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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연구

 농업은 고대의 생업 기반일 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위세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자 부와 권력을 확보하고 강조하는 수단으로, 국가형성기의 경
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변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농업 생산 양상은 어떠했으며, 어떠
한 특징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변화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
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농업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중
부지방의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중요 농업 자료인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였으며,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생산
성 증대를 목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네 가지 농업 전략들, 즉 노동 집약
화, 혁신, 전문화, 다양화 전략과 연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방식들을 모델
로 제시한 후에 이를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특징의 농업 전략
들이 나타나는지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자료 이외의 다양한 고고
학적 증거들을 검토함으로써 국가형성기의 제 변화들이 새로운 농업 전략
을 채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핵심은 작물유존체를 대상으로 식물고고학 방법론을 활용하
여 작물조성과 크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작물 재배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재배 작물의 종류와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부지방 
전반적으로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잡곡과 두류를 주요 작물로 이용하는 양상이 시대와 상관없이 유지된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환경 적응력이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적응력
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기후 변화와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도를 낮추고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시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반적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각 취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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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재배 작물의 종류나 구성에서 변화가 나타나, 경기 남부를 중
심으로 쌀의 재배가 늘어나고, 영서지역에서 쌀, 보리, 피의 재배가 시작
되며, 일부 유적에서 두류 재배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쌀, 두류의 특성이나, 재배 계절을 연장하여 생
산량을 늘릴 수 있는 맥류의 특성으로 보아, 백제 국가형성기 중부지방에
서 새롭게 채택된 농업 전략은 생산성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유적 간 콩과 팥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여 재배 기술 발달상의 중요한 
측면이나 고고학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였던 작부체계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었다. 맥류가 출토되는 유적들에서 맥류가 출토되지 않는 유적들보다 소
립(小粒)의 두류 종자들이 출토되는 것을 확인하여,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
르러 맥류에 뒤이어 콩과 팥을 재배하는 맥후작(麥後作)을 시행하면서 두
류의 생육 시기가 부족해져 크기가 감소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립과 대립(大粒)의 두류가 함께 출토되는 양상에서 대립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단작(單作)이 병행되었을 가능성을, 콩과 팥의 크기 감소가 동일
하게 나타나는 양상에서 맥류 재배 이후에 두 작물이 혼작(混作)되었을 가
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구 대상 시기 중부지방에서는 맥후작을 
포함하여, 단작, 혼작 등 다양한 작부체계를 병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배 계절을 연장하거나 공간 활용을 다양화하는 작부체계들을 활용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특정 시점과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맥후작의 채택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달라 
경기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부터, 영서지역에서는 한성기부터 시작된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식물고고학적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철제 농기구의 분
석을 통해 생산 기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성기에 이르러 
철제 삽날, 주조괭이, 겸 모두 출토 비율이나 범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특히 주조괭이는 이용이 크게 늘면서 생산의 효율과 질을 높여 
생산성 증대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기구의 소유 양상 또한 
변화하여, 주조괭이는 백제 도성 주변의 취락에서 이용도가 높아져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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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생산 및 유통을 관장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었으
며,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지역에서 주조괭이가 특정 유구에 집중되거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삽날과 철겸이 상위 계층에 의해 주로 소유되는 양
상을 통해 농기구의 소유가 더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작물 재배 방식과 기술, 농기구 이용 양상에서 변화가 관찰
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변화의 특
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수전 농경
의 확대에 따른 전문화의 가능성이, 백제 도성 주변의 유적들에서 주조괭
이의 이용도가 급증하는 혁신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 높은 비용이
나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여 위험도가 높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
산 과정이 질적으로 개선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채택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영서지역에서는 대체로 철제 농기구가 제한적으
로 사용되면서 쌀, 보리, 피가 추가되는 노동집약적인 다양화 전략이 강화
되는 양상이 나타나, 초기에 높은 비용이나 집중적 노동력의 투입은 필요
하지 않고 위험도도 낮지만 효율성 또한 낮은 전략들이 채택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즉 지역 간에 농업 전략의 특징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두 지역
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환경적 조건, 경제적 기반과 같은 요인들이 농업 
생산의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농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들과 연관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검토함
으로써 새로운 농업 전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인구 
밀도의 변화, 전문 생산 체계의 형성, 계층화 심화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
거들이 농업 변화가 발생한 유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여, 
인구와 자원 간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체계 형성에 따라 
등장한 물품 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층화 
심화에 의한 엘리트의 작용에 따라 농업 양상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농업 생산 양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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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유적에서 두드러진 백제와 연관된 증거로 보아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백제 국가 형성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제 변화가 새로운 농업 전략
을 채택하게 하는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
다. 하지만 본고에서 밝혀진 농업 변화는 기존에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연관되어 주로 논의되던 획기적인 기술적인 발달이나 대규모 생산 
체계의 형성과는 다른 것으로,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
서 재배 작물의 종류나 구성, 작부체계에 변화를 두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의 새로운 농업 전략은 각 지역이나 취락의 농업 전통, 환경 
및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채택된 것으로, 백제 국가형성기 중부지방
에서는 이를 토대로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량 증대의 
필요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주요어 : 백제 한성기, 원삼국시대, 국가 형성, 농업, 식물고고학, 식물유존
체, 철제 농기구

학 번 : 2010-3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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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원삼국-백제 한성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여 이전 시대와는 다른 수준의 정치체
가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획기로, 고고학계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 
시대로 다루어졌다. 이 시대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백제 국가의 형성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국가의 영역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두 주제의 연구들은 
토기, 도성, 산성, 대형 고분, 위세품과 같은 동일한 자료들을 연구 대상으
로 하여, 백제 국가의 형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권오영 2011; 김성남 
2004, 2014; 박순발 2001; 한지선 2005, 2013),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백제의 영역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권오영 2009; 
김성남 2006; 박순발 2001, 2007, 2013; 성정용 2001; 이남규 외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백제 국가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백제 국가의 형성 시
점과 영역 범위가 파악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해당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
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논의는 이 두 가지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
어, 이러한 상황은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정
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백제 정치사 연구가 타 연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문동석 2015: 26).

 최근 들어 백제 국가의 형성 시점과 영역화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대한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김일규 2007; 박지영 2017; 이성주 
2011; 이현숙 2011; 이현혜 2013), 원삼국-백제 한성기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제와 관점, 방식의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원삼국시대부터 백제 
한성기에 이르기까지의 제철 기술의 발달(최영민 2016)과 제철 기지의 운
영(김길식 2017), 한성기의 의례(정수옥 2020)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영역화 과정에 대해서도 지역 집단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거
나(박지영 2017; 이현숙 2011; 임영진 2013), GIS 공간 분석(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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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을 토대로 해당 시기의 연구가 진일보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제 국가의 형성 및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면이 많
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백제 국가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나는 새로
운 연구 주제의 모색으로, 국가의 형성 시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했는지 밝히는 것이 필
요하다.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화
되고 구체화된 정치적 구조("state")를 규명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Yoffee 2005). 즉 지도자의 권위가 권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거
나(이성주 2009; 이희준 2011), 사회의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어떻게 진
행되는지 파악하거나, 또는 농업과 상업 등 경제적인 측면의 변화는 어떠
한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만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이 상세히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와 지역 집단 간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 논의들은 백제 중앙의 관점에서 영역 범위와 지배 방식을 파
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지배 전략에 따라 지역 엘리트와 연관되
어 나타나는 일부 자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국가와 지역 집단 간 
관계는 지배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이나 의례적인 협업과 같은 
대등한 관계로 나타날 수 있으며(Bélisle 2015), 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지어 직접적 교류가 없는 상황
에서도 국가 형성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지역 집단의 계
층 구조나 주민 전체의 경제 활동, 정체성 등을 변화시킬 수 있다
(Jennings 2010). 그리고 지역 집단은 국가의 지배 전략에 따라 강제적으
로 변화하거나 국가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나 상
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국가와 
공존할 수 있다(Bélisle 2015). 따라서 국가와 지역 집단 간의 관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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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역 집단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그리고 여러 지역 집단 또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
가 형성에 따른 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연구는 국가 형성 및 발전 시기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농업은 고
대의 생업 기반이자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 및 국가적 업무에 참여하는 사
람들을 위해 이용되는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국가의 경제적 토
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 연구는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
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게다가 농업 생산물은 여러 가지 물품을 확보
하거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정체성의 형성 및 표현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농업 연구가 진행된다면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농업과 연동된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 즉 새로운 물품의 등장과 
확산, 지역 엘리트의 성장, 식문화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농업에 대한 연구는 국가와 지역 집단 간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 도움이 된다. 우선적으로 농업이 집단 전체의 생계 기반이라는 점에서 
엘리트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의 경제 활동에 미친 국가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지배 영역 내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농업 전략에 의해서 변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 수단
이라는 점에서 지배 영역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여
러 변화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 집단
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농업 방식과 기술을 
선택한 결과로 차별적인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농업 생산 양
상은 재배 종(種)이나 구성, 재배 기술의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어, 국가 형성에 따른 제 변화들에 대응하는 여러 지역 집단의 적응 전
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즉 농업 연구를 통해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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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의 다양한 변화가 지역 
집단의 생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역 집단의 적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
어 국가와 지역 집단 간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 연구는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의 중요한 변화
의 내용을 밝히고, 국가와 지역 집단 간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해당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 연
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농업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하남 미사리 밭유
구와 화성 송산리 논유구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고(金基興 1995; 이형원 
2011), 철기 연구의 일환으로 농기구가 함께 다루어지는 사례도 있지만(이
남규 2002, 2008; 이상길 2013; 최영민 2010), 농기구 자체만을 연구 대
상으로 삼거나 작물유존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조차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기초적 연구가 미진하다 보니 농업 양상의 시공간적 특징을 파악
하거나, 국가 형성 및 발전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농업을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과 같은 다른 지역과 비교
해도 백제의 중심부가 위치하던 중부지방을 대상으로 한 농업 연구는 상
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
른 지역과 비교하여 고고학적 농업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성기 유적을 중심으로 주조괭이와 같은 여러 개의 
철기가 발견되었지만, 원삼국시대의 철제 농기구는 하남 미사리, 가평 마
장리 등 일부에서 출토된 데 불과하며 출토된 농기구의 종류도 대부분 겸
(鎌)에 한정되어 있었다(이남규 2002: 65). 또한 작물유존체의 경우에도 파
주 주월리, 하남 미사리 등지에서 출토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단일 유구
의 조사 과정에서 육안 관찰에 의해 발견된 후 분석된 자료들로 해당 유
적의 작물 이용 양상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0년
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조사된 남양주 장현리, 가평 대성리, 화성 발안리, 
홍천 성산리, 화천 원천리 등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속하는 대규모 유적
들에서 다량의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었고, 작물유존체 또한 적지 않은 유
적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여러 유적에서 식물유존체의 검출을 위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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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과 부유선별 및 현미경 분석이 이루어져 재배 작물의 종류와 비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즉 현재는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농업 양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들이 마련되었고,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농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농업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까지 축적
된 자료에 기반하여, 백제 국가의 형성기인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를 
대상으로 농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할 수 있고, 각 지역 및 취락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의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여러 취락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농업 생산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시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시간
에 따른 변화의 여부 및 특징, 그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백제 국가의 중심부가 위치하
면서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가 여러 취락에서 확인되는 중부지방을 연구 
대상 범위로 하였다.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중요 자료로 다루어지지 않
았으나 농업 생산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물
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연구 대상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 두 자료를 대
상으로 작물조성, 작물유존체의 크기, 철제 농기구의 출토 위치, 출토량, 
출토 주거지의 특징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어떠한 종류의 작물들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작부체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농기구의 이용 범
위, 이용량, 소유 양상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변화의 여부 및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혁신, 노동집약화, 다양화, 전문화와 
같이 백제 국가형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의 농업 전략들과 이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을 모델로 세우고 농업 자료의 분석 결과
와 비교함으로써 농업 생산 양상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농업 변화
가 확인되는 유적들을 대상으로 유물 및 유구의 양상을 검토하여, 백제 국
가형성기에 나타나는 경제, 사회, 정치적 요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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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집단에서 새로운 농업 생산 전략을 채택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하였
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농업 생산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힘으로써 원삼국
-백제 한성기의 경제적인 측면과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와 함께 농업 변화를 초래한 원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농업 변화와 
연동된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토
대로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역 집단의 경제적 측
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역 집단은 각각의 상황
과 환경에 적합한 농업 생산 양상을 선택하는 등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
는 변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그 가능성까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농업이라는 새로운 주제와 농업 양상을 반
영할 수 있는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방
법을 통해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7 -

II. 연구 목적 및 방법론

1. 고대 국가형성기 농업 연구의 성과와 한계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는 본격적인 집약적 농업 사회라 
할 수 있다. ‘집약적 농업 사회’란 재배 활동 및 농업 시설의 유지가 생업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집단 내 적어도 일부 구성원이 농업을 전업으
로 하며, 농업 활동이 자원의 계절적인 시간 관리, 자연 환경에 대한 이
해, 선호되는 입지 조건 등의 변화를 수반하여, 궁극적으로 집단의 정체성
과 상징체계까지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이다(이경아 1998: 71). 

 청동기시대부터 이미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안승모 2008c) 수도작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농업이 시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김범철 2006), 집약적 농업 사회라고 볼만한 근거
는 부족하다. 청동기시대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쌀이 다른 작물보다 
우세한 비율로 출토되지만, 논농사의 확산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식생활
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 없다(김민구 
2012a; 이현혜 2012: 22). 또한 벼 유존체는 출토되지만 화분상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초기 벼의 경우 일종의 위세품적인 성격을 가
지고 실제 생업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기도 한
다(김민구 2012a: 59). 따라서 청동기시대에는 농업이 생업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
향이 집약적인 농업 사회로 보기에는 미약하다.

 반면에 원삼국시대부터는 농업 생산의 확대와 농업 기술의 발달에 대
한 증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생업 경제에 있어서 농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환경 
변화의 양상은 화분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한반도에서 농업 
확대를 반영할만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후 무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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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에 이르면 동해안의 쌍호(박정재·신영호 2012), 순포호(Park 
et al. 2012), 서해안 지역의 일산(윤순옥 1997; 이상헌 외 2005), 영종도
(정혜경 외 2010), 그리고 충남 아산(박지훈·장동호 2010), 광주 봉산들(박
정재·김민구 2011) 등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屬이 급증하고, 벼
科, 국화科, 향쑥屬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
은 식생 변화는 경작 면적의 확대 또는 한랭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
데, 지역에 따라 화분상 변화의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환경 
변화보다는 인간 활동, 특히 농업 활동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정재·신영호 2012). 즉 원삼국시대에 이르면 농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작
지, 개활지, 이차림 면적의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 식생 변화의 정도가 심
해졌으며1), 이는 농업이 생업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김민구·박정재 2011: 82). 

 둘째, 여러 측면에서 농업 기술이 크게 발달한다. 우선 철기의 유입과 
함께 농기구의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져, 이전 시대의 목제 농기구, 석제 
농기구와는 다른 수준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기 시작한다. 삽날, 주조괭
이, 따비, 철겸 등의 기경구와 수확구가 모두 철기로 만들어지며, 이로 인
해 작업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논의된다. 또한 원삼국시대에 이르면 
작물 종자의 개량 증거도 등장한다. 정유진(2010)은 청동기시대부터 원삼
국시대까지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의 크기를 분석하여 원삼국시
대에 이르러 크기가 커지고 정형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김민구 등
(2012) 역시 원삼국시대에 이르러 쌀 알곡의 폭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극
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크기 변화는 우수한 종의 선택적 재배, 
시비법의 발달, 새로운 품종의 도입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어, 작물
의 개발 및 관리 또한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세기 이후
부터는 수종 분석 결과 밤나무屬이 급증하여 밤나무에 대한 인위적 관리
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안승모 2013), 이는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자
원 또한 관리하면서 한정된 토지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도가 존재

1)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변화된 환경에 인간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전의 생업 경제
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원삼국시대에 이르면 야생식물 채집
의 증거가 확연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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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의미한다(김민구 2012a: 28). 
 이와 같이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에 이르면 새로운 농기

구의 등장, 작물 종자의 개량,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 농업 확대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변화들이 나타난다. 이는 곧 농
업 활동에 시간, 자본, 노동력의 투자가 극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업이 생업 경제의 중심이 되어 정치, 기술, 환경, 사회, 문화의 여러 방
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집약적 농업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원삼국-삼국시대의 농업 양상에 대하여는 그동
안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주요 연
구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시기 농업에 대한 논의는 김철준(1964), 이기백(1976) 등 이른 시
기의 연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업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이현혜(1990, 1991)와 전덕재(1990)의 연구가 대표
적이다. 이현혜(1990, 1991)는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철기의 출토 사례
를 검토하여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이용 확대를 확인하였으며, 전덕재
(1990)는 우경(牛耕)에 의한 농업 생산 방식의 변화를 추정하고 미사리 상
하층 경작유구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연구자는 모두 원삼국~삼국시대에 농업 기
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새로
운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도 차이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여 계층화
가 심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논의하였
다. 

 이 두 논의는 농업에 관한 문헌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농업 양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고대의 농
업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한 국가의 형성 및 발전이라는 정
치적 변화를 농업과 연관시켜 논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두 연
구 이전에는 국가 형성 및 중앙집중화의 원인을 중국 세력이나 삼국 간 
접촉 및 항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주로 찾으면서, 농업과 같은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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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운동성은 무시되었다(전덕재 1990: 16). 하지만 이현혜와 전덕재
의 연구를 통해 정치적 발전 과정에서 농업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그 결과 고대 국가 형성 및 발전의 내적 동인이 중시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현혜와 전덕재의 연구는 고대의 농업 연구에 있
어서 그리고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사적 
의의가 매우 큰 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연구는 당시의 이론적 토
대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가나 엘리트가 주체가 되는 철제 농기구의 이용, 우경의 실시, 
관개시설의 축조와 같은 농업 기술의 발달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농업의 변화는 농업 생산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진 지역 집단과 
농민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새로운 노동 조직의 형성, 
재배 작물의 종과 구성 변화, 새로운 작부체계의 도입 등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사회 변화에 있어서 국가나 엘
리트의 역할을 중시하는 당시의 연구 경향, 그리고 농업 생산 양상의 다양
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에서 기인
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역 집단이나 농민들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음이 논의되었고(Erickson 2006; Graffam 1992; Janusek and 
Kolata 2004; Netting 1993), 발굴조사가 활발히 시행되면서 작물유존체 
등 여러 종류의 고고학적 농업 자료가 축적되었으므로, 국가 형성 및 발전 
시기에 지역 집단이나 농민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농업을 정치 사회적 변화의 원인으로 보면서 농업 생산 기술의 
도입 및 발달을 외부로부터의 유입이나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으로 설명
한다. 하지만 농업 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며, 기술의 수용
과 확산에는 기술의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본래 보유한 집단과 수용하
는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
로 한반도의 철기는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반도의 
철기 도입과 확산에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유통 목적 및 방
식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김도영 2015). 또한 철기 제작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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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고 본격적으로 철기를 생산하려면 인프라 구축에 설비 투자와 인력 
등과 같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반도 내에서 초기 비용에 필
요한 막대한 잉여를 생산하고 소비할 여력이 있는 곳에서만 도입 가능하
였을 것이다(김장석 2009: 62). 즉 기술이 도입되어 정치적, 경제적인 구
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며(이성주 
1998: 51) 반대로 기술 채택 및 확산의 기저에 있는 맥락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 전략에서도 마찬가
지로, 특정한 농업 전략이 채택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맥락이 고려
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시대의 농업 연구에 있어 1990년대에 이르러 학사적으로 큰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당시의 연구 흐름이나 자료 부족에 따른 한계가 존
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략의 채택 및 확산의 맥
락을 고려하고 여러 주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생산 방식
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는 농업 연구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발굴조사를 통해 
다량의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서 1990년대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농기
구 이외에도 경작유구, 작물유존체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농업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경작 방식이나 재배 작물의 조성과 같은 농
업 양상의 여러 측면이 밝혀지게 된다. 

 주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철제 농기구이다. 
철제 농기구는 작물유존체나 경작유구에 비해 쉽게 인식될 수 있고, 수량
이 풍부하면서 형태 또한 다양하여 고고학적으로 유용한 연구 자료로 활
용되었다. 철제 농기구의 연구는 1990년대에 이미 그 기틀이 마련되어(양
승필 1995; 千末仙 1994) 형식 분류의 기준이나 소유 양상을 파악하는 연
구 방식이 2000년대 이후까지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 다만 2000
년대 이전에는 철제 농기구가 출토된 유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 지
역에서 출토된 자료를 위주로 가야, 백제 등 여러 지역의 출토 자료를 종
합하여, 개괄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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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료가 축적되면서 분석 방식이 다양해지고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된다. 홍보식(2001)은 
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에 부장된 철제 농기구를 대상으로 
형태적 변화, 부장 조합, 비율, 출토 무덤의 양상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농업의 발달과 부장 양상의 변화를 파악
하였고, 김도헌(2008, 2009) 또한 영남지방을 대상으로 철제 농기구를 포
함한 선사, 고대 농구의 형태와 소유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
기간의 농업 생산력과 소유 형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하나
(2012)는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를 형식 분류하고 편년하여 
단계별 농기구의 변천 양상을 파악하고 지역적인 분포 양상을 검토함으로
써, 경주에서 주변 지역으로 농기구가 확산하는 과정을 중앙과 지방의 관
계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철제 농기구와 연관된 제반 사항들
을 분석함으로써, 철제 농기구의 형태와 소유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농
업 발달, 더 나아가 정치경제적 관계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철제 농기구
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또한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주도되
면서, 철제 농기구의 형태와 크기가 면밀히 분석되고, 일부 농기구의 경우 
사용 흔적까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상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철제 농기구의 연구는 신라, 가
야 고분에서 다량의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
면서 연구 대상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재홍(2005)이 고
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농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양상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간 농기구의 형태나 분포 양상에 차이가 
있음이 또한 밝혀졌지만, 나머지 중부, 호서,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철제 
농기구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드문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편재는 연구가 진행된 철제 농기구의 출토 맥락 또한 편중되어 있음을 의
미하여, 취락 유적보다는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가 주요 연구 대상
으로 이용되었다.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농기구는 취락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량이 풍부하고 본래 맥락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적다
는 장점이 있지만, 선별되어 부장된 것이고 위세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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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밝혀진 내용
은 실제적인 이용 양상과 다를 수 있다. 

 즉 철제 농기구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지역이나 출토 맥락이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철
제 농기구의 이용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 
그리고 취락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
한 출토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반적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작유구는 다른 농업 자료와 비교하면 연구 사례가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1990년대 이후 경작유구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
으나, 대부분 전체 면적 중 일부만 조사되거나 층위 조사나 유구 확인을 
통해 존재 여부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윤호필 2012: 52). 하지만 이러
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작유구를 면밀히 분석하거나, 다양한 시대
의 경작유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남 미사리 
밭유구, 화성 송산동 수전(水田), 그리고 경주 금장리 밭유구 등이 연구 
대상이 되어 형태, 발자국, 식물유존체 등이 분석되었고 이를 통해 경지 
조성 방식이나 경작 형태 등이 확인되었다(金基興 1995; 金大德 2007; 이
형원 2011). 또한 영남지방 선사 고대 경작지의 입지와 형태를 통시적으
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특징을 파악한 연구가 있으며(김도헌 
2010), 지금까지 남한 지역에서 확인된 경작유구의 입지, 형태, 규모, 경
작 흔적, 출토 곡물,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작지의 확대 및 조성 방식의 변화와 축력의 이용, 휴경 기간 감소 
등을 설명한 연구도 있다(윤호필 2012).

 경작유구는 농업 행위가 시행된 장소로 경작 규모나 파종 방식 등 농
업 생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료지만, 자료상의 한
계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 이상으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유구 전체를 조사하면서 입지와 형태, 
경작 도구나 축력의 이용 흔적, 작물과 잡초 종자의 분석, 미세형태 분석, 
인산 분석 등 다양한 분석(키스 윌킨스·크리스 스티븐스[안승모·안덕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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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52-262)이 시행된다면, 농업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이후 농업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식물유존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식물유존체는 농업 생산의 직접
적인 증거물로 생산 방식이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농업 연구에 있어 다른 자료들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원삼국-삼국시대의 식물유존체에 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안승모(2006)의 연구이다. 안승모는 마한계 유적인 장흥 상방촌 유적에서 
출토된 작물유존체의 종과 구성(作物組成)을 중심으로 출토 상태, 잡초 종
자의 유무 등을 분석하고 재배 방식, 출토 주거지의 위치, 출토 토기 등을 
고려함으로써, 곡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저장과 분배, 식용 방식, 작
부체계(作付體系)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상방촌을 비롯한 호남지역 마한
계 유적의 작물유존체 조성을 종합하여 해당 시기에 환경 악화와 철제 농
기구의 미미한 보급에 따라 전작(田作)이 유행했다고 추정하였다. 안승모
의 연구는 작물유존체의 종과 구성이 다양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대의 농업과 생산물의 이용에 관한 해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음
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후 김민구(2009), 안현중
(2013) 또한 작물조성을 토대로 특정 취락이나 지역적 양상을 파악하는 
유사한 형식의 연구들을 시행하였다. 김민구(2009)는 해남 신금유적을 대
상으로 해당 유적에서 맥류와 두류의 밭작물이 경작되었음을 파악하였으
며, 안현중(2013)은 전북 지역에서 논농사를 중심으로 맥류, 두류, 잡곡 
등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이와는 다른 연구 방식으로 작물의 크기 분석을 통해 작물 종자의 개
량이나 생산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김민구
(2008)는 전남지역 마한계 유적에서 출토된 밀과 통일신라 시대 유적, 그
리고 일본에서 출토된 밀의 크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대에 따른 크기
의 증가를 확인하고, 전남지역 유적 간 크기 변이를 분석함으로써 유적 간 
작물 생산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유진(20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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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벼의 출토 비율과 크기 분석
을 통해 원삼국시대의 종자 크기의 대형화 및 정형화 양상을 확인함으로
써 종자 개량의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이처럼 작물유존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특정 취락의 
작물 재배 및 이용 양상은 물론이고 지역적인 농업 생산 양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물 생산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 해당 시기 농업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작물유존체가 농업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임을 다시 한번 입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작물유존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원삼국시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삼국시대의 경우에는 작물유존체에 기반
한 농업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연구 지역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연구 사례가 드문 편이라는 한계도 있
다. 

 한편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현혜(2009), 김재홍(2007; 2015) 등
에 의해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도 하였다. 이현혜(2009)는 삼국사기, 주서(周書), 수서(隋書) 등의 문헌 기
록과 논, 밭 유구, 작물유존체, 그리고 농기구 출토 양상을 토대로 수전 
면적이 확대되고 전지(田地)에서 대규모로 단일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등
의 경작 기술의 발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논의는 백제 지역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부터 백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농업 발달을 통시적으로 설명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장기간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목적이라 각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재홍(2007)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백제 시대의 수전 농업의 발
달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4세기 이전에 밭농사가 장려되던 단계를 지나 4
세기 이후 제방이 축조되면서 수전 농업이 발달하였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살포의 고고학적 맥락을 검토하여 백제 수장층에게 사여된 것
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수장층이 농업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논의에서는 삼국지 동이전과 경작 유
구 등을 토대로 종족 집단의 생업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韓)족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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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濊)족의 농업 활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영서지역 유적에서 삽날, 주조괭
이, 살포 등 백제계 요소가 나타나는 양상을 토대로 한족과 예족의 문화가 
융화되면서 영서지역까지 벼농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김재홍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문헌 기록과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통시적인 농업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또한 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라서, 농업 양상을 상세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는 철제 농기구, 경작 유구, 작물유존체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진행되면서, 농기구의 개발, 
농기구의 이용 및 소유 양상, 경작지 조성 방식, 작물 재배 양상과 생산성
의 변화 등이 확인되었고,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
한 연구들을 통해 여러 정치체와 연관된 농업 발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고고학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 양상을 다
각도로 검토한 연구들이(김도헌 2010; 김재홍 2011) 진행되기도 하여 농
업 연구상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철제 농기구나 작물유존
체는 자료의 분포에 따라 연구 지역이나 시대가 편중되어 있고, 경작유구
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조사, 분석된 사례가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
도 여러 종류의 농업 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
행하거나, 통시적, 공시적인 비교 연구들이 드물어 아직까지는 고대의 농
업 양상의 특징이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원삼국-삼국시대의 농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 
시대의 농업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음의 두 가지로 모색하고자 한
다.

 첫째,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간적 범위 
내에서 통시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농업 양상이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파
악하고,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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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기록에 기반한 기존의 연구

들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이르러 농업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변화
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제 농기구의 형태와 소유 양상이 변
화하고 이에 따라 밭농사가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방이 축조되면서 
수전 농경이 발달하고, 축력 또한 이용되기 시작되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도헌 2008, 2009; 김재홍 2007; 이현혜 1990, 1991; 2009; 전덕
재 1990; 홍보식 2001).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등장 이전으로 논의되는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철제 농기구의 개발, 종자의 개량 등 농업 발달의 증
거들이 확인되고(김민구 2008; 정유진 2010), 지역 조건에 맞춘 농업 생산 
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므로(안승모 2006), 국가 형성 및 발
전이라는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지역적 상황에 적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달된 농업 방식이나 기술이 지역 집단에 의해 채택되고 지속되
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도 1950년대 이후 국가 형성과 정교한 
농업 생산 체계의 발달 사이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지만
(Stanish 1994), 최근 들어서는 국가와는 무관하게 농업 기술이 발달하거
나 지속적인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
(Erickson 2006; Fisher et al. 1999; Graffam 1992; Janusek and 
Kolata 2004; Netting 1993). 

 대체로 국가 형성에 따른 농업 발달이 강조된 것은, 집약적 농업 생산 
체계의 형성에 국가의 강제, 경영, 계획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Fisher et al. 1999: 643). 하지만 정치체가 항상 농업 생산의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서, 정치체의 성격에 따라 농업 생산 
과정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았거나(Erickson 2006), 정치적 발달 수준에 
따라 농업 생산 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가 형성 초기에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여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
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대규모 관개시설의 축조는 
대체로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논의된다. 또한 실험고
고학이나 민족지 조사에 의하면 지역 집단이나 농민들 또한 집약적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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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계를 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여(Erickson 2006), 정치체의 
발달과 상관없이 지역 조건에 적합한 농업 생산 양상이 발달,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넓은 시간적 범위 내에서 시간에 따른 
농업 생산 양상을 비교하여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하는지, 아니면 국가 형
성 및 발전 과정과 무관한 농업 생산 양상이 지속되는지 파악되어야 하며, 
만약 변화가 관찰된다면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간에 따른 농업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행된 바 있다(김도헌 2008, 
2009; 홍보식 2001). 하지만 변화의 여부나 양상이 지역이나 농업의 특정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지역이 제한되어 주로 철
기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크다. 즉 작물유존
체를 대상으로 통시적 변화상을 살펴보거나, 영남 지방 이외에 중부, 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편이라, 고대 국가형성기의 농업 변화의 양
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다
양한 자료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대 국
가형성기의 농업 변화상을 상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과 연관된 고고학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농업 생산 방식 및 기술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사회의 농업 발달을 강조하는 기존의 여러 연
구들에서는 농업 발달을 국가와 같은 대형 정치체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논의하면서 대규모 관개시설의 축조 및 경작 체계의 형성과 같은 극적인 
변화에 대해 강조하였다(Earle 1997; Hastorf 1990; Kolata 1991; 
Stanish 1994).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경향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나 국가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철제 농기구의 개발이나 관
개시설의 축조와 같은 농업 기술의 발달이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 변화는 지역 집단이나 농민들에 의해서도 주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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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농업 전략이 채택될 수 있다. 농업 기술의 발달 이
외에도 재배 작물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작물 종자의 개량이나 작부체
계의 변화와 같은 재배 기술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농업 생산 과
정과 연관된 노동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변화들은 생산
성을 높이거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징으로 나타
날 수도 있으므로, 시대 및 지역에 따른 농업 전략과 그 특징을 구체적으
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농업 생산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철
제 농기구, 경작지, 식물유존체 등의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을 복합적으
로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함께 이용한다면 
농업 생산 양상의 제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여러 종류의 고
고학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특정 지역 및 시대의 농업 양상을 구
체적으로 파악하여 각 시대나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업 방식의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생산 체계는 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하나의 묶음으로 함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서, 각 변화의 형태나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일부 방식은 동일하게 변화해
도 나머지 방식들은 변화의 여부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
역에서는 쌀농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철제 농기구의 이용량도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철제 농기구의 이용량은 증가해도 수전 확대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철제 농기구와 작물유존체
의 분석이 함께 진행된다면 두 지역 간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어, 국가 형성에 대응하는 각 지역 집단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 형성 및 발전 시기의 농업 연구는 농업 양상의 특징이나 
원인 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의 논의들은 이론적인 토
대와 자료의 부족으로 다양한 농업 생산 전략과 그러한 전략이 채택된 맥
락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철제 농기구, 경작지, 작물유존
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고고학 자료를 이용한 농업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료의 편중이나 복합적인 자료를 이용한 통시적, 공시적 연구의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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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 고대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농업 자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재배 기술과 방식, 농기구 이용 양상 등 농업 양상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통시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따라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하였는지, 변화하였
다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에 농업 생산 양
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 
고대의 생계 기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치적 변화의 시
기에 특정한 농업 생산 전략과 연동된 사회, 정치, 경제적 원인을 파악함
으로써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 또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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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과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중부지방 유적들을 대상으로 고고학
적 농업 자료를 분석하여 농업 생산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농업 생
산 양상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
업 생산물은 생존의 토대이면서 생필품과 위세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자, 부와 권력을 확보하고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백제 국가
형성기에 이르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이 발생하면 이와 연동하
여 농업 생산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삼국-백제 한성기에 이르면 물질문화의 양상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형태와 크기에 변화가 발생하여 육각형 
주거지가 상위 위계의 주거로 자리잡고 소형의 방형계 주거지가 확산되며
(송만영 2013), 인구 이동이 발생하여 일부 지역에 인구 집중지가 나타난
다(박지영 2017). 또한 표준화된 형태로 생산된 자비 용기나(이성주 2011) 
고배, 삼족기, 기대와 같은 고급 기종 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고, 철과 철
기의 생산 증거가 비교적 다량 발견되는 제철 유적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물질문화의 변화는 계층화의 심화, 새로운 생산 및 유통 방식의 등장, 인
구 밀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더 나아가 새로
운 농업 생산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제한된 
환경 내에 인구가 집중되어 인구와 자원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새
로운 물품 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계층화 심화에 
따라 성장한 엘리트의 필요와 권력 행사에 따라 새로운 작물 재배 방식이
나 기술, 농기구 이용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형성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한 필요로 
인해 새로운 농업 전략이 채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백제 국가형성기의 농
업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성기에 이르러 농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심
경(深耕)이 가능해지고 수전이 개발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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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추정된 바 있다(이남규 2002; 이상길 2013). 하지만 새로운 농업 
전략의 필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농
업 양상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서, 국가가 형성되고 멸망하는 동안 지역 
농업 주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
으며(Erickson 2006), 농업 양상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자료의 분석 없이
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농업 자료, 즉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분석하여 각 시대의 농업 생산 
양상이 어떠한지 상세히 파악하고,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가 발
생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두 자료는 현재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 
생산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로,2)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생산 방식과 기술의 제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물유존체는 농업 생산의 직접적인 결과물로 종류, 수량, 크기 
분석을 토대로 재배 작물의 종류와 비중, 작물 생산성 등을 파악할 수 있
으며, 또한 시공간적인 비교를 통해서 시대나 지역에 따른 재배 방식의 변
화나 작부체계의 차이, 작물 종자의 개량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다. 철
제 농기구도 역시 중요한 농업 자료로 농기구의 생산부터 이용 및 소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
지방에서는 다수의 취락 유적에서 발견되어, 농기구의 실질적인 이용 양상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두 자료를 활용한다면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철제 농기구의 이
용도가 높아졌는지, 수전 농경이 확대되어 쌀 재배가 증가하였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방식 및 기술에 대한 여러 측

2)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 변화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세
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물유존체, 철제 농기구, 경작 유구, 수리 관개 시설 등의 고고
학 증거와 문헌 기록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작 유구는 
발견 사례가 적고 발견된 경우에도 전체가 조사되거나 상세한 분석이 진행된 사례가 적
으며, 수리 시설도 발견 사례가 적어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농업 양상을 밝히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또한 문헌 기록의 경우에도 백제의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드물게 확인되므
로,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 양상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다. 반면에 작물유존체나 철제 농기구는 연구 대상 시기 중부지방의 여러 유적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자료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농업 양상을 밝힐 수 있는 최적의 자
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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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취락이나 지역 간 차
이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으므로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의 
농업 생산 양상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경작지나 관개시설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비교
하여 농업 양상을 밝히는 데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므로,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 변화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경작 유구나 수
리 관개 시설 등 다른 농업 관련 자료들 또한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 

 다음으로 농업 생산 양상의 변화가 확인되면,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특
징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4세기 후반부터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약 50km 범위 내에서 주조괭이가 다량 보급되는 양
상이 보여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 수공업에 의해 철기가 생산·보급되는 유
통체계가 발달한 것으로 논의되고(이남규 2008), 백제에 이르러 밭 유구의 
형태가 단순화되어 한 경작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에서 단일 작
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되며(이현혜 2009), 
문헌 기록을 토대로 3세기 후반~4세기대에 백제 국가의 중앙집권화가 진
행되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추진되어 벽골제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기도 한다(노중국 2010). 이와 같은 논의들을 보면 국가형성기에 대체로 
기술 발달에 따라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농업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심지 주변 이외 다른 
지역의 경우 여전히 철제 농기구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고, 경작 
방식의 경우에는 단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벽골제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다.

 무엇보다도 농업 변화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차별적인 특
징들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크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로 보아 백제 국가형
성기에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
지만, 많은 농업 사회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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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고려하면(Van der Veen 2010)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하여,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나 
기후, 토질, 경작 면적 등의 요인에 따라 농업 전략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업 변화의 양상을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백
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어떠한 특징의 농업 전략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역의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연구 대상 자료로 활용하는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
의 경우 농업 양상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작물유존체의 경우 체계적
인 분석이 시행된 유적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 여러 취락의 자료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시공간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작물유존체가 발견된 유적이 제한적이라 연구 
대상 시대나 각 지역의 작물 이용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
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철제 농기구의 경우에도 유적마다 보존도가 다르
고 발굴 지점이 제한적이면서 농기구가 일부 지점에 편재한 경우 특정 유
적의 농기구 비율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것만으로는 농업 생산의 특징
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채택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의 농업 전략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먼저 
모델로 제시한 후에, 이를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전략들이 주
로 나타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
개하고자 한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거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는 집약화, 혁
신, 다양화, 전문화 등 네 가지가 주로 논의된다(Morrison 1994; 
Thurston and Fisher 2007). 이는 선사부터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략들로 백제 국가형성기에도 또한 이러한 전략들이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각 전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집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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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ication)’는 노동과 자본 투자를 통해 단위면적 당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 하는 방식들을 의미하며, 뒤에 살펴볼 다른 생산 전략들을 모두 포
괄할 수도 있는 폭넓은 개념이다(Morrison 1994). 집약화 개념은 종종 혁
신과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Bender 1978; Broofield 1984), 이 경
우 집약화는 생산성의 증가가 아닌 생산량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한정
되며(Bender 1978), 추가적인 노동력의 지속적 투입을 통한 집약화, 즉 
제한적으로 ‘노동집약화’를 의미한다. 이 전략은 본래 사용하던 자원인 노
동력을 사용하고, 새로운 비용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 실
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낮다. 하지만 질적 개선 없이 노동력의 지
속적인 투자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단위면적 당 투입되는 노동력의 증가
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방식으로 논의되며(Erickson 2006), 심지어 높은 
노동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적인 상황과 연
관하여 논의되기도 한다(Thurston and Fisher 2007). 

 ‘혁신(innovation)’은 대체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생산 조
건 및 과정의 질적 변화와 연관된다. 재배 종의 유전적 개량, 재배 방식과 
계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물의 재배, 환금 작물의 재배, 성장 조
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축 및 경작 방식의 도입, 새로운 농기구
의 개발, 노동력 이용 방식의 개선 등이 혁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Van 
der Veen 2010). 이 방식은 초기에는 추가적인 노동력이 요구될 수 있으
나 궁극적으로 필요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노
동집약적 전략과 차이를 보인다(Brookfield 1984). 질적 개선을 통해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며, 특히 관개 수리 시설의 축조와 같은 일부 혁
신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유지 보수를 통해 지속될 수 있어(Brookfield 
1984)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일부 혁신은 특히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득이 평가되기 전에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Van der Veen 2010). 

 ‘전문화(specialization)’나 ‘다양화(diversification)’ 또한 넓은 의미의 
집약화의 한 방식으로 논의되기도 하는데(Morrison 1994), 이는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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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략 모두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대
체로 전문화는 한 가지 또는 소수의 작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생산하는 방
식으로(Thurston and Fisher 2007), 경작지의 준비, 관리, 배수에 전문
적 기술을 수반하고, 토양 구조의 변형을 촉진할 수 있는 수전 농경이 대
표적인 전문화 전략으로 인식된다(Morrison 1994). 전문화 전략은 소수의 
작물을 대상으로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 효율성이 높고 
또한 생산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을 크게 증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전이나 관개 수로와 같은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초기에 높은 노동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며, 여러 환경
에 적응하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비교하면 환경 변화와 같은 위
기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Thurston 
and Fisher 2007).

 마지막으로 다양화 전략은 재배 작물이나 방식을 다양화하는 전략으로 
환경 적응력이 차별적인 다양한 종을 재배하거나, 공간과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로 나타난다(Marston 2011). 재배 방식이나 기간이 
다른 여러 작물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특히 중요도가 낮은 작물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요
구될 수 있어 전문화 전략과 다르게 노동 효율성이 낮은 전략이다. 하지만 
노동력 이외에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지 않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때
문에 환경 변화로 특정한 작물의 재배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작물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식량 생산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위험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전략, 즉 집약화 가운데 노동 집약화, 혁신, 전문화, 
다양화 전략은 노동력의 투입 양상(투입 시점과 양, 전문성 등), 새로운 기
술 및 방식의 개발 여부, 재배 종 및 방식의 집중성과 다양성 등 행위 방
식이 다르고, 비용, 효율성, 위험도 등의 특징에서도 차이가 관찰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에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농업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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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략 변화의 내용 

혁신

새로운 작물의 재배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
 -> 작물 종자 개량
    작부체계, 시비법 개발
    농기구의 개발  
    대규모 관개 수리 시설 축조

전문화 

특정 작물의 집중적 재배
 -> 수전 농경의 확대
    재배 작물의 종류 축소
    재배 작물의 비중 변화 

노동집약화 
경작지와 작물 관리에 대한 투자 증가 
 : 토양 관리, 잡초 제거, 물 공급 등
철제 농기구의 제한적 사용 

다양화

다양한 작물의 동시기 재배 
-> 재배 작물의 종류 증가 
다양한 경작 방식 활용
-> 윤작, 혼작 체계 시행 

<표 1>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생산 전략과 예상 변화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이 네 가지 전략과 연관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들은 <표 1>과 같다. 노동집약화로는 경작지나 작물의 관리
에 더 많은 시간이나 노동력을 투자하는 방식들, 즉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배수를 관리하며 잡초와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의 방식이 등장할 수 
있으며,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철제 농기구가 제한적으
로 사용되는 양상 또한 노동집약적 전략을 반영할 수 있다. 혁신으로는 기
존에 주로 국가 형성 및 발전과 연관하여 논의되던 대규모 관개시설의 축
조나 철제 농기구의 개발에 따른 이용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외
에도 새로운 작물의 재배나, 종자 개량, 시비법 및 작부체계의 개발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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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작 기술의 개발이 혁신으로 등장할 수 있다.3) 
 전문화 전략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표적 전략인 수전 농경이 확대되는 

변화가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나타날 수 있으며, 쌀과 같은 특정 작물
에 대한 집중적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전환에 따라 나머지 작물들
의 재배가 크게 줄어들고 전체 재배 작물의 종류 또한 감소하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다양화 전략이 시행되면 토양 성질, 토양 경사도, 
강우량 등에 각기 다르게 적응하는 다양한 종이 재배되면서 재배 작물의 
종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여러 계절에 수확을 할 수 있게 하는 윤작 체계
나 단일 경작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여 공간 활용을 다양화하는 혼작
(混作)과 같은 작부체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네 가지 전략과 연관된 여러 방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각각의 전략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 혼용
될 수도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배 계절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면, 이는 혁신이라 할 수 있지만 재
배하는 작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추가적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어 노동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노동 집약적 다양화 전략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문화 전략은 종종 혁신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 특
정 작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수리 관개 시설과 같은 연
관된 시설이 개발될 수 있으며, 전문화, 다양화 전략과 같이 행위 방식이 
서로 다른 전략들이 혼용되기도 하여 특정 작물에 대한 재배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보조적으로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생산의 변화를 단일한 전략
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3) 대규모 관개시설의 축조는 대체로 5세기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김재홍 
2007; 성정용 2015; 전덕재 2006), 3세기 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했다는 논의가 존재
하여(노중국 2010) 국가형성기에 혁신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종
자의 개량은 원삼국시대에 쌀과 밀의 대형화 현상이 이미 확인되었으나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다른 작물들의 개량 또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철제 농기구의 경우에도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이용되지만 생산 체계의 변동에 따라 이용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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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들이 어떠한 전략들과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지 파악한 후
에4) 이를 토대로 비용, 위험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농업 변화의 특징이 어
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즉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라 초기에 집중적 노동
력이나 높은 비용 투자가 요구되고 생산 조건이나 과정이 질적으로 향상
되어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노동력의 지속적 투입만 요구되어 투자 
비용은 높지 않지만 효율성 또한 낮은지, 그리고 날씨, 병충해와 같이 통
제할 수 없는 요소로 생산량이 변화하였을 때 높은 비용이 투자되어 손실
이 크거나, 특정 작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은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변화
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로는 위에서 언급
한 모든 변화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가운데 철제 농기구의 이용 확
대, 작물 종자의 개량, 재배 작물의 종류와 구성 변화, 윤작, 혼작 체계의 
시행 등(표 1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의 출토 
양상에 반영될 수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백제 국가형성기 농
업 생산 양상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한 경우, 변화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농업 생산 양상의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
을 끼칠 수 있어, 환경 악화 및 인구 밀도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의 부족, 
시장의 형성이나 발달, 계층화의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 대
응 전략의 필요, 전문 생산 체계의 형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수단의 필요, 
정치체의 경제적 전략, 식량 이용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요인 중 2개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요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농
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가능성 있는 모든 요인들을 검토하기보다는 백제 국가형성
기의 농업 생산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백제 국가형성기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변화상을 토대로 하여 해당 시기에 

4)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네 가지 전략과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 전략
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지역에 따라 농업 전략이 다르고 여러 특징의 전
략이 혼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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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을 만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업 
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면 농업 생산 전략이 채택되는 과정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백제 국가 형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면 국가형성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농업 생산과 어떻게 연
동되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면 정치, 경제, 사
회적 변화에 따라 이전 시대와는 다른 농업 전략이 채택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특징의 농업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밝히고자 다
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분석하
여 각 취락 및 지역에서 농업 생산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를 통해 밝혀진 농업 생산의 시공간적 양상을 종합
하여 시간에 따라 농업 생산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왜, 어떠한 특징으로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업 생산 방식과 기술, 
농기구 이용 양상과 함께 왜 그러한 농업 전략이 채택되었는지 밝힐 수 
있다면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생계 기반인 농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들과 농
업이 어떻게 연동되어 달라지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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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분석 방법

1) 대상 자료와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 두 가지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한다. 작물유존체를 대상으로는 작물조성과 종자의 크기 분석을 시행
하여 작물의 재배 방식과 기술을 밝히고자 하며, 철제 농기구를 대상으로
는 출토 유적의 위치, 출토율, 출토 취락 및 주거지의 특징을 분석하여 농
기구의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표 2). 

분석 대상 분석 내용 분석 목적 

작물
유존체

각 취락의 작물조성 분석
 : 백분율, 출토확률 분석 

재배 방식 
⏵재배 작물의 종류 파악  
⏵재배 작물의 비중 파악 

콩과 팥의 유적 간 
크기 비교 분석

재배 기술 
⏵신품종의 등장 파악 
⏵맥후작, 혼작 등 작부체계의 파악

철제 
농기구 

출토 유적의 위치, 
출토 비율, 

출토 주거지와 취락의 
유구 및 유물 양상 분석

농기구 이용 양상
⏵이용량과 범위의 파악
⏵소유 계층의 파악  

<표 2> 농업 생산 양상의 분석 내용과 목적 

(1) 작물조성

 작물조성(作物組成)이란 작물의 종과 구성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여 어떠한 종류의 작물들이 어떠한 비중으로 재배되었는지 구체적
으로 밝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문화와 다양화 전략과 같은 농업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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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발견된 작물유존체는 다음과 
같이 과거의 작물 재배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분석과 해석
에 있어서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작물유존체는 재배된 전체 작물 가운데 일
부에 불과하여, 취락에 유입된 후 남겨진 극히 일부, 그 중에서도 작물의 
사용 방식이나 특성, 후퇴적 과정의 여러 영향을 받아 보존된 것, 그 가운
데도 시료 채취와 복원 과정을 거쳐 분석된 것이다(Dennell 1976). 또한 
주거지가 폐기된 마지막 정황만을 반영한다는 문제점도 있어(김민구 
2009: 47), 의도적으로 폐기된 주거지라면 이용되던 작물 대부분이 존재하
지 않을 수 있고, 우연적인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경우라도 폐기 계절에 따
라 주거지 내부에 보관되던 작물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일 
시료나 단일 유구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는 취락에서 이용되던 작물의 종류
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능한 작물의 종
류를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단위를 넓혀, 즉 취락 내 동시기로 파악
되는 여러 유구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용된 작물 종을 확인하
고자 한다. 

 보존의 차이에서 비롯된 편차로 인해 작물의 수량 또는 무게가 본래의 
양적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특히 발
견된 작물유존체의 수량 그 자체, 즉 절대수량(raw count)은 보존도 차이
와 식물유존체의 복원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Hastorf 1990: 
270), 유적 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 주제나 자료의 상황
에 맞추어 적합한 방식의 수량화 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비율
(ratio) 분석을 시행하여, 한 취락 내 동시기 주거군이나 하나의 취락에서 
각 작물들의 비중이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유적 간 비교를 시행하고자 한
다. 식물고고학에서 비율 분석은 크기가 다르거나 퇴적과 보존 상황에 차
이가 있는 시료를 비교하는 데 이용되며(Miller 1988: 74), 밀도(density) 
분석, 백분율(percentage) 분석, 출토확률(ubiquity) 분석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백분율과 출토확률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5) 

5) 밀도는 전형적으로 퇴적물의 양에 대한 탄화된 물질의 수량 또는 무게를 분석하는 방식
이다(Miller 1988: 73). 본고에서는 이 분석은 시행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료에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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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은 전체 종자의 수량 또는 무게를 분모로 하고 특정 종자의 수
량이나 무게를 분자로 하여 100을 곱한 것이다. 이 방식은 유적 내 종의 
구성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서로 다른 유적 간의 비교
를 가능하게 해준다(Miller 1988: 74). 하지만 백분율은 종 간 열량 차이
뿐만 아니라 주거지 간 보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안승
모 2008c: 24).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
식 중 하나가 작물유존체가 발견된 시료의 비율을 측정하는 출토확률 분
석이다. 이는 출토 여부만을 따지는 방식으로 각 작물의 열량 차이가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절대 수량과 무관하므로 탄화나 후퇴적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가 분석 결과에 주는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Pearsall 1989: 
213-214). 하지만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소량으로 빈번하게 출
토되는 종이 과대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분율 분석과 출토
확율 분석을 함께 이용하여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6)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물유존체 자료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료 채취와 복원 방식을 고려하여 유적 및 지역에 
따라 수량화 방식의 적용 여부와 적합한 수량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수
량화 방식을 적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유적은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고 부
유선별이나 물체질 과정을 거쳐 식물유존체가 복원된 유적이다. 반면에 시
료의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화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발굴조사 과정 
중에 눈에 띄는 식물유존체가 수습되어, 보존된 식물유존체 가운데 아주 
일부만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석 단위를 변화
시키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작물 재배 양상을 파악하
는 데 이용할 수 있다.

(2) 작물 크기 분포 

화물 전체의 부피나 무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무게의 백분율 분석은 현재 출토 자료 중 무게가 측정된 것이 거의 없어 시행할 수 없

다. 



- 34 -

 작물 종자의 크기는 경제적 목적, 문화적 선호도, 재배 기술 및 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여, 한국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쌀과 밀 또한 삼국시대 이전에 대
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정유진 2010; Kim 2013; Kim et al. 
2013). 이와 같은 대형화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목적 또는 더 
큰 종자를 추구하는 심미적이고 의례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
며(Chiou et al. 2014), 반복적인 우량종의 파종과 수확의 결과, 또는 재
배 기술의 발달 결과로 나타난다. 시비법이 발달하거나 철기와 같은 새로
운 종류의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인력 외 축력 등을 이용하면서 종
자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데, 토양에 영양 성분과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
는 등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Kim et 
al. 2013). 

 반대로 인간의 개입으로 특정 작물의 생장에 부적합한 환경이 조성되
면서 작물 종자의 크기가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작(連作), 간작(間
作),7) 후작(後作)과 같은 작부체계로 인해 재배 환경이 악화되면서 크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연이은 경작으로 토양의 영양 성분이 고갈되거나, 
서로 다른 작물들 간의 파종, 수확 시기 차이로 생장 시기가 부족해져(趙
載英 1995: 307),8) 작은 크기의 종자가 생산될 수 있다. 또는 특정 작물
의 재배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해당 작물의 재배에 노력을 덜 기울인 결과 
종자 크기가 줄어들기도 한다(Chiou et al. 2014). 

 이 논문에서는 작물 크기가 인간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물 크기에 반영될 수 있으면서 기존에 원삼국-삼국시대에 존
재했을 가능성이 논의된 작물 재배 기술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
는 작물의 개량 및 신품종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작부체계의 변화로 맥
후작(麥後作)과 혼작의 실시이다. 전자는 원삼국시대에 이르러 쌀과 밀의 
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통해 논의된 바 있으며(김민구 2008; 정유진 

7) 연작은 같은 땅에 같은 작물을 해마다 심어 가꾸는 방식이며, 간작은 한 농작물을 심은 
이랑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방식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동일 경작지에서 맥류를 수확한 후에 콩을 재배하게 되면, 맥류의 수확 시기 때문에 콩
의 파종 시기가 늦추어진다. 따라서 콩이 수확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거나 숙기가 
늦어져 안전하게 결실하지 못할 수 있다(趙載英 1995: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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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im et al. 2013), 후자 가운데 맥후작의 시행은 원삼국시대 서남
부지방 유적에서 두류와 맥류가 공반되는 양상,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이나 
토기 압흔으로 보아 맥류가 추파 작물로 재배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논의
된 바 있다(안승모 2006). 그리고 혼작의 가능성은 미사리 하층 밭의 경작
흔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崔德卿 2002: 22). 

 ① 작물 종자의 개량 및 신품종의 도입 가능성은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간 작물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것이다. 작물 종자가 개량되었
다면 한성기에 이르러 종자의 크기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기술 발달에 따른 재배 환경의 개선으로도 작물 크기가 증가할 수 
있지만, 재배 환경의 개선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종자의 크기 변
화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원삼국시대에 나타난 쌀의 크기 변화는 갑작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토양 
조건의 개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신품종의 도입을 의미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후 환경이 좋아지면서 작물 크기가 변화할 수 있는
데,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환경의 특성에 따라 지역 전반
에 동일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취락에 따라 크기 변화의 양상이 
다르다면 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 즉 종자의 개량이나 신품
종의 도입은 갑작스러운 변화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변이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양상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② 맥후작의 실시는 여러 작물 가운데 두류의 크기 변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비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토양 조건에서는 
연작에 의한 지력 고갈의 위험이 큰데 연작에 의한 경작지 피해를 두류 
재배로 보완할 수 있어,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 서남부 고대 유적에서
도 두류와 맥류가 공반한다는 점이 맥후작 시행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
시되었다(안승모 2006: 95). 즉 한반도에서 윤작이 시행되었다면 맥류의 
뒷그루로 두류가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중부지방의 경우에도 
보리와 두류가 함께 발견되는 사례들이 많다. 그런데 맥류에 뒤이어 두류
를 재배한다면, 맥류의 재배로 지력이 악화되거나 두류의 생육 시기가 부
족해져서 두류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9)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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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리를 수확하기 이전에 보리 사이에 콩을 파종하
는 간작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간작 또한 콩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10) 
즉 콩은 단작(單作)에 비해 맥후작이나 맥간작인 경우에 수량이 떨어지거
나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콩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팥의 경우에는 콩과 비교하면 뒷그루 작물로 적응성이 높고 간작 또한 유
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후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 중
부지방의 경우 파종 적기인 6월 중하순을 넘어서면 적기 파종보다 수량이 
29% 감소할 수 있다(趙載英 1995). 즉 콩과 마찬가지로 보리의 뒷그루로 
재배되는 경우 생육 기간이 줄어들어 생산성과 크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콩과 팥은 맥후작하는 경우 생육 기간이 부족하여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맥간작 역시 콩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맥
류가 출토되는 유적에서 두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맥후작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혼작 가능성 또한 두류의 크기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콩과 
팥의 경우 동일 경작지에서 혼작하면 기생 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 시 한 경작지 내 모든 작물의 재배가 실패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
다. 따라서 원삼국-한성기에도 최덕경(2002)이 제시한 것처럼 혼작의 가능
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만약 맥후작으로 콩과 팥의 혼작이 시행되었다면 
두 작물 모두 동일한 크기 감소를 보일 수 있으므로, 콩과 팥의 크기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백제 국가형성기의 재배 기술 두 가
지, 즉 작물 종자의 개량 및 신품종의 도입, 그리고 작부체계의 변동을 파
악하기 위해 두류의 크기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 다른 종자

9) 중부지방에서는 다수의 실험 결과 5월 중순경이 콩의 생리적 파종 적기로 이 때 파종해
야 다수확 할 수 있고, 이보다 늦어지면 수량이 떨어지며 특히 6월 말 이후에 파종하면 
수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趙載英 1995). 그런데 영서지역의 민족지 조사에 의하면 
보리는 6월에 수확하므로(이혜연·고광민 2011: 163)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콩을 파종하
면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10) 토양이 건조해지거나 장마철에 배수가 충분치 못할 수 있으며, 일사 부족과 저온으로 
생육장해를 입을 수 있다(趙載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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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쌀, 맥류, 잡곡의 경우 통계
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수량이 많지 않다. 오
직 콩과 팥만이 출토 수량이 많고 크기 계측치도 비교적 많은 편이라, 원
삼국시대와 한성기 간 크기 비교를 통해 재배 기술의 변동 가능성을 파악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철제 농기구의 출토 양상 

 철제 농기구는 U자형 삽날, 주조괭이, 따비, 쇠스랑, 살포, 철서(鐵鋤), 
철겸, 철도자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쇠스랑, 살포, 철서는 
중부지방에서 출토되는 수량이 1~2개에 불과하고 따비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철도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면서 점차 수확구로의 기능이 감소되
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김도헌 2010: 46)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U자형 삽날, 주조괭이, 철겸을 대상으로 하여(그림 1) 농
기구의 이용도와 소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
로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생산성 증대의 필요나 대규모 제철 기지의 등장
(김길식 2017; 이남규 2008; 최영민 2016), 그리고 계층화의 심화와 같은 
국가형성기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농기구 이용 양상이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삽날과 주조괭이는 땅을 일구는 데 사
용되는 기경구로 지력을 높이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
여 생산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수확구인 철
겸은 여러 이삭을 한번에 빠르게 수확할 수 있게 하여 수확 시간을 단축
하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생
산성 증대의 필요나 제철 기지의 등장에 따라 농기구의 이용도가 높아진
다면 이 세 농기구의 이용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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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대상 철제 농기구
삽날(左, 가평 대성리), 주조괭이(中, 용인 수지), 철겸(右, 오산 내삼미동) 

 철제 농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용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지

리적 범위를 확인하고, 각 취락을 대상으로 농기구의 출토 비율을 분석하
고자 한다. 출토 수량 대신에 비율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유적마다 주거지
의 수가 다르고 주거지의 수에 따라 철기 출토 수량이 증감할 수 있어, 출
토된 수량을 그대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적 간 비교가 가
능하도록 비율로 변환하여, 즉 주거지의 수를 분모로 하고 취락 전체의 철
기 출토 수량을 분자로 한 후 100을 곱하여 그 값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두 번째로, 소유 계층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유적 및 주거지의 특징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각 취락 및 주거지를 대상으로 부와 상위의 신분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고, 철제 농기구의 출토 양상과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①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여 크기와 출입구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희
소 건축 자재의 출토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물질문화의 가치를 측정
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양과 희소성이 고려될 수 있음을(Smith 1987) 염
두에 둔 것이며, 또한 기존 원삼국시대~백제 한성기 연구에서 부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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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지표로 평가되는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다. 주거지의 크기는 가구 구
성원의 수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축조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다르므로 
부와 신분을 반영할 수 있다. 주거지의 형태 또한 출입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 사용자의 신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에도 그 관련성이 논의된 바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呂자형 주거지가 
지배 계층과 관련된 것으로(오세연 1995: 293)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呂자
형의 육각형 주거지가 최상위 계층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凸자
형의 주거지 또한 한성기에 이르러 비교적 상위 계층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에 출입구가 없는 방형계 주거지의 경우 呂凸자형 주
거지와 비교하여 낮은 계층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송만영 2013). 희소한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로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부와 신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드물게 출토
되며 주로 대형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기와, 꺽쇠, 철정 등이 상위 위계의 
주거지와 연관된 것으로 논의되었다(송만영 2013). 

 ② 출토 유물은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존도
가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접근이 제한적이고, 기존에 위계와 연
관되어 논의되던 요소들을 비교를 위한 자료로 삼았다. 첫 번째는 삼족기, 
기대, 병 등의 고급 토기류이며, 두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 세 번
째는 장신구류와 같은 비실용재, 네 번째로 슬래그, 송풍관, 내박자 등 철
기 및 토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삼족기나 기
대, 병 등은 고급 기종 토기로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제한된 유적에서만 드
물게 발견되어 상위 계층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무기류, 마구류 
등의 철기류나 장신구류 역시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논의
에서 공반 관계를 통해 철기 제작은 상위 계층과 토기 제작은 중상위 계
층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송만영 2013), 생산 관련 유물 또한 
상위 위계와 연관된 유물로 판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자료들은 취락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폐
기 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희소한 유물들은 폐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본래의 양상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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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유물들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유물들의 출토 여부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만약 한성기에 이르러 이
용 계층이 확대되었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발견되는 취락이나 주거지가 아
닌, 규모나 유물 양상이 다양한 주거지들에서 철제 농기구가 출토될 것이
다. 반대로 원삼국시대에 상위 계층11)만이 철제 농기구를 소유할 수 있었
다면 부와 신분을 반영하는 요소들과 철제 농기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
이 확인될 것이다. 

2) 대상 지역과 시기 구분
 
 본고는 백제 국가형성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역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백제 국가의 지배 영역에 속
하거나 백제 국가와 상호작용했다고 판단되는 유적들, 그리고 백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않더라도 상호작용하는 유적들의 영향을 받는 유적
들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의 출토 양상으
로 보았을 때, 북으로 개성, 동으로 원주, 남으로는 전주와 같은 호남지방
까지 백제 국가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파악된다(박순
발 2013).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경기와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지방을 연
구 대상으로 하는데, 백제 국가의 중심지가 위치하고 중심지의 주변 지역
으로 여러 유적에서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의 변화가 두드러져 직접적이
든 간접적이든 백제 국가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물유존체를 포함하여 농업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확인되어 구체적인 농업 양상을 파악하기에 적
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국가형성기 변화의 양상을 파

11) 본고에서 언급하는 상위 계층은 높은 신분의 농경민뿐만 아니라 농경에 직접적으로 종
사하지 않더라도 농기구를 소유하는 신분 계층까지 포함한다. 이 경우 농기구의 소유자
와 실질적 생산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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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여 원삼국시대
와 한성기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므로, 지금부터는 두 시기를 구분
하기 위한 기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12)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토기(김성남 
2004, 2014; 박순발 2001; 한지선 2005, 2013), 주거 형태(송만영 2013), 
취사 난방 시설(박중국 2011; 심재연 2009; 한지선 2009) 등 여러 자료가 
활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료들 가운데 풍납토성의 축조 이후에 나
타나는 백제 토기의 출토 여부를 1차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데, 도성의 
축조는 이전 시대에는 관찰되지 않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이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의 
중층 유구인 101호, 196호, 그리고 여러 상층 유구에서 발견된 토기로, 
흑색마연토기, 직구광견호, 무뉴식뚜껑 등 출현기 토기와 그 이후에 등장
하는 고배, 삼족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토기는 토성 축조 이전에는 발
견되지 않던 것들이므로(김성남 2004; 한지선 2005), 다른 취락 유적이나 
취락 내 주거지에서도 이러한 토기들이 출토되는 경우에, 해당 유적이나 
유구를 한성기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적에 따라 늦은 시기까지도 재
지적 전통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토기들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시기 판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기
준이 더 필요한데, 최근 편년의 중요 근거로 이용되는 취사 난방 시설이 
주목된다. 취사 난방 시설은 형태에 따라 공반되는 토기가 다르고, 백제 
토기와는 다르게 경기지역 다수의 취락에서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취사 난방 시설의 시간 관계를 살펴보면 ㄱ자형 외줄구들 주거지에서
는 백제 한성기의 토기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ㅣ자형 외줄구들 주거지에
서만 확인되어, 경기지역에 한하여 원삼국시대에는 노지 및 ㄱ자형 외줄구

12) 국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 발전될 수 있고, 실제로 물질문화상 연속성이 관
찰되기도 하므로 고고학적으로 국가의 시작을 특정 시점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농업 생산 양상의 경우에도 단절적으로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 농업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형성 과정에서의 농업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비교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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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성기에는 주로 ㅣ자형 외줄구들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는 ㅣ자형 외줄구들의 등장 시점이 원삼국시대이기 때문에, ㅣ자형 외줄구
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주거지들을 한성기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ㅣ자형 외줄구들 또한 시기에 따라 설치 위치나 노지와의 결합 여
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추정되므로(송만영 2015; 이병훈 2016; 중앙
문화재연구원 2010; 한지선 2013), 이를 고려하면 원삼국시대와 한성기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부지방의 유적
들을 대상으로 ㅣ자형 외줄구들의 형태, 설치 위치, 노지와의 결합 여부, 
공반 유물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살펴보
았다. 

 백제의 도성으로 한성기 주거 형태의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유적이
라 할 수 있는 풍납토성부터 검토하였다. 풍납토성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주거지에서부터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는데 197번지 라 
8호가 여기에 해당하며,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라 18호, 19호에서 발견
되는 취사난방 시설 또한 ㅣ자형 외줄구들의 범주에 속한다(국립문화재연
구소 2013). 라 18, 19호 주거지의 외줄구들은 난방부가 한번 꺾인다는 
점에서 ㄱ자형과 유사하나, 난방부 길이가 짧고 설치 위치가 후벽부 모서
리라는 점에서는 ㅣ자형 외줄구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풍
납토성과 인근의 양수리 유적(서해문화재연구원 2017) 등 일부 유적에서
만 나타나는 것으로, 구들의 형태적 특징이나, 출토되는 토기, 그리고 해
당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구들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ㄱ자형에서 ㅣ자
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판단된다. 

 반면에 라8호 주거지에는 직선형의 ㅣ자형 외줄구들이 후벽 중간과 모
서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는 낙랑계토기 없이 경질무문토기
와 타날문대옹만이 확인되는 평면 오각형의 주거지이다. 따라서 시기상, 
그리고 형태상 라 18, 19호에 뒤이어 원삼국시대에 나타난 완성된 형태의 
초기 ㅣ자형 외줄구들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외줄구들의 양상은 흑색마연
토기, 고배, 삼족기 등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서도 지속되어, 출
입구가 없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모서리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呂,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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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거지에서는 모두 후벽부에 설치된 직선 형태만 확인된다. 즉 풍납토
성의 경우 ㅣ자형 외줄구들은 시대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여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에서는 주로 후벽부에 설치되지만 시대에 따라 설치 위
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백제 토기가 공반되는 경우에
는 노지 없이 외줄구들만 설치되는 형태가 발견되므로, 노지의 설치 여부
에서 시대적 차이가 더 잘 드러난다.

 노지의 공반 여부나 설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은 다른 
유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설치 위치에 따라 출토되는 토기가 
달라지는 양상이 여러 유적에서 관찰되어, 가평 항사리(高麗文化財硏究院 
2010), 남양주 장현리(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하남 미사리(고려대학교 
발굴조사단 1994; 숭실대학교 박물관 1994;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4) 유
적 등지에서도 후벽부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에서만 장란형
토기 및 백제 토기가 출토된다. 반면에 노지, ㄱ자형 외줄구들, 그리고 모
서리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들에서는 장란형토기와 백제 토
기가 발견되지 않으며, 중도식 무문토기와 타날문 단경호가 주로 발견된
다. 

 광주 장지동(京畿文化財硏究院 2010)과 화성 발안리(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유적에서는 呂凸자형 주거지의 경우 후벽부에 설치된 ㅣ자형 외줄
구들만 발견되는데, 이러한 주거지 대부분에서 장란형토기나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역시 노지 및 ㄱ자형 외줄구들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나 타날
문단경호가 주로 출토되는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13) 이러한 양상은 백제 
토기만 주로 출토되는 유적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포천 자작리(기호문
화재연구원 2015), 광명 소하동(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08), 안양 관양동 
유적(高麗文化財硏究院 2012a) 등지에서도 呂,凸자형 주거지에서는 모두 
후벽부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중부지방의 대부분 유적에서 원삼국시대와 한성기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13) 발안리 유적의 경우 노지 및 ㄱ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 가운데도 2호와 3호, 
19호에서 장란형토기가 확인되었지만 2호와 19호 주거지의 경우 교란 가능성이 있고, 
노지가 설치된 3호 주거지에서만 예외적으로 장란형토기를 비롯한 백제토기가 출토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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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ㅣ자형 외줄구들의 설치 위치(모서리 -> 후벽부)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광주 곤지암리 유적은(高麗文化財硏究院 2017; 서울문화유산연
구원 2016) 모서리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에서도 장란형토기
가 출토되어 다른 유적들과 차이를 보인다. 곤지암리 유적은 오히려 풍납
토성과 마찬가지로 노지의 설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서는 무경식 장란형토기가, 노지가 없는 주거지에서는 유경식 장
란형토기가 출토되어 시간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14) 게다가 백제 토기
는 ㅣ자형 외줄구들 단독 주거지에서만 출토되고 노지+ㅣ자형 주거지가 
함께 설치된 주거지 중에는 중복관계 상 노지 또는 ㄱ자형 외줄구들 설치 
주거지보다 선행하는 것도 있어,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
지와 결합한 주거지는 원삼국시대, ㅣ자형 단독 주거지는 한성기 주거지일 
가능성이 크다.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풍납토성과 마찬가지로 과도기적 형
태의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채택되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유적들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
일 수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지암리 유적 또한 설치 위치가 시간적 차이를 전
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노지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ㅣ자형 외
줄구들이 모서리에 설치된 것이 9기, 후벽부에 설치된 것이 6기로 모서리
에 설치된 것이 더 많은 반면에, ㅣ자형 외줄구들 단독 주거지에서는 모서
리에 설치된 것이 9기, 후벽부에 설치된 것이 19기로 후벽부에 설치된 것
이 더 많다. 즉 곤지암리 유적의 경우 시대적인 차이는 ㅣ자형 외줄구들의 
설치 위치보다는 노지의 설치 여부로 나타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후
벽부에 설치된 것이 많아지는 양상은 다른 유적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14) 김성남은 한성 1기에 이르러 승문+격자문의 유경식장란형토기가 신출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2014).

15) 풍납토성과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모두 ㄱ자형 외줄구들처럼 난방부가 꺾이는 형태의 
ㅣ자형 외줄구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ㄱ자형 외줄구들에서 ㅣ자형 외줄구들로의 변이가 
발생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이 두 유적은 ㅣ자형 외줄구들의 초기 
채택 중심 지역으로 설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적합한 형태를 찾은 결과로 다른 유적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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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범위 내의 경기지역 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呂凸자형 주거지들은 외줄구
들의 설치 위치에 따라 단계 구분이 가능하다. 풍납토성과 곤지암리 유적
의 경우에 경질무문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주거지들에서도 후벽부 외줄구
들과 장란형토기가 확인되지만, 직구호나 무뉴식 뚜껑 등 백제 토기가 출
토되는 시기에 이르면 풍납토성의 呂凸자형 주거지에서는 후벽부 외줄구
들만 설치되고, 또한 다른 중부지방 유적들의 경우에도 후벽부 ㅣ자형 외
줄구들 주거지에서만 백제 토기와 장란형토기가 출토되기 때문에, 경기지
역 내 연구 대상 유적들의 경우 ㅣ자형 외줄구들의 설치 위치를 시기 구
분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기지역에서는 백제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1차적으로 원삼국
시대와 한성기를 구분하고, 백제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에는 풍납토성
이나 곤지암리와 같은 유적을 제외하고는 ㅣ자형 외줄구들의 설치 위치를 
근거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노지에서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등 예외적인 사례가 확인되어 모든 변화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측정치 및 기존 연구자들의 편년안 또한 시
기 구분에 참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서지역의 경우 일부 유적에서만 ㅣ자형 외줄구들과 백제 
토기가 확인되므로, 경기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시기 구분이 
가능한 유적이 제한적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적에서 재지의 전통이 유지
되면서 토기나 주거 형태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문화의 변
화를 토대로 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연대측정치와 
보고자의 추정 연대를 기준으로 원삼국시대와 한성기를 판단하고자 하며, 
다음으로는 ㅣ자형 외줄구들을 포함하여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의 출현 
여부를 토대로 유적들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본고의 연구 목적이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농업 양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기와 함께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 또한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서지역의 ㅣ자형 외줄구들 또한 원삼국시대부터 확인되므로, ㅣ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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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구들과 백제 국가 간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도 존재한다(송만
영 2015). 하지만 3세기 이전의 영서지역에서 나타나는 ㅣ자형 외줄구들
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외줄구들은 그 양상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동일하
게 판단할 수 없다. 양구 고대리(江原文化財硏究所 2015a), 화천 거례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3), 가평 대성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등의 
유적이 연대측정치로 보아 4세기 이전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사용된 유적
인데,16)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며 ㅣ자형 외줄구들은 대부분 방형계 주거지
에 설치된다. 반면에 춘천 율문리(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홍천 성산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b), 화천 원천리(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읍하리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등 4세기 이후까
지 점유된 유적들에서는 타날문 심발형토기나, 장란형토기 등과 공반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대체로 呂凸자형 주거지에 설치되어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ㅣ자형 외줄구들의 등장과 확산은 그 계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원삼국시대에 일부 이용되었더라도 한성기에 이르러 전반적인 재확
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는 경기지역에서도 ㅣ자형 외줄구들이 원삼
국시대에 처음 등장하나 한성기에 이르러 장란형토기와 함께 재확산된 것
과도 유사하며, 또한 원삼국시대의 주거문화였던 육각형 주거지가 백제 단
계에 특수 계층을 위한 주거 형태로 발전 확산된 것(송만영 2013: 263)과
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원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문화 요소가 한
성기에 이르러 새로운 이유로 다시 채택 및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영서지역
의 늦은 시기 취락에서 발견되는 ㅣ자형 외줄구들 또한 백제 국가 형성이
라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으로 확산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서지역에서도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된다면 이와 함께 연대측정치를 고려함으로써 시
기를 구분하거나, 또는 백제 토기 출토 상황을 검토하여 백제 국가와의 관
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이 각 유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리한 내용은 <표 

16) 세 유적에서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의 탄소연대측정치는 다음과 같이 확인
되었다. 고대리 유적의 18호 주거지가 1840±30 BP(江原文化財硏究所 2015a), 거례리 
유적의 4호 주거지가 2010±28 BP(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3), 그리고 대성리 유적의 
7호 주거지가 1925±25  BP(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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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4>와 같다. 경기지역을 살펴보면 1번~8번의 유적들은 원삼국시대
로 판단된다. 양수리 1,2 유적을 제외하면 ㄱ자형 외줄구들이 확인되고 ㅣ
자형 외줄구들이나 장란형토기, 백제 토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양수
리 1,2유적에서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나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과 다른 형태로17) 원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ㄱ자형에서 ㅣ자형 외줄구
들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것으로 파악된다. <표 3>의 9번~25번 유
적들은 노지나 ㄱ자형 외줄구들과 함께 ㅣ자형 외줄구들, 장란형토기, 백
제 토기 가운데 하나가 확인되는 유적들로, 원삼국시대와 한성기로 파악되
는 주거지들이 함께 발견된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기준, 
즉 백제 토기의 출토 여부와 ㅣ자형 외줄구들의 형태를 기준으로 유적 내 
각 주거지들의 시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6번~45번 유적들은 
ㄱ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지 않고, 대체로 ㅣ자형 외줄구들, 장란형토기, 
백제 토기가 모두 발견되는 유적들로, 한성기 동안만 점유되었다고 판단된
다. 

 강원 영서지역을 살펴보면 <표 4>의 46번~68번 유적들은 ㅣ자형 외줄
구들이나 타날문 자비 용기, 백제 토기가 모두 발견되지 않는 유적들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62~68번 유적들은 연대측정치 상 4세기 이후까지 점유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유적이다. 그리고 69번~79번 유적들은 백제와 연
관된 세 가지 증거 중 하나가 발견되는 유적들이다. 점유가 시작된 시점은 
원삼국시대일 수 있으나 역시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
떠한 형태로든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
다. 

 이상의 각 유적들의 지리적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17) 다른 유적에서 발견되는 ㅣ자형 외줄구들과 다르게 후벽에서 주거지 중앙부까지 길게 
연장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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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번
호

유적 출처 ㄱ자형 
외줄구들

ㅣ자형 외줄구들
(출입구 주거지)

장란형
토기

백제 
토기 보고 연대

1 가평 대성리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o x x x 기원후 2세기
2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a o x x x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 
3 양평 양수리 537-1 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ㅇ x x x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
4 양평 양수리 상석정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8 ㅇ x x x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5 양평 양수리 1, 2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2017 ㅇ ㅇ x x 기원후 3세기
6 인천 운북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a x x x x 기원전 1세기
7 수원 서둔동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

물관 2010 o x x x 원삼국시대 후반
8 연천 강내리 서울대학교 박물관 2012 x x x x 기원후 2세기
9 高麗文化財硏究院 2012b o o x x 기원후 2~4세기 
10 포천 사정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o o x x 기원후 3세기
11 가평 청평리 714-4 한국문화재단 2019a o o o x 기원후 3~4 세기 
12 가평 항사리 高麗文化財硏究院 2010 ㅇ ㅇ ㅇ x 기원후 3세기 중후반
13 남양주 장현리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ㅇ ㅇ ㅇ o 기원후 2세기
14 풍납

토성
197번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o o o o 원삼국-한성기

15 경당지구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신대학
교박물관 2005 - - o o 한성기

16

하남 미사리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2 x x x x -
17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1994 ㅇ x x x 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18 고려대학교 발굴조사단 1994 x ㅇ ㅇ ㅇ -
19 숭실대학교 박물관 1994 x ㅇ ㅇ ㅇ 기원전 1세기~기원후 5세기
20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4 x ㅇ ㅇ ㅇ 기원후 1세기~6세기
21 광주 장지동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x ㅇ ㅇ ㅇ 기원후 2~4세기 

<표 3> 연구 대상 유적: 1. 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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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번
호

유적 출처 ㄱ자형 
외줄구들

ㅣ자형 외줄구들
(출입구 주거지)

장란형
토기

백제 
토기 보고 연대

22 광주 곤지암리 高麗文化財硏究院 2017 ㅇ ㅇ ㅇ ㅇ 기원후 2~4세기 
2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o o o o 원삼국-백제
24 용인 고림동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8 o o o o 원삼국-백제
25 화성 발안리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a ㅇ ㅇ ㅇ ㅇ 원삼국-백제
26 파주 주월리 경기도박물관 1999 x o o o 기원후 4세기
27 파주 선유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 x o o o 원삼국시대
28 파주 동패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b x o ㅇ o 기원후 3세기~한성기 
29 파주 와동리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b x x o o 기원후 3~4세기
30 고양 멱절산 경기도박물관 2005 ? ? ? ㅇ 백제
31 포천 자작리 경기도박물관 2004 x　 o o o 기원후 4~5세기
3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5 x o o o 기원후 3~4세기
33 양주 광석리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a x o o x 기원후 4세기
34 김포 양곡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x x o x 원삼국-한성기
35 인천 중산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b x x o o 기원후 3~4세기
36 서울 우면동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x o o o 기원후 4~5세기
37 용인 수지 한신大學校博物館 1998 x o o o 기원후 4~5세기
38 용인 보정리 소실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x o o o 백제
39 용인 마북동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b x o o o 기원후 5세기
40 용인 구갈리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x o o o 백제
41 화성 석우리 먹실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b x o o o 기원후 4~5세기
42 오산 내삼미동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a x o o o 기원후 5~6세기
43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 2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1 ? ? ? ? 백제
44 양평 하자포리 337 한국문화재단 2017 x o o o 기원후 3~4세기
45 양평 하자포리 244-1 경기도자 박물관 2019 x o o o 백제

* <표 3>의 음영 처리된 부분은 원삼국시대와 한성기의 물질문화가 모두 확인되는 유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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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번
호

유적 출처
ㅣ자형 

외줄구들
(출입구 주거지)

장란형
토기

백제 
토기 보고 연대

46 철원 와수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 x x x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47 양구 고대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15a x x x 기원후 2~3세기
48 화천 거례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3 x x x 기원후 2세기 중후반
49 춘천 율문리 75-2번지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x x x 기원후 2세기
50 춘천 우두동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x x x 기원후 1~3세기
51

춘천 우두동
1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c x x x -

52 2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a x x x 기원후 2~4세기
53 3 江原文化財硏究所 2015b x x x 기원후 2~3세기
54 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b x x x 기원후 2~3세기
55 춘천 신매리 70-6 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x x x 기원후 2세기 중후반
56

춘천 근화동
A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b x x x 기원후 3세기 전후

57 B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b x x x 기원후 2~3세기
58 C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x x x 기원후 3세기
59 홍천 철정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10 x x x 기원후 2~3세기
60 횡성 중금리 한림대학교조사단 1998 x x x -
61 영월 주천리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x x x 기원후 2-3세기
62 횡성 둔내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 x x x 기원후 2세기 중후반 이후
63 원주 가현동 江原文化財硏究所 2011a x x x 기원후 2~4세기
64 평창 방림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7 x x x 기원후 3~4세기
65 영월 주천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1a x x x 기원후 3~4세기
66 정선 예미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a x x x 기원후 2세기 중후반 이후

<표 4> 연구 대상 유적: 2. 강원 영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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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번
호

유적 출처
ㅣ자형 

외줄구들
(출입구 주거지)

장란형
토기

백제 
토기 보고 연대

67

춘천 중도

B지구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x x x 기원후 3~4세기
68 C지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4, 

國立中央博物館 1980 x x x 기원후 3~4세기

69 A-H구역 춘천 중도동 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02 o x x 원삼국~삼국

70 춘천 율문리 335-4번지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 o x x 기원후 3세기
71 춘천 지내리 679-4번지 한국문화재단 2019b o x x 기원후 4세기 전반
72 홍천 성산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b o x x 기원후 2~4세기
73 평창 후평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7 o x x 기원후 3~4세기
74 평창 천동리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12 o x x 기원후 3~4세기
75 화천 원천리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o o o 기원후 4~5세기
76 홍천 하화계리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 o o o 기원전후~기원후 4세기
77 횡성 읍하리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o o o 기원후 2~4세기
7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o o o 기원후 3~5세기
79 원주 동화리 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o o x 기원후 2~4세기

* <표 4>의 음영 처리된 부분은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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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 유적의 위치

(유적 번호는 표 3, 4의 유적 번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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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작물조성을 통해 본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재
배 방식

 농업 양상의 변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재배 작물의 종
류나 비중 등 작물의 재배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백제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수전 농경이 확대되면서 쌀 재배가 늘어났
을 가능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노중국 1987; 이남규 2002; 이상길 
2013; 이현혜 1991). 하지만 실제로 쌀 재배가 증가하였는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쌀 재배 증가 이외에 다른 작물 재배 방식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는지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백제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첫 시작으
로, 작물조성을 통한 재배 방식을 작물유존체의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총 29개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들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분석된 것을 취합하여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연천 강내리, 포천 사정리, 
남양주 장현리, 풍납토성, 용인 고림동, 화천 원천리, 춘천 중도, 횡성 중
금리 등의 자료는 필자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육안 관찰 또는 
시료 채취 및 부유선별을 거쳐 복원한 후에 형태와 크기를 토대로 동정하
고 수량을 파악하였다.

 작물유존체는 주거지와 수혈에서 출토된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며, 출토
종을 파악하고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각 유적에서 
작물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분
석된 유적들을 대상으로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나
머지 유적들의 자료는 시료 채취 과정이 지닌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이나 
시대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 다만 영서지역의 경우 
여러 개의 유구를 대상으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어 지
역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서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
고 작물유존체가 발견된 각 유구를 하나의 시료로 인식하여 전반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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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상
황에서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각 작물의 구성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수량이 많았던 작물이 보존되어 발견
될 가능성도 크므로 이러한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출토 양상을 고려함으
로써 어떠한 작물이 중시되고 어떠한 작물은 그렇지 않은지 작물 간 비중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경기지역의 작물유존체 출토 양상

 시간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유적들을 구
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장기간 점유된 유적의 경우 연구 방법에서 살펴본 
기준을 근거로 서로 다른 시대의 유구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원삼국시대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연천 강내리(서울대학교 박물관, 고
려문화재연구원)18), 포천 사정리, 가평 대성리,19) 남양주 장현리, 풍납토
성, 하남 미사리 567-1번지, 용인 고림동, 화성 발안리 등 총 9개의 유적
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표 5). 이 가운데 장현리, 풍납토성, 고림
동, 그리고 강내리(서울대학교 박물관) 유적의 출토 식물유존체는 토양 시
료의 채취부터 현미경 분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
다. 대성리 유적(新山雅廣 2009)은 복원 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크기가 
작은 잡곡 종자까지 여러 유구에서 발견되는 양상으로 보아 부유선별이나 
물체질 과정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 5개의 유적들은 식물
유존체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분석되어 신뢰도가 높고, 작물유존체의 출
토 수량과 출토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가운데 

18) 두 유적 모두 군남 홍수조절지에서 조사되었으나 인접해있지 않으며, 두 유적 간 거리
가 3km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별도의 유적으로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19)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개 기관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발굴 지점이 
연접해 있어 하나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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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수가 적은 강내리(서울대학교 박물관)와 풍납토성을 제외한 3개의 
유적을 대상으로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였다. 나머지 유적
들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종이 이용되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별된 대성리, 장현리, 고림동 유적에서 출토된 재배 
작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수량화 분석을 통해 작물의 구성을 밝힌 후에, 나
머지 유적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삼국시대 경기지역의 작물
조성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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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탄소연대

(BP)
출토 식물

대성리
(경기)

7호 주거지 - 쌀 9, 콩 17, 팥 19(37), 조 681, 기장 222, 피 8, 
대마 234(27), 가래, 밤, 포도속, 다래나무 종자, 도꼬마리

8호 주거지 - 쌀 1, 팥 1, 조 15, 대마 31(8), 포도속 1
10호 주거지 1790±20 콩 1, 조 11, 기장 1, 피 3, 대마 2081(34), 도꼬마리(2)
12호 주거지 - 조 55, 기장 4, 피 3, 대마 427(40), 가래 1, 도꼬마리
14호 주거지 1850±25 팥 2, 대마 640, 도꼬마리 1
25호 주거지 1825±20 조1

대성리
(겨레)

8호  주거지 - 쌀 4, 콩 29, 팥 28, 포도속 4, 도꼬마리 1
9호  주거지 - 쌀 2, 콩 2, 팥 6, 
10호 주거지 1870±20 쌀 5, 콩 170, 팥 491, 가래, 복숭아, 포도속, 도꼬마리
11호 주거지 - 밤 1

장현리

33호 주거지 - 쌀 1, 맥류 1, 팥 1, 조 6 
67호 주거지 - 조 7
6호 주거지 - 쌀 3, 보리 8, 맥류 26, 콩 18, 팥 5, 조 335, 기장 

13, 잡곡 304867 이상
16호 주거지 1910±50 콩 2, 조 9, 기장 10, 잡곡 1
23호 주거지 - 쌀 1, 도꼬마리
29호 주거지 1970±50 쌀 1, 보리 30, 맥류 2, 콩 89, 조 78, 잡곡 4, 박 

28, 가래
35호 주거지 1760±50 조 1, 잡곡 25
36호 주거지 - 조 4
41호 주거지 - 맥류 1, 잡곡 42
43호 주거지 - 보리 1, 조 2
71호 주거지 1740±50 맥류 2, 조 153, 기장 2, 피 4, 잡곡 4
2호 주거지 - 보리 1, 조 2, 잡곡 1
22호 주거지 - 조 1, 잡곡 11
32호 주거지 - 콩 1, 조 15
40호 주거지 - 조 2, 피 263, 잡곡 2
49호 주거지 1750±50 조 5, 잡곡 2
65호 주거지 1830±50 밀 2, 맥류 3, 조 56, 기장 3, 피 1, 잡곡 48
74호 주거지 1720±50 팥 1, 조 76, 기장 5, 피 12, 잡곡 14

고림동
B2호 주거지 1730±40 쌀 1, 밀 1, 팥 1, 조 1, 잡곡 7
B8호 주거지 1660±40 쌀 2, 맥류 4, 콩 10, 팥 3, 조 5, 피 142, 잡곡 115 
B10호 주거지 - 쌀 1, 팥 1, 잡곡 6

강내리(서울대) 1호 주거지 1790±40 팥 1, 조 12, 기장 추정 1, 잡곡 10

강내리(고려) 54호 주거지 - 대마
27호 주거지 - 팥型

사정리 2호 주거지 - 잡곡(조, 기장 포함) 0.38g, 상수리속 열매 각두
20호 주거지 - 콩 0.77g, 팥 214.56g

풍납토성 
197번지

다5호 주거지 1820±50 팥 20 
라7호 주거지 - 팥 5,078, 조 522, 기장 368
라19호 주거지 2022±25 콩 35, 팥 20683, 조 8, 기장 4786,  가래 0.7g

미사리 567-1 야외화덕 - 팥

발안리

11호 주거지 - 쌀 1, 보리 3, 밀 5
17호 주거지 - 밀 1
19호 주거지 2080±50 밀 1, 팥 1
21호 주거지 1840±69 밀 1

<표 5> 경기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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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평 대성리 유적 

 대성리 유적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
사된 유적으로, 취사 난방 시설로 노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낙랑계토기, 중
도식무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유적이다. 이 유적은 2개 기관
에 의해 조사되었지만, 각각의 구역은 서로 연접해 있어 하나의 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구역에서 모두 식물유존체가 분석되어, 경기문화재연
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총 43기의 주거지 가운데 6기에서(新山雅廣 
2009),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11기의 주거지 중에 4기
에서 식물유존체가 확인되었다(씨엔티·경담연구소 2011). 2개 구역에서 출
토된 식물유존체는 그 종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
사한 구역에서 쌀과 두류도 출토되나 잡곡 및 대마의 출토량이 압도적으
로 많은 것과 다르게,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잡곡과 대
마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쌀, 콩, 팥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으로 발견되
었다. 

 동일 유적 내에서 출토된 식물유존체의 종류가 다른 이유로는 주거지 
점유 시점의 차이나 주거지가 폐기된 계절의 차이, 그리고 부나 신분의 차
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지의 형태나 유물상을 토대로 점유 
시점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성리 유적은 시기에 따라 4개의 
주거군으로 구분되는데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은 4주거군에,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 내 식물유존체가 출토된 주거지들은 3주
거군과 4주거군에 속한다(박경신 2011). 따라서 동시기나 유사한 시점에 
점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뚜렷한 부나 신분의 차이도 확인되지 
않는다. 2개 구역 주거지들 간에 유물 출토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작물이 크기가 크거나 유물 양상이 특수한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거지가 폐기된 계절은 작물유존체의 수확 시점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는데,20) 쌀과 두류가 10월 상순과 중순이며 조와 기장이 9월 상순,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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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마가 7월이다(趙載英 1995). 잡곡의 수확 시점이 쌀과 두류에 
비해 1개월 정도 앞서고 대마의 수확 시점이 7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잡곡과 대마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조사 주거지들은 
쌀과 두류가 수확되기 직전인 9월 말 무렵에 폐기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의 경우에는 10월에 수확되는 쌀, 두류
가 다량 출토되면서 9월에 수확되는 잡곡이 전혀 출토되지 않아, 만약 쌀
과 두류의 수확 이후에 폐기되었더라도 쌀과 두류가 다량 출토되면서 1개
월 정도만 앞서는 잡곡이 모두 소비되어 전혀 출토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
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즉 잡곡이나 대마의 수확 계절이 두 구역 주거지 
간 출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들을 제외하면 2개 구역에서 출토된 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른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조사자가 다른 데서 기인한 시료 채
취 및 분석 과정상의 차이이다. 잡곡과 같은 작은 크기의 종자는 산발적으
로 흩어져 있다면 조사 과정 중에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육안 
관찰을 통해 식물유존체가 수습되었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수 있고, 또한 
물체질이나 부유선별 시 이용되는 체의 눈금 크기가 큰 경우에도 작은 종
자는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
서는 대체로 4~5mm 이상의 종자만이 출토되는 것과 다르게, 경기문화재
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소리쟁이屬이나 명아주科 종자같은 작은 크
기의 잡초 종자도 다수 출토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약 그러하
다면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작은 종자들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잡곡을 비롯하여 크기가 작은 종자들이 다수 출
토된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겨레문화유산연
구원의 자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총 37개의 시료가 채취되었으
며, 이 가운데 2개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작물유존체가 발견되었다. 작
물유존체는 총 7종류가 발견되어 쌀, 조, 기장, 피, 콩, 팥, 대마로 확인되

20) 물론 작물이 장기간 저장되면서 폐기 시점과 전혀 다른 계절에 수확된 작물이 보존되
었을 수 있으므로, 주거지 간 출토 작물의 계절적 차이가 뚜렷하더라도 주거지 폐기 시
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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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맥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맥류는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
한 구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특별히 크기가 
작거나 보존도가 낮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이용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쌀은 전체 주거지 가운데 5기에서 출토되었는데,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6기 중 2기의 주거지에서만 발견되었으며, 7개의 시료
에서 10립이 발견되었다. 이는 출토 작물 가운데는 가장 작은 수량 및 빈
도로 확인된 것이다.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는 4기 중 3
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지만, 분석 과정상의 문제로 쌀과 같은 대형 종
자 중심으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류로는 콩과 팥이 출토되었는데, 전체 유적 가운데 7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14개의 시료에서 40립이 출토되었는데, 콩이 10개의 시료에
서 18립이 출토되고, 팥이 11개의 시료에서 22립이 확인되어 두 작물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잡곡은 오직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만 출
토되었으며, 27개 시료에서 1004립이 확인되었다. 잡곡 가운데는 조가 27
개의 시료에서 763립이 출토되었고, 기장이 16개의 시료에서 227립, 피가 
3개의 시료에서 14립 출토되어 출토 시료의 수나 출토 수량 모두 조가 우
세하다. 대마 또한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구역에서만 출토되었는데, 
5기 주거지의 30개 시료에서 3413립 확인되어, 모든 작물 가운데 출토량
이 가장 많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10 0 40 1,004 3,413 4,467
출토 시료 수 7 0 14 27 30 37

<표 6> 대성리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이러한 작물 출토 양상을 토대로(표 6), 백분율 분석과 출토확률 분석
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출토확률 분석을 시행한 결과
로 쌀->두류->잡곡->대마 순으로 출토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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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마는 81%의 시료에서 출토되었으며, 잡곡은 73%, 두류는 37.8%, 
쌀은 18.9%의 시료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4>는 백분율 분석의 결과로 
역시 대마의 백분율이 가장 높아 76.4%로 확인되었고, 잡곡이 22.5%, 두
류가 0.9%, 쌀이 0.2%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분석에서는 유사
한 결과가 도출되어, 대마의 이용 비중이 높고 두류, 쌀, 맥류 순으로 이
용 비중이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대성리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그림 4> 대성리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 백분율

  

 대마는 일반적으로 포(布)의 제작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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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도 있는데(이창복 2003: 227), 이처럼 출토 비중이 상당히 높고 주
거지에서 다른 종류의 작물들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식량으로 이
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잡곡은 대마와 비교하면 백분율이 상
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출토확률은 대마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잡곡 종자의 경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존 과정에서 쉽게 파손될 수 
있고 복원 과정에서도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토확률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잡곡은 대마와 이용 비중 차이가 크지 않았을 
수 있으며, 보고자인 新山雅廣(2009: 404) 또한 대성리 유적에서 잡곡의 
이용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두류는 대마나 잡곡과 비교하면 
출토확률과 백분율 모두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낮
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쌀은 두류와 비교해도 출토확률과 백분율이 모두 
반값에 불과하므로, 전혀 출토되지 않는 맥류를 제외하면 이용도가 가장 
낮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성리 유적에서는 쌀, 조, 기장, 피, 콩, 팥, 대마가 재배되
었으며, 이 가운데 대마와 잡곡이 가장 많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작물들은 두 작물과 비교하면 재배 비중이 낮으며 특히 맥류는 거의 
재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2) 남양주 장현리 유적

 장현리 유적은 모든 형태의 취사 난방 시설이 확인되면서 중도식무문
토기부터 타날문 자비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어, 원삼국
시대부터 백제 한성기까지 지속적으로 점유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전체 
85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들을 중
심으로 26기의 주거지에서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다. 화재는 우연적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장현리 유적의 화재 주거지에서는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므로 우연적으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발
견된 식물유존체는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의 이용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는 노지 및 ㄱ자형 외줄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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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주거지, 출입구 반대쪽 모서리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
지, 그리고 노지와 ㅣ자형 외줄구들이 함께 설치된 주거지로, 총 48기에 
해당된다. 이 중 식물유존체는 18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장란형토
기나 백제 토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단경호, 
소호 등이 출토되었다.21)

 장현리 유적의 식물유존체는 시료 채취부터 동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인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토양 시료의 채취는 point sampling22) 방식
으로 시행되었으며, 작물유존체의 보존 가능성이 큰 노지와 화재 주거지의 
토기 내부토를 대상으로 총 73개의 토양 시료가 채취되었다(이희경·이준정 
2010).

<그림 5> 장현리 유적 출토
콩(左), 팥(右)

     <그림 6> 장현리 유적 출토
조(左), 기장(中), 피(右)

 분석 결과 8종류의 작물유존체가 확인되었으며, 각 작물별로 출토 양상
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쌀은 6개의 시료에서 출토되었는데, 각 
시료에서 1립씩 6립만이 확인되어 출토 시료의 수와 수량 모두 상당히 적
은 편이다. 맥류는 쌀보다 3배 이상 많은 17개의 시료에서 77립이 발견되

21) 이 주거지들은 기존에도 원삼국시대로 편년된 바 있어, 모서리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22호, 32호, 40호, 65호 주거지는 박경신에 의해 원삼국시대로 편년되었고
(2011: 39), 노지와 ㅣ자형 쪽구들이 함께 설치된 49호주거지는 김성남(2014: 72), 박경
신(2011: 39), 한지선(2013) 등에 의해 원삼국시대로 파악되었다. 

22) 주혈 등의 소형 유구나 토기 내부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다(Pearsall 198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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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맥류 중에는 보리가 7개의 시료에서 40립, 밀이 2개의 시료에서 단 
2립만이 확인되어 보리의 비중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23) 두류(그림 
5)는 19개의 시료에서 출토되었으며 총 117립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콩이 16개의 시료에서 110립이 출토되고 팥이 4개의 시료에서 7립만이 
출토되어, 출토 시료의 수나 수량 모두 콩이 우세하다. 마지막으로 잡곡
(그림 6)은 23호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상당히 보편
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총 55개의 시료에서 300,000여립 이
상으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조로 44개의 시료에서 752립이 확인되었다. 
기장과 피는 이보다 적은 수의 시료인 8개, 5개의 시료에서 각각 280립, 
33립으로 소량씩만 발견되었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6 77 117 300,000여립 0 300,200여립

출토 시료 수 6 17 19 55 0 73

<표 7> 장현리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그림 7> 장현리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23) 보리가 출토된 시료의 수와 밀이 출토된 시료의 수를 합한 값보다, 맥류가 출토된 시
료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보리, 밀로 동정되지 못하고 맥류로만 동정된 종자가 출토된 
시료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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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표 7)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7>은 출토확률 분석을 시행한 결과로 잡곡
의 출토확률이 75.3%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두류, 맥류, 쌀은 30% 
미만으로 잡곡의 출토확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두류는 26%, 맥류는 
23.3%의 시료에서 출토되어 서로 유사하며, 쌀은 8.2%에 불과하여 출토
확률이 가장 낮다. <그림 8>은 백분율 분석의 결과로 출토확률 분석과 마
찬가지로 잡곡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쌀, 맥류, 
두류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세 작물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
어 두류가 0.038%, 맥류가 0.025%, 쌀이 0.002%로 확인되었다. 

 <그림 8> 장현리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백분율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두 분석 모두 동일한 
순서로 각 작물의 이용 비중이 확인된다. 잡곡이 출토확률과 백분율 분석
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되며, 두류, 맥류, 쌀 순으로 이용 비중
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출토확률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백분율 분
석에서는 잡곡과 다른 작물들 사이에 차이가 큰 편인데, 이는 대체로 모든 
작물들이 1,000립 미만으로 발견되는 것과 다르게 6호 주거지에서 잡곡이 
304,867립 이상으로 다량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호 주거지를 제
외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그림 9>와 같이 잡곡과 다른 작물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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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곡은 백분
율이 85%로 다른 작물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출토확률 분석 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9> 장현리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백분율(6호 주거지 제외)

 즉 장현리 유적에서는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피 등 연구 대상 
시기 중부지방에서 출토되는 작물 가운데 대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을 재
배하였으며, 이 가운데 잡곡의 재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판단
된다. 나머지 쌀, 맥류, 두류는 잡곡과 비교하여 재배 비중이 상당히 낮았
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로 간 재배 비중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3) 용인 고림동 유적 

 고림동 유적은 모든 형태의 노시설과 모든 시기의 토기가 발견되는 원
삼국시대부터 한성기까지 지속 점유된 유적이다. 총 32기의 주거지 가운
데 4기의 주거지만이 원삼국시대로 파악되며, 나머지는 모두 한성기의 주
거지이다. 이 유적은 물질문화의 양상이 앞서 살펴본 장현리 유적과 크게 
다른데, 장변 20여 미터에 이르는 육각형 주거지를 비롯하여 중국제 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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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 통형기대, 기와 등이 발견되어 상당히 위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이
희경·이형원 2016).

 장현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식물유존체가 분석되
었으므로, 유적의 식물 이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
하다.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는 3기로 B2호, B8호, 
B10호 주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주거지들은 발굴 조사 기관인 한신
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원삼국시대로 편년되었으며, 모두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B8호 주거지의 경우 연대측정치로 보아서는 한성기의 점유 가능성
이 있지만,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단경호만 출토되고 다른 한성기 주거
지와 물질문화의 양상이 다르므로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로 판단할 수 있다. 

 3기의 주거지에서 수습된 10개의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쌀, 보리·밀 
등의 맥류, 콩, 팥, 그리고 조·피 등의 잡곡이 확인되었으며, 기장, 대마, 
견과류, 야생 잡초류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쌀은 4개의 시료에서 각
각 1립씩 4립이 출토되었으며, 맥류 또한 4개 시료에서 확인되었다. 맥류
는 총 5립이 출토되었는데, 밀로 동정된 것이 1립이며 나머지 4립의 종자
들은 표면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동정하지 못하였다. 두류는 5
개의 시료에서 15립이 출토되었는데, 콩이 3개의 시료에서 10립, 팥이 4
개의 시료에서 5립이 확인되어 서로 유사한 출토 비중을 보인다. 잡곡은 
전체 10개의 시료 가운데 9개의 시료에서 276립이 출토되었다. 잡곡 중에
는 조와 피가 각각 2개의 시료에서 6립, 142립이 출토되었고, 나머지 6개
의 시료에서 출토된 잡곡 종자들은 파손과 형태 변형으로 인해 종 단위까
지 정확히 동정하지 못하였다(이희경 2018b).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4 5 15 276 0 300

출토 시료 수 4 4 5 9 0 10

<표 8> 고림동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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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표 8) 수량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은 출토확률 분석 결과로 잡곡의 출토확률이 가장 높아 
90%로 확인되었으며, 두류가 50%, 쌀과 맥류가 동일하게 40%로 확인되
었다. 백분율 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아 역시 잡곡이 92%로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두류가 5%, 맥류와 쌀이 각각 1.7%, 1.3%로 확인되었다. 
출토확률 분석 결과와 백분율 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하므로, 고림동 유적
에서는 잡곡의 출토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두류가 높고 쌀과 맥류
는 가장 낮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0> 고림동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그림 11> 고림동 유적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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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림동 유적에서는 장현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대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들을 재배하였으며, 이 가운데 잡곡의 재배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
만 장현리 유적과 비교하였을 때 출토확률 분석 결과에서 잡곡과 다른 작
물들 간 차이가 작은 편이며, 특히 쌀의 비중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고림
동 유적의 경우 시료의 수가 10개로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
고, 이로 인해 해당 유적의 작물 이용 양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삼국시대 주거지 4기 가운데 3기의 자료가 분석되었고, 또
한 잡곡은 크기가 작아 파손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출토확률 분석과 백
분율 분석에서 모두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잡곡의 이용도가 
가장 높고, 다른 작물들은 상대적으로 이용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내리, 사정리, 풍납토성, 미사리, 발안리 유적

 지금부터는 수량화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유적들의 작물유존체 출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내리(서울대학교 박물관) 1호 주거지, 강내리
(고려문화재연구원) 27, 54호 주거지, 사정리 2, 20호 주거지, 풍납토성 
197번지 다 5, 라 7, 라 19호 주거지, 미사리 8지구 야외 노지(세종대학교 
박물관), 발안리 11, 17, 19, 21호 주거지가 그 대상으로, 각 유구들은 노
지나 ㄱ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백제 토기가 확인되지 않아 원삼
국시대로 판단된다. 미사리 야외화덕은 중도식무문토기만 출토되는 원삼국
시대 주거지 바로 옆에서 확인되어 주거지와 연관된 시설물로 파악되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2). 

 작물유존체의 복원 방식을 살펴보면, 강내리 유적(서울대학교 박물관)
과 풍납토성의 자료는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 부유 선별 과정을 거쳐 분
석하였고, 특히 풍납토성 라 19호 주거지의 경우 바닥 전면에서 시료가 
채취되었다. 따라서 이 주거지들, 특히 풍납토성 라 19호 주거지의 자료는 
나머지 유구들과 비교하여 해당 유적의 식물 이용 양상을 상대적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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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발안리 유적의 경우 토양 시료가 채취되
었으나 발굴자가 탄화 곡물로 여기고 임의로 골라낸 시료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이경아 2007), 크기가 작거나 적은 양으로 존재
하던 식물유존체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강내리(고려문화재연구원), 
사정리, 미사리 유적의 경우, 육안 관찰을 통해 식물유존체가 수습되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 중에 눈에 띄는 대형 종자나 집중되어 있는 종자들 중
심으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적별로 작물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 한탄
강 유역의 유적들에서는 두류와 잡곡 중심으로 출토되며, 모든 유적에서 
팥이 출토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강내리 유적
에서는 팥 1립, 조 12립, 기장 추정 종자 1립, 잡곡 10립이 출토되었으며
(이희경 2012), 고려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강내리 유적에서 대마와 팥이
(사사키 유카·수다르산 반다리 2012), 사정리 유적에서는 팥 214.56g, 콩 
0.77g, 잡곡 0.38g이 발견되었다(이희경 2014). 

 풍납토성에서는 콩, 팥, 조, 기장이 확인되었는데, 팥이 3기의 주거지에
서 20,000여립, 기장과 조가 각각 2기의 주거에서 5,000여립, 500여립, 
그리고 콩이 1기의 주거지에서 35립 확인되었다(김민구 2013). 출토 주거
지의 수나 출토 수량으로 보아 팥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잡곡, 콩 
순으로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쌀과 맥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
는데, 라 19호 주거지의 시료 채취 방식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해당 주거
지에서는 두 작물의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미사리 유적에서는 팥만 출토되었는데(박태식 2002), 정확한 수량은 보
고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안리 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에서 쌀, 보
리, 밀, 팥이 발견되었는데, 쌀과 팥이 각각 1개, 밀이 5개, 보리가 2개의 
시료에서 출토되었다. 쌀, 보리, 밀, 팥은 크기가 유사하여 더 많은 양으로 
보존되었던 종자가 더 많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밀
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각 작물의 출토 수량이 적고 
이로 인해 작물 간 두드러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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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 검토 
 
 원삼국시대의 경기지역에서는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피, 대마

가 재배되었다. 유적에 따라 재배 작물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대성리, 장현리, 고림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을 때 대성리 유적에서는 맥류가, 장현리와 고림동 유적에서는 대마가 출
토되지 않는다. 이 유적들에서는 크기가 작은 잡초 종자들까지 출토되므
로, 이러한 작물들이 출토되지 않은 것은 해당 유적에서 재배되지 않았거
나 재배 비중이 상당히 낮았음을 의미한다. 

 여러 작물 가운데 잡곡의 재배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강내리(고려문화재연구원), 미사리, 발안리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이 유적들은 육안 관찰에 의해 작물유존체가 수습되거나 시료 채취가 이
루어진 경우에도 부유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잡
곡 종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시료가 채취되거나 부유선별
이 이루어진 모든 유적에서 잡곡이 출토되고, 또한 여러 유구에서 시료가 
채취된 유적들, 즉 장현리 유적과 고림동 유적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은 수
량으로 발견되었으며 대성리 유적에서도 대마를 제외하면 높은 빈도로 가
장 많은 수량이 발견되어 이용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류 또한 보편적으로 재배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고, 특히 팥은 작물유존체가 발견된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대성리, 장현리, 고림동 유적에서 잡곡 다음의 비중으로 
확인되고 풍납토성에서는 가장 많은 양으로 출토되어, 상대적으로 중시되
던 작물로 판단된다. 

 반면에 쌀, 맥류, 대마는 제한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이며, 출토되는 경
우에도 그 비율이 잡곡과 비교하면 높지 않다. 쌀의 경우 대성리, 장현리 
유적에서 20% 미만의 출토확률로 확인되었으며,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강
내리와 풍납토성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맥류도 쌀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경기 북부의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거나 출토확률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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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가장 드물게 출토되는 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오직 강내리와 대성
리 유적에서만 발견되었다.

2) 백제 한성기 

 백제 한성기의 유적으로는 남양주 장현리, 용인 고림동, 풍납토성, 파
주 주월리, 포천 자작리, 가평 청평리, 용인 구갈리, 용인 보정리 등 총 8
개의 유적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표 9). 이 중 장현리, 고림동, 풍
납토성, 고림동, 구갈리 유적의 식물유존체는 주거지 바닥과 토기 내부에
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부유선별 및 물체질 과정을 거쳐 발견되었다. 하
지만 구갈리 유적에서는 2개의 시료에서만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으므로 
여러 기의 유구에서 토양 시료가 채취된 장현리, 고림동, 풍납토성 3개 유
적만을 대상으로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 72 -

유적 유구 탄소연대 출토 식물

장현리

5호 주거지 - 콩 1, 팥 1, 조 12
9호 주거지 - 쌀 6, 보리 1, 콩 1, 팥 1, 조 28, 피 51, 잡곡 49, 도토리
42호 주거지 - 팥 1, 조 8, 잡곡 5
56호 주거지 - 콩 1, 조 20, 기장 83
58호 주거지 - 콩 5
72호 주거지 - 맥류 1, 콩 1, 조 22, 기장 1, 잡곡 1
75호 주거지 1670±50 BP 쌀 1, 보리 1, 조 10
80호 주거지 1600±50 BP 보리 4, 콩 1, 조 23

고림동

A1호 주거지 - 쌀 1
A2호 주거지 1640±40 BP 쌀  9, 콩 9, 팥 33, 조 4, 기장 60, 잡곡 2592, 야생 잡초
A7호 주거지 - 쌀 1, 콩 8, 잡곡 478
A12호 주거지 - 보리 1
A13호 주거지 - 잡곡 1
A14호 주거지 - 보리 1, 맥류 1, 팥속 1
B1호 주거지 - 쌀 2, 보리 1, 밀 3
B4호 주거지 1800±40 BP 쌀 1
B6호 주거지 1660±40 BP 쌀 1, 맥류 1, 콩과 1, 잡곡 3
B7호 주거지 1690±40 BP 쌀 3, 보리 1, 맥류 2, 콩 1, 팥 1, 잡곡 19
B9호 주거지 1700±40 BP 쌀 16, 맥류 2, 콩 3, 팥 2, 조 25, 잡곡 12
B11호 주거지 - 쌀 2, 맥류 3, 잡곡 9, 닭의장풀속 1
C1호 주거지 - 쌀 4, 밀 1, 맥류 23, 조 1, 잡곡 2
A4-1호 수혈 - 쌀 2
A9-7호 수혈 - 팥 1, 기장 2
A11호 수혈 - 밀 2, 맥류 11, 조9, 잡곡 15
A48호 수혈 - 맥류 1
B14호 수혈 - 쌀 5, 콩 1, 조 11, 잡곡 11
B15호 수혈 - 조 1
B17호 수혈 - 쌀 332, 조 30240, 피 11
B19호 수혈 - 쌀 22, 조 245, 잡곡 20, 맥류 1
B23호 수혈 - 쌀 1, 맥류 1
B28호 수혈 - 밀 3, 피 2, 잡곡 2
B29호 수혈 - 쌀 약 20만, 조 약 50만
B35호 수혈 - 쌀 4, 밀 1, 맥류 4, 팥 1
B62호 수혈 - 쌀 10, 팥 1, 기장 3
B88호 수혈 - 쌀 4, 밀 2, 맥류 3, 조 6, 피 5, 잡곡 14
B94호 수혈 - 쌀 1, 콩 1, 피 5, 잡곡 8
C1호 수혈 - 조 약 100만, 피 약 900만

풍납
토성

101호 폐기장 1730±80 BP 쌀 24, 콩 2, 팥 8, 조 21, 기장 4, 잡곡 7, 보리 11, 밀 2, 맥류 8
184호 폐기장 - 쌀 4, 팥 5, 조 2, 보리 1
81호 폐기장 - 쌀 3, 조 85, 잡곡 79
233호 주거지 - 쌀 4, 밀 3, 조 8

주월리 96-7호 주거지 1695±45 BP 조, 대마
자작리 53호 수혈 - 쌀 다량 
청평리 1호 주거지 - 피 

구갈리 
7호 주거지 - 팥 100
53호 수혈 - 쌀 57, 보리 1, 밀 3, 팥 3000, 조 700, 기장 8

보정리 20호 수혈 1900±80 BP 쌀 32700 이상 

<표 9> 경기지역 백제 한성기 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 주거지 외 출토 사항은 음영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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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 장현리 유적 
 
 한성기의 주거지는 총 27기로, 식물유존체는 이 가운데 8기의 주거지

에서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들은 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출입구 반대
쪽 벽면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타날문 자비 용기가 확인
된다. 장현리 유적의 자료는 필자에 의해 분석된 자료로(이희경 2010), 24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쌀, 맥류, 콩, 팥, 조, 기장, 피의 작물
유존체가 확인되었다. 

 작물유존체의 출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은 3개의 시료에서
만 발견되었으며 출토 수량도 7립에 불과하다. 맥류 또한 5개의 시료에서 
7립 만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보리로 확인된 것은 6립이다. 밀로 확인된 
종자는 전혀 없는데, 종 단위까지 정확히 동정되지 못한 종자 가운데 섞여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두류는 7개의 시료에서 발견되었으며 13
립이 출토되었다. 두류 가운데는 콩이 6개의 시료에서 10립, 팥이 3개의 
시료에서 3립이 발견되어 콩의 이용 비중이 더 높았을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잡곡은 가장 많은 수의 시료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발견되어, 19개의 
시료에서 313립이 출토되었다. 잡곡 중에는 조가 15개의 시료에서 123립, 
기장이 2개의 시료에서 84립, 피가 1개의 시료에서 51립이 출토되어 조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7 7 13 313 0 340

출토 시료 수 3 5 7 19 0 24

<표 10> 장현리 유적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표 10) 수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출토확률 분석 결과로 잡곡의 출토확률이 가장 높아 
79.2%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작물들은 모두 30% 미만으로 확인되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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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29.2%, 맥류가 20.8%, 그리고 쌀이 가장 낮아 12.5%에 불과하다. 
<그림 13>은 백분율 분석 결과로 역시 잡곡이 가장 높아 92.1%로 확인되
었으며, 나머지 작물들의 백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 종류의 작
물 중에서는 두류의 백분율이 가장 높아 3.8%로 확인되었으며 쌀과 맥류
는 모두 2.1%로 확인되었다. 

<그림 12> 장현리 유적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그림 13> 장현리 유적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 백분율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잡곡이 가장 우세하
고 그 다음으로 두류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쌀과 맥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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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분석 결과에서 서로 다르게 확인되는데, 출토확률 분석 결과는 
맥류가 쌀보다 높지만 백분율 분석 결과에서는 두 작물이 동일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두 작물이 잡곡이나 두류보다 비중이 낮다는 점은 분명하
다.

 따라서 한성기 장현리 취락에서는 원삼국시대와 동일한 작물들을 재배
하는 가운데 잡곡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두류가 중요했고 쌀과 맥류는 상대적으로 재배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파
악된다. 

(2) 용인 고림동 유적 
 
 고림동 유적의 식물유존체 분석 결과 주거지와 수혈에서 모두 식물유

존체가 확인되었다(이희경 2018b). 한성기의 주거지는 총 28기로 이 가운
데 15기의 주거지에서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으며, 수혈의 경우 전체 162
기 가운데 16기에서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다. 한성기의 주거지들은 육각
형 또는 방형/장방형의 주거지로 출입구 반대편에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
고 타날문 자비용기나 백제 토기가 확인되었다. 수혈 유구는 시대를 정확
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정황상 한성기일 가능성이 크다. 원삼국
시대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거나 한성기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되
고, 또한 유적 전체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4기에 불과하여 대부분 한
성기 주거지와 연관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혈에서 작물유존체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사례는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
되지 않고 오직 한성기 유적에서만 발견되므로 작물유존체가 출토되는 수
혈들은 한성기의 유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판별이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주거지 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수혈 유구에서 
출토된 자료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작물유존체는 총 7종류가 출토되어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시기 출토 작물 가운데 피와 대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의 경우 잡곡으로 동정된 종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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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각 작물 간 출토 시료의 
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체 시료 
25개 가운데 쌀과 두류가 15개, 맥
류가 9개, 잡곡이 13개의 시료에서 
발견되었다. 출토 수량은 잡곡이 
3,206립으로 월등히 많으며 다른 
작물들은 쌀과 맥류가 40립, 두류
가 59립으로 유사하다. 각 종류의 
작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맥류(그림 14) 중에는 보리가 
4개의 시료에서 4립, 밀이 2개의 

시료에서 4립이 출토되었고, 두류 중에는 콩이 9개의 시료에서 22립, 팥
이 8개의 시료에서 37립이 출토되어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잡곡 또한 조
가 3개의 시료에서 30립, 기장이 2개의 시료에서 60립이 출토되어 큰 차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40 40 59 3,206 0 3345

출토 시료 수 15 9 15 13 0 25

<표 11> 고림동 유적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표 11) 수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는 출토확률 분석 결과로 쌀과 두류가 60%로 동일하고, 
잡곡이 52%, 맥류가 36%로 확인되어, 장현리 유적과 비교하면 작물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림 16>은 백분율 분석 결과로 잡곡이 95.8%로 가
장 높고, 두류가 1.8%, 쌀과 맥류는 동일하게 1.2%로 확인되었다. 

<그림 14> 고림동 유적 출토
보리(左)와 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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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림동 한성기 주거지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그림 16> 고림동 한성기 주거지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 백분율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양상이 확
인된다. 출토확률 분석에서는 쌀과 두류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발견되면서 
작물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백분율 분석에서는 잡곡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확인되면서 나머지 작물들은 모두 2% 미만으로 확인되어 잡
곡과 다른 작물들 사이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작물들이 모두 50립 미만으로 발견되는 것과 다르게 잡곡이 
A2호 주거지에서 2,500여립, A7호 주거지에서 478립이 발견되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2개의 주거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각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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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7). 

<그림 17> 고림동 한성기 주거지 
작물유존체 백분율(A2, A7호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곡의 백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출토
확률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두류 또한 가장 낮은 비율로 확인되어 
출토확률 분석 결과와 다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잡곡은 크기가 작
은 종자로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열량이 낮아 쌀과 비교하여 10분의 1 정
도에 불과하고24), 두류의 경우에는 다수의 파편이 수량 파악에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출토 수량보다는 출토확률 분석 결과가 실제의 이용 양
상과 더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출토확률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쌀과 두류의 이용 비중이 높으면서 장현리와 비교하면 대체로 
작물들의 이용 비중이 유사했다고 판단된다. 

 수혈 유구에서는 16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쌀, 밀, 조, 피, 기장, 콩, 
팥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와 다르게 보리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맥류
로 동정된 종자 가운데 보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각 작물들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면 쌀은 10개의 시료에서 20만립 이상으로 발견되었고, 잡
곡은 11개의 시료에서 1000만립 이상으로 출토되었다. 나머지 작물들은 
맥류가 9개의 시료에서 31립, 두류가 4개의 시료에서 5립이 출토되어 출

24) 일본 식품표준성분표의 열량 기준에 따르면 쌀을 1로 하였을 때, 조는 0.12 정도로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안승모 2006: 23).



- 79 -

토 수량이 상당히 적다. 이러한 출토 상황을 토대로 수량화 분석을 시행하
였으며, 백분율 분석은 여러 수혈 유구의 정확한 출토 수량이 파악되지 않
아 시행하지 않았다. 

 출토확률 분석 결과는 <그림 18>과 같아 잡곡이 68.75%로 가장 높고, 
쌀이 이와 유사하여 62.5%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맥류가 56.25%로 확
인되었으며, 두류가 25%로 가장 낮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쌀, 맥
류, 잡곡 간 차이는 10% 내외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쌀과 
잡곡이 20만립 이상으로 출토된 것과 다르게, 맥류와 두류는 모두 50립 
미만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작물 비중은 출토확률과 크게 다를 수 있다. 작
물유존체는 특히 B29호와 C1호 수혈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두 
수혈은 유구 가득 작물존체가 출토되고 B29호의 경우 시설물로 보이는 목
재가 발견되어 작물의 저장에 이용된 수혈로 판단된다(이희경·이형원 
2016). 이 수혈들에서는 쌀과 잡곡만이 발견되어, 쌀과 잡곡의 저장이 특
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맥류와 두류의 저장 비중은 낮
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8> 고림동 한성기 수혈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수혈 유구의 양상은 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거지와 유사하
지만, 두류가 소량만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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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작물의 종류가 달랐거나, 또는 유구가 폐기된 
계절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폐기 계절을 살펴보면 쌀, 잡곡, 두류는 
춘파 작물인 반면에 맥류는 추파 작물로, B29호와 C1호에서 쌀과 잡곡만
이 출토된 것은 가을철 수확 후에 저장된 작물이 화재에 휩쓸려 보존되었
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두류는 동일한 춘파 작물임에도 출토량이 적
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작리와 보정리 유적의 수혈에서도 쌀만 다량으
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쌀의 저장이 특히 중시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고림동 유적에서는 쌀이 핵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작물 가운데 잡곡 또한 주
거지에서 낮지 않은 확률로 발견되고 수혈 유구에서도 빈번하게 다량으로 
발견되므로, 역시 중요한 작물이었다고 파악된다. 두류의 경우에는 주거지
에서는 쌀만큼 빈번하게 발견되었지만, 저장 작물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맥류는 주거지에서 출토확률이 낮고 수혈에서도 
소량만이 발견되어 재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 하지만 유일
한 추파 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용
되면서 소모되었기 때문에, 출토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3) 풍납토성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의 101호, 184호, 81호 유구와 233호 주거지
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앞의 3개 유구에서 출토된 자
료는 필자의 석사논문(이희경 2010)에서 분석된 바 있다. 하지만 백제의 
도성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자료는 백제의 농업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다른 유적의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그 양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101호, 184호, 81호 유구는 백제 한성기 초기로 판단되는 풍납토성의 
중층에서 발견된 유구로, 백제 성립기의 토기로 파악되는 흑색마연토기, 



- 81 -

광구단경호, 무뉴식뚜껑 등이 출토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 박물
관 2005). 이 세 유구는 폐기장 유구로 이 가운데 101호는 다량의 동물유
존체와 오수전 등이 발견되어 제의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국립
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124-126). 하지만 그러한 유물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도 다수 확인되어, 일상적
인 폐기장인 것으로 판단된다(이희경 2010: 35). 233호는 폐기장 유구들
보다 후대 층인 상층에서 발견된 주거지로, 현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시료는 101호 유구에서 26개25), 184호, 81호, 233호 유구에서 각각 1
개씩 총 29개가 채취되었다. 작물유존체의 출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피가 출토되어 해당 시기 출토 종자 가
운데 대마를 제외한 모든 종류가 확인되었다. 쌀
(그림 19)은 101호 A 수혈을 제외한 모든 유구에
서 발견되어 출토된 시료의 수가 여러 작물 가운
데 가장 많다. 맥류는 16개의 시료에서 25립이 
발견되었는데, 보리가 11개의 시료에서 12립, 밀
이 2개의 시료에서 5립이 확인되어 보리의 출토
량이 더 많다. 두류는 9개의 시료에서 오직 15립
만이 확인되었는데, 팥이 8개의 시료에서 13립 

출토되었고 콩은 2개의 시료에서 각각 1립씩만 발견되었다. 잡곡은 19개
의 시료에서 207립으로 출토되어 가장 양이 많다. 잡곡 가운데는 조가 15
개의 시료에서 116립 출토되었으며, 기장과 피는 각각 4립, 1립만이 출토
되었다. 

25) 101호 유구의 내부에서는 다시 A, B, C 세 개의 수혈이 굴착되었는데, 식물유존체 분
석을 위한 토양 시료의 채취는 이 세 유구의 각 층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림 19> 풍납토성 
출토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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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수량 35 25 15 207 0 282

출토 시료 수 22 16 9 19 0 29

<표 12> 풍납토성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 수량과 시료의 수

<그림 20> 풍납토성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그림 21> 풍납토성 작물유존체 백분율

 풍납토성의 자료 또한 이러한 출토 사항을 토대로(표 12) 출토확률 분
석과 백분율 분석을 모두 시행하였다. 출토확률 분석 결과는 <그림 20>과 
같아 쌀의 출토확률이 75.9%로 가장 높고, 잡곡이 65.5%로 그 다음의 위
치를 차지한다. 맥류는 55.2%로 확인되었으며, 두류는 31%로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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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확률로 확인되었다. 백분율 분석 결과는 <그림 21>과 같아 잡곡의 백
분율이 가장 높아 73.4%이고, 쌀이 12.4%, 맥류가 8.9%, 두류가 5.3%로 
확인되었다.

<그림 22> 풍납토성 작물유존체 백분율(81호 제외)

 풍납토성의 경우 출토확률 분석과 백분율 분석 결과가 상당히 다른데, 
이는 다른 지점에서 4립 이하로 작물유존체가 출토된 것과 다르게, 81호 
유구의 1개 층에서 164립의 작물유존체가 발견되고 모두 잡곡으로 파악되
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양상과 상관없이 잡곡의 백분율이 높
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81호를 제외하고 재분석하였는
데(그림 22), 그 결과에서도 여전히 잡곡의 백분율이 가장 높게 확인되어 
출토확률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잡곡의 열
량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이용 비중은 출토확률 분석 결과에서처럼 쌀보
다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이 잡곡이 특정 유구에
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위에서 분석한 원삼국시대의 장현리 유적
과 한성기의 고림동 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잡곡의 경우 크기가 작
은 편이라 많은 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풍납토성에서는 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잡곡과 맥류의 이용 비중이 높고, 두류는 이용 비중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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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월리, 자작리, 청평리, 구갈리, 보정리 유적 

 수량화 분석을 시행하지 않은 나머지 한성기 유적들을 대상으로 작물
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월리 96-7호 주거지, 자작리 
53호 수혈, 청평리 714-4번지 1호 주거지, 구갈리 유적 7호 주거지와 53
호 수혈, 보정리 유적 20호 수혈26)이 그 대상으로, 각 유구들은 ㅣ자형 
외줄구들이나 백제 토기가 발견되어 한성기로 판단된다. 

 각 유적들을 대상으로 작물유존체의 분석 방식을 살펴보면, 시료 채취
가 이루어진 유구는 구갈리 유적의 53호 수혈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육안 관찰에 의해 수습되어 다량으로 집중된 종자들 중심으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석은 분석자가 보고되지 않은 자작리 유적을 제외하면 
식물고고학자나 식물학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수량이 파악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주월리의 경우 수량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
평리 유적은 뭉친 상태로 발견되어 수량 파악이 불가능하였다(김민구 
2017).

 작물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월리 유적에서는 
대마27) 200여립과 조(박태식 1999), 청평리 유적에서는 피(김민구 2017)
가 출토되었고, 자작리와 보정리 유적(이경아 2005)의 수혈에서는 쌀이 발
견되었다. 구갈리 유적의 경우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결과로 가장 다양한 
작물유존체가 발견되어, 7호 주거지에서 팥 100립이, 53호 수혈에서 쌀 
57립, 밀 3립, 보리 1립, 기장 8립, 조 700립, 팥 3,000립이 확인되었다
(이경아 2003). 

 즉 이 유적들에서는 쌀, 보리, 밀, 팥, 조, 기장, 피, 대마가 출토되었는
데, 쌀만 다량 출토된 보정리와 자작리 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잡곡이 출토

26) 보정리 유적의 20호 수혈은 연대측정치만으로는 원삼국시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유구
나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유적 전체에 원삼국시대로 파악되는 유구가 없고 보고자 또한 
백제로 판단하고 있다(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또한 경기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가운데 
수혈 유구에서 이와 같이 다량의 곡물이 출토된 사례가 없다는 것도 한성기 유구일 가
능성을 높여준다. 

27) 처음에 콩으로 동정되었으나, 이경아에 의해 대마로 재동정되었으며, 실제 사진을 검
토한 결과도 대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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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유적마다 1~2 종류의 작물유존체
만 출토되고 그 종류도 모두 달라 이외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유적에 따라 작물 이용 양상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눈에 띄는 종자들 중심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일 가능
성이 크다. 

(5) 종합적 검토  
 

 한성기 경기지역에서는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피, 대마 등 원
삼국시대와 동일한 모든 종류의 작물 종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잡곡, 
특히 조의 이용 비중이 대체로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는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유적들뿐만 아니라 육안 관찰로 식물유존체가 발견된 유적에서
도 발견되었으며, 출토확률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50~80%로 확인되
어 이용 비중이 낮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림동 유적의 수혈 
유구에서도 다량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 경기지역에서 중요하
게 재배되고 저장되었던 작물이었음이 분명하다. 

 반면 잡곡 이외에 다른 작물들은 유적 간 이용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쌀이 그러하여, 장현리 유적에서는 출토확률
이 13%에 불과하여 가장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고림동과 풍
납토성에서는 60% 이상으로 발견되고 1~2번째로 출토확률이 높아 핵심적
인 작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류의 경우에도 유적에 따라 이용 양상이 
상당히 다른데, 고림동 유적에서는 60%로 확인되면서 쌀과 함께 핵심 작
물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장현리와 풍납토성에서는 30% 내외로 발견되어 
이용 비중이 낮다. 특히 풍납토성에서는 모든 작물 가운데 가장 출토확률
이 낮고 수량도 적은 편이라 중요도가 낮은 식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
편 대마는 토양 시료의 채취가 이루어진 유적에서 전혀 출토되지 않고 주
월리 유적에서만 확인되어, 일부 유적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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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영서지역의 작물유존체 출토 양상 

 영서지역에서는 철원부터 원주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 내에서 식물유
존체가 발견되었으며, 출토 유적의 수도 15개에 이른다. 하지만 춘천 우두
동, 중도, 홍천 성산리, 하화계리, 화천 원천리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의 
식물유존체가 육안 관찰로 발견되었고,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여
러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친 유적이 많지 않
다. 중도 유적의 경우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에 부유선별 처리 과정을 거
쳐 분석하였으나 시료의 수가 많지 않으며, 우두동 유적은 여러 주거지에
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되어 분석되었지만, 발굴조사 단원들에 의해 시료 채
취와 물체질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확한 분석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 원
천리 유적의 자료는 육안 관찰로 탄화물이 집중된 지점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 역시 크기가 작거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종자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성산리나 하화계리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 후 부유선별 과
정을 거쳐 분석되었지만,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주거지가 각각 2기뿐이라 
유적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서지역에서는 개별 유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기
보다는 시대별로 유적들을 구분하여 두 개의 범주로 묶고 전반적으로 변
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
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28) 우선적으로 원삼국시대에만 점유되었다
고 판단되는 유적과 한성기까지도 지속된 유적들을 구분하여 서로 비교 
분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성기에만 점유되었음이 분명한 원천리 유적
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각 범주의 유적
들을 대상으로 유구 1기를 시료 1개로 취급하고 작물유존체가 출토된 각 
범주의 전체 유구 가운데 각 작물이 출토된 유구 수의 비율을 분석하였으
며, 대부분 시료가 육안 관찰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점이 작물 출토 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28)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가 존재하는 경우 <표 13>, <표 15>에 함께 제
시하여, 대략적인 시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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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의 유적 가운데 식물유존체가 발견된 유적은 총 6개로(표 
13), 철원 와수리, 춘천 근화동, 우두동(한강), 우두동 3, 율문리 75-2번
지, 횡성 중금리 유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적 유구 연대(BP) 출토 식물
철원 와수리 26호 주거지 팥 70g 정도 

춘천 근화동 B구역 3호 주거지 1920±50 팥 11, 조 9673

춘천 우두동(한강)

10호 주거지 - 조 수백립
18호 주거지 - 조 수백립
77호 주거지 - 팥 100여립
93호 주거지 팥, 대마
158호 주거지 1835±20 콩, 팥, 대마
209호 주거지 1887±20 콩, 팥
218호 주거지 1897±20 조, 기장
265호 수혈 - 조 수만립
273호 수혈 - 조, 기장 수만립
334호 수혈 - 조 수백립

춘천 우두동 3 7호  주거지 1840±50 팥 1320여립, 조 2, 도꼬마리 2
춘천 율문리 

75-2번지
1호 주거지 1950±40 콩 14.8g, 팥 47.3g 

횡성 중금리 1호 주거지 -
잡곡(조 포함) 3.02g, 대마 
13.45g

<표 13> 영서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 음영처리된 부분은 수혈유구의 출토 사항이다)

 이 유적들은 연대측정치나 유물 및 유구의 양상으로 보아 한성기 이전
에 점유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가운데 와수리, 근화동, 우두동(한강문화재
연구원), 우두동 유치원부지 유적에서는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어 3세기 중
반 이전에 점유되었다고 파악된다. 식물유존체는 15개의 유구에서 발견되
었는데, 이 중 3기가 수혈 유구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거지이다. 각각의 식
물유존체는 식물고고학자나 식물학자에 의해 분석되어, 와수리와 율문리 
75-2번지 유적의 자료는 박태식(2008)에 의해, 근화동 유적의 자료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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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2011)에 의해, 우두동의 자료는 안현중(2017)에 의해, 우두동 3 유적
과 중금리(이희경 2009, 이희경·이준정 2015) 유적의 자료는 필자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시료 채취 후 분석된 유적은 춘천 우두동 유적(한강문화재연
구원)이 유일하여, 7기의 주거지와 3기의 수혈 유구에서 작물유존체가 발
견되었다. 분석 결과 주거지에서는 잡곡과 콩, 팥, 대마가, 수혈에서는 조
와 기장을 포함하는 잡곡이 수만립 확인되었다. 각 작물의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잡곡과 두류가 중심을 이룬다고 보고되었다(안현중 2017). 
이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구에서 식물유존체가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맥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작물은 재배되지 않
았거나 재배량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유적들에서도 우두동 유적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근화동, 
우두동 유치원 부지, 중금리 유적에서 
잡곡이 출토되었고, 두류는 중금리를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잡
곡은 대부분 조이며, 조 이외에는 기장
이 우두동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피
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두류는 팥이 
콩보다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우두동 3유적이나 율문리 유적에서는 
다량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대마는 
우두동 유적 이외에는 중금리 유적에
서만 발견되었는데(그림 23), 잡곡 등 
다른 식량 작물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가평 대성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식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29) 쌀과 맥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원삼국시대 유적들에서는 콩, 팥, 조, 기장을 

29) 중부지방은 아니나 대마는 군산 관원리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도 쌀, 콩, 팥 등 식량 작
물과 섞여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안승모 2008b).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원삼국시대 동
안에는 대마가 식량 작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그림 23> 중금리 유적 
출토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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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잡곡, 그리고 대마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 작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15기의 유구 가운데 잡곡은 9기의 유구에서 출토되
어 출토 유구의 수가 가장 많으며, 출토 수량 또한 대체로 수백에서 수만
립에 이른다. 잡곡 중에서는 조가 9기의 유구에서 출토되고 기장이 2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어 조가 출토된 유구의 수가 더 많다. 두류는 8기의 유구
에서 출토되었는데 모두 팥이 포함되어 있으며, 콩은 이 가운데 3기의 유
구에서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콩과 팥의 차이는 두 작물 종자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콩의 경우 지방질과 단백질의 함유량이 다른 작
물과 비교하여 높은 편으로(趙載英 1995: 279) 유적에서 발견되는 경우 
변형이 심하거나 파편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육안 관찰을 통해 수습
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콩의 경우 발견된 
것보다 실제 이용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마는 3기의 주거지
에서만 확인되었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시료 수 0 0 8 9 3 15

<표 14> 영서지역 원삼국시대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 시료의 수

 이와 같은 출토 사항을 토대로(표 14) 출토확률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다. 잡곡이 60%, 두류가 53.3%, 대마가 20%로 확인되어 
원삼국시대 영서지역 유적들에서는 대마 -> 두류 -> 잡곡 순으로 이용도
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서지역 대부분의 유적에서 육안 관찰로 작
물유존체가 수습되어 크기가 작은 잡곡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크므로, 잡
곡이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확인된 것은 영서지역에서 잡곡이 주요 식량
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두동 유적의 3기 수혈에서도 수만
립 이상의 잡곡이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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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영서지역 원삼국시대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두류 또한 출토확률이 50% 이상이라 이용도가 높았다고 판단되지만, 
잡곡보다는 상대적으로 출토확률이 낮고 수혈 유구에서도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리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영서지역에서 원삼국시대 동안 잡곡과 함께 주요 식량 작물의 역할
을 했다고 판단된다. 대마는 우두동 유적이나 영서지역 전체의 양상으로 
볼 때 잡곡이나 두류와 비교하면 출토 빈도가 낮아 보조적 식량 작물로 
활용되었다고 추정되며, 쌀과 맥류, 그리고 잡곡 가운데 피는 전혀 확인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배되지 않았거나 재배 비중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
로 판단된다. 

2) 백제 한성기

 작물유존체가 발견된 유적 가운데 한성기까지 지속되었다고 파악된 유
적은 화천 원천리, 춘천 중도, 율문리 335-4번지, 홍천 하화계리, 성산리, 
횡성 둔내, 원주 가현동, 영월 주천리, 정선 예미리의 총 9개로 화천부터 
정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표 15).

 이 가운데 원천리, 중도, 율문리, 하화계리, 성산리 유적에서는 ㅣ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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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구들이 발견되었으며, 원천리나 하화계리 유적에서는 흑색마연토기나 
백제 기와 등 백제 유물도 출토되었다. 둔내 유적의 경우에는 ㅣ자형 외줄
구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타날문심발이나 난형옹 등이 출토되어 역시 백
제 국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나머지 가현동, 주천리, 예
미리 유적에서는 백제와 연관된 고고학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연대측정치로 보았을 때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
었다. 

 각 유적의 작물유존체는 대부분 식물학자나 식물고고학자에 의해 분석
되어, 원천리, 중도동, 주천리 유적의 자료는 필자(이희경 2013b; 2020; 
이희경·이준정 2011)에 의해, 성산리와 율문리 335-4번지 유적의 자료는 
김민구(2012c; 2012b)에 의해, 하화계리 유적은 박태식(2005b)에 의해, 가
현동은 박원규 등(2011)에 의해, 예미리 유적의 자료는 박태식(2007)에 의
해 분석되었다. 그리고 둔내 유적의 경우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분석하
였으며, 중도 유적(1980년도 조사)은 정확한 수습 및 분석 과정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사진을 검토한 결과 잡곡임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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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연대(BP) 출토 식물

화천 원천리

85호 주거지 - 맥류 2, 콩 5, 팥 50, 잡곡 2
21호 주거지 1726±19 콩 2, 팥 1450 
24호 주거지 - 콩 5446, 팥 13
33호 주거지 1686±19 맥류 3, 팥 다수, 잡곡 다수
109호 주거지 1688±19 맥류 51, 피 7
53호 주거지 1708±19 콩 7, 팥 204
100호 주거지 - 보리 208, 콩 1, 팥 2, 기장 1
73호 주거지 - 팥 2
107호 주거지 - 콩 21, 팥 64

28호 수혈 - 보리 2680, 콩 9, 팥 1, 조 284, 
피 344, 잡곡 262, 대마 6

42호 수혈 - 보리 1, 조 1, 기장 33.74g

45호 수혈 -
쌀 1, 보리 80, 콩 29, 팥 39, 
잡곡 731

춘천 중도

1980년도 주거지 - 잡곡 30g 정도 
A4-8호 주거지 1760±40 잡곡 2
A5-10호 주거지 1830±30 맥류 1
A5-18호 주거지 1750±40 팥 2
B3-1호 주거지 - 콩 22g, 팥 7
A4-71호 수혈 - 팥 추정 1

A5-16호 매납유구 -
조 1, 피 1, 잡곡 1, 
팥 추정 1

A5-17호 매납유구 - 보리 1, 잡곡 1
춘천 율문리 

335-4
7호 주거지 1810±50

쌀 13, 보리 4, 콩 2530, 팥 
193, 조 62029 

홍천 하화계리 1호 주거지 1770±40 팥
6호 주거지 1600±40 쌀 2, 보리 1, 팥 20 이상

홍천 성산리 26호 주거지 1800±40 콩 3,731, 팥 1478, 조 265567
36호 주거지 1730±50 콩 4206, 팥 5953

횡성 둔내 가-2호 주거지 - 잡곡
원주 가현동 24호 주거지 1760±40 콩, 가래 

영월 주천리 1호 주거지 1840±60 조, 기장 등 잡곡
8호 주거지 1770±50 대마 267

정선 예미리 6호 주거지 1710±50 콩 60<, 팥 70<, 잡곡 10<
10호 주거지 1690±50 팥 100<

<표 15> 백제 한성기 영서지역 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 음영처리된 부분은 주거지 외 유구, 즉 수혈과 매납 유구의 출토 사항이다)

 각 유적을 대상으로 작물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천리 유적에서는 가장 많은 유구에서 작물유존체가 출토되어, 9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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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와 3기의 수혈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는 보리를 포함한 맥류와 
콩, 팥, 조, 피, 기장이 출토되었으며, 주거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쌀과 대
마가 수혈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각 작물의 출토 수량은 출토 상태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쌀은 1립만이 확인되었으며, 맥류는 약 
3,000여립, 두류는 6,000여립, 잡곡은 1,000여립이 출토되었다(이희경 
2013b). 

 중도 유적에서는 5기의 주거지와 1기의 수혈, 그리고 2기의 매납 유구
에서 작물유존체가 출토되었다(이희경 2020). 조, 피, 보리, 콩, 팥의 총 5
종류의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으며, 쌀, 밀, 기장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유구에서 소량의 작물만이 확인되었는데, 조와 두류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보리는 단 2립만이 발견되었다. 

 나머지 유적들의 경우 1~2개의 주거지에서만 작물유존체가 발견되었는
데, 율문리와 하화계리 유적에서는 쌀과 보리를 포함하여 두류와 잡곡이 
출토되었지만, 성산리, 둔내, 가현동, 주천리, 예미리 유적에서는 쌀과 맥
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적들은 출토 유구의 수가 적고 육안 
관찰로 식물유존체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쌀과 맥류가 존재하였으나 확
인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성산리 유적에서는 6개의 토양 시
료를 물체질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결과 잡곡과 두류만 수천, 수만립이 발견
되었기 때문에, 쌀과 맥류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량에 불과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에 따라 이용되는 작물의 종류가 달랐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잡곡과 두류는 대부분의 유적에서 출토되지만 
쌀과 맥류는 그 출토 여부에 따라 원천리, 중도, 율문리, 하화계리 유적과 
성산리, 둔내, 가현동, 주천리, 예미리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작물의 출토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31기의 유구 가운데 두류가 22
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어 출토 유구의 수가 가장 많다. 두류 가운데는 팥이 
21기, 콩이 13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어 팥이 더 많은 수의 유구에서 발견
되었다. 잡곡은 16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조가 가장 많은 유구에서 
출토되어 6기의 유구에서 발견되었고, 기장과 피는 각각 3기의 유구에서 
발견되었다. 맥류는 11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보리만이 발견되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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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된 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리의 경우 원천리 유적에서 2,000
립 이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맥류로 동정된 종자들도 대부분 보리일 
가능성이 크며 밀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수량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쌀은 3기의 유구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출토 수량 또한 해당 유
구에서 출토된 다른 작물들과 비교하면 적다. 대마는 원천리 유적의 1기 
수혈과 주천리 유적의 8호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 

　 쌀 맥류 두류 잡곡 대마 전체

출토 시료 수 3 11 22 16 2 31

<표 16> 영서지역 한성기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 시료의 수

<그림 25> 영서지역 한성기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표 16) 출토확률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다. 두류의 출토확률이 71%로 가장 높으며, 잡곡이 51.6%로 그 
다음의 위치를 차지한다. 맥류는 35.5%의 출토확률로 확인되었으며, 쌀은 
9.7%로 6.5%인 대마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이를 보면 두류 -> 잡곡 -> 
맥류 -> 쌀 -> 대마의 순서로 이용도가 낮았다고 판단되나, 앞 절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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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듯이 잡곡의 경우 작은 크기로 인해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
로 실제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성기 영서지
역에서는 두류와 잡곡이 핵심적인 작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쌀과 대
마는 이용도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6> 원천리 유적 작물유존체 출토확률(%)

 다음으로 여러 유적 가운데 한성기에만 점유되었음이 분명한 원천리 
유적을 별도로 분석하여, 한성기까지 점유된 전체 유적의 양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원천리 유적의 출토확률 분석 결과(그림 26)는 
한성기 영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여, 두류
의 출토확률이 83%로 가장 높으며 잡곡과 맥류가 각각 58%로 그 뒤를 
잇고 쌀과 대마가 모두 8.3%로 가장 낮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영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비교했을 때, 맥류와 두류의 출토확
률이 더 높고 특히 맥류의 출토확률이 잡곡만큼 높다는 차이가 있다. 맥류
의 경우에는 출토 수량 또한 많은 편이라, 맥류가 출토된 시료들을 살펴보
면 7개 시료 가운데 4개 시료에서 맥류가 잡곡이나 다른 작물들보다 많은 
수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중도, 율문리, 하화계리 유적에서 보리가 5립 
미만으로 소량씩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며, 특히 율문리 유적에서 
두류와 잡곡이 수천립 이상 발견되는 반면에 맥류는 4립만이 발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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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다르다. 이로 보아 원천리 유적에서는 다른 유적보다 맥류의 이용
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판단되며, 두류 및 잡곡과 함께 주요 작물로써 이용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종합적 검토 
 

 영서지역의 원삼국시대의 유적들, 그리고 한성기까지 점유된 유적들을 
대상으로 각각 작물조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삼국시대에는 두류와 잡곡, 대마만이 출토되어 재배 작물의 종류가 제한
적이다. 이 가운데 잡곡이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확인되고 그 중에서도 조
가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어, 주요 재배 작물은 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잡곡 다음으로는 두류의 출토확률이 높으며 중금리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두류 중에서는 팥이 더 빈번하게 확인되나, 고고학 
유적에서 보존되기 어려운 콩의 특성상 실제로 콩은 확인된 것보다 더 많
이 이용되었을 수도 있다. 대마는 우두동과 중금리 두 유적에서 출토되었
지만 출토 빈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영서지역 원삼국시대에는 조를 중심
으로 한 잡곡과 두류가 주요 식량으로 이용되고 대마는 보조적으로 활용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세기 이후 또는 한성기에 이르면 잡곡, 두류와 함께 쌀, 맥류, 피가 
이용되기 시작한다. 여러 작물 가운데 두류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발견되
며 다음으로 잡곡의 출토확률이 높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잡곡의 특징으
로 인해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므로 잡곡이 중심 작물이었을 가능
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잡곡 가운데는 조가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며, 두류 
역시 팥이 가장 많은 유구에서 출토되어 원삼국시대와 동일하다. 맥류는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데 특히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확률이 높은 편이다. 
이로 보아 3세기 이후 또는 한성기 영서지역에서는 두류와 잡곡을 중심으
로 이용하였으며, 유적에 따라 맥류 또한 주요 식량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
된다. 반면에 쌀은 율문리, 하화계리,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나 모두 
출토 수량이 적으며, 율문리 유적의 경우 쌀이 출토된 주거지에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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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되어(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의례와 연관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작물과 비교하면 생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작물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천리와 주천리에서만 발견된 대마 또한 쌀과 마찬
가지로 주요 식량 작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 작물 재배 방식의 시공간적 양상 

 지금까지 백제 국가형성기의 주요 유적들에서 출토된 작물유존체를 분
석하여, 각 취락 및 지역의 작물조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원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기로 이행하면서 작물조성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 즉 어떠한 종류의 작물들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원삼국시대의 유적들에서는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피, 대마 등 해당 시기에 한반도 내에서 이용했다고 
파악되는30) 모든 작물 종이 출토된다. 다양한 작물 가운데 잡곡과 두류가 
주요 작물로 재배되었으며, 쌀, 맥류, 두류는 상대적으로 재배 비중이 낮
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작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그림 27) 잡곡은 원삼국시대의 유적 가운데 
70%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대성리, 장현리, 고
림동 유적에서는 70% 이상으로 출토되고 영서 전체에서도 60%로 확인되
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출토확률이 높은 작물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
적인 작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류는 잡곡보다는 전반적으로 출토확률
이 낮은 편이지만, 대체로 잡곡 다음의 출토확률로 발견되면서 쌀과 맥류
보다는 출토확률이 높아 역시 주요 작물로 판단할 수 있다. 

30) 선사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작물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쌀, 보리, 밀, 콩, 팥, 조, 기장, 대마로 구성된 청동기시대의 작물조성이 고려시대
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피의 경우에도 원삼국시대부터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안승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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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원삼국시대의 작물조성 비교(출토확률, %) 

 반면에 쌀, 맥류, 대마는 유적 간에 재배 양상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
적으로 이용도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쌀과 맥류는 고림동 유적에서는 
40%의 출토확률로 발견되었지만, 다른 유적들에서는 대체로 재배 비중이 
낮아서 장현리, 대성리, 풍납토성, 영서지역의 유적들에서는 낮은 출토확
률로 발견되거나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대마의 경우에도 대성리 유적에서 
81%의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확인되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여러 작물 가
운데 출토 유적의 수가 가장 적어 상당히 재배 비중이 낮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쌀, 맥류, 대마의 
출토 양상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데, 육안 관찰을 통해 발견된 자료들에서도 유사한 지역적 양상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대체로 경기 최북단이나 북한강 유역 및 영서지역 유적들
에서는 대마를 재배하면서 쌀과 맥류의 재배 비중은 낮은 것으로, 경기 남
부의 유적들에서는 쌀과 맥류의 재배 비중이 비교적 높고 대마는 재배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마의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양상을 보이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출토되면서 대성리 유적에서 81%의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마는 포의 제작에 주로 이용되지만 현재의 출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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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식용하였을 가능성이 큰데31) 주거지 바닥이나 노지 주변, 그리
고 토기 내부에서 확인되면서, 대성리나 우두동 유적 모두 다른 종류의 식
용 작물과 함께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성리 유적에서는 대마를 주
요 식량 작물로 재배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대성리 유적의 경우 다른 유적
들과 다르게 낙랑계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특징을 보여, 이러한 차이와 작
물 재배 방식이 연관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 약 6세기까지 대마를 식
용 작물로 이용하면서(Li 1974) 쌀, 보리, 콩, 잡곡과 함께 주곡으로 인식
하였고(배영동 1998), 대마가 출토된 또 다른 유적인 우두동에서도 낙랑계 
유물이 비교적 다량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시대 작물
가평, 

임진한탄강 
유역 

장현리 고림동
용인, 

화성 일대
풍납
토성

강원 
영서

원삼국
쌀

보리
피

한성기
쌀

보리
피

<표 17> 쌀, 맥류, 피 출토 양상(음영 처리: 출토된 범위) 

 한성기의 작물 재배 양상을 살펴보면, 원삼국시대에 출토되던 작물들이 
모두 확인되어 여러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던 양상이 지속되며, 주요 재배 
작물도 잡곡과 두류로 동일하다. 하지만 유적이나 지역에 따라 쌀과 두류
의 재배 비중이 증가하거나 쌀, 맥류, 피 가운데 하나 또는 세 종류의 작
물이 추가되는 변화가 관찰되기도 한다(표 17). 

 작물의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28) 잡곡과 두류의 이용도

31) 대마는 암삼과 수삼으로 구분되는데, 수삼은 질이 좋은 섬유를 생산하는 반면에 암삼
의 씨앗은 식용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고대의 여러 기록에서 암삼과 수삼, 그리고 그 
종자까지 별도의 명칭으로 언급되어 이른 시기부터 종자가 식량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경과 같은 주요 문헌에서도 식량으로써의 대마의 역할이 언급되고 있다(Li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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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잡곡의 경우 경기지
역과 영서지역의 대부분 유적에서 출토되면서 풍납토성, 장현리, 원천리 
유적 등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유적들에서 1~2번째로 출토확률이 높은 편
이며, 두류의 경우에도 고림동 유적과 영서지역에서 최대 확률로 발견되고 
장현리 유적에서도 쌀과 맥류와 비교하면 높은 확률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두류는 한성기에 이르러 장현리, 고림동, 원천리 등 여러 유적에서 출토확
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풍납토성에서 가
장 낮은 출토확률로 발견되어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았을 수 
있는데, 풍납토성의 원삼국시대 유구에서 다량의 콩, 팥이 출토되던 양상
과 대조적이다. 

<그림 28> 백제 한성기 작물조성 비교(출토확률, %)  

 쌀의 경우에는 풍납토성과 원천리, 율문리, 하화계리 등 기존에 출토되
지 않던 유적과 지역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풍납
토성과 고림동 유적에서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발견되는 것도 원삼국시대
에 확인되지 않던 특징인데, 장현리 유적에서도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확률
이 다소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므로 한성기에 이르러 쌀의 재배가 증가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 내 여러 유적에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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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비중이 낮아서 장현리나 영서지역 전체, 그리고 원천리 유적에서는 
출토확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다. 맥류 또한 원천리, 율문리, 하화계리와 
같은 영서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되기 시작하는데, 쌀처럼 출토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대마는 영서지역의 원천리와 주천리 유
적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출토 빈도가 낮고 원천리 유적에서도 
출토확률이 8%에 불과하여 식량으로써 재배 비중이 상당히 낮았다고 판
단된다.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원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쌀, 맥류의 재배 양상에
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경기지역의 장현리, 고림동, 풍납토성에서
는 쌀, 보리, 밀이 모두 재배되지만, 영서지역의 원천리와 중도 유적에서
는 밀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중도 유적의 경우에는 8개의 유구가 조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 또한 출토되지 않는다. 육안 관찰에 의해 작물유
존체가 출토된 유적들을 살펴보아도 경기지역의 유적들에서는 비교적 많
은 양의 쌀이나 밀이 출토되지만, 영서지역 유적 가운데 밀이 출토된 유적
을 찾아볼 수 없으며 쌀 또한 드물게 소량 출토된다. 즉 한성기에 이르러 
영서지역까지 쌀과 보리의 재배가 확대되면서 원삼국시대와 비교하여 전
반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가 유사해지지만, 여전히 경기와 영서 간 
지역적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삼국시대-백제 한성기의 작물 재배 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원삼국시대부터 백제 한성기에 이르기까지 쌀, 맥류, 두류, 잡곡 
등 청동기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재배하였던 모든 작물들을 재배하였다. 이
는 동시기 호남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도 파악된 양상으로(안승모 2006; 
2013), 당시 재배 가능하였던 모든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여러 시기에 걸
쳐 작물을 수확하여 이용하고, 또한 다양한 재배 작물의 영양 성분을 이용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작물 가운데 잡곡과 두류의 재배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쌀, 맥류, 
대마의 재배 양상이 다른 것도 지속되는 특징으로, 잡곡과 두류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잘 적응하고 쌀과 맥류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각 작물의 특성과 지역 환경의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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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식량 작물
로써 대마의 이용이 주로 낙랑계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에서 나타나는 양
상에서 외래 문화의 영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백제 국가 형성이 본격화된 한성기에 이르면, 쌀의 재배 비중이 늘고 
풍납토성과 고림동 유적에서 쌀이 가장 높은 출토확률로 발견되기 시작한
다. 풍납토성과 고림동 유적이 도성과 거점 유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
층화의 심화과 같은 사회적 구조의 변화나 식량 이용 양상의 변화가 영향
을 미쳤을 수 있다. 한성기에 이르면 쌀, 맥류, 피의 재배 범위가 영서지
역까지 확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물들은 영서지역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작물들이라 재배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 필요나 강제가 발생
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새로운 작물이 재배되는 양상이 원천리, 하화계
리 등 백제계 유물이 풍부한 취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백제 
국가 형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능한 거의 모든 다양한 종 재배  
2. 주요 작물로 잡곡과 두류 재배
3. 유적 간 재배 작물의 종류와 구성 차이 
 - 원삼국시대 쌀의 출토 여부와 비중, 맥류, 대마의 출토 여부 차이 
 - 한성기 쌀의 출토 비중, 밀의 출토 여부 차이    
4. 한성기 고림동, 풍납토성 쌀 주요 작물로 재배 
5. 한성기 장현리, 고림동, 영서지역 두류 재배 증가 
6. 한성기 영서지역 쌀, 맥류, 피 재배 시작 
  - 원천리, 중도, 율문리, 하화계리 

<원삼국-백제 한성기 작물 재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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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작물 크기를 통해 본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재
배 기술

 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농업 양상의 변화 가운데 대표적
인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생산성의 증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
나가 재배 기술상의 변화를 통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농기구를 사용하여 심경(深耕)을 하거나, 새로운 시
비법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작부체계를 도입하거나, 신품종을 개량하는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방 
유적에서 출토된 작물유존체 가운데 계측치가 다수 확보된 콩과 팥의 크
기를 비교 분석하여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작물 재배 기술의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작물의 개량 또는 신품종의 도입이고, 두 번째는 작부체계 
가운데 맥후작과 혼작의 실시이다. 작물 종자의 개량이나 신품종의 도입이 
있었다면 두류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양상이 관찰될 것이다. 반면에 맥
후작이 시행되었다면 맥류의 뒷그루로 두류를 재배하면서 생장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쳐 크기가 감소할 수 있고, 맥후작으로 혼작이 시행되었다면 
콩과 팥의 크기 변화가 동일한 감소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취락 간 
콩과 팥의 크기 분석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취락에서 크기의 증가 
또는 감소 양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함으로써, 종자의 개량 및 작부체계와 
같은 작물 재배 기술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종자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장폭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인데, 다만 
계측자, 계측 도구에 따라 계측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유구
에서 출토된 작물 종자가 유적 전체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도 없
으므로, 유적들 간에 차이가 어떠한지 상세히 비교하기보다는 특징적인 경
향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콩과 
팥 가운데는 본인에 의해 계측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김민구, 박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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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연구자에 의해 분석된 후 보고된 것도 존재하는데,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표본 추출 과정이나 계측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정유진 2010). 하지만 계측치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자료만
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신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기존 논의들(김민구 2008; 정유진 2010)에서 그러한 것처럼 20~30
개 이상의 계측치가 있는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탄화
된 종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작물의 보존 방식, 탄화 과정의 가열
온도 및 지속 시간의 차이가 종자의 크기 변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32) 

1. 콩 크기의 분포 양상과 시간적 변화 

 콩은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방 유적에서 빈번하게 출토되는 작물
이지만, 콩의 크기가 보고된 유적의 수는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20립 
이상의 종자를 대상으로 크기 계측이 이루어진 유적은 소수에 불과하다. 
콩의 계측치가 보고된 유적은 총 8개이다. 경기지역의 유적이 3개, 강원 
영서지역의 유적이 5개로, 포천 사정리, 남양주 장현리, 용인 고림동, 화천 
원천리, 춘천 중도, 율문리 335-4번지, 홍천 성산리, 정선 예미리 유적이 
여기에 포함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가운데 장현리, 사
정리 유적은 원삼국시대로, 고림동, 예미리, 성산리, 원천리 유적은 한성기
로 판단되며, 중도와 율문리 유적의 경우에 원삼국시대부터 한성기까지 점
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유적의 자료들 가운데는 여러 기의 유구에서 출토된 것들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출토 유물이나 유구의 양상을 토대로 해당 유적 내에
서 동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을 함께 묶어, 이후 유적 간 비교를 통
해 시대에 따른 차이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32) 현생 밀을 이용하여 탄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밀 낟알이 탄화를 거치면서 길이는 수축
하고 두께는 팽창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김민구 2008:13). 이는 두류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아니지만, 두류 또한 탄화 과정에서 크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탄화된 종
자와 탄화되지 않은 종자를 함께 비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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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콩 크기의 분포 양상 

 콩의 크기 분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원
삼국-백제 한성기의 8개 유적을 대상으로 콩의 크기 분포 양상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고, 이와 함께 시대적 특징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자 다른 
시대 및 지역의 유적들인 진주 평거동 신석기시대 유적, 춘천 하중도 청동
기시대 유적, 그리고 강원 영동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인 강릉 초당동 유
적까지 총 11개 유적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표 18). 

시대 지역 유적 

신석기 경남 진주 평거동 (비교 자료)

청동기 강원 영서 춘천 하중도 (비교 자료)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 장현리, 사정리, 고림동 

강원 영서
원천리, 율문리 335-4, 중도, 

성산리, 예미리

강원 영동 강릉 초당동 (비교 자료)

<표 18> 콩의 크기 분석 대상 유적 

 콩 크기의 계측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원천리, 중도, 사
정리, 장현리, 고림동 유적의 자료는 필자에 의해 분석되었으며(이희경 
2013b, 2014, 2018, 2020; 이희경·이준정 2010), 율문리 335-4번지와 성
산리 유적의 자료는 김민구(2012b, 2012c)에 의해, 예미리 유적의 자료는 
박태식(2007)에 의해 분석되었다. 유적에 따라 야생종 콩으로 보고된 경우
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배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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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비 장폭비 　 길이 너비 장폭비

사정리 주20 율문리 335-4번지 주7
최대값 7.10 5.10 1.83 최대값 8.53 6.16 1.95

최소값 4.40 2.80 1.19 최소값 5.09 3.04 1.15

평균 5.65 4.10 1.39 평균 6.54 4.45 1.48

표준편차 0.60 0.54 0.14 표준편차 0.73 0.57 0.18

N 26 26 26 N 100 100 100

장현리 주6, 29 중도(한백) 주B3-1

최대값 7.14 4.67 2.25 최대값 8.95 6.00 1.78

최소값 1.94 1.67 1.02 최소값 6.11 4.20 1.22

평균 4.51 3.15 1.43 평균 7.27 4.96 1.47

표준편차 1.18 0.72 0.18 표준편차 0.65 0.41 0.12

N 68 68 68 N 40 40 40

고림동 주A2, A7, B6,7,9, 수B47 성산리 주36
최대값 4.32 3.22 1.76 최대값 9.37 6.86 1.90

최소값 2.25 1.67 1.13 최소값 4.20 4.22 0.71

평균 3.05 2.26 1.36 평균 7.13 5.31 1.35

표준편차 0.56 0.39 0.15 표준편차 0.76 0.59 0.15

N 20 20 20 N 100 100 100

원천리 주24, 107 예미리 주6
최대값 6.33 4.71 1.65 최대값 8.44 7.55 1.61

최소값 2.34 1.62 1.12 최소값 5.62 3.55 1.00

평균 3.25 2.41 1.36 평균 7.08 5.69 1.26

표준편차 0.80 0.62 0.11 표준편차 0.72 0.87 0.14

N 55 55 55 N 88 88 88

평거동 (신석기) 초당동 주Ⅰ-1 (강원 영동)

최대값 4.00 3.10 2.91 최대값 9.81 6.88 1.67

최소값 2.40 1.80 1.08 최소값 6.58 4.77 1.18

평균 3.15 2.31 1.76 평균 8.20 5.79 1.42

표준편차 0.39 0.36 0.42 표준편차 0.79 0.57 0.12

N 22 22 22 N 36 36 36

하중도 (청동기)

최대값 7.20 5.40 1.71

최소값 5.20 3.80 1.24

평균 6.45 4.64 1.40

표준편차 0.48 0.41 0.12

N 30 30 30

<표 19> 연구 대상 유적 출토 콩의 크기(단위 mm)

 
 첫째, 콩은 품종에 따라 크기의 변화가 다양하여 단순히 크기가 작다고 

해서 야생종이나 반야생종으로 분류하면 곤란하다(안승모 2008a: 78).33) 
둘째, 위에서 확인된 콩 종자들은 주거지나 수혈 유구의 내부에서 다른 종

33)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인 칠곡 유적에서도 야생 콩보다 작은 콩이 60여립 출토되었으나 
출토 맥락을 토대로 재배종으로 판단된 바 있다(안승모 2008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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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작물들과 함께 출토되어 콩만 야생종을 채집해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고림동 유적의 경우 다양한 작물들이 출토됨에도 불구하고 
야생종의 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오직 콩만 야생종을 이용했다고 생
각되지 않는다. 셋째, 원삼국시대는 재배종 콩이 출현한 지 이미 오랜 기
간이 지난 시기로, 단일 유적이 아닌 여러 유적에서 소립 종자가 출토되었
으므로 소립의 재배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중부지방 유적에서 출토된 야생종으로 보고된 소립의 콩이라도 재배종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각 유적에서 출토된 콩의 길이, 너비, 장폭비는 <표 
19>와 같다. 길이는 1.94mm부터 9.37mm까지, 너비는 1.62mm부터 
7.55mm까지 확인되어 상당히 다양한 크기의 콩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파
악된다. 유적마다 최대, 최소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고림동이나 
중도 유적과 같은 일부 유적 간에는 중복되는 범위가 거의 없어 재배 콩
의 크기가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종자의 크기를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계측치가 보고된 
모든 콩의 길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그림 29>처럼 쌍
봉 구조가 확인되어, 2개 이상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그림 29> 콩의 길이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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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유적별 콩의 길이 히스토그램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각 유적별 콩 크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30>과 같다. 고림동 유적의 경우 길이 4.3mm 이하
의 종자들만 확인되어 가장 소형의 종자들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
은 크기의 종자들은 원천리와 장현리 유적에서도 발견되지만, 두 유적에서
는 길이 4.3mm 이상의 종자들도 출토되고, 장현리 유적의 경우 2개의 군
집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고림동 유적의 것과 동일한 크기의 종자들을 
포함하여 2종류의 종자들이 이용된 양상이다. 고림동 유적의 경우 분석된 
종자의 수가 20립에 불과하지만, 모두 6개의 시료에서 출토된 종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종자만 출토되었으므로, 장현리나 원
천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형 종자들은 이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의 대형 종자들은 사정리 유적에서 출토된 종자
들과 길이 분포가 유사하며, 중도, 율문리, 성산리, 예미리 유적에서 출토
된 콩과도 길이 분포가 어느 정도 중복된다. 하지만 중도를 포함한 4개 
유적에서 출토된 콩은 길이가 6mm 이상인 종자가 75%인 반면에, 원천리
와 장현리 유적에서 출토된 종자들 가운데 6mm 이상은 10% 미만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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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도 등의 유적에서는 장현리, 원천리, 사
정리 유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7.2mm 이상의 종자들도 출토되므로, 
중도를 포함한 4개 유적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종자가 이용되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그림 31> 유적별 콩의 너비 히스토그램

 따라서 콩의 길이 분포는 3개의 군집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고림동 유적에서 출토된 콩과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의 소형 콩/ 장
현리, 원천리 유적의 대형 콩과 사정리 유적의 콩/ 율문리, 중도, 예미리, 
성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콩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너비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 너비 3.22mm와 4.7mm를 기준으로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하
는 것이 가능하다(그림 31). 계측자가 다르므로 계측 방법과 기준, 정확도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김민구 2008), 이 정도로 크기 차이
가 뚜렷한 것은 이 유적들에서 이용되던 콩의 크기가 서로 상당히 달랐음
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부지방에서 출토되는 콩은 <표 20>과 같이 
종자의 크기에 따라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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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립 종자들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평거동 유적에서 출토된 콩의 크기(이
경아 2011)와도 유사하며, 평균 길이 4.5mm 정도인 현생 야생 콩보다도
(이영호·박태식 2006) 작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배종으로 판단
할 수 있어 고대에 이르러서도 소립의 콩이 지속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파
악된다.34) 대립 종자들은 모두 영서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비교 자료로 사
용한 영동 지역의 초당동 유적에서(박태식 2005a) 동시기 유적 가운데 가
장 큰 종자가 출토되므로 강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형 종이 사용되었
을 수 있다. 심지어 고림동, 장현리, 사정리와 같은 경기지역의 유적들에
서 출토된 콩은 청동기시대 유적인 하중도 유적(이희경 2013a)에서 출토
된 것보다도 평균 길이와 너비가 작아, 원천리 유적과 같은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강원 지역에서는 대체로 청동기시대부터 상대적으로 큰 콩이 재
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크기 분류 해당 종자 

소립 고림동 출토 종자, 원천리와 장현리의 소형 종자 

중립 원천리와 장현리의 대형 종자, 사정리 출토 종자 

대립 중도, 율문리, 성산리, 예미리 출토 종자 

<표 20> 콩 종자의 크기 분류 

 한편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콩 종자들이 2개의 군집 분포
를 보이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크기의 두 가지 
콩이 재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림 33). 이 2개의 군집은 
각각 서로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거나, 동일 유구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출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2>는 두 유적의 각 유구에서 출토
된 콩의 길이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으로, 원천리 유적에서는 24호

34) 평거동 유적의 경우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크기가 비슷한 종자들이 출토되고 
있어 작은 크기의 품종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며(이경아 
2011), 중부지방 또한 이와 유사하게 소립의 콩이 대립의 콩과 함께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기까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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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7호 주거지에서 각각 다른 크기의 콩이 출토되었다. 장현리 유적의 
경우 29호 주거지 내에서 2개의 분포 범위를 보이는데, 19번 토기에서 출
토된 종자들이 길이 5mm 이상으로, 나머지 토기에서 출토된 33립의 종
자들이 대부분 길이 4mm 이하로35) 확인되어 출토 위치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34). 

<그림 32> 장현리·원천리 유적의 콩 길이 히스토그램 

<그림 33> 장현리 유적 
콩의 크기 비교 

 <그림 34> 장현리 유적 29호 주거지 
콩 크기 산포도

35) 길이가 7.14mm에 이르는 대형이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파손된 토기에서 출토되는 종
자들이라 유적 형성 및 폐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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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크기 차이와 함께 형태 차이 또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 장폭비를 비교하였다(그림 35). 장폭비가 작다면 상대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크다면 장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종자 간 품종 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종자의 장폭비 차이는 크지 않다. 예
미리 유적의 장폭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장폭비 분포 범위
는 다른 유적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콩의 경우 유적 간 종자의 크기 차이
는 크지만 형태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5> 콩의 장폭비 히스토그램

2) 콩 크기의 시간적 변화 

 국가 형성 과정에서 종자 개량이나 작부체계의 영향으로 크기의 감소 
또는 증가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콩이 출토된 유적들을 원
삼국시대와 한성기로 구분하여 시간적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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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경기지역의 유적과 강원 영서지역의 유적을 서로 구분하여 검토하
였는데, 이는 두 지역 간 환경 차이로 종자의 크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
다.

 먼저 출토 유구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지역의 유적들을 대상으
로 탄소연대측정치와 유구 및 유물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대상 유적 3개 
가운데 콩 크기가 측정된 장현리 유적과 사정리 유적의 유구들은 원삼국
시대에 점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현리 유적 6호, 29호, 사정리 유적 20
호 주거지에는 모두 ㄱ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단경호가 출토되고 다른 종류의 토기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
소연대측정치는 장현리 유적 29호 주거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1970±50 BP로 측정되었으나, 물질문화의 양상으로 보아 기원후 2세기 이
후에 점유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반면에 고림동 유적은 한성기로 판단된다. 위의 2개의 유적과 물질문화
의 양상이 다르고 A2호 주거지의 연대측정치 역시 3세기 이후로 확인되었
다(이희경·이형원 2016). 고림동 유적에서 콩 크기가 측정된 유구들은 노
시설을 확인할 수 없는 A7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모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물 또한 직구호, 고배, 흑색마연토기, 기대와 같은 백
제 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장현리, 사정리 유적과 고림동 유적에서 출토된 콩의 크기를 서
로 비교하면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간 차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유적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 시대적 양상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
지만, 만약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에서 모두 원삼국시대의 유적과 한성기 
유적 간 콩 크기의 차이가 확인된다면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콩의 길이와 너비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그 중 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 항의 <표 20>에서 나타나듯이, 원삼국시대로 판단되는 장
현리, 사정리 유적에서는 중립 종자만 출토되거나 소립 종자와 중립 종자
가 함께 출토되는 반면, 한성기 유적인 고림동 유적에서는 소립 종자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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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된다. 이 양상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콩의 크기가 소립 종자로 단일
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료의 양이 적어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
만, 각 유적에서 출토된 소량의 콩 크기를 참조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
도록 하겠다. 

 원삼국시대의 유적부터 살펴보면, 고림동 유적에서는 1기의 원삼국시대
의 주거지(B8호 주거지)에서 7립의 콩이 출토되었는데, 그 크기가 모두 
4mm 미만으로(이희경 2018b), 원삼국시대부터 소형 종자만 계속 이용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풍납토성의 원삼국시대 유구인 라19호 주거
지에서 출토된 콩 중에는 6mm 이상의 것이 적어도 1립이 존재하고,36) 
대성리 유적에서도 사진으로 보고된 1립의 길이가 5mm 이상이다.37) 따
라서 원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중립의 종자와 소립의 종자가 함께 이용되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림동 유적의 예외적인 양상은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성기 유적들을 살펴보면 풍납토성 101호 폐기장에서 출토된 콩이 길
이가 1.5mm, 너비가 1.1mm로 소립에 해당하며(이희경 2010). 장현리 유
적의 한성기 유구인 56호, 58호, 8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콩도 모두 소립
으로 확인되었다.38) 따라서 경기지역에서는 한성기에 이르러 작은 크기의 
소립 콩이 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풍납토성의 경우에 101호 유
구의 분석 결과 전체 302립의 종자 중 콩은 단 2립만이 확인되었는데(이
희경 2010), 이는 크기 감소와 함께 이용 수량 또한 줄어들었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콩의 길이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자 한다. 만약 영서지역에서도 경기지역과 마찬가지 양상이 확인된다면, 
콩 재배 방식의 변화를 좀 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6) 라 1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콩은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고된 사진과 스케일
을 토대로 종자 1립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37) 보고된 사진과 스케일을 토대로 종자 1립의 크기를 파악하였다. 
38) 한성기 유구로는 이 3기 주거지의 콩 크기가 계측되었는데, 수량이 적어서 별도로 다

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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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주거지 노시설
타날문 자비용기

/백제 토기
탄소 연대

(BP)
보고 
연대

출처

중도 B3-1 노지 X 1870±40 3세기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율문리
335-4

7호 ? X 1810±50 3세기 
江原文化財硏究

所 2008
예미리 6호 노지 X 1710±50 3~4세기 최몽모 외 2007

성산리 36호 노지 X 1730±50 3~4세기
江原文化財硏究

所 2012

원천리 24호 ㅣ자형 흑색마연토기 1685±20 3~4세기
예맥문화재연구

원 2013

<표 21> 강원 영서지역 콩 출토 유구의 연대측정치 및 물질문화 

 각 유적들의 시기를 살펴보면(표 21) 연대측정치로 보았을 때 중도와 
율문리 유적은 원삼국시대에, 나머지 세 유적은 원삼국시대 후반부터 한성
기까지 점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목효과로 인해 실제 연대보다 이르
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과 율문리 유적의 3호 주거지에서는 원삼국시대와 
한성기에 해당하는 1820±50 BP, 1690±50 BP의 연대가 모두 확인된 바 
있다는 점(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그리고 중도, 율문리, 성산리, 원천리 
유적에서 모두 ㅣ자형 외줄구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도와 율문리 유적
의 주거지 역시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영서
지역의 콩 출토 유구들은 모두 원삼국시대부터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적 간 비교를 통해 시간적인 변화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대신에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의 출토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므
로 이를 기준으로 콩 크기의 변이를 파악해볼 수 있다. 5개 유적 가운데 
원천리 유적은 백제 토기나 ㅣ자형 외줄구들을 비롯하여 백제 국가의 영
향을 받아 확산되었다고 파악되는 물질문화가 비교적 다량 발견되는 반면
에, 중도, 율문리, 성산리 유적에서는 ㅣ자형 외줄구들만 발견되고, 예미리 
유적의 경우에는 ㅣ자형 외줄구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콩의 크기를 비교해보면(1절 1항 그림 30, 31) 중도, 율문리, 성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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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미리 유적의 콩이 길이와 너비의 분포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고,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콩의 크기 분포와는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도 등 
4개 유적에서는 모두 길이 5mm 이상, 너비 4mm 이상의 콩이 주를 이루
지만, 원천리 유적에서는 길이와 너비 모두 4mm보다 작은 종자가 주를 
이룬다. 중도, 예미리, 율문리, 성산리와 원천리 유적 사이에 유사한 크기
의 콩들도 일부 발견되지만, 크기 분포 범위가 거의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적 간에 서로 다른 크기의 콩이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콩의 크기는 위에서 언급한 물질문화의 양상에 대응하여, 백제계 유
물이 풍부한 원천리 유적에서만 소립 종자가 출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지역의 고림동 유적에서 소립 종자만 출토되는 것
과 동일한 양상으로. 시대 또는 물질문화의 양상에서 백제 국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유적에서만 소립 종자가 출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의 영향으로 크기가 작은 콩들의 
재배 비율이 증가하거나 재배 범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39)

2. 팥 크기의 분포 양상과 시간적 변화  

 팥 또한 콩과 마찬가지로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 중부지방의 유적
에서 빈번하게 출토되는 작물이며, 다른 작물과 비교하여 크기 계측이 많
이 시행된 작물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 유적은 총 12개로, 경기지역에서는 
포천 사정리, 풍납토성, 하남 미사리, 용인 고림동, 구갈리 등 5개 유적이 
분석 대상이며, 강원 영서지역에서는 철원 와수리, 화천 원천리, 춘천 우
두동, 율문리, 정선 예미리, 홍천 하화계리, 성산리 등 7개 유적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사정리, 풍납토성, 미사리, 우두동, 와수리 유
적은 원삼국시대로, 고림동, 구갈리, 원천리, 예미리 유적은 한성기로 파악

39) 원천리 유적에서는 고림동 유적과 다르게 4mm 이상의 종자도 출토되어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인 장현리, 사정리 유적과도 크기 분포가 겹치지만, 동일 지역 내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크기 감소 경향이 나타
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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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율문리와 성산리 역시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유적의 자료 가운데는 여러 기의 유구에서 출토된 것들이 묶여 있

는 경우도 있는데, 콩과 마찬가지로 해당 유적 내에서 동시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팥 크기의 분포 양상

 우선적으로 각 유적들을 원삼국시대와 한성기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
여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이 자료들과 함께 추가로 고려시대의 
유적인 영월 정양산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시대적 특징을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팥의 크기 분석이 이루어진 대상 유적은 <표 22>와 
같다. 

시대 지역 유적 

원삼국-백제 한성기 

경기 사정리, 풍납토성, 미사리, 고림동, 구갈리 

강원 영서
원천리, 와수리, 우두동, 율문리, 

하화계리, 성산리, 예미리 

고려 강원 영서 정양산성 (비교 자료)

<표 22> 팥의 크기 분석 대상 유적 

 크기의 계측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행되어 사정리, 우두동, 고림동, 
원천리 유적의 자료는 필자(이희경 2013b, 2014, 2015, 2018)에 의해, 풍
납토성과 율문리, 성산리 유적의 자료는 김민구(2012b, 2012c, 2013)에 
의해, 구갈리 유적의 자료는 이경아(2003)에 의해, 미사리, 와수리, 예미
리, 하화계리 유적의 자료는 박태식(2002, 2005b, 2006, 2007)에 의해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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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폭 장폭비 길이 폭 장폭비

사정리 주 20 원천리 주 21

최대값 6.10 4.10 1.79 최대값 5.33 3.22 1.95

최소값 4.10 2.66 1.24 최소값 3.30 2.05 1.38

평균 5.33 3.46 1.55 평균 4.18 2.69 1.56

표준편차 0.45 0.35 0.11 표준편차 0.47 0.26 0.12

N 50 50 50 N 50 50 50

풍납토성 주 라-19(원삼국) 우두동 3 주 7

최대값 6.23 3.97 2.01 최대값 6.29 4.12 1.75

최소값 3.02 2.24 0.93 최소값 4.40 2.84 1.32

평균 4.77 3.24 1.48 평균 5.31 3.48 1.53

표준편차 0.66 0.34 0.16 표준편차 0.47 0.29 0.13

N 210 210 210 N 50 50 50

미사리 야외 노지 율문리 335-4번지 주 7

최대값 6.04 4.52 2.03 최대값 6.49 4.54 1.98

최소값 4.11 2.90 1.25 최소값 3.88 2.44 1.15

평균 5.21 3.44 1.52 평균 5.04 3.32 1.53

표준편차 0.46 0.35 0.16 표준편차 0.59 0.39 0.17

N 30 30 30 N 132 132 132

고림동 주 A2, B 7,9 하화계리 주 6

최대값 5.20 3.88 1.77 최대값 5.46 3.57 1.59

최소값 3.58 2.61 1.10 최소값 3.43 2.45 1.05

평균 4.39 3.18 1.39 평균 4.33 3.06 1.42

표준편차 0.45 0.38 0.14 표준편차 0.63 0.38 0.12

N 20 20 20 N 19 19 19

구갈리 주 7 성산리 주 26

최대값 6.80 3.70 2.12 최대값 5.18 3.46 1.80

최소값 3.00 2.40 1.07 최소값 3.15 2.32 1.12

평균 4.61 3.02 1.53 평균 4.11 2.85 1.45

표준편차 0.81 0.30 0.23 표준편차 0.41 0.22 0.16

N 108 108 108 N 99 99 99

와수리 주 26 예미리 주 6, 10

최대값 5.95 4.25 1.84 최대값 5.91 4.29 1.74

최소값 3.27 2.56 1.17 최소값 3.78 3.01 1.07

평균 4.94 3.36 1.48 평균 4.87 3.60 1.36

표준편차 0.47 0.35 0.13 표준편차 0.43 0.27 0.13

N 132 132 132 N 206 206 206

정양산성(고려시대)

최대값 7.89 5.14 1.75

최소값 3.29 2.17 1.18

평균 5.45 3.69 1.48

표준편차 0.99 0.64 0.13

N 50 50 50

<표 23> 연구 대상 유적 출토 팥의 크기(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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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유적에서 출토된 길이와 너비, 장폭비는 <표 23>과 같다. 길이는 
3.00mm부터 6.8mm까지 확인되고, 너비는 2mm부터 4.5mm까지 확인되
어, 이 시기 팥 종자의 크기가 상당히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생 야
생 팥의 길이와 너비가 1.6~5.1mm, 1.2~2.9mm(이경아 외 2012)라는 것
을 고려하면, 야생종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야생
종과는 다르게 길이 3mm, 너비 2mm 이하의 종자들은 출토되지 않고 크
기 분포 범위가 더 좁으며, 콩과 유사한 출토 맥락 및 양상으로 보아 재배
종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의 유적인 정양산성(이희경·이준정 2014)의 
계측치와 비교하면, 길이 7mm 이상, 너비 5mm 이상의 것이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최소값은 유사하여 원삼국-한성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소형 종자들이 고려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팥의 경우 콩처럼 유적 간 크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모든 유적에서 중복되는 범위가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종자들
이 출토되는 원천리, 성산리 유적의 길이 분포가 가장 긴 종자들이 출토되
는 우두동, 사정리 유적의 길이 분포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이는 너비에
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유적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낟알 전체의 
길이, 너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단봉구조가 확인되므로, 
여러 개의 군집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장폭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유적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며 전체 장폭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낸 결과에서도 단봉 구조를 보인다(그림 36). 

<그림 36> 팥의 길이, 너비, 장폭비의 히스토그램 

 이와 같이 팥의 크기나 형태는 유적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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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여,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비교적 큰 종자들 중심으로 출토되는 우두동 유적에서는 
원천리나 성산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길이 4.4mm 이하, 너비 2.8mm 이
하의 종자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유적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콩처럼 유적들을 여러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경기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을 나누어 검
토하였으며, 또한 크기의 분포 양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유적의 
종자 크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비교하였다. 

 

<그림 37> 경기지역 유적별 팥 길이 히스토그램 

 경기지역부터 살펴보면(그림 37, 38) 유적별로 길이와 너비의 분포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모든 유적에서 길이 4~6mm, 너비 2.9~4mm의 종자
가 확인된다. 하지만 길이의 경우 미사리와 사정리 유적에서는 4mm 이상
의 종자만 확인되는 반면에, 고림동, 구갈리, 풍납토성 유적에서는 그 보
다 작은 종자들도 출토되어, 유적별로 종자의 최소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너비의 경우에도 4mm 이상의 종자들은 미사리와 사정리 유
적에서만 발견되고 2.9mm 이하의 종자들은 고림동, 구갈리, 풍납토성에
서 주로 출토되어, 길이와 유사한 차이를 보인다. 즉 최소 길이, 최대 너
비, 최소 너비를 기준으로 할 때 미사리·사정리와 고림동·풍납토성·구갈리



- 121 -

의 2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8> 경기지역 유적별 팥 너비 히스토그램 

 영서지역을 살펴보면, 경기지역과 유사하게 길이와 너비의 분포 범위 
모두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도 유적 간 다소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난
다. 길이의 경우(그림 39) 3.9mm를 기준으로 우두동, 율문리, 예미리, 와
수리 유적에서는 그 이상의 종자들을 중심으로 출토되지만, 하화계리, 원
천리, 성산리 유적에서는 3.9mm 이하의 종자들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출
토된다. 구체적으로 원천리 유적에서는 26%, 하화계리 유적에서는 37%, 
성산리 유적에서는 31%로 3.9mm 이하의 종자들이 출토되는데, 나머지 
유적들에서는 0~1.5% 정도에 불과하므로 차이가 크다. 또한 전자의 유적
들에서는 5.5mm 이상의 종자도 확인되는 반면에, 후자의 유적들에서는 
5.5mm 이하의 종자들만 확인되어 최대 길이 역시 차이를 보인다. 

 너비(그림 40)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예미리, 우두동, 율문리, 와수리 
유적에서는 3.6mm 이상의 종자들이 높은 비율로 확인되지만, 하화계리, 
성산리, 원천리 유적에서는 그 보다 작은 종자들만 확인된다. 또한 예미
리, 우두동, 율문리, 와수리 유적에서는 너비 3mm 이상의 종자가 주를 
이루지만 성산리와 원천리 유적에서는 3mm 이하의 종자 비율이 더 높아 
역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예미리, 우두동, 율문리 335-3번지, 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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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나머지 유적들보다 너비가 큰 종자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림 39> 강원 영서지역 유적별 팥 길이 히스토그램 

<그림 40> 강원 영서지역 유적별 팥 너비 히스토그램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적들을 2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
째 유적들은 길이 5.5mm 이상 너비 3.6mm 이상의 종자들이 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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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우두동, 율문리 335-4번지, 예미리, 와수리 유적이며, 두 번째 유적
들은 길이 5.5mm 이하, 너비 3.6mm 이하의 종자들만 확인되는 하화계
리, 성산리, 원천리 유적이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과 강원 영서지역의 팥을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각각 2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는데, 크기 분포가 상당히 중복되고 일부 
유적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유적 간 
이용된 작물의 크기 차이를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동일 유적 내에서
도 유구에 따라 이용 종자의 크기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분석 자료가 유
적 내에서 특히 크거나 작은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크기 분포 폭이 
큰 구갈리와 풍납토성의 경우 100립 이상의 종자들을 대상으로 크기가 계
측되었기 때문에, 분석 수량이 크기 분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유사하게 100립 이상의 종자가 분석된 와수리 유적
의 경우에는 크기 분포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기 분포 양상의 차이는 
종자의 수량보다는 유적 간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시기에 따른 차이인지, 백제 국가형성
기의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형태 또한 크기처럼 유적 간 구분이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각 유적별 장폭비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자세히 비교하였다(그림 41). 
장폭비는 0.9부터 2.1까지 나타나면서 모든 유적의 분포 범위가 상당히 
중복되는 양상으로, 각 유적에서 장타원형의 종자부터 길이가 짧고 굵어 
원형에 가까운 개체까지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두동에서 예미리 유적에 이르기까지 영서지역의 남부로 내려갈수록 장
폭비가 작은 종자들이 출토되는 것처럼 보여 이를 확인하고자 각 유적의 
장폭비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화천 원천리(1.56) - 춘천 율문리
(1.53), 우두동(1.53) - 홍천 성산리(1.45), 하화계리(1.42) - 정선 예미리
(1.36) 순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평균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지역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어 포천 사
정리(1.55) - 하남 미사리(1.52) - 풍납토성(1.48) - 용인 고림동(1.39)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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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순으로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한 풍납토성과 구갈리 유적에서 장폭비 범위가 넓게 나타나, 중간 지
점의 특성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와 연관된 기
후적 조건이 팥의 형태에 영향을 주었거나, 지역별로 다른 품종을 이용했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41> 유적별 팥의 장폭비 히스토그램 

2) 팥 크기의 시간적 변화 

 재배 기술의 변화에 따라 팥의 크기 분포 양상에 있어서 시간적 변화
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유구에서 출토된 팥의 크
기를 비교하여 크기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적으로 출토 유구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탄소연대측정치와 유구 
및 유물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경기지역에서는 7개의 유구에서 팥의 계측
치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사정리 20호 주거지와 고림동 A2호, B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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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호 주거지는 콩의 분석 또한 이루어진 유구로, 사정리 20호 주거지는 
원삼국시대로 고림동 유적의 주거지들은 한성기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풍납토성 라-19호 주거지, 미사리 야외 노지, 구갈리 7호 주거
지 가운데 연대측정치가 확인된 것은 2개 유구로 풍납토성 라–19호 주거
지는 1890±40 BP, 미사리 야외 노지는 1780±50 BP로 확인되었다. 유구 
및 유물 양상을 살펴보면 풍납토성 라-19호 주거지에는 ㄱ자형에서 ㅣ자
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외줄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질무문
토기와 타날문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주목할만한 유물로 낙랑계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낙랑계 토기의 경우 3세기 중반 이후로 출토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어(김준규 2017: 42) 이 주거지는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로 판단된
다. 미사리 유적의 야외 노지도 함께 발견된 주거지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 
역시 원삼국시대로 판단되는데, 이 주거지는 내부에 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경질무문토기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갈리 유적의 7호 주거지는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로, 타날문 자비용기만 확인되어 한성기
의 주거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풍납토성과 사정리 유적의 주거지, 그리고 미
사리 유적의 야외 노지이며, 고림동과 구갈리 유적의 주거지는 백제 한성
기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종자의 크기에 따라 경기지역의 유적들을 구갈리·풍납토성·고림동 
유적과 사정리·미사리 유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크기 분포의 차이는 
시대적 차이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즉 원삼국시대의 유적인 사정리와 미
사리 유적의 크기 분포 양상이 유사하고, 한성기 유적인 구갈리와 고림동 
유적의 분포 양상이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원삼국시대 유적들과 한성기 
유적들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되어, 평균 길이와 너비를 비교하면 원삼국시
대 유적들의 수치가 모두 한성기 유적보다 크다. 특히 미사리와 사정리 유
적의 경우 평균 길이가 5mm 이상으로 한성기 유적들과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모든 원삼국시대 유적들과 한성기 유적들 사이에 크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서, 풍납토성 라–19호 원삼국시대 주거지
의 경우 한성기 유적인 구갈리와 크기 분포의 양상이 더 유사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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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이 출토된 경기지역 유적들 사이에 시대에 따른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분석 수량, 각 시대 내의 시간적 차이,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적 유구　 탄소연대
(BP) 출처

우두동 3 7호 1840±50 江原文化財硏究所 2015

예미리
6호 1710±5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
10호 1690±50

성산리 26호 1800±40 江原文化財硏究所 2012
원천리 21호 1726±19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하화계리 6호 1600±40 江原文化財硏究所 2005

<표 24> 강원 영서지역 팥 출토 주거지 탄소연대

 강원 영서지역을 살펴보면, 7개 유적의 8기 주거지에서 팥의 크기 분
석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예미리 6호와 율문리 335-4번지 7호 주거지
의 경우 콩의 분석 또한 시행되어, 예미리 유적은 한성기까지 점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율문리 유적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머지 유적들 가운데 연대측정이 이루어진 유구
는 6기로 우두동 3유적 7호 주거지만이 2세기 중반으로 측정되었고 이외
의 주거지는 3세기 이후, 특히 성산리 유적 26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3
세기 중반 이후로 측정되었다(표 24). 

 콩 출토 유구와 중복되지 않는 유구들을 대상으로 유구 및 유물의 양
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시설의 경우 원천리 유적의 21호 주거지에
서만 ㅣ자형 외줄구들이 확인되며, 나머지 유구들은 확인이 어려운 하화계
리 6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모두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유물의 경우에는 
원천리와 하화계리 유적에서 백제계 유물이 발견되어 한성기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천리 21호 주거지에서는 흑색마연토기가 하화계리 6호 주거지
에서는 백제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기와가 출토되었다. 반면에 
우두동, 와수리, 성산리 유적의 분석 대상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출토되며 백제계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우두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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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수리 유적은 원삼국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두 유적 모두 낙랑계 유물
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산리 유적의 26호 주거지는 원삼국시
대나 한성기로 규정할만한 특징적인 유물이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유적 내
에서 ㅣ자형 외줄구들 주거지가 발견되어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즉 팥이 출토된 주거지들 가운데 와수리와 우두동 유적의 주거지는 원
삼국시대로 파악되고, 원천리와 하화계리 유적의 주거지들은 한성기이면서 
백제계 유물들까지 출토되고 있다. 하지만 율문리와 성산리 유적은 한성기
까지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예미리 
유적의 경우에는 연대측정치상 한성기까지 점유되었을 수 있지만 ㅣ자형 
외줄구들을 비롯하여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분석 부분에서 영서지역의 유적들을 팥의 크기 차이에 따라 길이 
5mm 이상, 너비 3.5mm 이상의 종자들이 확인되는 예미리, 우두동, 율문
리, 와수리 유적과 그 이하의 종자들만 출토되는 하화계리, 성산리, 원천
리 유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유적들의 시기와 비교하면, 소립 종자가 출
토되는 유적들은 모두 한성기에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
진다. 하지만 대립 종자가 출토되는 유적들의 경우 와수리와 우두동 유적
은 원삼국시대로 예미리 유적은 한성기로 파악되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시간적 차이라 보기 어렵다. 

 대신에 ㅣ자형 외줄구들이나 백제 토기와 같이 백제 국가 형성의 영향
을 받아 영서지역에 등장하였다고 판단되는 물질문화의 출토 양상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대립 종자가 확인되는 유적들은 원삼국시대에 해당하거나 
한성기에도 대체로 재지의 전통이 유지되는 유적들이며, 소립 종자가 출토
되는 유적들은 성산리를 제외하면 백제계 유물들이 비교적 다량 발견되는 
유적들이다. 성산리 유적은 율문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ㅣ자형 외줄구들 이
외에는 백제의 영향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립 종자가 출토되
는데, 백제 국가와의 관계나 영향과는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재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므로, 성산리와 율문리 간 차이는 동시기 취락 간 
재배 방식의 선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시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풍



- 128 -

납토성을 제외하면 한성기 유적에서 원삼국시대 유적보다 작은 크기의 종
자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강원 지역 또한 백제계 유물들이 
출토되는 유적들에서 주로 작은 크기의 종자들이 확인된다. 따라서 한성기
에 이르러 백제의 지배 영역에 속하거나, 백제 국가 형성의 영향을 받아 
물질문화가 변화한 유적들에서 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
단된다. 

3. 작부체계로 본 재배 기술 

 원삼국시대와 백제 한성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콩과 팥의 크기를 비교
해본 결과, 두 작물 모두 한성기 유적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종자가 출토되
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의 작물 재배 기술 두 가지, 즉 작물 종자의 개량과 작부
체계인 맥후작 및 혼작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적어도 콩과 팥의 경우에는 한성기에 이르러 작물 종자의 개량이
나 신품종의 도입과 같은 재배 기술의 발달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개량 종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면 갑작스러운 크기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분석 결과 나타난 콩과 팥의 크기 감소는 이와는 정반
대의 양상이다. 심지어 새로운 종류의 종자가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철제 
농기구의 발달과 이용 확대에 따라 토양에 영양 성분과 물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등 더 좋은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종자의 크
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Kim et al. 2013), 한성기 유적에서 발
견되는 종자의 크기 변화는 이와 같은 농업 환경의 개선 결과와도 대응하
지 않는다. 특히 콩의 경우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보다 작고 신석
기시대 유적인 평거동에서 출토된 것과도 유사한 종자들이 출토되어 선사
시대보다도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두류의 재배 환경을 악화시킬 만한 요소가 있
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두 번째로 살펴볼 작부체계 
가운데 맥후작의 시행이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이 아닌 한랭화나 가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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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환경적 조건의 악화도 두류 종자의 크기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맥후작의 시행과 환경 악화 두 가지 원인을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요인이 두류 종자의 크기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맥후작이 두류 크기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연구 방법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맥류의 출토 여부와 두류 크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만약 맥류가 출토되는 유적에서만 두류의 크기가 더 작게 나
타난다면, 맥류와 연관된 생산 방식으로 인해 두류의 생산성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콩과 맥류의 재배 여부 사이의 관련성부터 살펴보면 콩이 출토된 유적 
가운데 장현리와 고림동 유적에서는 보리와 밀이 확인되었고, 원천리 유적
과 중도, 율문리 유적에서는 보리만 출토되었으며, 나머지 유적의 경우에 
맥류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표 25). 맥류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들의 경
우 작물유존체가 출토된 유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맥류가 확인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유적들이 
위치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맥류가 출토되지 않거
나 비중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나므로, 이 세 유적에서는 맥류의 이용이 없
었거나 적었다고 판단된다. 

콩 출토 유적 맥류 콩 길이 평균 콩 너비 평균

장현리, 고림동, 
원천리, 중도, 율문리 

有 5.3mm 3.6mm

사정리, 예미리, 성산리 無 6.9mm 5.3mm

<표 25> 맥류 출토 여부와 콩 출토 양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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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맥류 출토 여부에 따른 콩의 크기 비교

 맥류가 출토된 유적과 출토되지 않은 유적 간 콩의 평균 크기를 비교
해보면 전자의 경우 5.3mm, 3.6mm, 후자의 경우 6.9mm, 5.3mm로(표 
25), 맥후작 시 예상되는 것처럼 맥류가 출토되는 유적들에서 평균 크기가 
더 작으며, 독립표본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길
이: t=13.727, p=0.000, 너비: t=18.409, p=0.000).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맥류의 출토 여부에 따라 콩의 길이와 너비를 산포도로 나타
내면 <그림 42>와 같아, 길이 7.5mm, 너비 5mm 이상의 대립 종자들은 
대체로 맥류가 출토되지 않는 유적에서, 길이 6mm, 너비 4mm 이하의 
소립 종자들은 주로 맥류가 출토되는 유적들에서만 확인된다. 즉 맥류가 
재배되는 경우에만 소립 종자들이 확인되고 있어, 맥류 재배가 콩 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맥류 출토 유적 가운데 
비교적 콩의 평균 크기가 큰 중도와 율문리 유적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맥류 출토 여부에 따른 콩의 크기 차이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그림 
43), 장현리, 고림동, 원천리 등의 유적에서는 맥후작을 시행한 결과로 소
립의 콩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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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맥류 출토 여부에 따른 콩의 크기 비교
(율문리, 중도 제외)

 중도와 율문리 유적의 경우 맥작이 시행되지만 대립 콩이 출토되는 것
은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맥류는 소량만이 발견되어, 맥류의 이용도가 낮
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맥류를 재배하더라도 맥전이 아닌 별도의 
경작지에 1년 1작으로 재배하고 윤작이나 간작 체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콩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중도나 율문리 유적에서는 맥류의 비중
이 낮아 맥후작이나 간작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 대형의 콩을 
생산하였을 수 있다. 

 중도와 율문리 유적을 제외하고도 길이 5~6mm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
이 존재하는데, 이는 장현리와 원천리, 그리고 사정리 유적에서 출토된 중
립의 종자들이다.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의 경우 이 장의 1절에서 살펴보
았듯이 동시기에 두 종류의 콩이 생산되었다고 판단되어 두 가지 방식의 
두류 재배가 시행되었을 수 있다. 이 두 유적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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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콩과 동일한 크기의 콩이 맥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기 최북단의 
사정리 유적에서 출토되므로,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중립 종
자들은 단작 재배의 결과로 판단된다. 문제는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종자들이 동일하게 단작 재배가 시행된 춘천, 홍천, 정선의 유적
들에서 출토되는 종자와 비교하여 작다는 점인데, 각 유적의 지리적 위치
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두 유적과 사정리 유적
의 경우 중부지역 최북단이나 경기지역에 위치하는 반면에 나머지 유적들
은 영서지역에서 화천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40) 
즉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에서는 맥후작과 함께 단작도 병행하였는데, 지역
적 조건으로 생산성이 낮아 영서지역의 유적들보다 소형인 길이 5~6mm
의 콩이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팥이 출토된 유적들을 살펴보면, 고림동과 구갈리 유적에서 
보리와 밀이 확인되었고, 원천리와 하화계리, 율문리 유적에서는 보리만 
출토되었다. 나머지 유적에서는 맥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모두 중
도식 문화의 재지 전통이 유지되는 유적들로 맥류의 이용량이 적거나 없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팥 출토 유적 맥류 길이 평균 너비 평균

고림동, 구갈리, 원천리, 
하화계리, 율문리

有 4.69mm 3.10mm

성산리, 풍납토성, 예미리, 
와수리, 미사리, 우두동, 사정리  

無 4.83mm 3.34mm

<표 26> 팥 출토 유적의 맥류 출토 여부

40) 북부지방이나 산간지방에서는 늦은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품종이 재배되는 
반면에, 평야지대에서는 봄에 파종하여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수확하는 품종이 재배되어 
비교적 대립종이 생산된다(조재영 1995). 이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재배 시점이 다르고 
그 결과 생산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대에도 지리적 위치의 차이
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통계청의 작물생산조사에 의하면 영서
지역에서 경기지역보다 단위면적당 두류의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https://kosis.kr), 원삼국-백제 한성기에도 영서지역에서 두류의 생산성이 더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https://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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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과 마찬가지로 맥류의 출토 여부에 따라 팥의 크기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26, 그림 44>와 같다. 평균 길이와 너비가 유사하며 산포도에
서도 콩처럼 크기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산리와 율
문리 유적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맥류 출토 유적들의 평균 길이와 너비는 
전체 평균(전체 평균 길이 4.78mm, 너비 3.26mm)보다 작고, 맥류가 출
토되지 않은 유적들의 각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t검정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길
이: t=-13.786, p=0.000, 너비: t=-16.179, p=0.000). 이는 산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율문리와 성산리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맥류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형 종자들이 다수 출토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그림 45). 콩처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콩과 비교하여 뒷그루 작물로 적응성이 높고 간작에도 유리한 팥의 특성
(趙載英 1995) 때문일 수 있다.

<그림 44> 맥류 출토 여부에 따른 팥의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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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맥류 출토 여부에 따른 팥의 크기 비교
(율문리, 성산리 제외)

 율문리와 성산리 유적의 경우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율문리 유적
에서는 맥류가 출토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형 종자가 출토되고 성
산리 유적의 경우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율문리 유적에서 상대적으로 대
형의 팥이 출토되는 것은 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맥류의 재배 비중이 
낮고 맥후작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성산리 유적의 경
우 소형 종자가 출토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리적 위치나 작물 
품종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거나 시기적 차이, 생산 방식의 차이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으로 콩과 팥의 크기를 맥류 출토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두 작
물 모두 대체로 맥류가 출토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대형 종자가 출
토되고, 맥류가 출토되는 경우에 소형 종자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종자 개체별 크기 계측치를 확인할 수 없어 본고에서 다루지는 못하였
으나, 맥류가 발견되지 않은 우두동 유적 또한 콩의 길이 6mm 내외, 팥
의 길이 5mm 내외로 파악되었으므로(안현중 2017: 215-216), 즉 비교적 
대형의 두류가 출토되므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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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처럼 맥후작의 영향을 받아 콩과 팥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고 파
악된다. 맥류를 윤작하면서 지력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두류를 재
배한 결과 두류의 생육 시기가 부족해져 소립의 두류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림동이나 원천리 유적에서 콩과 팥의 크기 감소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맥류 재배 이후에 동일 경작지에서 함께 재배되었
을 가능성도 크다. 혼작(混作)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같은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맥류 재배 후에 두 종류의 작물을 함께 재배함으로써 
콩과 팥 모두 크기가 감소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콩은 지력 회복에 더 
유용한 작물이지만 맥후작 시에는 팥을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
로, 혼작을 시행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더 높이고자 하였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게다가 콩과 팥을 혼작하면 새삼과 같은 기생식물
도 방제할 수 있다.41) 

 이와 같이 두류의 크기 감소는 맥후작과 혼작의 시행 결과에 의한 것
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후 악화에 따라 
두류의 크기가 변화했을 가능성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
상 시기에 기후 변화가 존재했는지 살펴보았는데, 기원후 2세기 또는 3세
기 무렵에 한랭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2) 하지만 소립 
종자가 주로 나타나는 것은 기원후 4세기 이후로 한랭화의 시점과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면 모든 취락에서 유사한 시점
에 동일한 방향으로 크기 변화가 나타나겠지만, 분석 결과 동일 시기라도 

41) 『농가월령(農家月令)』의 잡령(雜令)에서는 “새삼은 생물체로 그 피해가 더욱 심한데, 
콩에 기생하기를 즐기며 팥밭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근심이 있으면 콩 한 고
랑, 팥 한 고랑씩 서로 사이를 띄어 교호로 파종함이 가하다”라는 기록도 있다(김영진·
이은웅: 127-128).

42) 김연옥(1998: 137)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분석하여 기원후 2~3세기에 봄이나 여름철의 
눈과 서리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는 다수의 기록을 확인하여 한랭해졌던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중국 왕조의 공식 기록과 문학 작품에 서술된 자연 환경을 검토한 결과에서
도(Pearson〔김준민 역〕 1987: 236)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는 따뜻한 기
후가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한랭하고 온난한 기후가 반복되다가 기원후 2세기 경부터 
한랭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 취락에서 발견되는 외줄구들의 
출현을 기원후 2~3세기의 한랭화와 연관시키는 견해도 있다(송만영 2015; 오세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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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마다 크기의 변화 양상이 달라 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 변
화의 영향이라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고림동과 원천리 유적의 콩은 신석
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소립이지만, 동일하게 한성기에 점유
되었을 수 있는 성산리와 예미리 유적의 콩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
된 콩보다 크다. 즉 동시기라도 유적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기후 변화로 재배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성기에 점
유되었지만 가장 대형의 종자가 출토되는 성산리와 예미리 유적의 사례만 
보았을 때, 콩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팥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원천리, 하화계리, 성
산리 유적에서는 작은 크기의 팥이 출토되지만, 유사한 시점의 예미리 유
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이른 시기의 유적인 와수리, 우두동과 유사한 크기의 
팥이 출토된다. 즉 콩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일관적인 변화가 나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소형 두류의 이용은 기후 환경의 악화와 관련될 가능성
이 적다고 판단된다. 

 즉 콩과 팥의 크기 변이는 일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후 변화
가 아닌 각 취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맥류 출토 상황과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맥후작이라는 재배 기술
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삼국-백제 한성기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작
물 종자의 개량 증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에 맥후작이 시행되었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맥후작은 장현리 유적의 사례로 보아 
원삼국시대부터 시행되었지만,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원천리와 같이 백제계 
유물이 풍부한 유적에서만 그 가능성이 확인되어 한성기에 이르러서야 시
작되었다고 추정된다. 게다가 시행 유적 또한 드문데 중도나 율문리 유적
처럼 맥류를 재배하더라도 그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맥후작의 가능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맥후작은 고림동, 원천리 유적과 같이 콩과 팥이 
크기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으로 보아 혼작43)과 병행되었을 수 있

43) 혼작의 가능성은 본고의 크기 분석을 통해서는 콩과 팥이 모두 발견되고 두 작물의 크
기 감소가 함께 확인되는 일부 유적들을 통해서만 추정해볼 수 있었으나, 윤작이 아닌 
단작으로 두 작물을 혼작하는 경우에는 크기 감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부지방 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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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소립과 중립 콩이 모두 출토되는 장현리와 원천리 유적의 사례로 보
아 단작과도 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삼국-백제 한성기에는 맥후작, 단작, 혼작 등 여러 가지 작부체계
가 함께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맥후작은 한성기에 이르
러서 영서지역의 유적들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어 백제 국가 형성의 
영향을 받아 작물 재배 기술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배 기술 내용 

종자 개량 확인되지 않음

작부 체계

1. 경기지역은 원삼국, 한성기 모두 윤작 체계 가능성  
  - 장현리, 고림동 유적
2. 영서지역은 한성기에 이르러 윤작 체계 가능성
  - 원천리, (하화계리)44) 유적 
3. 윤작·단작 병행 가능성 
  - 원삼국시대 장현리, 한성기 원천리   
4. 콩, 팥 혼작 가능성
  - 한성기 고림동, 원천리  

<원삼국-백제 한성기 작물 재배 기술>

 

러 취락에서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
44) 하화계리 유적의 경우 콩은 출토되지 않고 소립의 팥만 확인되어 원천리 유적과 비교

하면 맥후작의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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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철제 농기구를 통해 본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생산 기술 

 백제 국가 형성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농기구, 특히 
철제 농기구의 이용 양상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연구 목적에서 언급
했듯이 생산성 증대의 필요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농기구에 대한 필요성
이 커질 수 있고, 기존에 논의되던 것처럼 대규모의 제철 유적이 등장하여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이남규 2008; 최영민 2016) 이용 비중이 늘어
나고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계층화가 심화되면서 부
와 권력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엘리트의 독점에 따라 농기구의 소유할 
수 있는 취락이나 가구가 더 제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
서 이 장에서는 중부지방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는 세 종류의 농기구, 
즉 기경구인 삽날과 주조괭이, 그리고 수확구인 철겸을 대상으로 이용도와 
소유 양상을 분석하여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농기구 이용 양상을 구체적
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백제 국가 형성에 따라 농기구의 이용 양상이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할 것이다. 첫 번째로 이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취락의 범위를 파악하고 출토 유
적의 비율(연구 대상 취락 수/농기구 출토 취락 수* 100)과 각 취락 내 
농기구 출토 비율(농기구 출토 수량/전체 주거지 수*100)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부지방 전반적으로 농기구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된 취락에서 출토되면서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지, 그리고 각 
취락 내에서의 이용도가 높아졌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두 번째로는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주거지와 취락의 유구 및 유물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농기구를 소유할 수 있는 계층이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철제 농기구의 분포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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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간 U자형삽날, 주조괭이, 철겸이 출토된 유적들의 
위치와 출토 유적의 비율, 그리고 각 유적 내 출토 비율을 비교하여 시대
나 지역, 취락에 따라 철제 농기구의 분포와 이용량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
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삽날

 삽날은 총 21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7개가 원삼국시대의 유
적으로, 북한강 유역에 위치하면서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가평 대성리, 
양구 고대리, 화천 거례리, 춘천 우두동, 우두동 롯데인벤스 유적과 경기
지역에 위치하면서 노지가 설치되고 한성기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하남 
미사동과 광주 곤지암리 유적의 일부 주거지가 여기에 포함된다.45) 한성
기에 점유된 유적은 총 9개로, 화천 원천리, 횡성 읍하리, 파주 주월리, 
풍납토성, 용인 수지, 광주 장지동, 곤지암리, 오산 내삼미동,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 2 유적에서 삽날이 출토되었다. 

 나머지 홍천 성산리, 춘천 중도, 율문리, 평창 후평리, 천동리 등 강원 
영서지역의 5개 유적은 연대측정치로 보아 한성기까지 점유된 것으로 판
단되고 ㅣ자형 외줄구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데, 각 유적들이 장기간 점
유되었기 때문에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가 한성기의 주거지인지 분명히 파
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율문리 335-4번지 5호 주거지와 성
산리 7호 주거지의 경우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에서 삽날이 확
인되고, 나머지 유적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한
성기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세기 이후 영서지역 유적 가운데 오직 
삽날이 출토된 유적에서만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고, 아래에서 살펴보

45) 낙랑계토기가 출토되는 영서지역의 유적들은 2~3세기로 보고되었으며, 경기지역의 곤
지암리 유적은 기원후 2~4세기로 보고되었다(高麗文化財硏究院 2017). 미사동 유적에
서는 육각형 주거지가 발견되어 원삼국시대 후기, 3세기 이후로 파악된다(송만영 
2013). 이 유적들 간에는 삽날의 형태 또한 차이가 있어, 북한강 유역의 유적들에서는 
凹자형과 V자형이, 미사동과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U자형이 출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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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주조괭이 역시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ㅣ자형 외줄
구들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어,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영서지역의 유
적들의 경우에는 기경구가 모두ㅣ자형 외줄구들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삽날은 원삼국시대의 7개 유적, 한성기의 14개 유적에서 출토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 유적의 수가 늘어나는
데, 출토 유적의 비율도 18%에서 25%로 증가한다. 지리적 범위도 확대되
어 원삼국시대에는 주로 북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지만, 한성기에 이
르면 경기와 강원 영서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다. 다만 한성기에 이
르러서도 여전히 경기지역보다 영서지역에서 출토 유적의 비율이 더 높아 
18%와 41%로 차이를 보인다. 각 지역 내 출토되는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
면 경기지역의 경우 풍납토성을 비롯하여 파주, 용인, 광주, 오산, 화성 등
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북으로는 화천에서부터 남으로 
평창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출토되었다(그림 46). 

<그림 46> 삽날 출토 유적의 위치 

 각 취락 별로 삽날 출토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아,46) 
대부분 출토 비율이 10% 내외로 유적 내 이용량이 적으며 유적 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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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50기 이상의 주거지가 조사된 대성리, 우두동
(한강), 원천리 유적에서 3~4개가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적에
서 1개씩 확인될 뿐이다. 우두동 롯데인벤스, 율문리, 읍하리 유적의 경우
에 15% 이상으로 다른 유적들보다 높은 출토 비율로 확인되었지만, 이 세 
유적의 경우 전체 주거지의 수가 모두 10기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삽날의 
출토 비율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았을 때 삽날은 
각 취락에서 소량만이 이용될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농기구로 판단되며, 
특정 유적에 집중되거나 시대나 지역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성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47> 원삼국-백제 한성기 삽날 출토 비율(%)

2) 주조괭이

46) 삽날이 출토된 유적 가운데 전체 주거지의 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지표에서 삽날이 
출토된 유적들, 즉 풍납토성, 미사동, 주월리, 수지, 왕림리 노리재골 유적은 출토 비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42 -

 주조괭이는 총 35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원삼국시대의 유적
은 북한강 유역의 양평 양수리 상석정, 양수리 1,2, 가평 대성리, 춘천 근
화동, 우두동, 신매리 70-6번지와 경기지역의 남양주 장현리 유적까지 7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한성기의 유적이다. 삽날과 마찬가지로 시기 
구분이 불분명한 유적들이 존재하지만 3세기 이후 영서지역에서 출토된 
주조괭이의 경우 지표 출토품을 제외하고 모두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된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또한 주조괭이 출토 유적에서는 모두 타날문 심발형
토기가 발견되므로47) 한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8> 주조괭이 출토 유적의 위치와 각 유적의 출토 비율 

 주조괭이의 지리적 분포 범위를 보면 삽날과 마찬가지로 원삼국시대 
이른 시기에는 북한강 유역, 특히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다가 원삼
국 후반에 북한강 유역에서 벗어난 장현리 유적에서 출토되고, 한성기에 

47) 타날문심발형 토기는 원삼국시대부터 출토되어 한성기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토기는 
아니다. 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주요 자비용기로 사용되는 것과 다르게 영서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늦은 시기 유적에서만 출토되면서 ㅣ자형 외줄구들과 동일한 취락
에서 주로 발견되어, 백제 국가 형성에 따라 ㅣ자형 외줄구들과 함께 영서지역으로 확
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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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경기와 영서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면서 출토 유적의 비율도 
18%에서 51%로 급증한다. 한성기에 이르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
어 20개(52%)의 유적에서 발견되며, 영서지역에서는 8개(47%)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경기지역에서는 포천, 파주, 남양주, 하남, 용인, 오산, 화성 
등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고, 영서지역의 경우에도 북으로는 화천에서부터 
남으로는 정선까지 이르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출토되며 특별히 집중적으
로 출토되는 지역은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48). 

<그림 49> 원삼국-백제 한성기 주조괭이 출토 비율(%)

 각 취락을 대상으로 주조괭이의 출토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49>
와 같다.48) 모든 유적에서 20% 이하로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유적들과
는 다르게, 일부 한성기 유적에서는 30% 이상으로 출토되기 시작한다. 또
한 원삼국시대에는 출토되지 않다가 한성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양상이 

48) 주거지가 1기만 발견되거나 지표에서 주조괭이가 출토된 유적들, 즉 예미리, 와동리, 
중산동, 주월리 유적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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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리, 장지동, 미사리, 발안리 등 장기 점유 유적들에서 관찰되며, 장현
리 유적의 경우 원삼국시대에 10% 미만으로 확인되다가 한성기 주거군에
서는 30% 정도로 출토되어 증가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영서지역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원천리 유적에서 가장 높은 출토 비율을 보인다.49) 
유적에 따라 보존도의 차이가 있어, 출토 비율을 통해 각 유적에서 이용된 
철기의 수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와 같
은 여러 양상으로 보아 한성기 이후 주조괭이의 이용량이 증가했다고 판
단된다.

 지역적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경기와 영서지역에서 모두 20% 
이상 또는 30% 이상으로 출토되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영서
지역에서 유일하게 30% 이상으로 출토되는 지내리 유적의 경우 주거지 
수가 4기에 불과하므로 출토 비율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내
리를 제외하면 30% 이상으로 출토되는 유적은 모두 경기지역에서만 확인
되는데, 미사리, 장현리, 우면동 유적 등 30% 이상으로 출토되는 유적들
이 대체로 풍납토성 근처에서 발견되어 특징적이다. 특히 풍납토성과 지리
적으로 근접한 미사리 유적의 경우에는 60% 이상의 높은 출토 비율로 확
인되었다. 이로 보아 풍납토성 근처에서 특히 주조괭이의 이용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풍납토성과 근접한 수지 유적의 경우에도 위의 그
래프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50) 6기 중 4기의 주거지에서 완형 및 파손품
이 2~7점씩 출토되고 이외에 옹형 토기 내에서는 다른 철기들과 함께 9점
의 주조괭이가 매납되어, 출토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30%로 출토되는 유적들 또한 원천리 유적을 제외하면 풍납토성의 
40km 범위 내에 위치한다. 반면에 풍납토성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하
는 먹실, 내삼미동, 발안리, 항사리, 율문리, 성산리 유적 등에서는 15% 
이하의 출토 비율을 보여 주조괭이의 출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원천리 유적의 경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유적 가운데 출토 비율이 

49) 지내리 유적에서 가장 높은 출토 비율로 확인되나 주거지가 4기에 불과되므로 주조괭
이의 출토 비율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50) 수지 유적은 주거지 내부에서 다수의 철기가 출토되고 매납된 수량도 많아서, 유적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즉 철제 농기구의 관리나 수리를 담당하는 
유적일 수 있다고 추정되어, 다른 유적들과 함께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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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인데 영서지역 유적 가운데 직구단경호, 흑색마연토기와 같은 백제 
토기나 백제계 금동 이식 등 백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판단되
는51) 유물이 가장 풍부하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백제 유물이 
출토되는 원천리, 하화계리, 읍하리 유적의 경우 그렇지 않은 중도, 성산
리, 후평리와 비교하여 출토 비율이 높다. 즉 유적에 따라 보존도가 다를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백제의 
도성인 풍납토성과의 거리, 그리고 백제의 물질문화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 
백제 국가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주조괭이의 소유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철겸
 
 철겸은 삽날이나 주조괭이와 비교하면 출토 유적의 수가 많은 편이며, 

출토되는 지리적 범위 또한 시대와 상관없이 넓게 나타난다. 원삼국시대에
도 북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임진한탄강 유역, 남한강 유역, 한강 이남 지
역에서 출토되며,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의 임진한탄강 
유역에서 화성에 이르기까지, 영서지역의 화천에서 정선에 이르기까지 넓
은 지역에서 출토된다(그림 50). 따라서 삽날이나 주조괭이처럼 출토 범위
가 크게 확장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출토 유적의 비율이 38%
에서 60%로 정도로 증가하여 한성기에 이르러 이용도가 증가하였을 수 
있다. 경기지역보다는 영서지역에서 출토 유적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55%
와 71%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원삼국시대부터 나타나는 양상이다. 

51) 직구단경호나 흑색마연토기는 백제 토기로 파악되지만 원천리 유적의 경우 산지 분석 
결과 근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어 백제 국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추정되
며, 원천리 유적에서 출토되는 금동이식은 주환만 존재하는 형태로 한성기 백제 이식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심재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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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한성기 철겸 출토 유적의 위치

<그림 51> 경기지역 철겸 출토 비율(%)

 각 취락을 대상으로 철겸의 출토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1, 52>
와 같다. 대부분 유적에서 20% 미만으로 확인되며, 일부 유적에서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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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확인되는데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원삼국시
대 유적 가운데 20% 이상으로 출토되는 유적들은 모두 주거지가 6기 이
하라 철겸의 수량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수 있다. 반면에 한성기 유
적 가운데 20% 이상으로 발견되는 장현리, 항사리, 원천리 등에서는 상대
적으로 다수의 주거지가 발견되고 있어, 한성기에 이르러 일부 유적의 철
겸 출토 비율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그림 52> 영서지역 철겸 출토 비율(%)

 증가 양상은 원삼국시대부터 한성기까지 장기간 지속된 취락들 내 서
로 다른 시기의 유구 간 비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장지동 유적
을 제외한 5개 유적에서 모두 한성기 주거지에서 철겸의 출토 비율이 증
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특히 미사리와 발안리 유적의 경우 원삼국시대에 
출토되지 않던 철겸이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되고 있다(그림 53). 이는 영
서지역인 원천리 유적에서도 동일한데 노지 이용 단계에서는 철겸이 전혀 
출토되지 않다가 ㅣ자형 외줄구들이 설치되고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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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출토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 한
성기에 이르면 적어도 일부 유적에서는 철겸의 이용량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원삼국-백제 한성기 장기 점유 유적 
철겸 출토 비율 비교(%)

 주조괭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 비율이 높은 양상이 나타나
는지 검토하였는데,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주조괭이와 마찬가지로 우면동 유적에서 30% 이상으로 발견되고 
장현리, 장지동 등에서도 20% 이상으로 발견되어 중심지에서 근접한 일부 
유적에서 출토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백제의 주요 생산 취락으로 파악되
는52) 미사리 유적에서 낮은 출토 비율로 발견되고 육각형 주거지가 발견
되는 하자포리 유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주조괭이와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백제 도성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영서지역의 경우 
원천리 유적에서 20% 이상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ㅣ자
형 외줄구들이나 백제 토기가 발견되는 유적에서 특별히 출토 비율이 높
은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52) 미사리 유적에서는 1700평 이상의 대규모 경작지가 발견되고 풍납토성에 근접하여, 백
제 도성에 작물을 공급하는 생산 취락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최종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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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제 농기구의 소유 양상 변화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농기구 소유 양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한성기
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원삼국시대와 한성기 간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주거지 및 취락의 특징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1)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의 유적 가운데 기경구가 출토된 유적은 총 12개로, 삽날과 
주조괭이 모두 각각 7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철겸은 15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우두동과 대성리 유적에서는 세 종류의 농기구가 모두 확인
되었다. 

(1) 출토 유적의 성격

 삽날, 주조괭이, 철겸이 출토된 원삼국시대의 유적들을 대상으로 유구 
및 유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원삼국시대에 농기구를 소유
할 수 있는 취락의 위계나 성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기경구가 출토되는 유적들부터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고대리, 거례리, 우두동 롯데인벤스, 
우두동, 근화동, 신매리, 대성리, 양수리 상석정, 양수리 1, 2 유적은 한성
기 이전에 점유된 유적으로 대체로 2세기대를 중심 연대로 한다. 반면에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미사동, 장현리, 곤지암리 유적은 한성기까지 지속
적으로 점유된 유적이다. 이 유적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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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삽
날

주조
괭이

유적
주거지 

수
주거지 형태

최대 주거지 
면적(㎡)

철기 제작 철기(철도자, 철촉 제외) 희소 유물

영
서

有
無

고대리 24 呂, 凸, 방형 84 철재 주조철부, 교구, 철착 옥, 토제 발식
거례리 12 呂, 凸, 방형 132 無 철도, 교구, 철착 추정 청동 팔찌
우두동 

롯데인벤스
4 呂, 방형 119 無

환두소도, 송곳, 
따비형철기

철제 발식

有

우두동
(한강)

228 呂, 凸, 방형 110
철재, 송풍관, 

노바닥
환두소도, 철복, 철착, 

철정, 작살 등 
소형 삼족기, 골제 

장신구, 벽옥

無
근화동 14 凸, 방형 83 철재 소찰 관옥
신매리

70-6번지
14 凸, 방형 확인불가53) 無  잔형철기 -

경
기

有

有 대성리 54 呂, 凸, 방형 110
철소재, 철괴, 

철재 
소도, 철환, 철사, 철솥, 

낚시바늘 등
소형 삼족기, 관옥
청동팔찌, 수정박편  

無
미사동 22 呂, 凸 83 無 철착, 철송곳, 낚시바늘 방제경, 관옥

곤지암리 46 呂, 凸 106 無 단조철부, 철착
구슬, 

土師器系土器

無 有

양수리 
상석정

22 凸, 방형 74
철재, 

용범편? 
환두소도, 철제고리, 

낚시바늘 등
과대금구, 옥,
청동제 발식

양수리 1, 2 21 呂, 凸 98 송풍관 - 관옥
장현리 40 凸 확인불가54) 송풍관, 범심 철부 청동환, 구슬

<표 27> 원삼국시대 유적 기경구 출토 유적의 특징
(* 삽날 출토 주거지 음영 표시)

53) 전면이 보존되어 조사된 주거지가 없어, 주거지 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4) 가장 대형 주거지는 잔존 길이만 11m가 넘는 71호 주거지이나 일부 파괴되어 면적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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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날과 주조괭이가 모두 출토된 우두동과 대성리 유적부터 살펴보면,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유적 모두 북한강 
유역에 위치하는 원삼국시대의 이른 시기 유적으로 동시기 유적 가운데 
대규모에 속한다. 또한 철소재, 철재, 철괴 등 철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철기 생산 거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최영민 
2017: 80),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고 있기도 하다. 이 두 유적에서는 여러 
가지 희소한 유물들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공통으로 출토되는 소형 삼족기
와 옥류 이외에 대성리 유적에서는 수정박편과 청동팔찌가, 우두동 유적에
서는 마형토우가 발견되었다. 유적의 규모나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 두 유적은 동시기의 주요 거점 취락이었던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성격이 삽날과 주조괭이의 출토 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삽날만 출토되는 유적의 경우에는 옥이나 발식과 같은 장신구류나 청
동 제품 등이 발견되고 呂자형 주거지가 확인되며 면적 80㎡ 이상의 대형 
주거지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대성리나 우두동 유적과 유사한 면이 있다. 
특히 거례리, 우두동 롯데인벤스,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100㎡ 이상의 주거
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대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재를 제외하면 
철기 제작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유적들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강 유역
의 고대리, 거례리, 우두동 롯데인벤스 유적은 상류 지역에 일정 거리를 
두고 위치하며 여러 종류의 철기가 출토된다. 또한 이 세 유적과 대성리 
및 우두동 유적에서는 낙랑계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기원후 
2세기 정도까지 낙랑으로부터 철이나 철기를 공급받고 정련단야 기술과 
초보적인 제련 기술이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최영민 2016: 145)을 고
려하면 낙랑과의 관계가 삽날의 소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취락의 규
모는 고대리 유적에서 24기, 거례리 유적에서 12기, 우두동 롯데인벤스 
유적에서 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대성리 및 우두동과 비교하면 크지 않
다. 발굴 범위가 제한되어 실제 취락의 규모는 더 클 수 있지만 현재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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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이남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미사동과 곤지암리 유적 모두 20기 
이상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곤지암리 유적은 40기가 
넘는 주거지가 발견된 대형 취락으로, 철기 출토 사항이 미미한 임진 한탄
강 유역을 제외하고는 동시기에 존재하는 다른 유적들보다 많은 수의 주
거지가 확인되었다. 특수한 유물로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土師器系土器가 
출토되었으며, 삽날이 출토된 미사리(세종대) 주거지 부근의 미사리 취락
(한양대)에서도 방제경이 출토되어, 외부 지역과의 교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곤지암리 취락의 경우 주변에서 곤지암리 적석총이 확인되었고, 미사
리 유적의 경우에도 직선 거리 15km 범위 내에서 양평 문호리 적석총이 
발견되어 해당 지역 내 거점 취락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조괭이만 출토되는 유적들을 살펴보았다. 편의상 경기와 영
서로 구분하였지만 5개 가운데 4개 유적이 북한강 유역에 위치한다. 삽날
이 출토되는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주거지와 관옥, 청동제품 등이 발
견되나, 양수리 1, 2 유적을 제외하고는 呂자형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으
며, 양수리 상석정 유적을 제외하면 출토되는 철기의 종류도 많지 않아 차
이를 보인다. 철기 제작 증거가 신매리 70-6번지 유적을 제외한 나머지 4
개 유적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는 것도 삽날만 출토되는 유적들과 다른 
점인데, 장현리 유적에서는 범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장현리 유적은 40
기 정도의 주거지가 발견되는 대규모의 취락이며, 한성기까지 점유된 유적
으로 북한강 유역에 위치한 유적과 비교하면 시간적으로 늦으므로55) 이로 
인해 주조괭이를 직접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수 있다. 

 기경구가 출토되는 유적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대형 주거지,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는 공통점이 나타나, 일반적인 취락에서 보편적으로 기경구가 
이용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청동제품이나 구슬류 등은 화학적 분석
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서 산지나 입수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외
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엘리트의 위세품으로 추정되기도 

55) 북한강 유역의 유적들에서는 낙랑계토기의 출토 양상과 연대 측정치로 보아 주로 3세
기 이전을 중심 연대로 하나, 장현리 유적의 경우에는 3세기대를 중심 연대로 하며 주
조괭이가 출토된 주거지의 연대측정치 또한 1740±50 BP(중앙문화재연구원 2010)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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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허진아 2018) 이를 통해 출토 유적들의 위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삽날이 출토되는 유적들은 7개 중 5개 유적에서 면적 100㎡ 이상의 
주거지가 발견되고 모두 呂자형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특징들로 보
아 해당 시기의 거점 취락 또는 상위 취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呂자형 
주거지에 대해서는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고(오세연 1995) 마연조정토기 
및 한식계토기와 연관 관계가 나타나 지배 계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
기 때문이다(Blackmore 2015: 34-35). 반면에 주조괭이만 출토되는 유적
들은 대체로 呂자형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삽날이 출토되는 유적보
다 위계가 낮을 수 있으며, 주조괭이와 비교하여 삽날이 소수만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조괭이가 출토되는 유
적 또한 북한강 유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철기 생산 증거들이 발견
되므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철기의 생산이 가능했던 유적들에
서 주로 주조괭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3세기 이후에는 특히 
주조철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유적에서만 소유가 가능하였다고 추
정된다.

 기경구와 다르게 철겸의 경우에는 출토되는 유적과 그렇지 않은 유적 
간에 유구 및 유물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주거지의 수
가 2기에 불과해도 철겸이 출토되는 반면에 10기 이상이라도 출토되지 않
는 경우가 있고 삽날이나 주조괭이가 출토된 유적이지만 철겸은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 또한 화전리 유적과 같이 철기 제작 증거가 발견됨에도 불구
하고 철겸이 출토되지 않는 유적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출토 유적의 수가 
많으면서, 희소한 유물들과 공반되지 않는 취락들도 많아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소유, 이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출토 유구의 성격

 철제 농기구가 출토된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크기와 공반 
유물의 양상을 검토하여 취락 내 어떠한 위계의 주거지에서 주로 농기구
가 소유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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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날 출토 주거지의 양상부터 살펴보면(표 28) 대체로 북한강 유역에서
는 대형 주거지들 중심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대리와 거례리 
유적에서는 유적 내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대형의 주거지에서 삽날이 출
토되었고, 대성리 유적 또한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의 장축이 모두 10m 
이상으로 겨레 10호와 경기 26호는 모두 유적 내 1, 2번째로 큰 주거지이
다. 경기 10호 주거지는 면적 70㎡ 정도이지만 유적 내 呂凸자형 주거지 
가운데 그 이상의 주거지가 7기에(23%)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대형 주거지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역 유적 주거지
주거지 형태,
주거부 규모

주거지 공반 유물

농기구
철기 및 

희소 유물 

북한강 
유역

대성리(경기)
10호 凸, 1050x696 -

관옥, 수정박편, 청동관, 
청동팔찌, 철소재?, 

흑색마연토기
26호 凸, 1100x828 -

대성리(겨레) 10호 凸, 1240x889 철겸
슬래그, 소도, 철환, 철착, 

유리제 구슬 등

고대리 3호 凸, 1212X674 -
철도자 2, 철촉, 

주조철부, 토제발식
거례리 12호 呂, 1258x936 - 이형 동제품, 철착

우두동(한강) 
209호 凸, 1271X915 주조괭이 철도자 1
27호 凸, 445x440 - -
133호 凸, 535x4800 - 철재

우두동 
롯데인벤스

2호 呂, 840x720 - -

한강 
이남

미사동 凸, 644x420 - -

곤지암리
2-8호 凸, 457x457 - 유공철착
2-18호 呂, 508x513 - -

<표 28> 원삼국시대 삽날 출토 주거지의 특징 

 
 하지만 우두동 유적의 경우에는 위의 유적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삽날

과 주조괭이가 함께 출토된 209호 주거지는 주거부 면적 11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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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거지이나,56) 나머지 두 주거지는 장축 4~5m 정도로 중소형 주거
지의 범주에 속한다. 이 두 주거지의 경우 凹자형 삽날이 출토되어 대형 
주거지에서 V자형 삽날이 출토되는 것과 다른데, 대성리 유적에서도 V자
형이 확인된 2기의 주거지에서는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고 凹자형이 출토
된 주거지에서는 그렇지 않아 유사성이 관찰된다. 凹자형과 V자형은 각각 
낙랑계와 재지계로 제작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김재
홍 2011; 최영민 2016, 2017), 이와 관련한 소유 양상의 차이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대체로 재지에서 제작된 삽날을 소유할 수 있는 가구의 위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凹자형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를 제외한 북한강 유역의 삽날 출토 주거
지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철기 및 동제품, 구슬류, 특이 토기 등이 출토
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대성리 유적의 겨레10호 주거지에서는 여
러 종류의 철기와 함께 철재가 발견되어 철기 제작과 관련된 인물이 거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경기10호 주거지에서는 관옥, 수정박편, 청동관, 
청동 팔찌 등 다른 주거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류
가 출토되었으며(京畿文化財硏究院 2009a), 거례리 12호 주거지에서는 이
형동제품이 발견되었다. 우두동 롯데인벤스의 경우 희소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주거지의 일부분만 조사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
서 북한강 유역에서는 주로 상위 위계의 주거지에서 삽날이 소유된 것으
로 판단된다. 

 한강 이남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미사동과 곤지암리 유
적에서 발견된 3기의 주거지에서 모두 특수한 양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다른 주거지에 비해 크기가 크거나 희소한 유물 및 철기가 집중되는 양상
을 확인할 수 없다. 모든 주거지의 장축이 7m보다 작아, 주거지가 1기만
이 확인된 미사리(세종대) 유적의 경우 그 이전에 조사된 미사리 유적을 
참고하였을 때 약 50% 범위 내에 속하며, 곤지암리 유적에서는 주거지의 
장축이 4m 정도인 중소형 주거지에서 삽날이 출토되었다. 곤지암리 유적
의 경우 삽날은 모두 노지와 ㅣ자형 외줄구들이 함께 설치된 주거지들에

56) 유적 전체에서 장축 12m이상의 주거지는 3%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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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확인되었는데, 동일한 종류의 주거지 19기 가운데서 삽날 출토 주거
지보다 규모가 큰 것이 11기나 되므로,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는 상대적으
로 소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철기가 출토되지도 않
고, 자비용기와 단경호 등만 확인되어 출토되는 토기도 제한적이며, 이외
에 장신구류와 같은 희소한 유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한강 이남에서는 삽날 출토 주거지의 위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
단할만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3기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3기의 
주거지 모두 이른 시기 북한강 유역의 유적들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출
토 유물 또한 특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는 지역에 따라 삽날의 소유나 이용 양상이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조괭이에 대해 살펴보면(표 29) 삽날에 비해 많은 수량으로 출토되었
을 뿐만 아니라 출토되는 주거지의 수 또한 많다. 삽날의 경우 전체 12기
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지만, 주조괭이는 25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두동 유적의 주거지에서 확인된 것이고 나머지 유적의 
경우 4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대성리 유적을 제외하고 각각 1기의 주거
지에서만 출토되어 삽날의 출토 주거지 수와 유사하다.

 주조괭이가 출토된 주거지의 크기나 출토 유물의 양상은 삽날과 비교
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라 차이가 있다. 대형이거나 다양한 철기 및 
철기 제작 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는 주거지들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크
기나 유물 출토 양상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체적
으로 우두동 유적에서는 주조괭이가 출토된 주거지의 장축이 12m부터 
4m까지 다양하고 대성리 유적도 7~16m까지 다양한 크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양수리 상석정 유적은 장축 4m, 신매리는 장축 3m 미만의 
주거지에서 주조괭이가 출토되었다. 이는 삽날이 우두동 유적을 제외하고
는 주거부 장축 10m 이상이거나 呂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다
른 양상이다. 유물의 경우에도 일부 주거지를 제외하면 철기 제작의 증거
나 희소한 유물, 철기류가 집중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없어 취락 내 다른 
주거지와 차별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조괭이는 삽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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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하지
만 3세기 이후에는 오직 장현리 유적에서만 주조괭이가 출토되고 또한 가
장 대형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이용되는 수량이 감소하면서 이용 가능 계
층 또한 변화하였을 수 있다. 

유적
주거지

철기류 철기 
제작 

희소 
유물 번호 형태 크기

율문리 75-2 1호 凸 560x430 철도자 1, 철촉 1 - -
근화동 A 26호 ? ? - - -

신매리 10호 방형 274x258 - - -

우두동(한강)

1호 凸 1488x966 - - -
24호 凸 660x530 이조돌대주조철부 1 - -
30호 凸 524x506 철촉 1 노

바닥재 -
31호 ? ? - - -
43호 凸 715x525 - - -
50호 凸 640x495 - - -
71호 凸 410x330 - - -
117호 凸 825x730 철촉 2 철소재 -
122호 凸 665x470 - - -
132호 ? 760x665 철도자 3 - -
144호 凸 775x735 환두부 1, 철솥편 1 - -
151호 凸 708x618 - - -
187호 凸 1074x672 - - -
209호 凸 1272x915 삽날 1 - -
218호 凸 820x800 철촉 1, 철착 2 슬래그 관옥

대성리
(경기)

 19호 呂 1604x778
주조철부 2, 철도자 

5, 철사, 철추,  
교구 1

철괴, 
철재

소형 
삼족토기

23호 凸 864x559 - - -

 25호
呂 

또는 
凸

1220x800
주조철부 3, 철도자 
5, 철겸 2, 철촉 4, 

철착 3, 자귀 1, 
철추 2, 낚시바늘

철괴 관옥

대성리
(겨레)

 2호 呂 739x629 주조철부, 철촉, 
도자, 철착 - -

양수리 상석정 10호 凸 424x263 - - -
양수리 1,2 1-5호 凸 750x540 - - -

장현리 71호 凸? ? x838 철도자 3, 철촉 2 - 청동환

<표 29> 원삼국시대 주조괭이 출토 주거지의 특징 

 철겸의 경우에도 다양한 특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우두동 1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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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주거지에서 5점이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한 주거지에서 1~2점만 
확인되며, 출입구 시설이 달린 주거지와 그렇지 않은 주거지, 장축 14m 
정도의 대형 주거지와 2m 정도의 소형 주거지, 철겸을 비롯하여 다양한 
철기류가 집중된 주거지와 다른 종류의 철기는 전혀 출토되지 않는 주거
지 등 다양한 특성의 주거지에서 철겸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일부의 철겸
은 대형이거나 철기가 집중되고 철기 제작 증거 및 희소한 유물이 출토되
는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특히 대성리 유적이 그러하다. 하지만 우두동, 장
현리, 항사리, 곤지암리 등 대부분 유적에서 가장 대형이거나 철기가 집중
되는 주거지에 철겸이 출토되는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삼국시대의 농기구 소유 양상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경구
인 삽날과 주조괭이는 대체로 대형 주거지나 呂자형 주거지 및 철기 제작 
증거가 발견되고 이와 함께 희소한 유물이 발견되는 유적에서 출토되어 
주로 상위 취락에서 소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수확구인 철겸의 
경우 출토 취락의 특징이 다양하여 유적의 위계와 상관없이 소유할 수 있
었다고 판단된다. 출토 주거지에 대해 살펴보면 삽날의 경우 이른 시기 북
한강 유역에서는 凹자형을 제외하면 유적 내 최대급 주거지에서 출토되나, 
3세기 이후에는 출토 주거지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희소한 유물 또한 발견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조괭이나 철겸의 경우 출토 주거지의 특징이 다양
하여 출토되는 취락 내에서는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비교적 
다양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 백제 한성기
 
 한성기에 이르면 철제 농기구가 출토되는 유적의 수가 급증하므로, 영

서지역과 경기지역을 구분하여 농기구의 소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영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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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기까지 점유되었다고 파악되는 유적 가운데 삽날은 7개, 주조괭이
는 8개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춘천 중도, 홍천 성산리, 화천 원천리, 횡
성 읍하리, 평창 후평리 유적에서는 두 종류의 농기구가 모두 출토되었으
며, 춘천 율문리와 평창 천동리 유적에서는 삽날만, 춘천 지내리, 홍천 하
화계리, 정선 예미리 유적에서는 주조괭이만 발견되었다. 철겸은 12개의 
유적에서 발견되어 출토 유적의 수가 가장 많다. 

① 출토 유적의 성격

 기경구가 모두 출토된 유적부터, 삽날과 주조괭이만 출토되는 유적, 
그리고 철겸이 출토되는 유적에 이르기까지 각 유적의 유구 및 유물의 양
상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농기구의 소유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
다.

 두 종류의 기경구가 모두 출토된 유적들부터 살펴보면(표 30) 몇 가지
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후평리를 제외하면 40기 이상의 주거지가 
발견되는 대규모 취락으로 꺽쇠, 철정(鐵釘), 기와와 같은 희소 건축자재가 
확인되고, 성산리 유적을 제외하면 구슬, 관옥 등의 장신구류가 발견된다. 
또한 철기 제작 증거와 다종의 철기류가 출토되면서 다른 유적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 삼지창, 마구, 소찰(小札) 등의 철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중도 유적의 경우에는 주조괭이의 거푸집이 발견되어 자체적으로 주조괭
이를 제작하였다고 파악되었다(박중국 2020). 

 삽날만 출토된 유적들을 살펴보면 천동리 유적의 경우 발굴 조사를 통
해 확인된 주거지는 10기 이하에 불과하나 면적 200㎡가 넘는 초대형 주
거지가 발견되고, 철기 제작 증거인 슬래그와 함께 환두소도나 삼지창과 
같은 희소한 철기류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율문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차이가 있다. 



- 160 -

삽
날

주조
괭이

유적
주거지 

수
주거지 
형태

철기
제작 

희소 철기
건축
자재 

희소유물

有

有

중도 185 凸, 呂
슬래그, 
용범, 

송풍관
철제고리, 

소찰
철정

동경, 구슬, 
관옥

성산리 47 방형, 
凸, 呂

슬래그,
노벽편

철서, 철준, 
삼지창,단

조철부 
철정  -

원천리 117 凸, 呂 철소재, 
집게

삼지창, 
교구, 소찰, 
철모, 월, 

철준, 동탁, 
동령

꺽쇠, 
철정

 옥류, 
금동이식

읍하리 45 凸, 呂 슬래그, 
송풍관

교구, 소찰, 
등자 기와 발식, 관옥, 

銅鉇
후평리 15 방형, 

凸, 呂 - 철착 - 관옥

無

율문리
335-4 7 凸, 呂 - - - -

천동리 10 방형, 
凸, 呂 슬래그

환두소도, 
철모, 

삼지창
- -

無 有

지내리 4 방형 - - - -

하화계
리 6 凸, 呂 철소재 살포

철정, 
꺽쇠, 

기와편
수정, 환옥

예미리 14 凸, 呂 - 철톱
삼족토기, 

거치문토기
,관옥 

<표 30> 한성기 영서지역 기경구 출토 유적의 특징 

 주조괭이만 출토된 유적의 경우에도 유적마다 유물 및 유구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하화계리 유적에서는 희소 건축 자재와 철소재, 장신구
류가 모두 출토되었고, 예미리 유적에서는 면적 100㎡ 이상의 주거지와 
삼족기가 발견되었지만 지내리 유적에서는 희소한 유물이나 다른 종류의 
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기경구가 출토된 유적 가운데 천동리, 하화계리, 예미리 유적의 경우 
유구나 유물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해당 지역 내 상위 취락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율문리와 지내리 유적의 경우에는 현재의 자료만
으로는 상위 취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대신에 5~6km 거리 내에 철기 
제작 증거가 발견되는 중도 유적이 위치하여 주목된다. 



- 161 -

 철겸은 12개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각 유적들을 대상으로 呂자형 주거
지나 철기 제작 증거, 구슬, 옥과 같은 희소 유물의 분포와 철겸 출토 여
부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강원 
영서지역의 경우 5기 미만의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에서 철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락 규모나 제한된 발굴 조사로 인해 발견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출토 유구의 성격

 철제 농기구가 출토된 주거지들의 유물 및 유구 양상을 토대로 취락 
내 어떠한 위계나 성격의 가구에서 철제 농기구가 소유되었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57)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들부터 살펴보면(표 31) 장축 7~8m, 면
적 50~60㎡ 정도로, 장축 10m 이상의 주거지에서 삽날이 출토되던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삽날을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의 
변화를 의미하거나 전반적으로 주거지의 규모가 작아진 상황을 반영할 수
도 있는데, 중도, 성산리, 원천리 유적에서 90㎡ 이상의 주거지가 발견되
고 천동리 유적에서 200㎡ 이상의 주거지가 발견되어 대형 주거지의 크기
가 3세기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주거지 크기
가 아닌 삽날 출토 주거지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로 주거지의 수가 적은 율문리 유적과 크기가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가 다
수 존재하는 후평리 유적을 제외하면, 하중도 유적의 경우 삽날 출토 주거
지의 규모가 전체 주거지 가운데 상위 12% 정도의 범위에 속하며, 성산리 
유적은 상위 35%, 원천리 유적은 8~48%, 그리고 읍하리와 천동리 유적은 
상위 45% 정도의 범위에 속한다. 즉 이전 시기보다 삽날이 출토되는 주거
지의 규모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57) 지표에서 출토된 예미리와 주거지의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된 후평리 유적은 검토 대상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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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괭이

유적 유구 형태 및 크기 철기 희소유물

無

중도 C4호 呂, 810x630 철정 -
율문리 
335-4

5호 呂, 810x622 - -

후평리 4호 凸?, 780x680 - -
천동리 4호 凸, 800x800 주조철부 -

有

성산리 7호 呂, 728x786
주조괭이 4, 철서, 

철도자, 철촉 2
-

원천리

24호 凸, 710x630 주조괭이, 철겸, 
철도자, 철준, 철사 -

76호 呂, 720x610 주조괭이, 철겸, 
교구, 철환 동탁, 동령

無

85호 呂, 658x616 흑색마연토기 
109호 凸, 880x770 철겸, 교구, 꺽쇠 흑색마연토기, 동령 

읍하리 1호 ? - 기와
2호 768x657 철겸, 소찰, 교구  -

<표 31> 한성기 영서지역 삽날 출토 주거지의 특징 

 출토 유물의 양상을 살펴보면 원천리 유적의 경우 주조괭이와 철겸이 
공반되고, 상대적으로 다량의 철기가 출토되며58) 동탁(銅鐸), 동령(銅鈴), 
흑색마연토기 등 희소한 유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성산리나 읍하리 유적에
서도 희소한 철기류인 철서, 소찰, 교구(鉸具) 등이 확인되어 출토 유물상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원천리 유적의 경우 금동이식이나 옥류
가 출토되는 다른 주거지들이 존재하고, 읍하리 유적의 경우에도 고급 기
종 토기나 옥제 머리 장식과 같은 유물들이 다른 주거지에서 출토되므로,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들이 유적 내 최상위 위계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없
다. 그리고 이는 희소한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는 중도, 율문리, 후평리, 천
동리 유적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 이전 시기 영서지역의 양상과 비교하면 삽날이 출토되는 주거지들
은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유물이 출토되는 사례가 적으며, 또한 

58) 삽날 출토 주거지에서의 철기 수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4호 주거지 14점, 76호 
주거지 11점, 109호 주거지 16점이 발견되었는데 원천리 유적에서 발견된 112기의 주
거지 가운데 10개 이상의 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12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철기가 집중된 주거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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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제작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 삽날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위계가 다소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날은 여전히 가장 희소한 농기구로 상위 취락을 중심으로 발견되므로, 
사용 계층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조괭이 출토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표 32). 규모가 큰 원천리 유적의 경우 다수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데, 
크기나 출토 유물의 양상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출토 주거
지의 크기는 14㎡~90㎡로 다양하며(그림 54), 출토 유물 또한 마찬가지이
다. 여러 종류의 철기와 금동이식, 옥류 등이 출토되는 33호와 96호와 같
은 주거지도 있지만, 4기의 주거지에서는 주조괭이 외 다른 철기가 발견
되지 않으며 장신구류는 대부분 유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유적에서도 유사하여 성산리 7호 주거지에서만 비교적 다량의 철기
가 집중되었을 뿐, 이외에는 철도자와 같은 흔한 철기류가 공반될 뿐이며 
희소한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즉 주조괭이의 경우 주로 상위 취락
에서 출토되지만, 그 내부에서는 다양한 특징의 주거지에서 이용될 수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주조괭이의 집중 양상이 나타나는데, 성산리 유적 7
호 주거지에서 4개, 원천리 33호 주거지에서 3개, 읍하리 연세9호 주거지
에서 4개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원천리 33호 주거지는 철기류 이외에 
금동이식이나 흑색마연토기 또한 출토되어 위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하
지만 성산리 7호의 경우에는 철기류가 비교적 다량 출토된다는 점 이외에
는 규모나 유물 양상에서 나머지 주거지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읍하리 유
적의 연세대 9호 주거지 또한 다른 종류의 철기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주조괭이를 다수 소유할 수 있는 주거지
들 또한 그 성격이 다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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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형태 및 크기
주조괭이 

수량
철기 희소유물

성산리 7호 呂, 728x786 4
삽날, 철서, 철도자, 

철촉 2
-

성산리 14호 방형, 610x458 1 - -
지내리 4호 ? 2 - -

원천리

10호 ? 1 - -
19호 凸, 459x416 1 철겸 1, 철추 1 -

24호 凸, 710x630 1
철겸, 삽날, 도자 5, 

철사, 철준 1, 철촉 3
-

26호 凸, 662x628 1 철겸, 철촉 -
28호 凸, 780x706 2 도자 -
29호 凸, 676x650 1 철겸, 도자 -

30호 凸, 581x733 2
단조철부, 철촉 3 마갑, 

동탁
-

33호 呂, 960x830 3
철겸 2, 단조철부, 도자 
6, 凹 자형 철기, 철준, 
철촉, 재갈, 등자, 교구 

금동이식, 
청동편, 

흑색마연토기

40호 凸,608x608 1 도자 2, 철촉 2, 교구 -
65호 凸, 1005x860 2 철겸 3, 철모 2, 철준, -
75호 ? 1 -

76호 呂, 720x610 1
철겸, 삽날, 단조철부, 

도자, 철촉, 동탁, 동령, 
교구 

-

77호 ? 1 운주 -
92호 ?, 838x596 1 꺽쇠 -

96호 凸, 1143x930 1
철겸 3, 단조철부 3, 

교구 3, 꺽쇠

금동이식 4, 
옥류 다수, 

발식 
101
호 凸, 705x680 1 - -

103
호 凸, 405x375 1 - -

읍하리

예맥 
3호 凸, ?x610 1 - -
연세 
9호 凸, 756x479 4 - -
연세
17호 凸, 494x477 1 철도자 암키와

<표 32> 한성기 영서지역 주조괭이 출토 주거지의 특징 
(내부 퇴적토 출토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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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원천리 유적 주조괭이, 철겸 출토 주거지 면적 비교(㎡) 

 철겸은 51개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에서 1~2개로 확
인되는데, 오직 원천리 유적의 33호, 96호 주거지에서만 3개가 발견되었
으며 두 주거지 모두 장축 10m 이상의 대형 주거지라는 공통점을 보인
다. 이외에도 성산리, 읍하리, 예미리 등지에서도 장축 10m 이상의 주거
지에서 출토되었지만 특히 많은 수의 철겸이 집중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철겸이 출토되는 주거지의 크기는 상당히 다양하여 중도동이나 원
천리 유적에서는 면적 20㎡ 정도의 중소형 주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54). 유물 출토 양상 또한 특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어, 철기 
제작 증거와 함께 다수의 철기와 장신구가 출토되는 주거지들도 존재하지
만 철겸 외 다른 철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주거지들 또한 확인된다. 즉 
철겸의 경우에도 주조괭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에 의해 소유 또는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경기지역

 경기지역의 경우 삽날은 총 7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왕림리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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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골 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주조괭이 및 철겸이 공반되고 있다. 주
조괭이는 삽날이 출토된 6개 유적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유적에서 출토되
었으며, 자작리와 4기의 주거지만 조사된 하자포리를 제외하면 주조괭이가 
출토된 모든 유적에서 철겸이 확인되었다. 철겸은 가장 많은 수의 유적에
서 확인되어 총 21개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이 중 4개의 유적에서는 다
른 종류의 농기구 없이 철겸만 확인되었다. 

① 출토 유적의 성격
 
 기경구가 출토되는 유적들을 대상으로 유구 및 유물 양상을 검토한 

후에, 철겸이 출토된 취락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세 종류의 농기구가 어떠
한 위계와 성격의 취락에서 소유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기경구가 출토되는 유적들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3). 한성기에 이르면 적어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呂凸
자형 주거지는 비교적 상위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송만영 
2013) 기경구가 출토되는 여러 유적들에서 凸자형 또는 呂자형의 주거지
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 유적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며 상위 위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주거지
에서 희소한 건축 부재가 확인되며, 철기나 토기 생산 증거들이 발견되고 
이외에도 몇몇 유적에서 장신구류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기경구가 출토되
지 않는 유적들에서는 무기류와 토기 생산의 증거가 일부 관찰되나 매우 
드물고 철기류도 거의 확인되지 않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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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겸

주조
괭이

삽
날 유적

주거지
출입구 고급 기종 희소 건축재 비실용재 기타 철기 무구, 마구류 제작 관련 

無

有 無

자작리 凸, 呂
청자, 

통형기대 기와, 꺽쇠 쇠스랑 소찰 슬래그

하자포리 無 기와 쇠스랑 내박자

有

와동리 無 이형기대 기와, 토제 塼 자귀, 착, 
삼지창 동탁, 동령

동패리 無 이형토기 착

장현리 凸 꺽쇠 착, 단조철부

항사리 凸, 呂 관옥 착 송풍관, 집게

고림동 凸, 呂 병, 기대,
시유도기

기와, 철정, 
아궁이테 관옥 삼지창형 철기, 

철착, 철호 

반환원괴, 
송풍관, 
슬래그

우면동 凸? 병, 삼족반 철정, 꺽쇠   교구, 착 철모, 철준   

미사리 凸, 呂 삼족기 꺽쇠 관옥, 벼루
교구, 착, 곳, 
대구, 조침 소찰, 월(鉞)

내박자, 
옥용범

마북리 凸
병, 삼족반, 

기대 철정 구슬 착 소찰 슬래그

석우리 無 삼족호, 기대 기와 수정 　   내박자

발안리 凸 병 기와   철환, 
단조철부, 자귀 철모

중산동 無     쇠스랑   슬래그

<표 33> 한성기 경기지역 철제 농기구 출토 유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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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겸

주조
괭이

삽
날

유적 주거지
출입구 

고급 기종 희소 
건축재

비실용재 기타 철기 무구, 마구류 제작 관련 

有 有
有

주월리 凸, 呂 꺽쇠  철서, 교구 소찰, 철모, 
차마구

슬래그
(유물산포지)  

풍납토성 凸, 呂
삼족기, 기대, 
중국제 자기 

기와, 꺽쇠, 
철정 구슬, 금동구 철착, 단조철부, 솥 철모, 편자 송풍관, 용범

장지동 凸, 呂 기와, 꺽쇠, 
철정   착, 철침, 철제 용기 　투구복발, 소찰   

곤지암리 凸, 呂
기와, 꺽쇠, 

철정 덩이쇠, 단조철부

내삼미동 凸 병 꺽쇠 구슬, 금제이식, 
방형금구

교구, 단조철부 철모, 철도 슬래그, 노벽

수지 凸       착 소찰, 창편   

無 無 노리재골 呂 병   철정   대도  선철괴

有

無 無

광석리 凸 　 　 구슬 　 　 　

양곡 凸 철모   

구갈리 無 기와, 철정 교구, 철환

서천동 無       

無

소하동 呂 내박자

관양동 凸   

신길동 凸?   

민락동 凸?   

소실 無   

외삼미동 無   

가수동 無   

조남동 無   

동판교 凸? 철정  

도기동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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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날 출토 유적부터 살펴보면, 대체로 상위 위계의 취락에서 사용되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삼미동과 수지 유적을 제외한 5개 유적에서 呂자
형 주거지가 발견되었으며, 4개 유적에서 철기 제작 증거가, 6개 유적에서 
소찰, 철모, 대도와 같은 무구류가 출토되어 상대적으로 희소한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는 양상이다. 내삼미동의 경우 呂자형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
으나 다른 취락에서는 발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제 이식이 출토되어 
특이성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수지 유적의 경우에는 희소한 유물들이 드문
데, 파손된 철기가 다량 발견되고 토기 매납 유구 또한 확인되어 차별적인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조괭이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양한 성격의 취락에서 출토되는 양상이
다. 기와, 철정, 꺽쇠 등 희소한 건축 자재와 농기구 외 공구류가 많은 유
적에서 발견되고, 관옥, 구슬과 같은 비실용재, 그리고 무기류 및 슬래그
가 일부 유적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삽날 출토 유적과 공통점이 있으며, 
출입구 시설이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육각형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삽날 출토 유적처럼 모든 유적에서 呂,凸자형 주거지가 발견
되는 것은 아니라서, 하자포리, 와동리, 동패리, 석우리, 중산동 유적에서
는 출입구 시설이 달린 주거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주조괭이 출토 유
적의 경우에 삽날 출토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물이 확인되기도 하는
데, 삼족기, 기대, 시유도기와 같은 고급 기종 토기와 중국제 자기, 그리고 
토기 제작과 관련된 유물들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삽날 출토 취락과 주조괭이만 출토된 취락 간에 주거지의 
형태나 출토 유물의 종류가 다른 것은 두 종류의 유적 간 성격 차이를 반
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조괭이 출토 유적 가운데 출입구가 설치된 주
거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취락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출입구가 없는 주거지의 경우 규모가 작고 출토 
유물도 빈약하여 3등급 이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송만영 2013: 266). 그
리고 주조괭이가 출토된 유적에서만 삼족기나 기대와 같은 유물이 발견되
는 것은 백제 국가와의 관계 또는 백제 국가의 영향 차이를 의미할 수 있
다. 고배, 삼족기, 직구단경호, 기대 등 백제 중앙 양식 토기의 확산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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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방 지배 관계의 수립을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로 이해되기 때문
이다(권오영 2009). 즉 삽날 없이 주조괭이만 출토되는 유적들의 경우 백
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나, 삽날이 출토되는 유적들보다 상대적으로 위
계가 낮은 유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철겸만 출토된 유적은 4개로, 呂자형 주거지나 철기 및 토기 제작 증거
는 확인되지 않으며 구갈리를 제외하면 철겸 외 다른 종류의 철기도 발견
되지 않는다. 송만영(2013)은 이러한 취락들을 4, 5 등급으로 판단한 바 
있어, 철겸은 기경구보다는 더 다양한 위계의 취락에서 이용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동일하게 4, 5 등급으로 판단되는 소실, 외삼미
동, 가수동, 소하동, 관양동과 같은 유적들에서는 철겸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취락의 위계에 따라 이용 여부나 이용량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겸은 지방 행정 치소로 추정되는 자작리 유적에서도(송
만영 2013) 전혀 출토되지 않고, 동일한 거점 유적으로 추정되는 고림동 
유적에서도 출토 비율이 6%에 불과하여 유적의 기능에 따라서도 소유 양
상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출토 유구의 성격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부터 시작하여, 주조괭이와 철겸이 출토된 주거지
에 이르기까지 유구 및 유물 양상을 검토하여 한성기 경기지역에서 농기
구가 소유된 주거지의 위계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삽날 출토 주거지의 특징은 <표 34>와 같다.59) 3기의 주거지 가운데 
풍납토성과 장지동 유적의 주거지는 상당한 공통점을 보여, 모두 출입구 
시설이 설치된 육각형의 주거지에서 삽날이 확인되었다. 풍납토성에서는 
현대연합주택 및 1지구 재건축부지의 가-2호 주거지에서 삽날이 출토되었
는데 이 주거지는 조사 구역 내 유일한 呂자형일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로 
규모가 가장 크며,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 벽체 기둥 간격이 좁고 각재를 

59) 삽날의 경우 7개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나 4개 유적의 경우 지표, 수혈, 내부 퇴적토에
서 출토되어 이를 제외한 3개 유적, 즉 풍납토성, 장지동, 내삼미동 유적의 양상을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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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흔적이 남아있다. 기둥 구멍 간격이 20cm 미만이면서 각지게 다
듬은 기둥을 사용한 주거지는 현대연합주택 부지 내 19기의 주거지 가운
데 2기에 불과한데, 보고자는 이를 거주자의 위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
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490). 즉 가-2호 주거지는 주거 형태와 
건축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위계의 주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
토 유물로는 전돌이나 기와 등 희소 건축 자재가 출토되지만 도성 유적이
라는 성격상 이러한 유물들이 해당 지구 내 여러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고 
있어 다른 주거지와의 차별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들다. 

유적 주거지 형태 및 크기 농기구 희소 유물 

풍납토성 가2호 呂(육각형), 950x750 - 철착

장지동 14호 凸(육각형), 900x770 철겸 철정, 철침

내삼미동 13호 ? - 철모

<표 34> 한성기 경기지역 삽날 출토 주거지의 특징

 장지동 유적의 경우에는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의 형태가 凸자형이다. 
하지만 나머지 주거지들의 면적이 40㎡ 미만인 것과 다르게 67.8㎡ 규모
의 주거지로 동시기 취락 내 주거지들 가운데 가장 대형이다. 또한 삽날 
이외에도 2개의 철겸, 철촉, 철정, 착형공구, 철침 등 다양한 철기류가 집
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 역시 상위 위계의 주거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
신구류와 같이 희소한 유물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풍납토성과 다르게 유
적 전반적으로 그러한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는다.

 풍납토성의 경우 197번지 일대에서 呂자형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어 주
거 구역에 따라 위계의 차이가 관찰되고(송만영 2013: 271) 장지동 유적
에서도 呂자형 주거지들이 발견되고 있어 두 유적에서 삽날이 출토된 주
거지가 유적 내 최고 위계의 주거지라고 명확히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형태나 크기, 유물 출토 양상으로 보았을 때 두 유적에서 
삽날이 출토된 주거지는 어느 정도 상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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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내삼미동 유적은 주거지의 일부분만 보존되어 전체적인 형태나 크
기를 파악할 수 없지만 주거지 내에 플라스크형 수혈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주조괭이는 20개 유적에서 확인되었고, 지표에서도 출토되는 사례들을 
제외하면 25기의 유구에서 발견되었다. 출토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면(표 
35) 대형 주거지, 呂자형 주거지, 철기 집중 주거지 등에서 출토되는 경우
도 있지만, 크기나 형태, 출토 유물의 종류나 수량이 다양하여 삽날 출토 
양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장현리 유적의 경우 장축 340cm 주
거지와 750cm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미사리 유적 역시 呂자형 주거
지와 타원형 주거지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유구별 주조괭이의 출토 수량을 비교해보면 경기 북부와 남부 간 차이
가 확인된다. 경기 북부의 경우 장현리 유적의 45호 주거지 6개, 와동리 
유적 14-1호 주거지 6개, 선유리 유적 1-5호 주거지 9개, 자작리 유적 
33호 수혈 7개 등 1기의 유구에서 4개 이상의 주조괭이가 출토되는 사례
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미사리, 발안리, 장지동과 같은 경기 남부의 유적
에서는 3개가 확인된 우면동 유적과 특수한 성격의 수지 유적을 제외하면 
주거지 1기 당 1~2개의 주조괭이만 출토된다. 또한 경기 북부는 아니지만 
인천 중산동 유적에서도 1호 주거지에서 3개의 주조괭이가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이 주조괭이 집중 양상이 나타나는 유적들은 모두 고배나 삼족기
와 같은 백제 토기가 희소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주조괭이가 3개 이상으로 출토되는 주거지들 가운데 와동리, 장현리, 
중산동, 우면동 유적에서는 철기가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주거지들 가운데는 유구와 다른 유물의 양상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면동 유적의 가4호 주거지는 유적 내 유일하게 짧
은 출입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이며, 와동리 유적 1호 주거지
의 경우 취락 내 가장 대형 주거지로 기와편, 토제전 등이 출토되었다. 하
지만 모든 주거지가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서 선유리의 경우 
장축 480cm의 중소형 주거지로 다른 종류의 철기나 희소한 유물도 발견
되지 않았고, 자작리 유적의 경우에는 주거지가 아닌 외부 수혈에서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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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유적 유구 출입구,
주거부 규모 

괭이 
수량 기타 철기류 희소유물

자작리
4호주 凸, 453X439 1 철도자 -
33호수 - 7 - -

와동리 14지구
1호주 無, 960x828 6 철겸, 자귀, 착형공구, 

삼지창 
기와, 동탁 

토제전
동패리 6호주 無, 1364x900 2 -

선유리 1-5호주 無, 582x380 9 - 분형토기, 
직구광견호

항사리 나 
12호주 呂, 840x840 1 철겸, 철도자 2 -

장현리
4호주 凸, 340x328 2 철겸 4, 철도자 4, 철촉, 

꺽쇠 -

45호주 凸,750x690 6 철도자 2, 철촉, 꺽쇠, 철착 -

중산동 1호주 無, 577x522 4 철겸 4, 쇠스랑, 철착 2, 
단조철부 4, 선형철부 5, 주구부토기

우면동 가4호주 凸?, 660x380 3 철겸, 철도자 2, 철촉 6, 
꺽쇠, 철착, 철준, 교구 횡병

미사리

숭B3 주 無, 465x362 2 철도자, 철촉 3, 꺽쇠, 찰갑 -
서울대B

2주 呂, 500x370 1 철겸, 철도자 -

숭B5주 凸, 520x420 1 철도자, 철촉 3, 철착 -
하자
포리 6호주 無, 육각형, 

604x456 1 - 기와편
하자포
리 337 2호주 無, 육각형, 

744x612 1 쇠스랑 내박자

장지동 19호주 呂, ?x740 1 꺽쇠 10 기와편

고림동
A9호주 ? 1 철겸
A12호주 ?, 육각형 1 - 기와편

먹실 7호주 無, 874x742 2 철겸, 철촉 銅斧
내삼
미동 27호주 無, ?x464 1 철촉 3 -

발안리

28호주 凸, 620x530 1 철도자 -
29호주 凸, 690x510 2 - -
41호주 無, 760x430 1 철도자 -
50호주 無, ? 1 철도자 -
58호주 無, 600x440 1 철도자 2 -

<표 35> 한성기 경기지역 주조괭이 출토 유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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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구인 철겸은 주조괭이와 유사하게 21개의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나 
출토 주거지의 수는 40개 이상이라, 주조괭이와 비교하면 이용도가 높았
다고 판단된다. 출토 주거지들의 크기, 형태, 출토 유물의 종류 등을 살펴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하
지만 일부 유적의 경우 대형 주거지 또는 출입구 시설이 설치된 주거지에
서만 출토되며, 특히 경기 남부에서 그러한 유적들이 확인된다. 장지동 유
적에서는 凸자형이면서 장축이 가장 큰 주거지에서 철겸이 출토되었으며, 
미사리 유적에서는 凸자형의 육각형 주거지 2기에서, 마북동 유적 역시 
凸자형 주거지 2기에서만 철겸이 출토되었다. 미사리 유적의 경우 한성기 
주거지 19기 가운데 전형적인 呂凸자형 주거지는 4기 뿐이며, 마북동 취
락 유적 또한 전체 50기의 주거지 가운데 출입구 시설이 확인된 것은 6기 
뿐이다. 내삼미동 유적의 경우에도 앞의 유적들과 유사하여 凸자형 주거지 
1기에서만 철겸이 확인되었고, 呂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은 서천동 
유적의 경우에는 가장 대형의 주거지에서 철겸이 출토되었다. 유물 출토 
양상에서도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사리 유적의 고려
대 40호 주거지에서는 벼루, 낚시바늘, 대구, 내박자가, 장지동 유적의 14
호 주거지에서는 삽날, 철정, 철착(鐵鑿), 철침 등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
가, 내삼미동 유적의 14호 주거지에서는 금제이식이 발견되었다. 

 즉 경기 남부에 위치한 유적들의 경우 철겸이 출토된 주거지들에서 대
체적으로 특이성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상위 계층에 의해서 주로 철겸
이 소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기 남부의 유적이라도 곤지암
리, 우면동 유적 등에서는 특별히 대형이거나 철기가 집중되는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적에 따라 소유나 이용 방식이 달
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한성기 소유 양상

 한성기의 유적들을 대상으로 철제 농기구의 소유 양상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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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경구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상위 위계의 취락에서 출토되어, 영서지역에서는 대체로 철기 제
작 증거나 희소한 철기류 및 장신구가 발견되는 유적에서 출토되며, 경기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고고학 증거와 함께 희소한 건축 부재 및 呂凸자형 
주거지가 발견되는 취락에서 주로 출토된다. 특히 삽날은 원천리, 내삼미
동과 같은 최상위 위세품이 발견되는 유적에서 출토되어 주요 거점 유적
에서 소유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에 철겸은 기경구와 비
교하여 다양한 유구 및 유물 양상을 보이는 취락에서 출토되는데, 경기지
역의 경우에는 4,5등급으로 파악되는 취락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아 영
서지역과 다르게 출토 취락이 제한적인 특징을 보인다. 

 출토 주거지의 양상을 살펴보면, 삽날과 철겸 모두 지역 간 출토 주거
지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삽날의 경우 영서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거지에서 출토되면서 희소한 유물이 출토되는 사례
도 적지만, 경기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육각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면서 철
기가 집중되는 양상도 관찰된다. 철겸 또한 유사한 지역적 차이를 보여, 
영서지역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대
형이거나 출입구가 달린 주거지 중심으로 출토된다. 

 반면에 주조괭이의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특징의 주거지에
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여, 상위 취락 내 여러 위계의 주거지에서 사용했다
고 추정된다. 주조괭이 출토 유구에서는 삽날이나 철겸의 출토 양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이성이 관찰되는데, 경기 북부와 영서지역의 유적들에서 
3개 이상의 주조괭이가 특정 주거지나 수혈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3. 철제 농기구 이용과 소유의 시공간적 양상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중부지방 유적에서 출토된 삽날, 주조괭이, 철겸
을 대상으로 출토 유적의 분포, 각 취락 별 출토 비율, 그리고 출토 취락 
및 주거지의 유구 및 유물 양상을 토대로 소유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세 가
지 측면 모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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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양상이 농기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에 각 농기구의 이용 양상이 
어떠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삽날은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취락에서 10% 내
외로 발견되는 희소성이 높은 농기구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삽날은 북한
강을 따라 분포하며 대형 주거지 및 呂자형 주거지와 함께 희소한 유물들
이 발견되는 유적들에서 출토된다. 또한 각 취락 내에서도 낙랑계의 凹자
형 삽날이 출토되는 주거지를 제외하면 장축 10m 이상의 주거지에서 확
인되어, 삽날 이용 초기에는 상위 계층에 의해 주로 소유되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이후 원삼국시대의 늦은 시기에는 북한강 유역에서 벗어나 미사동
과 곤지암리 유적에서 출토되는데, 동시기 경기지역 취락 가운데 대규모로 
거점 취락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전 시기와 유
사하다. 하지만 주거지의 경우 이전 시기보다 작아지고 희소한 유물이 발
견되지 않으며 철기가 제한적으로 출토된다는 점에서 더이상 최상위 위계
의 주거지에서 소유 또는 이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한성기에 이르면 출토되는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고 출토 유적의 비율 
또한 18%에서 25%로 증가하여 이용이 늘어났을 수 있는데, 모두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는 취락에서 출토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출토 비율이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의 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영서지역이나 경기
지역 모두 여전히 비교적 위계가 높은 취락에서 주로 소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성기의 출토 주거지의 양상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어, 
영서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의 경기지역과 유사하게 중상위에 속하는 크기
의 주거지들에서 출토되며 원천리 유적을 제외하면 희소한 유물들이 출토
되는 사례도 적은 반면에, 경기지역의 경우 확인 가능한 2개 사례 모두 
대형의 육각형 주거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7개 사례 가운데 확인 
가능한 것이 2개뿐이라 일반적인 양상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
기지역보다 영서지역에서 삽날의 출토 비율이 더 높아 18%와 41%로 차
이를 보이고, 영서지역과 다르게 경기지역에서는 각 취락에서 1개씩만 확
인되어 삽날이 가진 의미가 달랐을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소유 계층에 



- 177 -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조괭이는 삽날과 비교하면 빈번하게, 그리고 다수로 출토

되는 농기구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았다고 판단된다. 원삼국시대 초반
에는 삽날과 마찬가지로 춘천을 중심으로 북한강 유역을 따라 분포하며, 
대형이면서 장신구류가 발견되는 취락에서 출토된다. 하지만 주조괭이만 
출토되는 4개의 유적 가운데 呂자형 주거지가 발견되는 취락은 1기뿐이
며, 출토되는 철기의 종류도 적은 편이라 삽날 출토 유적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계층 범위가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에 주조괭이가 출토된 유
적들에서는 슬래그나 송풍관 등이 확인되어 철기 제작 증거들과 연관성을 
보인다. 3세기 이후에는 북한강 유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출토되는데 유
일하게 장현리 유적에서만 발견되었다. 장현리 유적은 40기 이상의 원삼
국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는 대형 취락으로 범심이 확인되어 특징적이다. 장
현리 유적에서는 가장 대형의 주거지에서 주조괭이가 출토되었는데, 이전 
시기에 다양한 특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다른 점으로 이용 가능
한 수량이 감소하면서 이용 계층 또한 변화였을 수 있다. 

 한성기에 이르면 출토 유적의 비율이 18%에서 51%로 증가하고 출토 
지역도 경기와 영서 전역으로 확대되어 이용할 수 있는 취락이 증가하였
던 것으로 파악된다. 영서지역보다는 경기지역에서 이용도가 높았다고 판
단되는데, 출토 유적의 비율이 52%와 47%로 경기지역에서 더 높고, 20% 
이상으로 발견되는 유적도 대부분 경기지역, 특히 30% 이상 출토 취락은 
도성에 근접한 지역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출토 유적의 양상을 보면 영서지역의 경우 ㅣ자형 외줄구들과 타날문
심발형토기가 발견되는 유적에서 출토되어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을 고려
할 수 있다. 단조 철기 제작 증거와 함께 희소한 철기류, 건축 자재, 장신
구류 등이 출토되는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그
러한 경우에 철기 제작 증거가 주변 유적에서 확인된다. 경제적으로 부유
하고 단조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취락에서 철과 주조철기를 백제 지역에
서 공급받아, 다시 주변 지역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수의 취락에서 발견되는데, 대부분의 유적



- 178 -

에서 출입구 달린 주거지나 희소 건축자재, 그리고 다양한 철기류가 확인
되고 있다. 하지만 삽날 출토 유적과 비교하면 출입구 시설이 없는 주거지
들로만 구성되거나 무구나 마구류가 발견되지 않는 유적도 다수 존재하므
로,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은 유적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대신에 
경기지역의 주조괭이 출토 유적들에서는 삽날이 출토된 유적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 기대나 삼족기 등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 백제 국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출토 주거지의 특
징은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데, 한성기의 유적 가운데는 하나의 
주거지에서 3개 이상의 주조괭이가 집중되는 양상이 발견되어 특징적이다. 

 세 번째로, 철겸은 세 종류의 농기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는 
농기구로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넓은 지리적 범위에서 확인되어 출토 범위
의 시간적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 비율이 38%에
서 60%로 증가하여 이용이 확대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원삼국시대부터 
한성기까지 장기 점유된 유적의 양 시기 유구 간 출토 비율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보다 영서지역의 출토 비율이 더 높으며, 양 시
기 모두 그러하다. 각 취락별 출토 비율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
성기에 이르러 우면동, 장현리, 장지동, 원천리와 같이 백제 중심지와 근
접하거나 백제 유물이 다량 출토되는 일부 유적에서 출토 비율이 높게 확
인되는 편이다. 하지만 주조괭이와 비교했을 때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이 
명확한 편은 아니다. 

 출토 취락의 성격은 시대에 상관없이 다양하여 전반적으로 넓은 계층 
범위에서 소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성기에 이르러 경기지역
의 4, 5 등급 취락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행정 거점 유적에서도 출
토 비율이 낮아, 취락 위계나 기능에 따라 소유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 출토 주거지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한성기 경기지역에
서는 대형이거나 출입구 시설이 달린 주거지 중심으로 출토되는 양상도 
발견된다.

 이상으로 세 종류의 농기구를 대상으로 출토 범위와 출토 비율, 그리고 
소유 양상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성기에 이르러 삽날,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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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 철겸 모두 출토 유적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출토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각 농기구의 소유 양상이 달라지는 등 상당한 변
화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기구 이용 양상 

삽날
1. 한성기 이용 범위 확대 및 출토 유적 비율 증가 
2. 원삼국, 한성기 모두 상위 위계의 취락 중심 출토
3. 출토 주거지의 양상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

주조괭이

1. 한성기 이용 범위 확대 및 출토 유적의 비율 증가 
2. 원삼국, 한성기 모두 대체로 일정 위계 이상 취락 출토
3. 원삼국, 한성기 모두 출토 주거지의 양상 다양 
4. 유구 및 공반 유물에서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 등장

철겸

1. 한성기 출토 비율 증가
2. 대체로 출토 취락 및 주거지의 양상 다양 
3. 한성기 취락 위계나 기능에 따라 출토 양상 차이
4. 한성기 경기지역, 일정 위계 이상 취락, 상위 주거지 중심 출토

<원삼국-백제 한성기 철제 농기구 이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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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양상의 특징과 의미
 
 본고에서는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인 원삼국시대와 한성

기의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를 분석함으로써 농업 생산 방식과 기술, 
그리고 농기구 이용 양상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장에서
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백제 국가형성기에 농업 양상이 변화한 내
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에, 이러한 변화가 연구 목적 및 방법에서 
언급한 혁신, 노동집약화, 전문화, 다양화 전략 가운데 어떠한 전략과 유
사한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전략의 특징을 밝히
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농업 양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추정
하고자, 백제 국가형성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농업 변화와 연관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 변화상으로 본 농업 전략의 특징 
 

 농업 양상의 변화와 특징을 작물 재배 양상과 철제 농기구의 이용 양
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작물 재배 양상에서는 재배 작물의 종
류와 비중의 변화, 재배 기술 가운데 특히 작부체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철제 농기구 이용 양상에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 이용도 증가와 함께 소유 양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물 재배 양상과 농기구 이용 양상의 변화
에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농업 전략의 측면에서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1) 재배 방식 및 기술 

(1) 지역적,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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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작물 재배 방식과 기술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르
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나 작
부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중부지방 전반적으로 원삼국시
대부터 한성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된 것으로 파악된 모든 
작물을(안승모 2013) 재배하였으며, 여러 작물 가운데 잡곡을 가장 많이 
재배한 것도 지역과 시기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양상이다. 특히 잡곡은 백
제의 도성과 거점 취락에서도 출토확률이 높거나 출토량이 많은 편이라, 
국가 형성 이후에도 유적의 위계와 상관없이 주요 작물의 위치를 차지하
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 기술상에서도 신품종의 개발이나 유입과 같은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작부체계 또한 단작, 단작과 혼작의 병행, 맥후작 등의 방식이 원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원삼국시대-백제 한성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획기적이고 전
반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취락별로 일정한 변화가 관찰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쌀의 재배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
난다. 경기지역의 경우 
장현리, 고림동 유적에
서 쌀의 출토확률이 
증가하고, 풍납토성에
서 쌀이 출토되기 시
작하며, 고림동, 자작
리, 소실 등의 한성기 
수혈 유구에서 원삼국

시대와는 다르게 쌀이 다량 출토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55). 이로 보
아 경기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쌀 소비는 물론이고 저장량까지 늘어났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쌀 재배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55> 쌀 출토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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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분석 결과와 함께 경작 유구의 발견 사례로 보았을 때 특히 경
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쌀 재배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
다. 경기 남부의 용인 마북동, 화성 송산동, 서울 우면동, 석우리 먹실 유
적에서 원삼국시대나 경기 북부, 영서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수전이나 
수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지(足跡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60) 
특히 화성 송산동 유적에서는 1200평 정도의 수전과 말뚝과 잔가지를 이
용하여 만든 수로가 발견되고 수전 의례와 연관된 행위의 가능성까지 추
정되어, 수전 농업이 생업 경제의 근간이었을 것으로 논의되기도 한다(이
형원 2011). 

 영서지역에서는 율문리, 중도, 원천리, 하화계리와 같은 유적들에서 쌀
이 출토되기 시작하여 쌀 재배가 증가하거나 심지어 재시작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영서지역의 경우 춘천 중도 유적의 작물유존체 출토 사례로 
보아61) 청동기시대부터 쌀 재배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삼국
시대 유적에서는 쌀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쌀 재배가 급격히 줄거나 
중단되었다가 한성기에 이르러 재배가 시작 또는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가장 많이 출토된 사례가 율문리 유적의 13립에 불과하여 재배 비중
이 상당히 낮고 주요 식량 작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가 재시작되었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생각된다.

풍납토성 영서 전체 원천리

원삼국 0 0 분석 사항 없음 

한성기 54 36 58

<표 36> 맥류 출토확률 변화(%) 

60) 석우리 먹실 유적에서는 수전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족적지에서 벼의 규소체가 높
은 수치로 발견되어 논유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畿甸文化財硏究院 2007b). 

61)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한 춘천 중도 D-E지구 유적에서
는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E-1 가4호 주거지에서 200여립의 쌀이 출토되었다(이희경·
이준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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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맥류 재배와 맥후작의 범위가 확대된다. 원삼국시대의 맥류는 장
현리, 고림동, 발안리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풍납토성이나 영서지역의 
유적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한성기에 이르면 풍납토성과 영서지
역의 중도, 율문리, 원천리, 하화계리 유적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며, 풍납
토성과 원천리 유적에서는 50% 이상의 출토확률로 발견된다(표 36). 이로 
보아 맥류의 재배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영서지역
의 경우에는 청동기시대에도 맥류가 확인된 바 없어 한성기에 이르러 처
음 맥류 재배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원천리 유적
과 같은 경우에는 맥류의 출토량이 많은 편이라 주요 식량 작물로 자리잡
았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이는 모든 유적의 양상은 아니며 춘천 중도, 율
문리 유적의 경우에는 잡곡 및 두류와 비교하면 소량만 확인되어 이용도
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맥류 재배 확대와 함께 맥후작의 시행 범위 또한 늘어난다. 맥후작의 
경우 그 사례가 소수에 불과하나 장현리 유적에서 소립 두류가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원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서지역은 원삼국시대에 맥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으므로 맥
후작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맥류를 재배하더라도 반드시 맥
후작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경작지의 범위가 넓다면 맥전(麥田)을 별
도로 마련하여 이용하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리 유적에서 
맥후작의 증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맥작과 함께 맥후작의 시행 범위 
또한 영서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두류의 재배가 늘어난다. 두류는 장현리, 고림동, 영서지역 전체
에서 한성기에 들어서면서 출토확률이 증가한다(그림 56). 심지어 고림동
과 원천리 유적에서는 모두 50% 이상으로 출토되고, 특히 원천리 유적의 
경우 80% 이상의 출토확률로 발견되었다. 이로 보아 한성기에 이르러 적
어도 일부 유적들에서 두류의 재배를 늘렸으며, 특히 고림동과 원천리와 
같은 유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현
리, 고림동, 원천리 유적의 경우 소립 종자가 다수 출토되는 양상이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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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늘었어도 생산량의 
증가가 크지 않았을 가능
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피의 재배 범위
가 확대되어, 영서지역에
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
로 판단된다. 피는 원삼국
시대에는 대성리, 장현리, 
고림동 유적에서 출토되었
지만, 영서지역의 경우에
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우두동 유적의 경우 여러 개의 유구에서 수만립의 잡곡이 출토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조와 기장만이 발견되고 피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하
지만 한성기까지 점유된 유적들을 살펴보면 원천리와 중도 유적에서 피가 
출토되고 있어, 그 재배 범위가 영서지역까지 확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피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아직 출토된 바 없으므로 보리와 마찬가
지로 피 재배가 이 시대에 이르러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 백제 한성기 

<표 37> 장현리, 고림동, 풍납토성 유적 시대별 작물조성 비교(%) 

<그림 56> 두류 출토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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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쌀, 맥류, 피의 재배 양상이 변화하면서 
동일 지역 내 유적 간 작물 재배 양상의 차이가 원삼국시대와 비교하여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기지역의 장현리 유적과 고림동 유적을 살
펴보면, 원삼국시대에는 상당히 유사한 작물조성이 확인되어 두 유적 모두 
잡곡의 이용도가 월등히 높으며 그 다음으로 두류, 맥류, 쌀이 이용되는 
순이다. 하지만 한성기에 이르면 두 유적 간 작물조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현리 유적의 경우 원삼국시대와 동일한 작물조성이 유지되지
만, 고림동 유적은 쌀이 주요 작물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각 작물 간 
출토확률의 차이가 감소한다. 고림동 유적의 작물조성은 장현리보다는 풍
납토성과 더 유사해지는데 쌀의 출토확률이 가장 높고 특정 작물이 월등
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표 37). 

재배 작물 재배 기술
쌀 보리 피 맥후작

원천리 o o o o
중도 x o o x

성산리 x x x x

<표 38> 한성기 영서지역 유적 간 재배 양상 차이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화천 원천리, 춘천 중도, 홍천 성산리 유적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연구 대상인 6개 유적에서 모두 
쌀이나 맥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잡곡과 두류 
중심의 농업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성기에 이
르면 재배 작물의 종류와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세 유적 간 차이가 나타나
게 된다. 원천리 유적에서는 쌀, 보리, 피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보리가 
상당히 높은 출토확률로 발견되어 중요 식량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윤작 체계가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반면에 중도 유적은 새로운 작물
로 보리와 피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보리의 경우 소량만이 발견되고 토기 
탄착물 분석 결과에서도 C4 식물만 확인되어(강소영 외 2020), 잡곡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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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만을 주로 재배하던 원삼국시대의 생산 체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
며, 윤작 체계의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홍천 성산리 유적에서
는 작물조성이나 재배 방식에서 전혀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표 38). 즉 
경기지역과 영서지역 모두 한성기에 이르러 재배 비중이나 방식이 달라지
면서 유적 간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징 내용

쌀 재배 증가

• 경기지역 
 - 재배와 저장 비중 증가
 - 도성과 거점 취락에서 핵심 작물로 이용 
=> 생산성의 증대 
• 영서지역 쌀 재배 시작 

맥류 재배, 
맥후작 확대

• 영서지역 맥류 재배 및 맥후작의 시작 
=> 생산성의 증대 

두류 재배 증가 
• 일부 유적 두류 재배 증가
=> 생산성의 증대

피 재배 확대 • 영서지역 피 재배 시작 

취락 간 
차이 심화

• 경기지역 
주요 재배 작물의 차별화
• 영서지역 
재배 작물의 구성 및 작부체계의 차이 발생 

<표 39> 작물 재배의 변화 양상

 이상으로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작물 재배 방식과 
기술상의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섯 가지의 주요 변
화를 확인하였는데(표 39), 변화와 연관된 작물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
부분의 변화가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쌀은 단
위 토지에서 생산된 곡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부양력이 어느 작물
보다 높은 작물이며(채제천 2006: 19), 맥류는 추파 작물로 노동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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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류의 경우에도 지력 회복에 
유용하므로 그 재배 증가는 역시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증대 전략과 연관된 작물 재배 방식의 변화
가 어떠한 농업 전략과 유사성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업 전략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재배 작물의 종류와 방식이 다양해지는 다양화 
전략이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서지역에서
는 기존의 잡곡과 두류에 더하여 쌀, 보리, 피 가운데 하나 또는 세 종류
의 작물을 추가적으로 재배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원천리 유적의 경우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수혈 유구에서도 쌀, 보리, 잡곡, 두류가 모두 출토되
어, 이전 시대 우두동 유적의 수혈에서 잡곡만이 출토되는 것과 다르게 저
장 작물도 다양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원천리 유적에서는 보리를 
재배하면서 맥후작 또한 채택하는데, 맥류에 뒤이어 콩과 팥을 혼작하고, 
두류의 단작 재배 또한 함께 시행하면서 여러 작부체계를 혼용하기 시작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양화 전략이 종, 시간, 공간의 측면에서 모두 나타
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토 비중이나 도정율이 상당히 낮아62) 보조적인 
작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피를 포함한 새로운 작물들의 재배는 종
적 다양화 전략을 반영하며, 기존에 재배되지 않던 추파 작물인 보리를 추
가하여 작물 이용 계절을 연장하는 것은 시간적 다양화 전략을 보여준다. 
저장을 통해서도 이용 계절을 늘릴 수 있지만, 보리를 재배하면 저장된 춘
파 작물이 소모될 수 있는 시기에 추가적인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작물 이용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
리 재배 이후 동일 경작지에서 콩과 팥을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62) 피의 도정율은 곡류 중에 가장 낮아 중량으로 54%정도에 불과하다(조재영 1995). 현
대에도 도정율이 이와 같이 낮으므로 도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도정율이 더
욱 낮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이용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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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에서 단작하였으므로, 하나의 작물을 여러 경작지에 나누어 심고 동
일 경작지에 여러 작물을 심는 공간적 다양화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쌀   

조  

피

기장     

콩 봄 파종
여름 파종

팥   

보리       

<표 40> 영서지역 출토 작물들의 재배 기간
(회색 부분: 원삼국시대 재배 작물, 빗금 부분: 한성기 추가 작물) 

 이러한 변화는 추가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서 노동집약적 전략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원삼국시대부터 주요 작물로 
이용되는 잡곡과 두류는 여러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라 비교적 쉽게 
재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잡곡, 그 중에서 가장 재배 비중이 높았
다고 파악되는 조는 생육 기간도 짧은 편이라,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이 상
대적으로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롭게 재배되는 작물들은 
재배와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이나 노동 시간이 요구되는 작물들
이다. 쌀은 생육 기간이 길면서 전문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물의 배수와 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피의 경우 기존에 재배되던 
조, 기장과 비교하여 재배 기간이 길며, 맥류의 경우 추파작물이라 동절기
까지 노동 시간이 연장되었을 것이다. 또한 두류의 경우에도 단작과 맥후
작이 병행되면서 경작 계절이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영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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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경우 <표 40>처럼 5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던 작물 재배 기간이 
전 계절로 늘어나면서 노동 시간과 필요 노동량이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서지역에서 나타나는 맥후작의 채택은 농업 전략의 혁신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맥후작의 시작은 단순히 작부체계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넘어
서 재배 기술상의 상당한 발달을 반영한다. 단일 경작지에서 1년 내내 경
작하여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윤작에 의한 지력 고갈의 문제를 두
류 재배를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지력 
보강 기술이 미숙하여 조, 콩과 같은 밭작물과 보리, 밀을 동일한 경작지
에서 연속으로 재배하지 못하였다는(이현혜 1998: 259) 견해가 있다. 하지
만 한반도 고대에는 두류와 맥류가 공반되므로 경작지 피해를 두류 재배
로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안승모 2006: 95). 중부지방에
서 맥류와 공반되어 발견되는 작은 크기의 두류는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원삼국시대에 이미 맥후작이 시행되어 재배 기술상의 상당한 
발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고대 한반도에서 언제, 어디에서 맥후작이 처음 시작되었는지 정
확히 파악할 수 없고 더욱이 경기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부터 맥후작의 가
능성이 확인되므로 중부지방, 특히 영서지역에서 맥후작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주변 지역에서 이미 맥후작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 채
택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조건에 적합하
지 않은 보리를 재배하면서 보리와 연관된 새로운 작부체계 또한 채택했
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에 노동하지 않던 시간에 배치하여 생산성이 높
아지고 전반적인 노동 스케쥴 또한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맥후
작의 시작은 재배 계절과 방식, 그리고 노동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혁신
이라 볼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63) 집약화와 혁신을 나누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용 단계 동안에 새로
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웃이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있으나 채택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지만,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채택하게 된다면, 이것을 정말로 혁신
이라 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Thurston and Fish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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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에서 쌀의 재배가 증가하는 양상에서는 전문화의 가능성을 또
한 살펴볼 수 있다. 경작지의 준비, 관개, 배수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을 
수반하고 토양 구조의 변형을 촉진할 수 있는 수전 농경은 대표적인 전문
화 방식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Morrison 1994). 경기지역에서는 주거지 
및 수혈 유구의 출토 양상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쌀의 재배가 상당
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산천 유역에서도 백제의 저장 시설
로 추정되는 플라스크형 수혈군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김왕국 2013), 수
혈 내부에서 쌀의 규소체가 발견된 바 있어64) 쌀의 저장이 급증하였을 가
능성, 즉 쌀의 재배 비중이 상당히 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유적에서 원삼국시대에 발견된 바 없는 수전 관련 증거와 관개수
로65)가 발견되는 것도 전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삼국시대에 수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전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성기에 이르러서 쌀 재배가 크게 늘고 여러 유적에서 수
전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은, 수전 면적이 확대되고 수전 농경이 활발해
졌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규모로 쌀 재배가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큰 이전 시대, 그리고 영서지역과 다르게, 수전 조성부터, 관리, 배
수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집약적으로 노동력이 투자되는 차별적인 농업 생
산 양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연구 방법에서 전문화 전략이 채택될 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
한 재배 종의 감소나 특정 작물만 집중적으로 재배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구 대상 취락이 제한적이라 경기지역 내 전반적으로 
쌀 재배 비중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와 다양화 전략이 결합될 수 있고, 여러 
정황상 쌀 재배가 상당히 늘고 수전 조성이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문화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백제 국가형성기의 작물 재배 전략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대에 이르러 기존에 국가 형성 및 발전과 주로 연관되어 논의되던 획기

64) 연기군 월산리유적의 상협하광형 수혈에서 벼 및 보리의 영에서 기원한 규산체가 발견
된 바 있다(한국지질환경연구소 2012).

65) 송산동 유적에서는 말뚝과 잔가지를 이용하여 만든 관개수로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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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혁신으로 볼만한 농업 전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재배 작물의 종류나 구성 변화, 새로운 작부체계의 채택 등에 있어
서 변화들이 나타나며, 이는 여러 특징의 전략들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다양화 전략이 강화되는 양상
이 나타나며, 경기지역에서는 쌀 재배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이 전문화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각 지역에서 차별적인 전략들
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부지방 농업 양상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철제 농기구의 이용과 소유

(1) 지역적, 시간적 변화 

 기경구인 삽날과 주조괭이, 그리고 수확구인 철겸을 대상으로 출토 유
적의 위치, 출토 비율, 그리고 출토 취락 및 주거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철제 농기구 이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었다.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한성기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의 이용 양상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하였는지 지역적, 시간

적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첫째, 한성기에 
이르러 농기구의 이
용도가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원
삼국시대 전반, 3세
기 경, 그리고 한성
기, 세 번에 걸쳐 <그림 57> 농기구 출토 유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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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의 출토 양상이 달라져 지리적 범위와 출토 유적의 비율이 변화하
는데, 원삼국시대 후반과 비교하면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 범위가 늘어나고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출토 비율이 증가한다(그림 57). 이러한 변화는 특
히 주조괭이의 출토 양상에서 잘 관찰되어, 원삼국시대 후반에 장현리 유
적에서만 출토되던 것을 고려하면 한성기에 이르러 이용 취락이 급증하며, 
각 취락 내 출토 비율도 20% 미만으로만 발견되던 원삼국시대와 다르게 
30% 이상으로 출토되는 유적이 등장하는 등 크게 증가한다. 백제 국가형
성기에 이르러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이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철제 농기구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소유 양상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주조괭
이의 경우에는 백제 도성 주변의 취락에서 이용도가 높아지고, 경기 북부
와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주거지나 수혈에 집중적으로 보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주변의 유적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발견되어, 장현리, 우면동, 미사리 유적에서 30% 이상으로 발견되었을 뿐
만 아니라, 용인 수지 유적에서는 문화층 지표면에서 여러 점의 주조괭이
가 담기 토기가 발견되었다. 취락 내 특정 유구에서 4개 이상의 주조괭이
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은 포천 자작리, 파주 와동리, 선유리, 남양
주 장현리, 홍천 성산리, 횡성 읍하리 등지에서 나타난다. 원삼국시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대성리 유적에서 3개의 주조괭이가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없고 이 또한 파편으로 철소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논의되므
로(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한성기에 이르러 주조괭이의 소유 방식이 달
라졌다고 판단된다. 주조괭이가 집중되는 유구 가운데는 와동리 유적처럼 
상위 계층의 주거지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유리, 자작리처럼 소형 
주거지이거나 수혈인 사례도 있어 엘리트 또는 공동체에 의해 주조괭이가 
소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겸의 경우에는 한성기 경기지역에서 상위 계층에 의해 주로 소유되
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발생한다. 원삼국시대의 철겸은 가장 빈번하게 발견
되는 농기구로 출토되는 취락이나 주거지에서 특정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 193 -

어렵다. 다른 농기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소유 가능한 농기
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성기에 이르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일
정 위계 이상의 취락 및 주거지에서 소유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3등
급의 취락에서 삽날 또는 주조괭이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기 남부
의 유적에서는 출입구가 설치되거나 대형인 주거지, 또는 미사리와 내삼미
동과 같이 희귀한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에서 주로 소유되는 양상이 나
타난다.

 삽날 출토 주거지의 성격 또한 변화하여 경기지역 내에서는 원삼국시
대 후반과 다르게 상위 계층에 의해서 주로 소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삽
날은 원삼국시대의 이른 시기에는 대형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원삼
국시대 후반에 이르면 출토 주거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희소한 유물 또한 
드물게 출토되는 등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이 한성기 영서지
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상위 취락에서 소유되는 것은 여전하나, 그 
내부에서는 소유 계층의 폭이 넓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한성기 경기지역
에서는 풍납토성, 장지동 등 유적에서 상위 위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주거지에서만 출토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영서지역과 다르게 규모가 큰 유
적이라도 1개씩만 발견되므로, 한성기에 이르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삽날
의 소유가 더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다.

 철제 농기구의 이용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이용도가 증가하고 소유 양상에서 지
역 별로 다른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41). 이러한 
변화 가운데 농기구의 이용 확대는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생
산성 증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철제 기경구인 삽날과 
주조괭이는 석기와 비교하면 관통력이 높아 더 빠르면서도 깊게 땅을 가
는 것이 가능하고, 수확구인 철겸의 경우에도 석도, 철도자와는 다르게 한
꺼번에 여러 포기를 줄기 채 벨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나타
난 변화가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인지, 아니면 여전히 농기구 사용이 제한
적인 노동집약적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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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내용 

수량 증가 • 삽날, 주조괭이, 철겸의 이용도 증가 

소유 
방식의 
변화

• 삽날: 경기지역 상위 계층 중심의 소유 
• 주조괭이: 백제 도성 주변 취락들 집중 소유, 
           경기 북부와 영서지역 내 특정 가구, 
           또는 공동체에 의한 집중 소유 및 관리
• 철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위계 이상의 취락 및
        상위 가구에 의한 소유되는 양상 발생 

<표 41> 철제 농기구의 변화 양상

(2) 농업 전략

 한성기에 이르면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이용도가 증가하나 특히 두드
러진 변화는 주조괭이의 이용도가 급증하는 것으로, 일부 취락에서 30% 
이상으로 출토되고66) 미사리 유적의 경우에는 60% 이상으로 발견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원삼국시대 후반에 하나의 취락에서 오직 1개의 주조괭
이만 발견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기경구인 주조괭이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사
리와 같이 출토 비율이 높으면서 여러 위계의 주거지에서 주조괭이가 소
유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일부 취락에서는 실제 농민
들이 주조괭이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중부지방의 경우 기원후 2세기 정도까지 낙랑으로부터 철이나 주조 철
기를 공급받다가 3세기 초엽에 이르러서야 재지에서 주조철기가 생산된 

66) 이는 보존된 농기구의 비율이고 철기는 국가형성기까지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중요
한 필수품이라 폐기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실제의 이용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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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영민 2016: 145). 하지만 당시에는 주조철기 제작 
증거들이 일부 취락에서만 발견되는 정도라, 주조괭이의 제작은 소규모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시기에 오직 장현리 유적에서만 주조괭이
와 주조괭이의 제작 증거가 발견되고, 주조괭이가 가장 대형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조괭이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희소성이 커
지고 그 결과 상위 계층에 의해 제한적으로 소유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한성기에 이르면 화성 기안리나 진천 석장리와 같은 대규모 철
기 제작 거점에서 철이나 주조철기의 일관 공정화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김길식 2017; 이남규 2008; 최영민 2016) 상대적으로 다량의 주조괭이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한성기에 이르면 새로운 생산 
체계의 형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주조괭이의 재지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적
어도 미사리와 같은 일부 취락 내 주조괭이의 이용도가 급증하여 농업 생
산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철제 농기구는 
원삼국시대부터 사용되므로 다소의 변화만으로는 혁신이라 판단하기 어렵
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생산 체계의 변동에 따라 다량 생산되면서 농업 생
산에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면,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 전략의 혁신이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필자에 의하여 한성기에 이르러 
주조괭이의 형태가 개선되는 양상이 밝혀진 바 있어(이희경 2018a), 이 역
시 생산성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의 
주조괭이는 모두 10cm 미만이지만, 한성기에는 14cm 이상의 것만 출토
되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여 강원지역에서는 장방형이 경기 남부에서는 八가자형이 우세한 양상
이 나타난다. 이는 심경이 가능해지고 각 지역 조건에 적합한 형태가 제작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 생산의 질이 향상되고67) 궁극적으로 

67) 심경은 깊이 가는 경작법으로 하층까지 토양 상태가 좋아지므로 근군(根群)이 충분히 
신장할 수 있고, 넓은 범위에서 양분, 수분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상부의 생육도 좋
고 한해(旱害) 및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구자옥·국용인 2012: 612).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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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주조괭이처럼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철겸의 경우에도 

항사리, 장현리 등의 유적에서 한성기에 이르러 2배 이상으로 출토 비율
이 높아지고, 미사리와 발안리 유적의 경우에는 원삼국시대에 출토되지 않
던 것이 출토되기 시작하여 이용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유적들에서는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맥
후작을 새롭게 시작하는 유적들에서는 주조괭이와 함께 생산성 증대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인데, 이는 맥후작이 시행되는 경우에 연이은 경작
으로 지력이 악화될 수 있어 심경이 필요하고, 또한 맥류의 숙근(宿根)을 
빠르게 제거하고 밭을 새로 일구어줘야 하므로 철제 기경구와 수확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안승모 2006). 

 이와 같이 주조괭이와 철겸의 이용도 변화는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였
을 것이며, 특히 주조괭이의 이용도 변화에서는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중부지방 전반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사리와 같은 경기지역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주조괭이 이용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중부지방의 여러 유적에서 여전히 원
삼국시대와 농기구 이용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특히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원천리와 같은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주조괭이나 철겸의 출토 
비율이 원삼국시대의 취락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도나 
율문리 등 쌀, 보리, 피와 같은 새로운 작물이 추가적으로 재배되어 더 많
은 노동력이나 효율적인 농기구가 필요한 유적들에서 농기구의 출토 비율
이 상당히 낮은 상황은 노동집약적인 농업 전략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모든 농기구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삽날의 경
우에는 이용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생산성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주조괭이나 철겸과 다르게 위세품으로 기능하였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삽날은 상당히 특수한 출토 양상을 보이는데, 원천
리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적에서 1개씩만 확인되고, 
또한 경기지역의 경우 상위 위계의 주거지에서만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기
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삽날은 경제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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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박경신 2018), 농기구의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된 신라의 경우에도 삽날은 최상위 계층과 연관된 것으
로(김도헌 2010; 이현혜 1998) 경주와 경주에서 일정 거리가 있는 지역들
의 중심 고분군에서도 대형 봉분을 가진 분묘에 한정적으로 부장되는 특
징을 보여 각 지역 지배 계층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이하나 2012). 따
라서 백제 한성기의 삽날 또한 특수한 위세품으로 각 지역의 상위 취락에 
유통되었을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다면 실질적으로 이용되면서 생산성 증
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한성기에 이르면 철제 농기구의 수량이 증가하고 소유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여 농기구의 이용 양상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특히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는 중부지방 전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며, 삽날과 같은 농
기구는 위세품으로 사용되면서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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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전략의 지역적 특징과 채택 맥락  

 백제 국가형성기에 나타나는 농업 변화의 양상을 토대로 어떠한 농업 
전략들과 연관성이 나타나는지 검토한 결과, 중부지방 내에서 혁신, 노동
집약화, 전문화, 다양화 전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변화들이 모두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시기에 여러 전략들이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전문화, 다양화와 같이 행위 방식이 상당히 다른 
전략들이 함께 시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전 지
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경기와 영서지역에서 채택되는 
농업 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지역에서는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쌀 재배가 늘어나면서 수전 농
경의 확대에 따른 전문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풍납토성과 몽촌
토성의 주변 유적들에서 주조괭이의 이용도가 급증하는 혁신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 반면에 영서지역에서는 일부 취락에서 맥후작이 채
택되는 등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가 발생하지만, 대체로 철제 농기구가 제
한적으로 사용되면서 쌀, 보리, 피가 추가되는 노동집약적인 다양화 전략
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 전략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지역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변화들은 모두 초기에 높은 비용이나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한 방식들로, 궁극적으로는 생산 조건 및 과정의 질적 개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들이다.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
한 수전과 수리 시설의 축조에는 집중적 노동력이 투여되었을 것이며, 쉽
게 접근하기 어려운 원재료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철제 농기구를 다량 
생산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비용이 투자되었을 것이다. 대신에 그 
결과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큰데, 수전과 수리 시설의 축
조는 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잡초를 억제하여 생산 과정을 질적으로 개
선하였을 것이며, 철제 농기구의 이용 확대는 기경과 수확을 용이하게 하
여 생산 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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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위험도가 높을 수 있기도 하여, 쌀 재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 다양한 작물을 고르게 재배하는 것과 비교하여 기후 변화나 병충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제 농기구의 
이용 확대를 위해 높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
용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산 실패 시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
킬 수 있다. 

 영서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들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
양한 작물과 재배 방식을 혼용하는 노동 집약적 다양화 전략은 초기에 높
은 비용이나 집중적 노동력의 투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재배 조건이 다른 
여러 작물을 동시에, 그리고 동일 경작지에서 재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
일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과 비교하면 노동 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영서지역의 경우 대체로 철제 농기구의 이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
라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작물 가운데 쌀의 재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영서지역 전반적으로 쌀 재배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 
생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영서지역의 농업 
전략은 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새롭게 재배가 시작된 피의 경우 조
와 비교하여 耐冷性이 강하여 기후가 한랭해졌을 때 잡곡 재배의 실패를 
완화할 수 있으며, 맥류를 재배하면 춘파 작물이 떨어지는 시기에 새롭게 
작물을 수확하여 식량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철제 농기
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높은 비용 투자에 따른 손해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와 영서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소지역이나 취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경
기지역의 취락에서 효율성이 낮은 노동 집약적 다양화 전략이 강화되거나 
영서지역의 취락에서 기술적 개발을 통해 생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변화
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취락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새로
운 농업 전략의 지역적 특징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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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농업 생산 전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장 양상의 차이
가 지역별로 관찰되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는 경기지역에서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영서지역에서는 맥류 재배의 비중이 높은 일부 유적을 제외하면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저장 양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경기지역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의 오산천 유역을 중심으로 플라스크
형 수혈 군집이 나타나고(김왕국 2016), 용인 고림동(이희경 2018b), 보정
리(이경아 2005), 포천 자작리(기호문화재연구원 2015) 등 개별 취락 내에
서도 수혈에서 탄화 곡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기 시작하여 저장량이 급증하
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영서지역은 원삼국시대로부터 한성기에 이르기까지 
저장과 관련된 두드러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각 취락 내 저장량 증가
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플라스크형 수혈의 존재만 보아
도 영서지역과 다르게 경기지역 내에서 저장량이 급증하였다고 파악되므
로, 두 지역 간 농업 전략과 그 결과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동시기에 서로 다른 특징의 농업 전략이 채택되는 것은 폴
리네시아, 칠레 등 세계의 다른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확인된 양상
으로(Kirch 2006; Zori and Brant 2012) 농업 전략이 채택되는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왜 
서로 다른 특징의 전략이 채택되었는지 두 지역 간 차이를 검토하고자 하
며, 특히 환경적 조건과 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농업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생산성 증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평가에는 농업 전략의 적합성과 취약성을 결정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경제적 맥락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68)

68) 정치적, 사회적 맥락 또한 농업 전략의 채택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은 분
명하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배 영역이거나 계층적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농업 전
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엘리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전략
이 채택되기도 한다(Marston 2012).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파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만약 밝히고자 한다면 이와 연관된 별도의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업 생산 전략의 채택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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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경기지역에서 생산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화와 혁신
의 농업 전략이 나타나는 것은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노동집약적 다양화 
전략이 시행되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전략이 필요했
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수전 농경과 철제 농기구의 이용을 확대하기에 적
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두 전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원삼국시대부터 고대 한반도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작물들이 재배되고 윤작을 포함한 여러 작부체계 또한 시행되면서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새로운 작물을 추
가하거나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의 생산량 증대
가 어려웠을 수 있으며, 국가형성기 제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발생하였다면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노동집약적 다양화 전
략과는 다른 생산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전략이 필
요하였을 수 있다. 즉 농기구의 개발 및 작물 종자의 개량과 같은 기술적 
개발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집
중적으로 재배하는 등 혁신과 전문화로 인식되는 농업 전략이 필요해졌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방식 가운데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채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지역에서 채택된 두 전략인 수전 농경과 철제 농기구의 이용 확대
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전략이 아니다. 그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쌀 재배가 이루어지고 삽날, 주조괭이, 철겸
과 같은 농기구들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수전 농경을 시행하고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
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파악되었을 것이며, 오랜 기간 수전 농경을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수전 농경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더 나아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발생하고, 해당 전략을 확대하는 

으로 고려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조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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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해졌을 때 이러한 평가와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농
업 전략으로 비교적 쉽게 채택되었을 수 있다. 

 게다가 경기지역의 
경우 수전 농경 시행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조건을 갖추
고 있기도 하다. 환경
적으로 쌀 재배가 적합
한 지역이라, 쌀 재배 
증가의 증거가 뚜렷하
게 나타나는 오산천 유
역을 포함한 용인, 화
성 일대는 중부지방 내

에서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쌀을 재배하기에 적합
한 기후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69)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1/10 이하로 쌀 재배가 이루어지는 중부지방 내 대부분의 지역과 다르게 
1/3 이상 수전이 이루어진 범위에 속해있다(金基赫 199)(그림 58). 그리고 
수전 농경이 확대되었지만 쌀 재배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서, 원삼국시대에 재배되던 다양한 작물을 여전히 재배하면서 쌀 재
배가 실패하였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의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전문화와 다
양화 전략을 결합한,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도 어느 정
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전략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쌀 재배로 생산량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저장량이 증가하기도 하므로, 
시간적인 변이에 따른 위험도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70)  

69) 조선 후기 대표적인 농서인 『천일록(千一錄)』에 의하면 함경도, 강원도와 같이 산지가 
많고 기후가 한랭한 지역은 밭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상대적으로 평야가 많고 기후가 
온난한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남부 지역은 논의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정치영 
2003).

70) 곡물의 저장 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벼는 9년, 쌀은 3~5년, 기장은 4년 정도이다(이

<그림 58> 식물유존체 출토 유적과 
조선 전기 1/3이상 수전 농경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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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농기구의 이용 확대 또한 유사하게 위험을 낮추고 이득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도 언
급했지만 경기지역에서는 한성기에 이르러 대규모 제철 유적인 화성 기안
리 유적이 등장한다(김길식 2017; 이남규 2008; 최영민 2016). 이러한 제
철 기지가 등장한 것은 원삼국시대부터 이미 철과 주조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데다가 마한 세력에 의해 운영되던 제철 기지에 선진 
제철 기술을 가진 서북한 군현 이탈 유이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일 수 있
으며(김길식 2017), 또한 풍납토성, 몽촌토성 등 대규모 건축물의 존재로 
보아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이 등장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제철기지의 등장은 경기지역 내에서 농기구의 이용 확
대를 통해 농업 생산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조철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적어도 제철 기지에 근
접하거나 주조철기의 생산을 관장하였을 수 있는71) 백제의 지배 영역 내
에 위치한 경기지역의 유적들에서는 비교적 쉽게,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농기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기구
에 투자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면 농기구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이익
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농업 생산이 실패하는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도 낮다고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농기구의 사용을 통해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경험하고, 또한 생산량
을 늘리기 위해 생산의 질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기지역에서는 더 
많은 농기구를 확보하여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영서지역에서 대체로 효율성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노동집약
적 다양화 전략이 채택된 것은, 경기지역과 다르게 이와 같은 전략으로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고, 또한 환경적, 경제적 조건으로 보아 전문

현혜 1991). 쌀은 다른 곡물보다 저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탈곡하지 않고 저장하
는 경우 시간적 변동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71) 4세기 후반부터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약 50km 범위 내에서 주조괭이가 다량 보급되
는 양상이 보여 국가가 주도하는 관영 수공업에 의해 철기가 생산·보급되는 유통체계가 
발달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이남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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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혁신과 연관된 농업 전략들은 적합도가 낮아 위험도가 더욱 높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영서지역의 경우 경기지역과 다르게 원삼국시대에 재배되던 작물의 종
류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재배 작물이 모두 춘파 작물이라 농업 생산에 노
동력이 투입되는 계절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처럼 
혁신과 전문화의 방식들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재배 작물의 종류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
다. 특히 피와 같이 기존에 재배되던 주요 작물들과 재배 및 이용 방식이 
유사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더욱 쉽게 채택되어 생산량 증대에 기
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72)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화와 혁
신의 전략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서지역의 경우 환경
적, 경제적 조건으로 보았을 때 경기지역처럼 쌀의 재배나 농기구의 이용
을 늘리는 것은 안정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으로 평가되었을 가
능성이 크다.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되던 작물 가운데 전문적, 집중적으로 재배하여 
생산성을 높이기에 가장 적합한 작물은 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서지
역의 경우에는 토질이 좋지 않고 기후적으로도 쌀의 재배에 적합하지 않
아 수전 농경을 시행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고 실패의 가능성 또
한 존재한다. 더욱이 수전 농경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노동력이 전환
되어 잡곡, 두류와 같이 봄철에 파종이 이루어지는 다른 주요 식량 작물의 
재배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식량 부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수
전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쌀을 재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전성이 무너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집단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정성이 높은 다양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많은 농업 사회에서 생산량을 늘
리기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Van 
der Veen 2010). 

 영서지역에서 새롭게 재배되기 시작하는 맥류 또한 지역 환경에 적합

72) 농업 체계 내에서 이미 이용되던 작물과 유사한 저위험 작물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
다(Marst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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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작물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유사하다. 더욱이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재배되지 않던 작물이라 
경험적 지식의 부족으로 실패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추파 작물이기 때문에, 영서지역에서 주요 작물로 이용하던 잡곡 및 두류
와 재배 기간이 겹치지 않아서 재배가 실패하더라도 쌀과 비교하면 다른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특히 중도나 율문리 유적과 같이 맥류와 두류
를 모두 단작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주는 피해가 없어 전체 생
산량을 늘릴 수 있으며, 맥류 재배가 실패하더라도 기존에 그러했던 것처
럼 집단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서지역의 일부 유적
에서는 새로운 작물로 맥류를 채택하고 낮은 비중으로 재배하면서 그 이
득과 위험을 평가하였을 수 있다.

 다만 원천리처럼 동일 경작지에서 맥류와 두류를 재배하는 맥후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부족으로 두류의 생산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맥류 재배가 실패하는 경우 전체 생산량의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게다가 철제 농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면서 높은 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재배하
는 것과 비교하여 안정성이 높고, 백제 국가형성기 주작물인 잡곡의 생산
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만약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원천리 유적의 경우 조선총독부
가 간행한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를 보았
을 때 주변에 넓은 경작지가 분포하는 율문리 유적과 다르게(그림 59), 산
지로 둘러싸여 경지 면적이 소규모로 나타난다(그림 60).73) 안승모(2006: 
95)는 고대에 윤작 체계를 시행할 만큼 경지가 부족하였는지 의문이라 하
였는데, 원천리 유적에서는 이처럼 주변의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경작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발생했을 때 좁은 면적을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맥후작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에 맥
후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던 것으로 

73) 고대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이 상당히 변화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원천
리 유적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당시에도 경작지 개발이 어려웠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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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데,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두류의 단작 재배를 시행하고 
기존에 중시되지 않은 피74)까지 재배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9> 율문리 유적 주변 지형

     

<그림 60> 원천리 유적 주변 지형
 

 경기지역처럼 농기구 이용이 확대되는 양상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
은 것은 농기구를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요구되었기 때문
일 수 있다. 영서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이른 시기에 북한강 유역을 중
심으로 철기 제작 거점이 나타나지만, 원삼국시대 후반에 이르면 이와 같
은 철기 제작 거점이 발견되지 않아 제철 집단들이 쇠퇴하는 양상이 나타
난다(최영민 2017).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양상은 유사하게 유지되
어, 일부 취락에서 단조철기의 제작 증거가 발견되고 중도 유적의 경우에
는 주조괭이 제작 증거가 확인되어 소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

74) 두류는 지력 회복 이외에도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 및 지질의 공급원이라는 특성을 가
지며, 피는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재배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耐冷性이 강하면서 영
양상 쌀, 보리와 비교하여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趙載英 1995), 식량 확보의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재배가 시작되거나 늘어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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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철과 주조철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제철 기지는 발견
되지 않는다. 백제 지역으로부터 철과 일부 농기구를 공급받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조 철기 제작 증거들이 발견되는 유적들에서 ㅣ자형 
외줄구들과 같은 백제 국가 형성에 따라 확산되었다고 추정되는 물질문화
가 발견되고, 또한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도 백제로부터 철기가 유입되었
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상길 2014).

 즉 영서지역의 경우 철과 농기구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원거리, 특히 백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철제 농기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지역보다 더 많은 비용
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운송 비용이 추가되었을 것이며,75) 특히 백제에 의
해 통제가 이루어졌다면76) 백제의 직접 지배 영역이면서 중요 수취지역일 
수도 있는 경기 남부와 비교하여 높은 비용의 지불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농기구 이용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낮
아졌을 것이다. 게다가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노동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노동 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높은 비용을 투자하는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Van der van 2010). 

 이상으로 경기와 영서지역에서 서로 다른 특징의 농업 전략이 나타나
게 된 이유를 파악하고자, 농업 생산 전략의 채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될 수 있는 두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삼국시대의 농업 생산 방식, 환경적 조건, 철제 농기구 생산 체계와 같
은 요인들이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농업 전략의 채
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경기지역의 유적

75) 김장석·김준규(2016: 74-75)는 경기 북부 및 영서지역에서 타날문자비용기의 수가 적
은 것은 원거리로부터 유입되어 거리에 따른 운송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았
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철기는 토기와 비교하면 부피가 작고 손
상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무겁고 고대에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원거리부터 운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었을 수 있다. 

76) 중요 철기에 대해서는 백제 중앙이 그 생산 및 유통을 통제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
(심재연 2013)가 있는데, 철과 철기는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
한 자원이므로 그 생산과 유통 과정이 백제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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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는 생산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해지면서 여러 
방식 가운데 지역 환경과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수전 농경과 농기구 이용 
확대라는 두 전략을 시행하였다고 추정되었다. 전문화, 혁신의 전략들은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경기지역의 
유적들에서는 다양화 전략을 병행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철기 생산 
체계의 형성에 기반하여 효율성이 높은 생산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영서지역에서는 전문화 전략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환경
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철제 농기구 확보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기지역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대
신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
문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특히 재배 계절을 연장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농업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면 농업 양상이 상당히 변화하면서 
각 지역의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특징의 농업 전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집단에서 국가형성기 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취락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변화가 발생하는 취락이나 지역에서도 원삼국시대의 농업 전
통이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부지방 전역에
서 원삼국시대부터 확인되는 여러 작물과 방식을 활용하고 잡곡과 두류를 
주로 재배하는 방식이 지속되며, 철제 농기구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
도 여전히 관찰된다. 즉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재배 작물의 종류와 구
성, 그리고 재배 기술과 농기구 이용 양상이 상당 부분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농업 전략이 채택되는 등 농업 생산 양상이 상당히 변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시대나 지
역에 상관없이 유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이 장의 마지막 절에
서 살펴보겠지만 안정성의 추구가 중시되는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생산 
양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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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변화의 원인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의 분석 결과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백제 국
가형성기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왜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고자, 다양한 고고학적 증
거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농업 생산 양상의 변
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변화
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백제 국가형성기에 
나타나는 고고학적 증거 가운데 새로운 농업 생산 양상의 필요를 발생시
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국가
형성기의 제 변화가 농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인구 밀도의 변화, 새로운 생산 체계의 형성, 계층화의 심화와 같이 농
업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검토하
고, 이를 농업 변화의 양상과 비교하여 이러한 제 변화가 농업 생산 양상
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인구 밀도의 변화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여러 취락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양상으로 보아 
인구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 특히 인구 밀도의 증가는 농업 생산 양상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와 자원 간 불균형이 발생하
면 궁극적으로는 집단 생존에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밀도 증가와 농업 생산 양상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나는지 검토하여, 
인구 변화가 농업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탄소연대 측정치와 GIS 분석을 활용한 기존 연구(박지영 
2017)를 토대로 연구 대상 지역 내 인구 밀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
기지역에서는 4세기 이후에 경기 남부의 오산천, 화성, 용인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일구 밀집지가 확인되며,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화천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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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구 밀집지가, 이외
에는 춘천과 홍천에서 조
금 낮은 인구 밀집지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1). 

 즉 경기 남부의 여러 
지역과 화천 지역에서 가
장 높은 인구 밀도가 확인
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을 
농업 변화의 양상과 비교
하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쌀 재배가 

가장 뚜렷하면서 두류 재배의 증가 양상 또한 관찰되는 지역이며, 후자는 
맥후작 및 쌀, 피의 재배가 시작되고 두류 재배가 증가하면서 철제 농기구
의 이용도도 높아 영서지역 가운데 농업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서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춘천과 홍천 지역
의 유적들에서도 다른 유적들과 다르게 소량이기는 하나 쌀과 보리가 출
토되기 시작하므로 농업 변화와 인구 밀도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게다가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인구 밀도가 높은 
유적에서는 쌀의 재배를 늘리거나 맥후작을 시행하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시행되므로, 인구 밀도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자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전문 생산 및 유통 체계의 변화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토기나 철기의 생산 체계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하

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타날기법과 회전법에 의해 옹과 발이 표준
화된 상태로 대량 생산되며, 이와 함께 각종 백제 고급 기종 토기들이 생

<그림 61> 중부지방 4세기 이후 인구 분포
(박지영 2017: 48, 그림 8)



- 211 -

산되기 시작한다(이성주 2011). 또한 10기의 제철로가 발견되는 화성 기안
리 유적이나 대량의 범심이 집중된 진천 석장리 유적이 발견되고, 백제 중
앙에 의해 관장되는 철기 생산 체계가 등장했을 것으로 논의되기 있기도 
하다(김길식 2017; 이남규 2008; 최영민 2016). 

 즉 새로운 토기 및 철기 생산 체계가 형성된 것으로 논의되는데, 이러
한 변화 역시 농업 생산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업 생산물
은 식량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가 등장하면 물품의 종류나 생산 및 유통 
경로가 달라지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이 필요해져 새로운 
농업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해 
철기 생산 거점이 운영되었다면, 지역 집단에 의해 철기가 생산되던 상황
과 다르게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농기구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이 필요해져 농기구의 소유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
터는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의 형성이 작물 재배 방식이나 농기구 소유 
양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새로운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산성 증대 전략이 
나타났는지 파악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토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이나 취락에서 농
업 생산 양상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 살펴보았다. 

 <그림 62>는 
한성 양식 토기의 
분포 양상으로 지
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새로운 토

<그림 62> 한성기 신기종 토기의 분포 양상
(박중국 2013: 36, 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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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집중되고 있어, 고배, 삼족기, 기대, 직구단경호와 같은 한성 양식 토
기 대부분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다. 반면에 경기 북부의 경
우에는 토성이나 포천 자작리와 같은 거점 취락에서만 한성 양식 토기들
이 발견되며(박중국 2013) 장현리나 항사리와 같은 일반 취락에서 출토되
는 새로운 토기는 장란형토기와 같은 자비용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유
사하게 3, 4등급 취락으로 판단되는 경기 남부의 용인 마북동이나 서천동 
유적에서 고배가 빈번하게 출토되는 양상과는 다른 것이다. 심지어 영서지
역은 더욱더 재지 전통이 유지되는 양상이라, 원천리 유적에서만 고배, 흑
색마연토기, 병과 같은 고급 기종 토기가 소량 출토되며, 장란형토기와 같
은 자비 용기 또한 원천리, 하화계리 등 소수의 유적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토기의 출토 양상을 농업 양상과 비교하면, 한성기 신기종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오산천 유역과 용인, 화성 지역 등지에서 쌀 
재배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거나 수전이 발견되며, 영서지역 유적 가운
데도 가장 많은 종류의 백제 토기가 발견되는 원천리 유적에서 맥작의 비
중이 높고 맥후작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새로운 토기의 
출토 양상과 농업 생산 양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는데, 철기의 경우에도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유적들에서 공구
와 무기류 등이 좀 더 다양하게 출토되는 편이라 새로운 필수품을 확보하
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생산성 증대 전략을 채택하였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에 의한 철기 생산 체계가 농기구의 소유 양상에 영향
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백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철기 제작 거점에서 
농기구가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점이 특정 농기구의 소유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기 유적의 농기구 소유 양상을 보면, 주조괭이의 소유 양상에서 백
제 국가와의 연관성이 잘 드러난다. 몽촌토성 및 풍납토성과 근접한 유적
들에서 출토 비율이 높으며, 영서지역에서는 주조괭이가 출토되는 유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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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ㅣ자형 외줄구들이 발견되고, 원천리, 하화계리, 읍하리 등 백제 
국가와 연관된 물질문화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유적들에서 출토 비율이 
높은 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제 국가의 영향이나 백제 국가와의 관계가 
주조괭이의 소유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조철기 제작 
증거가 중부지방의 여러 취락에서 발견되는 것과 다르게, 주조괭이의 제작 
증거는 위에서 언급한 대규모 제철 유적에서만 주로 출토되므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제철 기지에서 주조괭이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
정된다. 따라서 주조괭이의 소유 양상에서만 집중 양상이 나타나는 데는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 의해 생산되는 상황
이 여러 지역 거점에서 생산되는 상황과 다른 점은 생산 및 유통 경로가 
제한되어 지역에 따라 비용이 특히 높을 수 있고 개인이 구입하는 데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동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집
중적으로 구매하거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세한 엘리트가 다량 구매할 필
요가 발생하였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엘리트의 주거지나 수혈과 같은 특정 
유구에서 여러 점이 발견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중 양상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철기 생산지에 근
접하고 플라스크형 수혈군이 다수 발견되는 백제 국가의 중요 수취 지역
일 수 있어 주조괭이를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의 형성은 쌀 재배의 증가나 맥후작
의 채택과 같은 생산성 증대 전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에 의해 생산이 관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조괭이의 소유 양상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계층화의 심화

 계층화의 심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 생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와 권력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엘리트의 필요에 따라 생산
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거나 계층 간 차별적인 식량 이용 방식 및 농기구 
소유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층화 심화가 농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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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전략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두 측면 간 연관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유적이나 지역에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는지, 또는 식량 이용 방식이 변화하거나 농기
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각 취락의 계층화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적
별로 주거지의 규모, 형태, 유물 출토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기 
남부에서, 그리고 영서지역 가운데는 원천리와 하화계리 유적에서 다른 유
적들과 비교하여 계층화 심화의 증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경우 각 취락에서 呂凸자형 주거지 위주로 조
성되지만, 경기 남부에서는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은 방형계 주거지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면서 육각형의 呂凸자형 주거지는 상위 위계에 제한되며
(송만영 2013), 삼족기, 기대, 병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고급 기종 토
기가 출토되면서 유적 간 출토 여부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영서
지역의 경우에는 원천리 유적에서 다른 유적들과 다르게 고급 기종 토기
들이 출토되며, 주거지 간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도 하여, 전
반적으로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여 소형인 주거지들이 발견되는 동시에 면
적 100㎡ 이상의 대형 주거지가 소수 발견된다. 게다가 가장 큰 주거지인 
96호 주거지의 경우 4개의 금동이식, 다수의 환옥, 발식, 관옥 등이 발견
되어 위세품의 집중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취락 내 다른 사람들과 구별
되는 엘리트의 등장과 이러한 위세품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성 증대 전략
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화계리 유적의 경우에도 희소
한 건축자재인 기와와 꺽쇠가 출토되고, 또한 수장층과 연관된 유물로 추
정되는 살포도77) 확인되어 계층적 차이가 유물 양상에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작물 재배 양상 및 농기구의 소유 양상과 연관성을 
보인다. 경기 남부에서는 쌀 재배 확대에 의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삽날과 철겸이 상위의 취락이나 주거지에서 제한적으로 

77) 살포는 금강 유역의 백제 무덤에서 대도와 함께 부장되어 수장층을 상징하는 유물로 
논의된 바 있다(김재홍 2011: 384).



- 215 -

출토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원천리나 하화계리 유적의 경우에도 맥류 재배
에 의한 생산성 증대 전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에 의해 생
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거나 철제 농기구가 제한적으로 소유되었을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63> 고림동 유적 

유구배치도

      
<그림 64> 자작리 
유적 유구배치도

 한성기에 이르면 원삼국시대와 다르게 포천 자작리나 용인 고림동 유
적과 같은 거점 취락에서 엘리트 주거지 근처에 수혈 유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기도 하는데(그림 63, 64), 이러한 양상은 엘리트가 농업 생산물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다.78) 또한 경
기 남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림동, 내삼미동과 같이 거점 취
락이라 판단할 수 있는 유적들에서만 단조 철기 제작 증거가 발견되는데, 
전반적으로 단조 철기의 제작 및 소유가 엘리트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
면서 농기구의 소유 양상이 변화하였을 수 있다. 즉 백제 국가형성기에 이

78) 실제로 고림동 유적 B7호 주거지 주변의 수혈 유구 4기에서는 바닥면에서 작물유존체
가 발견되었고, 그 중 B29호 수혈에서는 다량의 쌀과 조가 출토되어 엘리트 주거지 근
처의 수혈에 다량의 작물이 저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216 -

르러 엘리트는 생산물과 생산 도구를 집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였을 
수 있으며, 이는 엘리트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면
서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식량 이용 방식의 차이가 계층화의 증거가 뚜렷한 지역이나 유적
에서 발견되는 양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복합사회에서는 특정 식량이 차
별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며(Costin and Earle 1989; Hastorf 
1990; Turkon 2004), 한반도 고대의 경우 쌀이 상위 계층에 의해 선호되
던 작물로 파악된다. 중부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 
경기지역의 경우 본고의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성과 거점 취락인 풍납
토성과 고림동 유적에서만 쌀이 핵심 작물의 위치를 차지하는 양상이 확
인되었다. 그리고 영서지역의 경우에도 계층적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원천
리와 하화계리 유적에서 쌀이 출토되고, 특히 하화계리 유적의 경우 수키
와편, 철소재 등이 출토되는 장축 10m 이상의 대형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상위 계층에 의해 쌀이 선호되는 양상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리 유적의 경우 수혈에서 출토되고, 쌀이 출토된 또 
다른 유적인 율문리 유적에서도 상위 계층과 특별히 연관되는 양상은 관
찰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이를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율문리 유적
의 경우 탄화 곡물 근처에서 사람의 골반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되어 폐
기 의례와 연관될 수 있는데, 엘리트가 주로 이용하는 식량은 의례와 같은 
특정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
므로(Turkon 2004) 이러한 상징적 의미의 확산에 따라 쌀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계층화 심화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기 남부와 영서지역의 
여러 취락에서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고, 철제 농기구가 차별적으로 
소유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식량 이용 양상 또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계층화 심화에 따라 부와 권력
을 확보하기 위한 엘리트의 작용으로 생산 방식과 농기구 소유 양상이 달
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 방식의 결정과 생산 도구의 소유, 
그리고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차별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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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밀도의 변화, 전문 생산 체계의 변화, 그리고 계층화 심화의 세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백제 국가형성기의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변화가 농업 생산 양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쌀, 맥류, 두류와 같은 생산성이 높
은 작물의 재배와 농기구 이용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 변화와 관련된 증거들이 경기 남
부의 유적들이나 화천 원천리, 홍천 하화계리와 같은 영서지역의 유적들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또한 쌀 재배가 증가하거나 
맥후작이 시행되는 등 작물 재배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농기구의 이용도
가 높은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구와 자원 간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체계 
형성으로 등장한 물품 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
고 계층화 심화에 따라 성장한 엘리트에 의해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
거나 식량 이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농업 양상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농기구 소유 양상과도 연관성을 보인다. 주
조괭이의 이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으로 보아 백제 
국가에 의해 새로운 철기 생산 거점이 운영되면서 생산 유통 체계가 변화
하여 집중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수 있으며, 계층적 차이가 비교적 뚜렷
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나 유적에서 나타나는 삽날 및 철겸의 제한적 출토 
양상으로 보아 계층화 심화에 따라 농기구의 소유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생산 양상의 변화에는 본고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요인 가운
데 하나 또는 모든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며,79) 이는 각 취
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79) 본고에서는 고고학적 증거와 농업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토대로 세 가지 원인을 추정
하였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국
가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 공납 제도와 같은 국가의 경
제적 전략 등이 새로운 농업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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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양상의 경제적·정치적 의미  

 연구 목적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이르러 국가형성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 따라 원삼국시대와는 다른 특징적인 농업 양상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파악하고자 작물유존체
와 철제 농기구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원삼국시대의 기본적인 농업 생산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취락에 따라 작물 재배 방식이나 기술, 농기구 이용 
방식이 각기 다른 복합적이고 다양한 농업 양상이 한성기에 이르러 나타
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장의 앞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원삼국-백제 한성기 농업 양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농업 변화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밝혀진 내용들, 즉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농업 양
상과 그 특징 및 변화의 원인을 종합하여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의 농업 양상에 반영된 경제적·정치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포
함하여 농업 생산 방식과 기술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나, 노동집약
적 다양화 전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원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한성기에 이르면 중부지방의 각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발생하여, 
경기지역에서는 쌀 재배가 증가하면서 도성과 거점 취락에서 핵심 작물의 
위치를 차지하고, 영서지역에서는 쌀, 보리, 피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맥후
작이 시행되는 등 두드러진 변화들이 나타난다. 농기구의 이용 양상도 마
찬가지로 변화하여 경기지역에서 주조괭이를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 삽날과 철겸의 소유 양상에서 차이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대체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변화들로, 인구 밀도의 변화,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의 등장, 계층화 심화
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생산량 증대의 필요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 생
산 방식과 기술이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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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하지 않아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원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노동집
약적 다양화 전략에 기반을 둔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난다. 영서지역에서
는 다양화 전략이 강화되며, 경기지역에서는 쌀 재배 증가에 의한 전문화
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다양한 작물과 방식을 활용하는 농업 전략은 지속
된다. 또한 철제 농기구의 이용도가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다수의 취락에서는 농기구의 사용이 제
한적이기도 하다. 다양화 전략의 특징과 철제 농기구의 출토 양상으로 보
아, 이는 다음과 같이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농업 전략의 
채택 과정에서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부지방에서 확인되는 다양화 전략은 기후 변화나 병충해와 같은 위
기가 닥쳤을 때 모든 작물의 실패를 방지하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
식이다. 조, 피, 기장이나 콩, 팥과 같은 여러 종류의 작물들은 서로 유사
하면서도 환경 적응력에 차이가 있어80) 기후 조건이 변화하여 하나의 작
물이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작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콩과 팥을 혼작
하면 단일 경작지에서 모든 작물이 실패할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두류와 
맥류를 윤작하면 환경적 재앙으로 특정 계절의 작물 재배에 실패하더라도 
한 해 동안의 모든 식량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원삼국시대부터 한
성기까지 지속되는 중부지방의 다양화 전략은 각 작물의 환경 적응성, 시
간적, 공간적 배치에 차이를 둔 전략으로, 특정 작물, 시점, 공간에서 문제
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작물들은 성공적으로 재배하여 식량 생산의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윤작과 단작을 병행하면 
두류의 생산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콩과 팥의 혼작은 새삼
과 같은 기생 식물을 방지하고, 두류를 윤작하면 지력 회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80) 두류 가운데 콩과 팥은 모두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팥의 경우 콩보다 冷害
와 霜害를 더욱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콩보다 늦심기에 적응을 잘하므로 윤
작 체계에 적합하다. 다음으로 잡곡 가운데 조는 수량이 많고 주식으로 적합하다는 장
점이 있으나, 耐冷性은 약한 편이다. 반면에 피는 수량이 많지 않고 도정이 어렵지만 
耐冷性이 강하며, 기장의 경우 조보다 성숙이 빠르고 척박지에서 잘 견딜 수 있다(조재
영 1995). 즉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작물들이지만 장단점과 환경 적응성에 차이가 있으
며, 이로 인해 여러 작물들을 함께 재배하여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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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여러 취락에서 제한적으로 철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유사한 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백제 한성기에 이르러 농기구의 이용도가 증가
하는 것은 분명하나, 농기구의 생산량에 제한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중부
지방의 경우 여러 취락 유적에서 20% 미만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고분
에서도 철기의 박장화 경향이 나타나 수십, 수백 개에 이르는 다량의 농기
구가 부장되는 신라와는 다르게 소량의 철기만이 부장되기 때문이다(성수
일 2017). 따라서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신라 지역
과 비교하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많은 취락에서 다량의 농기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게다가 수량이 부족하면 비용 또한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취락에서 다량의 농기구를 확보할 수 있는 비
용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적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
고 인식되었을 수 있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취락이라면 유통 비용의 증
가로 농기구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이 필요했을 수 있으므로, 영서
지역 다수의 취락처럼 재배 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투자만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여 다량의 철제 농
기구를 확보하기 위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같이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철제 농기구를 다량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
을 수 있고, 또한 다량 확보하는 것이 위험성이 높은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어, 원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노동집약적인 
농업 생산 방식이 여러 취락에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처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작물 재배 양상의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시대와 상관없이 잡곡을 주 작물로 재배하고 두류를 보
편적으로 재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작물은 어떠한 환경에서
도 재배 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로, 잡곡류인 조, 피, 기장
은 모두 척박지나 개간지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의 피해도 적은 편이며, 
콩 또한 강산성토양을 제외하면 어디서나 안전하고 쉽게 재배할 수 있다
(趙載英 1995). 게다가 콩은 지력 회복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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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고대에 다른 작물들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생산물의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원삼국-백제 한성기: 위험 최소화 전략 

 

⏵ 다양한 작물과 재배 방식 활용
  : 재배 가능 종 모두 재배 
  : 단작, 윤작, 혼작 시행 가능성

⏵ 환경 적응적 작물 재배 
  : 잡곡, 두류 중심 
                                

한성기의 새로운 전략

생산성 증대 전략의 필요 
 인구 밀도의 변화 
 새로운 전문 생산 체계의 발생 
 계층화의 심화  

⏵ 쌀 재배 증가
⏵ 맥류 재배, 맥후작 범위 확대
⏵ 두류와 피의 재배 증가 및 확대
⏵ 철제 농기구 이용도 증가 

<표 42> 백제 국가형성기 농업 생산 전략 

 이와 같이 한성기에 이르면 농업 생산 양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
나지만 원삼국시대 농업 전략의 기본적 틀은 변화하지 않아, 생산성 증대
를 추구하면서도 생계 안정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농업 전략
의 채택에서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42). 

 둘째,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농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미친 한편으로, 각 취락 및 지역의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또한 농
업 생산 전략의 채택에 있어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농업 변화가 발생한 취락이나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농업 변화의 양상과 백제 국가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 백제 국
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새로운 농업 양상의 등장에 영향을 미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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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이 장의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조괭이를 중심으로 한 
철제 농기구의 출토 양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역이나 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
이 가능하다. 쌀 재배의 증가가 비교적 뚜렷한 경기 남부는 백제의 직접 
지배 영역으로 판단되며(권오영 2009; 박순발 2001; 송만영 2013), 영서
지역의 경우에도 맥후작이 시작되는 등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원천리 유
적에서 ㅣ자형 외줄구들, 흑색마연토기, 직구단경호, 백제계 금동 이식 등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제와 
연관된 물질문화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강원 영서지역의 취락들에서는 농
업 양상의 변화가 크지 않아, 중도 유적의 경우에는 쌀과 맥류가 새로운 
재배 작물로 추가되지만 잡곡과 두류를 주요 작물로 재배하고 농기구 출
토 비율이 낮은 원삼국시대의 농업 양상이 유지되며, 물질문화 상 재지 전
통이 대체로 유지되는 성산리나 예미리 유적의 경우에는 농업 양상의 변
화 또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이 두드러지
는 경우에 농업 변화 또한 그러하고, 반대로 백제 국가와의 관련성이 관찰
되지 않으면 농업 변화 또한 미미하므로,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
화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농업 전략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백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변화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제 변화가 새로운 농업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직간접
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백제 국가
가 지역 집단의 경제적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
할 수 있는데, 백제의 지배 영역인 경기지역에서 재배가 증가하는 쌀의 경
우 백제 국가의 조세 대상일 수 있고, 삼국사기 기록에도 국가가 수전을 
조성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81)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지역 집단 자체적으로 생산성 증대의 필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원인들이 간취되고,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고자 환경적, 경제적 맥락에 
적합한 농업 방식이 채택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집단의 필요에 따

81) 三國史記 百濟本紀 多婁王 6年 二月, 下令, 國南州郡始作稻田.
    三國史記 百濟本紀 古尒王 9年 九年, 春二月, 命國人, 開稻田於南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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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적으로 농업 생산 전략이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수전의 
양상을 살펴보아도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82)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국가가 지역 집단의 경제적 전략의 채택 과정에 개입하였는
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가 형성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농업 전략이 채택되었지만, 그 
채택 과정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조건이 고려되고,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각 지역의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가 새로운 농업 전략의 채택에 영
향을 주어, 기존에 재배되던 작물의 종류나 노동력의 이용 양상이 새로운 
작물을 추가하거나 기술적 개발을 시행하는 등 농업 전략의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환경적 조건은 재배 작물의 종류나 비중을 결정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환경에 적합한 작물들을 주식량으
로 재배하는 원삼국시대의 전통이 유지되었으며, 새로운 작물이나 방식은 
지역 환경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쌀 재배가 적합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쌀 재배 비중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기 북부와 영서지역에서는 재배 비
중이 낮았으며, 원천리 유적과 같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좁은 경우에는 단
위면적 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맥후작과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
하였다. 

 이와 함께 백제 국가와의 관계, 경제적인 인프라, 계층 구조 등에 따라 
농기구 이용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여, 백제의 지배 영역이면서 철기 제작 
거점이 근방에서 위치하는 경기지역에서는 다량의 주조괭이가 이용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영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크
게 증가하지 않으며, 계층화가 뚜렷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적
인 농기구 소유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작물 재배 방
식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어, 
영서지역 유적 가운데 계층화의 증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천리 

82) 우면동의 수전은 선상지의 충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토양 상태로 보아 자연적으로 저
수조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둑의 설치만으로 경작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파악
되며(한얼문화재연구원 2012: 290), 송산동 유적의 관개수로는 말뚝과 잔가지를 이용하
여 만든 수로로 원삼국시대 천안 장산리 유적의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즉 수전과 관개
수로 모두 지역 집단에 의해서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성 가능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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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맥후작이 시행되는 것은 엘리트의 영향이 
크게 미쳤음을, 즉 취락의 사회적 구조가 농업 생산 방식을 결정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농업 가구의 자율
성 감소는 전통적인 위험 관리 전략을 포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위험한 전략을 채택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Marston 2012).83) 

 이처럼 국가형성기에 새롭게 등장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각 
집단의 조건에 따라 재배 방식 및 기술, 농기구 이용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그 결과로 한성기에 이르러 생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지역이나 취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국가형성기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 집단의 대응 양상을 잘 드
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 국가형성기에는 물질문화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변화로 보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변화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생산
물은 생계 기반이자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의 이러한 제 변화들과 연동하여 농업 생산 양상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기구의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본래 이용되던 생산성이 높은 작물
의 비중을 늘리고, 소수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기구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여기에 
변화를 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에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
와 연관되어 주로 논의되던 획기적인 기술적인 발달이나 대규모 생산 체
계의 형성과는 다른 것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중요한 정치적 변

83) 아나톨리아 Gordion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인 연구 결과 여러 시기 동안 대체로 다양
화 전략에 초점을 맞춘 안정성이 높은 농업 생산 양상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로마 
시기에 이르면서 세금 정책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생산 전략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Marston 2012). 이는 정치체나 엘리트의 강제적 요구에 따라 불안정한 전략이 채택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백제 국가형성기 중부지방의 일부 취락에서도 엘리트가 
성장하면서 엘리트의 필요나 권력 행사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전략이 채택되었
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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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시기에도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형성되고 멸망하는 동안 지역 농경 주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으며(Erickson 2006), 지역 집
단의 농민들은 환경과 작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Netting 1993), 백제 국가형성기 중부지방에서 확인되는 
농업 양상은 이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형성기의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각 지역 및 취락의 농업 양상에 영
향을 주었지만, 각 지역 집단에서는 지역적 전통과 환경 및 경제적 조건에 
따라 농업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집단에 적합한 기존 생산 
체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국가형성기에 발생한 필요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전략이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농업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집단의 안정적 생계 유지가 중
시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이미 원삼국시대부터 상당한 정도의 농업 
발달이 진척되어 두드러진 기술적 변화가 크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특히 본고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의 윤작 체계의 가능성은 지역 
집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농업이 발달될 수 있음을 잘 드러
내므로,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종과 구성에 다소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도 국가형성기의 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 226 -

VII. 결론

 원삼국-삼국시대는 고대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시기이자 집약적 
농업 사회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기의 농업과 관련
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농기구의 발달과 작물 재배 양상 등 농업 
생산의 많은 측면이 파악되었고, 국가의 형성 및 발전이라는 정치적 변화
와 농업 기술 발달 사이의 연관성 또한 논의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
은 시대적인 연구 흐름과 자료의 부족으로, 또는 다양한 농업 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나 통시적, 공시적 접근의 부족으로 고대 농업의 시공간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가형성기라는 특정한 맥
락에서의 농업 양상의 변화나 특징이 어떠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특히 백제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자료
의 편재로 농업 연구가 더욱 부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방의 
유적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고고학적 농업 자료인 작물유존체와 철제 농
기구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작물 재
배 방식과 기술, 농기구 이용 방식의 시공간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형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농업 전략인 전
문화, 다양화, 노동 집약화, 혁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농업 변화상을 
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농업 관련 자료의 축적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전략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형성 및 발전 과정
에서 농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들과 연
관된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검토함으로써 변화의 원인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로, 작물조성의 분석을 토대로 가장 기본적인 농업 변화로 나타
날 수 있는 재배 작물의 종류와 비중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출토확률 분석
과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여 작물조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삼
국시대에는 쌀, 콩, 팥, 조, 기장, 피, 보리, 밀, 대마 등 해당 시기, 각 지
역에서 재배 가능한 모든 작물 종을 재배하면서 잡곡과 두류를 주요 작물



- 227 -

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성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중부지방 전반적으로 원삼국시대와 동일한 작물들이 재배
되고 잡곡과 두류는 여전히 주요 작물로 재배된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경
우 쌀의 출토확률이 증가하고 풍납토성과 고림동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
중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원삼국시대와 차이를 보이며, 영서지역의 경우
에도 원천리, 중도, 하화계리 유적 등지에서 쌀, 맥류, 피 가운데 하나 또
는 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관찰된다. 즉 한
성기에 이르면 작물 재배 방식의 상당 부분이 유지되지만, 특정 종들을 중
심으로 재배가 증가 또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 재배 기술상의 두 가지 변화, 즉 신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작부체계의 
도입에 대해 파악하고자 콩과 팥의 크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작물 모두 맥류가 출토되는 유적들에서 청동기시대의 것보다 작은 종자들
이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두류의 크기 감소는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류 출토 여부와 연
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맥후작의 시행 결과로 판단되었다. 맥후작을 
시행하면 지력이 악화되고 두류의 생육 시기가 부족해져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맥후작의 시행은 소립 두류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경기
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부터, 영서지역에서는 한성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콩과 팥의 크기 감소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양상에서 
맥류 재배 이후 동일 경작지에 두 작물을 혼작하였을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작물 종자의 개량이나 신품종의 도입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국가형성기에 이르러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기구의 
이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밝히고자, 철제 삽날, 주조괭이, 겸을 분
석 대상으로 출토 위치, 출토율, 출토 주거지 및 취락의 특징 세 가지 사
항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경구인 삽날과 주조괭이의 경우 한성기에 이르러 
출토 범위가 확대되고 출토 비율이 증가하며, 특히 주조괭이는 취락 내 출
토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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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농기구는 시대와 상관없이 대체로 상위 취락에서 출토되고, 삽날의 
경우에는 해당 취락 내에서도 위계가 높은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어 여
전히 사용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조괭이의 경우 다른 농기구
와는 다르게 백제 국가와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백제 중심지 주변에서 출토율이 높고 영서지역의 경우 ㅣ자형 외
줄구들 주거지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철겸은 세 종류의 
농기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는 농기구로, 한성기에 이르러 기경구
와 마찬가지로 출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1~3등급의 취락에서 주로 발견되면서 대형 또는 呂凸자형 주
거지에서 출토되는 양상이 나타나 한성기에 이르러 오히려 부와 신분에 
따라 소유가 더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분석을 진행한 다음으로는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 방법에서 설정한 모델과 비교하여 백제 국가형성기에 어떠
한 변화가 발생하며, 그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물 재배 방식 및 기술의 변화는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쌀 재배가 시작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맥작 
및 맥후작의 시행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일부 취
락에서 두류의 재배가 증가하고 피 재배가 확대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취락 간 차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변화와 연관된 각 
작물들의 특징으로 보아 이와 같은 변화들은 대체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
한 목적에 따라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변화의 양상은 지
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영서지역에서는 쌀, 보리, 피의 재배나 맥
후작이 시작되어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다양화 전략이 강화되는 양상이, 경
기지역에서는 쌀 재배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이 전문화되는 양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제 농기구 이용 양상의 변화는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는 한
성기에 이르러 세 종류의 농기구 모두 이용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며, 두 번
째는 소유 방식이 변화하여 삽날과 철겸은 더 상위 계층에 의해 소유되고, 
주조괭이는 특정 지역이나 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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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주조괭이의 이용도 증가는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는 혁신으로 볼만한 변화로 판단되었는데, 중부지방 전역에서 동
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파
악되었다. 

 이처럼 작물 재배 방식뿐만 아니라 농기구 이용 양상 또한 지역에 따
라 달라,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특징의 농업 전략이 채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기지역에서는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 전략이, 영서지역에서는 생산량의 증대는 크지 않지만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 전략이 주로 채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
이는 지역에 따라 특정 전략에 대한 필요성 및 적합도와 위험도가 달랐기 
때문으로, 농업 전략이 채택되는 환경적, 경제적 조건이 주요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음으로는 농업 생산 양상이 변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 농업 변화가 발생한 지역 및 유적에서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인구 밀도의 변화, 전문 생산 체계의 등장, 계층화의 심화와 
연관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 농업 생산 양상 또한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농업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고 추정되었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와 자원 간 불
균형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체계 형성으로 등장한 물품 확보를 
위한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층화 심화에 따라 성장한 
엘리트에 의해 생산성 증대 전략이 시행되거나 식량 이용 방식이 달라지
면서 농업 생산 방식과 기술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었다. 한편 계
층화의 심화는 농기구의 소유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삽날 및 
철겸이 주로 상위계층에 의해 소유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백제 국가에 의한 철기 제작 거점의 운영은 주조괭이의 집
중 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고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농업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는 한성기에 이르러 농업 생산 양상에 여러 변화가 발생하지만, 위험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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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는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 틀이 유지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백
제 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농업 생산 양상에 영향을 미친 한편으
로, 각 취락 및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농업 생산 전략이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작물유존체, 철제 농기구, 경작유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농업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원삼국-백제 한성기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농기구 자체
나 작물유존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드물며 특히 여러 자료를 복합
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현재 철제 농기구는 물
론이고 농업 연구의 핵심적 자료라 할 수 있는 작물유존체 또한 여러 유
적에서 발견되어,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백제 국가형성기의 농업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중부지방의 농업 자료 가운데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나 그 
자체를 주요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던 철제 농기구를 분석하여 
이용도는 물론이고 소유 양상까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시대
와 지역에 따른 농기구의 이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작물조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작물들이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파악함으로써 
각 취락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재배 방식의 차이와 시간적인 
변화상을 밝혔으며, 무엇보다도 작물 크기의 분석을 통해 기존에 파악되지 
못하였으나 농업 생산 기술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윤작, 혼작 등 
작부체계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를 토대
로 기존에 국가와 연관하여 주로 논의되던 획기적인 기술적 발달과는 다
른 전통적인 농업 생산 체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전략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
으로는 국가형성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을, 그리고 각 지역 집단에서 국가 형성이라는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면서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차별적인 농업 전략들을 채택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의 부족, 특히 작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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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체의 출토 사례나 분석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한 한계가 존재
한다. 여러 유적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농업 변화의 모델을 설
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경기 남부나 영서지역
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분석된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양상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앞
으로 여러 유적의 식물유존체 복원 및 분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취합함으
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더 상세한 정
보를 얻기 위해 본고에서 이용한 두 자료 이외에도 경작지나, 수리 시설, 
식물규소체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며, 
강원 영동과 호서, 호남 지역까지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여 백제 국가 형성
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여러 지역 집단이 어떠한 농업 전략을 선택하
였는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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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경기지역 연구 대상 유적 탄소연대>

유적 유구 lab 번호 BP 오차 조사 기관 

가평 대성리

3호 주 PLD-11948 1850 20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5호 주 PLD-7651 1855 25
6호 주 PLD-11951 1865 20
10호 주 PLD-11953 1790 20
11호 주 PLD-7649 1855 25
14호 주 PLD-11954 1850 25
16호 주 PLD-6338 1840 20
18호 주 PLD-7650 1890 25
19호 주 PLD-11949 1930 20
22호 주 PLD-6342 1845 20
25호 주 PLD-6339 1825 20

가평 대성리 
Ⅱ

1호 주 PLD-14478 1855 2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4호 주 PLD-14482 1875 20
10호 주 PLD-14494 1870 20

양평 양수리 
537-1

3호 주 IAAA-171346 1930 20
한양문화재연구원 

20185호 주 IAAA-171347 1880 20
11호 주 IAAA-171348 1920 20

연천 강내리

7호 주 SNU11-142 1610 5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9호 주 SNU11-143 1990 40
9호 주 SNU11-144 1830 40
11호 주 SNU11-145 1870 40
15호 주 SNU11-146 1530 40
17호 주 SNU11-147 1620 40
22호 주 SNU11-149 1900 90
24호 주 SNU11-150 1920 40
26호 주 SNU11-151 1610 40
27호 주 SNU11-157 1750 40
30호 주 SNU11-153 1790 40
32호 주 SNU11-154 1710 40
37호 주 SNU11-156 167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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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번호 BP 오차 조사 기관 

연천 강내리

38호 주 SNU11-170 1750 5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41호 주 SNU11-171 1700 40
42호 주 SNU11-172 1710 40
43호 주 SNU11-173 1720 40
44호 주 SNU11-174 1680 50
45호 주 SNU11-177 1610 50
52호 주 SNU11-162 1800 40
58호 주 SNU11-160 1700 40
60호 주 SNU11-163 1660 50
66호 주 SNU11-179 1940 40
68호 주 SNU11-180 1900 40

포천 사정리 
모래내

11호 주 SNU13-033 1820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15호 주 SNU13-035 1730 40
18호 주 SNU13-037 1780 40
20호 주 SNU13-038 1740 40
22호 주 SNU13-040 1880 40

가평 청평리 
714-4

1호 주 KCL17-085 1643 19
한국문화재재단

20192호 주 KCL17-089 1748 20
4호 주 KCL17-090 1865 24

가평 항사리

가2호 주 SNU07-016 1620 6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가4호 주 SNU07-017 1600 60
가8호 주 SNU07-018 1690 60
가9호 주 SNU07-019 1620 60
가10호 주 SNU07-020 1600 60
나9호 주 SNU08-459 1720 50
나10호 주 SNU08-460 1720 50
나12호 주 SNU08-461 2020 50
나13호 주 SNU08-462 1940 60
나15호 주 SNU08-463 1870 60
나15호 주 SNU08-464 18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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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번호 BP 오차 조사 기관 

가평 항사리
나-16호 주 SNU08-465 1740 5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나-21호 주 SNU08-466 1800 50

남양주 
장현리

4호 주 KR07-196 1820 5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12호 주 KR08-150 1770 50
14호 주 KR07-197 1850 50
16호 주 KR07-198 1910 50
29호 주 KR07-199 1970 50
34호 주 KR07-200 1840 50
35호 주 KR07-201 1760 50
44호 주 KR07-202 1820 50
45호 주 KR07-203 2420 50
49호 주 KR07-204 1750 50
59호 주 KR07-205 1680 50
65호 주 KR08-151 1830 50
71호 주 KR08-152 1740 50
73호 주 KR08-153 1650 50
74호 주 KR08-154 1720 50
75호 주 KR08-155 1670 50
77호 주 KR08-156 1700 50
80호 주 KR08-157 1600 50
83호 주 KR08-158 1730 50

풍납토성 
197

라7호 주 SNU10-R167 1850 5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라19호 주 SNU11-R094 1890 40

풍납토성 
경당지구

101호 
폐기장 - 1730 80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하남 미사동 8지구 
야외 노지 GX-28884 1780 50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하남 미사리 A지구 
1호 주 KCP 79 1730 50 한양대학교 1994

광주 장지동
9호 주 PLD-9209 1950 2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10호 주 PLD-8376 168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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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번호 BP 오차 조사 기관 

광주 장지동

11호 주 SNU07-424 1840 5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12호 주 SNU07-425 1790 50
13호 주 PLD-9210 1905 25
14호 주 SNU07-426 1690 50
15호 주 SNU07-427 1840 50
16호 주 PLD-8768 1740 20
17호 주 PLD-8769 1720 20
18호 주 PLD-8380 1830 20
19호 주 SNU07-428 1600 50
20호 주 PLD-9211 1700 20
21호 주 PLD-8771 1855 20
22호 주 SNU07-430 1710 50
24호 주 PLD-9212 1690 25

광주 
곤지암리 

3호 주 Beta-455931 1730 30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18호 주 Beta-455932 1810 30
20호 주 Beta-455933 1730 30
22호 주 Beta-455934 1750 30
23호 주 Beta-455935 1790 30
28호 주 Beta-455936 1800 30
29호 주 Beta-455937 1690 30
30호 주 Beta-455938 1740 30
31호 주 Beta-455939 1720 30
34호 주 Beta-455940 1690 30

용인 고림동

A2호 주 OWd090829 1640 60

한신대학교박물관 
2018

B1호 주 OWd090834 1680 40
B2호 주 OWd090835 1730 40
B4호 주 OWd090837 1800 40
B6호 주 OWd090838 1660 40
B7호 주 OWd090841 1690 40
B8호 주 OWd090842 16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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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번호 BP 오차 조사 기관 

용인 고림동
B9호 주 OWd090845 1700 40

한신대학교박물관 
2018B10호 주 OWd090848 1760 40

B17호 수 OWd090849 1750 40

화성 발안리

1호 주 SNU06-085 1810 5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3호 주 SNU06-086 1590 50
5호 주 SNU06-087 1840 60
12호 주 SNU06-088 1950 50
19호 주 SNU06-089 2080 50
21호 주 SNU06-090 1840 60
24호 주 SNU06-091 1890 50
27호 주 SNU06-092 1850 50
28호 주 SNU06-094 1970 50
30호 주 SNU06-095 1780 50
38호 주 SNU06-096 1780 50
43호 주 SNU06-097 1560 50
51호 주 SNU06-098 1800 50

파주 주월리 96-7호 주 AA25777 1695 45 경기도박물관 
1999

파주 동패리 
10호 주 SNU09-209 1660 50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16호 수 SNU09-212 1640 60
파주 

와동리Ⅲ 14-1호 주 SNU09-200 1710 6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포천 자작리

14호 주 KCL14-009 1750 3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5

15호 주 KCL14-010 1680 30
17호 주 KCL14-011 1750 30

22호 주 KCL14-012 1710 30

24호 주 KCL14-013 1670 30

53호 주 KCL14-014 16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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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양주 광석리

1호 주 KR10-141 1730 60

국방문화재연구원 
2012

2호 주 KR10-226 1780 40

3호 주 KR10-227 1700 40

6호 주 KR10-332 1930 40

인천 중산동 1호 주 SNU10-833 1550 40
한얼문화

유산연구원 2012서울 우면동
가4호 주 PLD-16577 1573 17

가5호 주 PLD-16578 1571 17

용인 보정리 7호 주 SNU03-879 1420 80 기전문화재연구원 
2015　

용인 구갈리 - SNU02-037 1840 4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용인 마북동 

4호 주 SNU06-835 1570 50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48호 주 SNU06-840 1640 50

70호 주 SNU06-842 1640 50

화성 석우리 
먹실

6호 주 SNU06-065 1700 50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7호 주 SNU06-058 1650 50

오산 
내삼미동

14호 주 PLD-18154 1590 20

경기문화재연구원 
2011

16호 주 PLD-18155 1585 20

19호 주 PLD-18156 1605 20

25호 주 PLD-18157 1640 20

양평 
하자포리 

2호 주 KGM-OTg151
461 1650 30

한국문화재재단 
2017

3호 주 KGM-OTg151
462 16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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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강원 영서지역 연구 대상 유적 탄소연대>

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철원 와수리

- SNU04-692 202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 SNU04-693 2050 80
- SNU04-694 2070 40
- SNU04-695 2080 60
- SNU04-696 1970 40
- SNU04-697 1920 40

양구 고대리
16호 주 SNU14-257 187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2호 수 SNU14-260 1960 40

화천 거례리
4호 주 SNU10-1251 1980 40

강원고고문화
연구원 20137호 주 SNU10-1252 2110 40

8호 주 SNU10-1253 1980 40 
춘천 율문리 

75-2 1호 주 KR06-082 1950 40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춘천 우두동

7호 주 KGM-OWd
150247-1 1920 30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27호 주 KGM-OWd
150248-1 1880 30

30호 주 KGM-OWd
150249-2 1900 30 

49호 주 KGM-OWd
150251 1920 30

68호 주 KGM-OWd
150253-1 1900 40

82호 주 KGM-OWd
150254-1 2000 30

88호 주 KGM-OWd
150255-1 1930 30

92호 주 KGM-OWd
150256-1 1950 30

93호 주 KGM-OWd
150257-1 1800 30

100호 주 KGM-OWd
150259 1940 30

112호 주 KGM-OWd
150261-1 1930 30

116호 주 KGM-OWd
150262 2010 50

118호 주 KGM-OWd
150263 19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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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춘천 우두동

131호 주 KGM-OWd
150264 1980 30

한강문화재연구원 
2017 　

133호 주 KGM-OWd
150265 1890 30

138호 주 KGM-OWd
150266 1970 30

139호 주 KGM-OWd
150267 1930 40

142호 주 KGM-OWd
150268 1970 30

156호 주 KGM-OWd
150269 1840 30

158호 주 KGM-OWd
150272 1880 30

춘천 우두동 2
1호 주 OWd110154 189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3호 주 OWd110156 1670 40

5호 주 OWd110155 2210 40

춘천 우두동 3

1호 주 SNU13-266 179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 

3호 주 SNU13-268 1780 40
4호 주 SNU13-269 1900 40
7호 주 SNU13-270 1840 50

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1호 주 SNU06-420 168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3호 주 SNU06-426 1820 60
4호 주 SNU06-427 1770 60 

춘천 신매리 
70-6

1호 주 - 1900 30

국강고고학연구소 
2019

2호 주 - 1960 30
5호 주 - 1940 30
10호 주 - 1880 30
11호 주 - 2040 30
13호 주 - 1930 40
14호 주 - 1830 30

춘천 근화동A

8호 주 SNU10-330 1690 50

강원고고문화연구
원 2011

11호 주 SNU10-331 2240 50
12호 주 SNU10-333 1640 60
18호 주 SNU10-334 2140 50
26호 주 SNU10-336 2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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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춘천 근화동B
3호 주 OWd100151 192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4호 주 OWd100145 1710 50

춘천 근화동C 3호 주 PLD-18880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홍천 철정리

A1호 주 SNU07-827 196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A3호 주 SNU07-828 1840 50
A4호 주 SNU07-829 1820 50
A5호 주 SNU07-832 1810 50
A7호 주 SNU07-833 2240 60
C4호 주 SNU07-843 2090 50

영월 주천리
2호 주 OWd090688 1920 40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3호 주 OWd090689 1920 40

4호 주 OWd090690 1830 40

원주 가현동

4호 주 OWd080034 173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10호 주 OWd080037 1800 40
13호 주 OWd080038 1730 40
16호 주 OWd080039 1710 40
24호 주 OWd080043 1760 40
26호 주 OWd080044 1780 40
37호 주 OWd080046 1850 40
43호 주 OWd080047 1790 50

평창 방림리
1호 주 SNU10-101 1730 6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2호 주 SNU10-102 1710 60

3호 주 SNU10-103 1700 60

영월 주천리
1호 주 SNU09-086 1840 6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7호 주 SNU09-090 1810 50

8호 주 SNU09-089 1770 50

정선 예미리
6호 주 SNU06-224 171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8호 주 SNU06-225 1770 60

10호 주 SNU06-226 169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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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춘천 중도

A1-1호 주 RPC-200023 2050 30

춘천 중도동 
연합발굴조사단 

2020 

A4-2호 주 RPC-200025 1790 40
A4-7호 주 RPC-200026 1800 40
A4-8호 주 RPC-200028 1760 40
A4-16호 주 RPC-200030 1800 30
A4-29호 주 RPC-200031 1880 40
A4-31호 주 RPC-200032 1750 40
A5-1호 주 RPC-200033 1890 40
A5-2호 주 RPC-200034 1760 40
A5-6호 주 RPC-200035 1800 30
A5-7호 주 RPC-200036 1820 40
A5-9호 주 RPC-200037 1800 30
A5-10호 주 RPC-200038 1830 30
A5-14호 주 RPC-200039 1770 40
A5-17호 주 RPC-200040 1810 30
A5-18호 주 RPC-200041 1750 40
A5-22호 주 RPC-200042 1800 40
A5-26호 주 RPC-200043 1850 40
A5-30호 주 RPC-200044 1760 40
A5-40호 주 RPC-200045 1890 40
A5-41호 주 RPC-200046 1880 40
4B-2호 주 SNU11-243 1750 50
4B-5호 주 SNU11-230 1770 40
4B-8호 주 SNU11-232 1790 40
4B-10호 주 SNU11-231 1730 50
4B-11호 주 SNU11-234 1650 50
4B-12호 주 SNU11-236 1760 40
4B-13호 주 SNU11-238 1780 50
4B-18호 주 SNU11-239 16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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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춘천 중도

4B-23호 주 SNU11-241 1830 40

춘천 중도동 
연합발굴조사단 

2020 

4C-1호 주 SNU10-1235 1960 50
4C-2호 주 SNU12-120 1640 40
4C-3호 주 SNU12-252 1730 40
4C-6호 주 SNU12-253 1690 40
G1-2호 주 PLD-33195 1883 20
G1-3호 주 PLD-33196 1839 20
G1-6호 주 PLD-33198 1965 22

G3-1호 주 120180361-
002-00 1650 30

G3-2호 주 120180361-
003-00 1770 30

G3-3호 주 120180361-
004-00 1640 30

춘천 율문리 
335-4번지

1호 주 SNU06-445 1730 50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3호 주 SNU06-446 1690 50
4호 주 SNU06-449 1730 50
7호 주 SNU07-188 1810 50
8호 주 SNU07-189 1810 40 

홍천 성산리

1호 주 OWd090231 170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2호 주 OWd090233 1710 40
3호 주 OWd090235 1640 40
5호 주 OWd090236 1780 40
7호 주 OWd090237 1620 40
13호 주 OWd090238 1810 50
14호 주 OWd090240 1650 40
19호 주 OWd090241 1930 50
21호 주 OWd090242 1680 50
24호 주 OWd090243 1750 50
25호 주 OWd090244 1740 40
26호 주 OWd090245 1800 40
27호 주 OWd090246 1830 40
28호 주 OWd090247 16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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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차 조사 기관 

홍천 성산리

29호 주 OWd090248 1650 4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30호 주 OWd090249 1540 40
31호 주 OWd090250 1600 40
32호 주 OWd090251 1710 40
33호 주 OWd090252 1710 40
35호 주 OWd090253 1710 40
36호 주 OWd090254 1730 50
38호 주 OWd090256 1830 40
39호 주 OWd090257 1610 40
31호 주 OWd090258 1840 40
43호 주 OWd090259 1710 40
44호 주 OWd090260 1880 40
45호 주 OWd090261 1840 40

평창 후평리

3호 주 KCL15-001 1740 3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4호 주 KCL15-002 1850 30
5호 주 KCL15-003 1690 30
6호 주 KCL15-004 1710 30
7호 주 KCL15-005 1810 30
9호 주 KCL15-006 1810 30
11호 주 KCL15-007 1700 30
12호 주 KCL15-008 1740 30
13호 주 KCL15-009 1810 30
15호 주 KCL15-010 1720 30

평창 천동리
1호 주 SNU10-069 1650 5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22호 주 SNU10-067 1730 60

화천 원천리

21호 주 PLD-18796 1725 19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22호 주 PLD-18797 1650 19
24호 주 PLD-18794 1685 21
29호 주 PLD-18798 1680 21
30호 주 PLD-18799 17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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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구 lab ID BP 오
차 조사 기관 

화천 원천리

33호 주 PLD-18800 1685 19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34호 주 PLD-18801 1710 20

37호 주 PLD-18803 1715 20

39호 주 PLD-18802 1750 19

53호 주 PLD-18809 1710 19

65호 주 PLD-18805 1700 19

69호 주 PLD-18808 1690 20

72호 주 PLD-18804 1685 19

78호 주 PLD-18807 1700 18

109호 주 PLD-18806 1690 20

횡성 읍하리 4호 주 SNU13-021 1730 50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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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시대 유적 출토 수량 

U자형 주조괭이 철겸
1

원
삼
국

연천 강내리 0 0 1
2 연천 삼곶리 0 0 0
3 포천 금주리 0 0 0
4 포천 사정리 0 0 0
5 포천 용수재울 0 0 0
6 포천 영송리 0 0 0
7 문산 당동리 1지점 0 0 0
8 문산 당동리 7지점 0 0 0
9 남양주 장현리 0 1 4
10 가평 항사리 0 0 1
11 가평 덕현리 0 0 0
12 가평 대성리 3 8 7
13 양평 양수리 상석정 0 1 1
14 양평 양수리 537-1 0 0 0
15 양평 양수리 1, 2 0 1 0
16 하남 미사리 1 0 0
17 광주 장지동 0 0 2
18 광주 곤지암리 2 0 6
19 화성 발안리 0 0 0
20 김포 양촌 0 0 0
21 김포 운양동 2 0 0 0
22 인천 중산동 0 0 0
23 수원 서둔동 0 0 2
24 인천 운북동 0 0 1
25

한
성
기

양주 광석리 0 0 1
26 의정부 민락동 0 0 0
27 김포 양곡 0 0 0
28 김포 양곡(2) 0 0 1
29 인천 연희동 0 0 0
30 인천 구월동 0 0 0
31 포천 자작리 0 8 0
32 파주 선유리 0 9 0
33 파주 동패리 0 2 1
34 가평 항사리 0 1 5
35 남양주 장현리 0 8 6
36 서울 우면동 0 4 4

<부록 2.1 경기지역 유적 철제 농기구 출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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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1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지표에서 출토되는 등 수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거지가 1기만 발견되어, 취락 내 출토 비율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은 유적들이다.

순
번 시대 유적 농기구 수량

U자형 주조괭이 철겸
37

한
성
기

광명 소하동 0 0 0
38 시흥 조남동 0 0 0
39 안산 신길동 0 0 0
40 광주 곤지암리 1 1 5
41 광주 장지동 1 2 2
42 안양 관양동 0 0 0
43 성남 동판교 0 0 0
44 하남 미사리 0 13 2
45 양평 하자포리 0 2 0
46 용인 보정리 소실 0 0 0
47 용인 구갈리 0 0 1
48 용인 마북리 0 1 2
49 용인 서천동 0 0 1
50 용인 고림동 0 2 2
51 오산 외삼미동 0 0 0
52 오산 가수동 0 0 0
53 오산 내삼미동 1 1 5
54 화성 석우리 먹실 0 2 2
55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 2 1 0 0
56 화성 발안리 0 5 3
57 안성 도기동 0 0 0
58 파주 와동리 14지점 0 출토 출토
59 파주 주월리 출토 출토 출토
60 인천 중산동 0 출토 출토
61 용인 수지 출토 출토 출토
62 풍납토성 출토 출토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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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시대 유적

 출토 수량

U자형 주조괭이 철겸
1

원
삼
국

양구 고대리 1 0 1
2 화천 거례리 1 0 0
3 춘천 우두동(한강) 3 17 6
4 춘천 우두동 롯데인벤스 1 0 0
5 춘천 우두동 1.2,3 0 0 8
6 춘천 근화동 0 2 1
7 춘천 천전리, 율문리 0 0 0
8 춘천 신매대교부지 0 0 0
9 춘천 신매리 47-1 0 0 0
10 춘천 신매리 54-4 0 0 0
11 춘천 신매리 70-6 0 1 0
12 춘천 천전리 121-16 0 0 0
13 홍천 철정리2 0 0 2
14 횡성 화전리 0 0 0
15 영월 주천리(예맥) 0 0 1
16 영월 삼옥리 0 0 0
17

한
성
기

춘천 중도(2011, 2013, 2020) 1 3 13
18 춘천 지내리 0 2 0
19 춘천 율문리 335-4 1 0 1
20 홍천 성산리 1 5 3
21 횡성 둔내(1984,1997) 0 0 2
22 원주 가현동 0 0 2
23 평창 천동리 1 0 1
24 평창 후평리 1 1 1
25 평창 방림리 0 0 0
26 평창 마지리 0 0 0
27 평창 종부리 0 0 0
28 영월 주천리 0 0 4
29 정선 예미리 0 1 2
30 화천 원천리 4 27 28
31 홍천 하화계리 0 1 1
32 횡성 읍하리 2 1 2
33 원주 동화리 0 0 0

 <부록 2.2 강원 영서지역 유적 철제 농기구 출토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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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e in the 
State Formation of Bae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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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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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was not only the foundation of ancient subsistence; it 
was a means to provide daily necessities and prestige goods, and 
a way to secure and assert wealth and power. Agriculture is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economic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state formation period of ancient civilizations, and even 
sheds light on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of that era. By 
focusing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s of the 
state formation period of Baekje, this dissertation seeks to 
explore the nature of Baekje’s agricultural production, changes in 
its production, and the causes of that change. To ident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Baekje’s agriculture, this study analyzes 
crop remains and iron agricultural implements that were 
excavated from archaeological sit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his data is then examined against four agricultural 
strategies commonly implemented to increase productivity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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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intensification, innov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in order to discern the key aspects of Baekje’s 
agricultural strategies. By reviewing various archaeological 
evidence in addition to agricultural data, the study ultimately 
seeks to understand whether the many changes that happened 
during Baekje’s state formation period initiated the adoption of 
new agricultural methods. 

 Central to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crop remains through 
paleoethnobotanic methods. By tracking changes in crop 
composition and siz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among the 
various products harvested in the central region of ancient 
Korea, cereals and legumes remained dominant throughout the 
ages. This strategy—focusing on crops that are highly adaptable 
to environmental change while also farming plants with various 
degrees of adaptability—appears to be a measure to cope with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indicates an emphasis on 
reducing risk and increasing stability. Despite the overall 
continuity, certain regions displayed distinct characteristics in 
crop type and composition. Rice cultivation tended to increase 
around the southern Gyeonggi region; rice, barley, and barnyard 
millet cultivation started in the Yeongseo region; while legume 
cultivation increased in certain sites. Considering the high 
productivity per unit area of rice and legumes and the extended 
growing season brought by barley-legume rotations, the study 
posits that these new agricultural strategies implemented in the 
central region during Baekje’s state formation period contributed 
to significant increases in production. 

 By comparing the size of soybeans and adzuki beans found in 
different excavation sites, the study also presents new finding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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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cropping systems that were previously unaccounted for 
by conventional archaeological methods. Compared to excavation 
sites without barley remains, excavation sites with barley remains 
were more likely to yield legumes of smaller grain sizes, 
indicating that the introduction of barley–legume rotations during 
Baekje’s state formation led to shorter rearing periods and thus 
smaller grain sizes. Moreover, sites that excavated legumes of 
both small and large grain sizes denoted the simultaneous 
presence of single cropping systems that were capable of 
producing large legumes. Signs of mixed cropping were even 
found in sites where the decrease in bean sizes matched the 
decrease in red bean sizes, suggesting that the two legumes were 
farmed together after the harvesting of barley. Namely, multiple 
agricultural methods such as single cropping and mixed cropping 
were adopted in parallel to barley–legume rotations during this 
period, which led to increased production by extending the 
growing season and providing provisions against environmental 
risks. Meanwhile, the time line for adopting barley–legume 
rotation differed across regions, e.g., it began during the Proto 
Three Kingdoms period for the Gyeonggi area while the Yeongseo 
region adopted it during the Hanseong period. 

 This dissertation is not limited to paleoethnobotany, but 
incorporates the analysis of iron agricultural implements to 
explore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Iron spade blades, 
iron hoes, and sickles from the Hanseong era were excavated 
across broader areas and in increased quantities. The increase of 
iron hoes is especially considered to have advanced productivity 
by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production. Patterns in 
farming equipment ownership also changed. The increase of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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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s in hamlets near the capital city suggest Baekje’s state 
control ove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ools. Also, the 
concentration of iron hoes in specific features excavated in the 
Northern Gyeonggi and Youngseo area, and the propensity for 
iron spade blades and sickles to be mainly owned by the upper 
class also indicate that the possession of farming equipment may 
have been restric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s several key 
aspects of the agricultural changes that happened during Baekje’s 
state formation. The Gyeonggi region displayed signs of 
specialization following the expansion of paddy field farming in its 
southern areas, and the iron hoes excavated around Baekje’s 
capital city pointed towards innovation. Namely, the Gyeonggi 
region adopted high-risk strategies that require high initial cost 
and labor but ultimately improves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production process. Meanwhile, as the use of iron 
agricultural implements was limited in Yeongseo, the region 
adopted the labor-intensive strategy of diversification by also 
farming rice, barley, and barnyard millet. This strategy does not 
require any initial costs or labor but lacks in efficiency. In other 
words, each region selected distinct agricultural strategies, and 
their differences were likely based on factors such as regional 
farming tradition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conomic base.  

 Lastly, this dissertation examines archaeological data related to 
the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of the era. Evidence of shifts in 
population density,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production 
systems, and increased social stratification were all prominently 
found in excavation sites where agricultural changes also 
occurred. This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agricultural chang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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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to manage the disproportionate growth of population, 
to provide economic means for securing goods that emerged 
from a new production system, and to respond to the rise of 
elites following increased social stratific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hat 
arose during the formation of Baekje triggered the adoption of 
new agricultural strateg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only 
focused on groundbreaking technological developments or the 
introduction of large-scale production systems when dealing with 
the political context of state formation, this dissertation 
delineates agricultural changes in species, composition, and 
cropping systems that still mainta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agricultural production. The new agricultural strategies adopted 
across the central region of Korea became the foundation of 
Baekje’s s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abled Baekje to 
match the increased need for resources during its process of 
state formation. 

Keywords: Hanseong Baekje period, Proto-Three Kingdoms period, 
state formation, agriculture, paleoethnobotany, plant remains, 
iron agriculture im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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