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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고대~중세는 물론 현대에 있어서도 철산업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생산량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특히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철산업이 고대국가에서 번성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적
발굴과 분석을 통해 4~5세기 단계부터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밝
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그렇듯 우수했던 전통적인 하이테크의 기술은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이라는 그릇된 유
교적 가치관에 의해 퇴조하게 되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 전통적 명맥마저 거의 단절되어 현
재는 그 기술적 실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하여 10차례 이상의 제철 복원실험들을 실시하여
왔으나 거의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은 기존의 실험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

* 이 발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
60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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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거의 상실된 상태의 전통제철기술을 수차의 실험을 통해 복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는 본 연구는 현재 종료된 1년차 실험의 결과를 검토
분석하면서 2년차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서, 본고에서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의 현황과 제 문제의 검토
1. 기존 철제련 복원실험의 사례

1)2)3)4)5)6)7)

표 1  고대 철제련 복원실험 사례
주관기관

시기

노 내부규모(cm)
(高×저부徑-상부徑)

한국과학기술원 1)

1991년 원형(100×80-50)

한국과학기술원 2)

1994년 상형(100×120×80)

국립청주박물관 3)

1997년

철박물관 4)

2002년 원형(250×130-50)

한국전통문화학교 5)

2008년

중원문화재연구원 6)

2011년 원형(260×32×60)

원형(186×110-55)
상형(130×215×35)

송풍관

철회
수율

자갈, 사토 5층

2(손송풍)

10%

3층

12

?

(五洲衍文長箋散稿)

?

1(손송풍)
6(손송풍)

?

(석장리 A-3號爐)
(A4-1號爐)

지상 50㎝
40㎝ 자갈

2(구동모터)

?

(A-3號爐)
예미자철광

3개
9개

14%

괴련철 생산

목탄·점토 중복
4층

1개(철제)

19.6%

(칠금동유적)

모래-점토-숯

1개

?

(석장리 B-23號爐)

모래-점토-목탄

1개

?

(석장리 B-23號爐)

원형(120×80-80)
자갈, 카본베드
상형(120×160×110)
등 4층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7) 2014년 원형(140×70×6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지하구조

2015년 원형(240×120-?)

비고(모델)
(천공개물)

1) 崔炷 외, 1991, 「古代 製鐵法의 復元實驗」, 『대한금속학회회보』 4.
2) 崔炷 외, 1991,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따른 製鐵復元實驗」, 『韓國傳統科學技術學會誌』 1.
3) 國立淸州博物館, 2004, 「古代 製鐵爐 復元 實驗」,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4) 世淵鐵博物館, 2003, 『古代製鐵 復元實驗 報告書』.
5) 정광용, 2008, 「고대 전통제철법의 복원 연구」, 『동아시아 고대 철 문화의 비교』.
6) 김경호, 2012,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복원실험 사례보고」, 『중원의 제철문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
년 기념 학술대회.
7) 이은우, 2014,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의 자연과학적 분석연구」, 『한·중 중원지역 제철문화와 고대도시』, 국립중
원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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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최주에 의해 국내 최초로 철제련 복원실험이 실시된 이후 최근까
지 대략 10회 정도의 철제련 복원실험이 실시되었으며,8)(표 1) 이를 통해 고대 철제련 기술의
노하우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면서 점진적
인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의한 원형로 철제련 실험(도 1의 좌)은 명나라 宋應星의 『天工開物』과 중

국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었고, 상형로 철제련 복원실험은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국내의 고고학적 자료와는 괴리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는 달리 국립청주박물관은 자체적으로 발굴한 진천 석장리 제철유적의 A-3호로(원형,
도 7)와 A4-1호로를 모델로 복원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철박물관도 석장리 A-3호를 모델로 한 복원실험을 재차 실시하였고(도 2 좌), 중원문화
재연구원도 칠금동유적의 노를 모델로 복원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도 3 좌). 그리고 최근에는 국
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진천 석장리유적의 B-23호로를 모델로 철제련 실험을 실시한 후 다양한
방식의 노를 축조하여 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상태이다.9)

점토

지지대
점토+볏짚+사토

점토+볏짚
풍구

점토+사토
단열재
황토층
마사토층
carbon bed
자갈층

도 1  철제련 복원실험용 노(좌: 최주, 우: 한국전통문화학교)

8) 이 외에도 박물관(대가야박물관), 지자체(김해시·창원시·울산시·여주시)의 철과 관련된 행사 일환으로 제
철 복원실험이나 퍼포먼스가 행해지도 하였고, 향후 이러한 추이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상업
적 목적으로 일부 전통방식이나 그를 변형시킨 철제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9)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5, 『고대제철기술!! 실험고고학으로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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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 유출구

도 2  국립청주박물관과 철박물관의 제철 복원실험 제련로 실측도

온도계
120cm

240

풍관
20
40cm
40

30

30
100

35

모래

30

점토

5

20

배재구

목탄

도 3  중원문화재연구원(좌)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우, 2차)의 철제련 복원실험로

2. 복원실험상의 중요 문제와 향후의 개선방향
사실 20여 년에 걸친 철제련 복원실험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
인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 요인은 철광석(Fe2O3·Fe3O4) → 반환원괴(FeOx) → 환원괴(FeC)로 변화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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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로 내의 환원공정에 대한 공학적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로 철제
련의 목적을 정확히 세우지 않고 막연하게 실험에 임한 점도 중요한 실패의 요인으로 보여진다.
셋째로는 송풍에 대한 제반 구조와 방식에 있어 당시의 기술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 당시의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조업의 성과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철사 전공자와 철제련공학 전공자의 융합적 연구팀 구성
이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공학적 이론과 발굴에서 확인된 제철로의 구조와 규
모, 폐기물의 상태 및 기타 정황자료를 종합하여 당시에 어떠한 철을 생산하였는가를 면밀히 추
론하고 도출된 결론을 가설화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철제련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인 절차로 보여진다. 그리고 철제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송풍의 문제도 유적과
유물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송풍관의 규모, 재질 및 제작방법 등을 규명하고 노내 장착방식
(장착각도, 삽입정도, 삽입방향 등)과 내화상태의 유지방법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고려하여 실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철제련 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많은 변수들에 큰 변화를 주지 말고 안정적
부분들은 고정시킨 후 일부의 요소들만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의 추진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고대~근세의 제철관련 자료들과 금속공학적으로 분석된 결
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악한 제철의 원리 및 기술 정보에 기초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통
적 제철 복원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전통시대(전근대)의 제철기술을 보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 적
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 철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괴련철 정련기술과 더불어 선철 → 용해주조 및
탈탄강(초강)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삼국시대에는 중국에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 및 강
철 생산지역이었던 사실이 철기와 각종 자료들의 금속공학적 분석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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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융복합적 연구를 통해 전통제철문화의 이론적 및 내용적 사항들을 철저히 검
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행된 재현실험의 결과들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전통제철의 기술과 문화를 복원함으로써 학계와 시민들이 전통제철기술문화를 올바르게 이
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융합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현재 세계 11대 무역강국이라는 경제적 부국이 되었고, 세계 최첨단의 IT강국으로 말
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전통과학기술사에 대한 연구는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
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제철기술에 대한 연구 또한 아직 초보적 단계에서 크게 벗
어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문화재청은 화재로 붕괴된 남대문을 전통기술에 입각하여 복원하였다고 선전하였으나 각
종 부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기만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한 여러 부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
은 중요한 사실은 당시 남대문 북원에 소요되는 철물(鐵物)과 관련된 사항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전통기술로 생산하여 공급한다고 공언하고 현장에 대장간을 설치하여 모종의 퍼포먼스까지 선보
였으나 정작 전통기술에 입각한 철소재의 생산에는 실패하여 수억 원의 비용만 낭비하고 말았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통제철문화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근대
의 제철기술이 제대로 복원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일부 시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분야
의 전문가가 주도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통제철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기는 하
였지만 고대부터 이를 크게 발전시켜 질과 양적 면에서 세계 최첨단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사
실을 국민 일반은 물론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통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첨단적 수준에 위치한 제철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번 연구 기
획자들에 의한 30여 년간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제철 관련 유적과 유물 자체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이나 구조물, 원료, 생산품 및 폐기물 등
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물론 간헐적으로 제철 복원실험이 실시되기
도 하였으나 이제까지의 작업들은 뒤에 설명할 여러 가지의 결함들로 인해 계속 조업이 실패하
여 왔고, 그 결과 아직 연구자들 간에 전통제철기술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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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통제철기술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학술적 목적 외에도 여러 실용적 부문
의 상황들과 관련하여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경제적 성장과 국민들의 역사문화의식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
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문화재의 보수 및 사찰의 중건 등 다양
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도처에서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철물은
현대 제철의 생산품만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적어도 남대문같이 중요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개보수 등에는 전통제철법에 의해 생산된 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본이 도검제
작은 물론 전통가옥 등의 수리와 복원에 전통제철기술(다다라제철기술)로 생산한 각종 철물들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울산, 김해 및 창원 등지에서 역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제철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
작 현장에서 실시되는 소위 전통제철 퍼포먼스들은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제철의 기
본적 원리와 공정체계에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통제철문화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전통제철기술의 복원은, 학술적 진실을 구명(究
明)하는 데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적 수준의 문화재 개보수에 소요되는 철물의 공급에 있어

서도 요구되는 사안이며, 우수했던 우리나라 전통기술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
다 중요한 우선적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 최초의 융합적 연구
기존의 실패 사례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면서 금
속공학적인 연구와 융합하여 먼저 전근대 제철의 기술과 제철공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적 공정체계도에 입각한 제철기술의 복원을 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
기존의 연구가 한 분야에 치중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반면 본 연구는 다차원적인 전공
분야의 연구자들 및 연구협력자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번의 복원실험적 연구의 참여자 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큰 특징은 고고학과 금속공
학 분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도검류 제작이나 실제로 대장간을 운영하는 장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더 나아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할 인부들까지도 다년간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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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참여시켜 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점이다.

3) 제철 공정체계의 종합적 복원과 세부 기술의 파악
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각 공정의 흐름과 그에 유기적으로 관계된
기술적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전통과학기술에서도 가장 첨단 분야에 해당하는 제
철기술을 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제철기술에 의한 철생
산의 문제에 무난히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철저한 예비적 복원실험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과 방향설정
전통제철의 복원실험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제 변수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시행착오적 전례들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조업을 보다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공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비실험적 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방법을 적용하여 전
통제철 복원실험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의 전통제철 조업
의 표준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5) 정확한 기록과 반성, 평가의 피드백 시스템 유지
본 연구는 예비실험과 본실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다수의 기록자들에 의해 철저한 기록
을 남기면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철 실험들에서도 기록을 남기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들
이 면밀히 분석되고 평가되어 다음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체계적 기록과 그에 대한 엄밀한 재검토에 기초하여 피드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면서 문제점의 개선과 향후의 보다 합리적인 방향설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6) 사전 및 사후의 철저한 금속공학적 분석
기존의 복원실험들은 충분한 분석 없이 연구가 종료되어 사실상 향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남겨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철기술 관련 자료의 종합
적 및 체계적 분석작업을 주도면밀하게 실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초기원료단계 → 배소단계
→ 반환원계단계 → 정련단야단계 → 단련단야단계의 원료, 중간소재, 산품들은 물론 폐기물들
까지 모두 분석하여 각 제철공정 자체의 기술을 파악함은 물론 각 공정 산품과 폐기물 간의 상호
적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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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연구의 독창성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IV.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방법상의 특성
1. 연구의 이론적 기초

도 5  한국 전통제철의 공정체계에 대한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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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한국연구재단의 융복합연구(씨앗형)를 통해 도출한 한국 전통제철의 공정체계에 대
한 중범위 이론으로서 서양이나 중국과는 다른 한반도 전통제철기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
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이론적 기초가 되며, 부분적으로는 아직 가설의 단계에 해당하여 이번 실
험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 6  연구의 방법과 절차 체계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고고학과 금속공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구방법론도 두 학문 영역의 제철
사 분야에 대한 연구의 여러 방법론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제 복원실험 작업에 적용함으로
써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론의 확립과 적용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요점은 각 분야의 개별적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융합적 검토와 결론
도출에 입각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생산작업을 하고 있는 도검 제작 장인들이나 전통대장간 장인들도 이번
연구에 참여시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점도 이
번 연구가 갖는 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전통적 조업방식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지식이 거의 대부분 단절되어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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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 그들의 변형적인 작업방식이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고고학적
근거자료와 금속공학적인 이론으로 점검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하 각 분야의 세부적인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① 지난 30여 년간 조선시대 이전의 제철유적 발굴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원료와
연료의 종류 및 성격, 시대별 노의 형태와 축조방식, 송풍관의 특성 등 재료와 구조물에 대한 파
악이 상당히 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복원실험의 기본적인 제반 조건과 환경을 설정한다.
② 철재, 노벽편 등 제철유적의 각종 폐기물들을 통해 확인하거나 추론된 결과에 기초하여
조업의 매뉴얼을 미리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실제의 복원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던 제철 복원실험의 기록 자료들을 검토, 분석
하여 조업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이를 작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씨앗형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철의 종합적 공정체계도에 입각하여 단계별 제철 복원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각종 도구들은 발굴을 통해 확인한 유물들이나 민속학적 자
료로 알려진 것들을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조업 내용이 보다 전통적 방식에 입각하도록 한다.
⑤ 3차년도의 실험에서 시도될 조업 3단계의 철기 제작에 대비하여 고대~중세의 철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조할 철기를 선정하고 육안으로 파악되는 제조기술
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작실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상술하였지만 이상의 고고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있어, 먼저 금속공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교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동안 실시되었던 다양한 분석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 금속공학적 연구방법론 적용
기본적으로, 상기의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는 각 부문은 금속공학적인 제철 이론 및
조업 실제와 밀접히 상응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① 이미 원료와 연료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성격들이 상당히 파악되어 있고 기타
의 구조물 조성에 대한 분석적 자료도 일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복원실험에 요구되
는 환경 여건을 만들도록 한다.
② 제철의 각종 폐기물들은 이미 다종다량이 분석되어 있어 노내의 조업 분위기, 조재제 첨
가의 여부 등이 상당 수준 파악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복원실험을 진행하면 일단 무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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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39호.indb 343

343

15. 10. 30. 오후 5:04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업의 매뉴얼 작성에 있어서는 금속공학적 이론과 분석의 결과를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고고학 자료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실패를 반복했던 제철 복원실험의 기록 자료들을 금속공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철
저히 검토, 비판하고, 그 원인을 상세히 규명하여 각 공정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④ 1차년도부터 원료의 준비 → 반환원괴와 환원괴 생산 → 정련 및 초강생산 → 철기의 제
작에 이르는 각 공정의 원료, 산품, 폐기물 및 구조물에 대한 철저한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 제철생산 체계도 내에서의 기술 흐름도를 확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계 자료들
의 분석 결과가 표준자료가 되어 향후 다양한 시기와 여러 공정의 제철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시료들의 분석과정에서 비교 및 해석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3차년도의 실험에서 생산되는 철기들은 각종 부위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
화하고 그동안 분석되었던 철기들의 금속조직들과 상세히 비교하여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들의
제작기술을 복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출토되는 철기가 분석될 경우 비교와 해석의 근거가 되
는 표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도 7  금속학적 분석의 내용과 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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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검제작장·단야장인들 및 도예가의 노하우 적극 활용
고고학적 발굴과 금속공학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 기술적 사항들은 유물이나 폐기물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추론에 근거하여 유추해 낸 지식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원실험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에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경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어 충분한 결론의 도출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에 걸친 집중적
재현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소규모 철 제련
과 단야작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도검장이나 전통단야장 장인들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이들은 조업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으로부터 다소 벗어난 변형기술을 구사
하고 있으나 경험에서 얻어진 기술적 지식 가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노의 축조, 배재구
의 설치와 사용, 원료와 연료, 송풍 등등)도 적지 않아 이번 연구에 적극 참여시켜 실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제철에는 노의 축조나 송풍관 등이 중요한 변수인 만큼 이 분야도 철저한 검토와 분석
에 기초하여 실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도예가 등의 전문가를 참여
시켜 직접 제철 설비를 생산하여 원형에 가장 가까운 제철 복원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4) 제 분야 간 융합적 방법론의 확립과 적용의 선순환체제 구축
이상의 여러 분야 지식과 방법론 등이 개별적으로 활용되기보다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에 의
한 융합적 방법론을 도출하여 이를 복원실험에 적극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방법론을 개선하는
지속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가는 피드백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
고자 한다.

3. 연차별 연구의 세부 내용
본 연구는 각 단계의 제철공정 기술을 3년간에 걸친 구체적인 복원실험을 통해 밝히는 데 목
적을 두고 있다. 각 해당 연도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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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연차별 연구계획

1) 1차년도의 연구 내용
① 먼저 각 분야 참여자들의 워크숍을 통해 제철 복원실험의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원료와 연료의 준비, 예비처리, 시설과 각종 장치의 마련 등 제철 복원실험에서 요구되는
제 부문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
③ 일반적으로 공학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몇 차례의 반복적인 예비실험을 통해
조업의 표준방식(장입 광석과 연료의 크기 등의 각 공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준 등)을 설정하
고 이를 토대로 기본 매뉴얼을 작성한다.
④ 예비실험에서 얻어진 구조물, 원료, 산품 및 폐기물 등의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세부적인 복원실험 내용들과 금속학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⑥ 이상의 작업을 토대로 2차년도 복원실험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2) 2차년도의 연구 내용
① 당해의 중점 연구인 철제련 복원실험의 세부 계획을 확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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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1차년도 연구 과정과 내용

② 철제련에 소요되는 제 요소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다.
③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 연구 협력자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철 소재를 생산하는 1차 제련작
업을 실시한다.
④ 이 공정작업에서 얻어진 구조물, 원료, 산품 및 폐기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
속학적 분석을 실시한다.
⑤ 복원실험 내용 및 금속학적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의 성과에 대한 중간보
고를 실시한다(한진에 대한 보고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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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2차년도 연구 과정과 내용

⑥ 3차년도 연구의 최종 방안을 수립한다.

3) 3차년도의 연구 내용
① 2차 철제련 실험 진행
② 철제련에서 형성된 노내 생성물들의 부위별 종합 분석
③ 정련 및 단련 단야작업과 각종 시료들의 면밀한 분석
④ 복원실험 내용 및 금속학적 분석결과의 종합적 검토
⑤ 복원실험 내용과 금속학적 분석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한다.
※ 3차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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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3차년도 연구 과정과 내용

V. 맺음말
이상, 기존의 제철 복원실험 연구 현황과 제반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간
단히 제시하였으며 이어서 본 연구의 추진 목적, 필요성 및 독창성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
리고 연구의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상의 특성, 연구의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
하였다.
현재 본 연구는 1년차 실험작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그 과정과 결과물들에 대
한 정리와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동시에 앞선 실험의 제반 문제
들을 재검토하면서 2차년도 실험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 1차년도 실험은 기본적으로 상술한 기본계획에 따라 무난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세부
적인 부분들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했던 것들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철제련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 각종 시료들에 대해 충분한 분석을 실
시하지 못한 점이 무엇보다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연구의 특성이 융합적 연구이지만 개별연구원들 간 충분히 소통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고, 상호 유기적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도 예상보다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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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개선하면서 2차년도 실험이 보다 성공적으로 실
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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