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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유적 전경

밀양 사촌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642번지 일대
시기  삼국시대(기원후 6세기 전반~기원후 7세기 전반)
조사기간  2000년 3월 8일~2000년 4월 10일 – 발굴조사

密陽 沙村 遺蹟

해발 380m의 구릉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이 끝나고 평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유적이 위치한다. 주변에 비

해 약간 도드라져 타원형의 낮은 독립구릉 형태를 이루며, 주변에는 가래봉(해발 502.2m), 칠탄산(해발 490m) 등

의 높고 낮은 구릉들이 발달해 있다. 서쪽으로는 단장천과 합류한 동천리 동에서 서로 흘러 밀양강에 합류하고, 

남쪽 약 300m 거리에서 안법천이 역시 동에서 서로 흘러 동천에 합수한다.

낮은 구릉의 중앙부와 북사면에서 제련로 7기가 조사되었다. 제련로는 120cm 정도 크기의 원형 노와 

200cm내외 길이의 타원형의 배재루로 이루어져 있다. 노는 수혈을 오목하게 굴착한 후 모래, 목탄, 철재 등을 교

차로 깔아 방습시설을 하고, 소형할석에 황색점토를 발라 오목하게 바닥시설을 하였다. 배재부는 노의 바닥에서부

터 1~2단의 경사를 이루어 노 외부로 빠져나가며, 바닥은 열을 받아 단단하게 굳어 있다. 노 주변과 배재부에서 

송풍관, 철광석, 철분말, 소철괴, 철재, 생활토기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토제모제품(土製模製品)의 출토

와 1~3호 노 바닥 상면 황갈색점토의 의도적 폐기는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호 제련로 주변 출토 철광석괴와 철광석분에 대한 금속분석에서는 광석내면에 균열이 그물모양으로 나타

나는 점을 통해 배소처리된 광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노의 형태와 규모 등을 통해 고분시대 후기경에 출현

하는 일본의 제련유적과 그 기술이 한반도에서 전파되었을 것으로 고려되었다(大澤正己 2001).

밀양 사촌 제철유적은 고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제철유적으로, 일부구역에 대해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현재에도 구릉 전체에 노 벽체, 유출재 등의 철재, 송풍관편 등이 산재해 있는 점으로 보아 소구릉 전체가 

대규모 제철유적지임이 분명하다. 조사된 제련로와 철제 퇴적층의 최대두께가 245cm라는 점으로 보아 대규모의 

제련공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서쪽 약 6km 거리에는 복합공정의 동시기 밀양 금곡 제철유적이 위치하며, 이 

외에도 주변지역에는 큰검새유적(제철유적)과 동진광산(철광산) 및 고분군(사촌 고분군, 감물 고분군, 임천리 고분

군)이 분포하므로 향후 이들에 대한 연계연구를 통해 고대 철 및 철기의 생산과 수급관계가 일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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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유적 위치도 

그림 63  유적 주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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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촌 유적 출토 송풍관과 세부 사진

그림 64  제련로 배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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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사촌유적 출토 철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