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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은 고령 쾌빈리 433-11유적에서 확인된 남북수로와 습지에서 출토된 유
기물 자료 등을 통해 대가야의 식생과 생업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그 결과, 식생과 생
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기후와 자연지형이고 여기에 중심지역으로 집중된 인구
수 증가와 함께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유적의 서쪽으로 주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대가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충적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유적 중앙부는 습지지역으로 일정 기간 물이 얕게
잠겨 있고 각종 식물들이 분포하는 특징과 함께 인간거주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또 습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남북방향의 인공수
로가 조성되어 그 내부에 포함된 유기물 분석자료는 당시 식생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 유용한 자료가 된다.
분석된 자료와 주변 유적의 자료를 결부시켜 당시 상황을 유추하면 삼국(대가야)시대
는 현재와 비슷한 기후이고 동쪽 안림천과 회천의 충적지에 벼와 보리, 기장, 딸기, 포
도, 달래 등의 자생종과 함께 박과 매실 등의 외래종 식용식물을 재배하였다. 다만 복
숭아의 경우 과수원 형태로 유적 주변에서 다수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소, 돼지, 말, 닭 등의 사육도 주변에서 이루어졌고 육식과 함께 민물생선인
누치와 바다생선인 대구와 청어류, 두드럭고둥 등의 조개류도 섭취하였다. 일부 물품
은 교역을 통해 충당하였고 소나 돼지의 경우 일부는 생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가야 전성기에는 궁성지 주변 도시계획 일환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남북수
로를 인위적으로 건설하여 외(外) 해자 혹은 운하로 이용하다가 멸망과 함께 방치되어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자연재해의 영향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
도 있으므로 향후 이 지역의 고고학 자료가 좀 더 풍부지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대가야, 식생, 습지, 남북수로,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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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령의 대가야는 5세기경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의 남하를 막는 것으로 역사서에 등
1)

장하고 중국 남제에 사신을 보내어 ‘보국장군본국왕((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 받았다 .
이를 통해 대가야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대가야가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본
다. 이는 대가야 전성기 5세기 이후 고유한 토기양식의 등장과 고분군의 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대가야권역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고령지역에서 분묘유적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비
롯하여 주산의 능선과 가지능선에 분포하고 있는 고아리고분군, 연조리고분군, 본관동고
분군, 쾌빈동고분군 등이 있고, 생활유적은 궁성지와 주산성, 어정, 지산리 생활유적 일
부가 주산의 동쪽편 구릉과 사면 아래쪽에서 확인된다.
한편 고령지역은 대가야의 중심지인데 반해 5세기 이전 생활상에 대한 역사적·고고
학적 특징과 자료는 소략한 편이다. 역사사료에서도 대부분 대가야의 교류와 위치만 언
급될 뿐이고, 대가야의 식생에 관해(김재홍: 2006:153-158, 이한상 2006:159 -171, 김세기
2)

2006:172-178) 일부만 언급된 경우가 전부이다 .
3)

근년에 발굴조사된 고령 쾌빈리 433-11유적 에서 대가야의 대규모 남북수로와 수리시
설이 습지와 함께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계기로 대가야의 수리시설 일단을 확인 할 수
4)

5)

있게 되었고, 특히 수로내부에 퇴적된 토양분석 자료를 통해 대가야의 식생 과 생업 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본 글에서는 고령 쾌빈리 433-11유적에서 확인된 수로와 습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
고, 내부 퇴적토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자료로 고령지역 식생환경의 변화상과
6)

가야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검토를 해 볼 것이다. 또한 대가야 출토 고고학 자료와 식생
자료를 연계하여 대가야의 중심지인 왕도의 생활상 일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1) 『南齊書』東南夷列傳 加羅國條
2)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대가야 들여다보기』
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21, 『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지하주차장 및 유적공원 조성부지 내 高靈 快賓里433-11遺蹟Ⅱ』.
4) 어떤 장소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의 집단을 통합해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5)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
6) 고
 령지역에 존재했던 가야는 흔히 연맹체의 집단으로 처음 가야를 연맹체로 파악한 것은“六加耶聯盟體”論이었으며(이병도 1959:
376-389) 가야의 여러 國들이 하나의 연맹을 형성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구분되는 몇 개의 연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가야의 경우 국가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박천수 1996, 김세기 2003.2017, 이희준 2003,2017, 이형기 2009, 백
승옥2014). 대가야 국가론에 의하면 독립된 國이 연결된 것은 연맹, 국이 이름을 잃고 지역정치체로서 중심체제의 상하관계로 들
어간 것은 국가라고 정의한다(이희준 2017:195). 필자는 대가야를 국가로 보고자 한다.

고령 쾌빈리 유적으로 본 대가야의 식생과 생업에 대한 검토 103

N
1
2
3

4

7
6
5

8
21

6

조사지역

9

24

6
6

20

23
22

10

19
18

10
6

11
17

6

16
12

10

15

14

13

0

500

1000m

<그림 1> 조사지역 위치
 조사지역(고령 쾌빈리433-11유적)
1. 고령 중화리고분군②, 2. 고령 쾌빈리고분군, 3. 고령 쾌빈리와요지, 4. 고령 쾌빈리 무문토기산포지②, 5. 고령
연조리고분군, 6. 고령 주산성(사적 제61호), 7. 고령 관음사 칠성도, 8. 고령 연조리토기요지, 9. 고령 지산리
암각유적1, 10.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11. 고령 고아리고분군, 12.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사적 제165호),
13. 고령 내곡리 유물산포지, 14. 고령 내곡리 무문토기산포지, 15. 고령 장기리 암각화, 16. 고령 양전리 유물산포지①,
17. 고령 양전리고분군, 18. 고령 양전리 선사유적, 19. 고령 장기리고분군①, 20. 고령 장기리고분군①, 21.
망산봉수지, 22. 고령지산동당간지주(보물 제54호), 23. 고령향교(문화재자료 제229호), 24. 고령 대가야궁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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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히 확인된 남북수로가 傳 대가야 궁성지와 관련성이 높은 해자 의 역할과 함께 안림
천과 회천을 통하여 낙동강으로 연결된 수운교통로(운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하며, 남북수로와 습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대가야의 식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령 쾌빈리 433-11유적의 습지와 남북수로
8)

1. 습지 및 수리시설
유적의 중앙부 해발 28.7m 선상에 위치한 부정형의 자연습지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퇴적물이 쌓여 메워진 상태이며, 조사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
는다. 상층은 삼국(대가야)시대에 수차례의 홍수범람으로 습지 전체가 홍수퇴적층에 의
해 덮인 양상이다.
습지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35m(동-서), 너비 50m(남-북), 깊이는 최
대 2.4m 가량으로 중앙부분은 (구)경찰서 건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서쪽부분은 조
사경계 밖으로 확장되며, 동쪽부분은 남북수로가 건설되어 파괴되었다. 습지의 조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나 습지 상면 남쪽 가장자리에는 인위적으로 이용된
수리시설이 확인되었다. 수리시설 상부에 모래와 진흙이 겹겹이 쌓여있고 수리시설의
내부로 추정되는 말목과 통나무 등의 목재구조물이 남아 있었다. 내부 퇴적층에서는 다
양한 초목류의 유기물질과 대가야 6세기대 토기편 그리고 가공된 목재 일부와 씨앗류가
확인되었다. 유물의 경우 한꺼번에 쓸려 들어온 양상으로 저부편, 파수부호, 옹, 석구 등
이 출토되었다.
수리시설은 습지 동남쪽 호상의 가장자리 습지상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파
악된다. 안정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도수시설로 추정되며, 조사 경계 밖으로 이어져 있
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적에서 확인된 수리시설은 모두 연결되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구조물의 형태는
남쪽 중앙과 동편이 차이가 난다. 이것을 기준으로 시설A와 시설B로 나누었으며, 유로방향
을 바닥면의 높이와 지형으로 파악해 보면 시설A에서 시설B를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A·B 목재구조물 주변(북쪽)에서 확인된 다수의 가공되지 않은 원형의 말목은 시
설을 보호 및 보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퇴적토 분석결과, 남북수로 조성 초기에는 호수와 같이 일정한 수심이 유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8) 물
 의 염도, 침수빈도, 침수 기간에 상관없이 얕은 물에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한다. 습지는 수문, 식생, 토양이
그 성질을 결정하며 생태학적인 가치가 높다.

고령 쾌빈리 유적으로 본 대가야의 식생과 생업에 대한 검토 105

A

A

1

3 4
5

6

수리시설

주

106

제42호

교란

7

5

1

7

8

7

26.0m

27.0m

28.0m

A´
29.0m

A´

1층: 황갈색(Hue 10YR 5/6)사질점토층. 입자 굵음. 점성 강함. 밀도 높음.
2층: 탁한 황등색(Hue10YR 6/3)사질점토층. 입자 보통. 점성 보통. 밀도 높음.
3층: 갈회색(Hue 10YR 6/1)사질점토층. 입자 고움. 점성 보통. 밀도 보통.
4층: 갈회색(Hue 10YR 5/1)사질점토층. 입자 고움. 점성 보통. 밀도 보통.
5층: 청회색(Hue 10BG 5/1)니질점토층. 입자 매우 고움. 점성 강함. 밀도 높음.
6층: 청회색(Hue 10BG 6/1)니질점토층. 입자 매우 고움. 점성 강함. 밀도 높음.
7층: 회백색(Hue 5Y 8/2)사질점토층. 입자 고움. 점성 약함. 밀도 매우 낮음.
8층: 청회색(Hue10BG 5/1)니질점토층. 입자 매우 고움. 점성 강함. 밀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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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습지 평면도 및 토층

<그림 3> 수리시설 현황도

가. 시설A
규모는 길이 1,100㎝, 너비 350㎝, 깊이 36㎝이다. 습지 내부토를 일부 굴착 후 구조물
을 만든 것으로 습지 가장자리와 맞은편 양쪽에 직경 10∼20㎝ 가량의 가공되지 않은 원
형의 목주와 가공된 사각형의 목주를 박고 그 앞쪽에 길이 170㎝, 너비 25㎝, 두께 5㎝ 가
량의 가공된 판재형의 목재를 가로로 놓았다. 그리고 양 끝단에 목재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편평한 할석을 목주 사이에 세워놓은 형태이다. 그리고 아래쪽 시설B 사
이의 공간에 폭 0.3∼0.5m, 길이 1.8m 가량의 잔자갈이 깔려 있다.

나. 시설B
규모는 잔존길이 1,160㎝, 너비 450㎝, 깊이 32㎝이다. 형태를 보면 북쪽 가장자리를 따
라 직경 5cm미만의 일정한 크기의 자갈이 길이 3.5m, 너비 1.2m 가량의 범위로 깔려있
고, 그 아래쪽에 목재구조물이 조성된 시설이다. 구조물은 긴 통나무를 놓고 상면에 통
나무와 직교되게 4∼5개의 가공된 나무를 올린 日자 사다리 형태의 목재시설이 확인되
었다. 이 구조물과 나란하게 습지 안쪽에 3∼4열의 말목이 1m 가량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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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설A 전경

<그림 5> 시설B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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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수로
유적의 동편 조사경계 해발 28.6∼29.1m에서 습지를 굴착하고,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었
다. 진행방향으로 보았을 때 조사범위 바깥 남북방향으로 이어진다. 수로 바닥면으로 높
이로 유로방향을 살펴보면 교란된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편의 유로방향은 북쪽 → 남쪽
으로 진행되고 남쪽 편은 남쪽 → 북쪽 방향으로 흐른다. 잔존 규모는 길이 81m, 폭 4m
이상, 깊이는 최대 2m이다. 남북수로 중앙부에 구의 진행방향과 직교되게 너비 1m, 높이
0.8∼1m 가량 기반 층을 굴착하지 않고 조성당시 의도적으로 만든 둑이 확인되었다. 둑
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의 축조방법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11

10

7

B

19
15

B´

남북수로
1
2

대수혈 1호

28.5m

3

6

13

조사경계

14

3

4

5

9

12

1
2

조사경계

건물지 하부시설

A´

조선 구 2호

수혈 내부토

A

8

18

4
5

28.0m

6

27.5m

16
7

17

27.0m

8

0

1

26.5m

2m
1

0

2m

A´

B´

조사경계

조선 구 2호

28.0m

A

B

수혈1호

조선
폐와무지4호

조선 구 1호

습지
습지

<그림 6> 남북수로(上:전경, 下 :평면도 및 토층도)

둑의 남쪽편 내부토는 어두운 흑색점토로 이루어져 있고 단면 경사도가 65°∼75°로 수
직에 가까운 ‘V’자형에 폭은 5m이상으로 넓어지고 수로의 깊이도 2m 이상이다. 둑의 북
쪽편 내부토는 황갈색사질점토와 밝은 회색의 니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만한 ‘U’자
형 단면에 경사도 35°∼50°, 폭 4∼5m, 깊이 1.8m 내외이다. 남북수로의 북쪽은 직선으로
내곡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조사지역에서 내곡천까지 거리는 830m에 이른다.
수로의 역할은 한가지만을 염두하여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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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정하면 궁성지를 방어하기
위한 외(外) 해자 역할, 생활 및 농업 용수공급, 운하 등의 수운교통로 등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퇴적토의 분석으로 볼 때 삼국(대가야)시대에 축조되어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면에 조선시대 하천이 동
일방향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남북수로 폐기 이후 시기에도 하천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유적의 연대
유적의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3차례에 나누어 총 10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차는 습지 상면 유구 노출확인면의 수리시설A 1건, 수리시설B 1건, 남북수로와 연결
된 지점 1건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의 보정연대는 시설A에서 AD400년, 동쪽으로
8m 떨어진 시설B에서 AD420년, 동쪽으로 4m 떨어진 남북수로 확인 면에서 AD390년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2차는 남북수로의 최하층부터 층위별로 총 5건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중 3·4·5의
시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3번 시료는 AD420∼570년, 4번 시료는 AD400∼
550년, 5번 시료는 AD420∼580년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그림 7> 1차 방사선 탄소연대 모식도

유적의 층위로 선축과 후축으로 나누어보면 남북수로가 습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으
나, 출토된 토기를 통해 시기를 비정해 본다면 남북수로는 습지에서 확인된 수리시설과
시기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더욱이 C14연대측정 결과로 유적의 점유연대를 고려한
다면 습지와 남북수로가 동시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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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는 남북수로 중앙북 둑 서편 인접한 곳에서 확인된 목주시설 주혈에서 2점의 시료
를 채취하였다. 주혈 1번은 AD 420년, 주혈 2번은 AD 600년의 보정연대가 도출되었다.
수리시설의 목조구조물(시설B)에 대한 연대측정(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AD 400∼
600년, 중심연대는 AD 500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총 세 차례에 걸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6세
기를 전후하여 유적의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목주시설 주혈 2의 보정
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7세기대 까지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활용이 이루어
9)

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인접한 고령 지산리 2-4유적 삼국(대가야)시대 10호
竪穴 목탄 분석결과, AD 380∼560년 보정 값의 연대가 확인되는 예도 있으나 분석 자료
만으로 고령지역에서 유적을 모두 해석하기에는 표본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유적
습지상면 수리시설 범람층과 남북수로 내부에서 수습된 개편과 호편 등은 기형과 문양
으로 볼 때 6세기대 대가야 유물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과 방사선 탄소연대와 비교해
볼 때 연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8> 고령 쾌빈리 433-11유적 출토유물 일괄

9) 大東文化財硏究院, 2017, 『高靈 地山里 2-4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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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습지와 수로에서 확인된 유기물 자료의 분석
11) 12)

1. 분석방법

분석은 삼국(대가야)시대 습지 상부(수리시설)와 남북수로 퇴적토에서 수습된 시료이다.
<표 1> 퇴적 토 내 유기물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분석내용

종실유체
분석법

종실유체 분석을 토양 시료의 처리법은
Badham and Johns(1985)의
부유법(Wash-over method)을 적용

종실류의 선별과 동정을 위해 육안 및 10~63배의
실체현미경(SMZ-800)을 이용하였고, 종실류의
동정은 식물도감(이창복, 2006)을 비롯하여 재배작물
관련자료(조재영 외, 1997; 조재영 등, 2007)를 참고하였다.

입도
분석법

사질 퇴적물의 입도는 표준체를 장착한
진동체질기를 이용한 건식 체질 법을 적용.

퇴적물 유형은 Folk et al.(1970)의 자갈-모래-이 및 모래실트-점토 삼각도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식물
규소체
분석법

벼科 식물의 기동세포에서 기원된
식물규소체는 일부 種, 屬 또는 族 수준의
분류가 가능

기동세포에서 유래된 주요 벼科 식물의 식물규소체의
분류는 식물 종에 따라 亞科, 族, 屬 및 種 수준까지
수행하였고(藤原宏志, 1976; 杉山眞二 외, 1988), 기타
세포에서 유래된 것은 형태를 기준으로 한 Mulholland and
Rapp(1992)와 Twiss(1992)의 분류 체계를 적용하였다.

화분·
포자
분석법

퇴적물로부터 화분·포자의 추출

기생충란
분석법

기생충란의 추출 실험은 Warnock and
Reinhard(1992)의 방법을 준용

수종분석

현미경을 이용하여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목재세포들의 종류, 모양, 크기, 배열
등을 확인하면 목재의 수종을 식별할 수 있다.

화분 관찰 과정에서 계수한 Lycopodium의 수를 이용하여
화분 함량을 토양 1g 당 개체수로 정량화하였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 산출되는 기생충란을 동정·계수하고,
함께 계수된 Lycopodium을 이용하여 토양 1g 당 개체수로
환산하여 기생충란의 산출량을 정량화하였다.
나이테연구센터 소장 목재재감 프레파라트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조사 시 삼국(대가야)시대 습지 층에서 복숭아 씨앗으로 추정되는 종실류가 다수 노출되
어 정확한 동정을 위해 수습되었으나, 채취 과정에서 종실류 표면에 부착되어 함께 회수된
소량의 주변 퇴적물에서도 종실류가 관찰되었다. 남북수로 퇴적층에서 입도, 식물규소체,
화분·포자, 그리고 기생충란 분석을 하고 수리시설 목재 일부 수종분석을 실시하였다.
10) 고
 령 쾌빈리 433-11유적 삼국(대가야)시대 습지에서 수습된 추정 복숭아 씨앗에 대한 종실유체 분석과 삼국(대가야)시대 남북수
로 퇴적층의 퇴적학, 화분, 식물규소체 및 기생충란 분석을 실시하고, 삼국(대가야)시대의 퇴적환경, 식생환경과 생활상을 살펴
보았다.
11) 한
 국지질환경연구소, 2020,「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지하주차장 및 유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의 삼국(대가야)시대 습지 및
남북수로 퇴적층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지하주차장 및 유적공원 조성부지 내 高靈 快賓里
433-11遺蹟Ⅱ』. 부록2.
12) 충
 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부설 나이테연구센터, 2021「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유적출토 수침목재 수종분석」『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지하주차장 및 유적공원 조성부지 내 高靈 快賓里433-11遺蹟Ⅱ』.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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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물 분석결과에 대한 검토
가. 습지 및 남북수로 종실유체
삼국(대가야)시대 습지의 추정 복숭아 씨앗을 비롯한 거대식물유체로 부터 총 113개체
의 종실유체가 검출되었고, 종실유체의 동정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였다. 모든 종실류
는 야생종으로 구성되며, 거의 탄화되지 않고 변색된 상태로 산출되었다.
<표 2> 종실류 출토현황
분류

학명

합계

복숭아

Purnus persica

85
(26)

매실

Purnus mume Sieb

1

딸기屬

Rubus sp.

2

박科

박

Lagenaria leucantha

10

장미科

포도科

포도屬

Vitis sp.

1

다래나무科

다래

Actinidia chinensis

1

가래科

가래

Potamogeton distinctus

1

명아주科

명아주

Chenopodium album

11

미상종

미상종

Undetermined sp.

1

합계

113

습지에서 다량의 복숭아 씨앗을 비롯하여 매실, 딸기屬, 박, 포도屬, 다래, 가래, 명아
주의 종자가 수습 확인되었다. 이 중 복숭아, 매실, 딸기속, 박, 포도속, 다래는 열매가 식
용으로 이용된다. 식용 종실류 중에서 복숭아, 딸기속, 포도속, 다래는 우리나라 자생종
이나 매실과 박은 외래종이다. 식용 종실류의 구성으로부터 유적에서는 복숭아를 비롯
한 딸기류, 포도속의 머루류, 그리고 다래의 채집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
래종인 매실과 박의 검출은 삼국(대가야)시대에 유적 주변에 매실나무와 박의 재배가 상
정되며, 이 시기에 외부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숭아의 경우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출연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출토된 복숭아
는 재배된 복숭아인지 야생복숭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안승모 2015). 대체적으로 원
삼국시대 이후 복숭아의 출연사례가 많아진다. 다른 식물과 다르게 무덤에서 발견된 사
례도 많아서 평양 정백동, 정오동, 석암리 일대 낙랑 무덤에서 발견된 예와 인접지역인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부산의 칠산동고분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 부
지 우물, 傳인용사지 우물에서도 출토되었다. 복숭아는 고대 중국에서 악귀를 쫓는 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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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여 신성시되었고 장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 고대사회에서
복숭아는 과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점을 염두해 보면 단일 쾌빈리유
적 수리시설 내부와 남북수로 하층에서 많은 수의 복숭아 씨앗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대가야궁성지와 관련한 수변 의례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
겠다.
다만, 지형적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서쪽편 주산 능선(상류지역)에 당시의 복숭아 재배
지가 존재하여 자연적으로 흘러들어 왔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나. 남북수로 퇴적층
모든 시료에서 자갈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래는 3.14∼59.39%의 넓은 범위를 보이며
퇴적층 상부의 1∼3번 시료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하부에서는 모래 함량의 증감이
반복된다.

<그림 9> 남북수로 토층 퇴적층 분석 지점

실트는 36.20∼80.18%의 넓은 범위를 보인다. 상부로 가면서 함량의 감소와 증가가 반
복되다가 상부의 1∼3번 시료에서는 약 50% 이하로서 하부에 비해 작은 함량이 유지된
다. 점토는 4.55∼24.95%의 범위로서 최하부 시료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고, 상부의
4∼6번 시료는 10%를 초과하나 최상부의 1∼3번 시료는 10%미만으로 뚜렷한 함량 차이

13) 안승모, 2015,「고고학으로 본 복숭아 재배와 의례적 기능」,『馬韓·百濟文化』26,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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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33-11유적의 남북수로는 최초로 확인된 삼국(대가야)시대의
인공수로이다.

<그림 10> 남북수로 퇴적층의 입도 특성 분포도 및 퇴적물 유형 해석도

남북수로 최하단부 시료에서 점토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조성 초기에는 호
수와 같이 물의 흐름이 거의 없고 물이 채워진 형태이다. 이것은 해자 환경이 유지되었
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하부시료에서 모래 함량의 증감이 반복되고 상부로

고령 쾌빈리 유적으로 본 대가야의 식생과 생업에 대한 검토 115

14)

가면서 실트가 조립화 되는 것을 보아 후기에는 유수가 흐르는 수로 환경으로 변모하였
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남북수로의 퇴적환경의 변화가 자연적인 퇴적작용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어떠한 기능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분석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발굴조
사 자료에서 남북수로의 규모를 살펴보면, 길이 81m, 폭 4∼9m, 깊이 1.4∼2m의 인공적
으로 만들어진 수로이다. 이러한 규모라면 충분히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고 배가 지
나다녔다고 가정하면 인접해 위치한 傳 대가야궁성지를 통하는 수로일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퇴적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남북수로의 특징을 파악
해 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궁성지를 방어하기 위한 해자
로 사용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수운교통로(운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퇴적층의
양상이 수로조성 초기에는 물이 채워진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퇴적층의 두께가 20cm 이상으로 두껍게 확인되는 점은 상당한 시간 동안 물
이 고여 있는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
로 보수 및 정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궁성지 외곽으로 돌아가는 외
(外) 해자의 역할과 함께 수운교통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천과의 거리
가 1km 미만으로 거리가 길지 않은데 수운 교통로로 이용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은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로의 환경 변화이다. 수로가 물이 채워진 형태에서 흐르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수로의 이용 형태가 해자의 역할 즉 궁성지 및 대가야왕도를 방어하
기 위한 용도에서 생활하수도 및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
15)

다. 수로 내 퇴적토의 변화는 자연재해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수로를 정비하지 않고 방
치하여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방치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대가야의 멸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대가야 전성기에는 궁성지 주변의 남북수로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며 외(外) 해
자 혹은 운하로 이용하다가 멸망과 함께 운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자연적으
로 물이 흐르며 소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이 지
역의 고고학 자료가 좀 더 풍부해진다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입자의 안정화 과정에서 응집으로 인하여 입상, 단립 또는 괴상으로 토양입자가 고결하는 것.
15) 주산성 건립 이후 방어적인 역할의 소멸 혹은 대가야의 멸망으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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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수로 식물규소체 및 화분
삼국(대가야)시대 남북수로 퇴적층에 대한 식물규소체 산출 결과, 식물규소체의 총 산
출량은 구 퇴적층 중간부의 4번 시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번 시료도 대체로 높은
산출량을 보인다. 식물규소체의 조성은 벼科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소나무科와 드물
게 참나무科를 포함한 목본류가 소량 검출되었다.

<그림 11> 고령 쾌빈리 433-11 유적 남북수로 퇴적층의 식물규소체 산출도

<그림 12> 상주 읍성 해자 분석 자료(상주박물관 2021년)

시료에서 벼科가 대체로 넓은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벼와 함께 보리류가 최하부의 7번
시료를 제외하고 검출되었다.
벼의 규소체는 상부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퇴적층 중간인 4번 시료에서 현저히 높은
산출량을 보이며 정점에 이르렀다가 상부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삼국(대가야)시대 남북수로 퇴적층은 상부의 모래질 퇴적층(1∼3번)과 하부의 이질 퇴
적층(4∼7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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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로 퇴적층의 상부 구간은 유수가 흐르는 수로 또는 하도의 환경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규모와 시기의 차이가 존재하나 비교자료로 조선시대 상주읍성 해자
분석자료로 파악해 보면 일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산출량이 평균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이 반복되는 형태로 확인된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해
자의 역할만으로는 식생 변화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 쾌빈리 유적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 남북수로 조성 후 활발한 도작과 맥작 농경을
행하고 있었고 벼는 남북수로퇴적층의 상부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이질 퇴적층의 최
상부에서 현저히 높은 산출량을 보이며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고대 사
회에서 식량의 생산은 그 집단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물로 벼는 단위면적
당 다른 작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작물이다.
그 산출량에 따라 집단의 흥망성세를 좌우할 수 있는 생산물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 분
석에서 중요한 점은 남북수로의 건설이 벼과의 식물규소체 산출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수로는 식량생산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농업용수로도 일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가지의 목적만으
로 건설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남북수로는 해자, 수운교통로, 생활용수 등 다목
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3> 남북수로 퇴적층의 화분 산출도

16)

화분 은 고식물상을 복원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검출되지 않았다. 퇴적층이 대체로 화
분 보존에 유리한 안정적인 호수 환경이었음을 고려하면 화분의 불량한 산출은 당시 유

16) 화
 분은 속씨 식물과 겉씨식물의 수술에서 만들어진 생식기관으로서 공기가 차단된 환원 환경에서 퇴적되면 미화석 상태로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다. 적은 양의 토양시료로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여 장기간의 식생조성 변화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며 과거
의 식물상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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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변의 식생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적 주변은 인간
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인 식생환경이 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화분
조성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초본류 화분이 우세하게 산출되고 있어, 유적 주변의 식생
환경은 벌목과 같은 적극적인 인간 간섭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고대 도시환경으로 판단
된다. 벼 종실부 규소체도 수반될 뿐만 아니라 보리류 종실부의 규소체도 검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남북수로를 조성한 집단은 활발한 도작과 맥작 농경을 행하고 있었음이 분
명하며, 수로가 폐기되는 시점까지 농경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벼는 남북수로 퇴적층의 상부로 가면서 점차 증가하여 이질 퇴적층의 최상부에
서 현저히 높은 산출량을 보이며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라. 남북수로 기생충란
삼국(대가야)시대 남북수로 퇴적층의 기생충란 산출 결과, 기생충란은 회충란, 편충란,
간흡충란, 요코가와흡충란, 그리고 유·무구조충란이 산출되었다. 기생충란의 산출량은
편충란과 회충란이 풍부하게 산출되었으며 편충란이 다소 우세하다.

<그림 14> 남북수로 퇴적층의 기생충란 산출도 및 현미경 사진

남북수로 퇴적층에서 기생충란의 산출 자체는 주변에서 활발한 인간생활이 이루어지
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감
염되고, 요코가와흡충 역시 민물고기, 다슬기 등을 생식했을 때 감염된다. 이로써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민물고기의 어로와 생식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무구조충은 돼지의 소장과 소의 근육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돼지와 소의 생식
의 결과로 감염된다. 유무구조충란의 검출은 주변 유적에서 돼지나 소의 사육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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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으며, 이들을 생식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인접하여 위치한 지산동 604
17)

호분 의 시상대 아래에서 확인된 파수부호 내부토 분석에서 멧돼지의 지방 성분이 검출
되었고, 개배 내부에서 소라껍데기가 출토된 사례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습지와 남북수로 주변에서 정주를 위한 주거지와 기와 등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아 주
거 생활과 관련성은 낮아 보인다. 傳 대가야궁성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습지에서 확인된
기생충과 복숭아를 의례행위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지역에서 의례(수변제사)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수리시설 수종
쾌빈리 433-11 유적에서 출토된 수침목재 20점을 대상으로 수종분석을 실시한 결과 <
표3>과 같이 소나무류 10점, 밤나무속 4점, 상수리나무류 4점, 벚나무속 2점으로 식별되
었다. 출토된 목재의 수종별 위치는 <그림 15>과 같다.
<표 3> 대상 시료 분석결과
연번

유물명

수종 분석 결과

1

A-1

소나무류

2

A-3

소나무류

3

A-5

소나무류

4

A-15

밤나무속

5

A-17

밤나무속

6

A-(하)3

소나무류

7

B-3

소나무류

8

B-6

소나무류

9

B-8

소나무류

10

B-10

벚나무속

11

C-2

상수리나무류

12

C-5

상수리나무류

13

C-7

상수리나무류

14

D-3

소나무류

15

D-6

벚나무속

16

D-9

밤나무속

17

D-10

상수리나무류

18

D-15

소나무류

19

D-20

소나무류

20

D-29

밤나무속

17) 충청문화재연구원, 2019, 『고령 지산동 고분군(제604호분)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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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위치와 수종을 비교하면 수리시설의 상부 구조물(건축물)은 대부분 소나무로
확인되며, 말목 등의 기타 부자재는 다양한 나무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나무의
경우 대부분 가공하지 않고 원형의 말목 끝부분만 깎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
만 밤나무와 벚나무의 경우 사각형말목과 판재형의 횡목으로 전체를 가공한 것이 특징
이다. 수리시설에서 사용된 목재만으로 당시 대가야 사람들의 수종별 목재의 이용을 명
확히 알 수 없으나, 가공목으로 사용된 밤나무와 벚나무가 사용된 점은 가공의 용이성도
있겠지만 지역적 특성일 수도 있다.
18)

경주지역의 분석자료 중 흥미로운 수종 분석이 보고되었다 . 경주 교동 일원에 5∼6세
기 대에 느릅나무-느티나무류가 우점 하는 하반림이 존재했고, 느릅나무- 느티나무류의
식생은 월성주변 남천과 발천의 자연제방 등 미고지 분포하는 수종일 가능성이 높고, 6
∼7세기 대 참나무 숲이 감소하고 소나무가 증가하는 것은 참나무의 벌채 등을 시사한다
는 분석도 있다. 이는 6세기 중엽 이후 대규모 토지 개발과 연료 및 건축, 토목 부재의 대
량소비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주 월성의 해자에서 출토된 목재부재의 수종 비율은
참나무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분석된 수리시설 부자재를 보
면 고령지역 또한 건축물 축조시 수종을 분리하여 사용했다.

교란

<시설 B>

1

<습지>

4
21
2

44

23A15

A하3

32

46

B3

22
43

45

B6

분석 지점

A1

A3

B10
B8

31

A5
남북수로(삼국)

A17

D´

33
A

<시설 A>
29

24
25
26
27
37

3

C5

D20
D6

D9

20

소나무 10점
밤나무 4점
상수리나무 4점

C´
C
발굴제외구역

2

남북수로 분석 지점

수종분석

28

폐와무지 7호(조선)

0

폐와무지 4호(조선)

42

19

a´

B

36

38

주

D3
16

34

A´

D29

40

분석 지점

a

8

41

39
17

C79
7
D10
11
D15 18

주

C2
10
14
13
12

수혈 1호(삼국)

35
주

조사경계

D

B´

30

벚나무 2점

4m
수혈 3호(조선)

<그림 15> 수리시설 내 수종분석 분석지점
18) 안소현, 2020, 「화분분석으로 본 신라왕경 식생사와 문화경관」,『한국고고학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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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쾌빈리 433-11유적조사를 통해 본 대가야 식생과 생업의 일단
1. 쾌빈리 유적 주변의 대가야시대 식생의 일단
화분분석결과 삼국(대가야)시대 조사지역 주변은 벼科의 식물분포가 월등히 높은 점
으로 볼 때 벼 재배에 효과적인 지역으로 식량수급을 위한 대단위 평야가 발달했음을 알
19)

수 있다 .
유적은 조사된 습지의 존재와 주변 하천(회천)의 입지 등을 본다면 충분한 농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하였고, 오히려 하천범람에 의한 홍수에 취약한 지형으로 판단된다. 회천과
안림천 주변 비옥한 충적지에서 생산된 다수의 식량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불러
왔을 것이며, 인구수용을 위해 도시가 확장되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하겠다.
화분분석 결과에서 억새과의 식물분포도 많았다. 이는 이 지역이 회천의 범람지역이고
습지는 억새가 자라기 좋은 환경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람원 주변에 억새가
20)

다수 분포한다면 이것은 자연제방 의 역할과 함께 부산물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배
했을 가능성이 있다.
목재의 수종분석 결과를 수리시설 <그림 15>에 대입해 보았을 때 건축용 목재는 대부
분 소나무를 사용했으며 부자재는 참나무, 밤나무, 벚나무 등을 이용하였다. 이는 가까
운 주산 또는 그 주변 임야지역에서 수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이므로 기후와 식생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화분 분석 상 확인된 목재 중 참나무와 소나무가 가장 많으나, 소나무의 경우 아마도
송화가루의 영향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수로의 퇴적층위별
로 살펴보면 4층과 제일 아래층인 7층에서 소나무와 참나무의 화분이 동시에 많아졌고,
5·6층에서 소나무는 90% 가량 축소되었으며 참나무는 50∼60% 가량 축소되었다. 4·7
층과 5·6층을 비교하면 5·6층에서 수목류의 화분은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
나, 그 중 장미과 나무와 개암나무는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가지며, 초본류 화분에서는
국화과 나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남북수로가 조성된 후 인공적으로 조
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후 남북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않는 시점에
서 다시 남북수로가 축조되기 전 환경으로 원상 복구되는 모습이 화분분석 결과 값에서
확인되었다. 자연적인 환경변화로는 이러한 결과 값이 나오기 힘든 사실에서 그 원인을

19) 벼
 는 고대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월등하며, 노동력 절감에도 가장 효율적이다. 대가야는 정책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해 대단위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범람원을 흐르는 하천의 양쪽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둑 모양의 높은 지형을 자연제방이라고 한다.

122

제42호

6세기 대가야 멸망과 연관해 볼 수도 있다. 분석된 자료 중 저지대 습지성 수목인 오리나
무속과 참나무속은 감소하지만 소나무속 화분은 증가한다. 대가야 멸망 후 인구가 감소
되었고 건축자재로서의 사용과 땔감의 사용량 감소로 소나무의 개체가 증가하였을 개연
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경주 동궁과 월지 화분분석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동궁과 월지 조성당시 주변은 오리나무 숲이었다. 동궁과 월지 조성 후 소나무가 점차
증가하고 참나무는 감소한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환경변화인 건축물 조성과 함께 감나
무, 중국굴피나무 등을 심었고 느릅나무, 밤나무도 증가하며 초본은 화본과와 쑥이 많아
지고 수생식물이 점차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21)

한편으로 소나무와 참나무의 개채수가 줄어드는 시점은 건축자재 로서의 사용량이 많
22)

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장미과 나무 의 개체수가 변화지 않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과
실수와 대나무 등은 일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삼국(대가야)시대 남북수로 퇴적환경의 변화로 추정해보면, 남북수로의 조성
초기에는 수로 내부가 호수와 같이 물이 채워진 형태의 환경 조건이 유지되었으나, 후기
23)

에는 유수가 흐르는 수로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남북수로의 퇴적환경 의 변화가
자연적인 퇴적작용에 따른 것인지 인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로서
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수로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생으로 변화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傳 대가야 궁성지를 인근에 두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공수로를 조성하였다는 것은 궁성지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
계획과 관련한 수로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변 식생은 필수적으로 그에 맞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던 것이 분석 자료의 내용이 방증해 준다.

2. 유기물자료 분석결과를 통해본 대가야의 생업
대가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종실유체분석과 기생충
분석 그리고 유적 주변 기 조사된 고고자료를 통해 대가야사람들의 생활을 추론해 보고

21) 건
 축재는 유적주변의 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내구성, 가공의 용이성 등 개별 목재의 특유한 성질에 다라 인
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박원규 이광희(2007)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선호된 나무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까지 참나무가 많이 사용되었고 고려시대로 가면서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소나
무가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22) 장미과 과실로는 복숭아, 딸기, 살구, 자두, 사과, 배 등이 해당한다.
23) 장
 기간 퇴적된 퇴적물은 농경에 의한 식생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벼농사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재배 벼로 볼 수 있는 벼속
(oryza) 이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며, 개간과 벌목 등의 인간 활동을 나타내는 잡초성 식물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잡초과 식물
은 명아주과, 사초과, 마디플속, 쑥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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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24)

이 지역은 대가야의 중심지 로 당시의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된 곳으로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의식주 중 의복에 대한 기록은『일본서기』대가야왕이 신라의 왕녀를
25)

맞아 혼인하는 기록이 있고, 이 기록에서 신라 의복을 입고 왔다 등의 기록과 발굴조사
된 지산동 44호 석실의 철제품에 직물흔적이 남아있고 45호분 석실의 철판에 고급 직물
이 확인되는 점. 고분조사에서 확인된 대가야 양식의 금관과 귀걸이로 볼 때 대가야 고
유의 의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규소체 분석에서 다수의 벼과의 식물유체가
확인됨으로 보면 짚신이 다수 제작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림 16> 오키나와산 야광패 국자(우: 지산동 44호분 출토 야광조개)

음식물의 경우 고령지역 삼국(대가야)시대 고분에서 <표4>과 같이 음식물로 추정되는
흔적이 무덤내부 토기 안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의례용으로 이용된 음식물이나 이를
통해 대가야사람들은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였음을 일부 알 수 있다.

종실류 분석에

서도 동일 면적에서 야생종복숭아의 개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박이 많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매실, 딸기, 포도, 다래 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생충분석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민물고기와 육류(소와 돼지)를 생식했
을 시에만 확인되는 기생충이 분석되어 대가야사람들 일부는 민물고기와 소, 돼지를 생
식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경상도 고령현 고적
.―현 남쪽 1리에 ‘대가야국 궁궐유지’가 있는데, 그 옆에 돌우물이 있어 어정이라 전한다.―
25) 김세기, 2020,『대가야 고대국가론』, 초판, 서울: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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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산동 고분군내 음식물출토 사진(①·②지산동 45호분, ③지산동 35호 연결석곽,
④지산동 32SE-3호(출처: 대가야박물, 2004, 『大伽倻의 遺蹟과 遺物』.)

<표 4> 주변유적출토 음식물
연번

출토지

출토음식물

1

고령 지산동 44호분

어류 15개체, 조개류 2개체, 닭 뼈, 미상 5개체 / 말뼈

2

고령 지산동 44호분 남쪽 석실

기장

3

고령 지산동 45호분

닭 3개체, 바다생선 4개체

4

고령 지산동 35호 연결석곽

소형어류와 바다조개 두드럭고둥

5

고령 지산동 34-SE-3 석곽

대구 한 토막, 게, 꿩(?)

6

고령 지산동 35NW-2 석곽

바다소라

7

고령 지산동 47호분

황어뼈

8

고령 고아2동 횡혈식석실분

참굴껍질

9

고령 지산동 77호분

말뼈

주거지의 경우『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세
웠던 가궁(假宮)은 토계(土階) 위에 세우고 초가지붕을 이은 것이며 초가지붕의 끝을 가
지런히 자르지 않은 소박한 형상이었다. 그리고『삼국사기』진흥왕 23년 신라가 가야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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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격할 때 전단량 이란 성문을 공격했다는 기록 자료와 가야의 내용은 아니나 중국의 기
록인『구당서 舊唐書』 열전에는 고구려에 대하여 “고구려인들은 살림집을 반드시 산곡에
짓는데 대부분 이엉을 이어 지붕을 만든다. 다만 부처님을 모신 절이나 신묘·왕궁·관
부(官府)의 집들은 기와를 얹었다. 가난한 백성들의 습속으로 겨울에는 모두들 장갱(長
坑)을 설치하고 불을 지펴 따뜻하게 난방 한다.”고 기록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삼국시대 초기까지는 지배층들도 초가집을 지어서 살았던 것으
27)

로 보인다 . 대가야의 중심지인 조사지역과 인근 지역에서도 기와가 흔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붕은 초가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식물규소체 분석에
서 벼과와 억새과의 식물규소체가 월등히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앞에서와 같이 대가야 사람들의 의식주를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유적에서 확인된 종실
류 분석, 남북수로 퇴적층 입도분석, 식물규소체 및 화분분석, 기생충란 분석, 수리시설
수종분석 자료와 습지와 수리시설 그리고 남북수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대가
야인의 생업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 고령지역 사람들은 자체적인 고령양식의 복장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토
기와 같이 의복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확인되는 분석 자료
와 발굴 자료 등으로 추론하기에는 그 자료가 빈약하고 한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음식은
의복과는 다르게 고분군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유적에서 분석된 종실류, 화분분석에서
구체적으로 개체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개체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남북수로에서 확인된 기생충 검출은 민물고기, 돼지, 소의 생식이 주변에서 이루
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당시 대가야인이 생식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과 함께 민물고기는 주변 안림천과 회천 등의 하천에서 어로행위가 이루어졌
고,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은 주변에서 사육하여 섭취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다생
선과 해산물은 해안지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출토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한편 발굴조사시 다량의 봉숭아 씨앗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실류 분석에서도 복
숭아 씨앗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복숭아를 많이 섭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복숭아
씨 자체가 다른 종류의 씨앗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크고 단단하여 상대적으로 다수가
남은 경향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매실이나 살구씨도 일정 수량 이상

26) 가
 야에서 문을 량이라 한다. 대가야 궁성 또는 왕도와 관련된 출입문으로 추정되고 문을 교량, 다리, 들보 등을 의미하는 량(樑)
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왕도 주변에 물을 건너는 다리 등의 출입시설물이 존재했으며 이것은 남북수로를 건너 왕궁으로 통하는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
27) 역
 사적 사료에서 삼국시대 초기에 건축자재인 기와는 완전히 새로운 신문물이다. 대가야에서 본격적으로 기와집이 들어선 것은
말기로 추정된다. 고령에서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기와는 傳 대가야궁성지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4세기경 확인된 가형토기의
지붕형태도 기와의 형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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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어야 되나 그렇지 않았고 박씨 또한 소량만 확인되어야 되나 다수 확인되는 점으
로 볼 때 궁성지 주변에 복숭아 재배가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 의미가 있다. 다만
남북수로와 습지 내 수리시설에서 출토된 자료의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개체수로만
판단해보면 삼국시대 대가야인이 즐겨먹는 과실류는 복숭아이고, 딸기, 달래, 포도도 계
절에 따라 일정 부분 섭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박의 식물규소체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식용과 함께 실생활에서도 물바가지, 곡물저장용기 등으로 이용했을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8> 대가야 궁성지 7호 건물지 출토유물
28)

주거지의 경우 유적주변에서 기와 건물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 대가야의 궁
성지 포함 중요 건물로 칭할 만한 건물(시설물)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명
확하지는 않으나 유적 주변에서 발굴조사된 주거지는 대부분 대벽건물지, 수혈주거지이
다. 이를 통해 보면 남북 수로와 습지 주변에 다수의 수혈 건물지를 조성하여 살았을 것
29)

30)

으로 추정되며 주거지의 지붕구조 는 짚이나 억새를

사용한 초가가 대부분을 차지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공서의 경우 초본류를 사용하여 지붕을 올린 것이라면 매년 지붕
갈이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10년 가량 사용가능한 억새지붕을 일부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
다고 봐야겠다. 그런 점에서 억새의 식물규소체가 다수 확인되는 분석이 의의를 가진다.
분석된 자료와 주변 유적에서 확인된 자료로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본다면 삼국(대가야)

28) 대
 가야의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 연조리 왕궁지에서 기와와 전이 출토되었고, 일부 주초석과 기단으로 볼 수 있는
돌들도 남아있어 궁궐은 초석을 갖춘 대형 기와지붕 건물과 바닥에는 전을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와는 대가야의 수도
를 방어하는 주산성에서도 많이 출토되고 있어 왕궁과 국가의 중요시설에는 벽돌과 기와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29) 궁
 성지와 궁성지 인근 관공서의 성격을 가진 기와 건물이 있었다고 본다면 대량의 기와가 주변에서 다수 확인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주변 발굴조사에서도 대가야 기와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지붕의 경우 대부분 초본류를 사용했을 것으
로 보인다.
30) 짚
 을 이용한 지붕은 평균적으로 1∼2년 주기로 지붕갈이가 이루어지며, 억새 잎은 방수성이 좋고 질겨서 한번 지붕을 이면 10년
정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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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대가야읍 지역은 현재와 비슷한 기후였다. 식생변화는 도시화로 인한 지형 및 인위
31)

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동쪽 회천의 충적지에 다수의 벼와

함께 보리, 기장, 딸기, 포도, 달래 등의 자생종과 박과 매실 등의 외래종의 식용식물을
경작하였다.
그 중 복숭아는 과수원의 형태로 유적 주변에서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고 소, 돼지, 말,
닭 등의 사육이 주변에서 이루어져 일부는 의례용으로 공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
나 돼지의 경우 일부는 생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종합해서 살펴보면 고령 쾌빈리 433-11유적에서 확인된 남북수로와 습지 내 수
리시설은 공동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계획 하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축
조된 시설물이며, 도시 내부 공동사용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가
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필수적으로 집단의 안녕과 번영
을 영위하고자 궁성지 주변 환경을 개발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기초를 세우고 볏짚과 억새를 이용하여 지붕을 올려 도시를 이루며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식생과 고대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기후와 자연지형이고, 추가적으로 중
심지역으로 집중된 인구수의 증가와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등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분석된 자료와 유적이 입지한 지역 일부는 습지로 일정 기간 물에 잠겨 있고, 수심이
상대적으로 얕으며, 각종 식물들이 분포한다는 특징과 인간거주 주변에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다. 특히 대가야의 중심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습지 남동쪽 가장자리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수리시설과 습지 동쪽 편을 파괴하고 들어
선 남북방향의 인공수로로 인하여 이 지역의 식생환경이 더욱더 인간중심으로 변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 쾌빈리 433-11유적 분석 자료와 지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유기물을 통해 추론해
보면 6세기대 대가야 사람들은 주산의 동편으로 구릉 말단부와 안림천과 회천의 영향으

31) 우
 리나라 고대기후를 『삼국사기』에 수록된 기후자료를 토대로 기후편년표를 작성하여 기원전 53년에서 서기 921년에 이르는 약
1000년간의 우리나라 고대의 기후와 그 변동을 파악한 김연옥 1985년 연구에 따르면 삼한·삼국시대의 한기는 2∼3세기,
8∼10세기에 나타나고, 그 사이 1세기와 4∼7세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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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게 펼쳐진 충적지에 도시를 만들고 경작과 함께 생업활동을 영위하였다. 도시방어
와 생활용수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남북수로를 건설해 생활하였으며, 외부교류를 통해
외래종(매실, 박)도 추가적으로 들여와 재배하였을 가능성 있다. 그리고 해안지역과 교
류하여 일부 물품을 충당하고 소·돼지 등의 육식과 함께 민물생선인 누치와 바다생선
인 대구와 청어류, 두드럭고둥 등의 다양한 해산물을 섭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산 능선부에 형성된 지산동 고분군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삼국시대 傳 대
가야궁성지를 비롯한 중심지에 대한 자료는 현저하게 부족하다. 대단위의 고분군이 확
인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집단이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간 흔적 또한 주변에서 비슷한 규모로 확인되어야 하나 아직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 고령 쾌빈리 433-11유적에서 대가야 유구인 남북
수로와 습지 내 수리시설이 면밀하게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연과학적 분석이 추가
적으로 이루어져 대가야 식생과 생활상 일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고령지역
환경과 사회상 복원 등 도시구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분석 자료들과 생활관련
고고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흥망성세를 판단하는데 의
미 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1.9.15) ▶심사완료일(21.10.15) ▶게재확정일(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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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Daresay’s vegetation and livelihood as
a relic of Goryeong Kwaebin-ri
Do-in Nam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article approached the vegetation and livelihood of Daegaya through the data of
organic matter excavated from the north and south waterways and wetlands identified from
the 433-11 ruins of Kwaebin-ri, Goryeong. As a result, the biggest factors that determine
vegetation and livelihood are climate and natural topography,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area and the installation of artificial facilities
can be cited.
To the west of the ruins is Jusan Mountain, and to the east, Daegacheon Stream, a
tributary of the Nakdonggang River, flows from north to south, forming a wide alluvial
area.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wetlands were formed naturally. An artificial waterway
in the north-south direction was created, and the organic material analysis data included
therein are useful data reflecting changes in vegetation and living environment at the time.
If the analyzed data and the surrounding ruins are combined to infer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 Three Kingdoms (Daegaya) era has a similar climate to the present In the
alluvial area of Hoecheon Stream in the east, foreign edible plants such as gourd and plum
were grown along with native species such as rice, barley, millet, strawberry, grape, and
wild chive. However, in the case of peaches, it seems highly likely that many peaches were
cultivated around the ruins in the form of orchards.
In addition, cattle, pigs, horses, and chickens were raised nearby, and shellfish such
as freshwater fish Nuchi, sea fish Daegu, herring, and hives were consumed along with
meat. Some items were covered through trade, and in the case of cattle and pigs, some are
believed to have been Reproduction.
Meanwhile, it is estimated that during the heyday of Daegaya, inter-Korean
waterways with various purposes were artificially constructed and used as foreign waters
or canals as part of urban planning around the palace site, but were left unattended with
destruction and naturally disappeared. Of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be a
change due to the influence of natural disasters, so it is expected to be clarified when the
area’s archaeological data becomes richer in the future
Keywords : Daegaya, Vegetation, Wetland, North and south waterways,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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