한 크기

의 Ferrite 조직이 존재하며(Figure 7A-①), 우측으로 갈수

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함께 일부 Pearlite가 혼재되어 

있다(Figure 7A-②). 형태 가공 후 D-8 인부의 미세조직은 

내부방향으로 갈수록 순철에 가까운 Ferrite 조직이 조대

한 크기로 존재하며(Figure 7B-①), 하단부로 갈수록 조밀

한 크기의 Ferrite와 함께 Pearlite 조직이 일부 혼재하고 

있다(Figure 7B-②). 주로 상단부에 일련의 방향성을 가진 

비금속개재물이 다량으로 집중되어 있다. 

D-8은 형태 가공 전과 후 미세조직이 유사하게 관찰되

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금속개

재물은 다량으로 존재하며, 가공 방향에 따라 휘어지는 

양상을 보여 이를 늘이고 펴는 과정이 여러 차례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Microstructure of tip from D-4,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500).

Figure 7. Microstructure of tip from D-8,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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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못머리의 미세조직 비교

D-5는 못머리의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C’

로 분류되어 못머리를 중점적으로 절단 후 형태 가공하였

으며, 못머리의 미세조직 변화를 비교하였다. 형태 가공 

전 D-5의 못머리에서 채취한 미세조직 사진은 하단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8A), 형태 가공 후 D-5의 못

머리에서 채취한 미세조직 사진으로 하단으로 갈수록 내

부를 향한다(Figure 8B). 형태 가공 전 D-5 못머리의 미세

조직은 좌측으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은 순철조직인 

Ferrite 조직이 조대한 크기로 존재하며(Figure 8A-①), 우

측으로 갈수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일부 Pearlite 조직

이 존재한다(Figure 8A-②). 형태 가공 후 D-5 못머리의 미

세조직은 상단으로 갈수록 조밀한 크기의 Ferrite와 

Pearlite가 혼재하고 있으며(Figure 8B-①), 하단으로 갈수

록 침상의 과열조직인 Widmanstätten 조직과 Pearlite의 함

량이 증가한다(Figure 8B-②).

D-5는 형태 가공 전보다 형태 가공 후 탄소 함량이 다

소 증가하였으며, 침상의 과열조직의 분포도가 증가하였

다. 이는 도내두정의 형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두드림 

공정이 여러 차례 수행되었으며, 고온에서 가열한 뒤 서

냉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5.4. 열처리 후 미세조직 비교

D-10은 강도 개선을 위해 열처리 중 담금질하였으며, 

신부를 중점적으로 가공하여 신부의 미세조직 변화를 확

인하였다. D-10의 열처리 전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

세조직은 하단으로 갈수록 내부를 향하며(Figure 9A), 열

처리 후 신부에서 채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하단으로 갈

Figure 8. Microstructure of head from D-5,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B) After processing (① × 200,

② × 200).

Figure 9. Microstructure of body from D-10, (A) Before processing (① × 200), (B) After processing (② × 200, ③ × 500,

④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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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내부를 향한다(Figure 9B). 열처리 전 D-10의 미세조

직은 전체적으로 Ferrite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Pearlite 조직이 관찰된다(Figure 9A-①). 열처리 후 D-10의 

미세조직은 표면방향을 따라 담금질할 경우 관찰되는 

Martensite 조직이 확인되며, 일부 Widmanstätten 조직이 

존재한다(Figure 9B-③, ④). 내부로 갈수록 Ferrite, 

Widmanstätten, Pearlite 조직이 혼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Figure 9B-②). 

3.5.5.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

형태 가공 전 대정 6점의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성분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6점 모두 짙은 회색을 띠는 입

자 내에 백색을 띠는 원형에 가까운 입자가 존재한다. 짙

은 회색의 바탕부는 유리질 slag이며(#2, #3, #5, #14), 백색

의 원형 입자는 Wüstite(FeO)로 판단된다(#4, #8, #11, #13, 

#15, #16). D-5, D-6, D-8의 비금속개재물 중 바탕 사이로 

존재하는 흑색부에서 Ca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

었으며(#6, #7, #10, #12, #18), D-2의 비금속개재물 중 백

SEM image Point
Chemical composition (wt.%)

FeO SiO2 Na2O MgO Al2O3 CaO K2O TiO2 MnO C Total

#1 13.73 19.03 0.25 0.35 4.70 0.56 0.87 16.81 - 43.70 100

#2 7.21 59.87 0.60 0.71 11.11 2.31 3.61 4.0 - 10.58 100

#3 8.29 55.99 0.51 0.73 10.55 2.29 3.42 3.92 - 14.30 100
D-2

#4 92.50 0.15 0.01 - - 0.12 0.02 0.12 - 7.08 100

#5 13.32 42.49 0.54 4.98 15.48 5.97 2.91 3.72 - 10.59 100

D-4

#6 47.69 11.61 0.13 0.44 5.87 20.40 0.36 0.09 - 13.41 100

#7 33.49 15.05 0.16 0.36 6.64 26.38 1.88 0.11 - 15.93 100

#8 73.93 4.43 0.05 0.69 3.15 5.28 0.19 0.05 - 12.23 100
D-5

#9 75.84 0.29 0.14 0.21 0.17 0.22 0.02 0.04 - 23.07 100

#10 34.11 32.58 0.55 0.69 7.19 12.98 3.00 0.07 - 8.83 100

#11 91.37 0.18 0.07 0.43 0.25 0.05 0.04 0.07 - 7.54 100
D-6

#12 24.75 32.56 0.44 0.24 13.47 11.93 4.76 0.27 1.48 10.10 100

#13 87.92 0.31 0.07 0.31 0.59 0.03 - 0.31 1.58 8.88 100

#14 50.83 26.87 0.09 1.24 1.68 4.52 0.66 0.02 4.11 9.98 100
D-8

#15 90.68 0.37 - 0.24 0.27 0.03 0.01 0.36 - 8.04 100

#16 84.24 4.36 0.37 0.38 1.10 0.39 0.15 0.26 - 8.75 100

#17 51.13 28.48 1.62 1.47 4.71 1.26 1.30 0.18 - 9.85 100

#18 39.15 31.93 3.25 0.53 6.35 7.78 1.68 0.15 - 9.18 100D-9

Table 7. SEM image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nonmetallic inclusion (befor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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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막대 형태의 입자에서 TiO2의 함량이 16.81 wt.%로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다(#1). D-9의 비금속개재물 중 길

게 형성된 짙은 회색을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Fayalite(Fe2SiO4)로 추정된다(#17).

형태 가공 후 대정 6점의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성분분

석을 실시하였다(Table 8). 6점 모두 짙은 회색을 띠는 입

자 내에 백색을 띠는 원형에 가까운 입자가 존재한다. 짙

은 회색의 바탕부는 유리질 slag이며(#3, #5, #8, #17), 일부 

CaO의 함량이 비교적 높게 검출되어 CaO가 유입된 유리

질 slag가 존재한다(#1, #10, #15). 백색의 원형 입자는 

Wüstite(FeO)로 판단되며(#2, #4, #9, #11, #12, #14, #18), 

D-5, D-8, D-9의 비금속개재물 중 길게 형성된 짙은 회색

을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이는 Fayalite(Fe2SiO4)로 추정

된다(#7, #13, #16).

형태 가공 전과 후의 비금속개재물 성분분석을 비교한 

결과 개재물의 형태와 성분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

았다.

SEM image Point
Chemical Composition (wt.%)

FeO SiO2 Na2O MgO Al2O3 CaO K2O TiO2 MnO C Total

#1 4.17 40.54 0.28 5.52 12.35 22.81 4.07 0.44 - 9.82 100

#2 90.16 0.23 0.04 0.15 0.48 - 0.02 - - 8.92 100

#3 58.55 25.66 0.06 0.99 0.11 4.96 - - - 9.67 100
D-2

#4 89.47 0.38 0.05 0.11 0.59 - - 0.35 - 9.05 100

#5 53.77 27.62 0.56 0.31 6.44 0.93 1.15 0.08 - 9.14 100

#6 16.91 3.58 0.01 0.04 0.71 0.19 0.20 - - 78.36 100
D-4

#7 33.63 33.51 0.41 0.36 6.20 12.14 3.43 0.10 - 10.22 100

#8 57.49 19.02 0.28 0.25 3.76 6.96 2.66 - - 9.58 100

#9 88.31 1.11 0.05 0.21 0.41 0.23 0.11 0.07 - 9.50 100
D-5

#10 41.89 30.12 0.35 1.15 5.69 9.45 1.60 0.13 - 9.62 100

#11 89.48 0.25 0.05 0.34 0.50 0.08 - 0.77 - 8.53 100

#12 78.92 4.46 0.15 0.33 1.53 0.59 0.09 0.78 - 13.15 100
D-6

#13 45.69 27.39 0.19 1.17 3.81 5.25 1.53 0.15 4.45 10.37 100

#14 73.00 10.05 0.20 0.09 3.87 2.63 1.23 0.14 - 8.79 100

#15 24.62 31.25 0.43 0.14 12.95 12.86 5.10 0.62 1.57 10.46 100
D-8

#16 48.62 28.88 2.87 1.43 5.56 1.85 1.22 0.15 - 9.42 100

#17 42.36 30.49 5.13 1.14 5.93 3.77 1.27 0.13 - 9.78 100

#18 69.75 12.66 2.32 0.52 2.72 1.30 0.60 0.34 - 9.79 100
D-9

Table 8. SEM images and EDS analysis results of nonmetallic inclusion (aft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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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탄소/유황 분석

형태 가공하기 전과 후, 철물의 탄소(C)와 황(S)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탄소/유황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9). 형

태 가공 전과 후 대정 4점의 인부에서 시료를 약 0.5∼1g 

채취하여 총 3회 분석 후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전통 

철물과 현대 철물의 탄소와 황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현

대철물의 인부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추가 분석을 실시

하였다. 

탄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D-9-1은 형태 가공 후 0.025% 

증가하였으나, 이외에 철물은 약 0.026∼0.133% 정도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통 철물과 현대 철물의 탄소 함량

을 비교한 결과 D-2, D-4의 경우 현대 철물과 유사하거나 

높게 측정되었으며, D-9, D-10의 경우 비교적 낮게 측정

되었다. 황 함량은 0.003∼0.019%로 극소량으로 존재하였

다. 한밭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탄소유황분석기와 교차 

검증한 결과 탄소와 황 함량의 결괏값이 유사함을 확인하

였다.

3.7. 물성 평가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해 형태 가공 전과 후 물성을 

비교한 결과, D-2, D-6, D-10은 형태 가공 전보다 형태 가

공 후 경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ure 10). 특히 D-10

은 담금질을 하여 Martensite 조직이 생성되었으므로 경도

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D-6 인부의 Ferrite 조직은 경도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세하고 전체적으로 경도

가 증가하였다.

D-4 인부의 경도는 증가하였으나 신부의 경도는 일부 

감소하였으며, D-8의 경도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10). 그러나 경도의 차이가 미세하여 큰 차이는 발

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고대 철기에서 측정되는 경

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8.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본 연구에서 형태 가공을 통해 형태 및 기능을 복원한 

전통 철물을 대상으로 실제 문화재 수리의 현장에서 적용 

Processing Carbon %(m/m) Sulfur %(m/m)

D-2

Before 0.359 0.007

After 0.226 0.014

Cross validation (after) 0.226 0.006

D-4

Before 0.549 0.010

After 0.523 0.007

Cross validation (after) 0.466 0.004

D-9

Before 0.136 0.004

After
① 0.161 0.005

② 0.104 0.004

D-10
Before 0.221 0.016

After 0.139 0.019

Contemporary iron materials 
- 0.378 0.003

Cross validation 0.385 0.005

Table 9. Results of Carbon/Sulfu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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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하였다. 또한, 현재 구조⋅보강용 철물로 사용되고 있

는 현대 철물과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전통 철물의 적용

성 평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

사 중 추녀 부재에 형태 가공이 완료된 철물 2점을 재사

용하였다(Figure 11). 철물은 부재의 쪼개짐을 방지하고자 

미리 천공 후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수리 현장에서 못의 강도 및 연성, 

인성 등 철물 자체의 물성과 작업성 측면에서 현재 구

조⋅보강용 철물로 사용되고 있는 현대 철물과 유사한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고 찰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전통 철물의 변형 및 손상 

부위에 대한 단조 및 열처리 공정 등 복원 가공하여 보관

소에 방치된 다량의 철물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철물은 

못머리, 신부, 인부의 각 손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형태 가공의 시간과 방법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새

롭게 제작해야 하는 전통 철물이나 현대 철물과 비교해 

이미 제작된 원소재를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만 재가공하

므로,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비교하였을 때 효율적일 것

으로 보인다. 부재보관소에서 물리적 손상과 부식이 진행

되고 있는 다량의 전통 철물들이 이물질 제거 후 형태 가

공을 통한 재사용이 이루어질 경우 활용성이 높아지게 되

며, 보존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 가공 전과 후의 미세조직 관찰을 통한 금속학적 

특성 비교 결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철물의 부위

별 미세조직이 다르게 관찰되는 것은 철물 각각 형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형태 가공 시 가해지는 장인의 기술 또

는 철물 변형 정도 및 가열 온도가 부위마다 달라 차이점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태 가공 후 표면방향을 따

라 탈탄 현상이 일부 관찰되나, 고온에서 반복 단타로 인

해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존재하며 철물 내부의 미세조직 변화는 큰 차

이가 발생하지 않아 재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0. Results of hardness analysis (F: Ferrite, P: Pearlite, M: Martensite). 

A

 

B

 

Figure 11.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n site, (A) Hammering the Korea traditional wooden building, (B) Completing n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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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가공 전과 후의 탄소(C)와 황(S) 함량을 비교한 

결과 형태 가공 후 탄소 함량은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황 함량은 형태 가공 

전과 후 극소량으로 존재하였다.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

해 형태 가공 전과 후 물성을 비교한 결과 철물의 미세조

직에 따라 각각의 경도값이 증가 또는 감소의 차이가 발

생하였다. 그러나 경도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

으로 고대 철기에서 측정되는 경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재사용 시 경도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

된 가공을 통해 전통 철물의 재사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4.1.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한 형태 가공

못머리, 신부, 인부의 손상유형이 ‘A’, ‘B’, ‘C’로 분류

된 경우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해 형태 가공하여 모두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특히 신부와 인부의 손

상유형이 ‘B’ 또는 ‘C’로 분류된 경우 신부와 인부를 중점

적으로 형태 가공을 하였으며, 형태 가공 결과 신부는 

‘一’ 형태로, 인부는 뾰족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철물은 가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

해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첨가제를 사용한 결함부 수리 보강

D-8의 경우 균열 및 탈락 등 손상으로 인해 갈라진 부

위가 존재하여 류상준 장인의 기술에 따라 붕사와 쇳가루

를 혼합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형태 가공을 한 후 결함부

를 메워주었다. 이러한 첨가제는 장인의 기술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며, 첨가제를 사용하여 결함부의 수리 보강 후 

재사용 시 못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4.3. 원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 제작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각한 상태인 경우, 그대로 부식

된 상태로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 제작을 시도하였다. 손상유형이 비교적 

심한 상태인 ‘C’로 분류된 경우 손상부에 따라 새로운 형

태로 제작하거나 절단하여 필요에 맞게 물리적 가공하여 

재사용하였다. D-5의 경우 못머리를 가열하여 도내두정

의 못머리 형태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또한, D-9의 경우 

반으로 절단하여 비교적 두꺼운 상단부는 대정의 형태로, 

비교적 얇은 하단부는 도내두정의 형태로 새롭게 제작하

여 못의 기능을 복원하였다. 따라서 원소재를 이용하여 

형태 가공 후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여 못의 형태와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

4.4.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강도 보강

전통 제철⋅제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경우 본래의 강

도만으로도 기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물성 개선을 위

해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담금질을 한 D-10의 경우 열처리 후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조 건축문화재에 사용된 구조⋅보강

용 전통 철물의 관리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 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조 건축문화재에서 수습된 철물을 대상으로 하여 손

상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라 가열 및 두드림, 열처리 등

의 공정을 적용하여 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였다. 

또한, 가공 전⋅후의 형태학적 특성 및 금속학적 분석을 

통한 물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 제철⋅제

강기술로 제작된 철물의 기계적 특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손상된 전통 철물의 수리⋅복원 후 재사용 가능성을 확보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보강용 전통 철물

의 수리⋅복원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가

열 및 두드림 공정을 통한 형태 가공, 둘째, 첨가제를 사

용한 결함부 수리 보강, 셋째, 원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형

태 제작, 넷째, 담금질 또는 침탄 등 열처리 공정을 이용

한 강도 보강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 과

정에서 기존 부재와 기와를 사용하듯 전통 철물도 또한 

기존에 사용되었던 철물을 재사용하여 관리 활용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문화재 해체⋅보수과

정에서 수습되는 기존의 전통 부재에 대한 재사용 및 활

용 가능성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한다면 문화재 수리⋅복

원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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