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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비정되는 원분으로 일본 후
쿠오카(福岡)현 무나카나(宗像)군에 소재하고 있다. 이 고분에서는 두추대도를 비롯해
금동제관, 마구 등이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큐슈국립박물관은 2014년 1월 개최된 「國寶 大神社展」을 위해 미야지다케고
분에서 출토된 2점의 두추대도 중 대형 두추대도의 복원을 계획하고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쿄공예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복원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대형 두추대도
복원 과정 중 도신의 복원에 대해서 記述한 것이다.
현재 대형 두추대도는 병두금구과 날밑, 칼집금구, 방울, 그리고 2점의 도신 파편만
이 남아 있다. 두 차례의 자료조사와 다른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두추대도를 비교하
여 복원 두추대도의 전장은 3,050mm, 도신의 전장은 2,400mm로 복원하기로 결
정하였다.
복원 도신의 재료로 옥강(玉鋼)을, 연료로는 소나무 숯을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복원
에 앞서 미리 실물 크기의 목제 도신을 제작해 이것과 비교해가면서 철제 도신의 크기
를 늘려 나갔다.
도신의 제작 과정은 일본도 제작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도신의 약 3배
에 달하는데 대형의 도신이므로 복원에 사용된 옥강의 양도 약 30kg에 달하였다. 옥
강은 미즈베시(水減し)와 코와리(小割り) 과정을 통해 탄소가 많이 포함된 옥강과 적게
포함된 옥강으로 분리해 두었다. 옥강을 단련해 心金 1개와 皮金 3개를 만들고 이것들
을 재단련하여 대형의 철괴를 만들었다. 단련시 가열하기 전에 볏짚을 태운 재와 진흙
을 발라 옥강이 감량되는 것을 막았으며 충분한 접쇠 단련을 통해 옥강 내 불순물을 제
거하였다.
완성한 대형의 철괴는 단조 과정을 통해 도신과 같이 길게 늘인 후, 칼끝과 날, 관부
를 제작하였다. 이후 특별 제작된 대형 가열로에서 풀림과 담금질, 뜨임의 열처리 과정
을 거친 후 표면을 연마함으로써 도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복원 실험에
서 실시한 도신의 제작 과정을 참고로 삼국시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대
도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단조 철기 제작 공정을 충실히 복원하고 그 과정을 보고함과 동시에 삼국시대
철기에 관한 여러 연구 과제를 모색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 대형 두추대도, 도신, 복원, 단련,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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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은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무나카다(宗像)군 츠야자키(津屋崎)
정에 위치하고 있는 원분으로 미야지다케 신사의 경내에 소재하고 있다. 전장23.5~24m
의 횡구식석곽은 일본열도에서 2번째로 거대하여 고분시대 북부큐슈지역에서도 주목되
는 고분 중 하나이며 그 시기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로 비정되고 있다.
미야지다케고분의 석실과 출토품에 대해서는 메이지시대부터 여러 잡지와 도록에 소
개되어 있지만 정식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카다나오리(高田直
規)에 의하면 「소화9(1934)년 이전에 분구 2차 성토와 列石配置를 목격하였다. 석실 내에
서 나온 排土를 사무소 남측에 버렸는데 비가 온 후 그 속에 유물이 존재하던 것이 밝혀
졌고 동제품과 유리파편이 채집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케노우에 히로시·하나다 카츠히
로(池ノ上宏·花田勝廣)에 의해 미야지다케고분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케노
우에 히로시·하나다 카츠히로는 당시까지 기록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미야지다케고분에
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국보급의 유물이 合祀前인 1928년에서 1929년에 걸쳐 수차례
에 걸쳐 출토되었으며 주요품은 산사면에 재매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池ノ
上宏·花田勝廣 1999: 24).
이 연구 성과에 따르면 1934년 3월, 미야지다케 신사 내 사무소 건설을 위해 실시하던
공사에서 경사면을 파내려가던 도중 재매납되었던 마구와 도검류가 출토되었다고 공식
발표 되었으며, 같은 해 4월 25일 木下讚太郞씨에 의해 정식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후 1938년에는 유리장골호, 1948년에는 금동제관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이상의 출토품
은 1952년과 1961년에 새로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1973년부터는 도쿄국립박물관에 상
설 전시되고 있다.
큐슈국립박물관은 2014년 1월 개최된 특별전 「國寶 大神社展」을 위하여 미야지다케고
1)

분에서 출토된 2점의 두추대도 중 대형 두추대도의 복원을 계획하고 2013년 3월부터 12
월까지 도쿄공예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대형 두추대도의 복원을 진행하였다.
도쿄공예문화연구소장 스즈키츠토무(鈴木勉)에 의하면 당초 큐슈국립박물관이 의뢰
한 대형 두추대도의 복원 계획에는 刀身의 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도신을
칼집에 넣었다는 가정 하에 대도의 칼집과 손잡이만 전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도신을 제작하고, 그 크기에 맞추어 목제 칼집과 손잡이를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 두추대도의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며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출토 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奈良縣 布留
遺跡에서 유사한 형태의 목제 병두가 출토되어 일반적으로 일본 독자의 장식대도로 알려져 있다(橋本博文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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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도검의 제작 과정임을 중시하여 당초 계획은 수정되었다. 도검의 복원은 다
양한 실험을 통해 고분시대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최대한 사용하여 진행하
고자 하였으며 전통 도검의 제작 기술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도의 제작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도신의 복원은 후쿠시마현의 일본도 刀匠 후지야스 마사히라(藤安將平)씨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당초에는 현대의 강철(S50C)을 사용해 도신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
나 후지야스 마사히라씨는 현대의 강철을 사용한 복원보다 전통 도검의 소재인 옥강(玉
鋼)을 사용한 도신의 복원을 제안하였다. 타타라제철에 의해 생산된 옥강(玉鋼)이 高價이
기 때문에 복원의 경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지만 후지야스 마사히라씨의 배려로 도신
의 복원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미야지다케고분에서 출토된 대형 두추대도의 칼집과 손잡이
만을 복원하려 했던 큐슈국립박물관의 당초 계획은 변경되어, 옥강을 사용해 제작한 도
검과 칼집, 그리고 손잡이까지 모두 복원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필자는 도쿄공예문화연구소 스즈키츠토무 소장의 배려로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미
야지다케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의 복원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본고는 대형 두추대도
의 복원 과정 중 刀身의 복원 과정만을 추려서 記述한 것이다. 대도의 도신과 목제 칼집
의 복원 제작은 후쿠시마현 일본도 刀匠 후지야스 마사히라씨와 교토의 일본도 刀匠 나
카니시 마사히로(中西將大)씨가, 칼집에 씌워진 금동 장식을 비롯해 날밑(鍔)의 복원 제
작은 사이타마현 오티카(ottica)대표 야마다타쿠(山田琢)씨가, 날밑에 부착된 청동방울의
주조는 오사카의 주조장인 하마다(濱田)씨가 담당하였다. 필자는 도신과 칼집, 청동방울
복원 과정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Ⅱ.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
1. 대형 두추대도의 관찰
2013년 4월 15일과 16일, 7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큐슈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대형 두추
대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잔존한 유물로 보아 미야지다케고분에서는 대형의 두추대도
와 소형의 두추대도가 1점씩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본고에서 복원한 대도는 대
형 두추대도이다. 대형 두추대도는 대부분 파손되어 병두, 날밑, 칼집금구<그림 1>과 2점
의 도신편만이 남아 있다<그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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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야지다케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 (①②병두금구 ③날밑(鍔) ④칼집금구)

<표 1> 잔존 도신의 잔존 길이, 도신의 폭, 칼등 두께 (mm)
잔존 길이

도신의 폭

칼등 두께

a

b

a

b

도신 1

287

43

45

7

9

도신 2

105

37

38.4

7

10

刀身은 두 점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편의상 상대적으로 긴 것을 도신1, 짧은 것을 도신2
라 부르고 도신 폭이 좁은 곳을 (a), 넓은 곳을 (b)라 부르도록 하겠다고 한다. 도신1과 2는
모두 목질에 싸여 있어 매납될 당시 칼집에 들어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신의 잔
존 길이와 목질 내부에서 확인가능한 도신의 폭과 칼등의 두께는 <표 1>과 같다.
도신 1과 2 모두 도신의 폭이 넓은 곳(b)에서 좁은 곳(a)으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신의 전체적인 형태는 손잡이에서 칼 끝 부분으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도신의 정보만으로는 당시 제
작된 도신의 전체 길이까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다행히 대형 두추대도의 全長에 대해
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가 있어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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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대형 두추대도 도신 1

(a)

(b)

<그림 3> 대형 두추대도 도신 2

2. 대형 두추대도의 전장과 폭에 대하여
미야지다케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의 전장에 대하여 고토수이치(後藤守一)는 잔존하
는 병두<그림 1-①, ②>의 직경 20cm를 13배한 260cm로 추정하였으며(後藤守一 1936) 앞
서 언급한 이케노우에 히로시·하나다 카츠히로도 고토수이치의 견해를 따라 대도의 전
장을 2.4~2.8m로 추정하였다. 한편 마치다아키라(町田章)는 미야지다케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를 3m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町田章 1976: 105). 연구자마다 추정한 대도의 길
이가 달랐으므로 본격적인 복원에 앞서 우선 대도의 전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스즈키츠토무는 복원 대도의 全長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병두와 날밑에 주
목하였다(鈴木勉 2014: 9). 병두와 날밑의 크기를 측정하고 다른 고분에서 출토된 두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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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병두와 날밑의
크기를 비교하여 미
야지다케고분 출토
대형 두추대도의 전
장을 추정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병
두와 날밑의 크기는
<그림 4>와 같다. 자
료 조사를 통해 확인
된 주조제 방울 8개
가 날밑의 주변에 부

<그림 4> 대형 두추대도 병두와 날밑의 복원 크기(鈴木勉 2014)

착되는 것을 고려하
면 날밑의 직경과 병두의 직경은 거의 같아진다. 우선 고토수이치가 상정한대로 병두
직경을 13배하여 대도의 전장을 계산하였다. 다만, 고토수이치가 파악한 병두의 직경
20cm는 재계측 결과 22.3cm이었으므로 이것을 13배하면 289cm가 된다. 260cm보다 약
30cm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현존하는 두추대도 중 전장을 알 수 있는 千葉縣金鈴塚출토품, 兵庫縣文堂고
분 출토품, 神戶市박물관 소장품, 三重縣坂本1호분 출토품의 병두 및 날밑의 직경을 비
교하여 대도의 전장을 비교해 보았다<표 2>. 출토품의 병두, 날밑, 전장의 수치를 알
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도의 비율에 따라 대형 두추대도의 전장을 추정해 본 것이다. 그
결과 대형 두추대도의 예상 길이는 최단 2,658mm(金鈴塚출토품의 날밑 기준)에서 최
장 3,587mm(坂本１호분 출토품의 날밑 기준)이며 이 중 兵庫縣文堂고분 출토품이 병두
3,010mm, 날밑 3,050mm으로 대도의 길이차가 가장 적었다. 따라서 복원할 대도의 전장
을 3,500mm로 결정하고 병두, 손잡이, 칼집의 비율은 文堂고분 출토품을 따르기로 하였
다. 대도의 全長이 정해짐에 따라 도신의 전장은 2,400mm로 정해졌다.
<표 2> 병두와 날밑의 크기를 기준으로 미야지다케고분 대형 두추대도의 전장 추정(mm)
全長
미야지다케고분

?

병두 기준

날밑 기준

병두 직경

추정 전장

날밑 직경

222.3

2,890

225.4

추정 전장

金鈴塚

1,020

77.5

2,924

86.5

2,658

文堂고분

1,058

78.1

3,013

78.1

3,055

神戶市박물관

1,030

81.6

2,805

79.7

2,914

坂本１호분

1,050

78.0

2,991

66.0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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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신의 폭은 단면 관찰 결과와 날밑의 내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도신1과 2의
단면 관찰을 통해 그 폭이 43~45mm, 37~38.4mm이었음은 분명하다<표 1>. 또한 도신이
통과하는 날밑의 내경이 90mm인 점에서 도신의 최대 폭은 90mm를 넘을 수 없다<그림
4>. 결국 도신의 폭은 최소 37mm, 최대 90mm로 추정가능하다. 복원은 현재 남아 있는 실
물을 가장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폭이 가장 넓은 관부 쪽은 60mm, 폭이 가장 좁은 칼
끝은 45mm로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거쳐 <그림 5>와 같은 크기의 도신을 제작
하기로 하였다.

<그림 5> 복원 대형 두추대도 도신의 크기

Ⅲ. 도신 복원의 준비
도신의 복원은 후쿠시마(福島)현 타츠코야마(立子山)에 위치하는 후지야스 마사히라씨
2)

의 일본도 공방에서 2013년 3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이루어졌다 .

1. 도신의 재료와 분류 작업
3)

도신의 재료로 옥강(B급)이라는 강철을 사용하였다 . 옥강은 사철을 원료로 타타라 제
철에 의해 만들어진 철을 말한다<그림 6>. 옥강은 도신에 필요한 적당량의 탄소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수한 재료로 평가된다. 그러나 타타라제철에 의해 생성된 모
든 옥강을 그대로 도신의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소함유량에 따라 철의
경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옥강 내에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탄소량을 균일하게 하는 작업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도 도신의 경우 날 부위에 탄소량이 많아 담금질 작업에 의해 경도를
높일 수 있는 옥강을, 등 부위에 탄소량이 적어 비교적 부드러운 옥강을 배치한다. 따라서

2) 복원 과정에서 일본도 제작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대한 한국어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음독하고 병기하였다. 또한 복원과 관련된 사진은 기본적으로 모두 필자가 촬영한 것이며 인용한 경우는 출처를 명기하였다.
3) 타타라제철에 의해 만들어진 옥강은 刀匠에 의해 A등급, B등급 혹은 1급품, 2급품, 3급품으로 나뉜다. 복원에는 후지야스 마사히
라씨가 분류한 B급 옥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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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의 제작에 앞서 미리 탄소량에
따른 옥강을 분리해 두는데 이 작업
을 일본도 제작 과정에서는 미즈베시
(水減し)와 코와리(小割り)라 부르고
있다<그림 7>.
4)

미즈베시는 옥강을 단야로 속에
넣고 붉게 될 때까지 충분히 가열한

<그림 6> 도신의 재료 – 옥강

뒤 반용해 상태가 되었을 때 두들겨
두께 약 3~6mm의 얇은 철판으로 만들고, 이 철판이 식기 전 순식간에 물속으로 집어넣
는 작업을 말한다. 이 때 옥강 내 탄소량이 많은 부분은 소리를 내며 자연적으로 부서지
거나 단단해지나 탄소량이 적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코와리는 미즈베시 과정을 거쳐 얇아진 철판의 옥강을 모루 위에 두고 망치로 때려 작
은 철편으로 부수는 작업을 말한다. 이때 탄소량이 적은 부분은 경도가 낮아 비교적 부드
럽기 때문에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지만, 탄소량이 많은 부분은 앞서 미즈베시 작업
으로 인해 단단해져 있으므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진다. 결국 옥강으로 만든 철판을 망
치로 때렸을 때, 잘게 깨지는 부분은 탄소량이 많은 옥강, 깨지지 않은 부분은 탄소량이
적은 옥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도신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탄소량이 다른 옥강을 사용해야
하므로 옥강의 분류 작업인 미즈베시와 코와리 과정은 도신을 제작하는 데 가장 우선적
으로 이루어지는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미즈베시(水減し)와 코와리(小割り) (鈴木貞夫 1994: 3-15, 3-16)

4) 일본도 공방에서는 이를 호도(ホド)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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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신 복원에 사용된 도구(①대형 망치 ②⑥철착 ③소형 망치 ④집게 ⑤자루가 짧은 비(手代, 테보우키)
⑦철봉 ⑧U자형 모루 ⑨철모루 ⑩기계해머 ⑪풀무 ⑫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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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베시와 코와리 과정은 후술하
는 도신의 담금질 작업과 그 원리가
동일하다. 담금질은 충분히 가열한
도신을 물속에 순식간에 집어넣음으
로써 탄소량이 많은 날 부위만 경도
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즈베
시와 코와리 과정도 탄소량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을 분류하기 위해
가열한 후 급랭시킨다는 점에서는 담
금질과 그 원리와 같다.

<그림 9> 도신의 재료 – 옥강

분류한 옥강은 <그림 9>과 같이 한군데 모아 단련한다. 탄소가 적은 옥강은 心金의 소
재로, 탄소가 많은 옥강은 皮金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한편, 대형 두추대도 복원 작업에
는 총 30kg의 옥강을 사용하였으며 복원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는 <그림 8>과 같다.

2. 연료
단련, 담금질에 필요한 연료로 이와테(岩手)현에서 생산된 소나무 숯을 사용하였다. 소
나무 숯은 다른 숯에 비해 부드러워 빨리 연소되지만 그만큼 빨리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나무 숯을 연로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어야 한다.
5)

숯을 자르는 전용 도구 를 사용해 소나무 숯을 세로로 길게 자른 후 다시 가로로 잘게 자
른다. 숯은 크기가 다른 2종류를 준비해 두었는데, 6~8cm의 숯은 옥강의 단련, 철괴 늘이
기(素延べ), 날 제작(火造り)에, 4~6cm의 숯은 도신의 담금질 작업에 사용하였다.

<그림 10> 연료의 준비

5) 스미키리호우초(炭切り包丁)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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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크기 별 연료의 준비

숯의 크기는 단야로의 온도 조절, 옥강의 침탄 및 탈탄과 관련 있다. 숯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숯 사이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 쉽게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반면 옥강 내
포함되어 있는 탄소가 빠져나가 탈탄의 위험성이 있다. 숯의 크기가 작으면 단야로의 온
도는 쉽게 올릴 수 없지만 옥강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량도 그만큼 적어져 옥강 내 탈탄도
적어지게 된다.

Ⅳ. 도신 복원 과정
도신의 날 부위와 등 부위에 탄소량이 다른 옥강을 사용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다. 미즈베시와 코와리 공정을 거쳐 탄소량별로 분리해 둔 옥강 중 탄소량이 많은 옥강
만을 골라 단련한 것을 皮金이라 한다. 皮金은 탄소량이 많아 담금질 작업에 의해 경도를
높아지므로 도신의 날 부위에 사용한다. 이에 반해 탄소량이 적어 비교적 부드러운 옥강
6)

을 모아 단련한 것을 心金이라고 한다 . 皮金에 비해 부드럽기 때문에 도신의 등 혹은 중
심 부위에 위치하며, 도신을 사용할 때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心金을
皮金으로 감싸 하나의 큰 철괴를 제작하는데 이 과정을 츠쿠리코미(作り込み)라고 한다.
츠쿠리코미 과정을 거친 철괴를 늘이는 도신 늘이기 과정(스노베, 素延べ)을 거쳐 도신의
형태가 완성된다.
일반적인 도신은 1개의 心金을 1개의 皮金으로 감싼 뒤, 이것을 길게 늘여 완성한다<그
림12-①>. 그러나 이번 복원 대도 도신의 경우 일반적인 일본도의 도신에 비해 길이는 3
배, 체적은 27배에 달한다. 1개의 皮金으로 도신의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3개
의 皮金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그림 12-②>.

6) 일본어로 皮金는 카와가네, 心金는 신가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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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복원 도신의 제작과정 (①일반적인 도신 제작 방법 ②복원 도신 제작 방법)

1. 목제 도신의 제작 <그림 13>
본격적인 도신 제작에 앞서 실제 복원할 도신과 동일한 크기의 목제 도신을 만들었다.
철제의 도신을 늘이는 도중에 실제 크기의 목제 도신과 비교함으로써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心金의 제작 <그림 14~27>
앞서 언급한대로 心金은 도신의 등 혹은 중심부에 위치함으로써 타격 시 충격을 흡
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탄소량이 적어 皮金에 비해 비교적 부드러운 옥강(탄소량
0.2~0.5%)들만을 골라 제작하였다.
7)

우선 철봉 의 끝을 단야로 속에 넣고 가열하였다. 가열한 철봉의 끝 부분을 망치로 때
려 옥강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평평한 형태로 단조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붕사를 뿌리고
옥강을 얹는다. 이 때 붕사는 철봉과 옥강을 효율적으로 접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철봉

7) 일본어로 테코보우(テコ棒)라고 한다. 철봉의 끝 부분은 도신의 단련 과정 중 철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도신 재료인 옥강으로 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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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목제 도신의 제작

끝에 올린 옥강을 단야로 속에 넣고 단조할 수 있을 만큼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하는데
이 과정을 와카시(沸し) 혹은 츠미와카시(積み沸し)라고 한다. 가열 시간은 올려진 옥강
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나 주먹만 한 크기의 옥강이라 가정할 경우 약 10분 정도였으며 이
때 가열된 옥강의 온도는 약 1,300℃정도이다. 달구어진 옥강을 꺼내 철 모루 위에 두고
대형 망치로 때려 철봉과 옥강을 접착시키고 그 위에 다시 옥강을 올릴 수 있도록 평평한
형태로 단조하였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옥강을 추가적으로 늘려갔다. 옥강을 가열
하기 전에 반드시 진흙과 볏짚을 태운 재를 충분히 바르는데 이것은 옥강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옥강이 산화, 감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가열한 옥강의 양이 心金이 될 정도로 충분한 양이 모이면 세로로 좁고 긴 형태의 직육
면체로 단조한다. 직육면체 형태의 단조는 한 번에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가
열하면서 그 형태를 다듬었다. 직육면체로 단조한 옥강은 아직 그 내부에 불순물이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접고 펴기를 반복하였다. 직육면체의 옥강을 반으로 접을 수 있도록 철
착을 사용해 옥강의 가운데 부분에 크게 자국을 새기고 소형 망치로 사용해 반으로 접었
다. 이것을 재가열하여 다시 직육면체로 늘린 후 동일한 방법으로 옥강을 접고 가열하였
다. 이처럼 옥강을 가열하여 접고 펴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접쇠(오리카에시, 折り返し)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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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라고 한다. 접쇠 단련 시에는 옥강을 약 800~850℃까지 가열한다. 접쇠 단련을 통해
옥강 내에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탄소를 균일하게 배치시킬 수 있으며 불순물도 배출할
수 있다. 접쇠 단련은 총 3차례 반복하였다. 단련이 끝난 후 소형 망치를 사용해 皮金의
끝을 약간 둥글고 뾰족한 형태로 단조함으로써 皮金 사이에 들어가기 알맞은 형태로 제
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철착을 사용해 철봉에서 옥강을 잘라 내고 물속에 넣어 식힘으로
써 心金을 완성하였다(心金 두께 18mm, 높이 35mm, 길이 90mm, 무게 0.4kg).

<그림 14> 철봉 끝을 가열

<그림 15> 철봉 끝을 가열

<그림 16> 철봉 끝에 올린 붕사

<그림 17> 철봉 끝에 올린 붕사

<그림 18> 옥강을 단야로 속에서 가열(와카시)

<그림 19> 가열된 옥강

<그림 20> 옥강을 평평한 형태로 단조

<그림 21> 옥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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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직육면체로 단조

<그림 23> 접쇠 단련

<그림 24> 끝을 뾰족하게 단조

<그림 25> 철봉에서 옥강을 떼어 냄

<그림 26> 물에 넣어 식힘

<그림 27> 완성된 心金

3. 皮金의 제작
皮金의 제작에는 미즈베시와 코와리 과정을 통해 분리된 옥강 중 탄소량이 많은 옥강
(0.5~1.0%)만을 골라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도신의 경우 心金, 皮金
을 1개씩 만들지만 이번 복원에서는 도신이 대형임을 감안해 1개의 心金과 이를 감싸는 3
개의 皮金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3개의 皮金를 편의상 각각 1차, 2차, 3차 皮金이라고 부
르기로 한다. 皮金은 보통 心金을 감싸는 형태로 心金에 비하여 많은 옥강이 필요하다.
우선 皮金 제작의 기본 단위가 되는 소형 철괴를 먼저 제작하고, 이 소형 철괴 4~5개씩을
겹쳐 단련한 대형 철괴로 皮金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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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형 철괴의 제작 <그림 28~43>
皮金을 제작하기 위하여 기본 단위인 소형 철괴를 먼저 제작하였다. 소형 철괴의 제작
은 心金의 제작 방식과 유사하다. 가열한 철봉의 끝을 기계해머를 사용해 평평한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붕사와 옥강을 얹은 후 가열하였다. 가열한 옥강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단조하여 평평한 형태로 만든 후 옥강을 추가하였다. 동일한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해 소형
철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되면 이번에는 기계해머를 사용해 직육면체 형
태로 단조하였다. 그리고 대형 망치와 철착을 사용해 직육면체로 단조한 옥강의 가운데
큰 자국을 새기고, 접고 펴기를 반복하는 접쇠 단련을 실시하였다. 단련 도중에는 옥강의
감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볏짚을 태운 재와 진흙을 충분히 바르고 재가열하였다. 총
3차례의 접쇠 단련을 끝내고 직육면체 형태로 제작한 뒤, 철봉에서 옥강을 떼어 냄으로써
소형 철괴를 완성하였다. 소형 철괴 하나의 무게는 약 0.5~0.6kg이었으며 1차, 2차, 3차
皮金의 제작에 사용될 소형 철괴를 총 20개 만들었다.
한편, 소형 철괴의 제작에 총 25kg의 옥강을 사용하였는데 완성된 소형 철괴 20개의 중
량을 측정해 본 결과 10.9kg이었다. 소형 철괴를 만드는 접쇠 단련 과정 중에 약 14kg가량
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단련 과정 중에 무수히 발생했던 단조 박편으로 인해 옥강의
중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28> 철봉 끝에 옥강을 올림

<그림 29> 평평한 형태로 단조

<그림 30> 옥강을 추가

<그림 31> 옥강의 가열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 출토 대형 두추(頭椎)대도의 도신(刀身) 복원 과정

69

70

<그림 32> 가열된 옥강

<그림 33> 직육면체로 단조 후 철착으로 새김을 넣음

<그림 34> 접쇠 단련

<그림 35> 접쇠 단련

<그림 36> 접쇠 단련

<그림 37> 볏짚 태운 재 바르기

<그림 38> 진흙 바르기

<그림 39> 다시 가열

<그림 40> 철착으로 새김을 넣음

<그림 41> 철봉에서 옥강을 떼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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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완성된 철괴

<그림 43> 완성된 철괴 20개 (10.9kg)

2) 1차 皮金의 제작 <그림 44~56>
이렇게 만든 소형 철괴 4개를 합쳐 1차 皮金을 제작하였다. 철봉 위에 총 4개의 소형 철
괴를 겹쳐 쌓고 볏짚을 태운 재와 진흙을 충분히 묻힌 뒤 단야로 속에서 가열하였다. 철
괴의 양이 많다 보니 철괴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하는 데만 약 25분~30분 가량이 소요되
었다. 소형 철괴가 충분히 가열되면 기계해머를 사용해 장방형으로 단조하기 시작하는
데, 처음에는 낱개의 철괴가 쉽게 붙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힘으로 때리면서 철괴를
접착시키는 것에 주력하였다. 철괴가 어느 정도 붙으면 기계해머를 사용해 위에서 아래
로 강하게 내려쳐서 철괴를 완전히 접착시킨 뒤, 직육면체 형태로 단조하였다. 직육면체
의 대형 철괴의 가운데 부분에 철착을 사용해 자국을 새기고 접고 펴기를 반복하는 접쇠
단련을 총 5번 반복하였다. 이로써 소형 철괴 4개를 합친, 평평하고 넓은 판 형태의 대형
철괴 1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 후 대형 철괴를 U자형 모루 위에 두고 가운데 부분을 때림으로써 心金을 감쌀 수 있
도록 단면 U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단면 U자형의 대형 철괴 앞부분을 양 옆에서 때려 끝
부분을 모이게 함으로써 心金를 집어넣기 적절한 형태로 1차 皮金을 완성하였다. 1차 皮
金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소형 철괴 4개의 총 무게는 2.2kg이었지만 완성된 1차 皮金의
무게는 1.8kg이었다. 단련 도중 약 0.4kg이 감량되었다.

<그림 44> 소형 철괴 겹쳐 쌓기

<그림 45> 볏짚 재 바른 후 소형 철괴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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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직사각형으로 단조

<그림 47> 직사각형으로 단조

<그림 48> 접쇠 단련

<그림 49> 접쇠 단련

<그림 50> 접쇠 단련

<그림 51> 가열

<그림 52> 넓은 판 형태의 대형 철괴

<그림 53> U자형으로 구부리기

<그림 54> U자형으로 구부리기

<그림 55> 완성된 1차 皮金

제24호

<그림 56> 1차 皮金 제작 - U자형으로 구부리기

3) 「1차 츠쿠리코미(作り込み)한 철괴」의 제작 <그림 57>
U자형으로 제작한 1차 皮金의 빈 공간에 위에 미리 만들어 둔 心金을 두고 내려쳐 그
속으로 心金을 집어넣었다. 이처럼 皮金과 心金을 결합하는 과정을 츠쿠리코미라고 한
다. 皮金과 心金의 결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복원에서는 皮金을 U자상으로
구부리고 그 속에 心金을 집어넣는 코우부세(甲伏)법을 사용하였다. 복원 도중에는 여러
차례 츠쿠리코미한 철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차 츠쿠리코미
한 철괴」라고 부르기로 한다. 心金과 1차 皮金을 결합하여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완
성하였다.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의 길이 : 210mm, 높이 60mm, 두께 60mm, 무게 2.2kg

<그림 57> 완성된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

4) 2차 皮金의 제작 <그림 58~71>
2, 3차 皮金의 제작 방법은 앞서 1차 皮金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1차 皮金 제작에 사용
된 소형 철괴가 총 4개인 반면 2차, 3차 皮金에는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감쌀 수 있
을 만큼의 충분한 양의 철괴가 필요하므로 총 10개의 소형 철괴를 사용하였다. 다만, 소
형 철괴 10개를 한꺼번에 접쇠 단련하는 것은 철괴의 양도 많거니와 단야로 속에 넣고 가
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린다. 따라서 소형 철괴를 5개씩 나누어 단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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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형 철괴를 2개 만들고, 이 대형 철괴 2개를 다시 합쳐 2차 皮金을 완성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 소형 철괴 5개를 합친 대형 철괴의 제작 ]
소형 철괴 5개를 겹쳐 쌓은 후, 단야로 속에 넣어 약 30분 정도 가열하였다.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한 소형 철괴 5개를 기계해머로 단조하여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었다. 단조 도
중 철괴가 식어 버려 더 이상 단조가 불가능하게 되면 볏짚을 태운 재와 진흙을 바르고
단야로 속에서 재가열하였다.
재가열한 직육면체의 옥강을 총 3번 접쇠 단련하고 철봉에서 떼어내어 대형 철괴1개를
완성하였다. 나머지 5개의 소형 철괴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형 철괴를 제작하였다. 완성한
2개의 대형 철괴를 겹쳐 쌓은 후 단야로 속에 넣고 가열한 뒤, 기계해머를 사용하여 단접
하였다. 미리 만들어 둔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감쌀 수 있을 만큼 넓은 형태의 철판
으로 만든 후, 단면 U자형으로 구부려 2차 皮金을 완성하였다.
2차 皮金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소형 철괴 10개의 총 무게는 5kg이었지만, 완성된 2차
皮金의 무게 3.1kg이었다. 단련 도중 약 1.9kg가량 감량된 것이다. 이 또한 단련 중에 생
성된 단조 박편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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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소형 철괴 5개를 겹쳐 쌓은 후 가열

<그림 59> 태운 볏짚 재 바르기

<그림 60> 진흙 바르기

<그림 61> 접쇠 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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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접쇠 단련

<그림 63> 접쇠 단련

<그림 64> 대형 철괴 완성

<그림 65> 소형 철괴와 대형 철괴의 크기 비교

<그림 66> 대형 철괴 2개 겹쳐 쌓기

<그림 67> 대형 철괴 2개 가열

<그림 68> 넓은 판 형태로 단조

<그림 69> U자형으로 구부리기

<그림 70> U자형으로 구부리기

<그림 71> 완성된 2차 皮金 (3.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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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의 제작 <그림 72~80>
2차 皮金 속에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집어넣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2차 皮金
이 대형이므로 가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연결된 철봉도 매우 높은 온도
까지 올라가 철봉을 고정하기 쉽지 않았다.
가열한 2차 皮金 위에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올려두고 대형 망치로 위에서 강하게
내려쳐 2차 皮金 속에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집어넣었다.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
가 빠지지 않도록 재가열한 후 단조함으로써 「2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완성하였다. 완
성된 「2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는 5.7kg이었다.

<그림 72> 2차 皮金에 「1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넣음

<그림 73> 완성된 「2차 츠쿠리코미한 철괴」(5.7kg)

3차 皮金의 제작도 2차 皮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형 철괴 총 10개를 사용
해 대형 철괴 2개를 만든 뒤 이것을 겹쳐 쌓아 재가열하고 넓은 판 형태로 만들었다. 앞서
만들어 둔 「2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감싸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완성하였다. 완
성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의 무게는 약 9.3kg이었다.
처음 준비한 옥강은 약 30kg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의 무
게는 9.3kg이었다. 전체의 약 1/3 정도나 감소한 것이다. 앞서 옥강을 철괴로 만드는 과정
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이 단조 과정 중에 단조 박편이 생성되면서 무게가 감량되었을 것
이다.

<그림 74> 소형 철괴 5개 겹쳐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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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접쇠 단련 후 대형 철괴 제작

<그림 76> 대형 철괴 2개를 가열하여 단접

<그림 77> 넓은 판 형태로 단조

<그림 78> 3차 皮金에 「2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넣음

<그림 79> 완성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 (9.3kg)

<그림 80> 완성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와 그 구조

4. 철괴 늘이기(스노베, 素延べ) <그림 81~88>
완성된 「3차 츠쿠리코미 철괴」를 단야로 속에서 가열한 후 도신과 같이 긴 형태로 단조
하는데 이 과정을 철괴 늘이기(스노베, 素延べ)라고 한다. 지금까지 만든 대형 철괴를 도
신과 같이 긴 철봉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옥강의 단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쇠 단련 때와 비슷한 온도(800~850℃)까지 가열하여 작업이 이루어
졌다. 철괴 늘이기 과정에서도 단조하기 전에 항상 짚을 태운 재와 진흙을 골고루 바르는
데 이는 더 이상 옥강이 감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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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가 대형이기 때문에 중심부까지 가열하는 데 약 4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철괴 늘이기 작업에는 기계 해머를 사용했으며 미리 만들어 둔 목제 도신과
크기를 비교하면서 진행하였다. 대형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도신 형태와 같이 길게 늘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3차 츠쿠리코미한 철괴」를 크게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고
먼저 상반부부터 가열하며 늘여 갔다. 어느 정도 상반부를 늘인 후 철봉을 떼어 내고 반
대측인 하반부도 가열, 단조하여 늘였다. 동일한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대형 철괴를 2m가
넘는 긴 철봉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2m이상이나 되는 철봉을 도신처럼 직선으로 단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
다. 단조 방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철봉이 뒤틀려버렸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기
술이 요구되었다. 뒤틀린 부분은 분필로 표시하고 다시 그 부분만을 가열해 수정을 더하
였다.
처음 계획한 도신의 길이는 2,400mm이지만 다음 단계인 날 제작(火造り)과정에서도 철
봉 길이가 약 10%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200mm까지만 늘
렸다. 철괴 늘이기 과정을 마친 뒤의 무게는 6.15kg으로 「3차 츠쿠리코미 철괴」의 무게인
9.3kg에서 약 3kg이 감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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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3차 츠쿠리코미 철괴」

<그림 82> 「3차 츠쿠리코미 철괴」를 가열

<그림 83> 철괴 늘이기

<그림 84> 철괴 늘이기 (상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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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철봉에서 떼어내기

<그림 86> 철괴 늘이기 (하반부)

<그림 87> 뒤틀린 부분을 분필로 표시

<그림 88> 철괴 늘이기 완료(6.15kg, 2,200mm)

5. 칼끝 제작 <그림 89~91>
철괴 늘이기가 끝나면 철봉의 끝을 칼끝과 같이 뾰족한 형태로 만드는데 이 과정을 칼
끝 제작(우치다시, 打ち出し)이라고 한다. 철봉의 끝 부분을 양쪽에서 때려 뾰족하게 만
든 뒤, 한쪽 방향으로만 단조하여 칼끝을 완성하였다.

<그림 89> 칼끝을 뾰족한 형태로 제작

<그림 90> 칼끝을 뾰족한 형태로 제작

<그림 91> 칼끝 제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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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날 제작(히즈쿠리, 火造り) 및 관부 제작<그림 92~96>
날 제작(히즈쿠리, 火造り)이란 철괴 늘이기와 칼끝 제작이 완료된 단면 직육면체의 철
봉을 단면 이등변삼각형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날을 세우는 과정이다<그림 94>. 일반적인
도신 제작과정에서 날 제작은 한 사람이 담당하지만 복원 도신의 경우 2m가 넘는 길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단면 직사각형의 철봉을 모루 위에 두고 날이
될 부분을 한 쪽에서 비스듬히 때린 다음 뒤집어 반대쪽도 동일하게 단조하였다. 도신 양
면에 일정한 힘을 가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었다.

<그림 92> 날 제작 과정

<그림 93> 날 제작 과정

<그림 94> 날 제작 과정

날을 세운 후, 소형 망치를 사용해 도신의 표면 전체를 매끄럽게 해나갔다. 앞서 철괴
늘이기 과정과 같이 도신을 800~850℃로 가열한 후, 소형 망치로 도신의 표면을 단조하
면 부드러워진 도신의 표면에 망치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보다 약간 낮
은 750℃정도로 가열하고 도신의 표면을 반복적으로 때림으로써 최대한 망치 흔적을 없
애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나갔다. 2,200mm이었던 도신은 날 제작 과정을 거치고 난 후
2,510mm로 약 300mm가량 늘어났다.
날 제작 후 도신과 경부의 경계부인 관부를 제작하였다. 복원 계획 당시 정해 놓은 도
신의 길이와 비율을 참고로 하여 슴베가 될 부분을 측정한 뒤, 銑(센)이라는 도구를 사용
해 관부를 제작하였다. 이상으로 도신의 형태는 모두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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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관부와 슴베의 제작

<그림 96> 날, 관부 제작 완료 (2,510mm)

7. 풀림(야키나마시, 焼き鈍し) <그림 97~104>
풀림(야키나마시, 焼き鈍し)이란 철괴 늘이기, 날 제작 과정에서 도신에 여러 차례 가
해졌던 열에 의해 내부 조직이 불균일한 도신을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천천히 식힘으로
써 도신의 전체 조직을 균일하고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풀림 작업은 단야로 속에서 충분히 가열한 도신을 꺼내 방금 태운 볏짚의 재
속에 오랫동안 넣어 둠으로써 완료된다. 볏짚을 태운 재는 일정 시간 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열한 도신을 그 속에 넣어 둠으로써 고온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
러나 이번 복원 도신의 경우 도신이 길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야로에서는 도신
전체를 골고루 가열할 수 없었으며 가열한 도신을 볏짚을 태운 재 속으로 옮기는 것도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선 도신 전체를 골고루 가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로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대형로의 바닥에는 벽돌을 쌓고 측벽에는 온도를 용이하게 올릴 수 있도록 통풍이 용
이한 철망을 사용하였다. 철망이 움직이지 않도록 철봉과 철사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였
다. 풀림 작업은 도신의 온도가 매우 높아져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슴베에 꽂
아 도신을 움직일 수 있도록 풀림 작업 전용의 손잡이도 특별히 제작하였다<그림 98>.
풀림을 비롯하여 후술할 담금질, 뜨임과 같은 열처리 과정에서는 가열한 도신의 온도
가 매우 중요하다. 도신의 온도는 가열된 도신의 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열처리
작업은 도신의 색을 판단하는 데 유리한 밤에 이루어졌다. 새롭게 제작한 대형로에 소나
무 숯을 넣어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도신을 두어 가열하였다. 전기 송풍기를 사용하여 공
기를 원활하게 주입하면서 대형로 내부의 온도를 높였다. 어느 정도 도신이 가열된 후에
는 미세한 온도 조절이 필요했으므로 부채를 사용하면서 도신의 온도를 조절하였다.
일정 온도까지 도신을 가열하여 도신이 전체적으로 붉게 된 후, 고온을 장시간 유지하
기 위해 대형로 속에 볏짚을 그대로 넣고 태웠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음날 아침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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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두었다. 일직선이었던 도신은 풀림 작업을 거친 후 좌우로 크게 휘어졌다. 풀림 작
업이 끝난 도신은 비교적 부드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형 망치로 때림으로써 뒤틀린
도신을 일직선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도신의 표면도 전기 대패를 사용해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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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대형로의 제작

<그림 98> 풀림 작업 전용의 손잡이

<그림 99> 도신의 가열

<그림 100> 단야로 속에 볏짚을 넣어 태움

<그림 101> 풀림 작업 완료

<그림 102> 도신의 좌우로 휘어짐

<그림 103> 휘어진 도신의 수정 작업

<그림 104> 도신의 표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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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토 바르기(츠치토리, 土取り) <그림 105~108>
풀림 작업이 끝나면 도신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담금질을 실시한다. 담금질 전,
도신에 특별히 제작한 점토를 바르는데 이 과정을 점토 바르기(츠치토리, 土取り)라고 한
다. 이 때 바르는 점토는 고운 진흙과 목탄가루, 지석가루를 섞은 것이며 물을 배합하여
점성을 지니게 하였다. 점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도신에 바른 뒤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신에 점토를 바르기 전에 먼저 도신에 붙어있는 기름 성분과 금속찌꺼기,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는 세정 작업이 필요하다. 도신 표면에 이러한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점토
를 깨끗하게 바를 수 없으며 설령 발랐다고 하더라도 점토가 마른 후 도신에서 쉽게 떨어
지기 때문이다. 볏짚을 하루 동안 물에 넣어 둔 다음, 이것으로 도신을 세정하였다. 볏짚
을 물에 넣어 두면 알칼리성이 되므로 도신의 표면에 묻어 있는 산 성분과 유분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손가락에도 유분이 있으므로 세정한 도신은 점토를 바르기 전까
지 손으로 잡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깨끗이 세정한 도신에 점토를 발라 나갔다. 도신을 지면과 평행하게 고정시킨 후 헤라
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도신의 한 쪽 면부터 점토를 발랐다. 점토를 바를 때 주의할 점은
도신의 부위에 따라 점토를 바르는 양이 다르다는 점이다. 점토는 도신의 양쪽 면과 등
부분에는 두껍게 바르지만 날 부위에는 매우 얇게 발랐다<그림 107>. 이것은 다음 단계인
담금질 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즉, 날 부위는 점토를 얇게 발랐기 때문에
물속에 넣어 급랭시키는 순간 빨리 식으며 이 순간 날 부위는 매우 단단하게 변한다. 이
에 반해 점토를 두껍게 바른 도신의 등 부위와 양 옆면은 날 부위에 비해 천천히 식게 됨
으로 날 부위에 비해 무른 조직이 된다. 도신의 전면에 점토 바르기가 끝난 후 점토를 건
조시키고 담금질 준비에 들어갔다.

<그림 105> 도신의 세정

<그림 106> 점토 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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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점토 바르기

<그림 108> 점토 바르기

9. 담금질(야키이레, 焼き入れ) <그림 109~115>
담금질(야키이레, 焼き入れ)은 도신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태점 이상의 온
도로 가열한 도신을 물속에 넣어 급랭시키는 열처리 작업을 말한다. 도신 제작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풀림 작업과 마찬가지로 도신의 온도는 가열된 색을 보
고 판단하기 때문에 작업은 밤에 이루어졌다.
대형로에 소나무 숯을 가득 넣고 불을 붙였다. 담금질 과정에서 사용된 숯의 크기는
4~6cm로 평소 단련 때 사용했던 6~8cm 숯보다 비교적 작은 숯을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도신에 포함된 탄소량이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불을 붙인 숯 위
에 도신을 두고 부채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서서히 도신의 온도를 높여 갔다. 단야로 속에
서 도신을 상하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신 전체가 붉게 달구어 질 때까지 가열하였
다. 이때 앞서 발라 둔 점토가 숯과 부딪히면서 도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도신이 전체적으로 붉게 달구어질 때까지 23분이 소요되었다. 이때 도신의 온도는 약
780~830℃ 정도이다. 도신 온도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후지야스 마사히라씨의 감각에 의
해 이루어졌다. 붉게 달구어진 도신을 단야로 속에서 꺼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물속으로
순식간에 넣어 급랭시켰다. 이 순간 점토를 얇게 바른 고탄소의 날 부위에는 마르텐사이
트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이 생기면서 경도가 높아지는 반면, 점토를 두껍게 바른 저탄소
이 등 부위는 날에 비해 부드러운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담금질이 완료된 후, 도
신의 날 부위만 색이 변한 것도<그림 129> 날 부위에만 경도가 높은 조직이 생겼기 때문
이다.
담금질을 마친 도신은 크게 휘어졌다<그림115>. 도신이 휘어진 이유는 가열한 도신을
물속에 넣는 순간, 날 부위에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생기면서 팽창하는 반면 도신의 등
부위는 팽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금질을 마친 도신의 무게는 5.5kg, 길이는 2,510mm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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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단야로와 담금질 준비

<그림 110> 도신의 가열

<그림 111> 도신의 가열

<그림 112> 780~830℃까지 가열된 도신

<그림 113> 물속으로 넣어 급랭

<그림 114> 물속으로 넣어 급랭

<그림 115> 담금질 후 휘어진 도신(5.5kg 2,510mm)

10. 뜨임(야키모도시, 焼き戻し) <그림 116~125>
일반적으로 담금질을 마친 도신 내부에는 응력이 잔존하며 전체적으로 경도가 높아지
게 되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담금질한 도신을 재가열하여 도신에 전체적으
로 靭性을 지니게 하는데 이 과정을 뜨임(야키모도시, 焼き戻し)이라고 한다.
뜨임 작업의 온도는 담금질보다 훨씬 낮은 200~250℃정도이기 때문에 도신을 단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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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넣지 않고 단야로 위의 불을 사용하여 가열하였다. 200~250℃라는 온도의 측정은
앞선 담금질과 마찬가지로 刀匠의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刀匠 후지야스 마사히라씨의
경우 손가락에 침을 발라 가열한 도신에 묻힌 뒤, 열에 의해 침이 증발되는 속도를 보고
도신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200~250℃까지 가열된 도신을 물속에 넣어 급랭
시킴으로써 뜨임 작업을 진행하였다. 도신이 길어 전체를 한꺼번에 가열할 수 없었기 때
문에 부분적으로 가열과 급랭 작업을 반복하였다.
한편, 담금질 작업 시 도신의 등 부위에 발라 두었던 점토의 일부가 떨어져 원하지 않
은 도신의 등 부위에 담금질 효과가 적용된 곳이 몇 군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담금
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날 부위의 경도만 높이는 것이었으므로 당초 의도와 달리 원하
지 않게 담금질 효과가 일어난 도신의 등 부위에는 가열한 銅塊를 약 1분 이상 대주었다.
이로써 담금질 효과가 발생한 곳의 온도만 상승하여 풀림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높아
진 경도를 다소 낮출 수 있었다.
뜨임 작업을 완료한 후, 담금질 후 크게 휘어진 도신을 곧바로 펴주는 작업도 실시하
였다. 소형 망치를 사용하여 도신의 등 부위만을 때림으로써 휘어진 도신을 다시 곧바로
펼 수 있었다. 열처리 과정이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도신을 가열하지 않고 작업이 진행
되었다.
도신을 곧바로 펴는 과정에서 도신에 생긴 뒤틀림을 바로 잡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목제의 대<그림 121> 위에 휘어진 도신을 올려 두고 뒤틀림을 바로 잡는 작업도 병행하였
다. 도신의 전장은 2,510mm로 당초 계획이었던 2,400mm 보다 약 150mm가 늘어났으므
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 전장을 맞추었다.
열처리 과정과 도신의 뒤틀림 수정까지 완료되면 도신의 표면을 전기사포를 사용해
정리하고 슴베의 표면도 銑을 사용해 정리하였다. 이로써 도신의 열처리 과정을 완료하
였다.

<그림 116> 단야로 위에서 도신 가열(200~250℃)

86

제24호

<그림 117> 물속에 넣어 급랭

<그림 118> 동괴로 풀림 작업

<그림 119> 휘어진 도신을 일직선상으로 제작

<그림 120> 일직선이 된 도신

<그림 121> 도신 뒤틀림을 수정하기 위해 만든 목제 대

<그림 122> 도신의 뒤틀림 수정

<그림 123> 도신 표면 정리

<그림 124> 슴베 표면 정리

<그림 125> 여분의 길이를 잘라 전장을 맞춤

11. 연마 및 완성<그림 126~128>
완성된 도신에 물을 뿌려가며 표면을 지석으로 연마하였다. 연마 과정에서 녹이 스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에는 미리 정제소다를 녹여 알칼리성으로 만들었다.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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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입자가 큰 240번 지석부터 시작하여 도신 전체를 완전히 연마한 후, 입자가 작
은 400번, 800번순으로 진행하였다.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함으로써 도신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림 126> 정제소다

<그림 127> 연마 작업

<그림 128> 완성된 도신

Ⅴ. 도신 제작 기술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도신의 제작 과정을 참고로 삼국시대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출토
된 철제 대도의 금속학적 분석 결과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철기의 탄소량의 조절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도신의 복원을 시작하기 전, 가
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탄소량이 다른 옥강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였다. 도
신의 날 부위에 고탄소의 옥강을, 등 부위에 저탄소의 옥강을 배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도 공방에서는 탄소량이 서로 다른 옥강을 분류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미즈베시」와 「코와리」과정을 실시한다. 미즈베시와 코와리는 소재를 입수한 단계에 이루
어지는 탄소량 조절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담금질을 실시하기 전, 점
토를 도신에 바르는 것도 사
실 도신의 탄소량과 관련 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점토
는 날 부위에 얇게, 등 부위
에 두껍게 바른다. 이것은 가
열한 도신을 물속에 넣어 급
<그림 129> 담금질 후 경도가 달라진 도신의 날 부위와 등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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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시킬 때 고탄소의 날 부위는 점토를 얇게 발랐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냉각되어 담금질
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에 비해 점토를 두껍게 바른 등 부위는 냉각 속도를 늦춤으로써
비교적 담금질의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담금질을 마친 도신의 표면에 경계선이 생기는 이유도<그림 129>, 탄소량을 분류하기
위해 이루어진 「미즈베시」와 「코와리」공정, 그리고 날 부위에만 분포한 고탄소의 옥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점토 바르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제 무기로써 대도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탄소량 조절과 담금질은 고대의 단야
공인에게도 중요한 과제였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도신의 날 부위와 등 부위에 탄소량이 다른 철을 배치하는 것은 삼국시대 한반
도 중남부 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대도의 금속학적 분석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된 철제 대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신의 표면 근처에
탄소 함량이 높은 조직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반면, 중심에는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낮
은 조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기능상 필요한 곳에 그렇지 않은 곳에 구별하여 실시하
는 선택적인 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아(박장식·정영동 2004: 309) 삼국시대
의 대도 제작에도 유사한 과정이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주 월산리 석곽A-45호 철제 대도와 석곽A-64호 도자도 기능적으로 강도가 크게 요
구되는 날 부위에 한하여 탄소 함량이 높은 강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등 부위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연철 소재가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날 부위에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확인
되어 담금질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정영동 외 2006: 364).
이 외 이천 설성산성에서 출토된 철제 대도(박장식 2004: 331)를 비롯해 대전 계족산성
출토 철제 대도(박장식·이성준 2003: 89), 천안 용원리 58호, 105호 토광묘 출토 철제 대
도(박장식 외 2001: 837), 금산 수당리유적 5호, 12호 석곽묘 철제 대도(박형호 외 2013:
144)에서도 유사한 조직의 구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대부분 날 부위의 강한 조직과
등 부위에 비교적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자루의 도신 내에 탄소량이 서로 다른 강철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 고분시대에 출토
된 철제 대도에서도 확인된다. 고분시대에 출토된 철제 대도를 잘라 단면에 분포하는 탄
소량의 분포를 조사해 본 결과, 도신 제작에 탄소량이 서로 다른 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그림 130>.
이처럼 서로 다른 탄소량으로 만든 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 생기는 경계선은 鳥取縣
宮內1유적 출토 철검, 岡山縣窪木藥師유적 출토 철도, 傳 今泉출토 은장대도, 岐阜縣晝飯
大塚출토 철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어(大澤正己 2003: 283), 고성능의 무기를 제작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탄소량이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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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고분시대 출토 철제 대도의 단면(俵國一 1953: 416)

위에서 언급한 삼국시대·고분시대의 대도 제작 과정에 미즈베시와 코와리 공정과 동
일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저온환원법에 의해 생
성된 저탄소의 괴련철로 우선 대도의 외형을 만든 후, 날 부위에만 침탄 작업이 이루어
지는 고체침탄법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박장식·정영동 2004:
312). 다만, 날 부위와 등 부위에 탄소량이 서로 다른 철제 대도들이 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철 내에 포함된 탄소량을 조절하는 기술은 당시에 이미 존재했
을 가능성이 크다.
탄소량 조절 기술은 대도, 철검, 철촉 등 날이 존재하고 있어 강한 경도를 필요로 하는
8)

무기의 제작만이 아니라 상감기술과 다양한 경도의 소재를 필요로 하는 철기 를 제작하
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철기의 탄소량 조절 기술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철의 소재와 관련된 문제이다. 복원 도신의 재료로 사
9)

용된 옥강(B급)은 탄소함유량에 따른 철의 분류에 따르면 강철에 해당한다 . 강철은 담금
질 작업을 통해 경도를 높일 수 있어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무기나 공구의 날에 사용되는
소재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제련 기술을 통해 생산된 철은 저온환원법에 의해 생성된

8) 고대 상감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鈴木勉 2005) 상감기술은 서로 다른 경도를 지닌 철을 사용한 기술이다. 비교적 경
도가 약해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루어진 바탕 철에 경도가 높은 끌을 사용해 홈을 파야하기 때문에 상감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탄소량의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9) 철은 포함된 탄소량에 따라 연철(0~0.2%), 강철(0.2~2%), 주철(2~4%)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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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의 괴련철, 혹은 선철을 녹여 제작한 고탄소의 주철이 대부분이다. 탄소량이 부족
하거나, 많아서 날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소재인 것이다. 강철을 획득을 위해 연
철에 탄소를 주입하거나 주철에서 탄소를 빼내는 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철
에 포함된 탄소량에 주목함으로써 공구나 무기 제작에 필수 철소재인 강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한반도 내에서 철기가 등장한 이래, 고대 공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강
철을 제작하고 획득하였는가와 관련된 製鋼法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대의 제강법으로 침탄, 탈탄, 초강법, 관강법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오산 수청동 분묘
군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6점이 炒鋼으로 제작되었다는 견해가 주목된다(신경환 외 2012:
10)

58). 초강법이란 탄소함량이 높은 鎔銑 을 용융상태로 만든 후, 탈탄제를 넣고 대기 중에
서 攪拌함으로써 용선의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강철을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어 획
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삼국시대에 초강법에 존재했는가에 관해서는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管見이지만 중국 전한시대 발생한 초강법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공주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부의 금속학적 분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佐々木稔 외 1981). 분석 결과, 철부는 철광석을 환원하여 선철을 만들고
그것을 용융상태로 탈탄하는 간접제강법으로 제조한 강, 즉 초강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
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풍납리 꺾쇠의 마연면에서 사질이 나타난 것을 근거로 당시에 초강기술이 도입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李南珪 1982: 55), 구의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부에 다량의
산화칼슘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백제 초기에 초강법의 활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
정하였다(尹東錫·李南珪 1985: 100). 고대 한반도에 초강법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인식
은 이후 통설화되었으며(노태천 2000), 각지에서 초강제 철기의 보고도 연달아 이어졌다
(신경환·장경숙 1998, 신경환 외 2012).
다만, 고대 한반도에 초강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의 근거가 모두 일치하는 것
은 아니다. 또한 금속분석학자들에 의해 오히려 초강법의 실존 여부를 부정하는 견해도
엄존하고 있다(村上英之助 1990·1992, 박장식 2003). 초강법의 존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초강로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견해가 달라 고대 초강법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강철은 연철과 주철에 비해 도구와 무기, 공구의 날 부위에 적합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철을 대량으로 직접 생산할

10) 녹인 주철을 용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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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초강법은 제철사에 있어 분명히 획기적인 기술인 것
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현재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
려운 이상, 한반도에 언제부터 초강법이 등장하였는가 혹은
이와 관련된 제강법은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지다케고분에서 출토된 대
형 두추대도의 복원 과정 중 도신의 복원 과정에 대하여 기술
하였다. 총 길이 240cm에 달하는 대형의 도신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복원 과정 도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
제들로 인해 당초 계획했었던 3개월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총 6개월간 이루어진 도신의 복원 이후, 손잡이를 비롯해 칼
집, 병두금구, 날밑, 방울의 복원이 이어졌으며 약 9개월에 걸
쳐 3m가 넘는 대형의 두추대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그림 131>.
비록 미야지다케 도신의 금속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원 과정이 고대의 도신 제작 과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도신의 제작과 관련하여 복원 과정에서 얻
은 정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철의 탄소
함유량 조절과 제강법 등 도신 제작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5.4.22) ▶심사완료일(2015.9.17) ▶게재확정일(2015.10.6)

<그림 131> 완성된 대형
두추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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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도신 제작 과정 전체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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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In this paper, we describe a restoration process of excavated a large sword blade in
Miyazidake tomb. A large sword blade as long as 240㎝ is the longest currently in Japan.
Due to unexpected problems cause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it took much more time
than originally planned 3 months.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sword blade was conducted
in the same manner as the production of a Japanese sword. It is larger than general
sword blades and a total of 30㎏ of ok-steel was used. Ok-steel was separated into ok-steel
containing a lot of carbon and ok-steel containing less ok-steel through the mizubesi and
kowari process. A lump of inner iron and 3 lumps of outer iron were made by tempering
ok-steel and these were combined to make a large lump of iron. Before putting a large
iron ingot in a heating furnace, ashes made by burning rice straw and mud were applied
to prevent ok-steel from losing weight and impurities in ok-steel were removed through
enough temper iron.
A large lump of iron made by combining a lump of inner iron and 3 lumps of outer
iron was lengthened through forge welding and the point of a sword, the blade of a knife
and crown were manufactured. And then, the sword blade was completed by going through
heat treatment of annealing and quenching, tempering in a specially manufactured large
heating furnace and then, polishing the surface.
After restoration of a long sword for 6 months, restoration of sheath, a pommel, a
sword guard and bell including a handle were followed and a long sword of more than 3m
could be completed over 9 months. We are to report the restoration process other than a
long sword through a future opportunity.
: Miyazidake tomb, a long sword, a sword blade, restoration, temper iron,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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