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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인류의 도구 사용 역사는 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 등 계기적으로 발전하였
다. 이 중 석기시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거슬러 올라가지만, 청동기시대는 세계사적으
로 볼 때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다. 청동기문화는 문자 및 도시를
발생시키는 등 세계 4대 문명을 만들었다. 철기시대는 기원전 1,500년경 서아시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철 문화가 국가를 발생시키고 로마 및 진한(秦漢) 등으로 대표되는 거
대한 세계제국을 탄생시켰다. 생각하건데 【철은 곧 국가가 된다】는 격언 그대로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긴 석기시대에 이은 죠몽시대 만기에 먼저 출현한 금속기는 철기였
다. 청동기의 출현은 현 시점에서 야요이시대 전기까지 내려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만 이들 금속기는 국산이 아니고 완제품이 한반도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1)

에서 청동기 생산이 시작되는 것은 야요이시대 중기전엽경 이지만 이 시기에는 철기의
생산도 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청동기시대가 존재하지 않고 석
기시대에서 바로 철기시대로 이행하였다. 게다가 야요이시대 중기경에 시작되는 철기의
생산도 당초는 소재를 한반도에서 수입한 것으로 생각되고, 자연에서 원료를 채광해 철
을 생산한 시기가 과연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철·철기 생산의 발전과정은 ①철기가 한국(중국)에서 전래되는 단계(제품의
박재기), ②철 소재를 수입해서 철기를 생산하는 단계(제품의 국산기), ③철기 생산에 더
해서 철 생산도 개시되고 명실공이 철의 시대로 되는 단계(제품·소재의 국산기)의 3단
2)

계가 상정되고 있다 . 제1단계가 죠몽시대 만기에, 제2단계가 늦어도 야요이시대 중기후
반에 시작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제3의 명실상부한 철기시대 개시에 대해서는 야요이시
3)

대로 보는 설과 고분시대로 보는 설 사이에 40년간의 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 이는 단순
히 제철의 기원론에 머무르지 않고 야요이·고분시대 사회를 어떤 식으로 위치 지을지,
다시 말해 문명 및 국가의 성립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와도 깊게 관련되어 온 문제이다.
이하 논쟁사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제철 기원과 전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岩永省三, 1997, 「金属器登場」, 『歴史発掘』7, 講談社, p.88.

2) 潮
 見浩, 1986, 「鉄·鉄器の生産」, 『岩波講座日本考古学』3·生産と流通, 岩波書店, p.238.
河瀬正利, 1995, 「わが国古代の鉄研究をめぐって」, 『展望考古学』, 考古学研究会, p.155.

3) 제철의 기원 논쟁에 있어서는 《川越哲志, 1993, 「日本の鉄製鍊の開始時期をめぐって-弥生製鉄存否論各説-」, 『中国地方製鉄
遗跡の研究』, 広岛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室編, 渓水杜》에 논쟁사가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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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야요이시대 기원설
4)

제철의 야요이시대 기원설은 1917년 나카야마 헤이지로(中山平次郞)설 을 효시로 하지
만 그 틀이 잡힌 것은 전후(戰後)의 일이다. 곤도 요시로(近藤義郞)는 야요이시대 청동기
주조에 목탄과 풀무가 사용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저품위
철광석 처리에 의한 소철괴의 생산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야요이시
대 후기 전국적으로 석기가 구축된 배경에 열도 각지에서 자급적 혹은 소규모의 철 생산
5)

을 상정하였다 . 오카모토 아키로(岡本明郞)도 후술의 철 소재 수입설에 반론을 제기하
면서도, 야요이시대에는 대륙·한반도에서 철 소재를 항시 공급받았으나 그것을 국내에
유통·분배하는 사회적·정치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역시 야요이 후기 전
6)

국적인 석기 소멸의 배경에 철 제련의 존재를 상정하였다 .
이와 같은 야요이 기원설을 오늘날과 같은 식으로 전개해 온 것은 시오미 히로시(潮見
浩)·카와고에 테츠시(川越哲志) 등이다. 먼저 시오미는 철 및 철기 생산이 일관된 작업
체계로 이루어진다는 점, 야요이시대 중기전엽 이후 국산으로 보이는 철기가 출현하는
점, 후기에 주요한 석기류가 소멸되고 철기가 급증하는 점 등에서 철 생산이 철기 생산
7)

과 거의 동시기인 야요이시대 중기전엽에 개시되었다고 한다 .
다음 카와고에 테츠시도 나카야마 헤이지로의 야요이 기원설 제창 이래의 논쟁을 정리
하고, 철기 사용과 철 생산 사이에 극단적인 시기 차이를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판
상철부에서 대상철부(袋狀鐵斧)로의 전환이 전국에서 큰 지역차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야요이시대에는 수입 철 소재를 열도 각지에 항시 공급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었
다는 점, 야요이시대 청동기 주조에는 목탄의 존재가 불가결하다는 점, 히로시마현 미하
라시(三原市) 코마루(小丸) 유적 제철로가 야요이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 등 여
8)

러 가지 증거를 들어 야요이시대 중기후반설을 주장하였다 .
나아가 마츠이 카즈유키(松井和幸)는 야요이시대 철기 제작 배경에 한반도에서의 기술
자 집단 도래를 상정하고, 그들이 동시에 철 생산 기술도 야요이인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

4) 中山平次郎, 1917, 「九州北部に於ける先史原史両時代中間期間の遺物に就いて」, 『考古学雑誌』7-10·11, 8-1·3.
5) 近
 藤義郎, 1960, 「鉄製工具の出現」, 『世界考古学体系』2·日本Ⅱ·弥生時代、平凡社, p.41.
近藤義郎, 1962, 「弥生文化論」, 『岩波講座日本歴史』1·原始および古代1, 岩波書店, pp.185~186.

6) 岡
 本明郎, 1961, 「弥生時代における金属生産の技術的·社会的諸問題 -岡山県赤磐郡熊山町弥上出土の鉄塊に関連しての一
試論-」, 『古代吉備』4.
7) 潮見浩, 1986, 前掲, pp.240∼242.

8) 川越哲志, 1993, 前掲. 川越哲志, 1968, 「鉄および鉄器生産の起源をめぐって」, 『たたら研究』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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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고 그 시기를 후기의 대륙계 마제석기류 소멸 전단계인 중기후반경으로 추정하였다 .
이와 같이 야요이시대 기원설은 주로 히로시마대학 문학부 고고학연구실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Ⅲ. 고분시대 기원설
이에 대해 고분시대 기원설은 1956년 오카자키 타카시(岡崎敬)의 문제 제기로 시작되

었다. 즉 오카자키는 야요이시대 나가사키현(長崎縣) 이키군(壱岐郡) 하루노츠지(原の

辻)·카라카미(唐神) 양 유적 출토 철봉상(鐵棒狀)·판금상(板金狀) 철기를 철지금(鐵
地金-소재)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변진조(弁辰條)의 「나
라에서 철을 생산한다. 한·예·왜가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을 사용
해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기사 및 야요이시대 동(銅) 제련이 행해졌
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서 ‘동보다 더 고온을 필요로 하는 철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
10)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였다 . 오카자키의 제언에는 ‘금후의 조사를 기
다리고 싶다’는 신중한 유보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고분시대 기원설로 확립한 것은 모리
코이치(森浩一)이다. 모리는 먼저 일본 기나이(畿內) 지방과 한반도 남부 5·6세기 고분
등에서 출토되는 철정(鐵鋌)을 철 소재(地金)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양자의 유사성 및 앞
『위지』의 기사 등으로 보아 이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3기(고분시대 중기) 이전의 철 소재는 대부분 한반도 남부에 의존하였고, 국내 철 자원
11)

개발에 착수한 것은 제4기(6·7세기)라고 하였다 .
이러한 고분시대 기원설을 금속학적 방법에 의해 크게 진전시킨 사람은 오자와 마사
미(大澤正己)이다. 먼저 오자와는 고대 철 및 철기 생산에 대해서 다음의 네 가지 공정을
상정하였다.
① 채광 : 자연에서 철의 원료가 되는 사철 또는 철광석을 채취하는 작업
② 제련 : 사철 및 철광석에서 함유철분을 추출하고 정련하는 야금학적 반응조업
③ 정련단야 : 대단야(大鍛冶)라고도 하며, 금속의 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용탕 및 환원철에서 산화물·가스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조업
④ 단련단야 : 소단야(小鍛冶)라고도 하며, 정련단야에서 생산된 철을 가열해 단련을 반복하고 가공 성품화(成品化) 하는 작업

9) 松井和幸, 1986, 「鉄生産の問題」, 『論爭·学説日本の考古学』4·弥生時代, 雄山閣出版, pp.132~133.

10) 岡
 崎敬, 1956, 「日本における初期鉄製品の問題 -壱岐ハルノツジ, カラカミ遺跡発見資料を中心として-」, 『考古学雑誌』
42-1.
11) 森浩一, 1959, 「古墳出土の鉄鋌について」, 『古代学研究』21·22合併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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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분 출토 철재를 성분 분석해 그들을 ②공정의 제련재, ③공정의 정련단야재,
④공정의 단련단야재로 각각 분류하고, 제련재의 첫 사례가 5세기 중엽경의 오카야먀현
츠야마시(津山市) 오시이리니시(押入西) 1호분, 5세기 후반경의 후쿠오카현 우루자키(閏
崎) 유적이라는 점, 6세기 중엽경을 기점으로 단야재에서 제련재로 변화하는 점, 거기에
환원제로서의 목탄을 제조하는 탄요와 스에키요 등이 기술적으로 관련되는 점 등에서 우
12)

리나라 철 제련 개시는 5세기 중엽경, 그 성행은 6세기 중엽경 이후로 결론 내렸다 . 오
자와(大澤)의 이러한 설은 이후 사사키 미노루(佐々木稔)

13)

나자와 요시노리(穴沢義功) ·아즈마 우시오(東潮)
14)

15)

등의 야금학 연구자 외에 아

등 고고학 연구자 사이에서도 넓

게 수용되고 있다.

Ⅳ. 고분시대 획기설
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양 설을 토대로 하여 철 생산의 야요이시대 기원을 인정하면
서도 고분시대 제철사상의 획기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노미노 스쿠네(野上丈助)는 철정(鐵鋌) 대량 매납현상 등의 검토를 통해, 야요이
시대 이래 저품위 광석을 원료로 하는 소규모 생산과는 별도로, 한반도 남부에서 행해져
온 사철 제련기술이 대륙공인 도래의 하나로서 5세기 중엽경 전래되어 우리나라 사철 생
16)

산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
시라이시 다이치로(白石太一郞)는 야요이시대 소규모 또는 낮은 기술의 철 생산 가능
성을 인정하는 전제로, 5세기에도 많은 양의 철 소재를 한반도 남부에 의존했다라고 하
17)

는 다소 변칙적인 철기시대로 보고, 본격적인 철 생산은 6세기 이후로 평가하였다 .

미츠나가 신이치(光永真一)는 키비(吉備) 지방으로 범위를 한정짓기는 하지만, 야요이

시대 자급적인 소규모 생산을 인정하면서도, 6세기 후반 광석 제련·장방형 상형로·횡
구부탄요를 세트로 하는 신기술이 한반도에서 비츄(備中) 남부로 먼저 전해지고, 이것이
12) 大
 澤正己, 1982, 「大蔵池南製鉄遺跡を中心とする製鍊滓·鍛冶滓の検討」, 『糘山遺跡群IV』, 久米開発事業に伴う文化財調査
委員会. 大澤正己, 1983, 「古墳出土鉄滓からみた古代製鉄」, 『日本製鉄史論集』, たたら研究会.
		 大澤正己, 1987, 「古代鉄生産 -金属学的見地からのアプローチ-」, 『日本古代の鉄生産』, たたら研究会 등.
13) 佐
 々木稔, 1984, 「古代日本における製鉄の起源と発展 -自然科学的研究の立埸からのアプローチ-」, 『季刊考古学』8, 雄山閣
山版.
14) 穴沢義功, 1984, 「製鉄遺跡からみた鉄生産の展開」, 『季刊考古学』8, 雄山開出版.

15) 東潮, 1987, 「鉄鋌の基礎的研究」, 『考古学論攷』12,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pp.114·136~138.

16) 野上丈助, 1968, 「古墳時代における鉄および鉄器生産の諸問題」, 『考古学研究』15-2..
17) 白石太一郎, 1991, 「総論」, 『古墳時代の研究』5, 生産と流通Ⅱ, 雄山閣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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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사철로 바꾸면서 키비 각지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철의 중심이 원
18)

료를 풍부하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미마사카(美作)에 그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이다 .
무라카미 에이노스케(村上英之助)는 야요이시대 후기 맹아적 국내 철기 생산 개시를
먼저 인정한 후 본격적인 철 생산은 5세기경으로서, 이러한 일본에서의 철기 사용 개시
와 본격적인 철 생산 개시 사이에 극단적인 시기 차이가 있는 것은 왜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긴 청동기시대를 가진 중국대륙 및 한반도는 양질의 자연동이 고갈되어 좀
더 생산비용이 드는 유화동의 이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으나 청동기시대를 가지지 않
은 일본은 생산비용이 낮은 자연동이 풍부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비교우위
재로 일본이 동(銅), 대륙·한반도가 철(鐵)을 생산하는 국제적 분업이 실시되었다고 보
19)

는 것이다 .

하나다 카츠히로(花田勝広)는 야요이시대 북부큐슈 등 한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제철조

업이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철 소재는 한반도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
리고 본격적인 철 제련은 5세기 왜정권의 비호 아래 도래공인에 의한 상형로 도입 이후
20)

라고 본다 .
이러한 고분시대 획기설은 전술한 2개설의 절충설이지만 전면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
니라 아직 문제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Ⅴ. 기원 논쟁의 문제점
이상 일본에서의 제철 기원을 둘러싼 제설(諸說)을 소개하였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
면, 필자는 기본적으로 제3의 입장, 즉 ‘고분시대 획기설’에 향후의 전망을 내다본다. 하
지만 이 입장은 무라카미(村上)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야요이시대 철 생산
을 굉장히 낮게 평가해 사실상 고분시대 기원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무라
카미는 비교우위재(比較優位財)에 의한 국제분업론을 원용(援用)하지만, 이러한 근대자
본주의 사회의 경제원리로 원시·고대 사회를 이해한다고 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국
제분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로 고분시대의 획기를 인정할 수 있
을지 그 이유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야요이시대 철 생산의 일정부분
전개를 인정함과 동시에 새롭게 고분시대의 획기를 지적하고자 한다.
18) 光永真一, 1992, 「製鉄と鉄鍛冶」, 『吉備の考古学的研究』下, 近藤義郎編, 山陽新聞社, pp.255~257.

19) 村上英之助, 1994, 「日本古代の金厲生産とリカード·モデル -銅と鉄との国際分業仮説-」, 『考古学研究』41-3.
20) 花田勝広, 1997, 『銅から鉄へ -古墳時代の製鉄と鉄器生産-』, 銅鐸博物館(野洲町立歴史民俗資料館),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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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히로시마현 코마루(小丸)유적의 연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보고서대로 코
마루유적 제철로가 야요이시대 후기 유적이라면 기원논쟁 그 자체는 종결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코마루유적은 미츠기가와(御調川)의 지류 야하타가와(八幡川) 우안(右岸)
의 표고 190~200m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히로시마현 매장문화재조사센터에 의해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야요이시대 후기 수혈주거·집석유구, 야요이~고분시대 토광묘, 고대
말~중세 토광묘, 제철로 등이 확인되었다. 제철로는 2기 모두 노상부(爐床部)가 조사되
었다.
SF1호는 직경 약 50㎝, 깊이 약 25㎝의 원형 절구 형태를 띠고, 좌우에 직경 40㎝ 내지
60㎝ 정도의 폐재갱(廢滓坑)을 수반한다. 야요이 토기편 2점이 출토되었다. SF2호는 구
릉 사면을 절삭해 조성한 평탄면 중앙에 위치한다. 직경 45㎝, 깊이 50㎝의 원통 모양이
며, 벽 내면에 두께 4~5㎝의 점토를 윤적(輪積)해 쌓아 올렸다. 노의 좌우에는 20㎝ 정도
의 폐재구(廢滓溝)를 가진다. 노의 작업면 위에서 야요이 토기편 2점과 스에키편 1점이
출토되었다. 노의 형태는 모두 원통형 수형로(竪形爐)로 분류되고, 광석의 출토 및 철재
의 화학분석 등을 통해 광석 제련로로 판정되었다. 작업면의 유무 및 노상(爐床) 벽면의
구조 등에서 SF1호가 좀 더 오래된 형태를 보여준다. 방사성탄소측정법에서는 SF1호 노
상 하층 출토 목탄이 1,240년±170년BP, A군 폐재갱 출토 목탄이 1,710년±170년BP, B
군 폐재갱 출토 목탄이 1,640년±150년BP, SF2호 노상 매몰토 상층 출토 목탄이 1,230년
±220년BP라는 연대로 판정되었다. 조사를 담당한 마츠이(松井)는 이러한 연대측정 및
21)

유구의 형태 등에서 SF1호를 3세기, SF2호를 7세기경으로 비정하였다 .
이러한 조사담당자의 견해에 대해, SF2호를 스에키의 출토 및 방사성탄소연대에서 7세
기경으로 보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SF1호의 시기를 3세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SF1호와 SF2호 사이에는 작은 계곡이 있기는 해도 근접한 위치에 있어 전혀 다
른 시기의 제철로가 우연히 같은 위치에 소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 노의 형태가 SF1호가 SF2호보다 선대(先代)의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SF1호는 상
부가 상당히 삭평된 것으로 보여 SF2호와의 엄밀한 비교는 곤란하다. 또한 2기 모두 원
통형 수형로로 분류되는 것이고, 만약 SF1호가 약간 더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400년의
연대차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연대결정에 하나의 근거가 되었던 야요이 토기는 제
철유구가 야요이시대 취락의 한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층유구로부터의 혼입 가능성
이 있다. 방사성탄소측정법에 의한 연대도 3세기와 8세기 2개가 판정되고 있어, 3세기로

21) 松
 井和幸, 1994, 「小丸遺跡」, 『山陽自動車道建設に伴う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 (Ⅺ)』, 財団法人広島県埋藏文化財調査セン
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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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하는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코마루유적 제철로를
야요이시대 기원설의 결정적 증거로 보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고분시대 기원설의 기초가 되고 있는 오자와의 ‘고분공헌 철재론(古墳貢獻
鐵滓論)’을 검토한다. 이 방법에 의한 오자와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제련재가
5세기 중엽인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확실히 철재의 화학분석에 의한 제철 기원 탐구는
탁월한 방법 및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제에는 오자와의 4단계에 걸치는 제철
공정의 복원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공정은 주로 근세 타타라부키 제철에서 복원된 기술
이고, 이것이 일본 제철사의 초창기 모습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키요나
가 우치다(淸永欣吾)는 6세기 대규모 제철 이전단계에는 제련과 단야가 미분화된 제철기
술을 상정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에서는 오자와가 말한 제련재가 생성되지 않는다
22)

고 하였다 . 마츠이(松井) 및 무라카미(村上)도 고분시대 이전에는 정련단야·단련단야
23)

가 미분화된 공정을 상정한다 . 키요나가(淸永)가 상정하는 바와 같은 원시적인 기술도
이론적·실증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향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고분시대 기원설의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철정(鐵鋌)의 문제로 옮겨 가고
자 한다. 철정에 대해서는 화폐설도 있지만 화폐 기능을 가진 철 소재로 보는 아즈마(東)
24)

의 정리 가 타당할 것이다. 1991년 아즈마가 집성한 바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 77개소
유적 2,285점 이상, 기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28개소 유적 1,147점 이상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고분 부장품으로서 출토되고, 시기적으로는 5세기
25)

전엽경에서 6세기 중엽경의 범위에 한정되고 있다 . 고분시대 기원론자는 이러한 철정
이 철 제련의 소재로서 한반도로부터 수입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요이시대 기원론자인 시오미(潮見)는 철정을 국산품으로 보고, 이것을 부
장하는 고분 피장자가 철 생산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
26)

라, 공납이라는 형태로 철 소재의 집중화를 꾀했던 것으로 본다 . 하지만 아즈마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이 형태 및 운반·곤포(梱包) 방법의 일치 등으로 볼 때, 일본 출토 철정의

22) 森
 浩一, 1994, 『森浩一対談集 古代技術の復権』, 小学館ライブラリ- 小学館(初出は 1984年), pp.227·228에서 키요나가
우치다(消永欣吾)의 발언.
23) 松井和幸, 1991, 「鉄と鉄器生産」, 『古墳時代の研究』5, 生産と流通Ⅱ, 雄山閣出版. p.16.
		 村上恭通, 1994, 「弥生時代のおける鍛冶遺構の硏究」, 『考古学研究』41-3, pp.71~72.
24) 東潮, 1987, 「鉄鋌の基礎的研究」, 『考古学論攷』12、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p.98.
25) 東潮, 1991, 「鉄素材論」, 『古墳時代の研究』5, 生産と流通Ⅱ, 雄山閣出版.
26) 潮見浩, 1986, 「鉄·鉄器の生産」, 前褐,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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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부분이 한반도에서 공급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야요이시대
이래 국내에서의 철 생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나자와(穴沢)는 고분시대의 철 소

재로서 철괴계유물에 주목한다. 이것은 외견상 철재이지만 무게의 3할 이상 철분을 함유
하는 순도 높은 것이다. 제철조업 중 생성된 철재가 섞여있는 해면상 대철괴(大鐵塊)를
28)

평균 5g 정도까지 파쇄해 소재로 했다고 상정되고 있다 . 이러한 철괴계유물이 언제까
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철 소재의 하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키요나가(淸永)는 나라현 소재 고분 출토 철도검류 106점의 화학분석에 기초해 다음과
29)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
① 도검류에는 코발트·니켈·동 등의 불순물이 적은 4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一群)과 불순물이 많은 5·6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이 있으며, 양자는 원료 산지가 서로 다르다.
② 양군(兩群) 모두 사철 이외의 원료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불순물이 많은 일군의 원료는 한반도 남부에서 수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키요나가는 4세기 철기의 소재는 국산이고, 5세기가 되면 철
의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다량의
소재를 수입하게 되고, 6세기에는 그러한 소재 수입과 함께 새로운 제련기술도 전래되었
30)

다고 이해한다 .
이러한 키요나가(淸永)의 연구를 참조한다면 5세기에 들어와서 국산 자원의 부족을 보
완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재가 철정으로 이해된다. 철정의 출토는 5세기 전엽경부터 6세
기 중엽경까지로 한정되고, 한편으로 기나이 지방에 집중 분포하는 것은 왜정권의 특정
수요를 위한 철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야요이시대 이래 철 소재의 일반
적 형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것을 『위지(魏志)』 동이전 변진조 기사와 연결
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사는 3세기경 일본이 한반도 남
부에서 철을 수입했다고 하는 한정적인 사실을 보여줄 뿐, 그것을 국내에서의 철 생산을
부정하는 사료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 생산이 야요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관계없이 5세기에 한반도에서 철 소재가 대량으로 수입되었다고 하는 것
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으로 고분시대 전반기에 대량의 철 소재가 수입되었다고

27) 東潮, 1991, 前掲, p.34, 다만 아즈마 우시오(東潮)는 6세기 전반의 철정(鐵鋌) 국산화를 인정한다.

28) 古代を考える会, 1991, 『河内·大県遺跡周辺の鉄·鉄器生産の検討』, pp.62~63에서 아나자와 요시노리(穴沢義功)의 발언.

29) 淸
 永欣吾, 1983, 「奈良 県下の古墳より出土した 鉄刀 剣の化 学分析」, 『考古 学論攷』9, 奈良 県立 橿原考古 学研究所,
pp.89∼91.
30) 森浩一, 1994, 前掲, pp.225〜227에서 키요나가 우치다(淸永欣吾)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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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내에서의 철 생산 미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 고분시대 기원설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야요이시대 기원론자가 강
조하는 제련과 단야의 일체성 및 야요이 후기 주요한 석기 소멸 등의 상황증거를 모아
본다면, 기원 문제에 한해서는 카와고에(川越)의 지적대로 아무래도 야요이시대설에 승
31)

기가 높아지는 것 같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시대 기원설의 의미가 소멸하
는 것은 아니다.
아나자와는 고대 제련로의 형식을 장방형 상형로(箱形爐)와 반지하식 수형로(竪形爐)

로 크게 이분하고, 전자는 북큐슈·주고쿠(中国) 지방을 중심으로 기나이(畿內)·호쿠리

쿠(北陸)·남칸토(南関東)에 분포하며 5세기부터 시작된 철 생산의 일익을 담당한 것에
비해, 후자는 나라시대 초두부터 헤이안시대 말기에 걸쳐 중부큐슈·호쿠리쿠(北陸)·

칸토(関東)·도호쿠(東北)에 분포하며 자급적인 생산을 중심으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장방형 상형로가 국가적인 수탈에도 견딜 수 있는 높은 생산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근세
32)

타타라 노의 조형이 되었다고 본다 .
이러한 장방형 상형로는 야요이시대 이래의 제철기술이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던 것이 아니라, 풀무(鞴)에 의한 송풍장치, 환원제로서의 횡구부탄요 등

을 세트로 하는 새로운 기술체계가 한반도에서 전래되어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한국
경상남도 울주 검단리유적 무문토기시대 환호취락의 일각에서 조사된 2기의 횡구부탄요
33)

는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우리나라 탄요의 조형(祖型)으로 생각된다 . 야요이시대 이래
의 철 생산은 수장제 아래의 소규모 또는 자급적인 생산체제이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
킬 수 있는 조건은 결여되어 있었다. 철 생산의 대규모 전개와 국가의 형성은 연동해 있
고, 국가적 분업과 함께 철 생산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Ⅵ. 고분시대 획기의 시기
이상 일본에서 제철의 기원은 야요이시대에 있기는 하나, 근세 타타라부키 제철에 이
르는 제철사의 획기가 고분시대에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고분시대를 획기로
보는 점에서는 일치하면서도, 논자에 따라 그 시기를 5세기 중엽경으로 하는 설과 6세기
후반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기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철 생산과 국
31) 川越哲志, 1993, 前掲, p.305.

32) 穴沢義功, 1984, 「製鉄遺跡からみた鉄生産の展開」, 『季刊考古学』8, pp.48·50.
33) 鄭澄元·安在浩, 1990, 「蔚州檢丹里遺跡」, 『考古学研究』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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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분업의 내용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고분시대 획기의 시기와 내용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5세기설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5세기 중엽경의 오카야마현(岡山縣) 츠야마시(津山市) 오시이리니시(押入西) 1호분과 5세기 후반경의 후쿠오카현(福岡縣)
키타큐슈시(北九州市) 우루자키(潤崎) 유적에서 제련재가 출토된 점34)
② 교토부(京都府) 야사카쵸(弥栄町) 엔죠(遠所) 유적에서 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철용 목탄요가 조사된 점35)
③ 제철 원료의 환원제로서 목탄의 소성은 스에키요와 기술을 같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에키요가 출현하는 5세기 전반에
그다지 뒤떨어지지 않는 목탄요도 출현했다고 추정되는 점36)

이 중 ①의 우루자키 유적 철재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련재로 보는 사사키(佐々木)의 견
37)

해 도 있지만, 오자와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야요이시대 기원설에
서면 5세기에 제련재가 존재한다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초 오자와의 연구
에 의하면 고분 공헌철재가 단야재에서 제련재로 크게 변화하는 것은 6세기 후반경이다.
기원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애매하게 되었지만, 오자와가 착목한 6세
기 후반경의 획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②의 엔죠유적에서는 5기의 제철로, 30기의 단야로, 218기의 탄요·소토갱이 조사되었
다. 이들은 주로 6세기 후반경과 8세기 후반경 유구이지만, 이 중 2기의 탄요가 5세기 말
내지 6세기 초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탄요는 등요(登窯) 형태의 것으로, 초기
제철로에 종종 수반하는 횡구부탄요는 아니다. 이 유적의 제철로 그 자체는 6세기 후반
경 이후에 보이는 것이고, 그 시점을 획기로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③의 스에키요와의 공통성도, 그것이 등고선에 직교하는 등요상을 가지는데 대해 등고
선에 평행하는 횡구부탄요와는 기술을 다르게 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편 철 생산을 직접 보여주는 제철유적에 대해서는 상술한 엔죠 유적 외에 오카야먀

현 쿠메쵸(久米町) 오죠이케미나미(大蔵池南) 제철유적, 소자시(総社市) 센비키카나쿠로

타니(千引カナクロ谷) 제철유적, 츠야마시 미도리야마(緑山) 유적 등에서 제철로가 조사

되었고, 뒤의 두 유적에서는 횡구부탄요가 공반되었다. 제철로는 주로 장방형이지만 일
34) 大澤正己, 1987, 前掲.
35)
		
		
		

財団法人京都府埋蔵文化財調査研究センター, 1990, 『弥栄町遠所遺跡群Ⅱ』, 現地説明会資料.
増田孝彦, 1991, 「丹後の古代鉄生産」, 『京都府埋蔵义化财論集』2.
増田孝彦, 1993, 「遠所遺跡群」, 『京都府埋蔵文化財情報』48.
増田孝彦·岡崎研一他, 1997, 『京都府遺跡調査報告書21(遠所遺跡)』, 財団法人京都府埋蔵文化財調査研究センター.

36) 大澤正己, 1993, 「韓国の鉄生産 -慶州市所在隍城洞遺跡概報に寄せて-」, 『古代学評論』3, 古代を考える会, p.104.
		大澤正己, 1984, 「考古遺物に対する金属学的調査手法について -鉄塊·鉄製品を中心に-」, 『埋藏文化財研究会 第16回硏究
集会発表要旨』.

37) 古代を考える会, 1984, 「古代鉄生産の検討」, 『古代を考える』36, pp.56~57에서 사사키 미노루(佐々木稔)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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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형도 있다. 평면은 장변 60~120㎝, 단변 40~90㎝ 정도이고, 높이는 알 수 없지만 8
38)

세기 오카야마현 카모쵸(加茂町) 키나자코(キナザコ) 제철유적 에서는 벽체 두께 15㎝,
노 높이 65㎝ 정도로 복원된 바 있다. 구릉 사면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고, 장변의
양측 내지 편측에 풀무가 설치되었다.
횡구부탄요는 전체 길이 6~10m, 폭 60㎝ 전후로, 한쪽 방향에 분구(焚口), 다른 방향에
연도(煙道)를 가지며, 한쪽 측벽에 다수의 횡구를 가진 반지하식 요이다. 이들은 대부분
구릉 사면에 조성되었으며 주축을 등고선과 평행시킨 것이 많다. 이러한 요는 제련 시
환원제로서의 목탄(백탄)을 소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골짜기 쪽 측벽에 있는 횡구는 적
열(赤熱)한 목탄을 가마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재를 덮어 소화시키는 목적의 유출
39)

구로 추정된다 .
다음으로 이들 제철로·탄요 중 시기가 가장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검토해 본다. 쿠메
쵸 오죠이케미나미 제철유적은 요시이가와(吉井川)의 지류, 쿠메가와(久米川)와 시토리
가와(倭文川) 사이에 있는 스쿠모야먀(糘山) 독립구릉의 서쪽 가장자리로, 표고 180m의

구릉 서사면에 위치한다. 1980년 쿠메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재조사위원회에 의해 발굴조
사가 실시되어, 7개 층의 작업면과 각 층위에 공반한 제철로가 조사되었다. 이들은 제1
작업면·1호 노가 가장 늦고, 이하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의 각 작
업면·제철로 순서로 시기가 올라간다(다만 3호 노는 미확인). 노는 단지 하부만 잔존하
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내지 말각장방형이다. 규모는 장변 90~175㎝(평균 124㎝), 단변
50~80㎝(평균 65㎝)이다. 제3작업면에서 출토된 노벽편에는 직경 약 3㎝의 송풍공을 갖
는 것이 있다. 따라서 3호 노에는 송풍장치를 설치했음이 분명하다. 모든 노에서 특별한
방습장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노의 주위에서는 작업대, 연료 적치장(積置場), 폐재장(廢滓場) 등이 조사되었다. 제
7작업면 하층에서 2개 층의 작업면이 추가로 확인되었지만 미발굴 상태로 현상보존 되
었다. 가장 늦은 제1작업면에서 스에키 배(杯)가 출토되었고, 그 시기는 6세기 말 내지 7
세기 초두경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조업의 최종 시기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 제1
작업면 하층에 8개 층의 작업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업 개시 시기는 6세기 후반경까지
40)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

38) 近藤義郎·宗森英之, 1979, 『キナザコ製鉄遗跡』, 加茂町教育委員会.
39) 兼康保明, 1981, 「古代白炭焼成炭窯の復原」, 『考古学研究』27-4.

40) 森田友子, 1982, 『糘山遺跡群Ⅳ』, 久米開発事業に伴う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4, 久米開発事業に泮う文化財発掘調査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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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시 센비키카나쿠로타니 제철유적은 아시모리천(足守川) 우안의 표고 150m 구릉
남사면에 위치한다.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소자시교육위원회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
시되었고, 제철로 4기와 횡구부탄요 2기가 확인되었다. 제철로는 모두 하부구조만 알려
져 있을 뿐이다. 1호 제철로는 장변 140㎝, 단변 120㎝, 깊이 35㎝의 말각방형을 띤다.
2호 제철로는 한 변 110㎝의 방형이며, 그 주위에 ‘コ’자상의 구를 배치하고 남-북 약 5m,
동-서 약 8m의 작업면을 형성하였다. 3호 제철로는 100×90㎝, 깊이 30㎝의 방형을 가진
다. 4호 제철로는 장변 180㎝, 단변 120㎝, 깊이 40㎝의 장방형이며 주위에 ‘U’자상의 암
거를 둘렀다. 이 유구들에서 꽤 많은 양의 철광석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제철의 원료는
철광석으로 보인다. 노의 조업 순서는 유구의 토층관계 등으로 보면 4호→2호→3호 순서
인데, 1호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유적의 시기는 반출된 스에키 개배(蓋杯)로 보아 6세
41)

기 후반 내지 말엽경으로 생각되고 있다 .
츠야마시 미도리야마 유적은 요시이가와(吉井川)의 지류 카모가와(加茂川) 우안 표고
190m 전후의 구릉 서사면에 위치한다. 1983·1984년 츠야마시교육위원회에 의해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고, 제철로 2기, 탄요 9기 등이 조사되었다. 1호 제철로는 장방형 상형로
로, 개략적으로 장변 90㎝, 단변 60~70㎝, 높이 70~80㎝, 벽체 두께 15㎝로 복원되었다.
노의 하부구조는 산쪽 장변에 2매의 판석을 나란히 세워 평탄면을 형성하고, 그 면에 가
열·소성해 회가 섞인 흙에 점질토를 깔고 굳혀 노상(爐床)으로 하였다. 노 단변 양쪽에
는 직경 1m 정도의 배재혈(排滓穴)이 설치되고, 거기에서 계곡 방향으로 ‘ハ’자형의 배재
구가 만들어졌다. 노 장변 바깥쪽에는 풀무자리로 상정되는 평탄면이 있다. 2호 제철로
는 1호 노의 북동 약 25m에 위치하며, 장변 90㎝, 단변 65㎝ 정도의 장방형 상형로로 추
정되고 있다. 이들 2기는 모두 사철 제련로이다.
1호 탄요는 유구군의 가장 낮은 지대에 축조되었다. 소성부 길이 68㎝, 소성부 상면 너
비 50㎝, 측벽 높이 70㎝로, 주축을 등고선과 사행(斜行)시킨다. 서쪽에 분구, 동쪽에 연
도가 있으며, 횡구는 7공, 바닥면 경사각은 약 9°이다. 2호 탄요는 1호 탄요의 동북 위쪽
약 14m에 위치한다. 소성부 길이 7.2m, 바닥 너비 50~60㎝, 측벽 높이 약 80㎝이고, 주
축을 등고선과 거의 평행시켰다. 서쪽에 분구, 동쪽에 연도가 있으며, 횡구는 7공, 바닥
면 경사각은 약 4°이다. 6호 탄요는 2호 탄요의 북쪽 위쪽 약 4m에 위치하며, 1호 제련로
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소성부 길이 6.7m, 너비 약 40㎝, 측벽 현재 높이 약 40㎝이
다. 주축을 등고선과 거의 평행시켰다. 서쪽에 분구, 동쪽에 연도가 있으며, 횡구는 모두
7공, 바닥면 경사각은 8.5°이다.
41) 村上幸雄·武田恭彰·前角和夫, 1991, 「岡山県総社市千引遺跡群」, 『日本考古学年報』42, 日本考古学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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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탄요는 6호 탄요의 동북 위쪽 약 10m에 위치하며, 유구군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다. 소성부 길이 10.3m, 바닥 너비 80㎝, 측벽 높이 90㎝이다. 주축을 등고선과 거의 평행
시켰다. 북서쪽에 분구, 남동쪽에 연도를 가지며, 횡구는 10공이고 바닥면 경사각은 2.4°
이다. 4호 탄요는 5호 탄요의 북측 위쪽 방향 약 4m에 위치한다. 소성부 길이 9.5m, 바닥
너비 60㎝, 측벽 높이 70㎝이다. 주축을 등고선과 약간 사행시켰다. 북서쪽에 분구, 남동
쪽에 연도를 가지며, 횡구는 8공이고 바닥면 경사각은 약 5°이다. 이 요는 북서부를 폐기
하고 소성부 길이 약 6m, 바닥 너비 50㎝로 축소시켰다. 3호 탄요는 4호 탄요의 북동 위
쪽 약 5m에 위치한다. 소성부 길이 7.7m, 바닥 너비 약 60㎝, 측벽 높이 70㎝이다. 주축
을 등고선과 약간 평행시켰으며, 북서쪽에 분구, 남동쪽에 연도를 가진다. 횡구는 8공이
고 바닥면 경사각은 약 5.5°이다. 8호
탄요는 3호 탄요의 북동 위쪽 약 5m
에 위치한다. 2호 제철로 조성에 의해
분구 부근이 파괴되었다. 소성부 추정
길이 7.3m, 바닥 너비 60~70㎝, 측벽
높이 50㎝이다. 주축을 등고선과 약간
평행시켰다. 남동쪽에 연도를 가지며,
횡구는 7공이고 추정 바닥면 경사각은
7.2°이다.
9호 탄요는 8호 탄요의 북동 위쪽 약
4m에 위치하며, 7호 탄요 조성에 의해
크게 파괴되었다. 소성부 길이 6.9m,
바닥 추정 너비 40㎝, 측벽 높이 70㎝
이다. 주축을 등고선과 사행시켰으며,
북서쪽에 분구, 남동쪽에 연도를 가진
다. 횡구는 7공이고 추정 바닥면 경사
각은 9°이다. 7호 탄요는 9호 탄요의
북동 약 2m에 위치하며, 유구들 중 가
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소성부 길이
6.4m, 바닥 너비 50㎝, 측벽 높이 50㎝
이다. 주축을 등고선과 사행시켰으며,
북서쪽에 분구, 남동쪽에 연도를 가진
다. 횡구는 6공이고 바닥면 평균 경사

54

제44호

<그림 1> 츠야마시 미도리야마유적 유구 분포도

각은 약 9°이다.
이 탄요들은 토층관계 및 바닥면 경사각으로 보아 5호→4호→3호→8호→9호→2호→
7호의 조성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는 출토된 스에키·하지키로 보아 6세
42)

기 후엽경에서 7세기 후엽경에 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의 유적은 모두 6세기 후반 내지 말엽경의 시기로, 현재의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철유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1994년 카와세 마사토시(河瀨正利) 등
에 의해 발굴조사된 제철로가 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히로시마현(廣島縣) 호에이쵸(豊栄町) 미도로(見土路) 유적에서 조사된 제철로로, 산 사

면을 ‘L‘자상으로 삭평해서 형성한 평탄면에 조성되었으며, 길이 약 4m, 너비 약 1.5m,
높이 약 1m의 배 밑바닥 모양(舟底狀) 성토를 노상으로 하고, 그 좌우에 너비 20㎝, 깊이
70㎝ 정도의 작은 배 모양(小舟狀) 구가 설치되어 있다. 노의 장변 위쪽에 풀무터로 보이
는 방형의 약간 높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둘러싸는 4개소의 주혈이 있다. 풀무터 서쪽
에는 사철 적치장, 동쪽에는 탄치(炭置) 및 철의 분할장(分割場)으로 보이는 평탄부가 있
고, 또 배후에도 송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한 변 약 1m의 토갱이 설치되어 있다. 시
43)

기는 반출된 스에키로 보아 5세기 말에서 6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된다 . 카와세(河瀨)도
44)

인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대형로(大形爐)는 종래 고대 말에서 중세로 편년되는 것으로 ,
45)

과연 5·6세기 유구로 인정해도 좋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
나아가 철 제련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야유적의 동향을 보자면, 오사카부(大阪府) 카시

와라시(柏原市) 오가타(大県) 유적은 왜정권에 직속한다고 추정되는 기나이지방 최대의

단야취락이다. 유적은 이코마(生駒) 산맥의 서록 선상지에 입지한다. 하수도공사 등에
수반해 1980년 이래 카시와라시교육위원회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굴립주건
물·단야로 등의 유구와 함께 철재(鐵滓)·풀무 송풍관(鞴羽口)·지석(砥石)·수골(獸

骨)·한식계(漢式系) 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철재는 1989년 현재 총면적
약 1,500㎡의 발굴조사에서 약 390㎏이라는 다량이 출토되고 있다. 5세기 후반경부터 조
46)

업이 개시되어 6세기 후반경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7세기 이후에는 조업을 축소한다 .
42) 中山俊紀, 1986, 『緑山遗跡』, 津山市埋藏文化財発掘調査報告第19集, 津山市教育委員会.
43) 河瀬正利, 1995, 『たたら吹製鉄の技術と構造の考古学的研究』, 渓水社, p.180.
		 河瀬正利, 1995, 「わが国古代の鉄研究をめぐって」, 『展望考古学』, 考古学研究会.
44) 河瀬正利, 1995, 前掲, p.157.
45) 花田勝広, 1997, 前掲, p.61.
46)
		
		
		

北野重·花田勝広·桑野一幸, 1984, 『大県·大県南遺跡 -下水道管埋設工事に伴う-』, 柏原市教育委員会.
北野重, 1986, 『大県·大県南遺跡 -下水道管埋設工事に伴う-』, 柏原市教育委員会,
北野重, 1991, 「柏原市所在の製鉄関連遺跡」, 『河内·大県遺跡周辺の鉄·鉄器生産の検討』, 古代を考える会.
北野重, 1996, 『大県の鉄 -発掘調査15年-』, 柏原市敎育委員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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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다(花田)는 기나이지방 고분시대 단야 관련 유적의 시기를 Ⅰ기 : 4세기~5세기 초
두, Ⅱ기 : 5세기 전엽~6세기 초두, Ⅲ기 : 6세기 전반~6세기 후반, Ⅳ기 : 6세기 말엽~7
세기 중엽의 4기로 구분하고, 그들의 성격을 제Ⅰ류=단야전업취락, 제Ⅱ류=고분 조영집
단 내의 단야공방, 제Ⅲ류=취락 내 소단야의 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Ⅰ기는 카
와니시시(川西市) 오베(小戶) 유적뿐이고, Ⅱ기 단계에서 제Ⅱ류·제Ⅲ류가 기나이지방
각 지역에서 성립되고, Ⅲ기에는 왜정권의 직할공방으로 이해되는 제Ⅰ류의 오가타(大

県)·오가타미나미(大県南)·후루(布留)·와키타(脇田) 4개 유적을 제외한 단야취락은
소멸한다. 그리고 Ⅳ기가 되면 재차 거점적인 취락에서 조업이 행해지지만, 사원 조영과
47)

공반해 부속공방이 주체를 점하게 된다 .
또 하나다는 키비지방의 고분시대 단야관련유적을 Ⅰ기(4세기~5세기 초두), Ⅱ기(5세
기 전엽~6세기 초두), Ⅲ기(6세기 전엽~7세기 초두), Ⅳ기(7세기 전엽~7세기 후엽)로 구
분한다. 그리고 Ⅲ기 말의 6세기 말~7세기 전반 제철·단야 관련 집단의 대형화·전업
48)

화를 인정하고, 그것을 왜정권에 의한 직접적인 제철집단의 장악으로 본다 . 이러한 하
나다의 연구에 의하면, 기나이지방은 6세기 중엽 전후, 키비지방은 6세기 말경 왜정권에
의한 단야집단의 국가적인 장악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제철로, 단야취락, 고분 봉헌 철재 등의 유적·유물 동향으로 보아, 고분
시대 제철 획기는 6세기 후반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Ⅶ. 정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의 검토를 근거로, 일본 제철의 개시에서부터 확립에 이르기까지
제단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1단계 죠몽시대 만기~야요이시대 중기중엽경, 한반도에서 제품을 수입했던 단계, 철
기의 사용은 지리적·용도적으로 극히 한정되었다. 다만 그 말기에는 북부큐슈에서 철
기 생산(단야)도 개시되었다.
제2단계 야요이시대 중기후반경~4세기경, 서일본의 몇몇 지역에서 철기 생산과 함께
철 생산(제련)이 개시된다. 이 단계에서의 철 제련은 수장제 하에서 소규모인 동시에 자급
적 생산이었을 뿐, 전국적이며 대규모로 전개하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47) 花田勝広, 1989, 「倭政権と鍛冶工房 -畿内の鍛冶専業集落を中心に-」, 『考古学研究』36-3.
48) 花田勝広, 1996, 「吉備政権と鍛冶工房 -古墳時代を中心に-」, 『考古学研究』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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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5세기 전엽경~6세기 전반경, 생산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전 단계를 답습한다.
이러한 생산에서는 전국적인 연합정권으로서 왜정권의 증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왜정권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주로 철정 형태의 소재를 수
입해서, 기나이지방 및 키비, 북부큐슈 등 제지역 권력 하에서 제품 생산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 생산체제는 각 지역에서의 수장제적 철·철기 생산과 왜정권 하 철기 생
산이라는 2계통이 병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4단계 6세기 후반경 이후, 왜정권에 의한 국가적 분업 하에서 생산이 개시되었다. 한
반도에서 장방형 상형로와 횡구부탄요를 공반하는 고도의 제철기술이 키비지방 및 북큐
슈 등 재래의 몇몇 제철집단을 기반으로 이식되고, 제련과 단야의 분업화가 철저한 가운
데 전국적 규모의 생산이 전개되었다.
<표 1> 미나토 테츠오(湊 哲夫)의 고대 제철 단계(역자 정리)
단계

시기

내용

비고

1

죠몽시대 만기~
야요이시대 중기중엽

한반도에서 제품 수입, 지리적·기능적 철기 사용 극히 한정,
말기에 북부큐슈에서 철기생산(단야) 개시

단야 개시

2

야요이시대 중기후반
~4세기

서일본 일부 지역에서 철기 생산과 함께 철 생산(제련) 개시,
철 제련은 수장제 하에서 소규모·자급적 생산

제련 개시
(제련기술 파급)

3

5세기 전엽
~6세기 전반

기본적으로 이전단계 생산체제 답습, 왜정권의 증대 수요 충족 불가능,
한반도에서 철 소재(철정) 수입, 기나이 및 키비, 북부큐슈 등지 정치권력
아래에서 제품 생산, 각 지역 수장제적 철·철기 생산과 왜정권 하
철·철기 생산이라는 2계통 병존

소재 수입,
지방 주도+
중앙 주도

6세기 후반 이후

왜정권에 의한 국가적·분업적 생산 개시, 한반도에서 장방형
상형로·횡구부탄요 공반 고도의 제철기술이 키비지방 및 북큐슈 등
일부 제철집단을 기반으로 이식, 제련과 단야의 철저한 분업화,
전국적 규모의 생산 전개

중앙 주도,
2차 제련기술
파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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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補注)
탈고 후 후지오 신이치로의 글《藤尾慎一郎, 1995, 「弥生人は製鍊をおこなっていたか

–自然科學からみた可能性-」, 『弥生の鉄文化とその世界 -北九州の先進性を探る-』, 北

九州市立考古博物館》을 접했다. 단문이지만 중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고 게다가 본고
의 문제관심과도 겹치는 것들이 많다. 지금 필자의 문제관심에 따라 그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1) 제철의 공정 중 오자와(大澤)가 말하는 단련단야를 (A)정련에 의해 생기는 정련단야계 유물을 단타해 철 중의 불순물을 뽑아
제거해 철정 등의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 (B)반제품을 단타해 실제로 제품(철제품)을 만드는 공정의 2개로 구분하는 것.
(2)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정련공정에 의한 철 생산을 상정하는 것, 다만 이것은 반응론적(反應論的)으로는
가능해도 효율이 나쁘고 실용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한다.
(3) 야요이시대에는 이미 고도의 정련·가공 기술이 구비되어 있었고 제련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을 것이지만, 제철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일본은 전략물자인 철을 한반도 남부 변진에서 수입하였다.
(4) 제철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개의 기술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스템론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지오의 논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층 더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여기
에서는 본문에서의 논점에 관해서만 약간의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후지오는 야요이시대 제련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기술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야요이시대 제련을 부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야요이
시대 제철의 과소평가가 아닐까. 국제분업론(國際分業論)은 이론적·실증적으로 미증명
의 가설에 불과하다. 또 정련공정에 의한 철 제련 가능성은 향후 검증을 더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본문에서 서술한 바대로 필자는 야요이시대 수장제 하에서 제철의 일정 전개
를 상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철을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필자는 이것을 제철과 국가형성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자 한다. 개개의 기술 및 기원 문제는 그 나
름대로 중요하지만, 제철은 그것들을 뛰어넘는 국가형성사 가운데서 논의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 중요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본문에서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
로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는 의미로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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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후기
이 글의 저자인 미나토 테츠오(湊 哲夫)는 1948년 오사카에서 태어나 1970년 리츠메이
칸대학(立命館大學)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2008년까지 오카야마현(岡
山県) 츠야마시(津山市)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1996~2006년까지 츠야마

향토박물관장을 역임하였다. 『아스카의 고대사(飛鳥の古代史)』 등의 저서와 다수의 고고
학 논고를 발표하였다.
1)

이 글은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일본열도의 철 생산 개시에 대한 핵심 논지들을 명
료하게 정리하고 그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일본 철 생산 개시에 대한 연구
자들의 견해를 ①야요이시대설, ②고분시대설, ③고분시대 획기설의 세 가지로 정리하
고, 자신은 고분시대 획기설을 지지하며 그 획기는 6세기 후반으로 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사를 2022년 현재의 입장에서 간략히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야요이시대설은 히로시마(廣島) 대학의 시오미 히로시(潮見浩)로 대표되는데, 시오미가
제시한 논거 중 하나는 히로시마현(廣島縣) 미하라시(三原市) 코마루(小丸) 유적 제철로
가 야요이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된 점이다. 이 유적 제철로 발굴조사 및 보
고서 작성 담당자는 그의 제자 중 한명인 마츠이 카즈유키(松井和幸)로, 그는 코마루 SF1
호 제철로와 각종 철기유물의 현황을 근거로 야요이시대 중기후반경 한반도에서 도래한
기술자 집단이 제철기술을 야요이인에게 전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야요이시대설은
이 글의 저자인 미나토에게 비판받는 등 현재 소수파의 의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고분시대설은 대다수 일본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통인식으로 , 모리 코이치
(森浩一)의 6·7세기 개시설 이후 금속분석 연구자인 오자와 마사미(大澤正己)의 5세기
중엽 제철 개시 및 6세기 중엽 성행이라는 견해가 많은 고고학 연구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이 설은 일본열도 초기 철 제련유적이 6세기 후반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고고학적
현상과도 일치한다.
고분시대 획기설은 야요이시대설의 카와고에 테츠시(川越哲志)와 고분시대설의 아나

자와 요시노리(穴沢義功)의 견해를 절충하는 의미가 강하며, 야요이시대 개시설을 인정
하면서도 5·6세기 대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장방형 상형로 기술체계가 한반도로부터
전래되었다고 보는 이원론적 전파설이다. 다만 원삼국~삼국시대 한반도의 제철기술은

1) 우
 리나라에서는 제철(製鐵)이라는 용어를 채광에서부터 제련·단야·용해·제강 등 철 및 철기 제작의 모든 공정을 통칭하는 의미
로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철 제련(製鍊)의 의미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된 제철·제철로·제철기술이라는
용어 역시 철 제련·철 제련로·철 제련기술의 의미임을 밝혀 둔다,
2) 角田德幸, 2019, 『たたら製鉄の歷史』,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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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통형로에서 철광석을 제련하는 괴련철 생산기술이라는 점 에서 장방형 상형로와의 관
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역자의 좁은 식견을 덧붙이자면, 키비(吉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열도 초기 제철유
적의 연대는 6세기 후반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표적 키비지역 제철기술 연구자인 우와
가키 타케시가 분류한 Ⅰ형(방형 내지 장방형 상형로)·Ⅱ형(원통형로)·Ⅲ형(장방형 상
형로)의 제철로 지하구조가 모두 6세기 후반 혹은 후엽으로 편년되고, 원료로 철광석과
4)

사철이 모두 사용 되는 등 원통형로(圓筒形爐)와 상형로(箱形爐)로 대표되는 노의 구조
및 철광석과 사철이라는 제련 원료, 이에 연동하는 조업기술의 시기성이 변별되지 못하
고 있다. 역자의 소견으로는 키비지역 원통형로와 상형로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시기 차
이가 간취되며, 각각의 구조에 적합한 원료 및 이에 연동한 조업기술의 차이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키비지역 초기 제철로 중 시라가사코(白ケ迫) 제철유적 2기와 카나쿠로타
니(カナクロ谷) 제철유적 2기는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원통형로에

서 조업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오죠이케미나미(大蔵池南) 제철유적에서는 장방형 3기
5)

(1·4·5호)와 말각장방형 2기(6·7호)가 조사 되었으나, 이 제철로들보다 먼저 생성된
원형 노저재(爐低滓) 2점을 통해 직경 37㎝ 정도의 원통형로를 상정할 수 있다. 말각방형
으로 보고된 토노마루야마(戸の丸山) 제철유적 제철로 와 이마사야야마(今佐屋山) 유적
6)

7)

제철로 는 각각 직경 36㎝·45㎝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시라가사코 제철유적의 평면 원형 노에서 사철이 원료로 사용되고 카나쿠로타니
제철유적의 타원형 노와 센비키카나쿠로타니(千引カナクロ谷) 유적 말각방형 노에서 철
광석과 사철이 같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원통형로→철광석 제련’에서 ‘상형로→사철 제
련’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는 한반도계, 후자는 일본열
도계의 특징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일본 초기 제철로의 구조와 원료, 이에 연동된 제철
기술의 양상 및 그 기원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일 뿐 아직 유적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며, 한반도 남부지역 제철로는 경사
면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성된 경우가 많은 반면, 키비지역 초기 제철로는 평행하게 조
성되는 점 등의 차이도 있다.

3) 김권일, 2020, 『한국 고대 제철기술의 고고학적 연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4) 上栫 武, 2013, 「古代吉備の鉄生産」, 『古文化論叢』70, 九州古文化硏究会.
5) 久米開發事業に伴う文化財調査委員会, 1982, 『糘山遺跡群Ⅳ』.

6) 広島県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 1987, 『戶の丸山製鉄遺跡発掘調査報告書』.

7) 島根縣敎育委員会, 1992, 『中国橫斷自動車道広島浜田線建設豫定地內 埋藏文化財發掘調査報告書Ⅳ 本文編(第1分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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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키비지역과 한반도 제철기술에 대해서는 노의 배치방식과 구조, 철광석 혹은
사철의 사용, 철재의 유출 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한 비교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상세한 견해를 제시할 계획이다.
다시 돌아가자면, 미나토가 이 글에서 제시한 일본열도 제철 개시에 대한 세 가지 연
구동향은 이후 몇몇 연구가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본문에서 5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기된 히로시마현 미도로(見
8)

土路) 유적에 대해 미나토는 중세 제철유적으로 소견을 수정한 바 있다 . 한편 현재 일본
학계에서 철 소재(철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제사유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해지는 추
세이며, 일본열도 철 제련 개시도 고분시대 후기로 보는 연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일부 필자의 수정 견해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다소의 변화는 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나토의 정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연구사적 가치가 이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연구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하
나를 지적하자면, 이처럼 키비를 비롯한 일본열도 초기 제철기술은 한반도와 관련된 매
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글이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소 부족한 소개를 마친다.

※ 일본

제철 연구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료 수집 등에 카쿠다 노리유키(角田德幸)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는 점을 밝혀두며, 지면을 빌어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논문접수일(2022.7.14.) ▶게재확정일(2022.7.15.)

8) 河
 瀬正利, 2004, 「広島県賀茂郡豊宋町見士路(みどろ)製鉄遺跡の発掘調査」, 『中国地方古代·中世村落の歴史的景観の復原的
硏究』, 広島大学大学院文学硏究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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