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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울산쇠부리축제
추 진 위 원 장

철을 지배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을 선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철이 울산 북

구 달천철장에서 고대 삼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철광석이 채굴되

었으며, 오늘날 한반도 철기 문화의 대표적 유적지로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유구한

철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곳이다.

달천 철장은 삼한시대부터 철을 대량 생산해 한반도 전역 및 일본까지 유통시켰으

며 신라 천년 사직을 지탱하는데 그 역할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전국에서 생산된 철 중 달천철장에서 가장 많이 수납되었다고 기록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1월 15일 히로시마대학 고고학연구실에서 한국, 중

국, 일본을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 생산지로 당

시 철 생산과 유통을 고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지이며 경주 황성동 유적지

유물을 분석한 결과 달천철장의 철이 사용되었고, 일본 열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철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 일본의 철기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지로 달천

철장을 보존해 달라는 요청서를 울산시에 제출한 적도 있었다.

1962년 울산이 공업도시로 지정되면서 울산시가 세계적 금속산업의 메카로 조성

되었다. 세계 도시 중에서 하나의 도시에 세계적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함께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결코 달천철장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소

중한 철기 문화유산이 현대에 와서 보존과 개발의 논리가 서로 상충하면서 개발의

논리에 밀려 그 형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

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지혜, 철기문화를 문화 예술로 승화시켜 후손들에

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울산쇠부리축제이다. 또한, 울산쇠부리축제는 울산

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축제가 어느덧 열두 번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까지 복원되지 못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을 고고학, 역사

학, 금속공학의 전문가들로 연구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험을 전개한 것이다. 우

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결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것

은 이제는 명맥이 끊긴 울산 쇠부리 기술복원의 가능성을 연 쾌거라 할 것이다. 성

철(鐵)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 대변혁을 이루었다.

●●●발간사



공적인 실험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천동 구청장님, 정복금 의장

님과 의원님, 실무관계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단장이신 이남규, 이태

우 단장님을 비롯한 6명의 연구진과 13명의 자문위원님,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회

원님,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님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술 복원 실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사안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보완, 해결하여 우리 울산의 독창적인 제철 기술인 울

산 쇠부리의 기술 복원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울산 쇠부리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중, 장기 과제로는

첫째, 노동요인 울산 쇠부리 소리를 무형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울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쇠부리 가마터의 발굴, 조사, 연구로 울산 쇠부리

를 복원하는 것이며,

셋째, 달천광산 현장의 발굴을 위한 기술적 접근(전문가에게 복원 용역)으로 원상

복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복원 가능하다면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콘텐츠

를 결정하는 것이다.

넷째, 위 세가지 과제가 해결된다면 울산 쇠부리 기념관을 건립하여 한반도 철기문

화의 산실로 만들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울산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이 사업은 울산시, 북구청, 전문가, 학계, 문화원,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시

민들과 함께 지금과 같은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대되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2016.  12.



박천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번 보고서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울산쇠부리 복원을 목표로 지난 1

년여 동안 진행한 모든 과정과 학술적 의미를 담아낸 자료라는 점에서 울산쇠부리

의 복원을 앞당기는 기념비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울산 쇠부리 복원을 위한 역사적인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선조들

의 빛나는 철기문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은 국내 고대 제철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장인 그리고 울산쇠

부리소리보존회를 위시한 구민과 함께 이른바 거버넌스 형태의 실험단을 구성하여

함께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울산쇠부리의 원류지인 달천철장을 구민과 함께 나눌 수 있

는 문화테마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울산쇠부리가

복원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울산쇠부리 복원실험이 꼭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이번 실험을 총괄한 박기수 축제 추진위원장님과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한신대학

교 이남규 교수님,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이태우 회장님, 그리고 이은철 장인을 비

롯한 연구원, 학자님들,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님

들과 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울산쇠부리 복원에 열정을 쏟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12.

울산쇠부리-고대 원형로 복원실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



●●●축사

정복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2016년도는 울산 북구에 있어 쇠부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있어 최고의 성과

를 거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여러 번에 걸친 학술 심포지움과 그 결과물

인 성공적인 고대 원형로 복원실험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의 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복원실험 성과와 별도로, 복원실험 내내 풀무질을 하면서 울산쇠부리소

리보존회의 불매소리가 울려 퍼져 학술연구와 전통문화 전승이 하나로 이뤄진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철의 발견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각종 생활용구는 물론 농기구

와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돼 인류의 물질문명은 혁명적으로 발전해 나갔

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철을 삼한시대부터 대량 생산해 온 곳이 바로 달천철장입니

다. 달천철장은 철 생산의 모든 과정인 쇠부리의 현장이었고 산업수도 울산의 근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으로써, 그 정신을 이어오는 것 또한 우

리의 과업이고 반드시 이어나가야 할 문화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

도 쇠부리 문화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주신 박기수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

롯해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이태우 회장님과 한신대학교 이

남규 교수님, 이은철 장인 등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17년에는 더욱 더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한해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기에 
[울산쇠부리-고대 원형로 복원실험]의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보고서를 ‘2016년도 울산쇠부리 고대 원형로 

복원실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26

울산쇠부리기술복원사업단

공동단장 이 남 규·이 태 우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장 귀하

제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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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쇠부리문화는 고대로부터 울산지역에서 내려 온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우수

한 철기문화를 가장 일찍 수용해 발전시키고 또 가장 늦게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

라 최대의 겨레과학기술문화이다. 우리나라는 초기철기시대(삼한시대)부터 철을 대량생산

해 한반도 전역 및 일본에까지 유통시켰는데, 울산 달천광산은 이 시기 이미 채광이 시작

된 것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중산동고분군집단이 관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달천광

산의 채광과 이를 발판으로 한 철기문화의 발달은 신라가 국가로 성장하고 삼국을 통일하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고려 혹은 조선전기 잠시 폐광상태로 있었으나 조선

시대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광산을 재개발함으로서 또 한 번 중흥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

달천광산만의 특징적인 산물인 토철(土鐵)을 제련하는 독창적인 기술이 개발 및 보급되었

으며, 이후 광산은 일제에 강탈당해 일본으로 실어가고 우리 민족의 심장을 겨누는 총칼로

되돌아오는 아픈 역사의 한 장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1964년에는 대한철광개발(주) 울산광업소가 발족되어 이때부터 1996년도까지 현대식 공

법에 의한 막대한 양의 철광석이 채굴되었다. 이후 달천광산은 2003년 4월 24일 울산광역

시에 의해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었으나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건립되면서 많은 부

분이 훼손되었고, 중금속인 비소의 누출을 우려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곳의 흙으로

복토되기도 하는 등 현재는 원형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처럼 울산쇠부리는 우리나라 쇠부리 중 가장 특징적이고 선진적인 쇠부리기술의 하나

로, 역사적·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남아 있고, 자동차·조선소 등 철과 관련된 산

업이 발달해 있어 문화컨텐츠로 활용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쇠부리문화를 울산의 문화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울

산쇠부리축제(2016년 제12회),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2015년) 등이 대표

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울산쇠부리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

해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울산쇠부리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한테도

아직 울산쇠부리의 충분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대 제철기술복원연구(이남규 2015)가 상당한 진척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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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에 따라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2회 울산쇠부리축제에서 ‘울산쇠부

리 고대원형로 복원실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사업을 총괄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박기수 위원장님과 예산 및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신 박천동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

들의 도움으로 이번 학술실험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번 실험을 계기로 울산쇠부리문화의 학술연구와 기술복원, 문화컨텐츠

로서의 활용, 울산쇠부리의 랜드마크화 등이 한 단계 진전되기를 소망하며, 소중한 우리 기

술문화가 제대로 조명받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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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쇠부리 개요

‘쇠부리’란 전통제철산업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권병탁 교수가 1967년 이래 울산 달천광

산 주변에서 수집한 200여개의 쇠부리 전문용어 중 하나이며, 쇠를 천시한 사회적 분위기

로 인해 지금은 소멸되었다(권병탁 2004, 469·496·646). 쇠부리(쇠둑부리)·무질부

리·대장간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제철(製鐵)·야철(冶鐵) 등으로 불리어지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제련(製鍊) 및 제련에서 생산된 잡쇠덩이(雜鐵)를 다시 정련하고, 단

야와 용해 공정을 통해 각각 단조철기와 주조철기를 제작하는 제철의 모든 공정’으로 규정

되며, 좁은 의미로는 원광을 제련로에서 녹여 잡쇠덩이를 생산하는 제련공정에 한정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제련-단야-용해의 단위공정을 설정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서 제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 전통제철의 공정
Ⅰ Ⅱ Ⅲ Ⅳ

쇠부리가마
(용광로)

큰대장간(대단야)
대장간(소단야) 무질부리

(주조로)강엿쇠둑 판장쇠둑
기본시설 가마·풀무 화둑·풀무 화둑·풀무 화둑·풀무 가마·풀무
원자재 숯·원광 잡쇠덩이·숯 강엿쇠·숯 판장쇠·숯 판장쇠·고철·숯·장작

최소인력(명) 16 6 6 3 16
생산물 잡쇠덩이 강엿쇠덩이 판장쇠 두드림쇠붙이 무질부리쇠붙이

비고

공정
제철(製鐵)-쇠부리

제련
대단야 소단야

용해
정련단야 단련단야 성형단야

노
(가마)

제련로
(쇠둑부리 가마)

단야로
용해로

(무질부리가마)정련단야로
(강엿쇠둑)

단련단야로
(판장쇠둑)

성형단야로
(두드림쇠둑·대장간화둑)

제철로 - 쇠부리가마
생산품 잡철 철괴 판상철부·철정 단조철기 주조철기

기타

● 상단의 내용은 권병탁 교수가 1967년도부터 수집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며, 하단의 비고 내용은 현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로 재정리한 것이다.

● Ⅳ공정은 Ⅰ~Ⅲ공정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Ⅰ공정 다음에 이어지는 공정이다. 제련에서 품질이 좋은 선철이 생산
되면 곧 바로 용해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녹여 정제하는 별도의 Ⅱ공정(정련공정)이 있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용해정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현재 학
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제련·단야·용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전통문화의 전승과 복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전통용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 분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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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이러한 쇠부리의 공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다만 단야(鍛冶)의 개념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다.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는 단야의 개념은 철 소재를 단조하여 완성된 제

품을 만드는 기술 혹은 그러한 기술을 지닌 장인을 가리키며, 그 기능이나 공정의 구분에

따라 도단야(刀鍛冶)·정련단야(精鍊鍛冶; 대단야-大鍛冶)·단련단야(鍛鍊鍛冶; 소단야-

小鍛冶) 등으로 구분된다(國立歷史民俗博物館 1994, 341; 신경환·이남규 외 2013, 63).

도단야는 무수한 단련이 요구되는 도검의 특성상 논외로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일반 대

장장과 도검장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대단야(大鍛冶)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에

도시대 중기 이후 중국지방과 동북지방의 타타라에 부속된 단야장에서 이루어졌다. 선철

과 부게라(步 ) 등을 원료로 해 사게바(下げ場)와 혼바(本場)라는 각각의 단야로에서 사게

테츠(下げ鐵)와 호쵸우테츠( 丁鐵)를 제조하는 단야의 공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國立歷

史民俗博物館 1994, 367~340).1) 소단야(小鍛冶)는 철소재의 가소성을 이용해 가열과 단

타를 통해 원하는 철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단련·화조(火造り; 鍛造) 등도 동의어로 사용

되고 있다(小野正敏 외 2007, 454). 

이처럼 학계에서는 대단야와 소단야를 포함하는 의미로 단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

해, 권병탁은 대단야와 소단야를 대단야 내에 두고 단야의 개념은 대장간에 한정해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학계의 입장을 따르되, 대장간을 별도의 공정으로 넣어 성형

단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단야 내에 정련단야-단련단야-성형단야가 포함되

는 것이며, 다만 대장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단련단야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울산에서는 삼한시기부터 철을 대량생산해 한반도 전역 및 일본에까지 유통시켰으며, 이

후로도 신라→통일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쳐 1996년도까지 막대한 철광석과

토철이 채광되었다. 울산쇠부리는 우리나라 쇠부리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선진적인 쇠

부리 기술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달천광산(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과 석축형제철

로(추정 100여 개소), 구충당 이의립, 달내쇠부리놀이, 대한철광개발(주) 울산광업소, 자동

차·조선소 등 철강관련 기업체 등 쇠부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은 이러한 울산쇠부리

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울산쇠부리기술은 그 명맥이 끊어지고 달천광산은 개

발 등으로 인해 원형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명맥이 끊어진 우리 전통과학기술유산을 복원·보존하고 울산쇠

1) 부게라(步 )는 제련에서 생산된 결과물 중 선철과 괴련철이 뒤섞인 상태의 철괴를 말하고, 사게테츠(下げ鐵)와 호쵸우테츠( 丁鐵)는 각각 정련단야 공정을
거친 괴상의 철 소재 및 단련단야 공정을 거친 봉상의 긴 철 소재를 의미한다. 즉 정련단야와 단련단야 공정에 해당되는 타타라의 대단야 공정에서는 최종
적으로 호쵸우테츠라는 길이 60㎝, 너비 11㎝, 두께 1㎝ 정도의 철 소재가 생산되는 것이다(角田德幸 201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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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기술을 복원해 울산쇠부리문화를 울산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

되었다. 이를 위해 2천년에 걸친 울산쇠부리문화 중 신라 건국과 삼국통일의 경제적·군사

적 기반이 된 ‘고대 쇠부리기술’과 구충당 이의립이 토철을 제련해 무쇠를 대량생산했던

‘조선후기 쇠부리기술’의 두 가지 기술문화를 복원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다만 조선후기 석축형제철로 기술은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해 당장의 복원이 어려워 향후

의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비교적 연구 및 복원실험이 많이 실시된 고대 원형로 기술

을 우선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울산에서는 아직 이러한 실험연구가 한번도 진행된 바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 및 실

험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원 공동연구팀(책임연구원 이남규)과 연계해 단야 실험도 병행

하였다.2) 실험연구를 위해 고고·문헌·민속·금속분석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고증자료들

을 취합해 쇠부리가마의 구조와 조업매뉴얼을 설계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실험

결과를 면밀히 기록하고 검토하였으며, 특히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생성된 제철소재들에

대해 금속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범위 및 기간   

연구의 범위는 고대 울산쇠부리가마 구조 및 조업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철복원

실험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까지이다. 구체적인 공정은 제련과 단야

로 구분되는데, 제련은 철광석을 원통형로에서 제련해 잡쇠덩이를 생산하는 것이고, 단야

는 잡쇠덩이를 정련하고 단련해 철 소재를 만들고(대단야), 이를 성형단야해 완성된 철기

를 제작(소단야)하는 것이다.   

설계된 노 구조 및 조업매뉴얼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 진행과정과 실험 전·중·

후의 원료 및 생산품, 파생품 등을 금속분석하고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울산 쇠부

리복원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16년 3월 2일 본 사업을 총괄하는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울산쇠부리 고

대 원형로 실험연구단(이하 연구단) 위촉장을 수여받음으로써 이번 연구가 개시되었고, 연

구보고서는 당초 2016년 10월 30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제련뿐만 아니라 단야 실험이 추가됨으로써 결과의 정리와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시일이

더 소요되었다. 따라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연구단의 합의를 통해

2016년 12월 30일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 당초 연구계획은 제련복원실험에 대한 실험이었으나 축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철물을 직접 달구고 두드려 철기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단의 단야실험과 연계해 단야실험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공동연구단의 연구자들
이 본 실험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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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단 구성

이번 울산쇠부리 복원실험과 보고서작성에는 많은 인원의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실

험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 북구(북구청장 박천동)에서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위

원장 박기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공동단장 이남규·이태우를 비롯한 6명의 연구진과 13

명의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었다. 실험의 준비와 진행은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회장 이태우)

회원들과 한국연구재단 지원 공동연구팀(책임연구원 이남규) 소속 인원들의 전폭적인 참

여로 이루어졌다. 행정지원은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 정재화)을 비

롯해 북구청 문화체육과와 북구문화원,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에서 맡아 주었다.    

• 사 업 총 괄 :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수)

• 책임연구원 : 이남규(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철문화연구회 회장)

(공동단장) 이태우(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회장)

• 연  구  원 : 김권일(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고고학)

이은철(한국야철문화연구소 소장, 제철장·도검장)

• 연구보조원 : 강성귀(한국문화재재단 연구원, 고고학)

김종균(한국야철문화연구소 연구원, 전통제철 수련생)

• 자 문 위 원 : 곽병주(울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국장)

(가나다순) 구일우(前 울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국장)

김정열(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장)

노태천(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신경환(금속기술연구소장)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심재연(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윤석원(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윤치용(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상육(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창업(울산과학대학교 연구교수)

장인경(철박물관장)

정상태(동북아문화재연구원 홍산문화연구소장)

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실 험 지 원 : 김수기(용인대학교 교수, 금속분석학)

성정용(충북대학교 교수, 고고학)

조대연(전북대학교 교수,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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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한신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민속학)

최영민(한신대학교 박물관, 고고학)

• 실 험 참 여 : 문선기·임형근·손옥선(한국야철문화연구소)

이민아·이정우·정혜원·박희원·송민혁(한신대학교)

고인해(전북대학교), 양슬기(용인대학교), 윤여헌(충북대학교),

이은우·곽병문·정낙현(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이재용(금속기술연구소)

김상욱·김상윤·김수조·김재호·김주용·김혜희·노병곤·류동철·

류순남·박두용·박병석·박수천·박용규·서영교·송병성·신두출·

양진하·엄영섭·유미인·윤귀철·이남선·이분열·이오수·이우동·

정미자·정복녀·정정균·조기오·조정모·진항규·표희종·하출식·

함영인(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 행 정 지 원 : 정재화·김성대·김미현·이소경(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박　실·문모근(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김경곤(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직원

• 사 진 촬 영 : 오세윤(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실험보고서 발간의 기획과 집필·편집은 공동단장 이남규의 책임 하에 연구단의 김권

일·강성귀가 주도하였다. 실험에 앞서 제철로의 구조 및 조업매뉴얼은 김권일·강성귀가

설계하고 이남규·이은철이 감수하였으며, 실험 준비와 과정 및 결과는 각 기록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연구단에서 취합하였다. 제철로의 축로과정에 대한 기록(Ⅲ-5)은 이은철·김

종균(연구단)이, 실험 준비과정(Ⅲ-4)은 이태우·문모근(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이, 단야

실험의 진행기록(Ⅳ-2)은 실험지원팀의 성정용·윤여현(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이 작

성하였다. 실험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강성귀가 기록하고, 장입량·온도·사진 등은 고

인해·이민아·이정우가 작성한 것을 강성귀가 취합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김권일·강

성귀가 편집·보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남규가 교정·감수하였다.

실험 과정 및 결과물에서 채취된 시료 27점에 대해서는 금속기술연구소(소장 신경환)에

서 금속학적 분석과 검토를 맡아 주었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무렵 최종결과보고회

(2016.12.03)를 개최하고 개진된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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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철로의 모델 선정 및 분석

울산쇠부리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방형 혹은 장방형의 노(爐)에서 토철(土鐵)을 제련해 선

철괴를 생산하는 조선후기 쇠둑부리가마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울산 쇠둑부리가마3)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사·민속학적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으며(권병탁 1969·

1971·1972·1991), 2000년대에 들어와 고고유적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개략적인 현황과 특징(김권일 2009a) 및 조업방식에 대한 시론적 연구(신경환 외 2015)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노의 구조를 비롯해 원료·연료·첨가제·조업방식·생산품의 양

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규모가 크고 반복적·장기적 조업이 특징

인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며, 연속적·정기적 실험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지만 실험단은

아직 그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반복적 복원연구가 실시된 바 있는 원통형의 고대 제철로 복원실험

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 모델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제철로가

조사된 밀양 사촌제철유적 1호 제련로(6~7세기), 경주 황성동 537-2번지유적 2-2호 노

(2~3세기), 밀양 금곡제철유적 A지구 11·12호 노(7세기)를 각각 제련로(製鍊爐), 정련단

야로(精鍊鍛冶爐), 단련단야로(鍛鍊鍛冶爐)로 설정하였다.4)

1) 제련로

밀양 사촌제철유적에서는 낮은 구릉의 중앙부와 북사면에서 신라시대 제련로 7기가 조사

되었다. 제련로는 외경(수혈) 118~148㎝(평균 139㎝), 내경 70~112㎝(평균 89㎝)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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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축형제철로는 토담형·토둑형·사도형(斜道形) 제철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 형태와 기능, 시기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학술적 용어로
생각된다. 이 제철로는 조선후기 울산 달천광산 주변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당시 ‘쇠둑부리가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다. 현재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
어를 당시 용어로 바꾸어 보면, ‘제철로→쇠부리가마, 제련로→쇠둑부리가마, 정련단야로→강엿쇠둑, 단련단야로→판장쇠둑, 성형단야로→대장간화둑, 용해
로→무질부리가마’가 된다. 이 용어들은 당시 쇠부리사회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용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학술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울산쇠부리의 문화컨텐츠적 활용가치를 감안한다면 향
후 학계·유관기관·관련전문가·언론·시민사회 등의 논의를 통해 전통용어의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4) 성형단야로(成形鍛冶爐)는 따로 제작하지 않고 〈표 1〉의 내용을 검증하는 의미에서 단련단야로를 겸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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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노와 길이 200㎝, 너비 150㎝ 내외의 타원형 배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는 수혈을 2

단으로 굴착한 후 하단에는 모래·목탄·슬래그 등을 교차로 깔아 방습시설을 하고, 중앙

부에 황색점토를 깔아 노상(爐床)을 조성하였는데 조업시의 고온으로 인해 회갈색 소토층

이 형성되었다. 상단은 가장자리에는 소형 할석을 2~3단 쌓고 황색점토를 발라 노 벽체 하

부를 조성하였으며, 상부는 점토벽체를 이용해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재부는 노의

중앙부에서부터 1~2단의 경사를 이루어 노 외부로 연결되는데, 철보다 먼저 녹아내린 불

순물이 유출재가 되어 배재구를 거쳐 빠져 나가는 구조 및 조업방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남아 있는 배재부 바닥은 열을 받아 단단하게 굳어 있다. 

도 1. 밀양 사촌제철유적 제련로 각종

표 2. 사촌유적 제련로 속성              (단위 ㎝)

호수 외경 내경 깊이
(잔존) 비고

1 137 85 (28) 하부시설(모래+슬래그)

2 148 100 (43) 하부시설(모래+목탄)

3 154 112 (28) -

4 118 85 (20) 하부시설(모래+목탄)

6 134 70 (13) -

7 145 80 - -

평균 139 89

사-4

4-1

봉

금C-24

금-37-1

금C-22-4

사-7 금C-21 사-2

사-6 하 금C-5-2 금C-22-3

금D-11 금C-8 금C-25 금B-61 금C-5-3 금C-22-2 사-3
50 60 70 80 90 100 110 120㎝

도 2. 영남지역 삼국시대 제련로 내경 도수분포
(사-밀양 사촌, 금-밀양 금곡, 하-김해 하계리, 봉-창원 봉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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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모델인 1호 제련로 역시 원형의 노와 타원형 배재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규모는 길이 360㎝, 배재구 길이 217㎝이다. 노는 수혈 직경 137㎝, 깊이 63㎝, 내부 직경

85㎝의 크기로, 2~3단으로 수혈을 굴착하고 하단에는 방습시설을, 상단 가장자리에는 20

㎝ 내외 크기의 소형 할석이 2~3단 남아 있는데, 상단과 하단의 두께는 각각 30㎝ 정도이

다. 방습시설은 모래와 슬래그를 번갈아 깔았는데, 하부는 모래, 상부는 슬래그의 함량이

많다. 방습시설 상부의 노 저부는 많이 파괴되었으나 황색점토를 이용해 조성하였으며, 바

닥면에는 회록색의 소토층이 남아 있다. 축조 시에는 방습시설과 가장자리 할석까지 포함

한 범위에 모두 목탄분이 포함된 황토를 발라 오목한 바닥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촌제철유적에서는 다수의 도제(陶製) 대구경송풍관이 출토되었는데, 직관형과 곡관형

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길이·직경·꺾이는 각도·문양 등의 속

성을 알 수 있는 것은 14점 정도이다. 노와 풀무를 연결하는 부분(管 後部)은 45㎝가 완전

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도면 58-②), 노 내로 관입되는 부분(管 前部)은 30㎝ 내외가

많지만 잔존길이가 37.2㎝에 이르는 것도 있다(도면 52-①·②, 53-②). 잔존한 단부에는

단이 져 있는데, 안쪽이 깎인 경우와 바깥쪽이 깎인 경우가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

든 것으로 추정된다. 곡관형 송풍관의 직경은 관입단부 20㎝, 뒷부분 및 중앙부 15㎝ 정도

로, 바람이 나오는 단부가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이다.

본 실험의 모델인 1호 제련로에서는 중간부만 남아 있는 4점의 곡관형 송풍관이 출토되

었는데, 전체 크기는 알 수 없으나 휘어지는 부분의 직경은 13~15㎝이고 휘어지는 각도는

132～139°(평균 136°)이다.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노 내 관입부에는 점토와 짚을 섞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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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사촌·금곡유적 대구경송풍관(곡관) 각종 도 4. 사촌유적 대구경송풍관(직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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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가 남아 있고 그 외면에 자성을 띠는 슬래그가 두텁게 용착5)되었다. 송풍관 외면에는

종방향 평행타날문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물손질로 인해 지워졌다. 

이처럼 관입부가 단부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은 좁고 강하게 송풍하는 방식이 아니라 넓

은 범위에 골고루 바람이 가도록 하는 송풍방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행을 이루다

가 단부에 가서 살짝 좁아지는 3~4세기대 진천 석장리제철유적 송풍관과는 다른 양상이

다. 송풍방식이 조업 생성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반복실험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Pit2에서 수습된 벽체편을 살펴보면 노재(爐材)는 볏짚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

으며, 내면에는 슬래그와 용해된 철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 일부에는 직경 3~4㎝의 지지

대 흔적과 이를 묶은 매듭흔이 남아 있는데, 노 축조시 벽체의 무게와 형태를 지지하기 위

한 구조물로 생각된다.6)

노 주변과 배재부에서는 송풍관·철광석·철분말·소철괴·슬래그·생활토기 등의 유

물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 중 토제모제품(土製模製品)과 1~3호 노상(爐床)의 황갈색점토

는 제의와 관련된 의도적 폐기의 산물로 추정된다(국립김해박물관 2001). 1호 제련로 주변

출토 철광석괴와 철광석가루에 대한 금속분석에서는 광석 내면에 균열이 그물모양으로 나

타나 배소처리된 광석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노의 형태와 규모 등을 통해 고분시대 후

기경에 출현하는 일본의 제련유적과 그 기술이 한반도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大澤正己 2001).   

이처럼 밀양 사촌제철유적은 고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제철유적으로, 일부구역에 대해

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도 구릉 전체에 노 벽체·유출재 등의 슬래그·송풍

5) 사촌유적 출토 송풍관은 대부분 노 내부 관입부 외면에 덧붙여진 점토가 남아 있는데, 고온으로 용융·유리질화된 것이 많으며 용융 후 남아 있는 최대두께
는 15㎝ 정도이다. 당초에는 이보다 더 두텁게 점토를 바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조업시 노 내부의 고온에 송풍관이 용융되지 않도록 하게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러한 지지대의 흔적은 밀양 금곡제철유적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합천 야로야철지, 김제 장흥리 은곡제철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도 5. 사촌유적 제련로 벽체의 지지대흔
(pit 2 출토)

표 3. 사촌·금곡유적 제련로 벽체의 지지대흔

유적/유구명 출토위치
지지대 (단위 ㎝)

비고
직경 간격

사촌  Pit 1 3~4 12

금곡 C-1-2호 노적 내부 3 2.2 8.5

금곡 C-18호 
폐기장

내부 12 2 7

내부 13 3 6

내부 14 2.5 7.8

내부 17 2.5 6

내부 19 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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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편 등이 산재해 있는 점으로 보아 소구릉 전체가 대규모 제철유적지임이 분명하다. 조사

된 제련로의 양상 및 슬래그퇴적층의 최대두께가 245㎝라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대규모

제련공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촌제철유적의 남서쪽 약 6㎞ 거리에는 동시기의 금곡제철유적이 위치하는데,

2012년 1월 5일부터 동년 10월 26일까지 두류문화연구원(A·B구역)과 삼강문화재연구원

(C·D구역)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B구역에서는 제철로 66기, 추정 배소로 1기, 제철관

련 폐기장 12기, 점토채취장 1기, 탄요 1기, 수혈 26기, 토기가마 1기, 구상유구 4기, 건물

지 3동, 추정 건물축대 2기, 와관묘 1기 등의 118기의 삼국시대 유구가, C·D구역에서는

제철로 21기, 제철관련 폐기장 11기, 건물지 1동, 유물 1기, 점토저장소 및 야적장 8기, 수

혈 26기, 구 7기 등 75기의 삼국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

아직 정식보고서가 모두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제철로는 17기 이상

이고 정련단야로도 10여기 이상이다. 제강로 및 단야로로 추정되는 노도 확인되었으며, 다

수의 송풍관·노 벽체편·철괴·유출재·단조박편·입상재·철탁 용범 등이 출토되었다

(頭流文化硏究院 2012, 三江文化財硏究院 2014). 즉 금곡제철유적은 신라시대에 해당되

는 기원후 6세기 전반부터 7세기 전반까지 1백 여 년 동안 제련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제련

-정련(정련단야·단련단야)·제강-단야·용해 등 제철의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 신라 최

대의 제철공방지라 할 수 있다. 

금곡제철유적 외에도 주변지역에는 큰검새유적(제철유적)과 동진광산(철광산) 및 고분군

유적(사촌고분군·감물고분군·임천리고분군)이 분포하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연계연구

를 진행한다면 신라 제철기술의 중요한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련단야로

이번 실험의 모델인 정련단야로는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에 포함된다. 이 유적은 1993년

부터 2013년까지 11차례의 발굴조사에서 1~4세기대 단야주거지 12동, 단야로를 포함한

단야공방지 9동, 정련단야로 8기, 제강로 7기, 용해로 28기 등 64기의 제철공방지가 조사

되었다. 이 외에도 노벽·슬래그·거푸집 폐기장, 목탄저장소, 작업장, 주혈건물지, 구상

유구, 소토유구, 우물, 주혈군 등 제철조업과 관련된 각종 유구와 유리질·단조박편·입상

재 등의 슬래그, 철괴, 철광석, 철편, 거푸집, 추정 모룻돌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황성동 제철유적의 철기제작기술은 3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수혈 주거

지에서 단조철기를 제작하던 기원후 1세기 중반~2세기 전반이고, 2단계는 주거지를 벗어

난 단야공방과 주조괭이를 생산하는 용해공방이 광범위하게 조성되는 2세기 중반~3세기

중반이며, 3단계는 용해공방의 범위가 축소되고 정련단야와 제강이 제철조업의 주요 공정

으로 자리잡는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이다(김권일 2009b).

정련단야로는 경주 황성동 537-2번지유적에서 7기(2-1·2-2·4·5·6·7·8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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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고가수조 구역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원형 혹은 타원형의 노와 철괴·슬래그·단조

박편 등이 검출되는 단타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는 배재구 설치를 위해 반지상식

으로 축조되었다(김권일 2010).

본 실험의 모델인 2-2호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2-1호의 사용이 끝난 후 남쪽 절반 이상

을 파괴하면서 축조하였다. 동-서 방향의 타원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이며, 크기는 길이 70

㎝, 너비 51㎝, 벽체두께 7~9㎝이다. 노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벽체 내면에는 조업사실을

보여주는 슬래그가 3번에 걸쳐 용착되었는데, 두께는 1.2~4㎝이고 슬래그 사이는 1.2~4.4

㎝의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슬래그는 동쪽으로 치우쳐 두텁게 용착되었으며, 서쪽은 점

토벽체는 있으나 교란되어 슬래그가 남아 있지 않다. 바닥에도 전체적으로 슬래그가 두텁

게 용착되어 있다(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1).

노벽은 거의 바닥만 남아 있어 잔존한 벽체는 굴광면(구 지표면) 아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슬래그가 용착되지 않은 서벽에 배재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밀양 금곡제철유적 정련단야로 사례로 보아 50㎝ 내외로 추정되며, 동 유적

표 4. 경주 황성동 537-2번지유적 정련단야로 속성 (단위 ㎝)

호수 평면형태
내경

깊이 두께 비 고
검토

비 고
길이 너비 길이 너비 평면형태

2-1 원형? 45 45 - 7~9 2~3회 조업 45 45 원형 2-2호와 중복, 본 실험 모델

2-2 타원형 70 51 10 7~9 2~3회 조업 60 50 (타)원형 배재구쪽 빈 공간

4 타원형 99 56 13 6.2~8.5 3회 조업 50 45 원형 배재구쪽 빈 공간

6 타원형 69 38 7 6~10 3회 조업 50 35 타원형 배재구

7 타원형 94 60 20 5~9 2~3회 조업 60 60 원형 배재구 잔존

8 원형? 59 24 13 - 1회 조업 50 50 원형 1/2 이상 파괴

평균 73 46 11 8 53 48

도 6. 황성동 537-2유적 2호 현황 및 노 내경 추정 범위 사진 1. 황성동 537-2유적 2호 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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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의 벽체에서 아치형 구조가 확인된 점 및 열효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부가 좁아지는 구

조로 판단된다.

3) 단련단야로

단야공정은 정련단야→단련단야→성형단야로 이어지는데, 정련단야로의 구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련단야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련단야로에서는 철

기성형 목적의 단야보다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두 개의 송풍구가 필요하거나 노의 상단이 좁아지는 등 단련·성형 목적의 단야로와

다른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단련단야의 경우 별도의 단련단야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정

련단야로나 단야로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작업의 용이성을 감안한다면

정련단야로보다는 성형단야로에 더 가까운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야로를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정련단야로-단련단야로-성형단야로라고 칭한다. 다만 단야의 특성상 여러 가지 구조의

단야로가 있을 수 있고, 정련단야로와 성형단야로에서도 단련작업이 수반된다는 점을 밝

혀둔다.7) 따라서 실험공간의 제약 등을 감안해 성형단야로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단련단

야로에서 작업하도록 한다.

금곡 제철유적의 제철로 중 단련단야로로 추정되는 노는 B구역 2호, 11호 등이 있다.8) 먼

저 2호는 원형의 노와 노벽과 연결된 2열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재는 노 내부를 향

해 약간 경사져 있고 일부 높이까지 사질토가 충전되어 있어 보고자는 송풍관 관련된 시설

로 추정하였다(頭流文化硏究院 2012). 노 내경은 20㎝ 정도이고 벽체는 점토를 이용해 쌓

아 올렸으며 벽체에 유착된 슬래그를 통해 2회 이상 조업했음을 알 수 있다. 노 내 최하부

에는 두께 10㎝ 정도의 사질토가 충전되어 있고 그 상부에 다량의 소형 천석이 20㎝ 두께

로 채워져 있다. 11호는 내경 30㎝이고 벽체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석재를 놓고 그 안쪽에 점토를 발라 노를 구축했으며, 바닥에는 4~10㎝ 크기의 천석을

채워 넣었다. 벽체 및 바닥에 깐 천석에는 두께 1~3㎝의 슬래그가 용착되어 있어 이 천석

이 노상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호와 11호 주변에서는 단조박편·입상재·철편·슬

래그 등의 단야관련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정련단야로와는 크기, 구

조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기능의 노로 추정되는데,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단련단야로나

단야로의 기능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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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실험모델인 밀양 금곡제철유적 B-2호, 11호는 단련단야와 성형단야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련단야 전용이거나 단련단야가 주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11호의 바닥과 벽면에 철성분이 적은 슬래그가 용착된 점 등으로 보아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고서
가 발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어 향후 별도의 지면을 통해 좀 더 깊이 고찰해 보고자 한다.

8) 밀양 금곡유적 B구역에서는 모두 66기 이상의 제철로가 조사되었는데, 2호, 11호 이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노가 다수 존재한다. 아직 정식보고서 발간 전이
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약보고서에 소개된 2호와 11호를 기준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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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야로는 정련단야로·단련단야로 주변에 위치해 연속공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가 많으며, 크기는 내경 30㎝ 정도가 일반적이다. 노벽은 바깥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벌어

지거나 일정지점에서 거의 일직선상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의 바닥에는 점토

시설이 없이 작은 자갈을 깔아 노상으로 이용하였으며, 노상은 당시 생활면에서 15㎝ 정도

깊이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처럼 자갈을 노상으로 사용하는 예가 단야로의

일반적인 구조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삼곶리 유적의 추정 단야로나 중세 일본 대

단야장의 단야로에는 이러한 자갈시설의 노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금곡유적만의 특징

적인 단련단야로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

사진 2. 밀양 금곡유적 노 B-2호(좌)와 B-11호(우)

도 7. 연천 삼곶리 2호 주거지
(대야형-정련단야로, 원판형-단련단야로; 김기룡 외 2011)

도 8. 일본 중세 타타라제철의 대단야장
(出雲 獅子谷遺跡Ⅲ期; 角田德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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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철로의 구조복원

1) 장소 및 기반 조성

이번 실험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차장 및 화단 일부를 이용하였

다. 전체 실험장의 공간은 관람객 동선 등을 포함해 27×23.5m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경

사지에 조성되는 고대 제련로의 입지 특성상 흙을 성토해 실험장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1

차 성토는 6×4m, 높이 0.8m로 하여 제련로의 공간을 마련하고, 2차 성토는 1차 성토한

한쪽 측면에 5.5×2.8m, 높이 0.4m로 해 단야공간을 확보하였다. 우천 시에도 실험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제련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붕을 설치하였다.

2) 제철로의 구조

(1) 제련로

제련로의 구축은 하부-중부-상부로 구분하였는데, 하부는 송풍관 장착면 아랫부분의 굴

광부·방습시설·배재구 등이다. 중부는 송풍관 장착면에서부터 상단의 꺾이는 부분까지

를 말하며, 상부는 꺾이는 부분 위쪽이다. 

하부는 성토된 기반에 노 터를 직경 130㎝, 깊이 30㎝로 굴착하고(상단), 그 내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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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제철복원실험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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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경 80㎝, 깊이 30㎝로 굴착(하단)한다. 하단은 노 하부 방습시설에 해당되는데, 하층

15㎝에는 목탄과 철광석을, 상부 15㎝는 여기에 굵은 모래를 많이 섞는 등 목탄분이 포함

된 모래와 철광석9)을 교대로 다져 30㎝ 두께로 형성한다. 노 바닥면에 해당되는 노상(爐

床)은 상기한 방습시설 상면에 목탄분과 가는 모래를 섞은 황토를 두께 5㎝로 깔아 조성한

다. 상단은 가장자리에 20㎝ 내외 크기의 할석을 3단으로 돌리고, 할석 사이 및 굴광과 할

석 사이, 내면 5㎝ 두께까지 점토를 발라 마감한다

노의 크기는 외경 130㎝, 내경 80㎝10), 높이 200㎝(노상에서부터)로 하며, 형태는 원통

형으로 하되 상부 60㎝ 부터 약간 내경하도록 하였다. 노의 중부는 점토블럭과 황토로 구

축하는데, 두께 25㎝로 하며, 점토블럭은 길이 25㎝, 너비 17㎝, 높이 15㎝의 틀로 찍어 자

연건조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유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노 벽체 구축에 길이 30㎝ 이상,

직경 2~3㎝의 지지대를 사용한다. 송풍관 장치 상면(굴착면에서 위로 30㎝)까지 벽체를

축조한 후 지지대를  20~30㎝ 간격으로 꽂으면서 계속 벽체를 쌓아 올린다. 노의 상부는

건조되지 않은 점토블럭을 이용해 안쪽으로 좁아지도록 쌓아 올린다. 벽체의 두께는

15~25㎝로 한다. 

배재구는 노벽 축조 중 1차로 너비 60㎝, 높이 80㎝의 사다리꼴로 조성해 노 축조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며, 노벽 축조 완료 시 2차로 너비 30㎝, 높이 50㎝의 사다리꼴로 좁

힌다. 소성벽돌을 양 벽에 세우고 상부에는 편평한 석재를 가로로 걸친다. 조업 시 소성벽

돌, 점토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개폐 가능하도록 한다. 배재부는 별도 조성하지 않고 주차장

바닥에 흙을 깔아 사용하되, 노상과 배재구 바닥면은 50㎝ 이상의 높이 차이를 유지해 밀

양 사촌제철유적 출토 유출재와 같이 유출 후 굳어진 슬래그 생성을 유도한다.

9) 울산 실험장에서는 슬래그(slag)를 구할 수 없어 철광석으로 대체하였다.

10) 보고서에는 1호 제련로의 내경이 85㎝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잔존한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오랜 기간 결락 등의 훼손과 내면에 덧바르는 점토두께
(2.5㎝)를 감안해 80㎝로 상정하였다.

표 5. 실험 제련로의 속성

구 분 내용(㎝) 비 고 구 분 내용(㎝) 비 고

평면형태 원형
노
외경

상단 90

평면형태 원통형 직선적 올라가다 좁아짐 중단 130

높이 200 노상→상단, 내경/높이=1/2.5 하단 130

노 내경

상단 60

노벽 두께

상단 15

중단 80 중단 25

하단 80 하단 25

기타 ● 할석을 내경 90㎝ 크기로 돌리고, 내면에 점토를 5㎝ 두께로 발라 노 내경 80㎝ 크기로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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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는 노의 규모 및 조선후기 풍속도 등으로 보아 4인용 발풀무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

므로, 충주 완오리 고려시대 풀무터를 참고로 해 길이 250㎝, 너비 70㎝, 높이 60㎝ 크기

로 제작한다.11) 노와 풀무 간격은 150㎝로 해 송풍구의 개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풀무

질은 순수인력으로 하도록 하였다. 

송풍은 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실험에서

는 직관형 2개와 곡관형 1개를 사용하는데, 직관형은 길이 50㎝, 직경 15㎝(한쪽 단부 20

㎝) 크기이고, 곡관형은 관 후부(외부) 길이 45㎝, 관 후부 직경 16㎝, 관 중부 직경 15㎝,

관 전부(관입부) 길이 40㎝, 관 전부 직경 16㎝ 크기이다. 각도는 장착시의 평행상면을 기

준으로 13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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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 울산 삼정리야철지 풀무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도 11. 울산지역 전통 
발풀무(권병탁 2004)

사진 3. 충주 완오리유적 풀무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11) 풀무는 울산쇠부리보존회 이태우 회장이 자비로 제작해 울산쇠부리 추진위원회에 기증하였다.

도 12. 제련로 구조복원도



(2) 단야로

앞서 기술한 단야작업장 성토면에 외경 80×70㎝, 깊이 35㎝의 수혈을 굴착하고, 정련

단야로와 단련단야로를 축조한다. 정련단야로는 방습시설로 황토+자갈+목탄 10㎝를 바닥

에 깔고, 노상은 황토+미립 사질토+목탄분을 10~15㎝ 두께로 깔되 중앙부는 10㎝가 되도

록 약간 오목하게 깐다. 노의 형태는 평면 타원형(계란형)이고 입면-원통형이고, 제련로와

마찬가지로 상부가 가장 좁은 형태로 한다. 노의 크기는 하부 60×50㎝, 내경 50㎝, 상부

내경 30㎝, 높이 50㎝(노상에서부터)로 하였다. 벽체는 세사립과 초본류가 섞인 황토블럭

을 반죽해 10~15㎝ 두께로 축조하였다. 각 모서리 4개와 장축 중앙부 2개 등 6개의 나무

지지대를 수직으로 꽂고 마 혹은 새끼줄로 결구하였다.  

송풍관은 길이 30㎝, 외경 5~10㎝, 내경 2~5㎝의 관입부가 약간 좁아지는 소구경송풍

관 2개를 사용하였으며, 관입 위치는 노상에서 15㎝ 높이의 양 측면에서 대칭적으로 하되,

관입단부는 서로 약간 어긋나게 하였다. 관입 각도는 35˚로 해 송풍관 끝이 노 중앙부 작

업구 아랫면을 향하도록 하였다. 풀무는 길이 120㎝, 밑면 너비 45㎝, 윗면 너비 30㎝, 높

이 60㎝의 이은철 연구원 소유의 판재 손풀무 2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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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단야로는 정련단야로의 북쪽 성토면에 외

경 60㎝, 깊이 35㎝의 원형 수혈을 굴착하고,

방습시설로 목탄+모래+사질토를 10㎝ 두께로

깐 후, 5㎝ 내외 크기 자갈층(조약돌)을 10㎝ 두

께로 조성해 노상을 조성하였다. 노의 형태는

평면형태 원형이고, 입면에서 보면 굴광면까지

는 넓어지다가 굴광면에서부터 직립하는 원통

형으로 하였다. 노의 크기는 하부내경 30㎝, 상

부내경 40㎝, 높이 30㎝(노상에서부터)로 하였

으며, 세사립과 초본류가 섞인 황토블럭을 반죽

해 두께 10~15㎝로 쌓아 벽체를 조성하였다.  

송풍관은 정련단야로의 송풍관과 동일한 형

태·크기의 소구경송풍관 1개를 사용하며, 관

입 위치는 작업구의 오른쪽으로 배치하였다. 관

입 각도는 15˚로 해 송풍관 단부가 노상 중앙

부 10㎝ 윗면을 향하도록 하였다. 풀무는 길이 132㎝, 밑면 너비 45㎝, 윗면 너비 30㎝, 높

이 68㎝의 이영구 장인 소유 판재 손풀무 1개를 사용하였다. 성형단야로는 단련단야로를

겸용으로 한다.

3. 조업매뉴얼의 설계

1) 제련

(1) 원료·연료·첨가제

이번 실험의 원료인 철광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채광이 이루어지는 곳이 양양

광산뿐인데, 소량 구매가 어려워 한국연구재단 지원 공동연구팀에서 500㎏을 지원받았다.

구매 시 크기가 2~5㎝이므로 별도의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문진 등 불순물이 많으

므로, 물 세척 및 육안 선광과 자력선광을 거쳐 사용하였다. 철광석은 배소 후 사용하였는

데, 배소로는 밀양 금곡제철유적 A지구 배소로(크기-275×210×48㎝)를 모델로 해 길이

300㎝, 너비 200㎝, 깊이 50㎝의 타원형 수혈을 굴착하고 황토로 굴광면을 2~3㎝ 두께로

발라 조성한다. 20~50㎝ 크기 장작을 깔고 점화한 다음 그 위에 목탄(10~15㎝)을 20㎝ 정

도 깔고 점화가 되면 철광석을 한 벌 장입해 800℃ 내외가 유지될 수 있도록  5~8시간 동

안 자연풍으로 소결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실험에 사용될 300㎏과 추가장입 예비용 200

㎏을 더해 모두 500㎏을 준비한다. 

도 14. 단련단야로 구조복원도



연료인 목탄은 강원도 태기산 참목탄을 사용하며, 제련용 600㎏, 단야용 200㎏, 배소 및

예열에 300㎏, 예비용 500㎏ 등 모두 1,500㎏을 준비한다. 목탄의 크기는 15㎝ 이상을 대

탄, 10~15㎝를 중탄, 10㎝ 이하를 소탄으로 구분하고, 만장입 시 하부와 중부까지는 대탄

을, 그 이후부터는 중탄을 사용한다. 다만 노 내 분위기 등 조업환경에 따라 크기를 조절한

다. 이 외 노의 건조 예열 등에 사용될 소나무·참나무 장작 및 판재 1,000㎏을 준비한다. 

슬래그의 원활한 분리 및 유출을 위해 소성패각과 황토를 첨가제로 투입한다. 철광석에

조재 성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철과 불순물의 원활한 분리 및 유동을 위해 소

성된 굴 껍데기와 소결된 황토를 투입한다. 첨가량은 소성 패각의 경우 실험 60㎏, 예비 32

㎏ 등 모두 92㎏를, 황토는 실험 30㎏, 예비 20㎏ 등 모두 50㎏를 투입한다. 패각은 노천

수혈에서 목재로 소결한 후 잘게 깨고 황토는 반죽 후 덩어리를 만들고 이를 소결시켜 수

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각각 2:1로 배합한 후 일정한 간격으로 투입한다.

(2) 조업 순서

설계된 노 구조와 조업매뉴얼에 따라 노 축조 및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중 매뉴얼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 연구원(김권일·이은철)의 요청 및 책임연구원(이남규)의 지시에 의해 변

경할 수 있도록 한다. 송풍이 원활하고 노 내 분위기가 양호하다면 철광석과 목탄을 동일

방법에 따라 2~6시간 추가장입할 수 있도록 한다(조업매뉴얼 표 참조).  

(3) 생산품 

조업 중 유출된 슬래그와 조업 후 생성된 잡쇠덩이는 각각 무게를 계측하고 분류하며, 소

재를 선정해 금속분석을 실시한다. 잡쇠덩이는 육안관찰 및 자석선별을 통해 형태·색조·

무게·자성 등을 분류하고 기록한다. 생산품인 잡쇠덩이는 향후 단야 등 후속실험에 사용

하며, 슬래그는 추진위에서 보관하되 향후 대시민 교육·전시 등에 활용한다. 

(4) 조업 기록

광석·목탄·황토·온도 기록 담당자는 미리 표를 작성하여 실험현장에서 기재하며, 실

험 후 정리해 제출한다. 온도계는 고정식온도계의 경우 하부 2개, 중부 1개 등 총 3개를 장

착하고, 이동식온도계(1,600°C까지 측정 가능)는 1대를 사용한다.

2) 단야

단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련단야·단련단야·성형단야로 구분하며, 단련단야

와 성형단야는 동일 단야로를 사용한다. 단야는 소재의 성분, 조직 등에 따라 매뉴얼의 가

변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인(匠人)의 노하우가 실험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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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련단야

정련단야의 소재는 현재 연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재가 없으므로, 한국연구재단 연

구단(책임연구원 이남규)의 제2차 제련복원실험(2016.03.19~20)에서 생산된 잡쇠덩이를

사용한다. 이 잡쇠덩이는 0.598~5.4㎏의 14점으로, 괴련철이 중심인 것으로 판단되어 단

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소재에 대한 금속분석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분석결과

를 검토 및 적용한다.

정련단야의 연료는 제련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태기산 참목탄(백탄)을 사용한다. 1회 정련

단야 실험에 약 50㎏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넉넉히 준비하도록 한다. 첨가제로는 철

광석가루로 짚재를 이긴 황톳물을 사용한다. 철광석가루는 탈탄제의 역할을 하며, 노상에

3㎝ 두께로 깔고 조업을 시작하며, 반용융상태에 가까워질 때 추가로 투입한다. 황톳물은

단타 및 조재의 촉매제 기능을 하며, 소재를 노에 넣어 가열할 때 표면에 바른다. 

실험 순서는 먼저 노상 상면에 철광석가루를 3㎝ 두께로 깔고 목탄을 만장입한 다음, 황

톳물을 바른 소재를 투입한 후 송풍을 개시한다. 송풍 개시 1시간 정도 경과 후 반용융상태

의 원료를 꺼내 큰 해머로 반복단타해 불순물을 적출시킨다. 이 같은 반복적 가열·단타를

통해 3회 이상 단접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판상의 철괴를 성형한다. 

정련단야로의 온도는 1,000~1,200℃ 사이를 유지하도록 하며, 노의 양 측면에 고정식

온도계 2개를 장착해 온도를 측정하고 이동식온도계로 여러 곳을 수시로 측정한다. 소재가

비교적 양질의 괴련철로 추정되므로, 단타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며 조업 전·후 약 1/3

정도의 무게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련단야에서는 0.8~1,2㎏의 판상 괴련철괴를

목표로 하며, 실험에서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인의 노하우 및 책임연구원의 결정

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표 6. 단야 소재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팀 제2차 제련실험 결과물 중)

소재명 1 2 3 4 5 6-1 6-2 7 8 9 10 11 12 13 비고

무게(㎏) 0.598 1.6 1.46 1.04 0.67 5.4 0.8 1.1 1.3 1.92 0.57 0.6 1.33 2.82 21.208

사진 4. 단야 소재



(2) 단련단야

단련단야의 소재는 정련단야에서 생산

된 판상의 철괴를 이용하는데, 정련단야 결

과에 따라 소재의 양상이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는 제련 및 정련단야

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태기산 참목탄(백탄)

을 사용하는데, 1회 단련단야 조업에 약 30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 공정과

마찬가지로 짚재를 이긴 황톳물을 촉매제

로 사용하며, 실험 중 탄소함량이 다소 높

다고 판단되면 탈탄재로서 철광석가루을

투입한다.

조업 순서는 노에 목탄을 2/3 이상 채우

고 점화한 후 황톳물을 바른 철괴를 투입하

고 송풍을 개시한 후 20~40분 정도 경과

후 가열된 소재를 꺼내 반복단타한다. 노의

온도는 800~1,000℃ 사이로 하며, 가열·단타를 반복해 5~7회 이상 단접해 조직을 치밀

하게 하고 철정을 성형한다. 소재는 조업 전·후 약 1/5 정도의 무게 감소가 예상되므로, 1

㎏의 철괴로 조업을 실시한다면 생산품 무게는 800g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실험에서는

500~1,000g 크기의 철정을 목표로 하며, 크기는 목표하는 철기를 감안해 조업과정에서

결정한다. 소재의 성질 및 조업양상에 따라 결과의 변수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4점

에서 최대 8점의 철정 제작을 목표로 한다. 가능하다면 판상철정의 경우 길이 24~29㎝,

최대너비 4~5.5㎝, 최소너비 3~4㎝, 두께 0.2~0.4㎝를 목표로 하며, 봉상철정의 경우 길

이 35~45㎝, 너비 1~2.5㎝, 무게 800g 이상을 목표로 한다.

3) 성형단야

성형단야 공정에서는 제련→정련단야→단련단야 공정을 거친 판상 혹은 봉상의 판장쇠

를 소재로 한다. 이번 실험에서 목표로 하는 철기는 경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신라 철기

중 창(鐵 )·도끼(鐵斧)·낫(鐵鎌) 등 세 기종이다. 앞 공정의 실험결과에 따라 소재가 결

정될 것이므로 수량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최소 4점 이상의 철정을 목표로 하며, 4점이 제

작될 경우 각 1점씩 모두 3점의 철기를 제작하고, 8점 이상 제작될 경우 각 2점씩 모두 6점

을 제작해 1점은 금속분석, 1점은 보관용으로 한다(철정 포함). 조업순서는 단야장인의 노

하우에 따라 진행하며, 통상적인 대장간 작업과 같이 단야로에서 600~800℃로 가열·성

형·절단·연마를 통해 철기를 제작하며, 필요 시 담금질을 통해 사용면을 열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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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제작대상 봉상철정
(황남대총 부곽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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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작대상 철기 제원 (철기 모델-성정용 교수 선정)

연번 철기

철기 크기(㎝·g)

비 고
길이 봉부 

길이
봉부 
너비

공부 
길이

공부 
직경

공부 
너비

신부 
최대너비 무게

1 창 21.29 9.3 2.1×0.9 11.9 2.6 - - 170.3 공부 끝에 못 구멍

2 도끼 9.9 - - - - 3.1×2.3 4.4 151 공부 타원형

3 낫 20.6 너비 2.4 86.2

4 철정

● 철정 4점이 제작되었을 경우
-판상철정 : 2점 제작, 각각 도끼와 낫 제작
-봉상철정 : 2점 제작, 1점은 창 제작 

● 철정 8점이 제작되었을 경우
-판상철정 : 4점 제작, 4점은 도끼·낫 제작
-봉상철정 : 4점 제작, 2점은 창 제작, 나머지 2점 중 1점은 분석, 1점은 보관

사진 6. 제작대상 철제 창
(경주 황남대총 부곽 출토 소형 철창, 상단)

사진 7. 제작대상 철제 낫
(경주 인왕동고분군 3B호 적석목곽묘 출토)

사진 8. 제작대상 철제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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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쇠부리 복원실험 전체 일정

업무 구분 날짜 세부 내용 담 당 비 고

제철도구 및 풀무 제작 3월 24일(목)
~5월 1일(일)

제련도구 제작-이영구 야장 의뢰
발풀무 제작-이태우
이남규·이은철·김권일 : 감수

정재화

노 구조 및 조업매뉴얼 설계 4월 11일(월) 노 구조복원 도면 및 조업매뉴얼 김권일, 강성귀 이남규 감수

실험장 성토
(3t)

1차 4월 8일(금) 좌우 6.0m, 앞뒤 4m, 높이 80㎝ 
정재화 높이-주차면 기준

2차 5월 11일(수) 좌우 5.5m, 앞뒤 2.8m, 
높이 40~50㎝

축로용 점토 준비 4월 8일(금)
실험장 성토용 황토
제련로·배소로 축조용 황토
첨가제(조재제)용 황토

정재화, 이태우

철광석 운송 3월 25일(금) 500㎏(실험-300㎏, 예비 200㎏)
철박물관→울산 북구청 실험장 정재화

목탄 구입
4월 9일(토)

총 1,175㎏ 구매
(제련 600㎏, 정련단야~
단야 200㎏, 배소 등 1,000㎏, 
예비-625㎏)
1차-1,500㎏ 구매

정재화, 이태우 이은철 감수

5월 초 2차-675㎏ 추가 구매

패각 구입 4월 15일(금) 153㎏ 정재화

철광석 세척 및 선광 3월 27일(일)
~3월 30일(수) 철광석 물 세척, 육안 및 자력 선광 이태우, 정재화 김권일 감수

철광석 배소 4월 13일(수)
~4월 15일(금) 철광석 500㎏ 배소 이태우, 정재화 김권일 감수

패각 소성 4월 15(금)
5월 8일(일)

굴 껍질 88㎏
(실험 60㎏, 예비 28㎏) 이태우, 정재화 김권일 감수

점토벽체 블록작업 4월 20일(수)
~4월 22일(금) 점토 블록작업 이태우, 정재화 김권일 감수

제련로 축조 4월 24일(일)
~4월 27일(수) 건조된 점토블록, 지지대 등 이남규, 이은철,

김종균 김권일 감수

단야로 축조 5월 11일(수)
~12일(목)

정련단야로·성형단야로 축조 
및 예비실험 이은철, 김종균 이남규 감수

쇠부리 복원실험
5월 13일(금)~
5월 15일(일)

13일-정련 실험
14일-제련
14일 오전-단야 실험
15일-노 앞쪽 절개

연구단 및
참여자 전원 총괄 이남규

금속분석용 시료 채취 실험 중 유출재, 실험 후 생성물, 
노내재 등 신경환, 이재용 이남규 감수

생산품 배출 및 정리 6월 23일(목) 생산품 수거 및 정리, 시료 채취 연구팀 전원

금속분석 및 보고서 작성 5월 16일(월)~
10월 28일(금)

금속분석 및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신경환, 이재용

종합보고서 작성 5월 16일(월)~
12월 16일(금) 실험 내용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이남규, 김권일,

강성귀

최종보고회 12월 3일(토) 실험 및 보고서 내용 보고 및 자문 연구단 자문회의

종합보고서 제출 12월 26일 종합보고서 제출 추진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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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울산쇠부리 복원실험 조업계획

날짜 시간 조업 내용 비 고

2016년
3월 1일(화)

~5월 12일(목)
09:00~18:00

○ 풀무·송풍관·단야구 제작, 제련로 축조, 
철광석·목탄·목재·황토 등 준비

○ 철광석 세척·선광·배소 등 각종 준비작업
○ 5월 11(수)~12일(목)-정련단야로·단야로 축조

및 예비실험

•실험 전 철광석 분석은
학진분석결과 인용

2016년
5월 13일(금)

07:30~09:00 ○ 실험 최종 점검회의 •이남규 주관

09:00~18:00

○ 정련조업
- 원료 : 학진 2차 제련실험 생산품 18.6㎏
- 조업 성과에 따라 
•철정 4매 생산(판상-2, 봉상-2)
•철정 10매 생산(판상-4, 봉상-6)

•연구팀-성정용

2016년
5월 14일(토)

08:00~09:30 조업 준비사항 점검, 점화 및 목탄 만장입

09:30~10:00 고유제 개최

10:00~ 송풍 개시

11:00~18:20

○ 제련조업
•철광석 장입
- 철광석 총 300㎏, 최초 목탄 만장입 및

1,150℃ 이상 유지 시 11시-20㎏ 장입 (잔량
280㎏), 이후 평균 15분 간격으로 매 10㎏씩
28회에 걸쳐 18:15까지 280㎏ 장입, 약 7시간
동안 장입 예상(학진 실험 결과 참조)

•목탄 장입 
- 목탄 총 600㎏, 철광석 장입 전 약 320㎏

만장(잔량 280㎏), 철광석 장입 후 11시 10분
부터 평균 15분 간격으로 매 10㎏씩 28회에
걸쳐 18:25까지 280㎏ 장입, 약 7시간 동안
장입 예상   

•소성패각 장입
- 철광석 장입 후 11시 05분 최초 4㎏ 장입 (잔량

56㎏), 이후 15분 간격으로 매 2㎏씩 28회에 
걸쳐 18:20까지 장입, 약 7시간 동안 장입 예상

•황토 장입
- 목탄 장입 후 11시 2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매 2㎏씩 15회에 걸쳐 18:20까지 장입, 
약 7시간 동안 장입 예상

•  철광석 장입 개시 후 7시간 20분 경과 후 
목탄·광석·패각, 황토 장입 종료

•평균온도 1,150℃ 도달
후 철광석 장입 개시

•광석 장입 개시 후 철광석
/목탄/패각/ 황토 비율을
1/1/0.2/0.1 유지

2016년
5월 15일(일)

18:20~22:10

•1시간 동안 송풍 공풍(空風) 후 송풍 종료, 조업
1차 종료

•송풍 원활 및 조업 환경 양호하다면 철광석
200㎏ 추가 장입

•연구팀에서 결정

09:00~12:00

○ 노 1/4 절개 및 결과물 확인
- 분석소재 선정-파생품 및 생산품 일부(상층

잡철괴) 
- 실험결과 약측, 사진촬영, 노트 기록-기록 정리

○ 제련로-적정기간 동안 전시(사무국 및 북구청)
○ 단야조업(09:00~12:00)
- 성정용, 이영구

•연구팀(보조원 포함)
•금속분석팀
•보존회팀
•6월 4~6일
- 생성물 수거 및 정리

12:00~14:00 •조업 2차 종료
•실험결과 논의 및 보고서 작성방향 토의

14:00~18:00 실험장 정리 및 해산



4. 실험 준비과정

1) 철광석 세척 및 선광

철광석의 세척과 선광은 2016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울산 북구청 임시

주차장 동편에서 실시되었다. 판재를 이용해 길이 300㎝, 너비 45㎝, 높이 30㎝의 부력 선

광기를 제작하고, 적정량의 철광석을 담은 후 호스를 이용해 물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분사

하면서 삽과 호미를 이용해 섞어 주었다.

육안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았으나 세척을 하자 황색이 포함된 흑색 흙탕물이 지속적으

로 배출되었는데, 황색은 철광석의 표면에 포함된 황(S)과 관련된 것으로, 흑색은 철광석

표면에 묻어 있던 광석 문진으로 추정된다. 한동안의 세척이 진행되자 광석 표면의 문진이

씻겨 져 나가 원래의 색조가 나타났다. 이를 수습해 햇볕에 말려 물기를 제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맥석들은 모두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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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철광석 세척

사진 10. 철광석 선광

사진 11. 철광석 무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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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세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상(粉狀)의 철광석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채를 이

용해 괴(塊)와 분(粉)을 분리하였다. 이는 제련 시 철광석가루가 노 내에 장입되면서 노의

밀도를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이후 각각 마대자루에 10㎏ 단위로 담았다.

2) 철광석 배소

철광석의 배소는 2016년 4월 13일 울산 북구청 임시주차장 동편에서 실시하였다. 조업

매뉴얼에 따라 길이 300㎝, 너비 200㎝, 깊이 50㎝ 크기의 타원형 구덩이를 파고, 황토를

다소 찰지게 반죽해 바닥과 벽면을 2~5㎝ 두께로 발라 벽체를 조성하였다. 황토블럭을 발

라 꼼꼼하게 누르고 박자를 이용해 두드린 다음 마지막에 물기가 많은 황토반죽을 덧발랐

다. 판재와 장작을 장입한 후 점화하고 황토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작을 투

입하였다. 바닥과 벽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목탄을 채우고 철광석과 목탄을 번갈아 배소로

에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목탄을 장입한 후 자연소화가 되도록 기다리며 수시로 온도를 체

크하였다. 배소된 광석은 이틀 뒤인 4월 15일 16시경 수습을 완료하였다.

표 10. 배소작업 진행표

시간 내 용 온도(℃) 비고 시간 내 용 온도 비고

13:00 배소로 축조 4월 13일 16:43 목탄 120㎏ 투입

15:03 배소로 점화 17:50 - 630~800

15:17 목탄 120㎏ 장입 19:30 - 690~830

15:36 철광석 150㎏ 투입 20:00 - 450~720

15:42 목탄 90㎏ 투입 750~789 22:00 - 480~713

16:04 철광석 200㎏ 투입 23:00 - 450~930

16:06 목탄 105㎏ 투입 06:00 - 450~730

16:32 500~780 16:00 배소된 철광석 수습 4월 15일

16:38 철광석 150㎏ 투입

사진 12. 배소로 조성 사진 13. 철광석 배소 광경 사진 14. 배소된 철광석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모두 500㎏의 철광석을 모두 배소하였으며, 배소에 사용된 목탄의

양은 435㎏이다. 이번 철광석 배소의 주안점은 800℃ 내외의 온도에서 5시간 이상 광석을

소결한다는 데 있었으며, 조업 당일 약간의 부슬비가 내려 습도가 높았으나 천막을 씌워 비

를 맞지 않도록 하였고 분위기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배소된 철광석 중 일부는 소재로 선

정해 금속분석을 실시하였다.

3) 패각 소성

패각은 거제의 한 식당으로부터 2차에 걸쳐 총 153㎏의 굴 껍질을 수집하였다. 굴 껍질에

는 찌꺼기가 많은 남아 있어 칫솔과 물을 이용해 이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 충분히 말린

후 2차에 걸쳐 소성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소성은 2016년 4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울산 북구청 임시주차장에 설치

된 배소로에서 진행하였다. 1차로 수집한 굴 껍질 65㎏을 목탄을 이용해 소성하였는데, 목

탄 위에 그대로 올려 소성한 결과, 고온으로 인해 굴 껍질이 튀고 너무 많이 소성되어 재로

변하는 등 회수율이 높지 않아 24㎏을 수습할 수 있었다. 

2차 소성은 동년 5월 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일장소에서 88㎏의 굴 껍질로 진행하

였다. 1차 소성을 교훈 삼아 목탄을 점화한 후 함석 채를 걸치고 그 위에 굴 껍질을 올려 소

성온도를 조절하고 수습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작업이 한결 수월했으며 64㎏의 소성

품을 수습하는 등 회수율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소성된 패각은 나무망치를 사용해 분쇄해

10㎏ 단위로 자루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하였다.

5. 노의 축조

노의 축조는 전술한 노 구조복원 설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큰 변경 없이 설계에 따른 축

조가 이루어졌다.

40 2016년도 울산쇠부리 고대 원형로 복원실험 연구보고서

사진 15. 패각(굴 껍데기) 사진 16. 패각 세척 사진 17. 패각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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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련로

제련로는 크게 하부·중부·상부로 구분하여 축조하였다. 하부는 깊이 30㎝의 방습시설

과 두께 20㎝의 노상으로 이루어지며, 송풍관 하부가 설치되는 곳이기도 하다. 중부는 지

상에서 높이 110㎝까지 수직으로 축조되는 노벽이다. 상부는 높이 60㎝이며, 중부에서부

터 약간 좁아지는 장입부까지에 해당된다.

(1) 실험장 조성

실험장은 노 구조복원 설계에 충실하게 조성하였으며, 유적의 경사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조업장 내 구조물 설치 후 흙을 메워 기반토를 조성하였다. 노지 굴광시 기반토의 다짐이

부족한 듯 보여 삽 등으로 노지 주변부를 간단히 다졌다. 그 후 축로 과정에서 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다짐이 진행되어 기반토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황토 벽돌 제작

이번 복원 실험에서는 노 축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점토벽돌을 제작해 사용하였다. 점

토벽돌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짚과 모래를 섞은 황토를 다져 미리 준비한 틀에 넣어 성

형하였으며, 축로 작업 시 반건조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황토와 모래의 혼합비율은

9:1로 하였으며 벽돌 제작에 2일, 축로에 3일이 소요되었다. 점토벽돌을 사용할 경우 노 축

조 시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고 조업 후 노벽 절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18. 실험장 조성 장소
(울산 북구청 주차장)

사진 19. 실험장 조성광경 사진 20. 완성된 실험장

사진 21. 점토벽돌 제작 사진 22. 점토벽돌 제작 사진 23. 성형된 점토벽돌



(3) 노지 굴광 및 방습시설

노의 위치는 실험장 기반토의 정중앙이 되도록 하였다. 우선 지름 130㎝, 깊이 30㎝로 굴

착해 하부시설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였고, 이후 직경 80㎝, 깊이 30㎝를 추가로 파내 방

습시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노지에서 굴착한 흙은 조업장 전면에 깔아 행사장 바닥

과 경사를 이루도록 하였다. 굴착 후 장작을 사용해 한차례 건조시켰다.

노지 건조 후의 목탄재를 파쇄해 방습시설 가장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철광석 20㎏과 굵

은 모래를 차례로 깔아 방습시설 30㎝ 두께 중 25㎝를 채워 넣었다. 남은 5㎝는 노의 바닥

면(爐床)이 조성될 부분으로, 노상을 미리 조성할 경우 송풍관 설치 시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풍관을 장착한 후 노상을 설치하였다.

(4) 노 하부 및 중부 축조

방습시설 조성 후 노 하부를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노 하부가 들어설 기반토 구덩이에 황

톳물을 코팅하여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 후 점토반죽을 한 겹 발랐다. 그 후 가장자리를 따

라 할석을 쌓고 빈 공간은 점토 반죽으로 충진하였다. 이 작업은 할석 3단 높이로 약 30㎝

높이까지 쌓아 외부의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였다. 소요된 황토 반죽은 노 축조 전

과정 동안 3명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작업하였다. 노벽의 높이를 지면과 맞춰 준 후에는 장

작으로 불을 피워 건조를 실시하였다. 

작업 중 송풍관 파손을 막기 위해 송풍관은 중단부까지 노벽 축조가 진행된 이후 장착하

였다. 장착부에는 너비 25㎝, 높이 30㎝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주변 벽체를 쌓아 올렸다.

내부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재구 주변 벽체 또한 송풍관 장착 후 작업하기로 해 전

면부 너비 약 90㎝를 비워두었다. 이 단계부터 황토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벽돌 사

이 빈 공간은 황토반죽과 황토벽돌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충진하였다.

노벽 중간에 가는 목재 지지대를 수직으로 삽입하였는데, 기둥을 길게 사용할 경우 황토

벽돌 사용이 불가능하고 점토반죽으로 축조하더라도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30㎝ 길

이로 잘라 사용하였다. 송풍관 설치 전 황토벽돌로 4단, 내부 높이는 95㎝(5㎝는 노상 조

성을 위한 여유분), 외부 높이는 60㎝까지 노벽을 축조하였다. 이렇게 중부까지 축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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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제련로 하부시설 
조성광경 ①

사진 25. 제련로 하부시설 
조성광경 ②

사진 26. 제련로 하부시설 
조성광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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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1일차 작업이 완료되었고, 장작으로 건조하다가 목탄 75㎏을 장입하여 밤새 건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송풍관 장착

송풍관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팀의 2차 제련실험 당시 제작한 것 중 상태가 양호한 것

3개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노 내로 관입되는 곡관이고, 두 개는 곡관과 풀무를 연결하는 직

관이다. 송풍관 관입부는 정중앙을 향하도록 하고 단부는 완전한 대칭을 이루도록 줄로 갈

아 정면하였다. 황톳물을 관입 벽체부에 발라 접착이 용이하도록 한 후 송풍관을 관입하고

황토반죽과 황토벽돌 조각으로 틈새를 메웠다. 송풍관 관입단부와 노상 중심까지의 거리

(높이)는 9㎝가 되도록 하였다. 관입 후 황토·마사토·모래를 같은 비율로 섞어 반죽해 관

입부 외면과 주변의 노벽 내면을 발라 송풍관 주변이 배가 부른 형상이 되도록 하였다. 작

업 중 송풍관 관입단부 아래 벽돌을 놓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27. 노 하부 축조 사진 28. 노 하부 건조 사진 29. 목재 지지대 준비

사진 30. 노 중부 축조 사진 31. 배재구 조성 준비 사진 32. 노 중부 건조

사진 33. 송풍관 곡관 사진 34. 송풍관 관입 사진 35. 송풍관 설치 완료 및 
보강점토



(6) 노상 및 배재구 형성

노상(爐床)은 마사토와 황토를 1:1 비율로 혼합해 5㎝ 두께로 깔았다. 가장자리는 10㎝ 높

게 하여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오목하게 하였다. 이후 물을 살짝 뿌리고 손으로 가볍게 다

짐하였다. 배재구는 너비 40㎝, 높이 50㎝ 크기로 하였는데, 양쪽에 황토벽돌을 3단으로

쌓고 틈새를 황토반죽으로 충진하였다. 배재구 상면에는 머릿돌을 걸쳐 윗벽 하중을 지탱

하게 하고 황토벽돌을 1단 반으로 쌓아 나머지 벽체와 높이를 맞추었다

(7) 노 상부 축조 및 마감

노 하부와 중부가 완성된 후 상부는 설계상 높이(노상 기준 200㎝, 지면 기준 170㎝)만큼

황토벽돌을 이용해 축조하였다. 특히 상부는 설계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벽 두께와 내부

직경이 줄어드는 특징을 유의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심 추를 설치해 노의 몸통이 완

전한 대칭적 원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두터운 스티로폴로 단면 가이드를 제작해 줄어드

는 각도를 정확히 설계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중부를 포함해 총 10단의 황토벽돌을 쌓았

고, 노상 170㎝ 지점, 황토벽돌 7단부터 꺾임부가 시작되었다. 꺾임부 이전의 노벽 두께

25㎝, 내부 직경 80㎝에서 완만하게 내경해 최종 상단부는 노벽 두께 15㎝, 내부 직경 60

㎝가 되도록 하였다. 상부 장입구는 장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벽 모서리

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노벽 축조가 완료되고 난 뒤 목탄 100㎏을 장입·점화해 건조시키고, 이후 약 보름간 자

연건조시켰다. 조업 3일전 노 내부와 외부 균열을 보수하고 노상도 다시 정리하였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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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노상 조성 사진 37. 배재구 조성 광경 사진 38. 배재구 조성 후 광경

사진 39. 가이드 이용 노 상부 조성 사진 40. 노 상부 축조 광경 사진 41. 노 상부 완료 및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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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및 예열을 겸해 목탄을 장입해 소결시켰다. 조업 직전 배재구도 황토벽돌로 막아 조

업준비를 완료하였다.

2) 정련단야로

(1) 노지 굴광 및 하부시설

설계에 따라 기반토를 성토해 실험장을 조성하고 노 위치를 정한 다음, 장축 80㎝, 단축

70㎝, 깊이 35㎝의 계란형으로 굴착해 노 터를 조성하였다. 기반토층 다짐이 다소 부족해

그대로는 축조가 어려워 황톳물을 전체적으로 코팅하고, 노지와 주변부를 다졌다. 이후 목

탄을 파쇄해 황토와 자갈을 혼합한 후 굴착된 구덩이 바닥에 10㎝ 두께로 깔아 방습시설을

조성하였다.

(2) 노 하부 축조

황토반죽을 방습시설 가장자리에 10㎝로 두께로 돌려 노벽의 하부를 조성하고, 지면까지

축조한 다음 한차례 건조를 하였다.12) 노상은 파쇄한 목탄과 황토·마사토를 혼합해 10㎝

두께로 깐 다음 황톳물로 얇게 코팅하였다. 제련로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전

체적으로 약간 오목한 형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장작을 이용해 한차례 건조시켰으며, 이

때 노 주변 기반토도 같이 건조될 될 수 있도록 주변부까지 넓게 장작을 덮어 소결시켰다.

사진 42. 정련단야로 노지 굴광 사진 43. 노지 굴광 후 광경 사진 44. 방습시설 조성 광경

12) 지면 위로 35㎝를 더 쌓기 위해서는 하부 노벽이 어느 정도 강도를 가져야 한다.

사진 45. 노 하부벽체 조성 ① 사진 46. 노 하부벽체 조성 ② 사진 47. 노 하부벽체 조성 ③



(3) 송풍관 장착

송풍관은 별도로 제작된 소구경 2개를 사용하였으며, 노벽을 지면에서부터 10㎝ 정도 쌓

아올린 다음 장축 중앙부에 대칭적으로 설치하였다. 풀무가 들어서는 노 양쪽으로 설치하

되, 서로 완전히 마주보지는 않도록 약간 어긋나게 장착하였다.13) 상·하 각도는 설계서와

마찬가지로 노상 위 10㎝ 지점에서 바람이 서로 교차하도록 하였다. 송풍관 탈부착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제련로와 같은 점토보강은 하지 않았다.

(4) 노 상부 축조 및 건조

노의 상부는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도록 해 지면에서부터 35㎝까지 쌓아 올려, 최종

적으로 내부 직경 장축 50㎝, 단축 30㎝가 되도록 하였다. 배재구는 당초 길이 20㎝의 방

형으로 설계하였으나 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해 윗부분까지 뚫린 구조로 수정하였고, 필요

에 따라 황토벽돌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에서는 배재구측 지면이 다른 부분보다

10㎝ 낮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배재구도 그만큼 낮게 설계되어 있으나, 조업장 지형이 평지

이고 억지로 해당 부분만 낮출 경우 조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축조가 완료된 후 장작을 사용해 소결·건조하였으며, 이때 송풍관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하였다. 소결 초반에는 노 내부에만 장작을 장입하였으나 이후 노벽 외부에도 장

작을 기대도록 쌓아 건조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후 송풍관을 장착하고, 황톳물과 반죽으로

균열을 보수하고 외관을 다듬어 조업준비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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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노 하부벽체 완료 사진 49. 노 하부 건조 사진 50. 노 하부 및 주변 건조

13) 2개의 송풍관이 완전히 대칭적인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약간 어긋나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다. 설계상으로는 완전히 대칭이 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의 협의 결과 이번 실험에서는 일단 약간 어긋나도록 설치해 실험을 진행하고 향후 그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사진 51. 송풍관 장착 광경 ① 사진 52. 송풍관 장착 광경 ② 사진 53. 송풍관 장착 광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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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련단야로 축조 과정

단련단야로의 노지는 바닥지름 40㎝, 깊이 35㎝의 약간 비스듬한 원형으로 굴착해 조성

하였다. 정련단야로와 마찬가지로 실험장 성토기반의 경도가 낮기 때문에 굴착면 전체에

황톳물을 도포하고 다짐한 후 장작을 이용해 건조 및 불다짐하였다. 타고 남은 재와 목탄은

방습시설이 되도록 제거하지 않았으며, 그 위에 자갈을 15㎝ 두께로 깔아 노상으로 삼았다.

노벽은 황토반죽을 벽면에 붙여 10㎝ 두께로 쌓아 올렸으며, 지면 높이까지 조성한 후

송풍관을 설치하였다. 송풍관은 작업공의 우측 90° 지점에 정련단야로에 사용된 것과 동

일한 소구경송풍관 1개를 장착하였다. 

송풍관을 장착한 후 노벽의 상부 15㎝ 높이는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노의 크기는 하부

지름 30㎝이고 상부로 갈수록 넓어지다가 지면과 평행한 곳부터는 40㎝가 되도록 하였다.

단련단야로는 노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축조 중간에 건조를 하지 않고 축조가 완료된 후 장

작에 불을 피워 한 번에 소결시켰다. 정련단야로와 마찬가지로 파손을 막기 위해 송풍관을

분리한 후 건조시켰다.

사진 54. 노 상부 축조 광경 ① 사진 55. 노 상부 축조 광경 ② 사진 56. 정련단야로 건조

사진 57. 단련단야로 노지 굴광 사진 58. 노 하부 건조 사진 59. 방습시설

사진 60. 노 하부 축조 광경 사진 61. 송풍관 관입 사진 62. 단련단야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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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련

제련실험은 상기한 바와 같이 수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14~15일 이틀간 실

시하였다. 철광석의 장입은 14일 정오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지속하였으며, 이튿날 자연

소화 후 축제 참여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6월 23일 배재구를 확대 개방해

하부의 생성물을 끌어내고 파쇄해 잡쇠를 수습하였다.

1) 실험 과정

앞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13일 21시 35분 배재구를 통해 목

재를 투입하고 21시 55분 목탄 30㎏14)을 투입해 노를 예열하였다. 14일 오전 9시 온도계

설치를 시작으로 조업준비를 시작하였다. 온도계는 송풍관 좌·우 상단 각 1개, 송풍관 좌

측 하단에 1개, 배재구 우측 하단에 1개 등 모두 4개를 설치하였다. 고유제를 시작하기 전

각자 맡은 분야의 대장들과 미팅을 하고, 같이 조업하는 인원들끼리 상견례를 실시하였으

며, 조업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재점검하였다.

실험 진행 및 결과

제Ⅳ장

14) 이 목탄 30㎏은 제련로의 예열에 사용된 것으로 이튿날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련복원실험의 연료 사용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진 63. 실험 전날 제련로 예열 사진 64. 온도계 설치 사진 65. 목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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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30분 실험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고유제를 지냈으며, 이후 송풍관을 연결

하고 노 외벽의 갈라진 부분을 황토로 보강하였다. 10시 15분 점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였다. 점화 후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배재구를 점토로 막

았으며, 점화한 지 약 23분이 지난 10시 38분부터 목탄을 장입하고 송풍을 실시하였다. 목

탄은 31분 동안 계속 장입해 총 277㎏이 장입되었다. 지속적인 송풍으로 노 내의 온도를

상승시켰으며, 목탄의 하강을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10㎏씩 3차례 더 장입하였다. 철광석

은 평균 온도 1,150℃ 이상을 유지할 때 장입할 예정으로 온도 변화를 주시하였다. 목탄 장

입 후 50여분이 지난 11시 29분 평균온도가 1,000℃로 예상했던 온도만큼 상승하지 않아

송풍을 강하게 하였다. 약 10분이 지난 후부터 평균온도 1,178℃로 상승하였고, 20분정도

유지한 후 목탄 장입 1시간 22분 후인 정오(12시)에 첫 번째 철광석을 장입하였다.

사진 66. 고유제 광경 ① 
(09:22)

사진 67. 고유제 광경 ② 사진 68. 고유제 광경 ③

사진 69. 송풍관과 풀무 연결 사진 70. 제련로 점화 사진 71. 배재구 폐쇄

사진 72. 목탄 장입
(10:38)

사진 73. 만장입 상태
(11:41)

사진 74. 철광석 장입 ①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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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장입한 원료·연료·첨가제는 철광석 20㎏·목탄 20㎏·황토 2㎏·패각 4㎏이

고, 이후부터 철광석 10㎏·목탄 10㎏·황토 1㎏·패각 2㎏을 같은 비율15)로 장입하였다.

한 사이클의 장입 시간은 2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철광석과 목탄의 장입 시점은 육안으로

보아 장입물이 노벽 최상단에서 20~30㎝ 하강했을 때 다음 회차의 원료·연료·첨가제를

장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입은 모두 4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장입 간격은 평균

11분 30초이다. 장입 간격 중 10분 이하가 26회, 11분 이상 20분 이하가 15회이며, 21분

이상이 2회이다. 21분 이상의 간격을 보인 것은 최초 장입 후 두 번째 장입까지 약 27분 소

요되었고, 15시 30분경 송풍관으로 슬래그가 역류할 때 첨가제의 사용여부를 논의하는 가

운데 장입 간격이 23분을 경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한다면 장입간격은 대

부분 20분 이하이다.

첨가제는 황토 47㎏, 패각 72㎏이 장입되었으며, 실험 초반 패각과 황토를 따로 장입하

다가 작업의 효율을 위해 황토/패각을 1/2 비율로 섞어 함께 장입하였다. 15시 30분 슬래

그가 다량 생성되어 송풍관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패각 장입을 중지하고 황

토만 1㎏씩 6회 장입하였다. 이후 18시 6분경부터 슬래그의 유동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배

재구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고, 거품형태의 슬래그가 유출되었다. 따라서 패각 장입방식

을 변경하게 되었고, 18시 14분부터 22분까지는 슬래그의 유동성을 빨리 원활히 하기 위

해 패각을 2㎏씩 3차례 장입하였다. 그 이후에는 원래 순서대로 철광석·목탄과 같이 장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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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5. 철광석 장입 ②
(12:30)

사진 76. 황토 및 패각 장입 준비

사진 78. 풀무질 광경 사진 79. 풀무질과 불매소리

사진 77. 황토 및 패각 장입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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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그는 모두 17차례에 걸쳐 배재구를 통해 유출되었다. 철광석을 장입한지 1시간 55분

이 지난 13시 55분에 쇠창에 슬래그가 묻어나와 강제 유출을 시도하였다. 14시 07분경부

터 물방울 형태의 슬래그가 배재구를 통해 떨어져 내렸고, 14시 27분경부터는 슬래그의 유

동성이 좋아졌다. 유출된 슬래그는 14시 38분에 배재구에서 강제로 제거하였으며, 이 슬

래그는 거품 형태로 볼 수 있다. 슬래그의 유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14시 39분경 배재

구를 확장하였다. 이 후 슬래그의 유출상태는 더욱 원활해졌으며, 15시 11분에 제거된 슬

래그는 굵은 실타래 형태로 매우 양호하였다. 이 후 슬래그는 유동성이 양호한 가는 실 형

태로 자연유출되었다.

사진 83. 슬래그 유출상태
(15:15)

사진 84. 슬래그 제거
(15:33)

사진 85. 슬래그 유출상태
(15:50)

사진 80. 슬래그 확인
(13:55)

사진 81. 슬래그 유출 시작
(14:07)

사진 82. 유출된 슬래그(14:38)
(14:38)

사진 86. 배재구 강제 유출
(18:29)

사진 87. 유출된 슬래그
(18:32)

사진 88. 생성물 성격 확인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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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9. 슬래그 유출상태
(18:55)

사진 90. 배재구 개방
(19:04)

사진 91. 유출된 슬래그
(20:26)

사진 92. 유출된 슬래그 및 이남규 단장의 설명회

15) 철광석 장입 후 3시간 51분이 경과한 15시 51분에 조업매뉴얼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초 만장입시 사용되어야할 목탄의 양이 300㎏인데 실제 277
㎏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조업매뉴얼에 따라 원료·연료·첨가제를 장입하기 위해 18:30까지 철광석 10㎏·목탄 13㎏ 7회, 철광석 10㎏·목탄 11㎏
을 2회 장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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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0분경 슬래그의 송풍관 역류현상이 슬래그의 자연유출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유출속도를 줄이기 위해 패각 장입 중단이 결정되었다. 패각 장입을 중단하고 약 1시간 후

인 16시 44분경부터는 슬래그의 유출 속도가 느려져 송풍관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 슬래그는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계속 유출되다가 패각 장입을 중단한지 2시간 30

분이 경과한 18시 06분경에는 배재구의 입구를 막는 등 유출이 양호하지 않아 강제 유출을

시도하였다. 이후 슬래그의 양호한 유출을 유도하기 위해 패각을 다시 장입하기로 결정하

였다. 패각을 장입한 후 슬래그의 유출상태가 점점 좋아졌으며, 거품 형태의 슬래그가 유

출되다가 19시경부터 마지막 슬래그를 제거한 21시 04분까지 가는 실 형태의 유동성이 좋

은 슬래그가 유출되었다.

20시 08분경 노 내로 삽입된 송풍관 곡관부위의 대부분이 노 내부로 잠식되고 슬래그가

송풍관의 2/3 이상을 막은 상태로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료

와 연료의 장입을 중단하였고, 송풍만 계속하여 노 내의 연료를 연소시키기 시작하였다.

20시 48분에 풀무꾼의 장시간 노동에 무리가 따라 송풍 중지를 결정하였고, 21시부터 풀

무를 중지하였다. 송풍은 10시 15분 점화를 시작으로 풀무를 중지하기까지 10시간 45분이

소요되었다. 이 후 송풍관을 제거하고, 배재구를 완전 개방하여 21시 55분 제련조업의 장

입과 송풍을 완료하였다.

조업에 사용된 철광석은 총 460㎏으로, 조업매뉴얼의 300㎏보다 160㎏을 더 장입하였

고, 목탄은 총 760㎏을 투입하였는데, 철광석 장입 전 277㎏, 장입 후 483㎏이다. 패각은

72㎏, 황토는 47㎏을 장입하였다.

사진 96. 송풍관 변화
(15:22)

사진 97. 송풍관 변화
(16:57)

사진 98. 송풍관 변화
(20:10)

사진 93. 송풍관 변화
(09:46)

사진 94. 송풍관 변화
(14:11)

사진 95. 송풍관 변화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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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련실험 진행표

시간
철광석 황토 패각 목탄

조업 내용
투입량 총량 투입량 총량 투입량 총량 투입량 총량

5월 13일 
21:35 배재구로 목재 투입 후 일시적으로 폐쇄

21:55 목탄 30kg, 노 예열에 사용

5월 14일 
09:00 온도계 설치-4개

9:30 미팅 및 고유제

9:50~10:02 송풍관 연결

10:07 노의 크랙부분 황토 덧칠

10:15 점화

10:21~11:22 배재구 폐쇄, 점토벽돌 약 10개 이용, 황토
덧칠(접착제 역할)

10:29 배재구 상부에 크랙 발생, 황토 보강

10:38 30 30 목탄 장입 개시

10:40 송풍(풀무질) 개시

10:45 45 75 목탄 장입

10:47 풀무의 누풍 황톳물로 보강

10:49~59 105 180 노의 2/3 지점까지 목탄 장입

10:57 배재구 화염분사 시작

11:08 60 240 목탄 장입

11:15 온도센서 1-830℃, 2-833℃, 3-1,389℃,
4-1,090℃

11:16 7 247 목탄 만장입, 배재구 화염 약해짐

11:22 배재구 폐쇄, 장입부로 화염, 쇠창으로 
작은 불구멍

11:27 노벽의 크랙 황토칠

11:30 송풍 약하게 함

11:34 10 257 목탄 장입, 평균온도 1,100℃, 1,200℃에
광석 장입 예정

11:40 10 267 목탄 장입, 상부 평균 1,150℃일 때 철광석
장입 예정

11:49 평균 상부 온도 1,070℃, 온도 상승하지 
않아 송풍 더 강하게 함

11:55 10 277 목탄 장입

11:56 온도 1,126℃, 1,092℃, 1,463℃, 1,202℃

12:00 20 20 철광석 장입, 온도-1,134℃, 1,102℃,
1,449℃, 1,212℃(평균 1,224℃)

12:01 철광석 장입 후 온도 하강

12:06 10 287 목탄 장입



58 2016년도 울산쇠부리 고대 원형로 복원실험 연구보고서

12:07 4 4 패각 장입 개시

12:12 10 297 목탄 장입

12:17 2 2 황토 장입 개시

12:26 배재구 완전 폐쇄(황톳물 사용)

12:27 10 30 철광석 장입, 온도-1,159℃, 1,121℃,
1,461℃, 1,226℃

12:28 1 3 2 6 황토·패각 장입

12:29 10 307 목탄 장입

12:30 온도-1,162℃, 1,121℃, 1,464℃, 1,227℃

12:37~41 10 40 철광석 장입, 송풍 중지 및 풀무 보수, 
갈라진 노벽 보수

12:41 1 4 2 8 황토·패각 장입

12:42 송풍 재개, 노 내 만장으로 목탄 장입 불가

12:46 10 317 목탄 장입

12:48 10 50 송풍 중지, 철광석 장입, 송풍 재개

12:50 1 5 2 10 황토·패각 장입, 노 상부 앞쪽 크랙, 황톳
칠로 보강

12:53 10 327 온도-1,170℃, 1,132℃, 1,430℃, 1,240℃

13:04 10 60 송풍 중지, 철광석 장입

13:06 1 6 2 12 송풍 재개, 황토·패각 장입

13:08 10 337 목탄 장입

13:17 10 70 송풍 중지, 철광석 장입, 송풍 재개

13:19 1 7 2 14 황토·패각 장입

13:21 10 347 온도-1,219℃, 1,160℃, 1,447℃, 1,255℃

13:34 10 80 철광석 장입

13:35 1 8 2 16 황토·패각 장입

13:37 10 357 목탄 장입

13:40 배재구의 원형 불구멍 재개방 후 화염 확인

13:42 10 90 철광석 장입

13:43 1 9 2 18 황토·패각 장입

13:45 10 367 목탄 장입

13:47 슬래그 하강 확인

13:49 10 100 철광석 장입

13:50 1 10 2 18 황토·패각 장입

13:51 10 377 목탄 장입, 온도-1,172℃, 1,151℃,
1,405℃, 1,257℃

13:55 강풍, 쇠창에 철재 묻어 나옴, 슬래그 강제
배출 유도

13:56 10 110 철광석 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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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1 11 2 20 10 387 황토·패각·목탄 장입

14:00 온도 균형이 맞지 않음, 쇠창으로 철재 
배출, 강풍

14:06 10 120 철광석 장입, 송풍 강하게 함

14:07 1 12 2 22 황토·패각 장입

14:08 10 397 목탄 장입, 물방울철재 배재부에 유출 
점성 약함. 송풍 강

14:12 10 130 철광석 장입

14:13 1 13 2 26 송풍관 개방 및 관찰, 관입단부 약 5㎝ 
박리 노 내 잠식

14:15 10 407 목탄 장입

14:16 송풍관 연결 후 점토로 폐쇄, 온도 하강,
송풍 강하게

14:25 10 140 철광석 장입

14:26 1 14 2 28 황토·패각 장입

14:27 10 417 목탄 장입, 슬래그 자연배출 양호 

14:32 10 150 철광석 장입

14:33 1 15 2 30 황토·패각 장입

14:34 10 427 목탄 장입

14:38 10 160 철광석 장입

14:39 1 16 2 32 황토·패각 장입, 유출구 확장, 철재 유출
원활, 거품 형태, 배재부 슬래그 제거

14:40 10 437 목탄 장입

14:48 10 170 철광석 장입

14:49 1 17 2 34 10 447
황토·패각·목탄 장입, 온도센서 파손 
우려 분리 후 재설치, 누풍 방지 위해 
풀무·송풍관 결구부 황토 보강

14:57 10 180 철광석 장입

14:58 1 18 2 36 10 457 풀무 중지

14:59~15:06

배재구 점토벽돌과 점토로 막아 'L'자 (좌우
반전)형으로 남김, 슬래그 그대로 남겨 둠.
송풍관 개방 후 관찰, 송풍관 내부에 크랙
발생, 단부의 상당부분 노 내부로 잠식

15:11 유출된 배재부 슬래그 제거

15:13 배재구 30X30㎝ 정도 크기로 개방, 슬래그
자연유출 원활, 마치 물처럼 흘러내림 

15:14 10 190 철광석 장입

15:15 1 19 2 38 황토·패각 장입

15:16 10 467 목탄 장입, 송풍 강하게 함

15:19 슬래그 배출 양호, 배재구 철재 제거

15:24 송풍관으로 슬래그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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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송풍관 입구까지 슬래그 역류, 쇠창으로
강제 제거 및 송풍, 송풍관 일부노내부로
잠식시킴, 동시에 배재구에서 쇠창으로 
슬래그 강제 유출시킴

15:30
유리질슬래그 유출, 첨가제 과다장입으로
노 내에 슬래그 넘쳐흐르는 현상, 패각 
사용 중지, 황토만 1kg씩 첨가 

15:37 10 210 철광석 장입

15:41 1 21 황토 장입

15:42 10 487 목탄 장입

15:49 10 220 철광석 장입

15:50 1 22 황토 장입

15:51 13 500 목탄 장입

15:55 고대 슬래그와 유사한 슬래그 유출

15:58 유출된 슬래그 배재구에서 제거함

15:59
슬래그 유출이 자연스럽지 못함, 송풍관
개방, 배재구와 송풍관 양쪽에서 쇠창으로
바람구멍 형성

16:01 슬래그 유출되다가 멈춤, 송풍관 슬래그
역류, 강제 배출

16:05 슬래그 짧게 흘러내림, 송풍과 동시에 
양호하게 유출

16:09 10 230 철광석 장입

16:10 1 23 황토 장입

16:11 13 513 목탄 장입, 가는 줄 형태의 슬래그 대량
배출

16:18 10 240 철광석 장입

16:19 1 24 13 526 황토·목탄 장입

16:21 송풍 중지, 배재구 슬래그 제거, 유출 원활

16:34 10 250 철광석 장입, 슬래그 유출 양호, 굵기가 
굵어짐

16:41 1 25 13 539 황토·목탄 장입

16:44

배재구 슬래그 제거, 유출 줄기가 굵어짐.
초기 작업시 패각을 넣어 슬래그의 유출을
원활하게 한 후 패각 장입을 중지하고, 
황토만 첨가하여 조업하는 것이 슬래그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16:54 10 260 철광석 장입

16:55 1 26 11 550 황토·목탄 장입, 배재구 슬래그 유출 
원활, 고대 슬래그와 유사

16:57 송풍관 개방, 송풍관에 역류한 슬래그 
제거, 관입 송풍관 일부 결실

17:02 10 270 철광석 장입



제Ⅳ장 실험 진행 및 결과  61

실
험

 진
행

 및
 결

과
제

Ⅳ
장

 

17:03 1 27 황토 장입

17:04 10 560 목탄 장입

17:14 10 280

철광석 장입, 송풍관 개방, 역류 슬래그를
배재구와 함께 양쪽에서 뚫어 줌, 슬래그
폭포수처럼 흘러내림, 송풍관 양호, 
16:55에 확인한 것과 동일

17:15 1 28 황토 장입

17:16 10 570 목탄 장입

17:22 3번 온도계 말단 녹아내림, 온도 측정 
가능, 송풍관 폐쇄

17:24 유출 슬래그 점성 낮아지면서 배재구 막음,
쇠창으로 뚫어 줌, 유출 원활

17:27 10 290 1 29 10 580 철광석·황토·목탄 장입

17:30 용암처럼 슬래그 유출. 슬래그 계속 중첩
형성되고 있음

17:32
배재구 슬래그 제거, 부피가 큼(길이 90
㎝, 너비 55㎝, 두께 15㎝ 정도), 성인  
3명이 들어서 제거

17:38 10 300 철광석 장입

17:39 1 30 황토 장입

17:40 10 590 송풍관 개방 및 관찰 후 바로 폐쇄

17:45 10 310 철광석 장입

17:46 1 31 황토 장입

17:47 10 600 목탄 장입

17:54~55

송풍관 확인. 온도평균-1,150℃ 유지, 
송풍관 일부 막힘, 송풍관과 배재구 양쪽을
뚫음, 송풍관 폐쇄, 송풍 강하게 함, 
화염 분출 양호, 슬래그 유출 양호. 

17:58 10 320 철광석 장입

17:59 1 32 황토 장입

18:00 13 613 목탄 장입

18:06 송풍관 막혀 화염 분출 약함, 쇠창으로 
배재구 뚫어 슬래그 유출 유도

18:09 10 330 철광석 장입

18:10 1 33 황토 장입

18:11 13 626 목탄 장입, 점성 강한 슬래그 덩어리로 
유출(뭉쳐져 방울처럼  떨어짐)

18:12

온도 하강, 노 내에 형성물이 가득 차 
송풍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패각 
2㎏ 장입해 유동성 높이기로 함, 장입구
및 배재구 화염 약함

18:14 2 42 패각 장입 재개, 송풍 강하게 함, 배재구의
슬래그 유동성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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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2 44 패각 장입, 배재구의 슬래그 막힌 상태

18:22 1 34 2 46 황토·패각 장입

18:23 10 340 1 35 2 48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18:24 13 639 목탄 장입, 풀무 이음새 계속 황토로 메움

18:27 배재구 슬래그 유출 확인됨

18:29 슬래그 약간의 점성이 있는 상태로 흘러 내림

18:30 10 350 1 36 2 50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18:31 11 650 목탄 장입, 배재구쪽 철 산화 스파크 분출

18:32 배재구 슬래그 제거, 점성이 있는 슬래그
계속 유출됨

18:35 슬래그 계속 유출, 함께 유출되는 목탄을
따로 분리

18:36 10 360 철광석 장입

18:37 1 37 2 52 황토·패각 장입

18:38 10 660 목탄 장입

18:40 배재구 슬래그 제거, 거품슬래그, 강제배출
6회 시도 후 슬래그 유출 및 이후 원활해짐

18:45 10 370 철광석 장입

18:46 1 38 2 54 황토·패각 장입

18:47 10 670 목탄 장입

18:48
첨가제 양 줄인 후 슬래그 유동성 감소,
첨가제(패각) 투입 후 유동성 증가, 고대
슬래그 형태와 유사해짐

18:54 10 380 1 39 2 56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배재구로 유출
된 철괴-단타 시도(크기 15×13㎝),
슬래그 계속 강제 유출 유도해야 함

18:55 10 680 목탄 장입

18:57 배재구의 슬래그 제거

18:58 10 390 철광석 장입

18:59 1 40 2 58 황토·패각 장입

19:00 10 690 목탄 장입, 슬래그 유출시 유동성 양호

19:06 배재구 슬래그 제거, 강제유출 유도, 간간히
끊기지만 유출상태 양호함

19:08 10 400 철광석 장입

19:09 1 41 2 60 황토·패각 장입

19:10 10 700 목탄 장입

19:12 슬래그 강제 유출, 물 흐르듯이 양호함

19:13 슬래그 제거

19:15 온도 -1,092℃, 1,132℃, 1,266℃,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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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10 410 철광석 장입

19:18 1 42 2 62 황토·패각 장입

19:19 10 710 목탄 장입, 슬래그 덩어리로 유출됨

19:23 슬래그 강제 유출, 용암처럼 유출됨

19:25 10 420 철광석 장입

19:26 1 44 2 64 황토·패각 장입

19:27 10 730 목탄 장입

19:28 슬래그 유출상태 양호

19:32 10 430 철광석 장입

19:33 1 44 2 66 황토·패각 장입, 배재구 슬래그 제거

19:34 10 730 목탄 장입

19:35 배재구 슬래그 강제 유출, 유출상태 원활함

19:40 슬래그 강제 유출, 유출상태 더욱 원활해짐

19:47 슬래그 제거

19:48 10 440 1 45 2 68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19:49 10 740 목탄 장입

19:50 슬래그 강제 유출, 유동성 약간 줄어듬
(느려짐)

19:55 10 450 1 46 2 70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19:56 10 750 목탄 장입

19:57 슬래그 강제 유출

20:05 10 460 1 47 2 72 철광석·황토·패각 장입, 노 내부에 생성
물이 가득 찬 상태, 원료투입 중지 논의

20:08 10 760 목탄 장입, 송풍 계속해 슬래그만 배출시
킴

20:11~14
송풍관 개방, 형성물이 송풍관의 1/2 이상
막음, 불꽃-주황색(노 내 온도 하강), 
쇠창으로 일부 뚫은 후 점토로 폐쇄

20:15

모든 원료·연료·첨가제 장입 중지, 
송풍만 계속해 빨리 목탄을 연소시켜 
슬래그 유출시킴, 슬래그 유출 후 송풍구와
배재구 개방해 노 식힐 예정

20:22 슬래그 유출 원활함, 고대 슬래그와 아주
유사

20:24 슬래그 제거, 장입구의 목탄 하강 속도
느려짐

20:38 슬래그 제거 

20:41~43

송풍관 개방, 슬래그가 2/3까지 채워진 
상태, 쇠창으로 뚫어줌, 송풍관 폐쇄, 
목탄이 노의 1/2 지점 정도까지 하강할 때
까지 송풍 계속

20:44 배재구 슬래그 유출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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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송풍 중지, 온도센서 제거, 송풍관 제거,
송풍구 개방

21:04
슬래그 가는 줄 형태로 유출됨, 배재구 
완전 개방, 노 내의 슬래그와 목탄 동시에
쏟아져 내림

21:55 배재부에 가득 찬 목탄의 일부를 빼내어
물로 냉각시켜 노 옆에 모아둠

5월 15일 
09:25

배재부의 슬래그와 목탄 제거, 노 내의 
바닥부에 잔불 있음, 노 상부에 슬래그, 
노 바닥 잡쇠덩이 잔존가능성

10:00~35

노 절개는 배재구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절개, 온도가 생성물 수습할 만큼 식지 
않아 배재구 쪽 일부만 절개, 잔존 노 
상부에 슬래그 형성(일부 철성분 포함 
가능성), 원료 최종 투입 후 충분한 송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용융상태의 
슬래그와 철이 섞여 있을 가능성 있음

10:38~11:10
노 상부의 반용융상태 철괴+슬래그, 
배재구쪽의 목탄+슬래그  제거해 잡쇠덩이
노출함

11:11 송풍구는 외벽에서 뚫어 벽에 붙은 슬래그
제거 후 송풍구 노출

6월 23일 
09:20

생성물 유출방법과 시료 분석방법에 대한
회의 진행

09:37 노벽 상단에 주방용 비닐 감아 노벽 붕괴
방지

09:48 노 하부 방습시설 제거 시작, 모래층과 
철광석층 제거

09:54 배재구쪽 노벽과 잡쇠덩이 일부 분리

10:12~22 방습시설 목탄층 제거 후 노상과 잡쇠덩이
낙하방지를 위해 하부에 목재를 받쳐 고정

10:23~29

노벽 전면과 잡쇠덩이 분리, 노벽과 
잡쇠덩이 사이에 목탄이 많은 부분은 
비교적 쉽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어렵게 분리됨, 노 하부 공동 상태여서 
일정부분 노벽과 강제적 분리 후 하부에
받쳐진 목재 위로 낙하됨

10:30 잡쇠덩이에 로프 감아 노 밖으로 유출 시도

10:33 잡쇠덩이 노 밖으로 배출

10:34~40
배출된 잡쇠덩이 및 하부에 유착된 
노 바닥 관찰, 잡쇠덩이에서 노 바닥 제거,
약 10㎝ 두께로 확인 

10:41~50 노 바닥 제거 후 잡쇠덩이에 형성된 실리
콘카바이드 관찰

11:09 실리콘카바이드 제거

11:12 잡쇠덩이에 선철흔 관찰됨

11:17~41
잡쇠덩이 분석시료 샘플링 실시(잡쇠덩이
좌·우 양 측면의 상·중·하 각 1곳씩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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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46 샘플링 후 잡쇠덩이 1/2로 분리

11:46~56 잡쇠덩이에 유착된 잔여 불순물 제거

11:56 잡쇠덩이 작게 쪼갠 후 무게 측정, 
큰 덩어리 하나는 쪼개기 어려워 그대로 둠

12:00~20 주변에 흩어진 잡쇠 조각들 모은 후 무게
측정 - 총 중량 69.7㎏

12:20 노벽에서 떨어진 편들과 잡쇠 정리. 작업
종료

평가회의, 이후 큰 잡쇠 덩어리는 
노 내부에 두어 관람객에 개방

기타사항

표 12. 제련실험 온도 변화

시간
상부 하부

평균 비고
1 2 3 4

9:40 356 407 400 507 417.50

9:50 357 460 403 510 432.50

10:00 373 473 420 527 448.25

11:00 370 375 1177 560 620.50

11:05 652 697 1321 858 882.00

11:10 750 822 1370 974 979.00

11:20 931 941 1389 1090 1,087.75

11:30 1021 1008 1441 1119 1,147.25

11:40 1097 1076 1417 1122 1,178.00

11:50 1065 1071 1437 1142 1,178.75

12:00 1134 1102 1449 1212 1,224.25 광석투입 개시

12:03 1130 1116 1429 1241 1,229.00

12:10 1114 1112 1414 1208 1,212.00

12:20 1118 1109 1415 1237 1,219.75

12:30 1162 1121 1464 1227 1,243.50

12:40 1136 1125 1413 1232 1,226.50

12:50 1152 1138 1355 1216 1,215.25

13:00 1189 1142 1464 1277 1,268.00

13:10 1189 1146 1431 1250 1,254.00

13:20 1216 1159 1442 1253 1,267.50

13:30 1194 1150 1429 1260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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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1175 1132 1448 1283 1,259.50

13:50 1175 1150 1406 1257 1,247.00

14:00 1159 1138 1428 1270 1,248.75

14:10 1123 1155 1458 1254 1,247.50

14:20 1103 1154 1485 1245 1,246.75

14:30 1111 1154 1453 1237 1,238.75

14:40 1110 1123 1422 1220 1,218.75

14:50 1097 1103 1410 1214 1,206.00

15:00 1102 1071 1393 1220 1,196.50

15:10 1088 1073 1361 1206 1,182.20

15:20 110 1062 1369 1189 1,180.00

15:30 1075 1056 1346 1182 1,164.75

15:40 1084 1067 1364 1169 1,171.00

15:50 1141 1140 1465 1260 1,251.50

16:00 1138 1133 1474 1257 1,250.50

16:10 1062 1047 1294 1149 1,138.00

16:20 1070 1053 1353 1152 1,157.00

16:30 1174 1102 1384 1156 1,204.00

16:40 1081 1110 1392 1163 1,186.50

16:50 1074 1143 1382 1165 1,191.00

17:00 1077 1108 1383 1156 1,181.00

17:10 1102 1121 1395 1158 1,194.00

17:20 1044 1069 1296 1186 1,148.75

17:30 1042 1078 1305 1184 1,152.25

17:40 1075 1097 1318 1185 1,168.75

17:50 1118 1054 1237 1142 1,137.75

18:00 1098 1063 1282 1160 1,150.75

18:10 1105 1087 1277 1150 1,154.75

18:20 1227 1257 1369 1256 1,277.25

18:30 1118 1165 1266 1164 1,178.25

18:40 1123 1123 1271 1171 1,172.00

18:50 1092 1095 1276 1177 1,160.00

19:00 1103 1121 1269 1177 1,167.50

19:10 1136 1147 1268 1181 1,183.00

19:20 1188 1221 1378 1285 1,268.00

19:30 1127 1168 1265 1186 1,1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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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1042 1128 1263 1138 1,142.75

19:50 1054 1102 1262 1140 1,139.50

20:00 1055 1085 1271 1132 1,135.75

20:10 1058 1075 1275 1136 1,136.00

20:20 1145 1099 1277 1145 1,166.50

20:30 1089 1119 1300 1143 1,162.75

20:40 1084 1080 1209 1129 1,125.50

20:50 1092 1132 1271 1148 1,160.75

21:02 1176 1171 1252 1121 1,180.00 21:00 송풍 종료

평균 A 1,053.30 1,058.80 1,315.18 1,142.73 1,142.50 전체 평균

평균 B 1,116.89 1,116.98 1,357.63 1,196.63 1,197.03 광석 장입~송풍 종료

2) 노 절개 작업

5월 15일 09시 30분경부터 배재구에 남아있는 불완전 연소된 목탄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하였다. 노벽의 절개는 그 동안의 실험에서 노의 종방향 1/2을 절개하였지만, 이번 실

험은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험이므로, 노를 최대한 보존하여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

하였다. 따라서 철괴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만 노를 절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배재구를 포

함한 노의 앞부분을 아치형으로 1/8 정도(노바닥에서 약 100㎝ 높이까지) 절개하였다.

노의 절개는 타원형으로 절개부위를 표시한 후 우측 하단→우측 상단→좌측 상단→좌측

하단의 순서로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하였으며, 절개 후 소도구로 절단면을 다듬었다. 절단

된 노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노 바닥에서 약 50㎝ 높이는 송풍관쪽에 목탄이 섞인 잡쇠

가 형성되어 있으며, 배재구쪽은 마지막에 장입된 목탄과 슬래그가 섞인 상태로 확인되었

다. 50~75㎝ 높이는 배재구를 일찍 개방함으로써 철광석이 환원되지 못하고 반용융상태

로 산화된 철광석이 형성되어 있었다. 절개된 노의 상단부에 형성된 산화철과 배재구쪽에

형성된 목탄을 제거하여 잡쇠를 노출시켰다. 노출된 노벽은 송풍관 상단벽과 양 측벽 등 송

풍관 주변과 점토벽돌 사이의 취약한 부분에서 일부 노벽이 용융침식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진 99. 불완전 연소된 목탄 제거 사진 100. 노 앞쪽 절개 광경 ① 사진 101. 노 앞쪽 절개 광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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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2. 미환원 철광석 및 목탄 제거 사진 103. 노 절개작업 완료

노벽의 색조는 노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절개되지 않아 전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웠

으며, 노의 하단과 중단 일부만 관찰되었다. 노의 가장 안쪽은 슬래그가 노벽을 따라 형성

되어 있으며 두께는 약 1㎝ 정도이다. 그 바깥쪽은 슬래그의 침투 및 석영입자가 팽창된 암

회색-회색과 탁한 등색을 띠는 경화면-지지대가 있었던 부분으로 할석이 포함된 회백색-

황갈색-명등색 순으로 확인되었고, 회백색·황갈색·명등색을 띠는 노벽에서는 탄화된 흑

색의 짚흔이 확인되었다.

3) 생성물 수습 및 분석시료 채취

조업 후 40일이 경과한 6월 23일 09시 20분 생성물을 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방법과

금속분석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결과, 분석시료를 노 위치별로 고르게 채취하기

위해 잡쇠덩이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출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벽체의 붕괴

를 방지하기 위해 노벽 상단에 주방용 투명비닐을 감아 고정시키고, 노상 하부 방습시설인

모래층·철광석층·목탄층을 먼저 제거한 후 잡쇠덩이의 낙하 방지를 위해 목재를 받쳐 고

정한 다음 노벽과 유착된 부분을 분리시켰다. 노벽과 잡쇠덩이 사이에 목탄이 채워진 곳은

분리가 쉬웠으나 노벽과 유착된 곳은 분리가 쉽지 않았다. 분리된 잡쇠덩이는 굵은 줄을 감

아 잡아당겨 노 바깥으로 배출하였다. 

잡쇠덩이의 아래쪽은 암청회색을 띠는 노상이 완만한 ‘U’자 형태로 유착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자 실리콘-카바이드 형성물이 확인되었다. 이후 이 부분도 제거하고 잡쇠덩이

의 각 부위별로 금속분석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 후 다음 공정을 위해 잡쇠덩이를

작은 덩어리로 파쇄하였고, 목탄·슬래그 등의 불순물을 제거해 잡쇠만 수거하였다. 생성

된 잡쇠의 양을 저울로 계측한 결과는 6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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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4. 생성물 수습 전 회의 사진 105. 노 상부 고정작업 사진 106. 노 하부 모래층 제거

사진 107. 노 하부 모래 제거 후 사진 108. 노 하부 목재 고정 사진 109. 잡쇠덩이 노 외부 배출

사진 110. 생성물 배출 후 노 내부 사진 111. 배출된 잡쇠덩이 사진 112. 잡쇠덩이 하부의 
실리콘카바이드

사진 113. 잡쇠덩이 파쇄 사진 114. 선철이 포함된 잡쇠덩이 사진 115. 분석시료 채취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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