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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제철유적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조업 양상은 제련에서 생산된 괴련철을 

단조가공을 통해 철기를 만드는 ‘제련-단야’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제련-단

야 방식을 통해 괴련철부터 반제품(半製品) 성격의 소재인 철정(덩이쇠)을 제작하는 복원실험

을 진행하고 공정별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공정별 철소재와 슬래그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고고학적 자료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정련 공정은 대형의 철괴를 파쇄하는 ‘소분 공정’과 소분된 철괴를 눌러 불순물을 제거하

는 ‘압착 공정’으로 분류하였으며, 단련 공정은 압착한 철괴를 적층하여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단접 공정’과 철기의 물성을 개선하는 ‘겹침단조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을 

통해 확보된 단조박편의 분석을 통해서 공정 진행에 따른 형태적, 성분적 위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 유적 내 복수의 단야유구에 한정하여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정의 경우 겹침단조가 진행됨에 따라 물성개선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철광석부터 철정, 슬래그까지 희토류원소인 La, Ce의 선형배열 패턴을 확인하였으나 

다른 산지의 철광석 및 조재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데이터를 늘려 제철 원료의 계통을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심어 고대 제철, 복원실험, 괴련철, 철정(鐵鋌), 단조박편, 희토류원소

ABSTRACT The “smelting-smithing” system is the most frequently applied technology in the ancient 

iron-making sites of Korea for preparing iron tools via the smithing of the bloomery iron produced 

by smelting. In this study, using the smelting-smithing method, we conducted a restoration experiment 

to produce iron bars from iron 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on materials and slag obtained from 

each process in the method were identified,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s to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data was investigated. The shape and compositional hierarchy of 

the iron materials c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the method by analyzing the 

hammerscale obtained throughout the experiment. In the case of smithing artifacts within the same 

ruin, it w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relative relationship. The effect of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iron bar as folding proceeded was confirmed. However, a layered structure 

that was not related to folding was also identified. Thus, checking not only the layered structure but 

also the elongation or miniaturization of the non-metallic inclusions is necessary when observing the 

microstructure of iron artifacts to determine their exact manufacturing technique. The linear 

arrangement of La and Ce, which are rare-earth elements, in the iron ore, iron bar, and slag was 

confirmed, but additional verification of the iron ore and flux from other sources is necessary. In future 

work, we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classifying the lineage of iron materials by obtaining more 

data.

Key Words Ancient iron production, Restoration experiments, Bloomery iron, Iron bar, Hammerscale, 

Rare eart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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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철 생산유적의 기술체계는 대부

분 제련에서 생산한 1차 철소재인 괴련철을 단조로 가공

하는 ‘제련-단야’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제련공정에서 철광석을 완전히 용융시키는 방식이 아

닌 고체환원 방식으로 생성된 철은 대부분 탄소함량 2% 

이하의 강(鋼, steel)으로 얻어지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철은 괴련철(傀鍊鐵, bloomery iron)로 통용되고 

있다. 괴련철은 탄소함량이 낮아 물리적인 소성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단조로 가공되는 소재이다. 이와 

반대 개념의 소재로 괴련철에 비해 녹는점이 낮아 주조

에 사용하는 생철(生鐵, 무쇠)은 공학적으로 탄소함량 

2% 이상의 선철(銑鐵, pig iron) 혹은 주철(鑄鐵, cast iron)

에 해당한다.

17세기 문헌 �천공개물�이나 19세기 문헌 �오주연문

장전산고� 등에 언급된 탄소량 조절 기술이나 2∼3세기 

대에 출토된 철도(鐵刀)에 대한 분석 결과(Cho, 2015)에

서도 침탄 및 열처리 흔적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2%를 

기준으로 강과 선철을 나누는 현대의 기준처럼 과거의 

작업자들도 나름의 기준으로 철소재의 물성 차이를 인

지하고 공정을 달리 적용했으며 탄소량을 조절하는 침

탄⋅탈탄 공정을 통해 철소재의 물성을 조절했을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철기술을 고고학적 자료에 적용하

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철기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시료의 확보 및 파괴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많

다. 또한 생산유적에서 출토되는 부산물(슬래그, 노벽 등)

을 통해 철기의 제작기법을 해석하고자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복원실험을 통해서 

역으로 고대 제철기술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고고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전술하였던 

제련-단야 방식을 통해 괴련철부터 일종의 반제품(半製

品) 성격의 소재인 철정(鐵鋌, 덩이쇠)을 제작하는 복원실

험을 진행하였다. 단야공정의 체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관

련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

실험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공정의 특징을 검

토해 보았다. 또한 괴련철부터 철정까지 일련의 공정에서 

각 공정별 철소재와 슬래그의 미세조직 및 성분 변화 등

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고고학적 자료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복원실험

2.1. 제련(JNRICH, 2021)

2.1.1. 복원 대상

제련(製鍊, smelting)은 철산화물과 맥석(脈石, gangue)

으로 이루어진 철광석에서 철을 환원시키고 불순물인 맥

석을 슬래그로 분리시키는 공정으로 단야실험의 재료가 

얻어지는 공정이다. 제련 복원실험에 사용된 제련로는 칠

금동 제철유적에서 조사된 3호 제련로를 모델로 복원 제

작 되었다. 3호 제련로는 내경 124 cm, 외경 146 cm, 노벽 

두께 15∼20 cm, 잔존 높이 26 cm 규모의 반지하식 원형

로로 방습을 위한 하부구조와 지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부구조의 깊이는 50 cm로 목탄 가루가 혼입되어 응집

력을 높인 점토, 모래, 점토 순으로 방습시설을 조성하였

다. 3호 제련로를 토대로 복원된 실험 제련로는 하부 내경 

120 cm, 상부 내경 90 cm, 높이 270 cm 규모로 복원되었다

(Figure 1).

Figure 1. Chilgeum-dong site no.3 smelting furnace and restorat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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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utting section after smelting

2.1.2. 실험 과정 및 결과

예열과정에서 대탄이 974 kg 장입되었으며 철광석 1차 

투입 이후로 대탄 166 kg, 중탄 470 kg이 장입되었다. 철

광석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량 매입이 가능한 양양산 철

광석으로 30 kg씩 10회가 장입되었으며 첨가제는 투입하

지 않았다. 9시간 30분에 걸친 조업은 슬래그가 유출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조업 후 송풍관-배재구선을 기준으로 노를 절개하여 환

원 양상을 관찰한 결과 송풍관측 하단부에 환원철이 생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2). 노 내부 생성물을 

반출하여 후 망치질로 환원철 106.28 kg, 슬래그 123.90 kg

으로 분류하였다.

2.2. 단야

2.2.1. 복원 대상

철정의 표면적인 의미는 철기를 만들기 위한 중간 재

료이지만 그 자체로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반재품의 성

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단순한 소규모 철 생산이 아닌 

제철공정의 시스템화, 규격화, 대량생산과 연관되어 고대 

제철기술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닌다 할 수 있다.

복원 대상이 되는 철정은 탄금대 토성 수조 유구에서 

출토된 철정이다(Figure 3).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46년 

기사에 백제왕(근초고왕)이 왜의 사신 이파이에게 철정 40

매를 준 기록과 일치하는 유물로도 주목 받은 바 있다. 철

정의 제원은 출토된 40매 가운데 평균치에 가까운 26, 27번 

철정(길이 30 cm, 폭 4 cm, 두께 1.5 cm, 무게 1.2∼1.3 kg)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Jungwon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2009).

단야공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정련, 단련, 성형으로 공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련에

서 생산된 불순물(슬래그)이 많은 철괴를 반용융 상태에

서 단타를 통해 불순물을 압출시켜 철의 순도를 높이는 

정련(精鍊, refining) 공정, 철소재를 반복적으로 늘리고 접

어 미세조직이 균일하고 미세화 된 철정(鐵鋌, 덩이쇠)을 

제작하는 단련(鍛鍊, forging) 공정, 최종적으로 원하는 기

형으로 제작하는 성형(成形, shaping)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Lee et al., 2017).

2.2.2. 소분 공정

제련 생성물 106.28 kg에서 78.33 kg의 생성물을 대상

으로 단야 실험이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상온에서 망치

질을 통해 슬래그를 분리하고 소철괴 46 kg과 파쇄되지 

Figure 3. Tangeumdae fortress site excavated iron bar and restoration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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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형 철괴 32.33 kg으로 분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야로의 체적보다 크기가 큰 대형 철괴는 소형화 할 필

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체적이 큰 지상식 노에서 

대형 철괴 정련 작업이 진행되었다(Figure 4). 이 작업은 

노 내에서 대형 철괴를 고온 가열해 소재를 적절한 크기

로 파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철괴 

내 불순물 제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에 대형 철괴를 장입하고 1시간 30분 정도 가열 후 

꺼내어 도끼와 망치를 이용한 파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단야로에 장입이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 시켰다. 대형 생

성물 32.33 kg 중 11.35 kg의 소철괴를 획득할 수 있었으

며 이와 함께 노 내에서 9.09 kg의 완형재(노 바닥에 형성

된 그릇 모양의 슬래그)를 비롯한 12.32 kg의 슬래그가 다

량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3. 압착 공정

압착 공정은 단타를 통해 철괴를 압착하여 소재의 불

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공정이다. 제련 혹은 소분 

공정에서 생성된 소철괴를 가열 후 압착해 판상 철괴로 

만든다(Figure 5). 압착 공정은 불순물 제거가 주목적이지

만 소재를 적층이 용이한 판상 형태로 만들어 단련 공정

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재의 탄소함량에 따라 가열시간, 단타 시점 및 강도

를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는 불순물 제거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소재의 물성 개선이나 일정한 형태로의 성형은 크

게 중요하지 않다. 실험에서는 4∼7회에 이르는 가열과 

단타 작업을 반복했으며 그 결과 압착된 부정형의 판상 

철괴를 제작했다. 각 장입마다 10∼15분 정도의 가열 시

간이 소요되었고 전체 소철괴 57.38 kg 중 압착 공정을 

통해 35.18 kg의 판상 철괴를 획득하였다.

2.2.4. 단접 공정

단접 공정은 여러 개의 압착된 판상 철괴를 적층 및 

접합을 통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공정이다. 이 공정

을 통해 철정 제작의 소재가 되는 봉상 혹은 판상 소재

를 얻게 된다(Figure 6). 하나로 합쳐진 소재는 이 단접 

과정에서 반복된 가열과 단타를 통해 추가적인 불순물 

제거가 이루어지고 물성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며 모든 

단야 공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공정이기도 

하다.

단접 공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정을 만들기 적절한 

양의 판상철괴를 적층 한 후 장입해 가열 한다.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층된 판상 철괴들이 반용융되었을 때 꺼

내어 단타를 통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 이후 재차 가

Figure 4. Dividing process and product.

Figure 5. Pressing process an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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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단타를 반복하면서 봉상 형태로 소재를 성형한다. 

단접 공정 결과 35.18 kg의 판상 철괴에서 21.63 kg의 봉

상 소재를 얻을 수 있었다.

2.2.5. 겹침단조 공정

겹침 단조 공정은 단접에서 얻은 봉상 소재를 철정으로 

제작하는 과정으로 내부의 비금속개재물이나 물리적 결함

을 미세화 시켜 물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공정

이다. 이 공정에서 물리적 결함을 얼마나 제거시키느냐에 

따라서 철기의 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망치와 같이 

두꺼운 기형의 철기는 접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칼이나 재갈과 같이 극도로 얇거나 소재를 꼬는 공정이 들

어가는 철기는 마지막 성형과정에서 결함이 드러나며 소

재가 부러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봉상 소재를 잘게 절단한 후 다른 방향을 다르게 적층하

여 단접하는 방식, S자로 접는 방식, 가로세로를 번갈아가

며 접는 방식 등 다양한 적층방식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

장 기본적인 절반을 접어 늘리는 방식(Figure 7좌)에 대해 

먼저 검증해 보기로 하였다. 이후 단접된 소재를 여러 차례 

늘리고 접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물성을 개선해 가면서 

철정 형태로 성형한다. 이 겹침 단조는 생산품이 요구하는 

품질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겹침단조 횟수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0∼3회 다양한 층수의 철

정이 제작되었다. 이 결과 21.63 kg의 봉상 소재에서 무게 

14.42 kg의 철정 11점을 제작할 수 있었다(Figure 7우).

2.3. 소결

2.3.1. 공정의 구분

제련으로 생성된 1차 철소재(괴련철)를 대상으로 정련 

및 단련단야 공정을 통해 반제품인 철정까지 제작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분, 압착, 단접, 겹침단조 

등과 같은 일련의 세부 공정과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 할 

수 있었다(Table 1).

하지만 제련공정에서 작은 크기로 형성된 철괴는 소분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비교적 품질이 좋은 철괴는 

단접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망치와 같이 두꺼운 형

태의 철기 제작에는 접고 늘리기 과정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과 같이 소재의 상태나 목적 생산품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세부 공

정들을 정련단야, 단련단야, 성형단야로 명확하게 구분하

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달라 보이는 세부 공정

들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반 두 공정은 정련, 후반 두 공정은 단련 위주의 효과를 

보인다(Table 1)는 점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정련→단

Figure 7. Folding process and product(iron bar).

Figure 6. Welding process an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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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부 공정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술 및 분석의 단계 구분을 위해서 소분과 

압착을 정련공정으로, 단접과 겹침단조 공정을 단련공정

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배경에는 작업의 연속성 

개념도 작용하였는데 소분한 철괴는 바로 압착이 가능하

며, 단접한 철괴는 품질에 따라 바로 접어 늘리는 것이 

가능한 점으로 봤을 때 작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반면에 압착-단접 공정은 압착된 철괴를 용도에 맞게 

적층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해 작업이 중단되므로 압착-단

접 공정간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지점에서 공정

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고의 공정 서

술을 위해 소분 공정은 1차 정련, 압착 공정은 2차 정련, 

단접 공정은 1차 단련, 겹침단조 공정은 2차 단련으로 명

명하였다(Table 2).

2.3.2. 공정별 철소재의 회수량

78.33 kg의 제련 생성물은 4단계의 공정을 거치며 급격

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원소재로 사용된 제

련 생성물을 소철괴로 소분하는 과정인 1차 정련은 파쇄

가 필요한 대형 철괴 그룹만 진행되었다. 대형 철괴 32.33 

kg 중 11.35 kg의 소철괴를 획득했는데 전체 괴련철 원소

재 기준으로는 73.19%의 회수율을 보인다. 소철괴를 판상 

철괴로 만드는 2차 정련 과정에서는 전체 대비 44.8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련 공정에서만 절반이 넘

는 55.11%가 손실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판상 철괴를 단접해 봉상 소재로 만드는 1차 단련에서

는 35.16 kg의 판상 철괴가 21.63 kg으로 감소했으며 이 

공정에서만 38.48%의 손실율을 보였다. 최초 괴련철 대비

로 환산하면 27.61%이다. 철정을 제작하는 2차 단련에서

는 21.63 kg의 봉상 소재 중 14.42 kg의 철정 11매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이를 공정별 손실률로 따지만 33.33%이며 

괴련철 대비 18.41%에 그치는 양이다.

detailed process purpose
main effect

refining forging

dividing divide large bloomery iron into appropriate sizes O X

pressing remove impurities by pressing iron ingots O X

welding stack pressed iron and join them △ △

folding fold and stretch to improve physical properties △ O

Table 1. Purpose and main effect of each process

process detailed process rename

refining
dividing 1st refining

pressing 2nd refining

forging
welding 1st forging

folding 2nd forging

Table 2. Classification of smithing process

process smelting
refining forging

1st 2nd 1st 2nd

result 
of work

bloomery iron ingot plate rod iron bar

weight 78.33 kg 57.35 kg 35.16 kg 21.63 kg 14.42 kg

rate of change -26.78% -61.31% -38.48 -33.33

recovery rate 100% 73.19% 44.88% 27.61% 18.41%

Table 3. Weight and recovery rate b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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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총 78.33 kg의 제련 생성물은 4단계의 공정

을 거쳐 18.41%인 14.42 kg이 회수되었다. 이는 정련, 단

련 공정에서만 81.59%의 손실을 본 것을 의미한다. 자세

한 공정별 손실률과 회수율은 Table 3, Figure 8과 같다.

이번 실험을 통해 제련 과정에서 슬래그가 유출되지 않

았던 제련 생성물(괴련철)도 정련, 단련 공정을 거쳐 철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

라 할 수 있으며 제련 과정에서 슬래그 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회수율은 이번 실험 결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후 공정인 성형단야를 통해 철기를 제작

함으로써 정련, 단련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다.

3. 분석방법

3.1. 미세조직 관찰

채취한 시료를 epoxy resin으로 마운팅 한 후 sand paper 

#100∼4,000 및 diamond suspension 1μm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연마하였다. 금속현미경(DM-4000 M, Leica, DEU)을 

사용하여 시료에 따라 25∼200배율로 관찰하고 촬영

(DFC-500, Leica, DEU)하였다. 공정별로 3개 이상의 시편

을 채취하여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공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미세조직으로 제시하였다.

3.2. C⋅S 분석

철 시료 내 경량원소인 탄소 및 유황의 함량을 알아보

기 위해 탄소⋅유황 분석기(CS-230, LECO, USA)를 이용

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기의 측정 범위는 탄소 

4 ppm∼3.5%, 황 4 ppm∼0.4%이며 측정 최소 단위는 2 

ppm이다. 시료는 3 mm이하로 파쇄하여 1 g씩 3회 분석하

였으며 3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함량을 제시하였다.

3.3. ICP-MS 분석

시료의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함량을 확인하고자 유도

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ELAN DRC-e, PerkinElmer, USA)

를 사용하여 원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총 5회 실시한 후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보정

은 CTIF 표준샘플(UE13-1 및 UE52-2, Center Technique des 

Industries de la Fonderie, FRA)을 사용하였다.

3.4. XRD 분석

단조박편 내 광물 조성 분석을 위하여 X-선회절분석기

(RIX-2000, Rigaku, Japan)로 분석하였다. 시료는 분석 요

구량의 50배에 해당하는 양을 조분쇄 한 후, #100 이하 

입자 크기로 분말화하여 준비하였다. 분석 조건은 40 kV, 

40 mA, 2 theta 5∼80°, 주사 간격 0.02°, 주사시간 100 sec

로 설정하였다.

4. 분석결과

4.1. 슬래그

4.1.1. 미세조직

정련 및 단련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에 대해 미세조직

을 관찰하였다. 공정별 복수의 시료에 대한 미세조직 관

찰을 통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 한 후, 이 중에서 공정별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세조직을 제시하였다.

1차 정련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는 fayalite가 주로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제련공정에서도 흔히 관찰되는 양상

의 슬래그로 확인되었다. 제련실험에서 확인된 노 내 슬

래그(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21)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소분과정의 단순한 가열-소분으로 인한 미세

조직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9A).

2차 정련부터는 본격적인 단타작업이 시작되는 공정

으로 단조박편이 관찰되기 시작한다. 단조박편은 철소재

를 대기 중에서 단타했을 때 표면 산화물이 얇게 박리되

며 떨어지는 슬래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Osawa, 1999). 

2차 정련 단야 단조박편의 경우 철소재의 표면에 요철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의 모습과 같이 부정형

의 형태를 보인다. 미세조직은 1차 정련 슬래그와 비교하

여 약간의 wüstite와 철입자가 추가적으로 관찰되는 양상

이 확인된다(Figure 9B).

1차 단련 단조박편을 보면 철소재의 표면이 꽤 평탄해

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두께도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조직의 경우 wüstite가 지배적인 양상을 보인다

Figure 8. Weight change of iron and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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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C).

2차 단련 단조박편은 거의 완벽하게 평탄해지고 상당

히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세조직도 대부분이 백색

의 철 산화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단야 후반 공정에서 보이는 wüstite, magnetite, 

hematite의 3층 구조(Osawa, 1999)로 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Figure 9D).   

4.1.2. 화합물

공정별 단조박편의 화합물 조성 확인 결과 화합물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intensity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공

정이 지날수록 wüstite와 magnetite는 늘어나고 fayalite는 

줄어드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10). 이는 미세조

직의 양상과도 같은 양상으로 공정 진행에 따른 단조박편

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1.3. 희토류원소

제련 원료인 철광석과 공정별 슬래그의 희토류원소 함량

은 Table 4, 5와 같으며 분석값에 대하여 Taylor와 McLennan 

(1985)이 제시한 chondrite 초생치로 표준화 한 결과를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란타넘(La)부터 사마륨(Sm)까지

는 음의 기울기를 보이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유로퓸

(Eu)에서 크게 결핍되는 양상이다. 또한 가돌리늄(Gd)부

터 루테튬(Lu)까지는 큰 증감 없이 완만한 패턴을 보인다. 

공정별 슬래그의 희토류원소 패턴(Figure 11B)은 철광

석의 희토류 원소 패턴(Figure 11A)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

을 통해 원료 철광석의 희토류원소 패턴이 슬래그에도 그

대로 계승되는 것을 통해 연료인 목탄이나 노벽 용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슬

래그의 희토류원소를 통해 원료의 계통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정별 슬래그의 희토류원소 패턴(Figure 11B)을 

보면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공정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통해서 공정별 슬래그의 희토

류원소 함량에 따른 성분적인 위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철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친석원소인 희

토류원소가 슬래그(또는 단조박편)로 응축되어 빠져감에 

따라 희토류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단일 계통의 단야조업 내에

서는 단조박편의 희토류원소 패턴에 따른 조업의 상대적

(A) 1st refining
slag

(B) 2nd refining
hammerscale

(C) 1st forging
hammerscale

(D) 2nd forging
hammerscale

Figure 9. Microstructure of smithing slag(x100).

Figure 10. XRD analysis result of hammerscale(W: Wüstite, M: Magnetite, H: Hematite, F: Faya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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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4. 공정별 단조박편의 두께

단야조업에서 수습된 단조박편을 대상으로 공정별 

100개씩 두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공정에 

따른 단조박편 두께의 경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12). 2차 정련 단조박편의 경우 0.30 mm부터 2 mm이상까

지 다양한 두께로 확인되는 반면에 철소재의 표면이 평탄

해지는 단련과정부터는 특정 두께에 집중되는 양상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1차 단련의 경우 0.40∼0.50 mm 구간에 가장 많이 집

중된 반면에 2차 단련의 경우 0.20∼0.30 mm 구간에 집

중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

　

component (ppm)

La Ce Pr Nd Sm Eu Gd

iron ore(1) 1.40039 2.19226 0.32388 1.22264 0.26543 0.04083 0.32107 

iron ore(2) 3.93013 7.44208 0.76973 2.78837 0.55182 0.08388 0.64131 

iron ore(3) 2.50400 5.43461 0.64675 2.36246 0.43063 0.07338 0.53087 

1st refining 13.02874 27.34414 3.03690 10.49905 2.07651 0.35790 2.47004 

2nd refining 4.11369 8.38543 0.94589 3.25365 0.64182 0.13960 0.70119 

1st forging 1.30884 2.58272 0.28402 1.04811 0.18560 0.04339 0.21412 

2nd forging 0.60243 1.17114 0.12121 0.42383 0.08027 0.01766 0.09913 

Table 4. Analysis of rare earth elements in smithing slag(La∼Gd)

　

component (ppm)

Tb Dy Ho Er Tm Yb Lu

iron ore(1) 0.04604 0.26623 0.05405 0.15333 0.02162 0.19256 0.02722 

iron ore(2) 0.07946 0.48399 0.09672 0.27290 0.03973 0.27290 0.04334 

iron ore(3) 0.07057 0.38252 0.08420 0.23937 0.03328 0.21371 0.03809 

1st refining 0.33988 1.85553 0.40874 1.13013 0.17014 1.10811 0.15893 

2nd refining 0.08705 0.48819 0.10269 0.28802 0.04292 0.28240 0.04212 

1st forging 0.02210 0.11570 0.02611 0.07713 0.01085 0.05423 0.00924 

2nd forging 0.00963 0.05017 0.01164 0.03251 0.00562 0.03090 0.00482 

Table 5. Analysis of rare earth elements in smithing slag(Tb∼Lu)

(A) Iron ore (B) Slag and hammerscale

Figure 11. Rare earth element pattern of iron ore and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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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전술한 희토류원소 분석결과와 같이 단야 공정별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철소재

4.2.1. 미세조직

본고의 최종 결과물인 철정에 대하여 미세조직 관찰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편은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외곽보다

는 가장 중심부에서 채취하였다(Figure 13). 한 소재의 겹

침단조 횟수에 따른 변화 양상이 아니어서 완벽한 비교라

고는 할 수 없지만 각각의 결과물인 0회(Figure 14A, 이하 

철정A), 1회(Figure 14B, 이하 철정B), 3회(Figure 14C, 이

하 철정C) 겹침단조를 실시한 각 철정의 미세조직에서도 

겹침단조에 따른 효과는 확인이 가능했다.

철정의 미세조직을 보면 탄소함량에 따라 밝게 보이는 

ferrite층과 어둡게 보이는 pearlite층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철정 A와 B를 비교했을 때, 이러

한 layer가 오히려 철정A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차 단련과정에서 적층된 철괴의 개채수가 많았던 

thickness
(mm)

counts

2nd refining 1st forging 2nd forging

<0.10 - - 1

0.10∼0.20 - - 28

0.20∼0.30 - 9 35

0.30∼0.40 1 16 26

0.40∼0.50 5 23 8

0.50∼0.60 8 19 1

0.60∼0.70 13 12 1

0.70∼0.80 10 12 -

0.80∼0.90 7 6 -

0.90∼1.00 8 2 -

1.00∼1.10 11 1 -

1.10∼1.20 8 - -

1.20∼1.30 4 - -

1.30∼1.40 9 - -

1.40∼1.50 6 - -

1.50∼1.60 5 - -

1.60∼1.70 1 - -

1.70∼1.80 0 - -

1.80∼1.90 1 - -

1.90∼2.00 0 - -

>2.00 3 - -

total 100 100 100

Table 6. Thickness of hammerscale by process

Figure 12. Hammerscale thicknes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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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많은 layer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철기유물의 

미세조직 관찰 시에 이를 다수의 겹침단조 흔적으로 오인 

할 수도 있는데 적층된 소재의 개체수가 많은 것이지 물

성이 개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철정B도 하단에 단접불

량 한 곳을 제외하면 철정A보다 비금속개재물이 미세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철기유물에 대한 미세조

직 관찰에서 탄소함량 차이에 따른 layer가 많다고 해서 

다수의 겹침단조 과정으로 오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비금

속개재물의 연신 및 미세화 양상도 함께 파악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에 3회 겹침단조 되어 이론상 8겹의 

layer가 존재하는 철정C의 경우 철정A, B보다 결함이 확

연하게 줄어든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겹침단조 횟수에 따른 

물성개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2.2. 탄소함량

2차 정련과정에서 해면철(海綿鐵, sponge iron) 양상의 

저탄소 철괴는 압착이 수월했던 반면에 상당량의 철괴들

이 눌리지 않고 부서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Lee 

et al.(2018)의 실험에서 탄소함량 1% 이하의 철소재는 특

별한 조치 없이도 연성이 존재해 단타가 가능한 반면에 

1.5%가 넘어가는 철소재의 경우 똑같은 조건으로 단타를 

실시했을 경우 연성이 부족해 소재가 부서지는 결과가 있

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다. 실험 종료 후 공정별 채취

된 시료에 대해 탄소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정련단계 철

소재의 탄소함량 분포가 상당히 다양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7, Figure 15). 이는 제련 과정에서 다양했던 

철소재의 탄소함량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련 과정에서 철소재의 탄소함량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작업자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ⅰ) 철괴를 파쇄함으로써 표면적을 넓혀 탈탄 범위를 증

가시킴, ⅱ) 가열 막바지에 목탄을 걷어내고 송풍을 실시

하여 철괴 내 탄소가 산소와 반응 할 수 있도록 유도(2C 

+ O2 → 2CO), ⅲ) 단야로에서 철소재를 꺼낸 후 약간 온

도를 낮춘 뒤에 단타하여 철괴가 과도하게 부서지지 않도

록 유도, ⅳ) 망치질 강도 조절 등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결과, 조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실

험 후 분석결과에서도 소재의 탄소함량이 상당히 낮아지

고 함량 분포도 상당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Figure 15). 따라서 특별한 탈탄공정이 아닌 작업

과정에서의 간단한 조정을 통해 탄소함량을 낮출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13. Analysis section of iron bar.

(A) Non folding(1 layer) (B) 1st folding(2 layer) (C) 3rd folding(8 layer)

Figure 14. Microstructure of iron bar(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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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탄된 소재로 2차 단련을 실시하여 철정을 제

작하였으며 1차 단련보다 각 철정별 탄소함량 분포는 더

욱 균일해 진 것을 알 수 있다(Table 7, Figure 1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본 공정별 특징은 정련공정의 경우 

단련공정을 위한 예비처리 과정이라는 의미도 찾을 수 있

었으며, 단련 공정을 통해 소재 성분의 개선 및 균일화가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3. 원료 광석 – 조업 생성물간의 성분적 유사성

제철조업에서 생성된 철소재의 경우 철을 제외한 대다

수 원소가 결핍되어 있는 반면, 슬래그의 경우 철을 제외

한 대다수 원소가 부화된 양상을 보인다. 불호정성 원소 

La-Ce은 상호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여 고온의 제철조업 

과정에서 생성물간 일정한 분화패턴을 보이며 철소재와 

슬래그 사이에서 원소의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원료 철광석과 제철 생성물간의 La-Ce 비율이 일련의 선

형배열을 나타낸다면 동일한 원료 철광석을 사용한 조업

의 생성물로 추정이 가능하다(JNRICH, 2020).   

본고의 실험 생성물의 경우도 La과 Ce의 비율을 비교

해본 결과 철광석과 생성물 간의 선형패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차 정련 슬래그의 경우 철광석보다 많은 함량을 

보였으며 이후 2차 정련, 1차 단련 슬래그는 철광석과 유

사한 함량을 보이다가 2차 단련 슬래그부터 철광석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철소재의 경우 슬래그와는 

확연한 위계를 보이지만 공정에 따른 선후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ure 16).

5. 결론 및 향후과제

5.1. 결론

제련조업에서 생성된 괴련철을 대상으로 단야작업을 

통해 반제품인 철정까지 제작한 복원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공정별 생성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화된 철정 제작 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No. 1st refining 2nd refining 1st forging 2nd forging

1 0.46 1.77 0.77 0.30

2 0.10 1.39 0.11 0.28

3 0.93 0.52 0.21 0.29

4 1.35 2.59 0.55 0.57

5 1.54 2.48 0.61 0.36

6 1.69 1.90 0.18 0.51

7 3.07 - - -

8 2.71 - - -

9 2.71 - - -

Average 1.62 1.77 0.40 0.38

Table 7. Carbon content of iron materials by process

Figure 15. Carbon content distribution.
Figure 16. La-Ce ratio of raw material an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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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단야공정의 세분화

실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철소재인 소철괴, 판상철괴, 

봉상철괴, 철정과 같이 단계별 생성물을 기준으로 소분, 

압착, 단접, 겹침단조의 네 가지 공정을 확인하였다. 세분

화 된 공정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위 공정이 정련-단련 

과정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며, 작업의 연속성이라는 측

면과 공정별 생성물의 분석결과를 통해 압착 공정과 단접 

공정 사이를 변곡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단야공정을 분

류하였다.

정련 공정은 대형의 철괴를 파쇄하는 ‘소분 공정’과 소

분된 철괴를 눌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압착 공정’으로 분

류하였으며, 단련 공정은 압착한 철괴를 적층하여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단접 공정’과 철기의 물성을 개선하는 ‘겹

침단조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고는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공정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지표 생성물’이라는 기준을 각 공정마다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의 공정분류에 지표 생성물이라는 기

준을 포함해서 Table 8과 같이 단야 공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제철유적의 상황을 복원

실험으로 생성물을 재현해보면서 단야기술 체계를 역으

로 해석 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5.1.2. 공정별 단조박편의 특징

실험을 통해 확보된 단조박편의 두께 측정, 미세조직 

관찰, 화합물, 희토류원소 분석을 통해서 공정 진행에 따

른 위계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절대적인 인자는 아니지만 

동일 유적 내 복수의 단야유구에 한정하여 상대적인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인자들로 판단된다. 간단하

게는 두께측정, 나아가 미세조직 관찰과 희토류원소 분석

까지 교차검증이 된다면 그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가 적용된다면 단야로의 세분화, 

작업동선 파악 등과 같이 기존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술체

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광석의 희토류원소 패턴이 단조박편에도 계승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서 단조박편의 희토류원소 패턴을 통한 원료 철광석의 계

통을 역으로 추적하고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으로 보인다.

5.1.3. 공정별 철소재의 특징

철소재의 경우 희토류원소가 결핍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검출되는 경희토류 원소인 La와 Ce에 한

정하여 일련의 선형배열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단야 공

정 진행에 따른 선후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본고의 실험에서 초기 철소재의 탄소함량이 다소 높았

었는데 별도 탈탄공정의 추가 없이 간단한 기술적 조정을 

통해서 탈탄이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련공

정에서 정련공정과 구분되는 성분의 개선 및 균일화 현상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겹침단조가 진행됨에 따라 단접불량 개선, 비금속개재

물의 미세화 등과 같은 결함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다만 

겹침단조와 관계없는 layer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적

층과정에서 철괴의 개채수가 많아지면 탄소함량에 따른 

layer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기유물의 미세조직 

관찰 시에 이러한 layer만으로 물성개선 정도를 판단해서

는 안 되며 비금속개재물의 연신 및 미세화 양상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2. 한계점 및 향후과제

5.2.1. 다른 제련 생성물에 대한 추가 실험

본고의 실험은 제련과정에서 슬래그가 유출되지 않았

던 조업의 괴련철을 재료로 사용했다. 추가적으로 슬래그

가 유출된 제련조업 괴련철에 대한 단야실험을 통해 회수

율을 비교해 본다면 슬래그 유출 여부에 따른 단야공정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2. 성형공정에 대한 추가 실험

제작된 철정을 대상으로 철기를 제작해 본다면 철정 

하나의 규격이 의미하는 바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철기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단련의 정도를 확인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3. 연마, 열처리 작업 확인

철기유물의 경우 기능성 확보를 위해 열처리 된 사례

가 많은데 연마 및 열처리 작업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철기유물의 해석 방향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process dividing pressing welding folding

indicator product (small) ingot plate rod iron bar

main effect refining forging

Table 8. Summary of smith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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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재제의 첨가 및 원료의 변화

본고의 제련실험은 조재제가 첨가되지 않은 실험으로 

철광석의 희토류원소 패턴이 슬래그에서도 유지되었다

는 것을 통해 목탄이나 노벽의 성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조재제 첨가

에 따른 슬래그의 회토류원소 패턴의 변화가능성도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원료 내에서 La, Ce의 선형배열 패턴을 확인

하였으나 다른 산지 철광석을 사용한 실험으로도 추가적

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

으로 데이터를 늘려 제철 원료의 계통을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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