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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철 주조기술의 다양성과 기술 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문헌 

조사 및 유물 분석, 제작 도구와 제작 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 그리고 주조와 거푸집에 사용된 재료의 과학 분석 등을 실

시하였다.

불미기술은 송풍구인 풀무를 이용하여 주철을 녹인 뒤 그 쇳물을 토제 거푸집에 부어 주물을 완성하는 철 주조기술

로 현재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전승되고 있는데, 모래 거푸집을 사용하는 육지와 비교해 토제 거푸집을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무쇠솥 주조기술에는 석비레, 모래, 점토 등을 섞어 만든 모래 거푸집을 이용한 주물사주조법(鑄物砂鑄造法)과 점토

에 볏짚과 갈대 등을 섞어 만든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도토주조법(陶土鑄造法)이 사용되고 있다. 주물사주조법에 의한 

무쇠솥 주조는 거푸집  만들기, 속심 제작, 쇳물 작업, 거푸집에 쇳물 붓기, 완성품 다듬기 등 5단계의 작업공정을 거치

며, 도토주조법에 의한 무쇠솥 주조는 거푸집 만들기, 거푸집 굽기, 질먹   입히기, 쇳물 작업, 쇳물 붓기, 완성품 다듬기 

등 크게 6단계의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두 주조법은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을 불에 굽고 질먹을 입히는 제작 공정

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번에 연구한 불미기술은 토제 거푸집 무쇠솥 주조로 진흙 채취 및 반죽, 거푸집 제작, 초벌 굽기, 화적모살 및 질먹 

바르기, 건조 및 비얄질, 거푸집 합장, 둑(용광로)제작, 재벌 굽기, 제련, 쇳물 붓기, 주물 다듬기 등 단계별 주조 공정에 

사용된 재료 및 도구 분석과 제작 기술에 담겨진 과학 기술 원리를 규명하여 우리 고유 철 주조기술의 기술 체계를 밝혀 

보았다. 

그리고 무쇠솥 도토주조를 위해 이용한 재료와 완성품을 과학 분석한 결과, 거푸집은 주성분이 SiO2, Al2O3, Fe2O3

으로 이루어진 진흙과 모래이고, 이형재는 SiO2, Al2O3, Fe2O3, K2O가 함유된 흑연이며, 완성된 무쇠솥의 미세 조직은 

시멘타이트(Fe3C)와 펄라이트(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백주철 조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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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원전 3,500년경 인류가 처음으로 금속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은 지

속적으로 발전해 왔다.1 특히 흔히 발견되는 철광석을 제

련하여 철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 정도의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금속 제련기술이 발

전하였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불을 피워 열 손실을 줄여야 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야 했다. 제한된 공간은 땅을 판 구덩이에서 가마 혹은 제

련로(製鍊爐)2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

한 방법으로 송풍관(送風管)과 풀무가 발명되었다.

불미기술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 ‘풀무’3에서 온 것으

로, ‘풀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미’로 변화한 것이다. 이

러한 예는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의 ‘불미골’에서

도 볼 수 있다.4

제주도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본토와의 교역이 

불편했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

비해 왔다. 특히 제주도 내 각 가정에서 쓰이던 무쇠솥과 

쟁기,보습 등 농기구의 대부분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에서 생산해 왔고, 이 과정에서 불미기술이 발전된 것으

로 풀무를 이용하여 주철을 녹인 뒤 그 쇳물을 흙 거푸집

[泥范, 鎔范, 鑄型, mold, 틀]에 부어 주물을 만드는 도토

주조법(陶土鑄造法)을 사용하고 있다.

토제 거푸집 무쇠솥 주조와 불미기술 연구는 관련 

고문헌을 바탕으로 도토주조법을 적용하여 제작 과정을 

복원하고 솥 주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의 과학 성분 분

석을 통해 재질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현재까지는 삼국시대의 철 도끼 주조에 사용된 도토

거푸집이 발견되고 있을 뿐 고려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

까지 흙 거푸집인 도토거푸집의 발견 사례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불미기술 연구는 철기시

대부터 행해져온 철 주조기술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하다. 나아가 철제 유물의 복원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된다.

Ⅱ. 역사적 배경

먼저 불미기술에 사용하고 있는 풀무질이 제주도에 

전해진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았다. 『당서(唐書)』 「동이

전(東夷傳)」 담라조(儋羅條)에 의하면, 약 660년경 제주

도에서는 “땅에서 오곡이 자라나 땅을 일구는데 소를 사

용하지 못하고 철치파(鐵齒擺)5로 땅을 일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 

지증왕 3년(502)에 우경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

다는 기사6가 있어, 신라와 제주도에서 우경을 시작한 시

그림 1  김준근, 『가마점』. 조선말기.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소장.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기산풍속도2)』(2004), 81쪽.

1 주경미, 「한국 대장장이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 『역사와 경계』 제78집, 부산경남사학회, 2011, 355-390.

2 광석을 녹여 금속을 만드는 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3 풀무는 쇠를 달구거나 녹이기 위하여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이다. 풀무가 사용되면서 철광석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온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충분

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고광민, 강복석, 이명철, 2008,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 불미공예 무형문화재기록화 조사연구사업』, 제주도특별

자치도, 제주도특별자치도, 2009, 『무형문화재 제7호「불미」 공예(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사)제주영상위원회. 

4 윤용현 등, 『겨레과학기술조사연구(ⅩⅦ) -불미기술-』 국립중앙과학관, 2013, 12.

5 철치파(鐵齒擺) : 쇠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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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적어도 160여 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당시 제주도의 농업 기술이 신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경에 이용되는 쟁기의 보습은 

호미나 쇠스랑 같은 도구에 비해 크기가 커서 단조 공법

으로 제작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며 많은 수

를 제작하기도 어려웠다. 반면 주조 공법으로 제작하면 

단조 공법에 비해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의 도구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7세기 후반까지 제주도

에서는 주조 공법을 이용한 대규모 철제 도구 생산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주의 철제 도구 생산 방식은 단조 공법

을 이용한 소규모 생산이 먼저 이루어졌고, 농경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보습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도구를 생산하

기 적합한 주조 공법을 이용한 대규모 생산이 나중에 이

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불미기술은 똑딱

불미7가 먼저 행해지고, 대규모 생산의 필요에 따라 토불

미8가 그 뒤를 이었으며, 토불미보다 바람을 일으키는 방

식이 더 발달한 형태인 청탁불미9가 가장 나중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에서 불미기술과 유사한 모

습을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19세기의 풍속화가 김준근

(金俊根)이 그린 『가마점』이라는 작품으로, 현재 독일 함

부르크 민족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장인들이 용해로에서 녹인 쇳물을 주물틀에 부어 솥을 만

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현재 덕수리에서 전해지

고 있는 불미기술과 유사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용해로 

왼편에서 긴 막대를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풀무질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불미와 유사한 형태로 

보인다. 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조

선시대 장인제도 중 수철장(水鐵匠)10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덕수리의 불미기술은 조선시대 ‘수철장’

의 전통과 공예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유일한 

무형문화재이다.

또한 국조보감 제 89권 철종조 38년(정사, 1857)에 

“7월. 평안 감사 서염순(徐念淳)이 장계를 올려 주전(鑄

錢)할 것을 청하는 기사에 “주전을 하는 일은 대정(大政)

이라서 한 번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화를 늘리는 데는 대도(大道)가 있

다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 팔도의 고을들이 모

두 장차 화로와 풀무로 쇳물을 녹이는 장소가 되고 말 테

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시대에 풀무를 이용하여 철 제련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Ⅲ. 제작 도구

불미기술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

으며 무쇠솥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도구들은 제작 과정별

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혼용되고 있다. 제작 과

정별 제작 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에서 불미기술 연구

에서 가장 특징적인 도구는 ‘도래’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도래’는 외형이 되는 거푸집 성형에 사용하는 주형

6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三年 春三月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親祀神宮 三月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김부식, 1145, 『三國

史記』.

7 1~2명이 풀무질로 달군 시우쇠를 두드려 칼이나 호미와 같은 작은 도구를 만드는 방식.

8 약 20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뎅이에 2인 1조로 3개조가 교대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둑(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부어 넣어 솥이나 보습과 같

이 칼이나 호미보다 크기가 비교적 큰 도구를 생산하는 방식.

9 규모와 만들어지는 제품은 토불미와 유사하나, 6인 1조로 2개조가 교대로 바람을 일으키는 차이가 있다.

10 조선시대 공조(工曹)에 딸린 경공장(京工匠)의 하나. 『경국대전(經國大典)』‘공전(工典)’에 등장하는 철기 제작 관련 장인 중 하나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호

(戶)’ 단위로 세는 것으로 보아 집단 조업을 했던 장인들로 추정된다. 국가 제사 및 일상용의 부정(釜鼎)을 생산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한국고전용

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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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 솥은 2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으며 솥을 만드는 도

래 주형틀과 뚜껑을 만드는 도래 주형틀이 있다. ‘종쇠11’는 

거푸집에 화적모살12과 질먹13을 입히기 위해 사용하는 도

구로 말에 연결된 윗종쇠와 바닥에 고정된 아랫종쇠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두 종쇠 사이에 도래를 끼워 윗종쇠와 아

랫종쇠가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키면 도래의 회전이 가능

하다. ‘말’의 형태는 마치 사마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

며 말을 사용할 때는 옆으로 뉘어서 사용하는데 그 모양

이 ‘말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표 1 불미기술 제작 과정별 제작 도구 분류

구분 재료 및 도구

진흙 채취 및 

반죽
괭이, 지게, 경운기, 삽

대궐채 정동궐채 보리까끄라기 

거푸집 제작

거림, 솥입 우금 메 불채

초벌구이 무드리, 장갑, 나무(잡목)

벽돌(현무암)

토물 제작

물, 진흙, 삽, 고무통(150L) 얼맹이체 잠진체

도래틀  

설치하기
쇠말목, 나무말목, 망치

도래틀(말), 종쇠 돌레팡  받침목

화적모살  

입히기

 얼맹이체, 잠진체,  

고무대야, 바가지, 되박 

갯노 물막개 도래

11 원통형의 긴 쇠막대로 도래와 맞닿는 분분이 오목하게 패여 있다. 

12 주형틀을 잘게 부수어 모래알 크기로 만든 것 

13 흑연 가루와 황토물을 섞은 것

A B

C

❶ ❷

사진 1 A, B: 도래를 종쇠와 말에 설치한 상태, C: 도래 (① 뚜껑, ②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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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불미기술 제작 과정별 제작 도구 분류(계속)

구분 재료 및 도구

질먹  

입히기
도래, 고무대야, 바가지, 되박, 모종삽

흑연가루

비얄질 하기 숟가락, 되박

비얄  질먹통, 붓

건조하기

목도

둑 만들기
괭이, 망치,  

정, 곡괭이, 목도

내화 벽돌 내화제  둑(드럼통) 주쟁이

재벌 굽기 잡목, 거치대(철근)

가마 불팬 자연석(현무암)

제련

 톱, 잡목,  

대궐채,  

정동궐채

코크스 쇠조각  무드리 물막개 풀무(송풍기)

쇳물 붓기

마물 오시장테 �래 멍석 노

둑 눕히기

목도로 둑 눕히는 모습

다듬기 칼, 낫, 모종삽

적 소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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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제 거푸집 무쇠솥 주조 연구

무쇠솥의 제작 과정은 진흙 채취 및 반죽, 거푸집 제

작, 초벌구이, 화적모살 및 질먹 입히기, 건조 및 비얄질, 

합장 및 둑(용광로) 제작, 재벌구이, 제련, 쇳물 붓기와 둑 

눕히기, 주물 다듬기의 공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불미기술의 첫 번째 공정인 진흙 채취와 반죽

은 철 주조 작업의 기본 틀인 거푸집을 만드는데 있어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업 중의 하나이다. 거푸집에 사

용하는 흙은 불에 견디기 좋고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 화

산성 점토에 모래질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흙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으며, 덕

수리와 이웃 신평리 일부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다. 특히 

덕수리 군물왓과 사계리 산방산 근처의 흙이 불미기술용 

흙으로 가장 질이 좋다14.

채취된 흙은 물을 뿌려 주고 흙덩어리가 잘 풀어지

도록 하며 적당하게 반죽하여 진흙으로 만드는데, 점력

이 높은 찰진 진흙이 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맨발

로 밟아 주어야 한다. 진흙 반죽이 완성되면 짤막하게 잘

라진 보리동강인 보리까끄라기와 섞어 주는 작업을 진행

하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거푸집이 굳어질 때 보리까

끄라기가 진흙을 서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서 균열

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진흙과 보리까

끄라기는 1:2 정도의 비율로 배합하여 섞어 주는데, 두 가

지가 서로 잘 반죽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발로 밟았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는지, 손으로 쳐댔을 때 고르게 반듯

한 모양을 띠는지, 덩어리를 손으로 쪼갰을 때 모두 골고

루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진흙이 모두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거푸집을 만드

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쇠솥의 경우에는 솥뚜껑

과 솥 몸체의 위·아래 2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푸

집 또한 위쪽의 솥뚜껑 거푸집인 ‘웃뎅이’와 아래쪽의 솥 

거푸집인 ‘알뎅이’ 등 2개를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웃뎅

이와 알뎅이는 다시 각각 2개의 위·아래 거푸집이 합쳐져

서 완성이 되는데, 웃뎅이의 위쪽을 ‘우금’, 아래쪽을 ‘메’

라고 하며, 알뎅이의 위쪽은 솟닙, 아래쪽은 ‘거림’이라 부

른다. 또한 웃뎅이인 우금과 메가 합장된 것을 ‘뚜껑바슴’, 

알뎅이인 솟닙과 거림이 합장된 것은 ‘솥바슴’이라고 부르

는데, 뚜껑바슴과 솥바슴의 완성을 위한 기본 틀인 우금과 

메, 솟닙과 거림의 ‘본’은 위·아래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푸집을 사용하게 된다. 즉, 우금의 본은 메가, 메의 본은 

우금이 되며, 솟닙의 본은 거림이, 거림의 본은 솟닙이 되

어 각각 뚜껑바슴과 솥바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솥바슴 제작은 거림을 본으로 하여 솟닙을 만

A

C

B

D

사진 2  A·B: 흙 채취 산출처(굿물, 산방산 보덕사 입구 밭 전경), C: 지표면의 

검은색 토양층 제거하기, D: 불미기술용 붉은 토양 흙 채취하기.

A

C

B

D

사진 3  A: 사람의 발로 흙 이김질하기,  B·C: 발로 진흙과 보리까끄라기(보리이

삭) 섞어 주기, D: 반죽된 상태 확인.

14 기술 보유자 윤문수는 덕수리 군물왓과 사계리 산방산 근처의 흙에 화산성 점토에 모래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거푸

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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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작업은 거림 위에 두융

을 세우는 일이다. 두융 세우기는 솥전을 기준으로 그 윗

부분에 해당하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틀

이 되는 도구인 ‘솥몽멩이’를 거림 위에 중심을 맞춰 올려

놓은 후 진흙으로 솥의 안쪽 바닥과 벽을 세우는 작업이

다. 이때 솥몽멩이에는 나무를 태워 만든 회색재인 ‘불채’

를 사전에 발라 두융이 완성된 후에 잘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융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건조가 이루어지면 거

푸집에 쇳물이 들어가 주물이 형성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두융의 외벽에 직경 1㎝ 정도의 노끈을 감아올리는

데, 그 끝은 나중에 건조된 후에 제거하기 쉽도록 거림과 

맞닿는 곳에서 외부로 빼어낸 후 진흙으로 고정시켜 놓

는다. 이 후 그 외부에 토물을 칠하여 진흙이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살을 붙여 솟닙의 모양을 만

들어 간다.

성형이 완성된 후 햇빛에 노출시켜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굳어지면 거림과 분리하고 한쪽 발씩 번갈아 

솟닙을 밟고 말려있는 노끈을 잡아당겨 제거함으로 솟닙

이 흔들려 깨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끝으로 솟닙 표면

을 칼로 깎아 다듬은 후 건조시키면 된다.

다음으로 솥바슴의 아래쪽인 거림은 솟닙을 본으로 

하여 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업은 솟닙을 뒤집어 놓

고 위로 향해 있는 솥 밑 부분에 노끈을 감는 일이다. 이 

작업은 쇳물이 들어가 솥의 바닥이 형성되는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쪽까지 노끈을 돌려 감

아 주면 되는데, 아래쪽 시작 부분은 나중에 제거하기 쉽

게 외부로 빼어내며 위쪽의 끝은 풀리지 않도록 진흙이나 

돌로 고정시켜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얹어

그림 2 솥의 명칭과 구조.

손잡이폭

뚜껑폭

진두께
솥폭

솥바닥

뚜껑높이

손잡이높이

솥두께

우금

메

솥입

거림

솥바숨

쇳물주입

쇳
물

주
입

솥뚜껑
거푸집
(윗뎅이)

솥거푸집
(알뎅이)

진위높이

진폭

진아래높이

A B

C D

E F

G H

I J

K L

사진 4  A: 솥몽멩이에 불채 바르기, B: 거림 위에 솥몽멩이 중심 맞추기, C: 진

흙으로 바닥면 성형하기, D: 돌레 구멍 만들기, E: 진흙으로 상부 표면 

다듬기, F: 완성된 두융, G: 두융에 불채 뿌리기, H: 두융에 노끈 감아 고

정하기, I·J·K: 솥입 웃목(상부) 성형하기, L: 토물 묻힌 손으로 솟닙 표면 

정리하기, M: 합장된 솥입과 접합면 절단하기, N: 합장된 솥입과 거림 

분리하기, O: 솥입에 감겨진 노끈 분리하기, P: 솥입에 도래구멍 만들기.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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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거림의 모양을 만든 후 토물을 묻혀 표면을 정리하

고 거푸집 성형에 사용되는 주형틀인 도래를 돌리기 위한 

도래구멍을 만들게 된다. 다 만들어진 거림은 자연 상태

에서 건조시키는데 어느 정도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을 이용해 솟닙과 분리하고 감겨진 노끈을 제거한 후 

칼이나 숟가락 등의 도구로 표면을 긁어내고 정리하여 마

무리한다.

솥바슴이 모두 완성되면 뚜껑바슴의 우금과 메를 만

들게 되는데, 먼저 우금은 메를 본으로 하여 그 위에 물을 

묻혀 차지게 만든 진흙을 얹고 손바닥으로 두드려가며 형

태를 완성한다. 완성된 우금의 꼭대기에는 손잡이 형태

의 둥근 꼭지를 만들어 올리는데, 이것은 주물 공정에서 

솥뚜껑의 손잡이가 되는 부분으로 가운데에는 구멍을 내

어서 도래구멍과 쇳물 주입구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성

형이 완료되면 햇볕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메와 분리하고 

표면을 정리한다.

메는 우금을 본으로 하여 만드는데, 먼저 우금을 뒤

집어 놓고 완성된 메가 건조 후 잘 떨어지도록 불채를 골

고루 뿌려준 후 물을 묻혀 차지게 만든 진흙을 그 위에 얹

어 손으로 두드려 가며 성형하고 마지막에는 가운데에 도

래구멍을 뚫어 준다. 완성된 메는 햇볕에서 반나절 정도 

건조시킨 후 우금과 분리하고 낫과 칼을 이용해 다듬어 

준다.

A

C

E

G

I

K

B

D

F

H

J

L

사진 5  A: 솟닙의 밑창에서 천까지 노 감기, B: 솟닙 천 부위 노 고정시키기, 

C·D: 솥입의 노끈 위에 거림 붙이기, E: 손등으로 거림 두드리기, F·G: 

토물을 묻혀 거림 표면과 도래구멍 정리하기, H: 쇳물구멍 노의 끝, I: 합

장된 거림 접합면 절단하기, J: 거림의 노 제거하기, K: 거림의 노끈 흔

적 정리하기 , L: 칼로 도래구멍 넓히기.

A B

C D

E F

G H

사진 6  A: 메 위에 진흙 얹기, B: 진흙 두드려 메에 붙이기, C: 성형된 우금에 도

래구멍 만들기, D: 우금 꼭대기 만들기, E: 완성된 우금 자연 건조시키

기, F: 우금과 메 분리하기, G: 우금 끝부분 손질하기, H: 우금 바깥 구멍 

크게  깎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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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솟닙과 거림, 우금과 메를 서로 합해 솥바슴

과 뚜껑바슴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벌구이와 화적모살 및 

질먹 바르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말과 종

쇠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말과 종쇠는 솥 거푸집 성형에 

사용하는 주형틀인 도래를 돌리기 위해 고안한 도구로, 

바닥에 묻는 판과 그 중심에 고정된 아랫종쇠, 그리고 2

개의 다리로 되어 있는 나무틀과 그 끝에 박혀 있는 윗종

쇠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랫종쇠와 윗종쇠를 위아래 

수직으로 잘 맞추고 나서 그 사이에 도래를 끼워 넣고 사

용하게 된다. 이때 나무틀의 양쪽 다리가 좌우로 흔들리

지 않게 땅에 잘 박고 말목들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

켜 주어야 도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말과 종쇠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형의 작업 받침대인 돌래팡을 아랫종쇠 사이에 끼워놓

고 그 위에 완성된 솟닙과 거림, 우금과 메를 하나씩 차례

대로 올려가며 도래를 위아래 종쇠에 끼워 회전시켜 본다. 

이 작업은 화적모살과 질먹 바르기에 앞서 완성된 거푸집

의 요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도래가 닿는 거푸집

의 표면들은 칼로 깎고 다듬어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가 

끝난 것들은 벽돌을 세워 만든 약식의 아궁이에 올려놓고 

초벌구이를 한다. 초벌 시간은 솟닙이 약 40분, 거림은 20

분, 우금과 메는 각각 13분과 10분 정도 소요된다.

A B

C D

E F

G H

사진 7  A: 우금 위에 불채 뿌리기, B: 진흙 손등으로 두드려 성형하기, C: 손바

닥으로 메 손질하기, D: 메 도래구멍 만들기, E: 우금과 메 수직으로 세

우기, F: 우금과 메 분리하기, G: 메 표면 낫으로 손질하기, H: 메 도래구

멍 만들기.

A

C

B

D

E

사진 8  A: 거치용 벽돌 너비 조절하기, B: 장대로 불 관리하기, C: 윗·아랫 종쇠

에 도래 끼워 넣기, D: 도래틀과 종쇠 쇠 말목으로 고정시키기, E: 도래

틀과 종쇠 명칭.

A B

C D

E F

G H

사진 9  A: 도래로 거푸집의 손질 부위 확인하기, B: 거푸집의 요청 부위를 재손

질하기, C: 다듬어진 거푸집, D: 장작불에 거푸집 올려 가열하기, E: 솟

닙 초벌구이 하는 모습, F: 거림 초벌구이 하는 모습, G: 우금 초벌구이 

하는 모습, H: 메 초벌구이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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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래팡에 올려놓고 도래를 

돌려가며 화적모살을 바른다. 화적모살은 솥 거푸집에 

질먹을 입히기 전에 표면이 균일해지도록 바르는 밑바탕

으로, 솥과 보습을 만들고 난 깨진 거푸집을 잘게 부순 후

에 체로 쳐서 나온 작은 입자의 모래를, 흙에 2∼3배 정도

의 물과 배합하여 만든 토물과 섞어 만든다. 완성된 화적

모살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시멘트를 반죽한 것과 

비슷하다.

화적모살을 모두 입힌 후에는 쇳물이 고루 퍼지고 

주물의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 질먹 바르기 

작업을 진행한다. 질먹은 흑연 가루와 걸러진 토물을 섞

어서 만든 것으로, 적당히 배합된 질먹은 부드러운 젤 형

태가 되는데, 화적모살 바르기와 마찬가지로 종쇠에 도래

를 끼워 넣고 돌려가며 완성시킨다.

모든 거푸집은 야외의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자연 

건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거푸집에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볏짚을 삶아 제작한 비얄로 토물을 칠하고 질

A B

C D

E F

G H

I J

K L

사진 10  거푸집에 화적모살 바르기 A: 솟닙 요철 확인, B: 토물 붓기, C: 화적

모살 올리기, D: 도래로 화적모살 입히기, E: 거림 요철 확인, F: 토물 

붓기, G: 화적모살 올리기, H: 도래로 화적모살 입히기, I: 토물 붓기, J: 

토물 붓기, K: 화적모살 올리기, L: 도래로 화적모살 입히기, M·N: 토

물 붓기, O: 화적모살 올리기, P: 도래로 화적모살 입히기.

M N

O P

A B

C D

사진 11 질먹 입히기 A: 솟닙, B: 거림, C: 우금, D: 메.

E F

G H

사진 12 비얄질 하기 E: 솟닙, F: 거림, G: 우금, H: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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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발라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얄질’이라고 한

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금 꼭지로 쇳물이 주입되는 뚜껑

과는 달리 옆쪽으로 쇳물이 주입되는 솥바슴의 거림에는 

무쇠구멍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쇳물 주입구를 파내게 되

는데 여기에도 비얄질로 질먹을 입혀 마무리한다.

건조 및 보수 작업이 완성된 거푸집들은 솥바슴과 

뚜껑바슴을 만들기 위해 합장을 한다. 솟닙과 거림, 우금

과 메를 위아래로 반듯이 얹어 놓고 서로 이가 잘 맞물리

게 하여 제 위치를 찾게 하면 ‘합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때 뚜껑은 위쪽의 우금을, 솥은 아래쪽의 거림을 움직여 

이를 맞춘다.

합장이 이루어지면 바슴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 외면 

전체에 진흙을 바르는 작업인 장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에는 결합 부위에 물칠을 하고 진흙을 옅게 먹여주어 틈

을 메우는 ‘실장듸’를 먼저 실시하여 위아래의 밀착력을 

높여 준 후에 본격적인 장듸를 함으로써 흙이 더 잘 달라

붙도록 한다. 솥바슴과 뚜껑바슴이 모두 완성되면 이물

질이 붙지 않도록 긴 장대 2개를 나란히 놓은 후에 그 위

에 올려놓고 자연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진흙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한다.

완성된 솥바슴과 뚜껑바슴은 가마에서 재벌구이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슴이 뜨거운 열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쇳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

벌구이는 보통 쇳물 붓기 전날 저녁에 실시하며, 약 4∼5

시간 정도 진행된다.

재벌구이에 사용되는 가마는 철근을 가로 4줄, 세로 

4줄의 격자로 엮어 만들어 그 위에 바슴을 올려놓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궁이 높이는 약 25∼30㎝ 가량으

로 그 앞에 내화 벽돌 3개를 세워 4개의 아궁이 구멍을 만

들었다. 그리고 가마는 나무 장작을 쓰기 때문에 화력을 

높이기 위해 맞은편에서 바람이 잘 불어들도록 위치를 정

하게 된다. 가마가 준비되면 그 위에 솥바슴을 가운데로, 

뚜껑바슴을 오른쪽과 뒤쪽 바깥 부분으로 배치하여 눕히

지 않고 세워서 올려놓는데, 이때 쇳물이 들어가는 무십

구멍은 측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불이 직접 닿아 터지지 

않고, 이물질이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바슴 배열이 모두 끝나면 그 위에 진흙을 이용하여 만든 

둥근 타원형 형태에 가운데 일자 모양의 구멍이 뚫려있는 

‘불팬’을 올려 덮는데, 이 불팬의 구멍을 통해 가마의 연기

가 외부로 배출될 뿐만 아니라 가마 내부의 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 위에는 물에 되게 반죽한 화적모살

을 흩뿌려 주는데 이를 통해 가마 열기가 외부로 방출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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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진 13  A: 주먹으로 거림을 두드려 솟닙과 거림의 이 맞추기(합장하기), B: 물 

묻혀 실장듸하기, C: 무십구멍 막기, D: 솥바슴 솟닙 부위 장듸하기, E: 

무십구멍 내기, F: 우금으로 이 맞추기(합장하기), G: ㄱ량막기(우금 

꼭지에 진흙 살짝 눌러 임시 막기), H: 뚜껑바숨 실장듸하기, I· J·K: 뚜

껑바숨 장듸하기, L: 솥바숨과 뚜껑바숨 건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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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구이 준비가 완료되면 좌우 측면의 아궁이에 먼

저 불을 넣어 연기가 조금 발생하게 하며, 다음으로 불이 

붙은 장작을 아궁이 입구에서 중반까지만 넣어 달구고 난 

뒤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천천히 밀어 넣는다. 이것은 입

구에서부터 가마 깊은 곳까지 열이 천천히 고르게 퍼지게 

함으로써 거푸집이 터지지 않고 잘 구워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방법이다. 바슴이 잘 구워진 것은 불팬 구멍을 통

해 청색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가 되면 아궁이 입구를 돌로 막아 열기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재벌구이가 완료된 뚜껑바슴과 솥바슴은 다음날 가

마를 해체한 후 쇳물 붓기 작업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여 2개의 장대 위에 정렬하여 올려놓고, 일부 균열 

부분에 대한 진흙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보수가 

끝나면 둘 다 무쇠구멍이 위로 가게 한 후 그 위에 쇳조각

을 올려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나열해 

놓는데, 이렇게 하면 쇳물 붓기를 위한 모든 솥 거푸집 작

업이 완성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쇳물 작업을 위해서는 무쇠를 녹이는 용

광로인 ‘둑’을 제작해야 하는데, 불미기술의 둑은 알둑, 샛

둑, 웃둑의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드럼통을 이

용하여 서로 이어 붙여 만든다.

먼저, 가장 하단부에 놓인 알둑은 쇳물과 슬래그, 가

스가 배출되는 공간으로 드럼통의 절반을 자른 약 45㎝ 

정도의 높이이며, 하단부와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하

단부의 구멍은 쇳물을 받아내는 곳으로 ‘잔치고냥’이라고 

하며, 크기는 가로 16㎝, 세로 13㎝이다. 그리고 쇳물 찌

꺼기를 빼내거나 불을 지피고 가스 배출을 위해 만든 구

멍인 ‘청록고냥’이 잔치고냥으로부터 5∼6㎝ 높이 위의 측

면에 뚫려 있는데, 이러한 높이 차이를 통해 무거운 쇳물

은 아래쪽의 잔치고냥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슬래그와 

가스 등이 청록고냥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알둑 위에는 쇳물을 녹이는 공간인 샛둑이 위치하

게 되는데, 완형의 드럼통을 위아래로 뚫어 사용한다. 샛

둑 하단부의 약 12㎝ 정도의 위치에는 지름 21㎝ 가량의 

구멍이 아래쪽 방향으로 약 30∼35° 가량 기울어지며 좁

아져 마치 깔때기 모양으로 뚫려 있는데, 그 끝은 지름이 

약 8.8㎝로 알둑과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잔치고냥

의 반대쪽에 있는 이 구멍은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곳으로 

‘샛둑고냥’이라고 부르는데, 쇳물을 녹이는 과정에서부터 

그 내부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여 쇠의 제련 여부도 확인

A B

C D

E F

G H

사진 14  A: 가마에 배치된 바숨, B: 솥바숨 보수하기, C: 가마에 불팬 올리기, 

D: 화적모살 뿌려진 가마 상부, E: 가마 밖에서 장작불 붙이기, F: 가마 

내부까지 열 붙이기, G: 아궁이 돌로 입구 폐쇄하기, H: 돌로 입구가 

폐쇄된 아궁이.

그림 3 완성된 둑의 재원(좌), 구레와 둑이 연결된 모습(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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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해 준다.

둑의 제일 위쪽에는 드럼통을 절반으로 잘라 만든 

웃둑이 위치하는데, 이곳은 코크스와 쇳조각을 담는 공간

이다.

3개의 둑 내부에는 내화 벽돌과 내화재를 사용하여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노벽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현무암 

벽돌과 고령토로 추정되는 가루를 물에 개어 사용하였다

고 한다. 이렇게 둑 내부에 내화재나 진흙을 이용하여 내

화 벽돌을 쌓는 과정을 ‘둑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두

꺼운 곳인 샛둑고냥 주변을 제외하면 두께가 대략 8∼9.5㎝ 

가량이다.

각 둑이 모두 완성되면 우선 둑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평에 맞춰 알둑을 세우고 그 위에 목도를 이용

하여 샛둑과 웃둑 올리기를 실시한다. 이 때 둑 사이의 접

합 부분은 틈으로 인해 불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둑 

상·하단에 진흙을 충분히 채워 넣고 서로 이를 잘 맞춰 결

합한 이후에 외부에도 진흙을 덧발라 메워 주어야 하는

데, 이 과정이 ‘둑 메우기’이다.

둑이 모두 세워지게 되면 쇳물이 나오는 부분과 바

람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먼저 쇳물

을 쉽게 받기 위해 잔치고냥 하단부에는 쇠틀을 수평으로 

끼워 넣고 벽돌로 지지하여 고정시킨 후 진흙을 발라 쇳

물이 흘러내리는 골인 ‘더버지’를 만드는데, 그 위에는 쇳

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질먹을 칠해준다. 더버지의 경사

는 쇳물이 급하게 흘러내려 위험하지 않도록 낮게 제작해

야 하며, 그 아래는 쇳물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놓을 수 

있도록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를 만들어 놓는다.

다음으로 둑에서 쇳물이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송풍 

구멍인 ‘샛둑고냥’에 송풍관인 ‘구레’를 연결시켜야 하는

데, 먼저 샛둑고냥의 높이에 맞춰 바닥의 자연석 위에 현

무암으로 만든 벽돌인 섭돌을 올려쌓고 송풍관을 올린 후 

양 옆으로 벽돌을 쌓아 풍기 통로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 

섭돌을 교차해서 올리게 된다. 이 때 쌓아 놓은 벽돌은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진흙을 꼼꼼히 발라 

밀폐해야 하며 샛둑고냥과 만나는 풍기 통로 부분은 내부

의 불을 확인하기 위해 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완성된 둑은 노벽 내부가 완전히 건조되어야 쇳물 작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잡목을 둑 안에 가득 채운 후 청

록고냥을 통해 불씨를 넣어 둑을 가열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벽이 소성되면서 완전히 건조시킬 수 있다.

제련을 위해 둑에 불을 붙이려면 먼저 80㎝ 정도의 긴 

잡목과 50㎝ 내외의 나무들을 넣어 둑 안에 일정한 높이를 

맞춘 다음, 그 위에 웃둑의 상부 10∼15㎝ 가량까지 코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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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A: 알둑 수평 맞추기, B: 알둑의 잔치고냥과 청록고냥 메우기, C: 윗둑

과 샛둑 이 맞추기, D: 알둑과 샛둑 메우기, E: 물막개로 노벽 만들기, 

F: 샛둑 위에 웃둑 올리기, G: 둑 결합부 뚝 메우기, H: 완성된 더버지, 

I: 샛둑고냥 외부, J: 내화 벽돌로 풍기 통로 만들기, K: 둑에 잡목 넣기, 

L: 둑에 불 붙여 내부 습기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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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우고 다시 그 위에 망치로 잘게 부순 쇳조각 한 바구

니와 코크스 한 바구니를 반복해서 상부까지 채워 넣는다. 

예전에는 코크스 대신에 한라산에 가서 숯가마를 만들고 

화력이 좋은 참나무 백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한다.

둑을 채운 후 불을 붙이기 전에는 잔치고냥의 더버

지 아래에 쇳물이 떨어졌을 때 튀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

을 부순 모래 알갱이를 깔아주어야 하며, 청록고냥과 잔

치고냥 사이에는 커다란 돌을 세워놓음으로써 청록고냥

의 열을 차단하고 슬래그가 쇳물 받는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둑 안의 불은 청록고냥을 통해 옮겨 붙게 하는데, 불

이 붙은 후에는 소나무로 만든 끝이 뾰족한 긴 장대인 무

드리를 이용하여 둑 안의 이물질들을 제거해 불길이 유지

되도록 하고 송풍구를 통해 바람을 불어 넣어 불길이 더 

커지게 한 후에 송풍을 멈추고 청록고냥에 진흙을 발라 

구멍을 마감한 뒤 커다란 돌로 막아 불길이 외부로 배출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송풍을 하여 둑 안에 불이 

완전히 붙어 무쇠가 녹을 때까지 계속해서 둑 상부에 코

크스와 무쇠를 번갈아 가며 채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드리를 이용해 잔치고냥을 막은 진흙을 뚫

어 처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쇳물을 받아 확인을 해 

본 후 물막개를 이용해 잔치고냥에 진흙을 발라 쇳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막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무드리로 진

흙을 뚫어 오시장테에 필요한 양의 쇳물을 받은 후 다시 

물막개를 이용해 진흙으로 막는 일은 쇳물 붓기 작업 내

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오시장테에 쇳물이 채워지게 되면 신속하게 볏짚을 

태운 재인 ‘마물’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마물로 인

해 쇳물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시장테에 쇳물을 받은 후에는 바슴으로 이동해 넣

어 주어야 하는데, 쇳물구멍이 위쪽에 있는 뚜껑바슴과는 

달리 측면에 있는 솥바슴의 경우에는 두 명이 양쪽에서 2

개의 막대를 잡고 그 사이에 솥바슴을 끼워서 잡아 주어

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슴 세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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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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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A: 둑에 나무 채워 주기, B: 둑에 코크스 채우기, C: 코크스 위에 쇳조각 

채우기, D: 밀폐된 청록고냥, E: 물막개 진흙으로 잔치고냥 입구 밀폐시

키기, F: 오시장테에 쇳물 받기, G: 나무 막대에 솥바숨 끼워 고정 후 쇳

물 붓기, H: 뚜껑바숨에 쇳물 붓기(확대), I: 솥바숨의 쇳물 붓기 완료 상

태, J: 뚜껑바숨의 쇳물 붓기 완료 상태, K: 손으로 거림 붙잡고 솥입 알

천 부위 망치로 타격하기, L: 손으로 메뎅이 붙잡고 우금뎅이 망치로 타

격하여 부수기, M: 분리한 쇠솥 바닥면, N: 분리된 솥뚜껑, O: 솥바숨의 

뒷간쟁이(기형 불량), P: 뚜껑바숨의 뒷간쟁이(기형 불량).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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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바슴에 쇳물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쇳물이 넘치

도록 한 번에 힘차게 부어 주어야 한다. 만약 중간에 멈춘 

후 재차 쇳물을 부어 주거나 바슴의 온도가 낮고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형이 잘 되지 않아 기형 불량인 ‘뒷

간쟁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솥바슴과 뚜껑바슴에 부어 놓은 쇳물은 약 1시간 정

도 기다리면 굳어지게 되는데, 이후 망치로 타격하여 부

수어 내면 그 속에서 완성된 주물인 솥과 뚜껑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일회성인 솥바슴의 솟닙과 뚜껑바슴의 우금

과는 달리 거림과 메는 3∼4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잘 분리해야 한다.

쇳물 붓는 과정이 끝나면 둑 안에 쇳물이 있는지 확

인한 후 안전한 곳에 부어 버려야 하며 둑 내부의 고열로 

인해 둑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장대를 이용하여 둑을 넘어

뜨리고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을 ‘둑 눕히기’라고 한다. 그

리고 눕혀진 둑은 내부의 코크스와 쇳물 찌꺼기들을 제거

해 다음 불미마당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Ⅴ. 과학 분석

1. 분석 방법

제주특별시 무형문화재인 불미기술에 사용되는 재

료 및 그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된 거푸집과 주물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 형광분석기(XRF)를 이용하여 

불미기술 제품을 주조하기 위해 사용된 진흙, 마물(띠를 

태워서 만든 재), 불채(아궁이에서 채취한 회색 재), 질먹

(흑연 가루+황토물), 화적모살(주형틀을 분쇄하여 만든 

가루), 축로용 내화재, 거푸집용 소재(소성하기 전, 재벌

구이)의 화학 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미기술에 의해 

제조된 솥 및 보습의 미세조직 및 미세 조성 분석은 주사

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에 장착된 에너지분산분광

기(EDS)를 이용하였다.

2. 분석 결과

<사진 18>는 주철을 녹인 후 쇳물을 출탕하기 위한 

거푸집 제작에 사용되는 진흙, 거푸집의 수축 과정 중에 

파손을 방지하고 통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흙에 첨

가하는 모래, 거푸집의 통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

는 화적모살, 거푸집에서 주물이 잘 분리 되도록 하는 박

리제 역할을 하는 불채, 흑연, 질먹, 주물을 출탕할 때 열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물, 쇳물을 출탕하기 

A

C

B

D

사진 17  A: 장대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둑 넘어뜨리기, B: 둑에 장대 끼우기, C: 

둑에 장대 끼우기, D: 물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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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G H

사진 18  거푸집 제작에 사용된 원료 및 거푸집 색깔을 나타내는 진흙 마크로 

사진. A: 진흙, B: 모래, C: 화적모살, D: 불채, E: 흑연, F: 마물, G: 미

소성 거푸집, H: 소성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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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되는 미소성 및 소성 거푸집용 소재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마크로 사진이다.

<표 2>는 불미기술의 거푸집 제작에 사용된 재료

들에 대한 XRF 정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거푸

집 재료로 사용되는 진흙, 모래, 마물, 화적모살과 이들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거푸집은 규산(SiO2), 알리미나

(Al2O3), 산화철(Fe2O3)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그 밖에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등이 소량 함

유되어 있었다. 한편, 흑연과 질먹은 진흙, 모래, 마물, 화

적모살 등에 비해 규산(SiO2), 알리미나(Al2O3), 산화철

(Fe2O3) 함량이 낮아지고 강열 감량(43.5∼53.7%)은 높게 

나타났다. XRF 정량 분석 결과 중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불채(아궁이에서 채취한 재)의 경우, 특이하게 CaO 함량

이 22.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3. 무쇠솥의 미세조직 분석

<사진 19A, 19B>는 2013년도에 제작된 무쇠솥

의 색깔과 형상을 나타내는 마크로 사진이고, <사진 

19C~19H>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무쇠

솥의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19C~19H>에 표시된 각 영역에 대한 화학 

조성 분석 결과를 <표 3>에 정리하였다. 미세조직과 화

학 조성으로부터 무쇠솥의 미세조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9C~19H>에 회색(1, 3, 6, 8 영역)으로 보

이는 부위는 세멘타이트(Fe3C)이고, 밝은 회색으로 보이

는 곳은 펄라이트(2, 7 영역) 조직이다. 펄라이트 조직은 

탄소 함량이 0.08% 이하인 페라이트와 세멘타이트가 반

복되는 층상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군데군데 괘

표 2 불미기술에 사용된 소재들에 대한 XRF 정량 분석 결과 

(wt%)

시료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강열감량

진흙 60.2 18.0 7.8 0.4 1.1 2.6 1.1 1.3 0.2 0.1 7.2

모래 63.3 18.8 8.0 0.6 1.2 2.7 1.1 1.3 0.2 0.2 2.6

흑연 26.5 12.2 3.0 0.6 0.5 2.5 0.1 0.9 0.0 0.1 53.7

마물 65.9 0.9 0.8 2.1 1.0 10.9 0.8 0.1 0.3 1.2 15.2

질먹 33.5 13.3 4.2 0.6 0.6 2.5 0.3 1.0 0.1 0.1 43.5

화적모살 59.9 17.9 7.5 0.5 1.1 2.6 1.0 1.3 0.2 0.2 7.1

불채 32.6 7.5 4.1 22.3 3.1 5.1 1.5 0.9 0.1 2.7 19.4

거푸집
굽기전 57.6 17.3 7.6 0.5 1.1 2.5 1.0 1.2 0.2 0.1 10.8

재벌구이 64.1 19.5 8.0 0.6 1.3 3.0 1.2 1.3 0.2 0.2 0.6

A

C

E

G

B

D

F

H

사진 19  A·B: 무쇠솥의 색깔과 형태를 나타내는 마크로 사진, C·D·E:  무쇠솥

의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부식 처리 전), F·G·H: 

무쇠솥의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부식 처리 후), 

촬영 배율은 C·F 500배, D·G: 2,000배, E·H: 10,000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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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존재하는 석출물들(9 영역)은 비금속개재물인 

MnS이다. 10,000배로 촬영한 부식 처리 전후의 미세조직 

사진이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사진 19A, 19B). 하지

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식 전 고배율(10,000배) 사진에서

는 길게 늘어진 층상조직을 따라 괘상의 돌기들이 붙어 

있는데 반해, 부식 처리한 고배율(10,000배) 사진에서는 

길게 늘어진 층상조직의 측면에 돌기들이 사라진 매끄러

운 조직을 이루고 있다.

4. 보습 미세조직 분석

1) 미사용 보습 미세조직 분석

<사진 20A>는 2013년도에 제작된 보습의 색깔과 

형상을 나타내는 마크로 사진이다. <사진 20B~20E>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보습의 미세조직이다. 보

습의 미세조직은 무쇠솥의 미세조직과 동일한 백주철의 

전형적인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밝은 부위는 Fe3C이

고, 어두운 부위는 Fe3C와 페라이트가 층상으로 반복되는 

펄라이트 조직을 이루고 있다.

2) 녹슨 보습 미세조직 분석

<사진 21A>는 제주 불미기술을 이용하여 옛날에 

제작한 녹슨 보습의 색깔과 형상을 나타내는 마크로 사진

이다. <사진 21B~21E>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한 녹슨 보습의 미세조직이다. 녹슨 보습의 미세조직은 

회주철조직을 나타내었다. 광학현미경 조직상에 지렁이

처럼 길게 늘어난 밝은 부위는 Fe3C이고, 나머지 부위는 

Fe3C와 페라이트가 반복되는 층상조직을 이루는 펄라이

트 조직이다.

Ⅵ. 결론

불미기술은 풀무라는 명칭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미

로 변화한 것으로, 송풍구인 풀무를 이용하여 주철을 녹

인 쇳물을 토제 거푸집에 부어 주물을 완성하는 철 주조

기술이다. 현재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토제 거푸집 기

술이 전승되고 있으며 모래 거푸집을 사용하는 육지와 큰 

차이가 있다.

BA

EC D

사진 20  A: 보습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B~E: 보습의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광학현미경 사진.

BA

EC D

사진 21  A: 보습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B~E: 보습의 미세조직을 나타내는 

광학현미경 사진.

표 3 무쇠솥의 미소 부위 화학 조성

(wt%)

분석 
위치

 C  Fe  Si  Mn  S  Ti  Al 비고

1 4.1 92.4 2.4 -  1.1 - - 전체 영역

2 3.5 93.6 2.8 -  0.1 - - 밝은 회색부

3 5.4 94.2 0.1 -  0.3 - - 진한 회색부

4 4.9 94.3 0.6 -  0.2 - - 세멘타이트

5 2.3 95.2 2.4 -  0.1 - - 페라이트

6 4.3 91.9 2.7 -  1.1 - - 전체 영역

7 3.6 92.9 3.3 -  0.2 - - 펄라이트부

8 5.4 94.4 0.1 -  0.1 - - 세멘타이트

9 - 58.6 - 3.1 35.9 1.9 0.53 MnS 비금속

개재물

10 2.1 94.1 3.7 -  0.1 - - 진한 회색부

11 5.4 94.4 0.1 -  0.1 - - 세멘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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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제 거푸집 무쇠솥 주조와 불미기술 연구는 우리나

라 철 주조기술의 다양성과 기술 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고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도토

주조 제작 과정을 복원하고 솥 주조 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의 과학 성분 분석을 통해 재질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불미기술 연구는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무쇠솥 주조

법으로 진흙 채취 및 반죽, 거푸집 제작, 초벌 굽기, 화적

모살 및 질먹 바르기, 건조 및 비얄질, 거푸집 합장, 둑 제

작, 재벌 굽기, 제련, 쇳물 붓기, 주물 다듬기 등 단계별 주

조 공정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를 분석하여 제작 기술에 

담겨진 우리 고유의 철 주조기술 체계를 규명해 보았다.

무쇠솥 주조 기술은 석비레, 모래, 점토 등을 섞어 

만든 모래 거푸집을 이용한 주물사주조법(鑄物砂鑄造法)

과 점토에 볏짚을 섞어 만든 토제 거푸집을 이용한 도토

주조법(陶土鑄造法)이 사용되고 있다. 육지에서 사용되

는 주물사주조법에 의한 무쇠솥 주조는 거푸집 만들기, 

속심 제작, 쇳물 작업, 거푸집에 쇳물 붓기, 완성품 다듬

기 등 5단계의 작업 과정을 거치며, 제주도에서 전승되

고 있는 도토주조법에 의한 무쇠솥 주조는 거푸집 만들

기, 거푸집 굽기, 질먹 입히기, 쇳물 작업, 쇳물 붓기, 완

성품 다듬기 등 크게 6단계의 작업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무쇠솥 주조법은 거푸집의 재료, 거푸집을 불에 

굽고 질먹을 입히는 제작 공정이 특징적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불미기술 거푸집 제작에 사용된 진흙과 모래의 주성

분은 SiO2, Al2O3, Fe2O3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함량도 각

각 SiO2가 60.2, 63.3%, Al2O3가 18.0, 18.8%, Fe2O3가 7.8, 

8.0%로 거의 동일한 화학 조성을 나타냈으며, 불미기술

로 주조한 솥과 보습의 미세조직은 세멘타이트(Fe3C)와 

펄라이트로 이루어진 백주철조직을 나타내었다. 현지에

서 입수한 오래된 보습의 미세조직은 세멘타이트와 흑연

(C)으로 이루어진 회주철조직을 나타내었다. 또한 솥의 

미세조직 내부에는 군데군데 MnS 비금속개재물이 분산

되어 있는데 이는 불미기술에 사용된 원소재인 고철에 유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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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Iron Pot Casting and Bellows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Korea’s iron casting technology and to examine various 

casting methods. The study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artifacts, local investigation of  production tools 

and technology, and scientific analysis of  casting and cast materials. 

Bellows technology, or Bulmi technology, is a form of  iron casting technology that uses bellows to melt cast iron 

before the molten iron is poured into a clay cast. This technology, handed down only in Jeju Island, relies on use of  a 

clay cast instead of  the sand cast that is more common in mainland Korea. 

Casting methods for cast iron pot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sand mold casting and porcelain casting. The 

former uses a sand cast made from mixing seokbire (clay mixed with soft stones), sand and clay, while the latter uses 

a clay cast, formed by mixing clay with rice straw and reed. The five steps in the sand mold casting method for iron 

pot are cast making, filling, melting iron into molten iron, pouring the molten iron into the cast mold, and refining 

the final product. The six steps in the porcelain clay casting method are cast making, cast firing, spreading jilmeok, 

melting iron into molten iron, pouring the molten iron, and refining the final product. The two casting methods 

differ in terms of  materials, cast firing, and spreading of  jilmeok. 

This study provided insight into Korea’s unique iron casting technology by examining the scientific principles 

behind the materials and tools used in each stage of  iron pot casting: collecting and kneading mud, producing a cast, 

biscuit firing, hwajeokmosal (building sand on the heated cast) and spreading jilmeok, drying and biyaljil (spreading 

jilmeok evenly on the cast), hapjang (combining two half-sized casts to make one complete cast), producing a 

smelting furnace, roasting twice, smelting, pouring molten iron into a cast, and refining the final product. 

Scientific analysis of  the final product and materials involved in porcelain clay casting showed that the main 

components were mud and sand (SiO2, Al2O3, and Fe2O3). The release agent was found to be graphite, containing 

SiO2, Al2O3, Fe2O3, and K2O. The completed cast iron pot had the structure of  white cast iron, comprised of  

cementite (Fe3C) and pearlite (a layered structure of  ferrite and cemen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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