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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에 남겨진 부뚜막과
연도, 취사기, 식기, 저장기, 그리고 식물 유체 등을 분석하여 당시 취사 및 식문화의 일
면을 복원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주거지 세부 속성 및 출토유물의 부장 양상 을
고려하여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분기 및 연대를 Ⅰ∼Ⅱ기로 구분
한 후 자료를 검토하였다. Ⅱ기는 마한사회의 물질문화가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나
타나는 시기이다.
점토와 솥(장란형토기), 솥받침, 연도 등으로 구성된 마한의 부뚜막은 단순히 음식을 끊
는 방식으로 조리할 뿐만 아니라 솥과 시루를 활용하여 쪄낼 수 있게 했던 취사 시스템이었
다. 이러한 취사 시스템을 통해 나타난 취사 방식의 다변화는 좀 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
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영양 상태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부뚜막 주변으로는 취사기와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장기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
하게 되고 주거 내 취사 공간이 부뚜막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
하여 부뚜막에 부가된 연도는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취사 시 발생한 열기를 집안에
잠시 머물게 해줌으로써 난방까지 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부뚜막은 마한시기에 점토 구조물로 만들어지다가 백제의 영향이 있던 시기부
터는 석재를 부뚜막 구축에 사용하거나, 기반토를 굴착하여 부뚜막의 양 벽과 배연 시설을
마련한 것이 등장한다. 특히 배연을 위한 목적으로 주거지 안쪽 벽에 시설되었던 연도가
주거지 밖에 배치되는 것도 특징적이며, 아궁이에 부착했던 토제품(아궁이테)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거지에서는 솥으로 사용된 장란형토기나 시루에서도 세부 형
태와 타날방식에서 변화가 간취될 뿐만 아니라 백제의 대표 기종인 개배, 고배, 삼족토기
등이 함께 발견된다. 이는 마한사회의 취사 공간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전환이 이루어지
고 발전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취사, 부뚜막, 호남지역,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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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취사 공간’은 오늘날의 ‘부엌 ’과 비슷한 개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
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원삼국∼삼국시대 호남 서부지역 주거 자료에
서 다수가 확인되었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국립나주박물관 2021).
이들 주거지에는 한쪽 벽면에 흙을 쌓아 만든 ‘부뚜막’이 존재한다. 부뚜막은 국립국어
2)

원 표준국어대사전 에 의하면 ‘솥을 걸기 위해 아궁이 위로 만든 시설 또는 솥이 걸린 주
변의 편평한 자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 남겨진 부뚜막 역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솥을 걸어 음식을 만들
던 부엌의 일부 시설로 보고 있다(식문화탐구회 2008).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부뚜막은 난방을 겸한 시설이기도 했다(송만영 2010: 209-211).
부뚜막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부뚜막 뒤편으로 즉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구조가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 형태라면 일부 주거지에서는 다른 방식의 주거 구조가 확인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당수의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에서부터 벽을 따라 시설된 ‘연도’
가 있는데 이 연도를 통해 열기와 연기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집안에 온기를 더하는 역할
을 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원삼국∼삼국시대의 부뚜막은 당시 사람들에게 끓이고 찌는 등 다양한 조리를
통해 만들어진 음식 섭취가 가능케 해주었고 부뚜막으로부터의 온기는 몸과 마음을 녹
여준, 집안에서 매우 생산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또한 부뚜막과 연도 주변에서는 마한의 일상용기인 취사기와 식기, 저장기로 분류되는
장란형토기·시루·심발·완·주구토기·원저호 등의 토기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식
물 유체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생활공간 내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식사와 관련
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물질자료, 즉
부뚜막과 연도, 그 주변의 토기와 식물 유체 등은 거주 공간의 한쪽 부분에 배치되어 마
한·백제 사람들의 취사 및 식문화를 책임졌던 부엌이라는 취사 공간이 존재했음을 말
해주고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부엌을 구성했던 물질자료는 호남 서부지역에서 1990년대 이후 본

1)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NAVER 국어사전 https://ko.dict.
naver.com/#/entry/koko/ebf2aec06ed94f749f0dee05e4a51591)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
d=%EB%B6%80%EB%9A%9C%EB%A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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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발굴조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어왔다. 다수의 연구자는 이
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부엌과 취사 문화 복원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국립
나주박물관 2021; 권오영 2007; 김은정 2016; 식문화탐구회 2008; 오승환 2008; 이영철
2015; 정수옥 2009; 한지선 2015; 허진아 2008).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거지 또는 취락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개별 기종의 기능 분석, 주제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원삼국∼삼국시대 취사 및 식문화 복원을 위한 논의가 단편
적으로 이루질 수밖에 없었고 한계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보고자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에 해
당하는 주거 자료를 중심으로 취사 시설 및 취사 방식, 주거지 내에서 발견되는 관련 물
질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주거지의 단계 및 취사 공간의 설정
1. 단계 설정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선행 연구(김승옥 2004; 김은정 2017a, 2017b,
2018b; 이영철 2015; 이은정 2019; 조성희 2020; 최완규 2009)를 바탕으로 주거지 세부 속
성 및 출토유물의 부장 양상을 고려하여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분기 및 연대를 아래와 같이 Ⅰ∼Ⅱ기로 나누었다.
Ⅰ기에서 Ⅱ기로의 변화는 백제 문화의 영향으로 전북의 경우 4세기 후반, 전남의 경
우는 5세기 중엽 경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시기 주거지의 변화를
3단계 또는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각 단계의 연대설정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
다. 호남 서부지역에 백제 문화가 유입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도 반세기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마한 사회의 취사 공간과 백제문화 유입으로 변화된 속성
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Ⅰ∼Ⅱ기로 구분하여 자료를 검토해도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해당 시기 존재했던 마한 정치체의 부엌 모습은 어떠했고 그
것이 백제의 영향으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피고자 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주거지를 두 단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료검토를 진행하였다.
분기별로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와 토기의 속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Ⅰ기는 2세기 중반경(전북)/3세기 전반(전남) ∼ 4세기 중반경(전북)/5세기 전
반(전남)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가 주를 이룬다. 2세기 중반경 말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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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형태로 축조된 이후 점차 방형과 장방형으로 변화하면서 마한사회의 일반적인 주
거형태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주식 주거지가 다량 축조된다. 내부시설
로는 점토로 만들어진 부뚜막이 시설된다. 토기는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무문토기 제작
기법과 타날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모두 확인된다.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타날문토기
가 형태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으로 장란형토기의 경우 기고가 다소 낮고, 심발은 저부 등
기벽이 두껍게 제작되지만 4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타날문토기 일색을 이루는 등 토기 제
작기술에서 발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Ⅱ기는 4세기 후반(전북)/5세기 중반(전남) ∼ 6세기 초·전반(전북·전남)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백제문화의 유입으로 주거구조(기둥배치 등)가 변화하고 토기 역시 형태적
변화와 함께 신기종이 나타난다. 특히 부뚜막은 이전 시기에 점토로 축조되었던 것과 달
리 석재가 사용되고 기반토를 활용하여 만들어진다.

2. 취사 공간의 설정
‘취사 공간’은 끼니로 먹을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엌’과 같은 개념이다. 원삼국∼
삼국시대에도 주거지 내에 음식을 조리하는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식사와 관련
된 일을 했던 곳이 존재한다. 조선시대나 근사사회에서 주생활공간과 조리공간을 분리
시켰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일정 면적의 방형 또는 장방형의 수혈주거지 안에 머물고
쉬며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취사 공간
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사 공간은 주거지에 남겨진 다양한 물질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흙을
쌓아올려 솥을 걸 수 있도록 만든 부뚜막이 존재하고 이에 더하여 그 주변으로는 다수
의 토기 개체 또는 편들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토기의 이러한 분포 패턴은 취사·배식·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토기를 부뚜막과 가까운 거리 또는 일정 범위 내에 배치하여
조리 시 동선을 쉽게 하려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말해준다. 즉, 음식을 조리하기 편
리한 동선에 취사기와 식기, 그리고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장기 등으로 사용된 장란형토
기·시루·심발·완·주구토기 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는 취침과 조리 등의 일상적 활
동이 협소 공간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선택의 일환이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 명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결국 남겨진 물질자료는 마한의 주거
지 내에 취사 및 취침 등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
게 한다.
한편 식수나 다량의 곡물을 보관하던 대형의 옹형토기 등은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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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거지 내 취사 공간(전주 동산동유적 8호 주거지)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외부로부터 주거지 내부로의 식재료 반입을 쉽게 하고자
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1>의 전주 동산동유적 8호 주거지에서처럼 토기 자료가 잘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광주 산정동유적 9호 주거지, 광주 쌍촌동
유적 11호 주거지, 나주 신도리 신평유적 Ⅰ지구 38호 주거지, 담양 삼지천유적 1호 주거
지, 담양 태목리유적 6호·65호 주거지, 완주 상운리유적 4호 주거지, 완주 용흥리유적 9
호 주거지, 함평 외치리 백야유적 B-7호 주거지 등은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내에 취
사 공간이 존재했음을 잘 입증해 준다. 즉, 호남 서부지역 마한·백제 사회에서는 주거
지를 취사와 식재료의 저장 등을 위한 공간과 취침·작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주거지 내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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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사시설과 취사용기
1. 부뚜막과 연도
호남 서부지역에서 부뚜막이 시설된 주거지는 기원후 2세기 중·후반에서 3세기를 전
후한 시기에 출현한다. 이 시기 취사 시설로는 특별한 구조물 없이 바닥을 활용한 ‘노
(爐)’와 점토로 구축한 ‘부뚜막(직선형)’이 공존한다. 이후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4세기 후반부터는 백제의 영향으로 부뚜막에 세부 속성 변화가 나타난다(金承玉
2004: 74-75; 김은정 2017b; 29-33). 즉,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지 내에
만들어졌던 취사 시설은 크게 노(A)와 부뚜막(B)으로 대별되고(표 1) 특히 부뚜막(B)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조재료 및 세부 구조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3)

노(A) 는 주거의 바닥 면을 활용한 방식으로 매우 단순한 구조의 취사 시설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주거 공간 외부 또는 원삼국∼삼국시대 이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구조로, 주거 안에 부뚜막이 등장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방식이다.
반면, 부뚜막(B)은 점토 또는 진흙에 초본류의 줄기 등을 섞어 만든 점토를 쌓아 올리
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만든 취사 시설이다. 그중 점토만으로 축조된 부뚜막이 월등히 높
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으며(김은정 2017b: 21-27) 점토에 초본류를 혼합함으로써 점토의
결합력을 높이고자 했던 예가 담양 태목리유적 Ⅳ-10호에서 확인되었다. 석재가 축조 재
료로 사용된 경우는 대체로 부뚜막 벽체에서 발견되는데, 마찬가지로 부뚜막의 벽체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 서부지역에서 부뚜막 축조 재료로 점토
를 사용하다가 석재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함평 중랑유적 85호 주거지)은 5세기 중반 또
는 그 이후 시기(이영철 2015: 155-156)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부뚜막(B)은 노(A)와는 달리 솥을 걸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이며, 연료가 타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거 공간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뚜막
은 여러 가지 부가 시설물로 인해 이전 시기(원삼국시대 이전)에 사용되던 취사 시설 또
는 노(A)보다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3) 무시설식은

주거 바닥을 얕게 파거나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바닥면에서 소결된 부분만 관찰될 뿐 특별한 구조는 확인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는 부뚜막식이 파괴된 이후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발굴 자료만을 가지고 구별해 내기 어렵다. 또한
무시설식은 마한의 이른 시기 주거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김은정 2017b) 논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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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부안 백산성Ⅱ유적
7호 주거지

조리, 난방(?)

기능

모식도

주거지 바닥 활용

연통부

○

나주 신도리 신평유적
6호 주거지

일부 점토

기반토 굴착(a’)

조리, 난방(?)

부안 신정유적
9호 주거지

점토, 석재

○

연도부

○

연소부

축조(a)

직선형(가)

아궁이

○

노(A)

축조 주재료

구
조

속성

유형

<표 1>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취사 시설 분류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20호 주거지

‘ㄱ’자

○

○

○

조리, 난방

점토, 석재

장성 장산리2유적
21호 주거지

‘ㄷ’자
○

굴절형(나)
연도 내부 위치(b)

부뚜막(B)

화순 용강리유적
36호 주거지

‘T’자

나주 월량리유적
1호 주거지

연도 외부 위치(b’)

부뚜막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 기능에 따라 크게 아궁이·연소부(燃燒部)·연도부(煙
道部)·연통부로 나눠볼 수 있다(그림 2). 아궁이는 불을 지피기 위해 만든 부뚜막의 입
구(구멍)로 연료를 넣는 곳이다. 연소부는 연료가 불꽃을 내면서 타는 곳이며, 연도부는
연기가 지나가는 곳, 연통부는 연기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만든 부분이다.
아궁이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 점토로 마무리한 것과 아궁이 양쪽에 장란형토기
로 지주(봇돌의 역할, 버팀목)를 세운 것, 아궁이의 아치부분에 토제관을 설치한 것이 있
다. 장란형토기로 지주를 세웠던 궁극의 목적은 부뚜막 조성 당시 물을 머금고 있는 부
뚜막의 벽체를 좀 더 쉽게 축조하기 위한 것, 부뚜막을 사용하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
궁이가 무너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호남 서부지역 마한 주거지의 부뚜막 세부 구조 모식도

부뚜막에 지주를 시설한 사례는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30호 주거지, 광주 산정동 지실
Ⅱ유적 나-38호 주거지, 광주 선암동유적 윗마을 184호 주거지, 부안 장동리유적 1호 주
거지, 장성 환교유적 11호 주거지, 전주 송천동유적 B-8호 주거지, 정읍 신면유적 28호
주거지 등 다수이다. 광주 향등유적 26호 주거지에서는 지주로 장란형토기 외에 원통형
의 토제관을 사용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그동안 마한에서 부뚜막을 축조
할 때 장란형토기 지주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거지 수에 비해 발견된 지주의 발견 예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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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따라 권역 별로 세분하여 지주
의 발견 빈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3>에
서 알 수 있듯 고창 북부지역과 부안·
정읍 일대로 묶인 동진강권에 집중됨
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극락강권(광주 일
대)과 주진천권(고창 남부지역)을 제외
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주의 발견빈도
가 극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지주가 밀
집 분포하는 동진강권은 마한의 일원이
었던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比利辟

<그림 3> 권역별 지주 발견 빈도

中布彌支半古四邑)으로 보고 있는 지역
(김낙중 2013: 1-38)으로 이러한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러한 상황과 관련지어 볼 때 지주는 동진강권의 마한 세력이 마한이라는 동일 문화권 속
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드러내었던 자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차후 다른 자료와 함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 일
대에 해당하는 극락강권에서도 지주가 다소 높게 확인되는 양상이다. 극락강권이 나머
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주가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극락강권에서 발견되는 지주의 반절 이상이 광주 선암동유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극락강권 전역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또한 향후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5)

주거지 Ⅱ기가 되면 아궁이에 지주와 토제관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아궁이테

를 부착한 사례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창 봉선리 황산유적 91호 주거지, 고창 석교리
유적 8호 주거지, 광주 산정동유적 36호 주거지, 광주 선암동유적 윗마을 48호 주거지,
나주 장등유적 34호 주거지, 전주 장동유적 Ⅱ-9호 주거지, 함평 노적유적 2호 주거지 등

4) 필자는

지난 연구(2017a)에서 자연 경계, 문헌자료, 기존의 연구 성과, 주거유적의 분포와 현황 등을 통해 호남 서부지역을 만경
강 북부권, 만경강 남부권, 동진강권, 주진천권, 함평만권, 영산강권, 도암만권, 백포만권으로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영산강권은
취락의 분포 및 규모에 따라 황룡강권, 영산강 상류권, 극락강권, 영산강 중하류권, 지석천권으로 세분한 바 있다. 이 글에서도 기
존 연구에 따라 분류된 권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살폈다.
5) 아궁이테는

부뚜막의 아궁이 둘레에 부착시켜 구조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아궁이를 보호하고 장식했던 부뚜막 부속품 중 하나로 알
려져 있다. ‘아궁이테’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의 의견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궁이틀(서현주 2003), 아궁
이장식(권도희·송만영 2003), 조액판식(박순발 2006), 아궁이테(권오영 2007)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
자 역시 기존 연구(2017a)에서 아궁이장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장식’이란 용어는 장식성이 가해졌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궁이장식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궁이의 둘레를 두른 물건(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인 ‘아궁이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되어 그렇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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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었다. 이중 고창 석교리유적 8호 주거지에서 아궁이테와 함께 공반된 배부병
은 6세기 중반이후로 편년(호남문화재연구원 2005)되고 있어 호남 서부지역에서는 백제
로의 영향이 있던 시기부터 적어도 6세기 중반 경까지는 아궁이테가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연소부에는 솥받침이 중앙부에 자리한다. 솥받침은 조리 시 부뚜막의 솥걸이
부에 걸린 솥의 바닥 부분이 걸치도록 했던 장치이다. 이 장치는 솥의 저부가 공중에 뜬
상태로 있게 함으로써 솥의 바닥에서 윗부분까지 전체에 불길이 닿도록 해준 시설이다.
이러한 솥받침으로는 석재와 토기 저부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솥받침의 배치는 석재 또
는 토기 하나를 연소부 중앙에 놓거나, 둘 또는 둘 이상을 석재+석재, 석재+토기, 토기+
6)

토기 등으로 결합하여 좌우로 나란하게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때 사용된 토기는
심발이 주요한 재료였으며(金垠井 2018a: 149-150), 일부 장란형토기나 기타 토기(토제관
등)를 사용한 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솥받침은 마한의 주거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발견되는 양상이나 지역에 따
라서는 다른 재료의 솥받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지석천권, 도
암만권, 백포만권 등에서는 석재 솥받침을 주로 사용한 반면, 동진강권, 함평만권, 영산
강 중하류권 등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토제 솥받침을 선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후자보다 석재 솥받침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도 크
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역으로 토제 솥
받침이 많다는 것은 해당지역에 솥받
침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토기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는 동진강권, 함평만권, 영산강 중하류
권 등을 중심으로 더 활발한 토기 생산
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닐까 미뤄 짐작
해 볼 수 있다. 토기 생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
만 최근까지 발견된 토기 가마, 생산관
련 시설 및 관련 유물(도지미 등)도 이
들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김은정 2018b:
148-150)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4> 권역별 솥받침 재료에 따른 발견 빈도
(김은정 2018b 재편집)

6) 함평 대성유적 6호 주거지의 부뚜막에서는 심발과 장란형토기 저부 4점이 장방형으로 배치된 솥받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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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B)은 주거 공간 밖으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
분된다. 하나는 부뚜막이 연접하고 있는 주거지 벽 뒤로 연기를 바로 배출시키는 직선
형(B가)이다. 나머지 하나는 연기를 바로 배출시키지 않고 주거지 벽을 따라 흘러가도록
길(연도)을 만들어 그 온기가 집안에 잠시 머물도록 한 다음 밖으로 배출했던 방식의 굴
7)

절형(B나)이다. 굴절형 부뚜막은 취사 시설임과 동시에 주거 공간의 난방까지 겸하도록
설계된 구조인 것이다.
8)

굴절형(B나) 부뚜막에 부가된 연도 는 부뚜막이 있는 한쪽 벽면 또는 양쪽 벽면에 시
9)

설되었으며 그 형태에 따라 ‘ㄱ’자형·‘ㄷ’자형·‘T’자형으로 세분 할 수 있다. 호남 서부
지역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 시설된 이러한 연도는 중부지역에서 주로 발견되
는 침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구들’ 또는 ‘쪽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호남
서부지역에서 구들 또는 쪽구들과 유사
한 형태의 구조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석재 부뚜막에서
일부 확인된다.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
거지에서 발견된 부뚜막(B)+연도의 형
태를 살펴본 결과, 연도가 없는 직선형
(B가)이 높은 비율로 발견되고 연도가
부가된 굴절형(B나)은 ‘ㄱ’자형〉‘ㄷ’자
형〉’T’자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 굴절형 부뚜막은 난방을 염두에 두
고 만들어진 시설로 보기 때문에 계절
적으로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계절, 예
를 들어 가을에 축조된 것은 아닐까 추

<그림 5> 부뚜막(B)의 형태에 따른 발견 비율

7) 이영철(2015)은

마한의 부뚜막을 연도의 부가 여부에 따라 ‘직선형’과 ‘굴절형’으로 구분하였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 이 글
에서는 직선형과 굴절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8) 송만영(2013)은

연도를 부뚜막의 일부 시설로 칭하기보다는 그 기능에 맞는 용어로 ‘외줄 구들’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은
기존에 사용하던 취사·난방 시설에 관한 용어들의 사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필자는 이 ‘외줄 구
들’이라는 용어가 난방을 위한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들’이 갖는 의미 또한 강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에서는 호남
서부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연기가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연도’를 일단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필자는 ‘마한 주거
구조의 지역성(김은정 2017b)’이라는 글에서 호남지역 취사 시설의 한 유형으로 ‘쪽구들’을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석재로 만들어진
부뚜막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명칭을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석
재부뚜막을 쪽구들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큰 범주에서 부뚜막에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9) 이 형태는 부뚜막과 연도를 결합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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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본다.
연통부는 현재 남아 있는 주거 자료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부뚜막에서 발생한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사용된 나주 동수동유적 1호 주거지의 토제연통과 나주 월
량리유적 1호 주거지, 익산 사덕유적 35호·65호 주거지 등에 남아 있는 연통부의 흔적
을 통해 그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익산 사덕유적 35호 주거지를 살펴보면, 연도는 부뚜막에서 벽을 따라 이어지며 주거
지 벽을 뚫고 밖으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연도의 끝에는 원형의 얕은 홈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빗물이나 결로(結露)되는 물기가 흘러내려 모이도록 시설한 굴뚝개자리의 역
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순 운월리 운포유적 1호 주거지에서는 사덕유적 35호 주
거지와 약간 다른 형태의 연기 배출시설이 발견되었다. 연도가 주거지 내벽을 따라 시설
된 것이 아니라 직선형(B가) 부뚜막과 연결된 연도가 주거지 외부에 배치된 형태이기 때
문이다. 나주 동수동유적 1호 주거지에서도 연도가 벽을 따라 이어지다가 방형 주거지의
모서리 부분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주거지에서는 연도 끝에 연
통이 세워진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마한 주거지 부뚜막에서 연기를 배출하던 시설의 일부로 연통부가 존
재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현재 발굴 자료에서 연통부 발견 사례가 적은 이유는 주거지
밖에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혈주거지의 상부가 일정높이로 삭평되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한편 위의 유적은 개배 등이 출토되어 백제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의 변화 속에서 연통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
내의 연기 배출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마한 주거지의 연통부를 이야기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고 있는 ‘연통’일 것이다. ‘연통’은 불을 지필 때 연기가 주거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
록 시설된 연통부의 일부이다(국립나주박물관 2021: 42; 최영주 2009: 40). 앞서 언급했던
나주 동수동유적 1호 주거지 출토품이 대표적이며, ‘연통형토기’, ‘토제연통’이라는 명칭
으로도 불린다(아하 통칭하여 연통이라 서술). 이들 유물은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에 집중
되기 때문에 마한·백제와 관련된 유물로 이해되고 있으며(이은정 2006: 148-150), 특히
장식적 요소가 부가된 ‘연가형 토제품’은 출토 양상을 통해 백제 사비기의 왕궁이나 사
원, 공방 등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규동 2002; 김용민 2002).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연통의 수는 조사된 주거지 수에
비하면 수 십 점으로 그 빈도가 낮다. 연통의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지 외부에 시
설되어 후대에 발견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통으로 추정하고 있는 토기가 과연 마한사회에서 연기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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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키던 기능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물론 나주 동수동유적 1호 주거지 출토품처럼 연도의 끝에서 발
견되는 등 그 출토맥락이 명확할 때에는 해당 토기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
다. 하지만 이 시기 주거지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연통은 주거지 내에서도 부뚜막 또는
연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점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안 장동리유적 11호 주거지, 익산 사덕유적 35호·73호 주거지, 화순 묵
곡리유적 8호 주거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익산 사덕유적 35호 주거지는 연통부가 주거
지 밖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통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그림 6). 또
한 대부분의 연통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면 내면에서 연(煙)의 흔적이 관찰되었다는 내용
이 없다. 이러한 사례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연통이라 규정하는 유물의 기능을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연통은 형태적으로 길쭉
하고 위·아래가 뚫려있어 연기 배출을 위한 유물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던 것
일지 모른다. 하지만 연통의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기대처럼 바닥에 세우기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경이 넓은 쪽을 바닥에 둔 후, 직경이 짧은 쪽에 등잔 같은 것을
올려 두어 집안 전체를 밝히는 데에 사용했을 수 있다. 또는 위와 아래가 모두 뚫려 있기

<그림 6> 익산 사덕유적 35호 주거지 출토 연통의 발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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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길쭉한 물건을 꽂아서 보관하던 것 이었을 수도 있다. 또 발견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과 관련된 의례 물품일 수도 있다. 이러한 필자의 의견은 짧은 식견
으로 해당 유물에 관한 구체적 분석 없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해 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연통으로 분류된 토기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일
단락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취
사 시설로 부뚜막과 연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시설은 백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
던 시기(2세기 중반경(전북)/3세기 전반(전남)∼4세기 중반경(전북)/5세기 전반(전남))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다가 4세기 후반(전북)/5세기 중반(전남)부터는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는 양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장란형토기 지주뿐만 아니라 아궁이에 흙으로 만든 판(아궁이
테)을 시설한 것(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4구역 91호 주거지)이다. 두 번째는 부뚜막 벽체
를 점토 이외에 석재를 부가적으로 사용(함평 중랑유적 85호 주거지)한 점이다. 세 번째
는 점토로 부뚜막을 구축하지 않고 기반토를 굴착하여 부뚜막의 양 벽과 배연 시설을 마
련(나주 신도리 신평유적 6호 주거지)한 것이다(그림 7). 특히 배연 시설이 주거지 내부에
있지 않고 주거지 밖에 배치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거지에서는 마한 주거지의 속성, 예를 들어 사주식 기둥배
치, 장타원형수혈, 다양한 마한의 토기 등과 함께 백제의 표지 기종인 개배 등이 함께 발
견된다. 이는 마한사회의 취사 공간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아궁이테>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91호 주거지

<판석조 부뚜막>
함평 중랑유적 85호 주거지

<기반토식 부뚜막>
나주 신도리 신평유적 6호 주거지

<그림 7> 백제의 영향으로 부뚜막에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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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솥(장란형토기)과 찜기(시루)
1) 솥(장란형토기)
솥은 밥을 짓고 국 등을 끓이는 데에 쓰이는 중요한 부엌살림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집
을 새로 짓거나 이사할 때 새집 부뚜막에 솥부터 걸어서 살림살이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사를 하기에 적당한 날을 잡지 못해서 이사를 미루는 경우에도 솥을 걸고 하룻밤 지내
면 이사를 마친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부뚜막에서 솥을 떼어 내면 살림을 끝내는 것으
로 삼은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솥을 가족의 대명사로 삼아
서 비록 남남이지만 가족과 같이 가까운 관계라는 뜻으로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고 표현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솥은 고대사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인식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에는 솥으로 장란형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장란형
토기는 짧게 외반되는 구연부, 장동형의 동체부, 둥근 바닥, 적갈색계의 연질, 타날문양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장란형토기에는 소비과정, 즉 취사 시에 생
성된 그을음이나 탄착흔이 남겨져 있다. 탄착흔이 부착된 사례를 통해 장란형토기에 직
접 음식을 끓였던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장란형토기 외면에 그을음만이 확인되는 사례
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장란형토기의 주 기능은 물을 끓였던 솥(정수옥·나가토모 토모
코 2009: 48-57)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굴된 주거지 자료에는 장란형토기가 부뚜막의 솥걸이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
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점토로 된 부뚜막이 내려앉으면서 걸려있던 장란형토기도 함께 무
너져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점토와 깨진 토기가 뒤섞여 발견되는 상황이다. 하나의 부
뚜막에 몇 개의 솥을 걸었는가는 연소부 바닥에 놓인 솥받침을 통해 역으로 추정할 뿐이
며 조리흔의 분석(한지선 2015)을 통해서도 검토된 바 있다.
호남 서부지역에서 부뚜막에 솥을 좌우로 나란히 거는 것은 솥걸이가 앞뒤로 나란하게
있는 동시기 서울·경기 지역의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것(오승환 2008: 147-155)과 차이
가 있다. 현재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고고자료를 통해
서는 부뚜막 솥걸이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솥받침의 수(그림 8左)와 그 배치 방식
을 통해서 장란형토기, 즉 솥이 부뚜막에 걸렸던 수나 그 방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8>의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부뚜막 내에서 발견된 솥받침의 수와 그 비율을 보
여준다. 그래프를 통해서 솥받침 대부분이 부뚜막의 연소부 중앙부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솥받침의 기능을 통해 짐작해보았을 때 당시 사
회에서는 부뚜막에 솥을 하나 또는 두 개를 걸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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솥받침 두 개가 발견된 부뚜막 위로 장란형토기 2점이 나란하게 세워진 상태로 발견된
군산 관원리2-가유적 3호 주거지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호남 동부지역에
위치하는 임실 도인리유적 14호 주거지의 부뚜막에서도 장란형토기 2점이 양쪽으로 나
란하게 배치된 상태로 발견되어 관련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8右).

군산 관원리2-가유적 3호 주거지

임실 도인리유적 14호 주거지

<그림 8> 솥받침 조합 방식(左) 및 부뚜막 내 장란형토기 배치 모습(右)

<그림 9> 장란형토기가 걸린 마한 주거지의 부뚜막 모습 추정 복원도 (좌: 솥받침 하나와 지주가 있는 경우 /
정읍 신면유적 18호 주거지, 우: 솥받침 둘과 지주가 없는 경우 / 전주 동산동유적 49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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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
시대에는 솥을 하나 또는 두 개를 나란
히 걸었던 부뚜막에서 음식을 조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 솥의 수를 달
리하여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주거지 면적에 따른 솥받
침 수를 비교해 본 결과, 두 개의 솥받
침이 설치된 주거지 면적이 더 넓은 경
향을 보였다(그림 10). 솥받침 수는 동
시에 조리 가능한 음식의 양을 의미하
고 많은 양의 음식물은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뚜막에 솥을 걸었던 수
는 단일 주거지 내에 거주하는 동거인
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0> 솥받침 수에 따른 주거지 면적의 분포

2) 찜기(시루)
시루는 증기를 이용하여 식재료를 찌는 도구로써,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이용방식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루를 솥 위에
올려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삼국∼삼국시대에도 시루를 부뚜막에 걸린 장란형토
기 위에 올려 사용(해남 신금유적 43호 주거지 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대 사
회에서는 시루를 매일 사용하기보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음식 마련을 위해 가끔
사용되는 반면 원삼국∼삼국시대에는 일상 공간 안에 상시로 설치해 둔 취사 시설을 통
해 수시로 식재료를 쪄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고대사회에서의 취사 문화가 요즘
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시루의 수량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흥 상방촌A유적에서 탄화 곡물이 출토된 주거지는 주거 기능이 의
심되는 주거지 1기를 제외하면 모두 시루를 한 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해남 신금유적,
함평 중랑유적, 무안 양장리유적에서도 밀을 포함한 탄화 곡물이 출토된 주거지에서 시
루가 함께 발견되었다. 특히 밀의 경우는 그냥 방아로 찧어 낟알을 거칠게 부순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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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 등과 섞어 죽으로 먹을 수도 있으나 밀은 껍질이 단단하여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따라서 밀을 먼저 찌거나 볶은 다음 말려서 거칠게 부순다는 기록(시노다
오사무 지음·윤서석 역 1995) 등을 참조하면 밀과 같은 곡류를 낟알 째 먼저 시루에 찌
는 절차를 거쳤을 수 있고(安承模 2006), 두류의 경우는 콩을 꼬투리 째 수확하여 시루에
증기로 삶았을 수 있다. 또 시루는 떡과 같은 상태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쌀을 쪄내던 취
10)

사도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한편 시루 바닥에는 뜨거운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 뚫어 놓은 여러 개의 구멍(증기공)
이 있다. 이 구멍을 시루밑으로 막아야 낱알 또는 가루로 된 식재료를 쉽게 쪄낼 수 있
다. 그래야만 곡물 등이 구멍을 통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지나 천을 이용하여 시루에 뚫린 구멍을 막아 사용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짚이나 넝
쿨 등 섬유질이 많고 질긴 재료로 시루밑을 제작·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루의
증기공 크기가 작았던 시기에는 시루밑 없이 나뭇잎 등을 깔아 사용해도 무방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증기공이 커지는 시점부터는 시루밑을 쉽고 다양하게 만들어 식재료를 찌
는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부뚜막과 솥으로써의 장란형토기, 그리고 찜 요리를 가능케 했던 시루는 불이 등
장한 이후 음식을 단순히 익히는 것에서 발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게 했던
원삼국∼삼국시대 취사도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마한 또는 백제 사회에서는 물에
직접 식재료를 넣고 끊인 죽과 같은 형태의 음식 이외에 시루를 이용하여 찜 요리나 떡과
같은 음식을 조리해 먹는 등 이전 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였던 것이다.

10) -

10)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시루는 취사 용기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2007년 중국 운남성에서 민
족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가 필자에게 음식
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시루를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조사대상자는 시루를 이용하여 밥을 하고, 밥을 절구에 찧어 떡
의 형태로 음식물을 가공하였다.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많은 노동
력이 요구되어 일상 음식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생각보다는 쉽게 떡 형태의 요리를 만드
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운남성의 시루 이용 사례, 김은정 2017a 재편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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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기와 저장기·운반용기, 그리고 식재료
1. 식기
1) 완
식기는 음식을 담아내는 데에 사용된 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담
기도 하지만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볼 때, 개인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김은정
2017a: 101). 또한 식기는 조리된 음식을 담아내기 쉽도록 그릇의 높이가 낮은데,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릇이 완이다(박순발 2006: 135-142). 완은 원삼국시대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서현주 2010: 44),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까지 지
속적으로 사용되어 개배보다 앞선 시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식기였다(박순발 2006: 135142).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듯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는 식기로 완이
다수 발견되었다. 하지만 완(발형토기·천발·잔발·완)은 그동안 배식기로서 단독 기
종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심)발형토기류로 분류되고, 천발·대발·잔발·완 등의 다양
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심)발형토기류는 취사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이 이와 형태적
으로 유사하더라도 다른 기종으로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 (심)발형토기류보다 깊이
가 낮다는 의미의 천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보다는 국이나 밥을 배식하기 위한 사발
의 개념으로 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던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남(2004)은 구
연부의 형태와 기고에 따라 사발(외반구연을 갖는 것)·보시기(직립 구연이면서 상대적
으로 기고가 높은 것)·접시 또는 뚝배기(높이가 낮아 납작해지는 것)로 분류한 바 있다.
박순발(2006: 135)은 완을 구경이 10∼15㎝ 정도이고 높이가 구경의 절반 이상이면서 바
닥이 편평한 토기로 정의하고 구경과 기고·형태에 따라 3가지로 형식을 분류하기도 했
다. 서현주(2010: 45-47)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출토 자료를 검토하여 구연부와 기고에 따
라 반과 완으로 구분하였으며, 완을 기고가 낮고 저경이 구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완의 여러 속성 중 구경과 저경, 기고를 주요 속성으로 보고 있다. 필
자 역시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는 데에 사용했던 개인용 식기 ‘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구경과 저경, 기고 등의 속성을 활용하여 (심)발형토기류에서 완을
구별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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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반·(심)발형토기의 분포

2 세장도에 따른 구분

<그림 11> 완·반·접시·(심)발형토기의 분류

1 완과 반(대발, 대완 등)의 분포 차

2 완과 반(대발, 대완 등)의 구경 분포

<그림 12> 완과 반(대발, 대완 등)의 구분
11)

먼저 기고에서 차이를 크게 보이는 (심)발형토기 를 구별해 내고, 다음으로 전체 크기
(구경·저경)에서 차이를 보이는 토기를 세분하여 완을 분류하고자 했다. 전자를 위해

11) 1984년

한국고고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에서는 ‘발’을 바닥에서 구연부로 벌어져 올라가는 기형이며 구
경이 20㎝ 이상인 토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경이 토기 전체 높이에 비해 긴 것은 심발, 심발보다 작은 것은 사발·보시
기·종지로 구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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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기의 저경과 세장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림 11-1>의 산점도에서 알 수 있듯 세
장도 0.65 이상(A그룹, (심)발형토기)과 이하의 그룹(B그룹, 완·반(대완·대발))으로 구
분되고 0.65 이하의 그룹(B그룹)은 다시 저경에 의해 두 그룹(ⅰ·ⅱ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1-2>의 히스토그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B그룹은 세장도가 다소 비슷한 경향을 보여 B그룹만을 가지고 <그림 12>처럼 구경과
저경의 크기에 따라 각 객체를 점으로 표시해본 결과, ⅰ그룹과 ⅱ그룹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 배식기인 완 이외에도 완과 비슷한 형태
의 그릇이 크기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고 이 또한 완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을 짐작케 하였다. 즉 ⅱ그룹은 기존에 반·대발·대완 등으로 분류해오던 완보다
크기가 큰 그릇인 것이다.
따라서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심)발형토기류 중 세장
도가 0.65 이하이면서 구경이 20㎝ 미만, 저경 15㎝ 미만인 것은 완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인 것은 개인 배식보다는 공동 배식을 위한 그릇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반(대완·대발) 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
는 이 시기에 개인 배식을 위한 그릇과 공동 배식, 예를 들어 쌈 채소를 담아 내기 위한
그릇이 존재했고 이 역시 당시의 식문화의 일부를 추정해 볼 수 있게 해준다.

2) 개배·고배·삼족토기
완과 같은 식기가 오랜 기간 사용되다가 주거지 Ⅱ기가 되면 새로운 기종의 식기로 볼
13)

수 있는 개배와 고배, 삼족토기 등이 다수의 주거지에서 발견된다.

호남 서부지역에서

개배가 출토되는 주거지로는 군산 산월리유적 3호 주거지, 고창 석교리유적 Ⅲ-1호 주거
지, 정읍 신월리유적 가-1호 주거지, 정읍 오정유적 12호 주거지, 완주 상운리유적 가-3
호 주거지, 익산 사덕유적 36호 주거지, 익산 황등리유적 1호 주거지, 광주 선암동유적
윗마을 147호 주거지, 광주 향등유적 3호 주거지, 담양 성산리유적 4호 주거지, 무안 양
장리유적 30호 주거지, 장흥 지천리유적 나-1호 주거지 등이 있다.
개배는 백제 한성기보다 웅진기와 사비기로 가면서 점차 주요 기종으로 정착하는 것
으로 보는데, 이는 반상의 보편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순발 2006: 148-

12) 기고에

대한 구경의 비율은 토기의 전체 세장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고/구경의 값으로 하였다. 세장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고
에 비해 구경이 커져 세장한 느낌보다는 옆으로 넓어지며, (심)발형토기 보다는 완이나 반에서 관찰된다.
13) 개배·고배·삼족토는

의례 등을 위한 특수 목적 토기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반상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른 배식기류로 분류(박순
발 2006)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기종이 당대 식문화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 일면을 추정해
볼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글에서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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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또한 개배의 등장 시점은 대략 5세기 전반 경 백제 한성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
며, 백제 중앙에서 등장한 개배가 금강유역을 거쳐 영산강유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본
다(土田純子 2014). 영산강유역에서는 개배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대까지 지속되는 것
으로 파악(서현주 2006)하고 있다. 따라서 개배는 호남 서부지역에서 5∼6세기 대에 완과
더불어 주요한 식기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배는 백제 한성기의 대표 기종 중 하나로 뚜껑받이 턱의 유무에 따라 무개고배와 유
개고배로 구분되며(박순발 2006: 143-147)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신이 낮아지고 다리
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土田純子 2004: 230-235). 영산강유역에서는 무개식이 먼저
등장 하는데, 가야계와 백제계, 須惠器 고배가 혼재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고배는 개배와 비슷한 5세기 중엽경 연질의 무개고배가 등장하고 이후 다양한 형태가 사
용되다가 백제 양식으로 단일화되며 6세기 중·후엽까지 이어 진다(서현주 2005).
호남 서부지역 주거지에서는 개배보다 적은 수이지만 연질·경질의 고배가 출토되었
고, 서현주의 연구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영산강유역권에는 주거지출토품 역시 다양
한 형태의 고배가 확인된다. 즉 영산강유역권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는 가야계 등 외부의
영향을 다소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권(주진천권·와탄천권·함평만권 등)에
따라서는 독자 적 양상도 확인된다. 한편 전북의 서부지역은 주거지 출토 고배 수량이
현재까지는 많지 않으며, 발견된 고배는 백제 한성기 또는 금강유역권에서 주로 관찰되
는 무투창이면서 대각이 낮은 백제 양식의 고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13> 호남 서부지역 주거지 출토 개배, 고배, 삼족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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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서부지역에서 고배가 출토되는 주거지로는 군산 둔덕유적 2호 주거지·둔덕리유
적 1호 주거지, 익산 신동리유적 7지구 2호 주거지, 완주 갈산리유적 6호 주거지, 정읍 관
청리유적 3호 주거지, 화순 운월리유적 2호 주거지 등이 있다. 전북 서부지역 마한 주거
지에서 발견된 고배는 전체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적어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다만 익산 신동리유적 7지구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배는 익산 웅포리
고분군 93-3호분, 익산 간촌리유적 1호 주구묘, 공주 수촌리유적 Ⅱ지점 5호 횡혈식석실
분 출토품과 유사한데, 수촌리 출토 고배는 5세기 3/4분기로 편년되고 있고(충청남도역
사문화연구원 2007) 웅포리와 간촌리 유적 고배 역시 5세기 후반대로 파악되고 있어(崔
完奎 1995; 湖南文化財硏究院 2002) 익산 신동리유적 출토 고배도 이와 비슷한 연대일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호남 서부지역에서는 늦어도 5세기 중·후반 경에 고배가 등장하
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영산강유역권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초엽 경에 백제 양식
이 등장·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삼족토기는 개배와 고배처럼 배부가 동일한 모습이며 다리가 셋 달려있는 독특한 형태
의 토기로, 고구려나 신라 등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백제의 대표적 기종이라 할
수 있다. 삼족토기는 그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개
는 삼족토기를 배부의 형태와 뚜껑받이 턱의 유무에 따라 무개식과 유개식으로 구분하
고 다시 반형과 배형으로 나눈다. 배형의 삼족토기는 백제가 존속한 전 기간에 걸쳐 사
용되며, 점차 배신이 얕아지고 다리가 길어지며, 다리의 위치는 배신의 최대경에 가까워
지는 양상이다(강원표 2001).
호남 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삼족토기는 모두 배형인데, 수량은 많지 않다(서현주 2006).
삼족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군산 관원리유적 Ⅴ-1호 주거지, 익산 사덕유적 73호 주
거지, 익산 다송리 상마유적 2호 주거지, 고창 석교리유적 Ⅲ-1호 주거지가 있고, 무안
양장리Ⅱ유적에서는 30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습되었다. 이
를 포함하면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삼족토기는 10점
정도이다. 이 중에서도 전체 기형파악이 가능한 것은 3〜4점에 불과하다.
고창 석교리유적 Ⅲ-1호 주거지에서는 삼족토기 2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다리가 탈
락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흔적을 통해 볼 때, 다리가 배신 저부의 중앙부에 상
대적으로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무안 양장리유적 Ⅱ-30호 주거지
주변에서 출토된 것은 배신 저부의 외곽에 부착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석교리유적 출토
품은 견부가 원견으로 둥글며, 공주 공산성유적 28간 건물지 출토품과 유사한데, 공산성
삼족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안승주·이남석 1992)되고 있어 호남 서부지역에는
삼족토기가 이 시점을 전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양장리의 삼족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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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리유적 출토품이나 함평 창서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다. 군수리 삼족토기는 6세기 후
반으로 편년되며(朴淳發 2003) 창서 출토 삼족토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되고 있어
(湖南文化財硏究院 2003), 양장리유적 출토 삼족토기 역시 6세기 중·후반에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
호남 서부지역에서 식기로 완을 주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기종의 식기가 많아지는 양상
은 식문화의 발전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한의 자료에서는 반상과 관련된 자
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국시대, 예를 들어 고구려의 벽화에서는 여러 형태의 상
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신라의 저습지 유적이나 무덤에서는 당시 밥상의 모양
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제대와 관북리유
적에서 출토된 판재는 당시 밥상의 존재를 입증해주고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21). 즉,
개별 배식기 종류의 증가는 주식과 부식이 분화하는 등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식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저장기 및 운반용기
저장기 및 운반용기는 음용수, 곡물, 식재료 등의 보관, 장기 발효식품의 저장, 액체류
등을 운반하는 데에 이용되는 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고고 자료만으로 이와 같은 기능
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극소수의 고고 자료와 함께 민족지 자료, 토기 형태 등
을 통해 그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의 부뚜막 주변에서는
취사에 사용되는 토기 이외에도 취사 시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와 물 등을 저장했던 것으
로 추정되는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식재료나 음용수를 부뚜막 근처에 배치하여 조리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金垠井 2017a).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
기에는 대형에서부터 중·소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는 저마다 무엇을 보관하는지
에 따른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 상방촌유적 AI-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에서는 밀·팥·콩이, 해남 신금
유적 6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옹에서는 탄화수수가 출토된 바 있다. 또 주거유적은 아
니지만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의 묘도에서는 생선뼈가 담긴 호형토기가 확인되어 곡
물 이외의 생선도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크기의
호 등에는 단기 또는 장기간에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음식 재료를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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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저장기(운반기)의 대표기종으로는 호류(원저단경호·옹·이중구연호·평저
유견호·양이부호)와 주구토기가 있다.
호류는 회색계의 연·경질이 많다(徐賢珠 2006; 김은정 2013). 이는 저장기라는 기능
의 특성상 단단한 경도의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원저단경호나
중소형의 옹·평저유견호는 식재료 중에서도 일정 기간 사용할 분량의 곡물 등을 저장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흥 상방촌유적 AI-11호 주거지 출토 단경호에서 곡물이 발
견된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옹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
고, 이중구연호는 뚜껑을 덮어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이 요구되는 발효식
품, 예를 들어 젓갈 등을 담아두었던 용기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양이부호 역
시 이중구연호와 마찬가지로 뚜껑을 덮어 사용한 용기이다. 하지만 용량이라는 측면에
서 두 기종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식재료를 보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정
읍 신면유적 28호 주거지에서는 1점의 양이부호가 발견되었는데, 주거지의 벽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보관했던 양상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湖南文化財硏究院 2011). 양이
부호에는 꿀이나 기름과 같은 소량의 액체를 담아 두었거나 의례의 한 방식으로 음식을
담고 주거지 벽에 은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크고 작은 호류는 광의의 개념에서 저장기였을 테지만 현재로서
는 세부 기능에 대해 알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고고자료를 통해 추정할 뿐이다. 이는
차후 밝혀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주구토기는 안에 담긴 액체를 따를 수 있도록 그릇의 구연 일부를 뾰족이 내밀어 놓은
토기이다(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 주구토기처럼 주구부가 있는 토기는 흙으로 토기
를 만들어 사용하던 신석기시대부터 이미 존재했으며,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다(金根泰 2007).
원삼국∼삼국시대에 사용된 주구토기는 대개 바닥이 둥글며, 동체 중위부 또는 중상위
부에 파수를 부착하고, 구연부의 직경을 넓게 한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주구부는 주
구토기의 기능이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속성이다. 일부의 주구토기에서는 취사
의 흔적이 관찰되기도 하여 취사기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주구토기가 주구부를
통해 내용물을 이동시키는 역할, 예를 들어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주거지
내의 물 항아리, 즉 대옹에 물을 채우는 일이나 큰 항아리의 물을 주구토기에 퍼 담은 후
장란형토기 등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일 등이 주된 기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金垠井
2018a).
주구토기에서는 장란형토기나 심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용 흔적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도보다도 액체류의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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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히 동이 와는 다르게 주구토기의 주구부는
호류보다도 입구가 작은 장란형토기에 액체
류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부어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구토기의 가장 중요했던 기능 중
하나는 취사 전 장란형토기에 물을 붓는 기능
이라 할 수 있다(그림 14). 이러한 이유로 호
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는
주구토기가 장란형토기 등의 취사기 못지않
게 많은 수량이 출토(金承玉 2000)되는 것으
<그림 14> 주구토기 사용 모습 상상도
(김은정 2018a 재인용)

로 생각된다.

3. 식재료
1) 식재료와 관련된 기록
마한의 식재료에 관한 기록은 중국의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한조·
변진조(韓條·弁辰條)와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표 2). 이들 문헌에는 벼·곡식·오곡 등을 심고 가꾸어 식재료로 사용하였음이 기록되
어 있다. 하지만 곡식과 오곡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정확히 무
엇을 재배하여 먹었는가를 알기는 어렵다.
『주례(周禮)』와 『맹자(孟子)』 등 중국의 다른 문헌에는 오곡의 종류가 서술되어 있는 한
편 그 종류가 달리 표현되어 있다(배영동 1998). 『주례(周禮)』 천관·질의(天官·疾醫)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석에는 오곡을 마(麻, 삼)·서(黍, 기장)·직(稷, 피)·맥(麥, 보리)·
두(豆, 콩)라고 기록된 반면, 『맹자(孟子)』 등문공상(藤文公上)에 대한 조기(趙岐)의 주석
에는 오곡을 도(稻, 벼)·서·직·맥·숙(菽, 콩)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 우리나라의 문헌에
기록된 오곡의 종류도 시대와 문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최덕경 1996) 대체적
으로는 벼·보리·콩·밀·메밀·기장·피·콩·팥 등의 곡물 중에서 다섯 가지를 선
택하여 오곡이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물을 통틀어 오

14) 주구부가 따로 없어 대형 호 등에 물을 붓기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75, 부여·동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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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곡물은 재배 또는 소비의 측면에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지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보
리·밀 등의 맥류, 조·기장 등의 잡곡류, 콩·팥 등의 두류를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즉, 당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경작하였으며 이를 식재료로 취식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삼국지』와 『후한서』의 곡물에 관한 기록
원문

관련 내용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條
‘馬韓在西, 其民土著種稙’

마한은 그 서쪽에 있다.
이 지방 백성들은 대대로 여기서 사는 사람들로서 벼를 심어 곡식을 먹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弁辰條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토지가 기름지고 좋아 오곡과 벼를 심기에 알맞다.

『後漢書』 東夷傳 韓條
‘土地肥美, 宜五穀’

땅이 기름지고 좋아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다.

2) 주거지에서 출토된 각종 식물 유체(식재료)
16)

식물 유체 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인지적 해석
이 가능(安承模 2006)한 물질자료이다. 따라서 식물 유체의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사회에 관한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 안 또는 주거
지 바닥에서 발견된 식물 유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재배했던 식물과 음식물로 먹었
던 식재료의 종류 등을 파악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표 3>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출토 식물 유체
유적

유구

출토된 식물 유체
1호

강진 양유동유적

주거지

광주 신창동유적

콩, 밤

5호

콩

6호

팥, 콩

8호

콩

9호

콩

10호

쌀, 보리, 팥, 콩

11호

밀, 팥, 콩

저습지

볍씨, 조, 밀, 들게, 삼, 두류, 복숭아씨, 박씨 등

광주 쌍촌동유적

주거지

11호

밤

군산 관원리유적

주거지

11호

쌀, 팥, 삼

16) 주구부가 따로 없어 대형 호 등에 물을 붓기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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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김제 백산성유적

김제 부거리유적

유구

출토된 식물 유체

주거지

1호

쌀, 밀, 콩

2호

쌀, 밀

3호

쌀, 밀

6호

쌀, 보리, 조

7호

쌀, 보리, 밀, 콩, 조

12호

쌀, 보리, 밀, 콩

9호

콩, 팥

11호

쌀, 팥

콩(좌), 밀(우)

주거지

팥
김제 심포리유적

주거지

담양 대치리유적

주거지

담양 태목리유적Ⅱ

쌀, 팥
나-1호

밤

Ⅲ-31호

쌀

Ⅲ-285호

쌀

주거지

쌀

무안 양장리유적Ⅱ

주거지

밀

9호

밀

21호

보성 금평유적

영암 신연리유적

7호

주거지

밀

저습지

볍씨

패총

쌀, 밀, 보리

1호

쌀, 맥류?
쌀

완주 용흥리유적

익산 광암리유적

주거지

주거지

1호

쌀, 팥, 조, 기장

2호

쌀, 밀, 팥, 조

3호

쌀, 기장

8호

쌀, 보리, 밀, 조, 기장

9호

기타 과실류

7호

밀, 복숭아 씨앗,
딸기 속

팥(좌), 밀(우)

복숭아(좌), 딸기 속(우)
익산 구평리Ⅳ유적

주거지

2호

밀, 보리

6호

밀,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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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장흥 상방촌A유적I

장흥 행원리 강정유적

전주 송천동유적
-A지구-

함평 중랑유적

유구

주거지

주거지

주거지

주거지

출토된 식물 유체
1호

밀, 팥, 콩, 밤

2호

밀, 팥, 콩, 피

11호

밀, 팥, 콩

팥

7호

콩, 밤

10호

콩

11호

콩

12호

콩

8-1호

쌀, 팥

11호

팥

12호

쌀, 팥

144호

밀

쌀(좌), 팥(우)

밀
해남 군곡리유적

해남 신금유적

패총

주거지

쌀, 밀
55호

보리, 팥

59호

밀, 콩

60호

밀, 콩, 수수?

밀(좌), 보리(우)

이러한 식물 유체는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의 발견 사례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 된 유적의 수에 비하면 그 수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호남 서부
지역에서 식물 유체가 발견된 주거유적으로는 무안 양장리유적, 영암 신연리유적, 장흥
상방촌유적, 함평 중랑유적, 해남 신금유적 등이 있다. 주거유적 이외에도 저습지와 패
총유적 등에서 식물 유체가 발견된 바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표 3>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리·밀·콩·팥·쌀·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광주 신창동유적과 무안 양장리유적의 저습지, 보성 금평유적과 해남
군곡리유적 패총 등에서는 주로 볍씨 또는 쌀이 발견되는 반면 무안 양장리유적, 장흥 상
방촌유적, 함평 중랑유적, 해남 신금유적 등의 주거지에서는 밀과 팥, 콩 등이 발견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를 논농사와 밭농사의 비중 차이로 이해하기도 한다(安承模 2006).
주거지 내에서 식물 유체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상방촌유적 11호 주거지에서는 원
저단경호에 콩이 담긴 채 출토되었고, 신금유적 60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남서쪽 주공
근처에서 발견된 옹의 내부에서 탄화 수수(?)가 출토되었다. 양장리유적 7호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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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벽 쪽으로 놓인 시루와 호 근처에서, 8·9·21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 연소부에서 탄
화된 곡물이 수습되었다. 광암리유적 7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 내에서 밀과 복숭아, 딸
기 속의 식용 열매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토기 안에서 발견된 식물 유체는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보관이 다양한 토기에
서 보관되었음을 보여주며, 부뚜막 연소부에서 발견된 식물 유체는 주거지 내에 식재료를
보관했던 것이 외에 조리과정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집안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아궁이에
넣고 태우는 과정에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한편, 광암리유적 7호 주거지(화
재주거지)에서 작물로 밀만 검출된 사례를 통해 밀은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고 복숭아는
8월, 딸기는 7∼8월 여름에 성숙(안승모·안현중 2009) 하기 때문에 가을 작물을 수확하기
전인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17)

보리와 밀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먹을거리로 이용되어 왔다.

호남 서부지역 원

삼국∼삼국시대에도(완주 용흥리유적, 부안 백산성유적, 해남 군곡리유적, 영암 신연리
유적 등) 보리와 밀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리와 밀이 당시 주요 작물
로 재배·소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콩과 팥은 보리와 밀, 벼가 외래 작물인 것과 달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자생한 작물로 알려져 있다(김민구 2018). 전자의 작물은 청동기시대에 유입된 이후 재
배되었지만 콩과 팥은 상대적으로 훨씬 일찍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며, 원삼국
∼삼국시대가 되면 두류의 재배가 더욱 활성화된 탓인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급
증하는 양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표 3>에 제시된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두류가 발견되었다. 그중 부안
의 백산성유적이나 익산 구평리유적에서는 다량의 콩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아 왔는데,
그 이유는 장류의 원료로 콩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는 콩이 주식이 아
니라 부식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측면(김민구 2018)으로, 이를 통해 원삼국∼삼국
시대 식문화가 이전 시기보다 더욱 다양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호남 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취사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들 주거지의 취사 공간은 부뚜막과 주변의 저장기 등이 분포하는 일정 지역으로

17) 청동기시대

유적인 천안 백석동유적, 충주 종동리유적 등에서도 보리와 밀이 발견된 것을 통해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보리와 밀
을 섭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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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발굴조사 된 수많은 주거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시기 취사 공간은 오늘날의 부엌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점토와 솥(장란형토기),
솥받침, 연도 등으로 구성된 부뚜막은 기능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평가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전 시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뚜막은 단순히 끊
이는 방식에서 찜 요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취사 방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다양한 식
재료(쌀·보리·밀·콩·팥·조 등)를 활용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
다. 이는 곧, 개인의 영양 상태에 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부뚜막
주변에는 취사기와 식재료 보관을 위한 저장기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고 주거 내
취사 공간이 부뚜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더하여 부뚜막은 추운 겨
울을 지낼 수 있도록 취사 시 발생한 열기를 집안에 잠시 머물게 하여 난방까지 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뚜막은 마한시기에 점토 구조물로 만들어지다가 백제로부터 영향이 있던
시기부터는 석재를 부뚜막 구축에 사용하거나, 기반토를 굴착하여 부뚜막의 양 벽과 배
연 시설을 마련한 것이 등장한다. 특히 배연을 위한 목적으로 주거지 안쪽 벽에 시설되
었던 연도가 주거지 밖에 배치되는 것도 특징적이며, 아궁이에 부착했던 토제품(아궁이
테) 역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거지에서는 솥으로 사용된 장란형토기나 시루에서도 세부
형태와 타날방식에서 변화가 간취될 뿐만 아니라 백제의 대표 기종인 개배, 고배, 삼족
토기 등이 함께 발견된다. 이는 마한사회의 취사 공간이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취사 및 식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에서 살핀 것 이외에
도 더 많은 측면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검토 가능한 물질 자료가 많지 않아
취사 및 식문화 전체를 면밀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좀 더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향후 기초자료가 뒷받침되고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뚜막이 원삼국∼삼국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이 이 글이 원삼국∼삼국시대 부엌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
대해 보며, 필자 역시 향후 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22.4.18.) ▶심사완료일(2022.6.30.) ▶게재확정일(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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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oking Space in the Pit Dwellings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o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Western Honam
Eun-jung, Kim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tore one aspect of cooking and food culture at the
time by analyzing fireplaces, flues, cooking utensils, tableware, storage containers, and
plant remains in the pit dwellings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to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western Honam.
To this end, this study divided quarter and period of the pit dwellings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western Honam, into Period
I and Period II,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properties of the dwellings and the burial aspect of excavated relics, then it reviewed the
data. Period II is a period in which the material culture of Mahan society changed in its
relationships with Baekje.
Mahan’s cooking fireplace, which consisted of clay, pot(egg-shaped pottery), pot
stand, and flue, was a cooking system that not merely boiled but also steamed food using
a pot and a steamer. The diversification of cooking methods identified from this cooking
system made it possible to eat food using more diverse ingredients, which seems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ople’s nutritional status at that time.
It is understood that cooking and food storage containers were naturally located
around cooking fireplaces, and the cooking space in dwellings was formed around cooking
fireplaces. In addition, a flue added to the cooking fireplace let the heat generated during
cooking stay in a house for a while so that it can also serve as heating in cold winter.
These cooking fireplaces were made of clay structures during the Mahan period, but
from the period that was influenced by Baekje, stone was used to build cooking fireplaces,
or bedrock was excavated to install the both walls of furnaces and smoke exhaustion
facilities. In particular,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flue, which had been installed on the inner
wall of the dwelling for the purpose of smoke exhaustion, was placed outside the dwelling,
and earthenware (fireplace rim) attached to the fireplace also newly appeared.
In the dwellings where these changes occurred, not only changes in the detailed
shape and tanal(paddling/beating technique) of egg-shaped pottery or steamers used
as a pot, but also the representative pottery types of Baekje, such as Gaebae, Gobae,
and Samjok, were found. This suggests that the cooking space of Mahan society was
transformed and developed in relationships with Baekje.
Keywords : Cooking, Fireplace, Honam, Dwellings, From Proto-Three Kingdoms to Three
Kingdom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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