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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당대 과학기술의 총체인 화약 무기는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려 말부터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시
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기술체계의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이 없어 기술의 발
전 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기에 제작되거나 사용된 화약 무기에 대한 과
학적 분석 사례를 통해 다양한 유물의 제작 기술체계를 살펴보았다. 청동을 소재로 제작된 화포는 구
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주조하였으며, 화포의 종류에 따라 함금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형 화포
인 승자총통에는 주석과 납이 적게 포함된 반면 중대형 화포인 불랑기자포에는 8%를 상회하는 많은
함량의 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들 화포는 청동합금을 주조틀에 부은 이후
에는 비교적 천천히 냉각시키는 방법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철을 소재로 제작
된 화포는 단조로 제작되었으며,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비금속 개재물을 볼 때 철제 총통
제작에 공급된 철 소재가 저온환원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이나 해면철일 가능성이 높다. 철을 소재로 중
대형 화포를 제작할 경우 총신이 두꺼워 화약 폭발에 의한 고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주조
방법이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총신이 가는 소형 철제 총통은 파열되기 쉬우므로 강한 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단조 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 발사체의 경우 철, 청동, 납 등 다양한 재질의 금
속으로 제작되었다. 청동을 기본소재로 탄환을 제작할 경우 10% 내외의 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주조
성을 용이하게 하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구리와 주석 함량을 상대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
된다. 연환의 경우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납을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납 특유의 가공성
높은 무른 성질과 무게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철제 탄환 제작에서는 철기의
대표적 기술체계인 단조와 주조 기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중대형에 속하는 철제 탄환은 주조
로 만들어진 반면 소형 철제 탄환은 단조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탄환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다른 공정
의 기술체계가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임진왜란, 화약 무기, 청동제 화포, 철제 화포, 제작기술
 2012년 전쟁기념관이 주최한 ‘420년을 넘어 다시 보는 임진왜란’ 학술회의 발표문을 보완·정리한 논문임.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제1저자)
** (재)한강문화재연구원(공동저자)
(접수일 : 2013.9.13, 심사일 : 2013.10.4, 심사완료일 : 2013.10.21)
임진왜란기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검토

_135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이용한 무기가 제조된 것은 고려말 우왕 3년(1377) 최무선에 의해 화
통도감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1) 최무선 대에 발명된 화약 무기인 총통은 대표적 화기로 손으
로 불씨를 댕겨서 화약 폭파의 힘에 의해 화살을 날리는 지화식 총통에서 발전하여 은은한 불
이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화기를 쳐서 탄환을 발사하는 화승식 총통으로 진화되어 갔다. ‘날
아가는 새도 맞힌다’는 조총이 화승식 총이며 약선이 타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신속성에서 훨씬 이점이 있었지만 화승식 총 역시 눈비 오고 바람 부는 기후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다음 단계인 뇌관식 총이 나온 후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화약 무기는 당대 과학기술의 총체로 유물이 가진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 재질, 발사물 등
총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 하지만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형태와 문
헌을 통한 복원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현존 유물의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화
약 무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려말 이후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총통은 지화식에서
화승식으로 변화하고, 불랑기와 같은 후장식 화포가 제작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이 같은 기
술체계의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이 없어 기술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문헌과 비교함으로써 문헌과 실제의
차이점을 찾고, 문헌에 언급되지 않은 사용방법이나 제작기술을 새롭게 찾고자 한다.

Ⅱ. 성분분석 및 미세조직 분석 연구 현황
조선시대에 제작된 화약 무기의 재질이나 제작기술 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첫 사례는
1994년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인양된 지자총통, 승자총통 등 총통 8점과 별승자총통에서 수
습된 탄환 3점이다. 이후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약 무기의 출토량 부족은 성분분석의 부족으
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9년 서울 시청사 신축부지인 군기시터 유적에서 불랑기자포를 비롯
한 화약 무기가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당대 과학기술의 총체인 화약 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
었다. 현재까지 승자총통, 별승자총통, 불랑기자포 등 총 33점이 분석되었다(<표 1>). 하지만
다양한 재질의 금속 소재가 사용되는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체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살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1) 이강칠, 2004, 『한국의 화포』, 동재,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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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화약 무기에 대한 성분 및 미세조직 분석 사례2)
구분

화
포
류

발
사
체

기
타

유물명

출토지

수량
(점)

분석방법 적용 여부
성분분석 미세조직

분석결과

분석
년도

승자총통

여천 해저 인양(1점)
양평 연안김씨 묘(3점)
서울 군기시터(10점)

14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1994
2005
2011

별승자총통

여천 해저 인양

5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1994

지자총통

여천 해저 인양

1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1994

현자총통

여천 해저 인양

1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1994

불랑기자포

서울 군기시터

2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2011

철제총통

경남 하동군 발견(2점)
서울 군기시터(1점)

3

○

○

철 주조
(백주철)

2000
2011

동환

여천 해저 인양

3

○

○

청동 주조
(구리-주석-납)

1994

연환

양평 연안김씨 묘

1

○

×

납 재질

2005

철환

용인 임진산성(1점)
서울 군기시터(1점)

2

×

○

철 단조
(아공석강, 공석
강)

1999
2011

비격진천뢰

창녕 화왕산성

1

×

○

철 주조
(회주철, 백주철)

2006

※ 분석년도는 보고서 및 학술지의 발간년도를 기준으로 함

2) 강대일 외, 1994, 「여천 해저 인양 총통의 과학적 연구」, 『보존과학연구』 15, 국립문화재연구소, pp.41~62.
이재성 외, 2005, 「승자총통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학예지』 1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p.141~170.
유재은 외, 2000,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무구류의 금속조직 조사 및 성분분석」, 『보존과학연구』 21, 국립
문화재연구소, pp.178~205.
곽홍인 외, 2006, 「 창녕 화왕산성 출토 비격진천뢰의 보존 」 , 『 박물관 보존과학 』 7, 국립중앙박물관,
pp.25~32.
이재성 외, 2011, 「군기시터 유적 출토 금속 화기류 제작기술 분석」, 『서울 군기시터 유적』, 한강문화재연
구원, pp.443~462.
정광용 외, 1999, 「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학적 관찰 」 , 『 용인 임진산성 』 , 경기도박물관,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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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검토
1. 청동제 화포
1) 승자계 총통
승자총통은 조선 宣祖 초기 전라좌수사와 경상병사를 지낸 金遲가 개발한 대표적인 소형 총
통이다.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소총의 단점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부
리를 길게 하여 사거리와 명중률을 향상시켰다.
<그림 1>은 경기도 양평군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3점의 승자총통 중 하나로 7개로 된 죽
절의 筒身과 약실, 병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조선시대 승자총통이다. 병부에는 음각으로 제
작연대와 筒名, 무게, 화포장 이름, 총통 제원 등이 새겨져 있다. 통신의 죽절을 보면 약실 쪽
세 마디는 간격이 좁고, 총구 쪽 네 마디는 넓은 형태이며, 총구와 병부 끝에는 덧테가 있다.
승자총통의 표면에는 주조선 흔적이 좌우 대칭으로 있어 승자총통에 적용된 제작방식을 짐작
케 해준다. 제작방식은 두 개의 반원형 거푸집(주형틀)을 붙인 후 청동주물을 부어 제작한 것
으로 보이며, 주물이 응고된 후에는 거푸집에서 꺼내 표면을 연마하였다. 승자총통의 재질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리(Cu)가 92~93%, 주석(Sn)과 납(Pb)이 각각 2%
정도, 그 외에 Fe, As, Zn, Ni, Ag가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3) 이러한 결과는 전남 여천 앞바다
에서 인양된 승자총통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4)와 비슷한 조성을 하고 있어 당시 승자총통에
쓰인 소재가 구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청동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그림 2>는 서울 군기시터에서 출토된 승자계 총통 일괄유물로 여러 점의 승자계 총통이
녹거나 파열되어 하나로 엉겨 붙어 있다. 여러 점의 총통 중 7점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성분과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리 92%, 주석 5%, 납 1% 정도를 포함한 구리합금으로
분석되었으며(<표 2>), 주석과 납 함량이 적게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승자총통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불순개재물로 포함된 황화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정련 과정에서 완벽하게 불순물을 제거시키지 못한 결과로 근대화 이전까지의 청동제 유
물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5) 녹거나 파열된 여러 점의 총통 중 제작 당시의
미세조직 관찰이 가능한 총통 3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3점의 총통은 가열 흔적 없이 보존 상
태가 양호한 것들로 <그림 2>의 화살표 1, 2, 3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3>으로 분석된 미세조
직에서는 α상과 결정립계에 자리한 적은 양의 Pb만이 관찰된다. 특히 총통 3점의 미세조직에
3) 전익환 외, 2005, 「 연암김씨 묘 출토 승자총통 보존처리 」 , 『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 , 경기도박물관,
pp.98~101.
4) 강대일 외, 1994, 앞의 글, pp.46~48.
5) 이재성 외, 2009, 「조선말기에 제작된 방짜유기의 제작기술 연구」,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
열처리공학회, pp.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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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도 양평군 연안김씨 묘 출토 승자총통

<그림 2> 서울 군기시터 출토 승자계 총통 일괄 외형 및 시료 채취 부위

서 관찰되는 공통된 α상의 형태는 제작 당시 비교적 서냉하며 응고되었음을 보여준다.
승자계 총통의 제작방법은 용해시킨 청동 주물을 주조틀에 부은 이후에는 비교적 천천히
냉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조직 내에 포함된 황화물은 승자총통에 사용된 제련용 구리광
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파열되거나 용융된 차승자 및 승
자 등 여러 점의 승자계 총통과 불랑기자포 등 청동제 무기가 한 개체로 녹아 붙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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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 불가능한 기존의 승자총통과 불랑기자포 등 화포에 대한 세세한 구분 없이 청동제 무
기를 녹여 새로운 화포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동철은 주조성이 양호하여 포신을 비교적 쉽게 주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화약의 연
소로 발생하는 강한 압력을 받으면 변형되기 쉬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포신의 벽을 두
텁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포신 벽이 두터워지면 무게가 무거워져 전술적인 운용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재료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포신의 벽을 최대한 얇게 만
들되 사격 시의 포신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포신 주위에 죽절이라는
금속띠를 둘러 내부 압력에 의한 포신 팽창을 외부적으로 억제시켜 주며 표면적을 넓게 해주
어 공냉 효과를 높여주었다. 6)
<표 2> 승자계 총통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7)
출토지

경기도
양평군
연안김씨 묘

전남 여천
해저 인양

서울
군기시터

유물명

분석
부분

성분비(wt.%)
Cu

Sn

Pb

Fe

분석
방법

As

S

Zn

Ni

Ag

승자총통1

병부 끝 92.68 2.92 2.98 0.14 0.58

-

0.21

0.10

0.54

승자총통2

병부 끝 93.36 2.33 2.66 0.11 0.60

-

0.12

0.15

0.77 EDS

승자총통3

병부 끝 93.67 2.16 2.90 0.15 0.51

-

0.08

0.12

0.60

승자총통

총구

93.0

5.0

5.0

0.15

-

-

0.20

0.10

0.20

별승자총통

총구

93.8

5.2

1.8

2.0

0.20

-

0.027

-

0.23

별승자총통3

총구

87.1

5.7

2.6

1.8

nd

-

0.18 0.076 0.25

별승자총통5

총구

86.5

7.0

2.0

0.19

nd

-

0.20

0.10

0.16

별승자총통6

총구

89.7

7.5

2.5

0.17

nd

-

0.20

0.10

0.16

별승자총통8

총구

92.6

7.0

1.4

0.53

nd

-

0.18

0.10

0.15

승자 계총통

통신
(총구)

92.32 5.48 1.34

-

-

0.87

-

-

-

ICP

EDS

※ nd : 검출 안 됨

6) 김기웅 외, 1994,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p.291. 銅鐵은 사전적 의미로 ‘구리와 철’을 의미하지
만 고문헌에 동철을 구리로 칭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문헌에서도 내용상 구리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강대일 외, 1994, 앞의 글, pp.46~48.
이재성 외, 2005, 앞의 글, pp.141~170.
이재성 외, 2011, 앞의 글,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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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의 1번 총통 광학현미경

b. 그림 2의 2번 총통 광학현미경

c. 그림 2의 3번 총통 광학현미경

<그림 3> 서울 군기시터 출토 승자계 총통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2) 불랑기자포(보물 861-2호)
<그림 3a>는 서울 군기시터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불랑기자포의 외형과 시편의 채취 부위
를 보여준다. 이 불랑기자포의 포신에는 “嘉靖 癸亥 地筒 重 七十五斤 八兩 匠 金石年”이라는 명
문이 새겨져 있어 1563년에 무게 75근 8량으로 김석년이란 장인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보물 861호로 지정된 불랑기자포와 제작연대(1563년)와 형태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출토
지가 확실한 최초의 불랑기자포라는 점에서 보존적 가치가 매우 커 보물 861-2호로 지정되
었다. <그림 5a>는 <그림 4a>의 포신에 1로 표시된 부위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여
주는 광학현미경 그림으로, 내·외부 응력에 의한 변형선(strain line)이 많이 관찰된다. 이러
한 변형선들은 외부의 충격이나 가공에 의해 나타나지만 불랑기는 화약의 강한 폭발과 압력
에 의해서 탄환을 발사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시편이 표
면과 맞닿은 부분이라는 점은 변형선의 출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그림 5a>의 좌측에서
Cu32Sn8(32.5%Sn)의 조성에 해당하는 δ상이 관찰되며, 이 δ상 내에는 α+δ 공석 조직이 형성되
어 있다. <그림 5b>는 <그림 4a>의 2로 표시된 손잡이 부근에서 취한 시편의 광학현미경 그림
으로, 많은 양의 납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5c>는 <그림 4a>에 3으로 표시된 포신 하
단부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그림으로, α상을 바탕으로 많은 변형
선과 균열이 관찰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시편 1, 2 부위와 동일하게 표면에서 채취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성분분석 결과, 구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주조하였으며, 황화물과 함께 1% 이
하의 미량으로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표 3>). <그림 4b>는 파열된 불랑기자포의 외형과 시편
채취부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b>를 자세히 보면 불랑기자포 1점이 열에 의해 용융
되거나 파열되었으며, 그 표면에는 불랑기자포 이외에 파열된 여러 점의 승자총통이 용융되어
엉겨 붙어 있다. 불랑기자포의 제작 당시 성분조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4b>의 1로 표시
된 용융되지 않고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포신에서 시편을 채취하였다. 광학현미경으로 미
세조직의 전체를 관찰한 <그림 6a>를 보면 비교적 결정립이 큰 α상과 납입자가 미세조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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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 군기시터 출토 불랑기자포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출토지

서울 군기시터

유물명

성분비(wt.%)
Sn

Pb

S

As

Fe

Ag

O

total

보물 861-2호
82.56 9.11
불랑기자포

7.40

-

0.92

-

-

-

100.00

불랑기자포
(파열 상태)

Cu

분석
방법

EDS
81.08 9.94

8.05

-

0.93

-

-

-

100.00

영역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표면에 가까운 좌측 상단을 확대한 <그림 6b>를 보
면 표면 부근에 집중적으로 쌍정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세조직의 일부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그림 6c>에서 크게 구별되는 세 가지의 상을 EDS로 분석한 결과 1지점
은 구리와 주석의 고용체인 α상으로 약 10% 정도의 주석과 1% 정도의 비소(As)가 함유되어
있으며, 2지점은 납입자로, 3지점은 구리와 황(S), 철(Fe)로 이루어진 황화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체 성분을 EDS로 분석해 본 결과, 구리 81.08%, 주석 9.94%, 납 8.05%, 비소 0.93%
가 검출되었다.8)
불랑기자포는 구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주조하였으며, 약 1% 정도의 비소가 포함되어 있
다. 또한 주성분으로 포함된 납의 성분 비율은 8% 내외로 많은 함량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주
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해시킨 청동합금을 주조틀에 부은 이후에는 비교

a. 보물 861-2호 불랑기자포

b. 파열된 불랑기자포

<그림 4> 서울 군기시터 출토 불랑기자포의 외형 및 시편채취 부위

8) 이재성 외, 2011, 앞의 글, pp.45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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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a의 1부위 미세조직

b. 그림 4a의 2부위 미세조직

c. 그림 4a의 3부위 미세조직

<그림 5> 보물 861-2호 불랑기자포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a. 그림 4b의 1부위 광학현미경

b. 그림 6a의 상단부 확대

c. 그림 6a의 일부 확대

<그림 6> 파열된 불랑기자포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적 천천히 냉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조직 내에 포함된 황화물은 불랑기자포에 사용된 제
련용 구리광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되었음을 보여준다. 파열되고 용융된 불랑기자
포에 동일한 청동 소재의 승자계 총통이 녹아 붙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청동제 화포
를 녹여 새로운 화포를 만드는 재료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철제 화포
1) 철제 총통
<그림 7a>는 경남 하동군 고하리 고현성지에서 발견된 철제 총통의 외형을 보여준다. 제
작기술을 살펴보기 위한 시편을 총구와 모병에서 각각 채취하여 미세 조직을 분석하였다. <그
림 7b>는 철제 총통 1의 총구 부위에서 취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광학현미경 그림으
로, 아공석강의 조성을 가진다. 미세조직은 결정립계에 페라이트가 침상 또는 판상으로 석
출되어 있는데 이는 과열과 냉각속도가 빠른 조건에서 형성되는 전형적인 비드만스퉤튼

(widmanstätten) 형태의 조직이다. 길게 늘어난 기공들의 방향으로 보아 총구 위쪽 표면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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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향으로 단조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철제 총통 2 총구 부분의 미세조직에서도
표면으로 갈수록 탄소함량이 적어지며 결정립은 조밀해진다.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 총통 2
점 모두 동일하게 총구의 내부는 결정립계에 과열조직인 비드만스퉤튼 조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높은 온도에서 단조를 한 다음 열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9) 경남 하동군에서 발견
된 철제 총통 2점에 대한 ICP/CS 성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총통에 대한 ICP/CS 성분분석 결과10)
출토지

유물명

성분비(wt.%)
C

S

As

P

경남 하동군 철제총통1 0.59 0.010
tr
tr
고하리
고현성지 철제총통2 0.47 0.007 0.007 nd

a.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총통의 외형

Zn

Ni

0.006 0.004
0.009

0.01

Co

Mn

Cr

tr

nd

tr

0.01

nd

tr

Mg

Ti

분석
방법

0.005 0.04

ICP
/CS
0.003 0.01

b. 철제총통1의 총구 부위 미세조직

<그림 7>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총통 미세조직 분석11)

<그림 8a>는 서울시청사 신축부지인 조선시대 군기시터에서 출토된 철제 총통의 외형을 보
여준다. 시편은 표면 부식층이 박락되면서 금속심이 드러난 병부에서 채취하였다. <그림 8b>
는 철제 총통의 병부에서 취한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 탄
소함량이 극히 낮은 순철 조직인 페라이트가 미세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페라이트

9) 유재은 외, 2000, 앞의 글, pp.178~205.
10) 유재은 외, 2000, 앞의 글, p.204.
11) 유재은 외, 2000, 앞의 글, pp.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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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총통의 외형 및 시편 채취 부위

b.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총통의 미세조직

c. 철제총통의 비금속개재물 SEM 이미지

d. 그림 8c의 1번 EDS 스펙트럼

e. 그림 8c의 2번 EDS 스펙트럼

<그림 8>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총통 미세조직 분석

의 결정립계 사이에 형성된 구상의 시멘타이트가 관찰된다. 시멘타이트가 층상으로 배열되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구상화된 시멘타이트는 강소재를 고온에서 장시간 단조했을 때 생성되
는 조직으로, 일반적인 펄라이트보다 낮은 경도를 지닌다. <그림 8c>는 미세조직 내에 형성된
비금속 개재물을 확대한 전자현미경 그림으로, 개재물 내에 입자상의 철산화물이 혼입되어
있다. <그림 8c>의 비금속 개재물에서 관찰되는 서로 다른 영역을 화살표 1과 2지점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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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EDS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8c>의 화살표 1지점에서는 대부분 철 산화물이 검
출되었으며(<그림 8d>), 2지점에서는 Si, Ca, Al, Mg, Mn, K 등의 원소가 산화물 형태로 검출

되었다(<그림 8e>).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스타이트(w üstite, FeO)가 Si-Ca-Al계 유리질 슬래
그에 혼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 총통은 탄소함량이 낮은 소재를 단
조하여 형태를 만들었으며, 페라이트의 결정립 사이에 구상화된 시멘타이트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공석 온도인 727 ℃ 부근에서 장시간 단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비금속 개재물은 철제 총통 제작에 공급된 철 소재가 저온환원법으로 생산된 괴련
철이나 해면철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비금속 개재물은 용해를 수반하지 않고 진행되는 저온
환원의 제련 과정에서는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잔류하게 된다. 즉 철제
총통은 탄소함량이 낮은 소재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수행된 단조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
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철제 총통을 분석한 사례는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 총통 2점과 서울 군기시터 출
토 철제 총통 1점만이 보고되고 있다.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 총통은 서울시청사 출토 철제 총
통에 비해 높은 탄소함량을 가진 철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단조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본
적인 제작방법은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철제 총통을 제작함에 있어서 청동제 총통처럼 주조
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지금까지 분석된 소형의 철제 총통은 모두 단조로 제
작되었다. 주조로 제작할 경우, 중대형 화포는 취성이 큰 백주철 조직이 생성되어도 총신이
두꺼워 화약 폭발에 의한 고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신이 가는 소형 철
제 총통은 파열되기 쉬우므로 강한 인성을 부여할 단조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화포를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였는지를 자세하게 나타낸 문헌이 전하지 않아 철제 총
통의 정확한 제작방법은 알 수 없으나, 『천공개물』에 전하는 鳥銃의 총신 제작방법에서 단조
에 의한 화기제작법을 엿볼 수 있다.12)

3. 금속 발사체
1) 연환
승자총통과 같은 토격형 총통에서는 발사물을 주로 탄환으로 하는데, 임진왜란기 소형 화
기에 사용된 금속류 탄환은 鐵丸, 鉛丸, 鉛衣丸, 鳥卵丸, 銅丸 등이 있다. 이상의 탄환에 대한
정확한 용도와 장전 수량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화포식언해』에 의하면 “철환 15개를 장전하
여 한 번에 발사한다”고 되어 있다.
12) 宋應星(최주 譯), 1997, 『천공개물』, 전통문화사, pp.359~360. 1637년 宋應星이 지은 『천공개물』에 의하면
“조총을 단조하자면 젓가락 크기의 쇠막대를 차가운 금형으로 하고 여기에다 빨갛게 달군 쇠를 감싼 후
단조하여 총신을 만든다. 총신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고 이음매를 빨갛게 달구어 힘껏 때려서 접합시
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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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안김씨 묘 출토 연환 외형

b. 연환의 확대 그림

c. 연환의 단면

d. 연환의 SEM-EDS 분석 스펙트럼
<그림 9> 경기도 양평군 연안김씨 묘 출토 연환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13)

문헌의 내용과 유사한 수량의 탄환이 경기도 양평군 연안김씨 묘에서 출토된 두 점의 승자
총통 내부에서 수습되었다. 수습된 총 26개의 탄환 수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점의 승자총통
13) 이재성 외, 2005, 앞의 글, p.153.

임진왜란기 화약 무기의 제작기술 검토

_147

에서 조금씩 크기가 다른 14개의 탄환이 나왔고, 또 다른 한 점에서는 12개가 수습되었다. 이
들 탄환의 표면은 흰색과 푸른색의 부식화합물로 덮여 있었고, 일부 표면은 부풀어 오르거나
박락된 상태였다(<그림 9a>). 탄환은 철환이 아닌 연환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철환에 납을
입히는 수철연의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습 과정에서 내부 깊숙이 수습 도
구에 찍힌 탄환 1개를 선별하여 탄환의 중심이 되는 지점까지 날카로운 바늘로 누른 후 현미
경으로 내부를 관찰하였다(<그림 9b>). 현미경으로 내부를 관찰한 결과 <그림 9c>와 같이 탄
환의 내·외부가 동일 소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금속 소지가 드러난 표면 안쪽에서 미량
의 분석 시료를 채취하여 EDS로 분석한 결과, 납으로 만든 연환임이 확 인되었다(<그림 9d>).
또한 분석된 연환을 기준 무게로 다른 25개의 탄환 무게를 각각 비교한 결과 모두 연환으로
밝혀졌다.14)
철환은 만들기 쉽고 값도 싸며 강도도 높지만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포강을 심하
게 마모시키며 포구 크기에 맞추어 정교하게 다듬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총에는 대부분 납탄
을 사용했다. 납탄은 납의 독성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납탄
에서 스며나오는 소량의 납이 단기간에 인체에 해를 주기는 어렵다. 대신 사람의 몸에 맞으면
몸 안에서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므로 철환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5)

2) 청동환
동환은 1994년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인양된 12점의 별승자총통 중 3점의 총통 내부에서 수
습된 탄환 3점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하였으며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 여천 해저 인양 별승자총통 탄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16)
출토지

유물명

전남 여천
해저 인양
(별승자총통
내 수습)

성분비(wt.%)
Cu

Sn

Pb

Fe

As

Zn

Ni

Ag

탄환

81.1

9.9

7.4

0.22

nd

0.19

0.10

0.24

탄환

78.0

9.9

10.1

0.075

nd

0.21

0.08

0.18

탄환

87.4

9.8

9.0

0.14

0.40

0.033

0.11

0.26

※ tr : 흔적, nd : 검출 안 됨

14) 이재성 외, 2005, 앞의 글, pp.151~152.
15)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p.251.
16) 강대일 외, 1994, 앞의 글,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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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ICP

이들 탄환은 구리-주석-납이 주성분인 청동합금으로 구리에 주석과 납을 약 10% 포함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주석과 납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총통보다 높게
나타나며 Fe를 포함한 미량성분(Ni, Ag, Zn)의 변동폭이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17)

3) 철제 탄환
<그림 10a>의 좌측 탄환은 용인 임진산성에서 출토된 철제 탄환의 외형을 보여준다. 총통
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철제 탄환의 직경은 1.7cm 내외로 소형이다.18) 철제 탄환의 형태와
대량 수요를 감안할 때 주조 등 대량생산체계의 필요성이 보이나 <그림 9b>의 조직 그림에는
함탄량이 서로 다른 소재를 단접하여 생산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0b>의 중앙을 상하로
가로지르는 검은색의 단접 흔적을 기준으로 좌측은 탄소함량이 공석조성인 0.78%에 조금 못
미치는 아공석 조직을, 그 우측은 완전한 공석조직을 취하고 있다. 탄환의 경우 굳이 함탄량
이 서로 다른 소재를 써서 강도와 연성을 부위별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과 공석
을 전후한 탄소함량 차이로는 물성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단접에 의한 가
공은 소재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탄소함량이 서로 다른 판재 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기보다는 강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소함량의 조절이 균일하지 않아 우연히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19)

a. 철제탄환의 외형

b. 임진산성 출토 철제탄환의 미세조직

c. 군기시터 출토 철제탄환의 미세조직

<그림 10> 용인 임진산성 및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탄환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20)

<그림 10a>의 우측 탄환은 서울시청사 신축부지인 조선시대 군기시터에서 출토된 철제 탄
환의 외형을 보여준다. 직경 8cm 내외로 대형 총통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17) 강대일 외, 1994, 앞의 글, pp.47~52.
18) 백종오, 2002, 「임진왜란기 무기류 발굴의 고고학적 성과」, 『학예지』 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p.179.
19) 정광용 외, 1999, 「용인 임진산성 출토 철제유물의 금속학적 관찰」, 『용인 임진산성』, 경기도박물관, p.342.
20) 이재성 외, 2011, 앞의 글, p.461.
박장식 외, 1999, 앞의 글,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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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c>는 철제 탄환의 일부에서 취한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그림으로, 전형적
인 주조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밝게 보이는 시멘타이트와 검게 보이는 펄라이
트가 전체 조직을 이루는 백주철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두 조직의 조성으로 보아 탄소함량이
4.3% 이하의 아공정 백주철로 보인다. 백주철 조직은 단단한 시멘타이트를 많이 함유하기 때
문에 취성이 있으며 1,147 ℃에서 이미 용해되는 레데브라이트 공정이 존재하므로 단조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주조성이 양호하며 강에 비하여 용융점이 낮고 공정의 주형 충진성이 양호
한 장점을 가진다.21)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탄환을 분석한 사례는 총 6점으로 구리 탄환 3점,22) 납 탄환
1점,23) 철 탄환 2점24)뿐이다(<표 6>).
< 표 6 > 조선시대 금속제 탄환의 분석사례와 제작방법 유형
분석유물 직경
수량 (cm)

구분

출토지

철환

용인
임진산성

1

1.7

철환

강화산성
남장대지

철환

무게
(g)

형태

17.0

분석결과

제작
방법

비고

주성분

미세조직

원형

철(Fe)

아공석 조직
공석 조직

단조

1.8cm 이내 소형
철환 3점 출토

-

2.1~ 27.8~
원형
3.7 198.8

철(Fe)

-

주조

59점 출토,
동체 중앙에 주조흔

강화
정족산성 진지

-

2.1~ 35.8~
원형
8.5 2026

철(Fe)

-

주조?

7점 출토,
동체 중앙에 주조흔

철환 서울 군기시터

1

7.6

1630

원형

철(Fe)

백주철

주조

주조흔 추정 돌대

연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1

7.8~
11.5

4.4~
8.6

원형

납(Pb)

-

-

승자총통 2점에서
26점 출토

동환

여천
해저인양

3

-

-

원형

청동
Cu-Sn-Pb

-

주조

별승자총통 3점

대부분 중대형 화포에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용 화기의 일종인 승자총통이나 별승자총통에
사용된 것들로서 비교적 크기가 작아 서울 군기시터 출토 탄환과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21) 김정근 외, 1999, 『금속현미경 조직학』, 도서출판 골드, p.202.
22) 강대일 외, 1994, 앞의 글, pp.47~54.
23) 이재성 외, 2005, 앞의 글, pp.151~153.
24) 김기웅 외, 1994, 앞의 글, pp.225~226.
이재성 외, 2011, 앞의 글,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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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사한 철제 탄환의 분석사례를 외국 유물에서 찾을 수 있는데 18세기에 영국과 스리랑
카에서 각각 사용된 철제 탄환 2점이 그것이다.25) 18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탄환은 전형적인
주조 조직인 백주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 탄환과 유사성을 보이
지만 18세기 말 스리랑카에서 사용된 탄환은 주조와는 전혀 다른 단조기술로 제작되었다. 이
같은 분석사례는 중대형 탄환을 만드는 방법에도 다양한 제작기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직경 2cm 내외의 작은 탄환을 만들 경우, 먼저 두께 1cm 정도의 긴 철근을 만들고
길이를 직경 크기로 자른 뒤 둥글게 탄환 형태로 만드는 단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
법은 탄환 크기가 2cm 내외로 작을 경우 대량생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방
법으로 직경 8cm 정도의 커다란 철제 탄환을 크기별로 자르고 성형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 탄환처럼 직경이 큰 중대형 철제 탄환을 대량으로 생
산하기 위해서는 圓形의 주물틀에 용해된 쇳물을 부어 여러 개를 동시에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고찰 및 맺음말
임진왜란기에 제작되거나 사용된 화약 무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작기술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청동을 소재로 제작된 화포는 구리-주석-납을 주성분으로 주조하였다. 하지만 주성분
의 함금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승자총통에는 주석과 납이 적게 포함된 반면 불랑기자
포에는 8%를 상회하는 많은 함량의 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많은
함량의 납이 불랑기자포에 포함된 이유는 주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승
자계 총통 및 불랑기자포 등 청동제 화포는 용해시킨 청동합금을 주조틀에 부은 이후에는 비
교적 천천히 냉각시키는 제작기술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편 이들 청동 화포의 미세조직 내에
포함된 황화물은 불랑기자포에 사용된 제련용 구리광석으로 황이 포함된 원광석이 공급되었
음을 보여주며,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련기술은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 군기시터에서 출토된 불랑기자포에 동일한 청동 소재의 승자총통이
한 개체로 녹아 붙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청동제 화포를 녹여 새로운 화포를 만드
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의 倡義를 기록한 『南門倡義
錄』에 “사용하지 않는 총통은 녹여서 유용한 승자총통으로 다시 주조할 것”이라는 기록을 통
25) David A. Scott, 1991, Metallography and Microstructure of Ancient and Historic Metals ,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p.42.
이재성·Manura Jayasundara, 2011, 「스리랑카 Natha Devala 유적 출토 철제포탄의 미세조직 분석」, 『제
33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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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동일한 소재의 이종 화포를 녹여 화포를 다시 만드는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명종 18권(1555년) “큰 종으로 총통을 주조하자고 한 일…큰 종은
본래부터 버려둔 쓸데없는 것이어서 부수어 총통을 만든다면 사세가 매우 편리하겠으니”라는
기록을 통해 화포뿐 아니라 종 등의 청동 제품들도 총통을 만드는 소재로 재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6) 한편 1614년부터 1615년 사이에 기록된 『火器都監儀軌』에는 “동철로 만든 불랑기”
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청동으로 분석된 불랑기자포의 성분분석 결과와 일치한다.27)
둘째, 철제를 소재로 제작된 화포는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 총통 2점과 서울 군기시터 출토
철제 총통 1점만이 유일하다. 경남 하동군 발견 철제 총통은 서울시청사 출토 철제 총통에 비
해 높은 탄소함량을 가진 철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단조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
작방법은 동일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세조직 내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비금속 개재물을
볼 때 철제 총통 제작에 공급된 철 소재가 저온환원법으로 생산된 괴련철이나 해면철일 가능
성이 높다. 철제 총통을 제작함에 있어서 청동제 총통처럼 주조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
월하겠지만 지금까지 분석된 소형의 철제 총통은 모두 단조로 제작되었다. 주조로 제작할 경
우, 중대형 화포는 취성이 큰 백주철 조직이 생성되어도 총신이 두꺼워 화약 폭발에 의한 고
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총신이 가는 소형 철제 총통은 파열되기 쉬우므
로 강한 인성을 부여할 단조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조에 의 한 철제 총통 제작 사
실은 『난중일기』에 1593년 8월 이순신 장군이 조총을 만들어 올려보내는 일을 보고한 狀啓에
서 “해전에서 노획한 조총을 살피고 대장장이로 하여금 정철을 두들겨 만들었다”는 기록을 통
해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셋째, 금속 발사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6점이 분석되었으며, 서울 군기시터 출토 탄환 1점
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자총통과 같은 개인용 화기에서 수습된 것들이다. 청동을 기본소재로
탄환을 제작할 경우 10% 내외의 납을 포함시켰다. 이는 동반 출토된 총통에 포함된 납 함량보
다 높은 함량을 보이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랑기자포에서와 같이 주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구리나 주석의 함량을 상대적으로 낮추기 위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환의 경우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납을 소재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납
특유의 가공성이 높은 무른 성질과 무게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제 탄환
을 분석한 두 점에서는 철기 제작의 대표적 기술체계인 단조와 주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중대형에 속하는 철제 탄환은 주조로 만들어진 반면, 소형의 철제 탄환은 단조로 만들어졌는
데, 이를 토대로 크기에 따른 제작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직경 2cm 내외의 작은 탄
26) 金麟淳, 1799, 『南門倡義錄』.
『明宗實錄』 卷18, 明宗 10年(1555).
27) 『火器都監儀軌』, 1614~161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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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만들 경우, 먼저 두께 1cm 정도의 긴 철근을 만들고 길이를 직경 크기로 자른 뒤 둥글게
탄환 형태로 만드는 단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탄환 크기가 2cm 내외로 작을
경우 대량생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직경 8cm 정도의 커다란 철제 탄환을 크기별로 자
르고 성형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중대형 철제 탄환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서는 圓形의 주물틀에 용해된 쇳물을 부어 여러 개를 동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철로 만든 포환의 표면에 납을 씌워 포환의 무게와 충격력은 그대로 유
지한 채 표면의 가공성만 높인 수철연의환은 분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분석
된 6점의 금속제 탄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각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속제 탄
환을 분석하면 수철연의환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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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here was a great development on gunpowder weapons, which represent the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time, from late Goryeo dynasty to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ts process
of development has not been studied in depth due to the lack of literatur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manufacturing techniques of various artefacts using analysis of the gunpowder
weapons either used or mad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nze cannons are a ternary
casting alloy of Cu-Sn-Pb with different alloy ratios, high lead ratio over 8% in Bulanggijapo(cannon)
but low in Suengjachongtong(gun) depending on the gun types. However, there are similarities that
they are cast bronze alloys produced by slow cooling and made using sulfide bearing copper ore. The
high amount of impure inclusions in the weapons indicate underdeveloped refining technique at the
time. The iron guns were forged and the large amount of non metallic inclusions suggest iron bloom or
sponge iron obtained by low temperature reduction was used. In the case of large iron cannon, casting
is appropriate because its thick gunbarrel is strong enough to stand gunpowder explosion. However,
the small gunpowder weapons were so vulnerable to explosions that forging techniques was necessary.
The Metal projectiles were made of various metals such as iron, bronze, and lead. It is believed that
about 10% of lead in the bronze cannons was to increase the fluidity of molten alloy or to decrease the
content of copper and tin, which had a high level of dependance on imports. Thus, very high purity
of the lead balls was to maximize the machinability as well as weight. Two techniques, casting and
forging for the large and small cannon balls respectively, indicate that the cannon balls were made by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and purpose.
[Key Words] Japanese Invasions of Korea, Gunpowder weapons, Bronze cannons, Iron guns,
Manufactu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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