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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5세기부터 중국에서는 주조철기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주조철기 특유의 취성(脆 性)을 제거하려 노력해 왔

다. 그중 한 가지는 주조철기를 생산한 다음 별도의 가마에서 풀림열처리를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조직 내 탄소를 응

집하거나 제거해, 주조철기의 취성을 제거하고 단조(鍛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풀림열처리 기술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의 제철 기술 및 중국・일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출토 

고대 주조철기 가운데, 풀림열처리 기술이 확인된 가단주철제 주조철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삼국시대 이전까지 가단주철제 주조철기는 모두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 이시가

미신궁에 소장 중인 칠지도가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본다면, 4세기에 들어서야 백제에서는 풀림열처리 기술을 확보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괴련철을 중심으로 철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괴련철을 정련한 괴련강을 소재로 다량의 단조철기가 

제작되었다. 또한 기존의 주조철기 중 주조괭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조철기가 단조철기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삼국시

대까지 풀림열처리 기술은 많이 사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 철 생산 및 유통의 지역 거점인 장안

리 유적에서 확인될 정도로 기술이 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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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철기는 탄소 함량에 따

라 단조철기와 주조철기로 구분된다. 단조철기는 탄소 

함량이 0.1~1.8%의 철 소재를 단야로에서 단타 해 철기

로 제작한다. 반면 탄소 함량이 2.0% 이상인 주조철기는 

단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범에 주입해 주물로써 제작

된다. 철의 금속학적 특징을 보면 탄소 함량이 0%인 순

철의 녹는 점은 1538℃인데, 탄소 함량이 4.3%일 때는 

1227℃부터 용융된다. 이와 같이 탄소 함량이 높을 때 녹

는 점이 낮아지는 철의 성질을 이용해 선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온액체환원법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높은 수준

의 청동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기원전 8세기부터 이 방

법을 사용해 주조철기를 생산하였다고 한다.1 중국의 기

술이 전파된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괴련철을 생

산해 단조철기를 제작한 서남아시아나 유럽과는 다른, 주

조철기가 포함된 독특한 철기 문화를 성립하게 된다(최

영민 2017b).

주조철기는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중국에서 본격

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다(楊寬 1990). 하지만 주조철기 

특유의 취성(脆性)으로 인해 농구를 중심으로 한 기종 구

성을 보인다. 이후 기원전 5세기가 되면 주조철기의 취성

을 제거하고, 단타를 통해 철기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즉 단조철기의 성질을 부여하는 열처리 기술(주철유화처

리 기술)이 개발된다. 이를 통해 주조철기 특유의 세밀한 

기물 제작 및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는 장점과 함께 추가

적인 가공이 가능한 단조철기의 성질까지 갖게 된다.

지금까지 주조철기에 대한 열처리 기술이 적용된 제

품으로는 회주철, 구상화흑연주철, 주철탈탄강 등이 알

려져 있다. 중국의 陳建立(2017)은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의 스즈키 카즈호(2015)도 이를 적

용해 일본 철기의 분석 자료를 해석하는데 활용하고 있

1 중국 산서(山西)성 천마-곡촌(天馬-曲村)유적에서 확인된 과공정선철로 제작된 철기편을 근거로 기원전 8세기에 고온액체환원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白

雲翔 2015).

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열처리가 

가해진 철기가 알려져 있을 뿐, 열처리 기술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이다(양석우·김수기 외 2011; 

양석우·김혜선 2012; 최영민 2017b, 최영민 2018b).

이는 기본적으로 제철 기술에 대한 연구자가 부족함

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열처리 기술을 연구하는데 있

어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 공학적 지식에는 열처리 방법 및 금속 조직에 대

한 이해가 기본이며, 이를 고고 자료와 비교해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당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없

는 상황에서는 현대의 열처리 기술 및 외국의 연구 성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한반도 고대 주조철

기의 열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대의 열처리 기술 및 중국·일본

의 열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

후 한국에서 출토된 고대 철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

해 열처리 기술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 양

상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열처리 기술의 도입과 발

전 및 현재 주조철기 연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고찰

해 보고자 한다.

Ⅱ. 주조철기의 열처리 기술

1. 현대 열처리 기술

현대 열처리 기술에는 철기 성질의 개선과 기능 향

상을 위해 담금질·뜨임·풀림·불림열처리가 가해진다. 각 

열처리 기술의 명칭 및 방법, 효과, 미세 금속 조직의 특

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담금질(Quenching), 뜨임(Tempering), 풀림

(Annealing), 불림(Normalizing)의 열처리 가운데, 주조

철기에 적용되는 열처리 기술은 풀림열처리이다. 풀림열

처리는 완성된 철기를 서서히 가열하였다가 서랭(徐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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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로, 주조철기와 강철제 철기 제작에 주로 이용

된다. 철은 탄소 함량이 높으면 인장 강도 및 경도가 높아

지고, 인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탄소 함량이 2%가 넘는 

주조철기는 경도가 높고, 인성이 낮아 단조철기로 이용하

기 어렵다. 따라서 주조철기는 필요에 따라 경도를 낮추

고, 인성을 높이는 풀림열처리가 동반된다.

현대 제철 기술에서는 균질화 열처리라고도 하는데, 

보통 1100~1250℃의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였다가 노 

내부에서 냉각하게 된다. 이렇게 풀림열처리를 하게 되

면 경화된 철기의 균열을 제거하고 결정 입자를 미세화하

여 전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주조철기를 

풀림열처리하면 탄소가 미세 조직에서 빠져나와 편·구상

의 흑연이 만들어지고, 남은 조직은 페라이트나 펄라이트

를 기지로 한 미세 조직으로 변화한다. 편상의 흑연이 형

성된 주조철기를 회주철, 흑연을 구상화한 주조철기를 가

단주철(전성·인성주철)이라 한다. 또한 탄소가 조직 내에 

흑연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와는 다르게 탄소를 제거하

는 조작이 가해진 것을 주철탈탄강이라 한다. 이 중 가단

주철과 주철탈탄강은 단조 가능한 주조철기이다.

2. 고대 풀림열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

1) 중국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주조철기

에 대한 풀림열처리(유화·퇴화처리 기술)가 이루어졌다

(楊寬 著·盧泰天·金瑛洙 譯 1992). 또한 풀림열처리 기술

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는데, 1960년

대부터 주조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풀림열처리 기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李衆 1975; 李京华 1994). 또한 楊寬

(1992)은 금속학적 분석 결과 및 고고 자료, 현대 제철 기

술, 민속학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풀림열처

리 기술을 복원하였다.

그 내용을 철의 종류 및 기술, 미세 조직 및 금속학

적 특징 등과 함께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중국의 주조철기는 백주철(white cast iron), 마구주

철, 회주철(gray cast iron(grey cast iron), 가단주철, 주철

탈탄강으로 구분된다. 가단주철은 산화제를 첨가하여 짧

은 시간 가마에서 탈탄 중심의 열처리를 하는 백심가단주

철(white heart malleable cast iron)과 장시간에 걸쳐 가마 

안에서 가열하여 탄소를 구상화하는 흑심가단주철(black 

heart malleable cast iron)로 구분된다. 백심가단주철은 

전국시대 중·후기에 일부 확인되나 조직이 불균일하여 

많이 이용되지 못하였으며, 한대에 들어서 조직이 균일

하고 안정적인 흑심가단주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한다

(楊寬 著·盧泰天·金瑛洙 譯 1992). 이후 서한 대에 백심가

단주철을 만드는 기술에 온도와 시간을 통제하여 흑연이 

석출되는 것을 막아 주철탈탄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주철탈탄강은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먼저 방형

표 1 열처리 방법과 미세 조직

명칭 방법 효과 조직

담금질. 燒入.

(Quenching)

고온 또는 오스테나이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물

이나 기름 속에서 급냉. ‘급냉에 의한 변화의 저지’

급냉함으로써 금속 내부의 변화를 저지하여 고

온 상태의 조직을 상온으로 이동 

오스테나이트(Austenite) →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뜨임. 燒戾.

(Tempering)
A1 변태점 이하(312℃ 이하)로 가열했다가 공랭

(空冷) 

담금질하였을 때 생성된 내부 응력 제거. 조직의 

연화 안정

소루바이트(Sorbite. 고온)

트루사이트(Troostite. 저온)

풀림. 燒鈍.

(Annealing)

금속 재료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

각시켜 상온으로 하는 조작 

경화된 재료의 내부 균열을 제거하고 결정입자 

미세화. 전연성 높임

펄라이트(Pearlite. 강)

그래파이트(Graphite. 주철)

불림. 燒準.

(Normalizing)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온도(910℃)까지 가열하였

다가 공랭

강을 표준 상태 조직으로 만듬. 과열 조직 미세

화. 내부 응력 제거

페라이트(Ferrite)

펄라이트(Pearlite)

그림 1  현대 금속 공학에서 본 풀림열처리 기술의 방법 및 효과(坂本卓 2013). 

A: 탄소 함량과 인장 강도, 경도, 인성 상관 그래프, B: 균질화 풀림열처

리 온도 그래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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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판상의 거푸집을 이용해 만들어내 주조물을 풀림열

처리하여 단조철기를 만든다. 두 번째 방식은 이미 만들

어진 주조철기에 풀림열처리를 통해 탈탄하여 제작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주철탈탄강을 백심가

단주철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미세 조직에 대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봉상이나 판상의 거푸집은 중국 하남성 소등 봉양

성(蘇登 封陽城)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산동성 장구

(章丘) 동평릉성(東平陵城) 한대 제철 유적에서는 용해로

와 함께 판상의 주철편, 판상주철편 용범 등이 출토되었

다. 그리고 이후 제작된 철기로는 북경시(北京市) 대보태

(大葆台) 서한 연왕묘(燕王墓)에서 출토된 환두도·비녀·

화살촉(楊寬 著·盧泰天·金瑛洙 譯 1992), 하남성 남양(南

陽)시 북관(北關) 와방장(瓦房莊)에서 출토된 농구는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들어진 주철탈탄강 등이 있다.

2 백주철의 생산 시기는 기원전 8세기로 올라가며, 최근 陳建立(2017)은 그 외 풀림열처리 기술의 등장 시점을 1세기 이상 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주조철기의 풀림열처리용 가마도 확인되었

다. 하남성 공현(鞏縣) 철생구(鐵生口)서한시대 야철 유

적의 15호 지하식 가열로는 주조철기를 모아 풀림열처리

한 가마로 알려져 있다(楊寬 著·盧泰天·金瑛洙 譯 1992).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주조철기 생산 유구 및 유물, 풀림

열처리 기술 관련 유구 및 유물이 모두 확인되었다.

2) 일본

일본에서는 오사와 마사미(大澤正己 1997)의 철기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을 통해 풀림열처리(焼きなま

し)된 철기가 알려졌다. 풀림열처리 기술에 대한 이해는 

현대 제철 기술과 중국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으며, 고

고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는 야요이시대 중국으로부터 

유입(舶載品)된 철부의 경우 가단주철로 제작되었으며, 

그 파편을 재가공하여 단조철기를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野島永 1992; 村上恭通 1992).

또한 도쿠시마(德島)현 도쿠시마시 남장본(南莊本) 

유적에서 출토된 고분시대 전기 초두의 대상철부(袋狀鐵

斧)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 결과 공부를 주철탈탄강 소재

로 제작한 것이 밝혀졌다. 대상철부는 인부와 공부를 별

도로 제작하였고, 칸사이(關西) 지역에 폭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재지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3세기 

표 2 중국의 주조철기 열처리 방법 및 특성(楊寬 著·盧泰天·金瑛洙 譯 1992)

종류 기술 조직 특성 시기2

백주철 

(white cast iron)

철을 녹여 용범에 주입.

별도의 열처리 없음
레데브라이트

탄소량 4.3%C.

취성이 있음
기원전 6세기

회주철 

(gray cast iron(grey cast 
iron)

주조철기를 서랭 열처리
세멘타이트+페라이트 

+편상 그래파이트

내마모성, 윤활성.  

규소 함량 1% 이하. 
기원전 5세기

마구철
주조철기를 서랭 열처리 철기 내  

냉각 속도 차이
백주철+회주철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 기원전 4~3세기

가 

단 

주 

철

백심(white heart 
malleable cast iron)

산화제를 첨가한 가마에서 열처리,  

흑연. 탈탄

페라이트+펄라이트+세멘타이트 

+구상 그래파이트 

가단성. 불균일한 조직.  

주철탈탄강 기술로 발전.
기원전 2~1세기

흑심(black heart 
malleable cast iron)

850～950℃에서 장시간 열처리.  

흑연의 구상화
페라이트+펄라이트+구상 그래파이트

균일한 조직.

가단성

그림 2  중국 철생구 유적 출토 주조철부의 미세 조직과 풀림열처리 가마. A: 생

생구 서한 야철지에서 나온 주조철부의 금상 조직, B: 철생구 서한 야철

유지 15호 가열로.

굴뚝 굴뚝

용해조

표토

2

1

乙 乙

乙 乙

北

甲

甲 甲

甲

3 4

표토

표토

용해조 바깥벽

용해조 안벽

용해조

용해조

노 안

노문

벽돌 
무지

벽돌 
무지

아치 모양 
내화 별돌

쇳덩어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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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일본에는 풀림열처리 기술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

다(鈴木瑞穗 2015).

그리고 일본 이시가미(石上)신궁에서 소장 중인 칠지

도(七支刀)에 대한 연구 결과 주조한 다음 풀림열처리를 거

쳐 표면에 명문을 새겼다는 견해도 있다(鈴木勉·河內國平 

2006). 칠지도가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사여된 것이라면 이 

시기 한반도에 풀림열처리 기술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3) 한국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풀림열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였다. 경주 황성동 유적이나 가평 대성리 유적

에서 출토된 이조선돌대철부에 대한 일본인 오사와 마사

미의 분석 결과를 통해 열처리 기술이 적용된 주조철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분석은 보존과학자들

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보고서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열처리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정리가 이루어지고, 유물

과 금속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신경환 외 2013; 최영민 2017b; 

2018b).

연구 성과로는 백주철, 회주철, 흑심가단주철, 주철

탈탄강의 미세 조직을 제시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 정도

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풀림열처리된 주조철기 중 가장 이

른 시기에 속하는 것은 완주 신풍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

철부이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의 것으로 확인되는 이조선

돌대철부(주조자귀) 중 다수는 풀림열처리를 거친 것으

로 보인다(최영민 2017b). 이것을 주철탈탄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양석우·김혜선 2012).

삼국시대가 되면 열처리를 거친 철기는 확인되지 않

으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한반도에 풀림열처리 기술이 

전래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에 있는 칠지도

가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이고, 풀림열처리가 가해졌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鈴木勉·

河內國平 編著 2006). 또한 풀림열처리 기술과 관련된 고

그림 3  남장본(南莊本) 유적 출토 대상철부(袋狀鐵斧)의 금상 조직(鈴木瑞穂 

2015).

A

C

B

D

그림 4  주조철기와 미세 조직. A: 백주철(×500.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B: 

회주철(×500. 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C: 흑심 가단주철(×500. 이하

얀 2014), D: 주철탈탄강(50. 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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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3 일본과 같이 주조철

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존재를 추정할 따름이

다. 따라서 본격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Ⅲ.  한반도 출토 주조철기의  
열처리 기술

1. 원삼국시대까지 유물

원삼국시대까지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기가 금속

학적으로 분석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 가운데 풀림열처

리 기술이 적용된 예는 초기 철기시대 유적인 완주 신풍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4점, 원삼국시대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철부 및 주조자귀 5점, 서울 풍납토

성에서 출토된 주조괭이 2점 등 총 11점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주조괭이의 경

우 편상의 흑연(Graphite) 조직이 검출되어 서냉열 처리

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왔다. 하지만 편상흑연 조직이 매

우 적고, 열처리 이외의 방법으로도 편상흑연이 검출될 

수 있다(최영민 2017b). 또한 서냉열처리 기술은 풀림열

3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용도 미상 토제품을 봉상철기의 용범으로 보고, 봉상의 주조철기를 생산한 다음 풀림열처리를 해 주철탈탄강을 생산한 것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東潮 2000, 72). 하지만 표면에 철재가 융착되어 있고, 주철탈탄강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철탈탄강을 생산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처리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조철부 

및 주조자귀에 대해서만 검토해 볼 것이다.

1) 완주 신풍 유적 출토 주조철부

완주 신풍 유적에서는 다수의 주조철부가 출토되

었지만 그 가운데 4점의 주조철부가 분석되었다(이하얀 

2014). 분석자는 이들 주조철기를 주철탈탄강으로 파악

하여 전국시대의 철기로 보았지만, 이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졌다(최영민 2017b).

표 3 주조철기의 금속학적 분석 결과

유적 시료 번호 명칭 시기 조직 경도(Hv) 탄소함량 열처리 기술

완주 신풍 

(이하얀 2014)

SP-1 주조철부 초기 철기시대 레데브라이트+펄라이트+페라이트 층상조직. 구상 흑연 - - 풀림

SP-2 주조철부 초기 철기시대 페라이트+비드만스테튼+펄라이트. 구상 흑연 - - 풀림

SP-3 주조철부 초기 철기시대 페라이트+비드만스테튼+펄라이트. 구상 흑연 - - 풀림

SP-4 주조철부 초기 철기시대 페라이트+비드만스테튼+펄라이트. 구상 흑연 - - 풀림

가평 대성리 

(大澤正己 2009)

KTR-2 주조자귀 원삼국시대 페라이트+펄라이트+구상 흑연 172～236 - 풀림+탈탄

KTR-12 주조자귀 원삼국시대 펄라이트+마르텐사이트+구상흑연 338～357 - 풀림+담금질

가평 대성리  

(양석우・김수기 

2011)

철부 주조자귀 원삼국시대 페라이트+펄라이트 155～170 - 풀림+탈탄

철부 주조자귀 원삼국시대 페라이트+구상 펄라이트+비드만스텐튼 178～210 - 풀림+탈탄

풍납토성 경당지구

(신경환 외 2008)

P-1 주조괭이 삼국시대 레데브라이트. 편상흑연 404~546 4.33 서랭

P-2 주조괭이 삼국시대 레데브라이트, 편상흑연 476~481 4.03 서랭

A B

사진 1  완주 신풍 유적 출토 주조철부의 미세 조직(이하얀 2014). A: 22호 토

광묘 출토 철부(×50), B: 40호 토광묘 출토 철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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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22호 토광묘에

서 출토된 주조철부 <사진 1A, SP-1>의 미세 조직에서

는 내부로부터 레데브라이트-펄라이트-페라이트 조직으

로 구분되는 3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탄소 함량이 낮아지며 불균일한 조직

은 짧은 시간에 불완전한 풀림열처리가 이루어진 결과

이다. 그 외 <사진 1B, SP-2·3·4>와 같이 40·54·56호에

서 출토된 주조철부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모두 펄라이트

를 기지로 구상흑연이 확인되는 흑심가단주철 조직으로 

판단된다. 즉 금속 조직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탈탄 기술

이 아닌, 탄소를 흑연화하는 기술이 적용된 모습이다. 모

든 조직에서 과열 조직인 비드만스테튼 조직이 확인되

어 열처리 온도가 매우 높았거나, 열처리 후 추가적인 가

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을 공유하는 

SP-2·3·4의 주조철부는 유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것으

로 보인다.

주조철부 형식 분류안에 Ⅱ식에 속하는 SP-1·2는 적

용된 열처리 기술에 차이가 있었고, SP-2의 경우 Ⅲ식에 

속하는 SP-3·4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었다(김상민 2012). 

따라서 기술이 불완전한 SP-1을 제외하면, 형식학적 차이

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술 체계 아래서 주조철부가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식학적 차이는 시기·집단에 대

한 검토에 앞서 용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최

영민 2010).

또한 본 주조철부의 제작지는 중국 연나라로 추정

되고 있다(김상민 2012). 따라서 중국에서 제작·열처리된 

주조철기가 한반도 서남부로 유입된 것이라면, 한반도에

서 열처리된 철기로 보기 어렵다.

2)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주조자귀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는 15점의 이조돌대철부가 출

토되었는데, 종단면과 인부의 형태에 따라 주조철부와 주

조자귀로 구분된다(최영민 2010). 주조자귀는 철부를 제

작한 다음 단타를 통해 인부를 변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조철부를 단타하여 변형하기 위해서는 

주조철기에 대한 풀림열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은 2차례 진행되었다

(大澤正己 2009; 양석우·김혜선 2012).

<그림 7>은 모두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

조철기의 분석 결과이지만, 시료의 채취 위치에서 차이가 

A B

그림 7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주조철기의 분석 결과. A. 가평 대성리 유적(경

기) 25호 주거지 출토 주조철기 편, B. 가평 대성리 유적(겨레) 10호 주

거지 출토 주조자귀.

그림 5  주조철부 형식 분류안(김상민 2012). A: 주조철부 Ⅱ식, B: 주조철부 

Ⅲ식.

A B

그림 6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주조철부와 주조자귀(경기문화제연구원 2009). 

A: 가평 대성리 유적(경기) 20호 주거지  출토 주조철부, B: 가평 대성리 

유적(경기) 10호 주거지 출토 주조자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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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7A>는 이조돌대철부의 신부에서 시료를 채

취해 분석한 결과이며, <그림 7B>는 주조자귀의 인부에

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먼저 <그림 7A>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세 조

직에서 펄라이트를 기지로 하고 있으며, 검은색 구상의 

흑연 조직이 확인된다. 이는 전형적인 구상화흑연 가단

주철의 조직이다. 반면 <그림 7B>에서는 페라이트를 기

지로 하고 있으며, 검은색 구상의 비금속개재물이 확인된

다. 이것을 보고 분석자는 주철탈탄강 조직이라 설명하

고 있다. 다른 분석 결과에서도 신부와 인부에서 미세 조

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인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조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

림열처리된 주조철기를 단야로에서 가열하고, 단타하여 

2차 가공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부에 집중적인 가

열과 단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열된 인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탈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즉, 2차 가공에 의

해서 주조자귀 신부와 인부의 조직이 다른 것이다. 이러

한 미세 조직의 차이는 가단주철을 단타하여 가공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철탈탄강을 제작할 목

적으로 열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조돌대주조철부·자귀의 생산지는 중국으로 보고 

있다(김무중 2015). 그리고 이조돌대주조철부에는 시간

과 지역적으로 형태적 차이가 있는데, 이는 유입 루트의 

차이로 보기도 한다(박경신 2016).

하지만 <그림 6B>와 같은 형태의 주조자귀는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추

가적인 단야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원삼국시대 후

기의 이조돌대철부는 주조철기 생산 후 풀림열처리를 거

치는 동일한 제작 기술에 의해 생산되었다. 또한 일정 시

기 동안 한반도에 유입되었다고 한다(김새봄 2018). 이후 

재지에서 2차 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형식학적

으로 다룰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4 보고서에는 주철괴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주철은 주조철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원료나 소재 상태인 탄소 함량 4.3% 내외의 철은 선철이라 한다.

2. 삼국시대 이후 유물

1) 화성 장안리 유적 출토 선철괴4

장안리 유적은 통일신라시대 단야 유적으로서 괴련

철을 정련하거나, 선철을 풀림열처리 해 철 소재를 생산

하는 2차 공정과 함께, 철 소재를 이용해 철기를 제작하

는 3차 공정이 진행된 철 생산의 지역 거점 유적이다(최

영민 2018a).

다량의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고, 2차례 분석이 

이루어졌다(大澤正己 외 2008; 김수기 2008). 이 가운데, 

1호로 근처에서 출토된 봉상 철기와 4호 주거지에서 출토

된 주철괴의 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봉상철기는 외관상 주철괴로 보이나 분석 결과 완전

한 탈탄이 이루어져 페라이트 조직을 기지로 한 저탄소강

으로 확인되었다(그림 8A). 또한 주철괴의 경우에도 레데

브라이트 조직과 함께 페라이트 조직이 혼재하는 모습이

다(그림 8B). 오사와 마사미는 일본 사게바(さげ場)와 같

이 선철을 탈탄 정련하는 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다만 원료의 형태가 용탕인지, 고체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전자라면 초강정련 기술이며, 

후자는 주철탈탄강을 만드는 풀림열처리 기술이다.

조직적 특성으로 보아 탄소를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봉상·괴상의 탈탄 소재가 확인되는 점, 주변에서 초강정

련 공정 관련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주철

탈탄강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사용된 제철로는 

A B

그림 8  열처리된 철기와 미세 조직. A: 1호로 주변 출토 봉상 철기와 미세 조직

(大澤正己 2008), B: 4호 주거지 출토 주철괴(大澤正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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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리 유적 1호로인 “입석식 단야로”로5 생각되지만 별

도의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안리 유적의 풀림열처리된 선철괴는 풀림열처리 

기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고체 상태의 고탄

소 철괴를 탈탄하여 강소재로 만들고, 단조철기 제작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2) 일본 칠지도

일본 나라현 이시가미신궁(奈良縣 石上神宮)에서 

보관 중인 칠지도는 삼국시대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

고 있다(鈴木勉·河內國平 編著 2006). 본 유물에 대해서

는 제작지, 제작주체, 명문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가 진행되었다. 특히 본 유물이 단조로 제작되었는지, 주

조로 제작되었는지는 제철 기술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인 학자 스즈키 츠토무를 중심으로 한 연구(鈴

木勉·河內國平 編著 2006)가 있기 전까지 칠지도는 특유

의 가지를 제작, 명문을 새기기에 용이함을 이유로 단조

제작설이 유행하였다. 하지만 칠지도에 대한 정밀한 조

사를 바탕으로 주조제작설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스

즈키는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를 통해 자설을 강화하였다

(鈴木勉 2014).

칠지도가 주조품인 이유는 아래 5가지로 정리된다.

(1)  칠지도 도신의 단면 형태는 「렌즈형」이다(사진 

2A).

(2) 절손부의 주변에 큰 꺾임이 없다(사진 2A).

(3)  도신 중심부는 「깔끔하게」 잘려 있었고, 표면 부

분에는 작은 변형이 있다(사진 2A).

(4)  두께가 불균일하다(6개 가지의 뿌리가 두껍게 

5 기존의 단야로는 수혈을 파고 노벽을 갖는 형태였다. 하지만 삼국시대부터 바닥에 돌을 까는 단야로가 등장하였으며, 이후 삼국시대에는 노벽을 만들 때 판석을 

“ㄷ”자 형태로 새워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제철로를 입석식 단야로라 칭하며, 이러한 변화는 탈탄 과정과 같이 높은 온도를 내는 제철로에서 노벽

의 내화도를 높이기 위해 제철로의 재질을 개선한 결과로 생각된다(최영민 2018a). 

되어 있다(사진 2B).

(5)  줄기가 구불구불하다(6개 가지의 뿌리 반대 측

이 오목하다(사진 2B).

그는 칠지도가 주조품이며, 풀림열처리(焼きなまし)

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열처리를 거쳐 이전 보

다 연화된 표면에 탄소강을 강화열처리(담금질. 焼き入

れ)한 끌(はがね)로 명문을 새기고, 상감한 것으로 보았다.

스즈키 쓰토무의 설을 수용한다면 4세기 백제에는 

복잡한 주물을 주조할 수 있는 정밀주조 기술과 철기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는 풀림열처리 기술 및 담금질 기술

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한반도 

내에서 풀림열처리 기술과 관련된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다.

Ⅳ.  풀림열처리 기술의 한계와 
연구의 문제점

1. 주조철기 연구의 문제점

앞서 고대 한반도에서 출토된 유물의 금속학적 분석 

A B

사진 2  칠지도 세부 사진 및 X선 사진(鈴木勉 2014). A: 칠지도의 절손 부분(鈴

木勉.河內國平 編著 2006), B: 칠지도 X선 사진(나라문화재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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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주조철기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조철부의 재활용

가평 대성리 유적 출토 유물을 금속학적으로 분석한 

오사와 마사미(2009)의 주장에 의하면 주조철기의 재활

용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가단주철제 주조철기의 파편을 단조철기

로 재가공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백주철제 주조철기를 

풀림열처리하게 되면 조직 내 탄소를 흑연화하여 응집하

기 때문에 단조 가능한 조직을 갖게 되는 가단주철을 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단주철제 철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일본의 노지마·무라카미 등에 의해 

검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조돌대철부의 파편을 재

활용한 흔적이 다수 확인되었다(김무중 2018). 이러한 재

활용 방법은 가단주철제 주조철기가 파손되었을 때 그 파

편을 단조철기로 제작하는 것이다. 단순히 철 소재가 부

족하여 가단주철을 수입해 해체한 다음 단조철기로 제작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가단주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조철기 생산 후 별

도의 가마에서 풀림열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후 개발된 선철을 탈탄하는 방법인 

초강정련·관강법·산화정련 기술 보다는 높은 비용이 들

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철기 문화

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대형 주조·단조철기, 재지에서 제

작된 단조철기, 재활용 철기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재

활용 철기의 비중은 매우 낮고, 이미 재지에서 단조철기

를 제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외부에서 철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 가단주철제 주조철기를 구입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백주철제 주조철기의 파편을 모아 재용해

한 다음 주조철기로 만들거나, 내림탈탄(下げ脫炭, 산화

정련)해 단조철기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용인 수

지 백제 유적(한신대학교박물관 1998)에서 출토된 매납

철기가 근거이다. 하지만 수지 백제 유적에서 출토된 철

기의 성격은 폐철기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훼

기 후 매납한 지진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변에서 

이것을 용해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주조철기의 

파편을 재용해했다는 가설은 성급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후자인 내림탈탄 후 강소재로 만들고, 이를 단조철

기로 제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루어졌다

(최영민 2015). 분석자가 내림탈탄된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철기의 분석 결과 주조철기에서 확인되는 비금속개

재물이 산화칼슘(CaO)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지 않고, 괴

련철의 비금속개재물에서 흔히 보이는 이산화규소(SiO2)

가 주성분이었다. 또한 비금속개재물의 형태도 괴련철을 

그림 9  가단주철로 제작된 철기의 재활용 방식. A : 무라카미 안(村上恭通 

2007), B: 진수정 안(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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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제작된 철기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단조 방향과 

수직으로 길게 연신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림탈탄된 소

재를 이용하였기 보다는 괴련철을 정련하여 만든 괴련강

을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철탈탄강의 정의

주철탈탄강은 주조철기 내부의 탄소를 탈탄하여 만

들어진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기술로 봉상·판상의 소재

를 만들고, 이를 단타해 단조철기로 제작한다. 이러한 기

술은 한반도에 삼국시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

삼국시대 대성리 유적 출토 주조자귀를 주철탈탄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조자귀의 미세 조직은 탈탄 

조직이 맞다. 주조철기에서 나온 탈탄 조직이니 주철탈

탄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탈탄 조

직은 2차 가공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주철탈탄강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탈탄 조직이 검출되는 부분은 주조자귀의 

인부로써 성형을 위한 반복적인 가열이 가해진다. 하지만 

인부는 목적하는 부위를 직접 타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강도를 결정하는 원소가 탄

소이다. 따라서 탄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숙철과 같은 저

탄소강을 만들게 되면 침탄 및 겹침단조와 담금질 등을 

통해 철기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주조자귀의 인

부는 탈탄 조직만 확인되며, 인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

한 추가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주철탈탄강을 

만들 목적으로 풀림열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풀림열처리 기술의 도입과 한계

앞서 검토한 것처럼 풀림열처리 기술은 4세기 무렵

에 한반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

용해 제작된 철기는 칠지도와 같이 특수한 철기이며, 다

른 주조철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풀림열처리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시점은 통일

신라시대이다. 주조철기에 대한 열처리 기술이 늦게 지

방까지 보급된 원인으로는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제련 기

술이 선철 생산 중심이 아닌 괴련철 생산을 중심으로 하

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은 중국과 같이 선철을 

대량 생산한 다음 주조철기를 제작하거나, 이를 탈탄해 

단조철기를 만들기 보다는 괴련철을 대량 생산해 단조철

기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 중부지역에서 확인된 제

련 기술은 저온고체환원법과 고온액체환원법의 과도기

적 모습인 ‘중간 단계적 제련 기술’이다(최영민 2017a). 괴

련철을 생산하는 저온고체환원법을 중심으로 고온액체

환원법의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2세기 후반에서 3세

기 전반에 한반도 중부지역에 유입된 ‘중간 단계적 제련 

기술’은 4세기가 되면 중남부지역 전체로 확산된다. 이 시

기의 철 생산은 괴련철과 일부 선철이 혼합된 철괴였으

며, 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외

부로부터 수입해 사용하였던 주조철기를 단조철기가 대

체하게 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철 기술의 발

전 및 주요 도끼·자귀·괭이의 변천 양상을 파악해 보자.

한반도에 단련단야 기술만 확보된 1단계에는 외부

로부터 유입된(외래계) 주조철부와 주조괭이가 확인된

다. 가평 대성리 유적의 주조철부는 풀림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완주 신풍 유적의 주조

철부는 풀림열처리가 되어 있었다.

표 4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 제철 기술 발전 단계(최영민 2016 수정 후 게재)

제철 기술 시기 제철 관련 유물 철기 문화

제철기술  

발전 1단계
단련단야

기원전  

3세기
대석

철기의 보수,  

소형철기

제철기술  

발전 2단계
정련단야

기원후  

2세기  

전반

철재, 완형재,  

정련단야재,  

소구경 송풍관

괴련강 소재 생산, 

대형의 무기,  

착・추와 같은  

강철제 소형 철기

제철기술  

발전 3단계

제련,  

용해주조

기원후  

3세기  

전반

원형로, 대구경 송

풍관, 선철괴, 유

출재, 용범, 범심

철 생산.  

주조철기 생산 

제철기술  

발전 4단계
초강정련

기원후  

4세기

산화비등 현상에 

의해 형성된 다공

질철재

대형 철제 무기 

(환두대도), 대형  

공구(자귀, 횡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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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는 외래계 주조철기와 함께 재지에서 2차 가

공된 주조자귀, 재지에서 제작된 단조자귀가 등장한다. 

이는 정련단야 기술이 등장하고, 단야로가 명확히 확인되

는 등 단야 기술이 발전한 결과이다.

3단계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주조철기가 소멸하

고, 재지에서 제작된 단조철부, 단조자귀 등 단조철기의 

수량이 증가한다. 또한 제련 기술이 등장하여, 철기의 수

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4단계가 되면 외래계 주조철기가 소멸하고, 단조철

부에 횡공부가 추가되는 등 단조철기가 주조철기를 완전

하게 대체하는 모습이다.

1~4단계에 걸쳐 제철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래계 주

조철기를 재지에서 제작된 단조철기가 대체하는 모습이

다. 다만 주조괭이의 경우 괭이라는 용도에 맞게 형식학

적 변화는 있지만, 제작 기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또한 기능과 용도가 부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열처

리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늦게까지 재지에서 생산되고 

활용되었다.

이처럼 고대 한반도는 괴련철 생산을 중심으로 한 

제련 기술 때문에 주조품의 생산이 적었고, 주조철기의 

성질을 개선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

신라시대가 되면 거점 취락인 장안리 유적에서 풀림열처

리 기술이 확인될 정도로 보편화된다.

다만, 풀림열처리 기술의 보급 확대의 원인이 선철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과 교역의 중심지

인 당성과 가까운 장안리 유적의 특수성 때문인지는 향후 

밝혀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Ⅴ. 맺음말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부터 주조철기를 사용하였

으며, 주조철기 특유의 취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기술 중 한 가지는 주조철기를 생산한 다음 별도의 가

마에서 풀림열처리를 하는 기술로 조직 내 탄소를 응집하

거나 제거해, 주조철기의 취성을 제거하고 단조철기의 성

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술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의 제철 기

술 및 중국·일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출

토된 주조철기 가운데 풀림열처리 기술이 확인된 가단주

철제 주조철기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삼국시대 이전까지 가단주철제 주조철기는 

모두 외부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

본 이시가미신궁에 소장 중인 칠지도가 한반도에서 제작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세기 백제에는 풀림열처리 기

술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에는 괴련철

을 중심으로 철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괴련철을 정련한 

괴련강을 소재로 다량의 단조철기가 제작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주조철기 중 주조괭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조철

기가 단조철기로 대체되었으며, 삼국시대까지 풀림열처

리 기술은 많이 사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는 철 생산 및 유통의 지역거

점인 장안리 유적에서 확인될 정도로 확산된 모습을 보였

다. 다만 풀림열처리 기술이 통일신라시대 대부분의 지

역에 있었는지, 아니면 당성과 가까운 장안리 유적에서만 

보이는 것인지는 앞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제철 유적에 대

표 5 한반도 중부지역 출토 철부·자귀·괭이의 변천(최영민 2018a)

제철기술  
발전단계

철부 자귀
주조괭이

주조철부 단조철부 주조자귀 단조자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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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출토 유물을 검토하여 “주조철부 철

소재설”, “주철탈탄강”의 정의에 대해서 재론해 보았다. 

주조철부는 철 소재가 아니며, 주철탈탄강도 우연히 만들

어진 것이 아닌 주철탈탄강을 만들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

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주조철기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이 금속학적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해석해 보았다. 본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자

들이 열처리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조철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에 귀속된 유

물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협

조가 절실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시료 채취 후 복원뿐만 

아니라, 유물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동북아시아 전통 주조기술』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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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ast Ironware Heat Treatment 
Technique in Ancient Korea

Efforts had been made to eliminate the brittleness unique to cast ironware from 5 BC up until the time that cast 

ironware became widely used. One of  the techniques used to this end was to produce the cast ironware in one kiln 

and then anneal it in another kiln. This technique condensed or removed the carbon in the structure to eliminate the 

brittleness of  cast ironware and enable forging.

To clarify the nature of  this technique, this study examined cast ironware made of  malleable cast iron, which 

manif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nealing technique for cast ironware excavated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current steelmaking technology and research results from China and Japan.

Results confirmed that all cast ironware made of  malleable cast iron had been imported into Korea until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Also, since the Chiljido (Seven-Branched Sword), which is housed at the Ishigami 

Shrine in Japan, appears to have been produced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determined that Baekje in the 4th 

century must have possessed such an annealing technique. At that time, however, iron was produced mainly with 

an iron bloom, and a large amount of  forged iron was produced with a steel bloom smelted from an iron bloom. 

In addition, most of  the cast ironware that was used previously, except for cast iron hoes, had been replaced by 

forged ironware. In other words, this annealing technique was not used frequently until the Three Kingdoms Period. 

However, it spread broadly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n so much as it was identified in the Jangan-ri remains, 

which represented the regional hub of  ir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bstract

Yeongmin Choi Curator, Ajou University Museum of Tools

Corresponding Author : 1124choi@naver.com

Keywords  Cast Ironware, Heat Treatment Technique, Annealing, Black Heart Malleable Cast Iron, White Heart Malleable Cast Iron

Received  2019. 12. 31 ● Revised  2020. 01. 21 ● Accepted  2020. 0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