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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임천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645번지 일대 
시기  삼국시대(기원후 6세기 ~ 기원후 7세기 중엽)
조사기간  2012년 1월 5일 ~ 2012년 8월 14일(발굴조사)

密陽 林川里 製鐵遺蹟

산성산(해발 390m)에서부터 뻗어내린 구릉 중 금곡마을 배후구릉(해발 390m)에서 남서쪽과 남쪽으로 뻗

은 사면이 각각 금곡리와 임천리에 해당되는데, 두 능선 사이 곡부에 금곡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동쪽에 

해당되는 남서 사면 말단부에 유적이 입지한다. 동쪽 약 650m 거리에는 임천천이, 서쪽 약 660m 거리에는 밀양

강이 곡류한다. 유적의 북동쪽 약 5.5km 직선거리에는 원형 제련로 7기가 조사된 밀양 사촌 유적이 위치한다.

A·B지점에서 삼국지대 제철로 65기, 추정 배소로 1기, 제철관련 폐기장 12기, 점토저장시설 1개소 및 점토

채취장 10개소, 가마 2기, 탄요 1기, 수혈 26기가 조사되었다. 제철로는 내부 직경 100cm 이상의 중형과 50cm 이

하의 소형으로 구분되는데, 중대형은 제련로로, 소형은 정련·용해·단야 등 2차 공정과 관련된 노로 추정된다. 소

형 제철로 인근에서 철탁의 용범이 출토되었으며 폐기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파손된 용범편이 출토되어 철탁 등을 

주조한 용해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 인근 토양에 대한 물채질에서는 단조박편, 입상재, 단야재, 철편 등

이 검출되어 정련 내지 정련단야 공정도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9  조사구역 전경(남쪽에서)

그림 50  조사구역 전경(서쪽에서)

추정 배소로에서는 철광석 파쇄를 위한 모루돌로 추정되는 피열된 천석 1매와 배소된 철광석이 확인되었

으며, 폐기장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우도 있지만 자연곡부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수혈 및 점토저장시설을 용도전

용하기도 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철광석, 철괴, 유출재. 철재, 노 벽체편, 용범편, 석재 등 다종다량의 제철관련 유물

이 출토되었다. 이 외 노벽의 축조와 보수에 사용할 점토를 채취하던 시설과 이를 저장하던 시설이 모두 확인되었

으며, 탄요는 연료인 백탄을 생성했던 것으로, 수혈은 제철조업과 관련된 작업장으로 추정된다.

상기한 내용과 같이 본 유적의 제철로는 소형이 대부분으로, 노에 부가된 2열의 석재시설(노 2호), 자갈이 

깔린 노 바닥(노 11호), 중앙부가 볼룩한 형태(노 23기), 2기의 서로 다른 노가 세트를 이루는 양상, 철탁 용범의 

출토, 점토 채취 및 저장시설 등 제철조업의 다양한 면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연접한 C·D지점에서도 제련로를 

포함한 다수의 제철로 및 관련유구들이 확인된 바 본 유적에서는 제련에서 정련(제강), 용해, 단야에 이르는 복합

공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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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C-구역 5-2·3·4호 제련로 전경, 5-2·3호 제련로 전경, 5-3호 제련로 방습시설 5-4호 제련로 노벽 및 방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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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송풍관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