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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水利施設物에 대한 접근은 지금껏 농업용 수리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였다. 그러나 수리시설물은 물의 일반적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제어하는 治水와 利
水 등의 행위를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농업용 灌漑施設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파악을 필요로 한다.
수리시설물은 구조에 따라 크게 용수시설(用水源), 집수 및 저수시설(貯木場 및 洑
포함), 용수 운반시설 등으로, 기능에 따라서는 産業 및 工業用(생활용품 제작), 食用,
灌漑用, 治水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수리시설물은 입지에 따른 설치위치, 축
조재료와 구조형태에 따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개개 수리시설물 간 조합이
진행되면서 더욱 진전된 수리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수리시설물은 처음에 流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 하천과 냇가에 입지하였으나,
농경의 본격화에 따라 더욱 큰 하천 및 넓은 충적지대로 이동하였다. 이는 물의 이용과
제어기술의 진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리시설물의 변화는 축조재료와 구조, 기능에
의해 확인된다. 축조재료는 석재에서 목재로 바뀌면서 동시에 혼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기술적 발전에 따른 구조변화와 함께한다. 기능은 식수 전용 중심에서 물품과 다양
한 산물의 생산용, 농업 관개용으로 多變化되어 간다.
이러한 수리시설물은 신석기시대 만기부터 보이는데, 이때는 자연스런 流水의 방향
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설치되는 모습이다. 이후 청동기시대 들어서면 농경의 본격화로
수리시설물 또한 본격 등장과 전개가 이루어진다. 적극적 지형개변을 통한 환경 적응
용 설치가 진행된다. 이때의 수리시설물은 농경용 시설물의 조합과정에서 특징이 관찰
되는데, 전기 늦은 시기에는 충적대지에 區劃溝 등의 농경지와 함께 小水路와 貯水池,
集石遺構 등을 조합하며, 후기에 들어서면 저지대로 수전 농경을 전개하면서 관개용
수리시설물의 점진적 발전과 타 시설물 간 조합의 완성화로 수리체계가 변화해 간다.
주제어 :	수리시설물, 용수시설, 집수 및 저수시설, 용수 운반시설, 식용, 산업용, 관개
용, 치수용, 수리시설물의 조합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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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水利는 물을 이용하여 음료수 또는 관개용으로 쓰는 것을 말하지만(민중서림 1996:
1560), 넓게는 생활용품의 생산을 위해 산업 및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
러한 점에서 수리시설물(김시원 외 1972: 13)은 상기한 기능 행위 모두가 나타나는 구조
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접근은 물의 제어와 관리, 이용의 양상을 갖
추는 모든 시설물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리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농사와 관련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접근하
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접근은 미진하고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된 시설물들조차 자세한 구조와 기능을 분명히 밝힌 연구도 거의 없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리시설물을 명칭과 형태, 구조,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나아가 이들의 등장과 변화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물론 수리시설물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의 배경과 그 시점에 대한 접근은 현재의 빈
약한 자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의 등장이 수전 농경과 관련된다
는 선험적 지식과 청동기시대부터 농경의 진행과 함께 하였을 것이라는 무비판적 인식이
1)

강해, 다른 방향의 관점과 접근을 어렵게 하는 점도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당연 본고 또한 기존의 선험적 지식과 자료에 대한 해석, 연구 성과에서 크게 벗어나기
는 어렵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증가한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의 단계에만 머물지 말
고, 개개 수리시설물의 구조에 대한 기초적 검토와 함께 변화의 모습, 나아가 당시 사회
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격 논의에 앞서 연구 대상과 방향, 시기를 한정할 것이다. 연구 대상은 관개용의 농
업 수리시설물 뿐 아니라 물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이 될 것이며, 연구의 방향
은 이 개개 시설물들의 기능과 구조, 축조에 따른 구분과 변화양상의 전반을 접근할 것이
다. 연구대상 시기는 선사시대에서도 자료가 충분한 청동기시대를 주 대상으로 한다. 물
론 변화의 모습을 명확히 살피기 위해 전·후 시대의 수리시설물도 간략히 언급할 것이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간 조사된 저습지(또는 저평지) 유적 내 물 관련 유구의 다양한
해석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1)	그러나 수전을 제외한 농경은 일찍이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수리시설물 설치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논산
오강리유적 등지에서 일부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수리시설물 등장시점의 기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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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리시설물의 검토
최근 수리시설물의 존재와 확인은 선사시대 뿐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급증하였다. 무엇
2)

보다 선사시대 수리시설물에 집중한 발굴조사 및 연구가 집중되어 , 이로부터 다종·다
양한 형태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
3)

분의 수리시설물은 농업용 기능에 한정해 연구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
4)

현재까지 확인된 수리시설물 유적은 대체로 충청남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그
림 1). 이러한 지역 분포의 편중은 그간의 많은 발굴조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데,
이는 당시 수리시설물의 설치가 각 지역에 특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생계나 생업방식의

<그림 1> 수리시설물 유적의 분포

2)	저습지의 지형 특성상 시기가 다른 유물의 출토가 빈번하여 이를 근거로 시설물의 연대 비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는 있다. 따라서 여
기서는 유구의 시대 판단 근거를 유물과 탄소연대측정치 자료로 우선하였고, 만일 이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관계를 참고하였다.
3)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단 선사시대 농경 관련한 연구와 관심이 타 시대보다 크고 발굴조사가
가능한 전공자의 수가 적은 이유도 이 시대에 자료가 집중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4)	본고에서 검토하는 수리시설물은 간행된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 많은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데, 아직 약보고서와 현장설명
회자료집 위주여서 자세한 접근은 어렵기 때문이다. 대략의 유적 소개와 분석은 곽종철(2010)의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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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 당시 지역 내 취락집단 간 수리기술의 지식 습득 과정의 차이
일 가능성 등,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 자체가 미진하다는 점에
서 본격 논의는 추후 자료 증가와 연구의 확장을 통해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논의보다는 각 유적에서 확인된 수리시설물의 구조 형태 분류와 이
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우선하고자 한다.

1. 분류
수리시설물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살필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리시설물은 대
체로 수로(구상유구)가 대다수이지만, 이와 함께 설치된 구조물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여전히 수로(구상유구)를 제외한 타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미진한데,
일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한계와 더불어 시설물 자체에 대한 세밀한 구조 분
석, 이와 연관한 물의 흐름과 이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일찍이 그러한 문제를 인식한 몇몇 연구자에 의해 수리시설물의 분류와 대략의 구조 특
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수리시설물의 명칭과 분류, 구조형태, 기능에
대한 논의는 개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의 전개에 앞
<표 1> 수리시설물의 구분과 명칭(각 연구자의 분류안과 필자 분류안)
기능

연구자
수리
시설물

內務部
(1974)

김현희
(1990)

이홍종
(2000)

김도헌
(2003)

조현종
(2008)

곽종철
(2010)

필자

산업 및
공업용

저목장, 洑

식용

우물, 洑堤, 저수지

용수

관개용

집수와
저수

용수
운반

치수용

溜池
(小溜池,
源泉溜池,
導水溜池)

堤堰, 洑

도수로

溝渠,
양수시설
(용두레,
수차 등)

우수 등

용수,
우수,
자연유로,
습지

용천수,
계류·소하천

雨水,
자연유로(流水),
습지, 용천수,
계류·소하천

웅덩이,
저수장,
저목장,
수문,
보

집수지,
보

우물,
방죽,
보(논보호
기능 겸)

우물,
둠벙,
집수지,
저수·저목장,
수혈, 습지,
제방

우물(둠벙),
집수지(저수·저목장,
溜池), 수혈 , 습지,
제방, 洑

용수로

간선수로,
지선수로,
용수로,
수구,
암거

수로,
수통,
도수관,
도수시설,
암거,
보

수로
(용수로-간선·지선
수로, 배수로 등),
水桶, 도수시설
(導水管, 暗渠), 보

수로

저수지, 流水池, 제방,
호안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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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함께 필자 나름의 수리시설물 명칭과 기능에 따른 분류를 우
5)

선할 필요가 있다(표 1, 그림 2) .
수리시설물은 기능에 따라 크게 ① 산업 및 공업용(생활용품 제작), ② 식용, ③ 관개용
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물을 이용하고 제어하는 기능으로 ④ 치수의 기능 또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④의 기능을 갖춘 시설물의 등장은 국가 성립 이후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청동기시대에도 그 예가 점차 확인된다는 점에서 사례 제시와 검토가 필요해졌다.
수리시설물 기능의 첫째는 산업 및 공업용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이때의 물은 流水보다는 靜止水를 주로 이용하므로 생산물품의 제작을
위해 재료를 강화하거나 보강할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 시설물은 용수
의 흐름을 억지하기 위한 구조물 위주로 만들어진다.
둘째는 식용의 기능으로 생존에 필요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물은 유수
와 정지수 모두를 이용하며, 식용의 목적이 강하므로 정수관리를 위한 보조 구조물을 필
요로 한다. 이 기능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가 따를 경우 이용의 제한이 발생하므로 시
설물 구축에 보완된 기술적 조치를 더 우선한다. 더불어 물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수문학적 배경 지식의 증대도 필요로 한다.
셋째는 관개용 기능으로 농작물 생산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물의 흐름과 정지 등의 적
절한 제어와 관리가 중요하므로 수리·수문학적 지식과 시설물 구축을 위한 토목기술의
지식 습득을 우선한다. 더불어 물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지형 지식, 渴水期와 豊水期
때의 물의 양, 주변 유구(논, 밭의 유무 등)와 관계 등을 고려하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개용 수리시설물은 다시 세부 기능에 따라 ⅰ. 용수시설, ⅱ. 집수 및 저수시
설, ⅲ. 용수 운반시설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용수시설물은 지하의 용출수와 지상으로 떨어지는 雨水를 모으기 위한 구조물이다. 물
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축조하는데, 대체로 시설물은 집수지점에서 바로 설치하기 보
6)

다는 용수의 초출 장소임을 표시해 주는 단순한 구조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 집수
및 저수 시설물은 용수원에 出水된 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다. 크게 두 구조형
태를 살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용수원 인근에 인접하여 우물이나 소류지 등을 축조한

5)	<표 1>은 그동안 확인된 개별 수리시설물의 구조와 종류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체계는 연구자들에 의해 명확하
게 제시된 바 없다. 연구 사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관점에 맞추어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림 2>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번역한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의 사례보다는 일본측 고고학 조사사례를 참고로 하였
다. 용어는 필자의 관점에서 번역한 것으로 추후 자료의 증가를 통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용수의 初出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돌 등을 단순하게 쌓아 놓은 형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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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방,저수지(金鎭哲 2005: 4)
井戶枠(우물틀)

橫棧

1. 우물(鐘方正樹 2003: 11)

3. 호안시설(森田 克行 2007: 23에서 수정)

４. 도수시설, 목통(渡部一二 2002: 86)

5. 洑(上田健太郞 2010: 424)

7. 수로의 명칭과 기능
(정치영 2000을 필자 수정)

6. 재래 나무 洑(원전: 배영동 2000,
권지영·김도헌 2011에서 전재)

<그림 2> 각종 수리시설물의 구분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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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수원과 일정거리를 이격해서 집수지 형태로 축조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용수운반 시설물은 용수의 흐름을 유도하여 취락 및 경작지 등으로 물의 공급 및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구조물이다. 수로와 그 내부에 설치한 구조물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수리시설물은 지형, 지리, 수리, 수문학적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축조된다.
네 번째는 치수용 기능으로 물의 이동과 흐름을 억지 및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앞의 ①-③의 기능을 갖는 수리시설물 일부에도 치수기능은 갖추어져 있지만, 홍수나 유
로 범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기능이 더 크므로 따로 구축된다. 물에 대
한 제어와 관리, 통제가 더 복잡하므로 수리·수문·토목학적 지식의 극대화와 기술적
진보를 함께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능 외에 보호용 기능도 생각할 수 있다. 천변 근처가 아닌 취락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저수지와 유사한 형태의 유구 등을 그 예로 할 수 있다. 강우에 의한 마을 외곽
의 지형 유실, 마을 내부로 유입되는 토사의 積土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마을 내
부로 유입되는 雨水를 외부로 돌리는 역할도 있다. 아직 자료의 구체적 사례는 없지만,
구릉과 저지대 경계근처에서 구상유구와 함께 큰 웅덩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상
기한 보호용 기능을 갖는 수리시설물로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 토목시설에서 보
이는 저수지와 유사한 형태로서 沈砂池의 시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인데, 치수와 담수의
기능을 갖는 저수지보다는 취락의 보호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이 시설물의 기능적 차이를
7)

언급할 수 있다 .
이상 수리시설물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청동기시대 수리시설물은 관
개용의 기능이 더 많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은 형태와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를 살필 수
있어, 단일한 기능을 갖춘 형태로서 분류는 가능하다. 물론, 대부분의 수리시설물은 물
의 정지와 흐름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기능을 복합하는 것이 대부분
이다. 즉, 저목장은 목기 등의 생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용 기능을 우선하지만, 집
수와 저수도 겸하므로 식용 기능도 있다. 우물도 식용의 기능을 우선하지만, 수전과 위치
등을 감안하면 관개용의 기능도 겸한다. 洑와 저수지 또한 관개용으로서 集水기능이 강
8)

하지만 용수를 모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산업과 식용으로서 기능한다 . 마찬가지로 제방

7)	보령 주교리유적의 유물포함층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유물포함층은 곡부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래의 곡부는 유
물포함층의 서쪽에 바로 인접한다. 유물포함층은 인위적 굴착으로 형성된 반원형의 웅덩이와 구상유구로 이루어져 있다. 더구나 구
상유구는 자연곡부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모습을 갖는다. 이 유물포함층의 동쪽과 남쪽에는 주거군이 자리하
고 있어 상부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우수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돌리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8)	최근에 하도 내 집석시설에서 다량의 석재편과 유물의 출토를 근거로 석기 제작터를 언급하기도 한다(황창한 2013: 134-135).
당연 석기 제작에 물의 이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석기 제작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이 필요할 뿐, 일정의 구조물 형태를
갖춘 즙석 근처를 제작터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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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을 제어하는 본래의 목적으로만 보면, 치수의 기능을 우선하지만 저수지, 저목장과
함께 연계될 경우에는 관개·식용·산업의 다양한 기능을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리시설물은 단일한 기능을 갖추지만 때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결국 수리시설물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또는 방식-흐르는 물을 그대로 이
용할 것이냐, 정지시켜 이용할 것이냐 등-에 따라 수리시설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결정
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수리시설물은 구조의 변화보다는 ①에서 ④로 기능적 변
화를 우선하였을 것이다. 기술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아직
현재의 자료만으로 속단은 이르므로 추후 자료의 증가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 본고에서는 그 가능성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구조와 축조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능에 따라 구분한 개개 수리시설물의 구조와 축조방식에
9)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
검토가 가능한 수리시설물은 집수 및 저수시설로서 우물과 보, 관개 및 도수시설로서
수로와 그 내부에 설치된 다양한 구조물, 그 외 저수 및 치수시설로 제방과 호안시설이
있다.
먼저, 우물의 구조는 단순해서 자세한 검토와 분석을 행하기 어렵다. 단, 축조재료의
사용으로서 목재와 석재 구분을 통해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다. 석재 우물은 동천동유적의
예를 보면 ‘U’자상의 굴토 후 내부를 돌로 조잡하게 쌓아 구축하였다. 반면에 목재 우물은
마전리 C지구 유적의 예를 통해 보면 판재로 축조한 ‘ㅍ’자 형태와 환목 등을 결구하여 쌓
아올린 ‘井’자 형태로 구분되며, 석조 우물과는 달리 축조상의 기술적 발전을 갖는다.
이들은 식용의 주 기능이 크지만 수전지 인근에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관개용의 집수
및 저수시설로도 기능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마전리유적의 우물에서 확인된 鳥形木器의
모습으로 보아 농경의례의 기능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洑는 다양한 구조를 살필 수 있다. 축조 또한 석재나 목재의 단일재료와 둘 이상의 재
료를 혼합해 구축하였다. 대체로 목재로 축조하는 사례가 많으며 관개용으로 주 기능한
다. 석조 보는 대구 동천동, 동호동, 매천동유적과 진주 이곡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된 수
로 내부 설치 집석을 대표할 수 있다. 물막이용으로 단순 기능한 것을 추정하지만, 수로
의 크기와 맞추어 구축된 集石의 모습과 구획된 수로의 배치를 보면 재래 농촌 지역에서

9)	수리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곽종철(2010)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여기서는 그의 견해와 달리하는 부분과 유적 검토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위주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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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
 로 내 집석유구와 전통 농촌의 돌보 형태
(1. 대구 매천동유적, 2. 대구 동호동유적, 3. 대구 동천동유적, 4. 진주 이곡리유적,
5. 전통 농촌의 돌보, 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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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리시설의 구조(김시원 외 1972: 13에서 편집)와 축조재료
시설물

집수 및 저수시설
우물, 둠범
등

재질

제방 등

관개용 저수 및 도수관련

도수시설

洑

용수로 및 배수로

나무

논산
마전리

논산 마전리, 보령 관창리,
대구 동호택지개발지구, 보성
조성리, 진성 창촌

돌

대구
동천동

대구 동천동, 마산 진동

흙

혼합
(나무+돌+흙)

논산 마전리 목통, 무안 양장리 AⅡ

마산 망곡리
논산 마전리, 부여 송학리, 나복리,
구봉·노화리, 울산 발리, 백천,
춘천 천전리(배수구?)

안동
저전리?

대구 매천동, 동호동, 이곡리

울주 서부리 남천

사용해 온 石洑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다(김현희 1996, 그림 3).
보는 입지에 따른 설치장소(하천이냐 수로냐), 규모의 대소 차이(집석시설의 크기 차
이), 인근 유구와의 관계(수전지냐 전작지냐)에 따라 관개용의 기능으로, 또는 취락 내 용
수 공급을 위한 식용의 기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단, 매천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집석
유구들은 일정거리 간격을 두고 설치된 점에서, 하상 내 설치된 여울과 소의 한 형태로
10)

볼 수도 있다. 이때에는 보의 기능이 어로활동을 위한 수렵 과 연관할 수 있다.

<그림 4> 直立形 洑시설(1. 마전리 <그림 5> 斜
 線形 洑시설(하)과 구 <그림 6> 合掌形 洑시설(동호택지개
시설3, 2. 둑型 洑(南宮
조복원(상) (마전리유적
발지구 내 유적)
熢 1975, 13쪽: 그림 1
시설 6)
에서), 3. 고정언 보: 金
始源 외 1972: 178)
10) 물론,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다양한 분석과 해석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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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구조는 목조 시설물에서 세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첫째, 말목을 수직으로만 박아
축조한 직립형 보(그림 4), 둘째, 수직방향의 말목과 사선 방향의 말목을 서로 결합하여 구
축한 사선형 보(그림 5), 셋째, 사선방향의 말목을 양쪽에서 박아 고정해 축조한 합장형 보
(그림 6) 등이 그러하다. 이들은 모두 관개용으로 기능한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목조 보는
구조의 기술적 발전의 과정에서 그리고 같이 확인된 주변 유적의 편년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변화의 양상을 뚜렷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수리시설물 중 축조방식과 구조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수
시설인 수로가 있다. 수로는 용수의 원활한 운반과 이용을 주 기능으로 하며, 대부분 토
축 위주로 축조한다. 여기에 돌이나 나무 등을 이용해 사면을 보강하는 방식이 일부 관찰
된다. 수로의 내부에는 주변 환경(유구 및 타 수리시설물의 존재)을 고려하면서 용수 운
반과 제어를 보조하는 다양한 시설물이 구축된다. 목재와 석재로 구축하는데, 목재시설
물로는 논산 마전리유적의 수통을, 석재시설물로는 마산 망곡리유적의 암거시설이 있다.
구조 분류와 이를 통한 분석을 실시할 만큼 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수로의 진행 방향과
배치 모습을 통해 적어도 수전과 관련된 관개용으로서 기능을 파악할 수는 있다.
이 밖에 도수시설이면서 집수 및 관개의 기능을 겸하는 시설물로 앞에서 언급한 집석
시설이 있다. 대체로 수로 분기점에서 원형 및 방형의 평면형태로 축조되었다. 아직 축조
상태를 통한 기능 추정에 한계가 있지만, 유적 보고자들 일부는 용수의 방향을 전환시키
는 기능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石洑의 형태와 유사하다
는 점에서 관개용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수 및 치수시설로 제방과 호안시설이 있다. 그동안 이들의 존재가 알려
지지 않아, 청동기시대 이후 국가단계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본격 설치와 축조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고창 봉산리유적에서 제방 또는 호안시설의 기저부 말목열
이 확인되었고, 의령 동동리유적에서도 석축의 호안시설 존재가 알려지고 있어, 상기 인
식의 재검토가 필요해 졌다(그림 7). 아직 두 유적 모두 보고서 미간이라 구체적인 구조물
11)

축조방식과 형태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 고창 봉산리유적의 목재 구조물은 나무말뚝
의 울타리 호안공법으로, 의령 동동리유적의 석축렬은 사석쌓기식의 호안공법을 생각하
게 한다. 추후 보고서가 간행되면 더 자세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여 치수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는 점을 언급하고자 하며, 기존 인식과는 달리 청동기시대 사회의 복합화, 위계화가 생각

11)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하천변으로 말목열이 길게 확인되었다. 말목열의 구축은 판재와 잔가지로 연결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대체로 제방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한 호안시설에서 많이 보인다(그림 2-3. 구조 참조). 구축된 제방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나, 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16

제23호

보다 더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1.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63)

2. 의령 동동리 유적(A구역,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그림 7> 목재(上)와 석재(下)를 이용한 호안시설

3. 설치와 이용방식
이러한 수리시설물은 입지에 따른 설치와 이용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더불어 변
화의 과정도 파악된다. 다음의 <그림 8∼9>는 개개 수리시설물을 입지에 따른 설치 위치
와 이용하는 양상에 대해 모식화한 것이다.

<그림 8> 구
 릉지대 수리시설의 설치와 이용 모식도
(內務部 1974)

<그림 9> 충적지대 수리시설의 설치와 이용 모식도
(渡部一二 2002: 8의 도면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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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은 크게 구릉 산지 곡간의 川邊(이하 ‘구릉지 곡간부’라 한다.)과 저지대의 하천
변(이하 ‘충적대지’라 한다.)에 설치된다. 구릉지 곡간부는 대체로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주를 이루며 저수지, 제방, 수로, 보, 우물 등의 용수 저장
용 시설물과 도수시설 등이 많다(그림 8). 반면에 충적대지는 취락 인근으로 하천이 인접
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적인 물 이용이 가능하므로, 저장 위주의 수리시설물보다는 流水
의 흐름을 취락 내로 유도하는 수로 등의 도수시설 설치가 주를 이룬다(그림 9).
이처럼 입지에 따른 시설물 설치는 다시 소하천과 저습지, 하천과 연안지역 등으로 세
분하여 살필 수 있다. 소하천과 저습지대에서는 수로(도수시설물 포함), 저수지, 우물, 보
등의 설치가, 하천과 연안지역에서는 앞의 시설물과 더불어 제방, 호안, 水制 그리고 이
와 연관되는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입지 조건에 맞추어 설치되는 이러한 수리시설물은 물의 성질과 흐름을 살펴 적절히
이용하는 모습도 있다. 하천 근처로는 물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저수지와 보, 제방 등의
집수를 주목적으로 한 시설물 위주지만, 충적대지에서는 하천과 일정 거리를 두고 집수
12)

지와 도수시설을 설치한다 (곽종철 2010: 497). 반면에 구릉지대는 항상적인 물이용의 제
한이 있으므로 용천지점 근처에 우물 등의 집수시설물을 바로 설치하는 특징이 나타난
다. 그러나 마전리유적의 예처럼 용천지점에 도수시설(수로)을 설치하고 일정거리 이격
하여 집수지로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수시설은
지형 여건에 맞춰 설치 및 이용하
는 점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대
부분 고도와 경사 등의 지세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있다. 즉, 구
릉지 사이의 곡저 부근에는 지형
경사와 용출수의 위치 등을 고려
하여 수로의 방향과 설치 장소를
결정하며, 반면에 충적지대의 미

<그림 10> 휴간법과 침윤법의 일례(운남성 일대, 필자촬영)

고지나 자연제방의 평탄지에는 하천의 흐름 방향에 맞추거나 또는 직교하게 간선 수로를
먼저 설치하면서 물의 자연스런 유입을 의도한다. 이렇게 유입된 용수는 다시 직교방향
의 지선수로를 설치하고 여러 갈래로 분지시킨다. 따라서 충적지대에서 확인되는 수로
는 대체로 긴 편이며, 수로 중간 중간으로 급수의 원활함을 위해 보조용 시설물 등을 갖

12) 대구 동천동유적과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확인된 집수지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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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특징이 보인다. 아무래도 설치된 수로 길이가 길어 취락 내부로 급수하는 과정에 流
水의 증발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청동기시대 도수시설의 마을 내부로 직접 연결되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마을 주변
의 넓은 범위로 일정 구획을 갖추어 설치된 수로(구상유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일명
구획구로서 관개용의 기능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격 또한 대체로 밭 경작지로 파악하려
하지만(金炳燮 2003, 2009; 윤호필·고민정 2006: 33), 구체적인 이용양상에 대해서는 언급
이 분명치 않다. 이들의 이용 양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여 기능적 추정을 실시해 보자.
대개 구획구는 구릉의 곡부와 하천변 근처에 설치된다(金炳燮 2003, 2009). 이는 용수
취득의 효율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농촌에는 수로를 이용한 水利灌
漑의 방법으로 畦間法과 浸潤法을 사용하였다. 畦間法과 浸潤法은 간단한 소구획 구를
설치하고 작물이 식재된 둑 사이로 물을 통과하여 관개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채소, 감자,
과수 등의 밭 재배에 이용되었다(田中貞次 1946: 99-106). 현재 중국의 운남지역 등, 재래
농촌 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작지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즉 평탄지
대에 밭을 조성하고 고랑 사이사이로 용수를 담수하여 경작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그림
10). 물론, 상기 자료들이 구획구 수로의 이용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농경 방식
상, 방법상의 일부를 살피는데 있어 참고될 만하다.

<그림 11> 목
 통의 설치와 이용(金賢熙·崔基燁 1990:
113 도 20에서)

<그림 12> 마산 망곡리유적 1호 석조암거(좌)와 이용
사례(우: 필자촬영)

이처럼 수로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수로 내부에 木桶이나 暗渠, 洑 등의 보
조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마전리유적에서 확인된 수로 내부 중앙에 설
치된 목통은 저목장과 저수장 근처에 자리하였다는 점에서 식용 및 산업용으로 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목통 상부에 구축되었을 구조물(제방 등)의 형태가 불명확하여 이
용양상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그림 11). 그런데도 수전과 인접한 입지적 정황 근거는 하
층 수전면으로 급수를 유도한 구조물의 일종으로 보는데 문제는 없다(허의행 2012).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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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로 내부에 암거시설을 설치한 사례로 망곡리유적의 석조암거가 있다. 이 암거는 수
로와 수전을 연결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灌漑用으로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13)

(그림 11∼12. 이용방식 참조) .
수로 내부에 설치한 구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洑시설이다. 이들은
石材, 木材, 土石混築의 축조재료와 설치 장소에 따라 물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石材
洑는 주로 평지의 하천변 수로 내부에 설치되는 예가 많으며, 수전보다는 구획구와 주거
군에 인접한 사례가 많다. 이는 溝를 통해 관개수를 유입하게 하거나, 또는 주거가 위치
한 곳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이 강하다. 진주 이곡리 유적에서 확인된 소형 수로가 이
러한 모습인데, 四方으로 축조된 수로의 분기점마다 집석을 설치하여 물을 이용하고 있
다. 반면에 木材洑 또는 土石混築 洑는 평지와 구릉지 모두에 설치된다. 하천과 수로의
규모에 상관없이 축조하는데, 축조상의 기술적 진보와 연관할 수 있다. 기능은 당연 수전
과 인접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관개용으로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
이상, 개별 수리시설물의 설치와 이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기 시설물 이외에도
제방과 호안시설의 수리시설물이 있다. 비록 설치와 이용양상의 모습을 뚜렷이 할 수 있
는 자료가 부족하여 언급은 쉽지 않은데, 무안 양장리유적에서 둑을 보강한 것으로 추정
되는 시설을 볼 수 있고, 고창 봉산리유적과 의령 동동리유적 등지에서도 호안시설의 존
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에도 치수를 위해 물을 이용하고 제어하는 모습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

Ⅲ. 수리시설물의 변화
1. 개별 수리시설물의 변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수리시설물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자.
자료의 부족으로 개개 시설물의 세밀한 변화 양상 파악은 어렵지만 설치장소(입지)와 축
조재료, 일부 구조물의 분류를 통해 변화의 큰 경향 파악은 가능하다.
논의에 앞서 상기 시설물들의 입지와 축조재료, 구조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모습
을 구체화 하도록 하자. 입지에 따른 분류는 크게 구릉곡부형(A형)과 평지하천형(B형)으

13)	대체로 상기한 도수시설들의 설치와 이용은 관개용으로만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식용수라든가 제사용으로 다기능화 된 사례
는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사와 관련한 도수시설도 존재하는데(靑柳泰介 2003), 특히 역사시대로 들어서면 빈소로 이용되거나
(穗積裕昌 2000) 호족 및 유력자들의 권력 과시 및 외부 전시용의 목적으로 도수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물의 이용과 독점 행위
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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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할 수 있다. 축조재료는 石材(a형), 木材(b형), 土材(c형)로 분류한다. 구조형태에
따른 분류는 모든 수리시설물에서 가능하지 않고, 洑시설에서만 직립형(1형), 사선형(2
형), 합장형(3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3> 각종 수리시설물의 변천도(얕은 음영: 추정)
우물, 도수시설
입지

재질

제방
형태

곡 하 평 석 목 토
부 천 지 조 조 조
(A) (B) (C) (a) (b) (c)
신석기시대

●

입지

보
재질

곡 하 평 석 목 토
부 천 지 조 조 조
(A) (B) (C) (a) (b) (c)

형태
●

입지

재질

형태

곡 하 평 석 목 토 직 사 합
부 천 지 조 조 조 립 선 장
(A) (B) (C) (a) (b) (c) (1) (2) (3)

저
목
장

청동기시대
전기
청동기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원삼국시대

<표 3>은 앞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변화의 모습을 시대 및 시기별로 살펴본 것이다.
처음의 수리시설물은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부에 설치가 한정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서 하천과 충적대지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 취락의 산지 입지에서 후기 취락의 저구
릉지와 충적대지로 입지를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성을 갖을 것이다.
축조재료는 석재 중심에서 목재와 토석 혼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재료
취득의 용이함, 기술의 진전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재는 목재와는 달리
가공 등의 기술 없이 자연스런 생김새에 따라 간단한 쌓기를 해도 구조물의 축조와 강도
를 높일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다. 단, 다양한 형태로 구조물을 축조하는데 한계가 있어 물
의 제어와 관리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목재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가공과 축조,
제어에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개개 수리시설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
먼저, 우물은 동천동 유적의 석조우물이 청동기시대 후기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마전
리 유적의 목조우물은 후기의 늦은 시기로 편년되므로 축조상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도수
시설 또한 마산 망곡리유적 석조암거 주변의 공열토기편과 목 짧은 직립경토기(호형토
기)의 출토로 보아 전기 늦은 시기에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으며(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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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전리 유적의 목재 암거(수통)는 수전과 관계, 주변유구를 통한 상대편년 을 통해 볼 때
후기 이른 시기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리시설물의 예로 보아 축조재료에서 석재가 목재
보다 앞서 구축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축조재료 뿐 아니라 구조 형태에서의 변화는 洑시설을 통해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전기 유적에서 종종 확인되는 수로 내 집석시설들은 보의 초기적 형태로써 일부 토석
이 혼축되기는 하나 대개 석재로만 구축한다. 물론 목재를 사용하기도 하나 보조 재료로
만 이용되었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土와 木을 혼합해 더 견고히 구축하는 모습
인데, 전기와는 달리 석재가 보조재료로 이용되는 모습이다.
구조의 변화는 나무洑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총 3개 보 형태를 보
15)

면, 대체로 직립형에서 사선형, 합장형 으로 축조의 변화를 보인다. 石材洑의 형태까지
같이 고려하면 이들의 구조 변화는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 늦은
시기에 직립형태의 돌洑가 먼저 나타나며,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기술의 진전과 함께
수전 농경의 본격화에 따라 석재와 목재, 기타 재료들을 혼합하여 더 견고한 보의 형태로
구축되어 간다. 기능은 전기의 보가 물길을 막아 식용이나 관개용으로만 단순하게 기능
하였다면, 점차 다양한 기능을 갖추면서 복합화 되어간다.
보를 입지와 축조재료, 구조,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Ca·Aa2형에서 후기에 들어서면서 Ab1·Ab2형으로, 다시 Ab3형
으로 변화하고 초기철기시대 이후에는 Aabc3형으로 바뀌어 간다(표 3). 이러한 보의 변화
는 일본의 보 구조 변화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山崎賴人 2005: 22). 그러나
무엇보다 洑의 변화는 수전의 증대, 이에 따른 용수량의 증가, 증가된 용수량의 수압을
지지하기 위한 기술력의 향상과 발전, 나아가 이 시설물을 통해 물을 제어하고 통제하면
서 운영하는 모습의 진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기타, 저수 및 방수를 목적으로 한 수리시설물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논산 마
전리유적의 제방(또는 둑) 존재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토축을 통한 구축을 추정할 수 있으
며(허의행 2012a: 39), 무안 양장리유적이나 고창 봉산리유적 등지의 목재 호안시설 또는
둑 보강 시설의 존재를 통해 기술적 진보에 따른 축조재료의 변화모습을 언급할 수 있다.
이상 개별 수리시설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빈약한 자료의 한계는 논의 접근

14)	수전의 상하층 토층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적 편년을 한 결과 목통과 하층의 수전은 같은 시기로 후기의 이른 시기로 편년하였다(허
의행 2012a).
15)	일본에서 합장형 보는 고분시대 전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대륙에서 기술 전파된 것으로 생각한다(本田 奈都
子 1996: 28). 따라서 한반도에서 규모가 큰 합장형 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사시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이러한 합장형보는 늦어도 초기철기시대에는 완성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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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점은 당시 농경형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리시설물이 등장과 설치 및 구축의 과정이 기술적 진전과 연관한다는 것이다.

2. 수리시설물 간 조합과 변화
이러한 수리시설물은 개별 뿐 아니라 서로 간 조합하면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
음의 <표 4>는 청동기시대 뿐 아니라 앞뒤 시대 유적에서 확인되는 수리시설물을 기능별
16)

로 구분하고 이를 편년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 표를 보면 수리시설물은 모든 시대에
걸쳐 나타나지만 대체로 청동기시대에 주로 확인되며, 더구나 전기 늦은 시기와 후기 이
른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부터 수리시설물의 조합이 점차 체계를 갖추어 감을 의미
할 것이다. 더불어 전·후기 전환과 관련한 고고학적 증거의 하나로 이러한 수리시설물
의 등장과 조합양상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후기 이행과정에 농경 형태의 변
화를 수반하는데, 이에 맞춘 수리시설물의 등장과 조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표 4> 시대별·기능별 수리시설 확인 유적
시대
기능

산업 및
공업용

식용

관개용

청동기시대
신석기
시대

논산
오강리유적

전기 늦은 시기
(전기 말, 후엽)

후기 이른 시기
(전반, 전엽)

초기
철기시대

후기 늦은 시기
(후반, 중후엽)

부여 구봉·노화리
구상유구,
동림동 저습지?,
안동 저전리

대구 동호동,
무안 양장리?,
춘천 천전리,
진주 이곡동

광주 신창동

대구 동천동,
부여 구봉·노화리,
송학리, 나복리,
마산 진동,
울산 발리,
진주 평거동

논산
마전리

보령 관창리,
진성 창촌

대구 동호
택지개발지구유적?,
보성 조성리

구체적으로 수리시설물의 시대별, 시기별 조합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리시설물은 인류의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농경의 실시와 함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신석기시대 수리시설물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근 신석기시대 만기 유적으로 파악
되는 논산 오강리유적에서 저목장으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확인되어, 수리시설물의 초기
17)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 단 조사지역이 제한되었고 비교대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16) 수리시설물의 전반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청동기시대 전후의 양상도 같이 파악하였다.
17)	이 유적은 소형 하천에 다량의 원목재를 담수하고 있다(그림 13). 일부 원목들에서는 밑그루가 인위적으로 벌채된 모습이 확인되
고 있어, 유적이 원목을 담수하여 저장한 저목장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측정된 원목들의 탄소연대를 보면, 대개
BP 4090±50, BP 4030±50에 해당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말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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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수리시설물로 인정할지
는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
겠지만, 적어도 창녕 비봉리유
적에서 확인된 목조 배나 저장
공 등에 쓰인 말목 등의 존재
는 이 시대부터 목기의 가공행
위가 있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고, 이는 목기 가공을
위한 담수행위 장소의 추정도
가능하다. 물론, 이때의 수리
시설물의 기능은 농경과 연관
하기보다는 생활용품의 생산
이나 주거 축조와 관련한 목재

<그림 13> 신석기시대 수리시설(논산 오강리유적 저목장)

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한 단순
기능용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수리시설물간 조합은 명확치 않다.
본격 수리시설물의 등장과 조합은 청동기시대부터로 볼 수 있다. 물론 전기 이른 시기
수리시설물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대평리유적 저습지에서 조·전기의 수전 가능
성을 언급하기는 하나(이홍종 2013: 19), 아직 확실치 않다. 당연 이들의 본격 등장과 이용
은 전기 늦은 시기(후엽)부터일 것이다. 이때의 수리시설물은 수로를 위주로 한 도수시설
위주이며, 대개 구획구 등의 밭 경작지와 관련이 깊다. 도수시설은 용수의 공급 기능과
관련하므로 관개용 수리시설물의 본격 등장과도 연관된다. 또한 수전과 관련한 수리시설
18)

물의 등장도 추정할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
수리시설물 간 조합은 도수시설(小水路 등), 소형의 집수시설, 集石遺構등으로 이루어
진다(그림 14). 소수로는 충적대지 내 취락과 인접한 부근에 주로 설치되며 구획되어 있
다. 수로의 중간 중간으로 물막이용의 집석유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집수시설은 중소형
의 규모를 갖추며 하천과 떨어져 취락 근처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의 수리시설
물은 하천이나 저수지의 용수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단순한 수준으로써 조합이 이루어지
고 있다.

18)	울산 야음동이나 밀양 금천리, 부여 구봉·노화리 수전 유적의 발굴사례를 통해 수전은 전기 늦은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
한다(李相吉 2002: 60-61; 趙現鐘 2000: 20-22; 안재호 2010). 최근 경작유구를 집성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등장시기 또
한 전기 말로 판단하고 있다(안재호 2010: 460). 하지만 정리된 유적들을 보면 확실한 수전의 형태를 갖춘 예보다는 대부분 밭
위주여서 수전의 등장연대 상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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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동기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수전의 본격 등장과 함께 수리시설물의 설치와 조합
도 다양해진다(그림 14∼16). 물론 이 시기에도 이른 시기와 늦은 시기에 따라 수리시설
물 형태와 조합의 차이는 분명하다(그림 15, 표 5). 이른 시기 수리시설물은 전기 늦은 시
기 시설물의 구조와 조합, 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다. 단지 수전의 등장과 전개,
발전의 모습에서 수로 등의 관개용 시설물에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후기
늦은 시기까지 이어진다. 또한 늦은 시기에는 충적대지와 구릉 곡부까지 수리시설물을

<그림 14>	청동기시대 후기 이른 시기 유적의 수리시설물(1. 부여 구봉·노화리유적, 2. 진주 평거동 유적,
3. 울산 발리 유적, 4. 대구 동천동유적, 縮尺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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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청동기시대 후기의 각종 수리시설물과 조합(허의행 2012에서 수정 및 보완, 상: 마전리유적 1단계
(이른시기), 하: 마전리유적 2단계(늦은시기), 縮尺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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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대 설치하면서 입지에 맞춘 수리시설물의 종류를 다양화해 간다. 큰 규모의 저수
장 설치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수로의 규모 또한 전보다 확대 및 확장된다. 시설물 내
부에는 보와 암거, 수통 등의 보조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물의 제어와 통제를 더
욱 확실히 해간다.
이 같은 전·후기 수리시설물 변화에서도 무엇보다 관개용 시설물의 조합과 변화양상
은 더 뚜렷이 나타난다. 전기 늦은 시기에는 구상유구를 이용한 관개용 수리시설물 위주
였다면, 후기에 들어서면 보시설 등의 시설물이 갖추어져 간다. 이는 전기 늦은 시기와
후기 이른 시기 경작지가 천수답 위주의 형태였다면, 후기 늦은 시기에 이르러 수리시설
물의 형태와 종류, 조합을 복잡하게 하면서 관개답으로 농경형태를 전환한 것과 연관할

<그림 16>	청동기시대 후기 늦은 시기 유적의 수리시설(1. 논산 마전리 유적, 2. 보령 관창리유적, 3. 대구 동
호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縮尺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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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수전의 본격화는 새로운 수리관개 시설물의 등장과 다
양화, 조합의 완성으로 이어졌을 것이다(표 5).
<표 5> 수리관개시설의 변천(허의행 2012b의 내용을 재정리)
단계

관개유형
(유적)

1

2

변천상
(수리관개시설물 조합)

3

송학리유적,
나복리유적,
울주 서부리 남천,
울산 화정동, 야음동,
굴화리?, 백천?,
진주 평거동 2층

Ⅰ

초보적 관개기술의 등장(자연
雨水+수로, 용천지점+수로)

마전리 하층 논,
부여 구봉·노화리유적,
울산 발리?,
대구 동호동,
진주 평거동 1층

Ⅱ-1
Ⅱ

진전된 수리관개시설의
설치(보시설 등장 이전,
수로의 효율적 이용,
용천지+수로+저수지+수로)
마전리 상층 논,
보령 관창리,
동천동?

Ⅱ-2

진전된 수리관개시설의
설치(보시설 등장,
용천지+수로+저수지+보+수로)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에 완성된 수리시설물의 조합을 통해 위 논의를 명확
19)

히 할 수 있다. 보령 관창리유적과 보성 조성리유적의 관개용 洑 시설을 보면, 청동기시
대 후기의 시설물과 형태나 구조에서 큰 차이를 밝히기 어렵다. 단지, 보의 형태가 이전
보다는 커지고 목재를 이용한 구축의 견고함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축조상의 기술적 우위
를 확실히 볼 수 있다. 더구나 시설물 규모의 대형화는 하천의 물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
의 향상과 연관되며, 축조의 기술적 우위는 하천이나 천변 근처의 지형환경을 최대한 고
려하여 설치하는 모습, 그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던 수리시설물 내 하안 보강처리의 적용
20)

등, 토목 지식의 극대화 로 살필 수 있다(그림 17-1).
이상 수리시설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료가 부족하여 청동기시대 이전, 이후의
시대를 같이 언급하였지만, 분명한 점은 개별 수리시설물의 기술적 진전, 조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완성되어가는 것이다. 특히 수리시설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지에서
저지대, 그리고 평지로 이동하면서 그 곳의 농경형태에 맞추어 물의 통제와 제어, 이용을
확실히 해 가면서 개별 변화와 조합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표 6에 요약).

19)	필자는 조성리유적의 시설물에서 확인된 부엽공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시설물은 말목의 위치, 놓여진 목재와 부엽들의 모습
에서 초본과 수피를 이용한 洑시설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설물 형태의 견고함을 의도함과 동시에
용수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판단할 수 있다.
20)	보성 조성리유적의 부엽공법의 사용(고경진 2010)등은 보와 제방을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토목 기술의 진전과 연관되는 자료로
서 필자의 논의를 자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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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수리시설물(1. 보성 조성리 유적, 2. 광주 신창동유적, 縮尺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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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리시설물의 설치와 변화((
시

대

설

치

)는 유구 확인 안됨)
조

합

변화의 모습

신석기시대

地形 改變 없이 地勢에
맞추어 설치

저목장 등

1-2기의 수리시설물 설치, 단순한 수준의 물 이용 수준

청동기시대

지형 지세에 따르지만
일부에서는 지형 改變을
보임

저수장, 도수시설,
보, 제방과
호안시설? 등

수리시설물의 본격적 등장, 후기부터 다양한
수리시설물의 조합이 진전되어 감. 물의 제어와 통제의
관리체계가 확립

적극적인 지형의 극복

저수장, 도수시설,
보, (제방, 호안시설)
등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보다 진전된 수리시설물의 등장과
조합의 완성

초기철기시대

Ⅳ. 맺음말
이상, 선사시대 다양한 수리시설물을 축조재료, 구조, 이용방식, 조합의 양상 등으로
살펴보았다.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시대별 자료 소개의 수준으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다. 더불어 개별 수리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구조 검토와 등장의 배경, 이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논의 또한 많
이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수전 및 각 수리시설물의 수문학적 관점에서 접근의 부족을 시
인할 수밖에 없다. 수리시설물은 물을 이용하는 구조물이어서 물의 이동과 흐름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하지만 이를 충분하게 언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리시
설물을 통한 당시 사회체계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접근도 못하였다. 분명, 수리시
설물의 등장과 전개는 기술의 진전뿐 아니라 사회 자체의 변화, 즉 인구의 증가라던가 사
회 복합도의 증대를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리시설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개개 취락 조직이 이를 운영하던 방식과 방법 차이
의 검토, 이를 이용하는 취락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권력이나 계층적 차이의 사회구조 체
계의 변화 모습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류학적인 접근이라든가 사
회구조 변화 모습의 이론적 측면과 비교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겠는데, 필자의 능력 부
족을 시인하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계속된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그동안 개개 수리시설물의 검토에서 벗어나 조합하여 변화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
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와 조사의 첫발을 시작하였다는 나름의 위안을 삼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5.4.24) ▶심사완료일(2015.6.3) ▶게재확정일(2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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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Changes of the Bronge Age
Irrigation facilities
Ui-haeng Heo

(Korean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The major research focus regarding irrigation has been on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i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irrigation constructed structures related to controlling
and utilizing water.
The structural classification for irrigation facilities encompasses water supplying,
and collecting and storing(including pools for wooden material conservation and reservoir)
facilities whereas functional categories include structures aimed to provide water for
agricultural and craft production, diet, and cooking. The set of irrigation facilities varies,
depending on location, construction materials and structure, and the combination modes of
individual facilities. In particular, it is indicated that more advanced complex of irrigation
facilities had developed over time.
Considering the location of irrigation system, small stream basins were favoured,
and ,later, the floodplain of large rivers and low-lying land by agricultural development,
was also utilized. The structural development is observed from stone to wooden
construction material.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the main function of water reservoir
was to conserve water for domestic use, but its function was extended to providing water
for agricultural and craft production with various sets of individual irrigation facilities. In
particular, changes on irrigation facilities became clear.
Emergence of water utilizing facilities might have occurred in the late phase of
the Neolithic, but the function and structure such as wooden material reservoir remained
simple, facilitating natural water flow. The crucial development occurred in the Bronze
Age associated with advanced agricultural practice. In the late phase of the Early Bronze
Age, field system, small irrigation canals, reservoir and features with stones appeared.
In the late phase of the Late Bronze Age, more active paddy rice farming and various
sets of irrigation facilities appeared. Lastly, in the Early Iron Age, combin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was completed with technical advance on the water reservoir, an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iques for artificial levee is noticeable.
Thus, emergence, development and changes of irrigation facilities was associated
with advance of construction techniques and agricultural practice.
Key words : Irrigation facilities, water supplying system, reservoir, water distribution
facility, edible, industrial, for irrigation, flood-control, combination of
Irrigation facilities,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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