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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현동 유적

소재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449번지 일원
시기  삼국시대
조사기간  2009년 5월 11일 ~ 2010년 2월 19일(발굴조사)

馬山 縣洞 遺蹟

현동유적은 봉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말단부와 연결되는 곡간부에 위치하며, 제철로 1기, 폐

기장 1기, 수혈 343기, 고상건물지 13동 등이 조사되었다(동서문물연구원 2012). 그러나 수혈의 경우에는 주거지·

의례수혈·폐기장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재검토한 결과, 적어도 수혈주거지 28동, 의례수혈 3동, 제

철 관련 유물 출토 수혈 6동으로 구분하였다<도면5>.

제철로는 원형 평면에 규모가 길이 160cm, 너비 150cm, 깊이 10cm이다. 바닥은 둥근 형태이며, 전면에 목

탄이 깔려 있다. 내부의 목탄층 상면에 철재가 1겹 깔려 있는데, 철재는 북쪽면에 집중되어서 확인되었다. 또 노의 

남쪽면에서 약간 맥석이 포함된 철광석(적철광)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유물은 송풍관편 1개체와 유출재가 출토

되었다. 보고자는 소결된 벽면이 일반 제련로에 비해 기벽의 두께가 얇고 낮은 온도에서 소결된 점, 매석의 출토량

이 많은 점, 유출재의 양이 적은 점, 출토된 철광석을 의도적으로 세분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제련로보

다 철광석을 선별하는 선광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았다. 

도면 5  마산현동유적 나지구 유구배치도

폐기장은 부정형의 평면형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420cm, 너비 280cm, 최대 깊이 40cm이다. 바닥에

서는 일부 요철면이 확인되지만 대체로 편평한 편이며, 내부에서 북쪽 편으로 철재가 전면에 덮여 있고 남쪽으로 

철광선 함유가 낮은 맥석들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또 황색 실트층 내에서 다량의 철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동

쪽의 퇴적토 내에서 송풍관 1개체분과 북동쪽에서 대호 1개체분, 바닥에서 산화된 철편과 점토가 붙은 노벽체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내부에 소결된 노지나 소토, 주혈, 수혈, 벽구 등이 확인되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박자·

단조박편·단조철부·소토·목탄·석분 등의 출토를 통해 공방지로서의 용도와 성격을 추정하였다. 조사구역 내 28

동이 수혈주거지로 확인되나 중복관계로 보아 더 많은 주거지가 분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송풍관이나 철광

석 등이 출토되는 제철 관련 유물이 출토되는 수혈을 유구 배치도에 표시해 보았다<도면4의 적색>. 그 결과 조사

구역을 동서향으로 관통하고 있는 자연구를 중심으로 남쪽에 3기, 북쪽에 3기가 위치한다. 북쪽 수혈은 제철로와 

폐기장 주변에 위치하며, 남쪽은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의례수혈 3기(106호·197호·341호)가 확인되었다. 배모양토기가 출토되거나, 기대와 광구소호, 옥 등을 의

도적으로 매납한 경우이다. 제철과 관련된 의례로 판단된다. 

그 외 고상건물지 11동과 주혈군이 조사구역 내 4개소에서 확인되었다. 정면1칸·측면1칸이거나 정면2칸·

측면2칸인 방형건물지이며, 창고시설로 추정된다.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 군집을 이루거나 공방지 중앙부에 군집

을 이룬다. 주혈군4는 북쪽 공방지 주변에 위치하나 후대 삭평으로 인해 건물 형태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공방지

와 인접해 있는 점은 다른 고상건물지군과도 일치한다.

참고문헌

東西文物硏究院, 2012,『馬山 縣洞遺蹟』
소배경, 2018, 「경상권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최신 동북아시아 제철유적 발굴성과와 그 의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048 049

도면 8  마산 현동유적 출토 송풍관 각 종(1:266호, 2:282호, 3:315호, 4·5:폐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