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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써|보고서 

쪽구들(온돌)문화를 통해본 발해 

강병헌 (인문계열207학번) 

1. 들어가는 말 

민족이 란운명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통일한 혈통에 문화적 · 역사적 · 종교적 전통이 같으며， 통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집 단을 일걷는다.1) 

그러므로 고대국가가한(韓)민족의 국가였음을증명하려면 ‘그고대국가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라고 ‘그고대 

국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r 에 대해 연구해 보아야한다. 그런데 교재를 보면 발해사가 왜 한앵후)민족 역사인지에 대해 

혈연적인 근거는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근거에 대한 서술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빌L해사가 

한(韓)민족 국가임을 가장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중국 측 사서 뺏書)에 기록된 대조영 이 어느 민족에 속해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발해가 어떤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았는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발해를 비롯한 북방의 고대국가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 고 실냉는가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이 야말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r程 에 기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 찾는 방법일 젓이다. 

송기호 교수의 의견에 따프면 효댄의 대표적 인 문화로 김치와 온돌을 꼽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한韓) 

민족의의 지랑스러운온돌문화를 자신툴의 난방방식의 일종인 ‘캉(항(抗》’과 유사하다며 ‘온돌공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태껏 한국은 온돌은 너무냐 당연하게 우리 것이라고 여겼가 때문에 제셰적 인 연구는 냐른 문뼈 비해 상대적으로 

털 진척되 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사는온돌(쪽구들)에 대한 조사들 통해 ‘온돌공장 의 부당성을밝히고 

이를 통해 빌해Ci뼈每)가 고구려 를 계승한 분명한 한(韓)민족 국가임 을 논증해보고지 한다 

11. 쪽구들(온돌)의 유래와 뜻 

옹돌은한R극 고유의 난방법으로 한(韓)민족의 주거습관과 밀접한관계가있다. 온돌의난방원리는 열의 전도를 이용한 

것인데， 방바닥 밑에 깔린 넓적한 톨(구툴장)에 화기를 노입시켜 ， 온노가 높아진 톨이 방출하는 열로 방 안을 따돗하게 

하는 것으로 전도에 의한 난방 이외 에 복사난방과 대류난방을 겸하고 었다. 온돌服突)은 순수 우리 말로 ‘구들’ 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속학자손진태 선생에 의하면 ·구운 돌’ 에서 생겨났다고 힌다. 깅 

옹돌 또한 ‘따뭇하게 데운 돌’ 에서 유래된 단어 이므로 실제로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구들의 기원을 찾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구들은 실내 전체가 아니 라 일부만을 데우는 난방방식이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 · 조선시대에 이르라서야 전면난방문화가 정착되었는데 이와 고대의 구들을같은 용어로 

1)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국정도서 펀찬위원회 「윤리와 사싱J ， 교육인적자원부， 2004, p.141. 

2) 김남응 r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A Story 이 Kor ea n Roor Heating Sys tem, Good l(Ondo l) through 

Lite rature and RelicsJ,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pp.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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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에서는 핵심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우수과제보고서를 매 학기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2007년도 1학기에는 

11편의 보고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열린지성〉에서는 우수과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분량이 적절한 보고서를 9호와 10호에 걸쳐 한 펀씩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우수보고서 전문은 기초교육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게재할 논문은 강병헌(인문계열207학번)의 「쪽구들(온돌)문화를 통해본 

발해」입니다 

쓸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신영훈 선생 이 제안한 ‘쪽구들’ 이란 용어 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m 

온돌이나 구들과의 관련성을 쉽게 연상할수 있고 전면난방과의 차이 점도 뚜렷이 보여줄수 있기 때문이다. 

111. 중국 동북공정의 새로운 동향 - 온돌공정 

한국의 난방방식인 온돌의 평면도이 

아궁이 캉 

r흘=:J CCJ 0 일먼캉 
E그효그 @ 앙면캉 
c::::=호--그 @ 삼면캉 

중국학자들이 캉을 온돌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과연 이들이 학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충분하다. 

캉과 온놀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줌국이 한반도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주었으니 온돌 또한 그럴 것이 라고 주장하기 

때분이다. 온돌과 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러 니하게도 

불의 공봉점이기도 한 난방방식에 있다. 온놀과 캉의 난방 

방식에서 가장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바로 아궁이의 위치다. 

온돌은 이궁이를 방 밖에 설치 하여 고래를 통해 비교적 넓은 

범위에 열기를 전달한다. 하지만 캉은 방 안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좁은 공간(침상}을 따뭇하게 하는 데에만 열기를 

이용한다 4) 이처 럼 온돌과 캉은 외면적으로는 비슷해보일지 

라도 실제로는 다른 난방방식이다. 더 욱이 온돌이 캉보다 

휠씬 앞선 난방효괴를 보이는데도 분구하고 온돌아 캉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 다. 

고고학적으로 만주를 제외한 중곽 즉， 청조(淸朝) 이전의 

중국 영토에서 캉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만주를주 무대로 

중국식 난방문화인 캉’ 으| 평면도6) 
삼던 여진족이 송나라를 강남으로 빌어 내고 중원을 차지 했던 

12세기 부터이 다. 그라므로 중국의 캉은 실제로는 중국의 자제 

적인 문화가 아닌 만주지방에 있던 난방문화가 여진족의 중원진출과 함께 전파되었다고 보는 젓이 옳을 젓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정착민족의 문화인 난방문화를 스스로 발명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발명 이란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얀데 유목민족에게 캉과 같은 정착형 난방시설은 이몽하는데 거추장스러울뿐이 기 

3 송기호 r한국 고대의 온돌 . 북옥저， 고구려， 발해J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5-tì 

4) 송기호 r한국 고대의 온돌 북옥저 ， 고구려， 발해J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5. 

5) 김남응 r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이야기 온돌이야기 (A Story 01 Korea n Roo r Heating Sys tem, GoodKOndo l) through 

니te rature and RelicsJ,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p 2o. 
6) Ibid.,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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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므보 여전족이 만주지방에 있던 정착민족의 것을 잔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리적임 것이다. 

여진족이 힘음 모으지 못하고 유-꽉생활용 한 때애 만주의 주인은 빈해 였다. 즉 좋국의 캉은 받해 에서 기원한 것 

이다. 발해의 독특한 난방방식이 한반도노 전해져 온돌이 된 것이고 여진을 동해 중국으뇌 전해져 캉이 된 것이다. 

이제 숭요한것은온놀의 前단겨l리고 여겨지는작구들이 본다 여진의 선조인말갈족의 것인지 이나면 우리의 

선조인 고구려족의 것인 지에 따라 발해사가 。|느 나라의 역사어| 틀아갑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줌 수 있다는 

젓이다. 비록 역사에 기록되는것은 소수의 지노지일뿐이라도 섣제 떡사릅이끌어가는 것은 그 시대릅 조용히 

살아간 민주찬들이기 때분이 그들이 이떤 생활문화양식을 기 지고 살았는지는 그 국기 기 아느 민족의 역사에 듬어 

가느냐에 곤영향은미칠 수있다고한수 있다. 

우선 낼-김로부터의 선래 가능성을 타신해보려연 빅해 건국 이전에 말길 거주지에 괴연 쪽구륜의 흔적이 냥아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말감족의 집단 거주지보 추정되는 아무브강 유역， 만주， 연해주의 유적지틀을 

브연 대부분 쪽구늘이 없고 노지아형lrU민- 있쓸 뿐이므로 빈해건국 이선의 말갈 수거지에는 쪽구늘이 또성되지 

않았다는 겹문을내렬 수 있다. 

결과직으로 발해의 짝구날은 말길 이 이-닌 고구려겨l 유민듭이 주노적으로 사용하면서 빌해 곳곳으로 퍼져 내간 

것으도보는 것이 더당할 것이다 n 

실세 고구려 벽화츄 안익 3호분벽화픔 보케 되띤 고구랴에서는이미 오래전부터 이곰이릎이용한쪽구블로 

추익룹 이져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증국측 자료 중 약 500 1건 정에 쓰여 전 l수경주」라는 책에 “고구려 

에 온볼을 이용한 대규모 사칠 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이 고구려에서 온놈은넘라 시용되었던 것으로 질본지음 

수 있다- 이렇듯고고학죄인자료와문헌적 자료를종합해보면 빈해의 온룹은망감족이 아닌 고구려족에서 전래 

되었음이 획설하다고 할 수 있다. 

IV. 고구려와 발해의 고리， 쪽구들 

분화란 하부0]침에 0]부어지는 것이 아니 라 한 집단. 듀히 오래 전부터 민족의식이 강했던 풍북0]-시이 의 정우 

수친 년간 한 민족이 오랜 기간 ;(1-자손손 형성해 온 하나의 생활 양식이 랴.ï1. 할 수 있다 . 그러 브로 문화논 개인의 

빈속의 식(지 신이 어 느 집 단 혹은 인족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에 지 대한 영 향을 미 친마. 특히 개 인의 소속감에 

1 ’1치는 문화의 영향은 혈연쁘다 ,,1 크다고 한 수 있다. 

옛날이내 오늘날이나 의식주쉰 인간의 삶에 있어 가정 기본적인 요소블이디 인간이 삼아가는 머 있어 서l 가지 

요소기 골고루 증J요하지만 꾼이 비증이 높은 깃을 펀자연 주거블 낌「을 수 있을 것이다 주거 공간은 다른 의꼭 

생환파 석생환이 이투어지는 바탕공간이끼 때문이다. 그러므도 어떠한 개인듭의 민족의식에 곤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줌에 하나른 주가문화양식이라고 말하는데어1 큰 부리 가 없옴 깃이다. 

이렇게 주거문화적인 관접어|서발해륜 바라보변발해가어느 1f t족의 역사어| 포힘되간지 암수있든 민서륜 어느 

정도잣아앨 수 있용 것이다. 고구려른 포함한한願)민족의 극가블의 주거분화의 특정 풍하냐는， 시대른흐르띤 

7) 송기호 r효면 고대의 본돌 ‘ 북옥저， 고구려， 빙해J ， 셔툴대학교출판부， 2006 , pp.41 -44 참훈 

8) 김님응 r문헌과 유적으굳 본 구들이야기 본돌이야기 (A Story 01 Korean Roor Heati며 System, Good (Or갱이 

through Lterature and Rel i:;sJ, 단국대학교출판부， 20(μ，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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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급씩 발전된 형태틀 띠기는하지만공통적으보 -온툴(쪽낙L틀tJ 이라는남방방식을 이용했다는 전이다. 조사 

결과 이번 죠사의 주가 되었던 받해도 고구려의 난방분호별- 계승히여 쪽구블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쪽구들이바는한따)민족만의 고유한 만방망식을 동해 볼 때 발해노 간 고구려 유민들?온 스스노 고구려인이랴논 

의사음가지고고구려 문화룹 계승해서 실이-간것으로보인마. 다시 말하지띤 발해의 고구리측;늘은생활속에치 

고구려플잃지 않고 발해플저]2의 고구려모 여기고살아갔읍이] 플럼없다. 그러므로발해는고구려플겨|숭한우리 

띤족의 국가랴_J_ 힐← 수 있음 것이 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증들이 역사기 중션이 되는 시판을가지고보면 받해 백성의 90'7u기 발김족이기 매문에 

발해릎말갈족의 국가마고해야되지 않느냐는만돈이 있올수 있디. 하지안말갈족또힌 발해가 멸망힌후쪽구듭 

문화를 향유했다 원선히 융합되지는 않았지민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러한 의식을 기자고 았었기 때문에 발김 

촉틀도고구려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형;유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브보혈연적얀 요소에 상관없이 발해를구성 

하고 있던 말킬-족(날또한 이민족-이리고할수 없을 것이고 그늘이 간국한빈해 또한 한(햄)민족국가리고할수 있 

을것이다 

V_ 나가는말 

고대 퍼가의 정체성에 때해 얄이보고자 한 띠l 그 국가둡 건국한 영웅올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디 . 이러한 

소위 영웅주의적， 지배계급적 사판 때문에 빈해사는 이느 긋가의 역사인가라는 는쟁이 끊이지 않는다 . 하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 인 것은 몇몇 눈에 보이 는 영웅 귀촉틀이 아니 라 구성 원의 절대 대다수플 차지 하고 있딘 민중 

들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정제성에 대해 얄아보고자 할 때 지배계급에 대한 즈시-보다 우선 되아야할 것이 

바노 인중들이 어uî 한 생각을 가지 고 어떠 한 삶을 실었는가이다. 

이러힌 생각윤 전저로 하고 민중늘의 주가 양삭 풍 대표적인 쪽구듭(온둡) 문화블 봉해 빌해릅 비리-보았음 

때 발해는 운명 고키L려륜 껴]숭한한앉짜민족의 국가이다. 비록 발해의 영역이 중국과러시아어l 갤져있고 누f성원의 

~)O%인 맏칼족플의 :후손블이 현재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리고 한지라노 당시 문화양식을 통해 비려본 

받해는 분영 우i:'] 역사의 일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소영은 어느 속속이 었다 말해는 어떤 넨족이 지매했는가’는 발헤 띤구의 겹가지 리고 한 수 있다 . 발해가 

진정으로 이떤 국가 었는지플 연구하려변 받해의 민중듬이 이띠한삶을 살았는가에 호접플 맛추고 연구를 진행 

해야 힐 것이 다. 최근 동「북공정 의 경향을 보변 파거 근 출기 에시 역사플 왜꼭옵}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자J마한 

문화재끼지노자선들의 역사랴고 주장을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우려논우라가여태껏 너무냐녕연하게 여셨던 

것듭l차 중국이 자신듭의 문화라고 주장히는 더1에 펙슬적인 대응이 너무나도 부촉했다고 볼 수 었다. 그패 서 

이변 버표F른 봉해 너부나노 텅- 연히 우리 갓이리고 생각했던 온놈에 대해 재 ~.:냉 해분피지- 했다. ‘딩 연회 

우리 것‘ 미라든 인임한 생각P: 자칫 우리 문화륜 송투리쩌 다류 나라에게 빼앗가든 사건을 일으킹 수 있다. 

앞으로 연구에 있어 서 큰 줍기블 잡아냐가는 것노 풍요하지만 너부나노 망연하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것일 ̂]라도 

왜 우버 것인지에 대한 학숭적 근거도 마련하슨더l 노럭 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