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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時代 集石遺構의 機能에 대한 批判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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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Ⅲ. 集石遺構의 機能 檢討: 可能性 2–土器窯

要約
집석유구(集石遺構)는 돌을 한두 겹 깔아서 만든 시설로, 신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유구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발견
되기 시작하여, 유적의 연대 및 지역, 성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능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집석유구 중 일부를 매장유구로 파악하는 견해, 2) 일부 집석유구를 토기요로 보는 견해, 3)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한 야외노지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세 주장은 개별적인 논의만 이루어졌
을 뿐,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해당 기능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관련
된 특정한 양상과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석유구의 기능과 관련한 세 견해를 비판
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기능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우선 매장유구로서의 가능성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골이 출토되어 무덤임이 확실한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집석유구를 매장시설
로 판단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빈약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취락유적에서 주거공간과 분리 배치된 대형 집석유
구를 토기요로 보는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부족했다. 공간배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존 유구 중
에서 토기요를 찾고자 한 노력은 주목할 만한 시도임에 분명하지만, 집석의 구조가 토기를 소성함에 있어 효과적인
시설임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집석유구의 기능을 야외노지로 보는 입장은 비교적 다양한 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민족지자료를 통해 집석 형태의 야외
노지가 이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다른 두 견해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일 것이다. 그러나 야외노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집석유구의 특징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집석유구
가 제의시설과 같은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나 동일 유구에서 기능의 전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개별 유구의 분석과 검토를 생략한 채 유구의 기능을 획일적으로 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자면, 신석기시대의 집석유구는 대부분 야외노지로 이용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집석유구, 기능, 무덤, 토기요, 야외노지, 잔존지방산 분석, 실험고고학, 민족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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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집석유구(集石遺構, 돌무지유구)란 돌을 한두 겹 깔아서 만든 시설로, 신석기시대의 특징적
인 유구이다. 간혹 다량의 돌을 여러 겹 쌓아서 만든 경우가 있어 적석유구(積石遺構)라는 용어
가 혼용되기도 하며, 불 맞은 흔적이 남았거나 고열로 인해 깨진 돌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할석
유구(割石遺構)라고도 한다.1)
아주 드물게 주거지 내부 시설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집석유구는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것을 뜻한다. 집석유구는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확인
되고 있다.
그런데 집석유구라는 용어는 구조적 특징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여, 연구자 간의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일부 집
석유구를 무덤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소위 ‘적석유구’는 시신을 덮기
위해 시신의 위쪽에 돌을 쌓은 일종의 시설물이다(任鶴鐘 2003).
표 1 신석기시대 집석유구 조사 현황2)
지역

유적

서울 암사동(岩寺洞), 하남 미사리(河南 渼沙里), 파주 당동리(坡州 堂洞里), 남양주 호평동 지새
울, 화성 가재리(華城 佳才里), 영종도(永宗島) 젓개마을, 는들, 송산(松山), 중산동(中山洞)(한강,
서울 및 인천,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 운서동(雲西洞), 운북동(雲北洞), 오이도(烏耳島) 작은소라벌A패
경기
총, 뒷살막패총, 가운데살막패총(나지구), 신포동패총(新浦洞貝塚), 별망패총(別望貝塚), 시도패
총(矢島貝塚),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모이도패총, 삼목도 I(三木島 I), 삼목도 III(三木島 III), 용유
도 남북동(龍遊島 南北洞), 을왕동 I(乙旺洞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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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내평(春川 內坪), 신매리(新梅里), 강촌IC구간유적,3) 횡성 중금리(橫城 中金里), 화천 용암리
II(華川 龍岩里II), 홍천 외삼포리(洪川 外三浦里), 정선(旌善) 아우라지, 임계리(臨溪里), 영월 주
천리(寧越 酒泉里), 고성 문암리(高城 文岩里), 양양 오산리(襄陽 鰲山里), 가평리(柯坪里), 송전
리(松田里), 지경리(地境里), 용호리(龍湖里), 강릉 초당동(江陵 草堂洞), 안현동(雁峴洞), 금진리
(金津里), 하시동(下時洞), 방동리(芳洞里), 평창 용항리(平昌 龍項里)

충청도

충주 조동리(忠州 早洞里), 제천 신월동(堤川 新月洞)

전라도

진안(鎭安) 진그늘, 갈머리, 안자동(顔子洞), 농산(農山), 노래섬패총, 가도패총(駕島貝塚), 함평
당하산(咸平 堂下山), 안도패총(安島貝塚), 순창 원촌(淳昌 院村)

경상도

김천 송죽리(金泉 松竹里), 대구 유천동(大邱 流川洞), 합천 봉계리(陜川 鳳溪里), 밀양 금천리(密
陽 琴川里), 창녕 비봉리(昌寧 비봉리), 목도패총(牧島貝塚), 상노대도 산등패총(上老大島 山登貝
塚), 김해 수가리패총(金海 水佳里貝塚), 부산 범방패총(釜山 凡方貝塚), 범방(凡方), 가덕도 장항
(加德島 獐項),4) 금곡동 율리패총(金谷洞 栗里貝塚), 욕지도패총(欲知島貝塚), 연대도패총(煙臺島
貝塚), 진주 귀곡동 대촌(晋州 貴谷洞 大村), 울산 궁근정리(蔚山 弓根亭里), 세죽리(細竹里)

제주도

성읍리(城邑里), 삼양동(三陽洞),5) 하모리(下摹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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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석유구의 일부를 토기요로 보는 견해도 있다(배성혁 2007; 소상영 외 2007; 趙大衍 외 2010).
이에 의하면, 집석이라는 형태와 유구의 구조적 특성은 불의 조절과 고온 유지에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토기소성에는 대형의 화력이 요구되므로 토기요는 음식물의 조리와 가공을 위한 시설물
인 야외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제작되며, 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피하고자 주거공
간과는 분리된 지역에 군집하여 설치된다(배성혁 2007).
집석유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한 야외노지
로 보는 것이다(金元龍 1986; 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서울대학교박물관・인천국제공항공사 2006; 이수진 2010; 洪恩卿 2005 등). 진안 갈머리유적과

용유도 남북동유적의 집석유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잔존지방산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安承模・兪惠仙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인천국제공항공사 2006). 실험고고학의 결과 역시 집석 상

태에서는 통풍이 원활하여 적은 연료로도 화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돌이 일종의 보온효과를 발
휘하여 음식물의 조리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洪恩卿 2005). 집석유구가 야외노지일 것으로 판단
하는 또 다른 근거는 민족지자료이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집, 제시한 다양한 민족지자료는
집석 형태의 야외노지의 이용 사례를 보여 준다(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洪恩卿 2005).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견해는 대부분 개별적인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모든 주장을 포괄하
여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진 예는 없다. 집석유구 중 일부만이 특정 기능을 수행했을지라도,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유구와 구별되는 뚜렷한 양상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 가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보고자 한다.6)

II. 集石遺構의 機能 檢討: 可能性 1–埋葬遺構
우선 일부 집석유구를 매장유구로 파악하는 견해를 검토해 보자. 본고에서는 인골이 출토되
어 무덤임이 확실한 유구를 중심으로 집석과 매장유구의 관련 여부를 살펴보겠다.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인골이 확인된 유적에는 춘천 교동(春川 校洞)유적, 욕지도패총, 산등
패총, 울진 후포리(蔚珍 厚浦里)유적, 범방패총, 연대도패총, 안도패총, 가덕도 장항유적이 있다
(이상의 순서는 발굴보고서 간행연도에 따름). 그 외 동삼동패총에서 확인된 석곽묘와 옹관묘,
상촌리B(上村里B)유적의 옹관묘 2기, 문암리유적의 결상이식 매납 토광묘와 최근 울산 처용리
유적에서 조사된 결상이식 출토 수혈유구는 비록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매장유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동유적에서는 3기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이 인골은 발을 가운데 모으고, 머리는 각 동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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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향한 상태로 안치되어 있었는데(金元龍 1963), 시신을 덮기 위한 집석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
는다.
욕지도패총에서는 총 3기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돌무지시설 I의 하부에 2기의 무덤으로 나
뉘어 매장되어 있었다. 1호 무덤은 묘광이 보이지 않으며, 2개체의 인골이 확인된 2호 무덤에서
는 부정형의 묘광 흔적이 있으나 벽이 수직각을 이루지는 않는다. 보고서에 의하면, 돌무지시설
I의 아래에서 아무런 층위상의 변화 없이 인골이 출토되고 있어, 조사단은 이를 당시의 집단무덤
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집석 사이에서 확인되는 다량의 유물과 집석 하부의 기둥구멍, 소토 등
의 양상을 볼 때 이 유구가 석기제작소나 임시거주지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國立晋州博物
館・統營郡 1989).

남해안 신석기시대의 매장유구를 검토한 任鶴鐘(2003)은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3구의 인
골 외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D2 pit에서 확인된 대퇴골을 근거로 욕지도패총에서는 총 4
개체의 인골(4호 무덤)이 출토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인골이나 특정 매장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돌무지시설 II 역시 무덤(3호 무덤)으로 보았다. 任鶴鐘은 욕지도패총에서 발견되는
집석유구를 인골을 덮기 위한 용도로 판단하였다.7)
산등패총에서는 1기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매장하였으며 머리의
왼쪽으로는 소형의 집석유구가 있다. 이 집석유구가 매장행위와 관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골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에 분명하다. 한편, 인골이 있는 곳에서 참깨알달팽이가 확인되
었는데, 이는 나무 사이의 낙엽아래 사는 패류로, 매장 당시 시신 위에 낙엽이 섞인 흙을 인근 표
토에서 가져와 덮은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골 위에 다른 중대
형의 패류를 덮어 씌운 흔적도 없다(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보고서의 이와 같은 기술만을 본다
면, 산등패총의 인골이 집석으로 덮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울진 후포리유적은 40인 이상이 집단 매장된 특수한 이차장의 사례로, 유해는 화장되었거나
신전장으로 묻혔다(한국고고학회 2010). 후포리유적에서 발견된 인공유물은 모두 석제품뿐이며,
장대형의 석부가 18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고자들은 이 석부가 인골을 덮었던 것으로 보
고 있다(國立慶州博物館 1991).
범방패총에서는 1구의 유골이 확인된 1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다. 묘광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인골의 위를 어떤 방식으로 덮었는지는 확
인할 수 없지만, 집석의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대도패총(‘가’지구)에서는 총 13기의 매장유구에서 인골이 확인되었다.8) 이 중 1, 4, 7호에
서는 묘광이 나타나며, 2호의 경우에도 패각층이 약간 비스듬하게 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머지 5, 8, 9, 10, 11, 14, 15호의 경우에는 자갈층에 섞여 있어 묘광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
인된 묘광은 모두 수직각을 이루지 않고 비스듬하다. 일부에서는 인골의 하부에 납작한 돌을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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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준 듯한 양상(4, 5, 7~11, 14, 15호)이 관찰되며, 상부에 인골을 따라 토기편을 덮어 준 흔적
(2, 5, 13호 제외한 나머지 10기)이 보인다. 인골과 부장품을 매납한 후에는 그 위에 작은 돌을
적석한 것처럼 보이며 이들 적석 사이에서는 다량의 토기편과 유물이 확인되었다(國立晋州博物
館・統營郡 1993). 보고자가 인골에 의도적으로 돌을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는 유

구는 1, 4, 7호 무덤인데, 이 유구는 모두 다른 무덤들과 달리 묘광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 인골 주변에 자갈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적석으로 인골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개된 무덤은 8, 9, 10, 11, 15호로, 총 5기이다. 그 외 5기는 묘광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도적 적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뚜렷한 언급이 없다.
안도패총에서는 4기의 무덤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치한 뒤 패
각이 섞인 흙으로 덮은 토광묘이다. 2호 무덤과 3호 무덤의 상면에는 크기 30~40cm가량의 돌
들이 부정형으로 쌓여 있어 발굴 당시에는 무덤과 관련한 시설로 보았다. 그러나 2호 무덤의 적
석은 무덤의 장축방향을 따라 무덤 일부분에만 이루어졌으며, 3호 무덤의 경우에는 무덤의 장
축방향과 적석의 장축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인접한 1호 무덤과 4호 무덤에는 이러한 적석
시설이 없다. 따라서 안도패총의 조사단은 유적에서 확인되는 적석 시설에 대해 무덤과 관련한
시설이기보다는 집석유구의 일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國立光州博物館・麗水市 2009).
가덕도 장항유적에서는 26기의 인골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내용이 정리, 보고되
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무덤에서 묘광 및 봉토 등의 시설
은 확인되지 않았다. 파쇄된 토기편을 인골의 하부나 주변에 깔아 놓거나, 이를 이용하여 인골을
덮은 경우가 있다. 또 평편한 할석을 머리 밑에 받쳐 놓거나, 10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 ’자형
으로 돌려 머리를 감싼 예도 확인된다(김상현 2011; 한국문물연구원 2011).
이상에서 인골이 확인된 신석기시대 매장유구를 살펴보았다. 보고자의 의견을 반영할 때 잔
돌을 모아 시신을 덮었을 가능성이 높은 예는 욕지도패총에서 2기, 연대도패총에서 3기이다. 그
러나 이 5기의 매장유구가 집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욕
지도패총의 돌무지시설 I은 1호 무덤과 2호 무덤의 범위를 넘어서 분포하고 있으며, 2기의 무덤
은 모두 집석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보고서의 도면과 사진만으로는 두 무덤의 위에 집석이
집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면 1〉은 돌무지시설 I의 평면도와 하부 평면도를 중첩하여 나타
낸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유구가 위치한 지형은 경사가 완만하게 동쪽으
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석 후 북쪽으로 돌이 흘렀을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돌무지시설 I과
두 무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연대도패총의 3기 역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의도적인 집석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1, 4,
7호 무덤이 위치한 층(A~M pit의 IVa, IVe층)은 작은 바다자갈과 주먹만 한 할석이 많이 포
함(IVa층)되거나, 10~20cm 크기의 할석이 많이 포함된 층(IVe층)이다(國立晋州博物館・統營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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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욕지도패총 돌무지시설 I의 상·하부 중첩 도면

1993). 따라서 인골 위쪽에 집석이 집중되어 매장시설로서의 의도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뚜

렷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任鶴鐘(2003)이 매장시설로 파악한 집석유구(3호 무덤)에서는 인골이 전혀 확인
되지 않았고, 소량의 인골이 확인된 4호 무덤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주변
에 흔하지 않은 돌이 있다는 이유로 4호 무덤을 매장유구로 보고자 하였으나 근거가 불충분하
다. 또한 연대도패총 5기(8, 9, 10, 11, 15호 무덤)는 주변에 잔자갈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 유구가 확인된 층 역시 1, 4, 7호 무덤과 마찬가지로 직경
3~10cm가량의 작은 바다자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흑갈색부식토층(P~U pit의 II층)이다. 보
고서에서 제시한 도면과 사진만으로는 인골 주변의 자갈이 의도적인 집석의 결과인지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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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신석기시대 인골이 확인된 매장유구 중에서 집석과 매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었
음을 보여 주는 뚜렷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인골 위를 돌로 덮었다는 주장에 가장 부합
하는 유구는 욕지도패총과 연대도패총의 무덤인데, 해당 유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석
과 매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판단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에 대해서는 안도패총의
조사보고자 역시 ‘연대도패총과 욕지도패총에서도……잔돌로 무덤 상면을 덮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國立光州博物館・麗水市 2009).
한편, 동삼동패총의 1971년 3차 조사에서는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이 석곽묘는 1매의 판석을
천정 덮개석으로 삼았으며, 개석 위에는 패각이 쌓여 있었다. 석벽은 두 겹 정도로 포개서 쌓았
다(國立中央博物館 2004). 1999년 조사 시에는 유아용으로 추정되는 옹관묘 1기가 확인되기도 하
였다. 옹관은 묘광 안에 횡으로 안치되었는데, 묘광의 측면에 소형 할석 1매를 이용하여 옹관을
고정시켰다(釜山博物館 2007). 상촌리B유적에서는 2기의 옹관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한 기의 내
부에서는 화장한 인골편이 검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사진 자료만으로 볼 때 2기
의 옹관의 위나 아래에 집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문
암리유적에서는 결상이식이 출토된 말각장방형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반 이상이 유실된 상태이고, 인골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상이식의 존재는 이 유구가 매장유구
임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비록 인골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매장유구임에 분명한 몇 기의 유구에
서도 매장과 집석을 관련시킬 증거는 찾기 어렵다.
최근 울산 처용리유적에서 다수의 신석기시대 수혈이 확인되었다. 조사자는 유구의 입지와
배치 양상, 규모와 평면 형태, 수혈 내부 상황과 유물의 출토 위치, 2-1호 유구에서 출토된 결상
이식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매장유구로 추정하고,9) 수혈을 내부에 적석시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31기 중에서 내부에 적석 혹은 집석시설이 부가된 유구는 14기인
데, 대부분(10기)은 유구 내부에서 1~3개의 석재만 확인되며, 10매 이상의 석재가 이용된 예는
4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상이식이 출토된 2-1호는 적석시설이 없는 유구이다(김지현 외 2010).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유구에 이용된 석재의 양이나 배치
상황이 일반적인 집석유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듯하여, 처용리유적의 수혈이 매장유구라고 해도
이를 집석유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내용의 분석과 보고를 기다려 본다.
집석유구를 무덤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일찍이 시도패총의 집석유구 한 기가 석총(石塚)으로
보고되면서부터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시도패총의 ‘석총’에 대해서는 金元龍이 야외
노지의 일종으로 해석한 이래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洪恩卿 2005). 물론 집석유
구 중 일부가 무덤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집석유구가 무덤의 한 형태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뚜렷한 증
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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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1_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251

251

12. 1. 19. 오후 5:57

III. 集石遺構의 機能 檢討: 可能性 2–土器窯
최근 신석기시대 토기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주제 중 하나는 토기요가 아닐까 한
다(배성혁 2007; 소상영 외 2007; 趙大衍 외 2010 등). 1990년대 이전부터 특정 유구가 토기요일 가
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간략한 언급과 기술에 불과했을 뿐 구체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
례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조사가 진행된 김천 송죽리유적의 조사자들은 특정 유구를 토기요
로 파악하였으나, 정확한 자료는 2006년이 되어서야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외 연구자가 토기요
와 관련한 연구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10)
이기길(1995)은 산등패총, 오산리유적, 암사동유적, 시도패총, 수가리패총의 집석유구를 대
상으로 유구 내부에서의 토기 발견 여부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하고, 암사동유적의 집석유구가
토기가마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가 근거로 제시한 민족지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집
석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김희찬(1996)은 신석기시대의 확실한 토기요가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여러 유적에서 발견된 ‘야외노지’(집석유구)를 노천요로 간주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야외노지가 다목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노천요의 형태와 구조는 미사리
유적과 암사동유적의 야외노지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후 자연과학적 분석 사례가 늘어나면서 성분분석, 소성온도 분석 등의 자료가 축적되고,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최몽룡 외 1996; 최몽룡・신숙정 1998; 이기길・문희수 2006
등), 토기요에 대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토기요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2006년에 김천 송죽리유

적의 발굴조사 자료가 공개되면서부터이다. 배성혁(2007)은 유적의 취락분석을 토대로, 다른 유
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유구의 특징을 비교하여 토기요지일 가능성이 있는 유구를 구분하고,
신석기시대 토기요의 일반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배성혁의 연구는 현재까지의 토기요 연구 중 가장 진전된 논의로, 앞으로의 신석기시대 토기
요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소성실험
등 다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III장에서는 배성혁(2007)의 연구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일부 집석유구가 토기요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배성혁은 몇 가지의 근거11)를 들어 김천 송죽리유적에서 확인된 대형의 집석유구를 토기요
로 판별한 후, 이를 모델 삼아 다른 유적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 유구를 찾아 검토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규모가 큰 야외노지와 토기요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높은 화력 사용에 따른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주거공간과 일정하게 떨어진 별
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며, 둘째, 취사나 조리를 위한 일반적인 규모의 노지시설과는 달리 장시간
550~900°C 정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대형의 부석 또는 적석 시설물이어야 하고, 셋째,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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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돌이 채워져 있어 전체적인 구조가 공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고온을 유지할 수 있고, 토
기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셋째 즉, 집석과 관련한 부분이다. 배성혁 역시 토기요
(의 형태와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 및 주변부 수혈에 채워져 있는 돌의 기능
이라고 하였다.
토기요에 설치된 집석은 토기 소성에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일까. 배성혁은 토기요에 설치되
는 돌은 토기를 받쳐 불의 영향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상재(離床材), 안정된 안치각도의
유지, 지표로부터 발생하는 습기를 차단하는 방습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땔
감을 추가하여 올려놓을 때 공기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일정 공간 또는 세부적인 공극을 확보하
고, 고온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趙大衍 외(2010)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해 집석시설의 유무
가 토기 소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에서는 24점의 성형된 토기를 부석이 있는
소성시설(A)과 부석이 없는 소성시설(B)에서 각 12점씩 나누어 소성하였다. A에서는 12점 중 3
점이 소성과정에서 파열되었고, 나머지 9점 역시 크고 작은 균열이 확인되었다. B에서는 12점
중에서 2점이 파열되었으며, 10점이 커다란 파손 없이 완전 소성되었다. 그러나 소성완료 후 토
기를 관찰한 결과 일부 토기에서 작은 균열이 확인되었다. 균열은 총 12점 가운데 7점에서 확인
되었다. 이 균열이 파손 토기를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B에서의
파손비율 정도가 A에 비해 낮은 것이 확실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토기에 균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네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
였는데, 이는 1) 부석시설이 있는 A에서 소성된 토기의 경우, 토기 아래에 있던 석재가 고열에
의해 깨지면서 토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12) 2) 토기 소성 시 토기가 받는 열의 온도가 급격
히 상승함에 따라 토기의 기벽에 남아있던 수분들이 팽창작용을 일으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
3) 성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가능성, 4) 첨가제의 비율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趙
大衍은 1), 4)에 해당하는 부석시설의 유무와 첨가제의 비율은 토기의 균열에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한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2), 3)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13)
실험에 이용된 토기는 한 전문가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첨가제를 넣어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석시설의 유무일 것이
다. 실험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부석시설은 토기 소성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토기의 파손과 균열을 초래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趙大衍 역시 이 실험의 실패가 토기 소성
시 부석시설로 인한 토기의 파열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했던 때문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기 소성시설에 사용되는 석재는 낮은 밀도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任鶴鐘・李
政根(2006)의 견해를 소개하였다.14) 즉 돌을 일정 수준 이하의 낮은 밀도로 배치했다면 토기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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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1 오산리유적의 (추정)토기요의 석재 밀집도 비교 (1. B-1호 소할석유구, 2. B-3호·4호 집석유구)

손이나 균열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토기가 파열될 위험을 피하면서 돌의
보온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낮은 밀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토기요가
집석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 배성혁은 신석기시대 토기요가 규모가 큰 야외노지와 형태상에서 분명한 차이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전제조건이 검토되어야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 중에는
대형의 부석 또는 적석 시설물이어야 하며, ‘충분한’ 돌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그가 토기요로 지목한 유구의 집석 밀집도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양양 오산리유적의 토기요 추정 유구 6기는 동일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석재 밀도가 모두
다르다.
다음으로 토기요의 특별한 구조적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자. 배성혁(2007: 10)에 의하면, 토기
요지 내부의 돌은 중앙부 수혈에 가득 채워져 있거나 주변부 수혈에 깔려 있는 형태(예를 들면 김
천 송죽리유적의 제1, 4, 5호 토기요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소성시 토기는 각 수혈의 적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며, 이 두 수혈간의 일정한 공백부분에는 땔감이 쌓이는 것으로 추정된다.15)
이러한 구조로 토기 소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주변부에 할석이 배치된 1호가마(김천
송죽리유적의 4호 유구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가 실험의 초기단계에서 불을 붙이는 것이 좀 더
용이하였으나, 이후 과정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소상영 외 2007: 14). 발군의
효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정도의 효율을 위해, 돌을 모으고 수혈을 파는 노동력
을 추가로 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배성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토기를 굽는 행위와 장소
가 성스러운 의식을 수반’하였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을 떠나 노동력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졌
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천 송죽리유적을 제외한 다른 유적의 토기요 추
정 유구 중에 이와 같은 구조가 확연히 구분되는 예는 없다. 더욱이 보고서의 사진에 의하면, 평
면상에서는 집석의 공백부분에 재나 숯이 상대적으로 적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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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김천 송죽리유적 제1호 토기요지(조사진행과정)

감이 쌓였던 것으로 본 배성혁의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는 규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16) 규모는 토기요의 공간배치 문제와도 직결되
는 특징이다. 배성혁에 의하면, 토기요는 대규모의 화력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그 규모가 야외
노지에 비해 크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화재의 위험을 피하고자 주거공간과는 떨어진 외곽에 설
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설명은 일면 합리적인 듯 보인다. 그러나 그가 토기요로 지목한
유구 중에 직경이 130cm 이하인 것이 전체의 20%(6기)17)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기요
의 규모가 다른 야외노지에 비해 대형이라는 그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집석의 규모와 도달 가능한 온도는 거의 관련이 없다. 김희찬(1996)은 2m, 洪
恩卿(2005)은 1m 내외, 任鶴鐘・李政根(2006)은 5m×1.5m(1차 소성, 장방형)와 1.8m(2차 소
성), 소상영 외(2007)은 1.5m와 2m, 趙大衍 외(2010)은 2m의 규모(직경)18)로 집석을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500°C 이상(최고 900°C)의 온도를 올릴 수 있었다. 따라서 대형의
집석이 토기 소성에 요구되는 고온에 필수시설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는 배성혁의 분석을 바탕으로 집석유구가 토기요로 기능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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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배성혁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간배치와 관련한 분석으로 유적 전체를 고려
한 넓은 시각적 접근은 앞으로의 자료 분석과 유적 해석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일 것
이다. 그러나 집석유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집석이라는 형태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이다. 집
석이 토기 소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토기 소성에 직접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는 증거가 이
논의의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趙大衍(2010)이 지적
했듯이 ‘부석시설이 소성과정과 토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실하게 규명되어야’만이 집
석유구의 토기요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토기요가 집석의 형태로 제작되었다면, 그 가시성을 고려했을 때, 최근 조사된
대형 취락유적, 예를 들어 시흥 능곡동(始興 陵谷洞), 용인 농서리(龍仁 農書里), 안산 신길동
(安山 新吉洞), 화성 석교리(華城 石橋里) 등의 유적에서 이와 같은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덧붙이자면, 토기소성에 대한 기본적 검토와 실험, 해석을 담고 있는 ‘土器燒成의 考古學(한
국고고환경연구소 2007)’에는 토기소성과 관련한 다양한 민족지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토

기의 야외소성과 관련된 민족지자료 중 어떤 것도 집석이라는 특수한 시설을 갖춘 예는 없다. 일
부 받침대를 이용하는 예가 소개되었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받침대로 돌을 이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태국 동북부)도 있지만 집석유구처럼 지면과 토기 사이에 돌을 깔아놓는 예는 없다. 물론
이 연구서는 도작농경민과 덮개형 야외소성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했으므로 무문토기시대 이후의 토기에 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연구서에도 ‘그
이전의 신석기시대 토기소성기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불분명하다(198쪽)’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족지자료만을 놓고 본다면, 실제로 야외의 집석유구가 토기요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신석기시대의 집석유구 중 일부가 토기요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험을
통한 효용성의 입증과 민족지자료를 통한 간접 증거의 제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당한 근거
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석유구가 토기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 사용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집석유구가 토기요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물론, 신석기시대 토기요에 대한 연구는 분명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의 토기요라고 확신할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조사된 유구를 재검토한 시
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유구를 토기요로 가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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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集石遺構의 機能 檢討: 可能性 3–野外爐址
마지막으로 집석유구를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야외노지로 보는 견해(金元龍
1986; 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서울대학교박물관・
인천국제공항공사2006; 이수진 2010; 洪恩卿 2005 등)에 대해 검토해 보자. 가장 많은 연구자가 공감

하는 주장인 듯하나, 실제로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야외노지로서의 기능에 대
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야외노
지로서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자연과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실험을 통한 접근과
민족지자료를 통한 간접 근거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석유구를 야외노지로 보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규모나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집석유구가 유적의 성격, 지역, 시기를 불문하고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시기, 지역, 지점에서 집석유구와 관련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집석유구는 그 내부에서 소토나 목탄이 발견되는 예가 많으며, 돌 역시 강한 불에 접촉되
어 변색되거나 깨진 것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집석유구가 불과 관련한 시설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종합해 보면, 일상적으로 불을 이용하는 행위인 식료의 조리와 관련한 유구임을 추정할 수
있다.
조리가 이루어졌던 야외노지가 집석의 형태로 고고학 자료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Thomas, A.V. 2008: 443), 불로 조리하였을 때 식료의 대부분은 영양분의 섭취와 소화
에 더욱 유리한 성분으로 변화한다(Smith, C.S. and Martin, W. 2001; Wandsnider, L.A. 1997). 불에
의한 조리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손쉬운 방법
이었을 것이다.
한편, 점차 자료가 축적되면서 집석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고, 그를 통해 신석
기시대 야외노지의 이용방법과 시간적・공간적 양상을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도 나타났다(예맥
문화재연구원 2010; 이수진 2010; 洪恩卿 2005). 그러나 이러한 연구만으로는 집석구조에 근거한 형

식분류가 지니는 의미와 야외노지로서의 기능을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후술할 세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다.
우선,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집석유구에서 조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진
안 갈머리유적과 용유도 남북동유적의 집석유구에 대한 잔존지방산 분석은 이들 유구가 식료의
조리 혹은 가공과 관련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安承模・兪惠仙 2002; 서울대학교박물관・인천국제
공항공사 2006). 물론 발견된 집석유구에 비해 극히 소수의 유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되었

고, 대형 취락유적의 집석유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는 부정할 수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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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지방산 분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김
장석 2005; 洪恩卿 2005; Quigg, J.M. 외 2001).19)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식료의 구체적 종류에 대한

것으로, 잔존지방산 분석으로 얻은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야외노지의 기능에 대
한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집석유구가 야외노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실험고고학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洪恩卿 2005; Thomas, A.J. 2008). 洪恩卿(2005)은 총 7기의 유구를 이용하여 2회에 걸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조리에 이용된 식료는 육류, 어류, 패류, 구근류였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실험에서는
모든 식료가 섭취 가능한 상태로 조리되었다. 가열 시의 온도변화 자료는 집석유구를 토기요로
간주하고 실험을 진행한 예(김희찬 1996; 소상영 외 2007; 任鶴鐘・李政根 2006; 趙大衍 외 2010)에서
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식료의 조리가 가능함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민족지자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집석유구의 기능을 추정하기 위해 민족지자료
를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金元龍(1986: 43)으로, 암사동유적의 집석유구에 대해 “…얕은 구덩이
에 숯이 많이 섞인, 불에 탄 돌더미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재도 하와이섬에서 볼 수 있는, 돼
지를 통째로 쪄내는 불탄돌조리법과 같은 야외 조리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지금도 우리나라 시
골에서 콩을 볶을 때 쓰이는 응급 야외 조리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상도대도 산등패총의 보고자는 미크로네시아와 북미 서북해안 인디언의 돌을 이용한 조리법
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조리법은 “단번에 대량의 식품을 조리하거나 대형동물을 조리하는 데 편
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 상노대도 산등패총의 보고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와 함께 최
근까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되었던 홍합의 석증조리법(石蒸調理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釜
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69-73).20)

상노대도 산등패총 보고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민족지자료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워,
진안 갈머리유적 보고서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민족지적으로…야외조리로
써의 이용은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의 원주민집단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간의 유일한 예이다(湖南文化財硏究院 외 2003).
이후 洪恩卿(2005)은 집석유구를 야외노지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민족지자료를 조사하
여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사례 15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민족지자료와 고고학 자료의 일대일 대응 방식을 통한 기능추정을 지양하
고, 민족지자료에서 보이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한국 신석기시대 자료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에 따르면, 야외노지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조리가 이루어지는데,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roasting, broiling, baking, steaming, boiling의 조리법이 이용된다. 이 중에서 roasting, broiling
과 baking은 굽기에 해당하며, steaming은 찌기, boiling은 끓이기에 해당한다.21) 洪恩卿(2005)
은 민족지자료를 살핀 결과, 식료의 종류에 따라 선호/기피되는 조리법이 있음을 파악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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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야외노지 분류안에 이를 적용
시키고자 하였다.
야외노지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
방법 즉 조리방식의 차이로 보는 견
해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우치야마 준조(內山純藏)는 아카노
이완유적(赤野井湾遺蹟–浚渫 A調
査區)의 야외노지(土坑)에서 검출
된 동물 잔존체를 분석하여, 그 형
식에 따라 이용방식이 달랐을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집석
시설이 없는 형식의 야외노지인 SK1
은 잉어과의 머리 부분 뼈가 많이 출
토되는 데 비해, 집석노지에 속하는

그림 3 서
 북부 아메리카에서의 돌을 이용한 조리시설 예(Thomas, A.V.
2009: 578에서 전재)

SK6에서는 어류부터 포유류까지 광
범위한 종류의 동물 잔존체가 출토되었다. 우치야마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SK1에서는 보존
을 위한 훈제 등의 가공 처리가, SK6에서는 일상적인 조리와 소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內山純藏 2002).22)
스미스와 마틴(Smith, C.S. and Martin, W 2001)은 조리하는 식료의 종류에 따라 야외노지(pit
oven)의 형태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을 지적하고, 이는 식료에 따라 생장속도
및 이용 가능한 수량과 시기, 목적(즉시 소비/저장)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토마스(Thomas, A.V. 2007, 2008, 2009)는 민족지자료를 이용하여 조리를 위한 집석의 사용례를 4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그림 3), 이를 식료의 종류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집석유구가 야외노지로 기능하였다는 주장 역시 몇 가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우선,
어떤 집석유구를 야외노지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매장유구나 토기요가 비교적
소수의 특징적 유구를 지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거지 외부에 설치된 집석유
구를 모두 야외노지로 간주하는 듯하다. 집석유구 중에는 소토, 목탄이나 석재에서의 피열흔이
거의 관찰되지 않거나 특이한 규모나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기
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유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될 것이다. 또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서의 민족지자료는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석유구를 야외노지로 보는 견해는 앞에서 검토한 두 주장에 비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자료가 부족하지만, 잔존지방산 분석이라는 자연과학적 방법의 도움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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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험고고학과 민족지자료를 통해 식료조리를 위
한 시설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게다가 민족지자료는 집석유구가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되는 이유를 설명할 실마리도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집석유구
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V. 結論
집석유구는 197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하여, 시기 및 지역, 유적의 성격과 무관하게 지속적
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능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능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1) 집석유구 중 일부를 매장유구로 파악하는
견해, 2) 일부 집석유구를 토기요로 보는 견해, 3)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한 야외노지로 보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세 주장은 개별적인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그 내용과 근
거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진 예는 없다. 집석유구 중에 일부만이 해당 기능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할지라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유구와 구별되는 뚜렷한 양
상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 가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
능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집석유구가 매장시설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인골이 출토되어 무덤임이 확실한 유
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자간의 관련성을 주장하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취락유적에서 주거공간과 분리 배치된 대형 집석유구를 토기요로 보는 관점 역시
그 근거가 미약했다. 공간배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과 기존 유구 중에서 토기요를 찾고자 한 노
력은 주목할 만한 시도임에 분명하지만, 실험고고학의 결과와 민족지자료를 고려했을 때, 집석
의 구조가 실제의 토기 소성에서 효과적임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집석유구의 기능을 야외노지로 보는 입장은 비교적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잔존지방산 분석과 같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민족지
자료를 통해 집석 형태의 야외노지가 실제로 이용되었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두 견해
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일 것이다. 그러나 야외노지로 인정할 수 있는 집석유구의 특징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두 견해에 비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야
외노지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유구들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집석유구 중 일부가 제의와 같은 예외적인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나 동일 유구에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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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 개별 유구의 분석과 검토를 생략한
채 유구의 기능을 획일적으로 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 자료로 보자면, 집석유구가 야외노지로 이용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매장시설이나 토기요일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집석유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견해를 동시에 다룬 예가
없어, 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집
석유구의 조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집석유구 기능에 대한 포
괄적 이해를 어렵게 했다. 본고에서의 검토가 이런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결하여 앞으로의 연구
와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후기] 본고의 IV장에서는 집석유구가 야외노지로 기능하였을 가능성과 그 근거만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다루고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이
를 참고하기 바란다(홍은경, 2011(발간예정), 「신석기시대의 야외노지에 대하여–형식분류를 중심으로」, 『고고학
10-2』, 중부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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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1_내지최종.indd 261

261

12. 1. 19. 오후 5:57

|주

1) 이하 본고에서는 특정 유구명칭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인 집석, 적석, 할석 등을 집석으로 통일하
여 사용한다. 다만, 연구자나 보고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석이나 할석의 용어를 그대로 사
용하겠다.
2) 이 표는 「新石器時代 野外爐址에 대하여」(洪恩卿 2005), 『한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구자진・배성혁 편–』(한국신
석기학회・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平昌 龍項里遺蹟–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개개 유적 보고서로 보완하였다. 유적명은 보고서를 따랐으
며, 특별한 명칭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명을 이용하였다. 동일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유적에만 지역명을 붙이
고, 이후에는 생략하였다.
3) 발굴조사 보고서에서의 명칭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7공구 강촌 IC구간유적’이다.
4) 정확한 조사명은 ‘부산 신항 준설토투기장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조사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
동 1194-2번지 일원의 가덕도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다. 유적명은 김상현(2011)을 따랐다.
5) 본고에서의 삼양동은 ‘삼양유원지 조성부지내 유적(삼양3동 2488번지 일대, 2004~2005년 조사)’을 의미하는 것이
다. 약 500m가량 떨어진 지점(삼양2동과 도련동 일대, 2009년 조사)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었지
만(노재헌 외 2010),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고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6) 물론 모든 집석유구의 기능을 이상의 세 가지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유구에 대해 제염시설,
화장시설이나 의례시설 같은 특수목적 시설일 가능성이 제시된 예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료로 이와 같은 기
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본고는 개개 유구의 기능을 모두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7) 任鶴鐘은 연대도패총, 욕지도패총유적의 발굴조사 및 보고서 작업 담당자이므로, 이 연구의 고찰과 기술은 해당 유
적의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8) 任鶴鐘(2003)에 의하면, 연대도패총에서는 총 17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9) 유적은 I구역과 II구역으로 나뉘는데, 조사자는 이 중 II구역에서 확인된 수혈을 매장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I구역에
서도 9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그 양상이 II구역과는 차이를 보이는 바가 있어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10) 정식보고서 발간 이전에 啓明大學校博物館, 1994, 『金陵松竹里遺蹟 特別展圖錄』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바 있으나,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간략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유적소개 등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 내용을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배성혁의 판단 근거가 된 특징은 1) 주거공간과의 분리배치, 2) 야외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 3) 내부 강돌
이 깨질 정도의 고온이용, 4) 유구 내부에서 대량의 소토 검출, 5) 일부 토기요에서 출토된 토기의 반복적 피열 흔
적, 6) 고온에 효율적인 원형구조, 7) 토기의 설치와 공기의 유입・원활한 유통에 유리한 집석구조로 요약된다.
12) 석재가 파열되면서 석재파편이 토기를 타격하거나 토기를 받치고 있는 석재가 깨지면서 이것이 토기에게도 직간접
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 趙大衍은 부석시설의 유무보다는 연료소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더 적은 연료로도 온도 유지가 가능하
므로 부석 방식의 토기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연료의 소모량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투입 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부석 역시 수혈을 파고, 석재를 수집하여 배치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쳐야만 한
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집석 토기요가 무시설형태의 토기요에 비해 연료의 투입량이 적다는 것만으로 노동력이 월
등하게 절약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만일 연료 획득을 위한 노동력 투입문제가 아닌 연료 획득 자체의 어려움을 염
두에 두었다면, 토기제작의 규모 및 연료 소모량, 이를 통해 요구되는 삼림 면적 등을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
14) 이는 배성혁(2007) 역시 언급하고 있다.
15) 배성혁은 이와 같은 토기요의 형태를 통해 중앙부와 주변부 수혈의 기능적 차이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는데

262

韓國考古學報 第81輯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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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이는 연구자가 유구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6) 배성혁은 김천 송죽리유적에서 확인된 대형의 부석 소성시설이 토기요지라는 근거 중 하나로 ’일반적인 노지시설
과 규모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직경 3m 이상’이라는 점을 들었다.
17) 배성혁은 토기요로 총 34기를 제시하였다. 이 중 미사리유적의 경우 경희대(91) 야외노지가 확인된 지역은 92년 한
양대학교발굴조사단에 의해 재조사되었기 때문에, 한양대 C지구 대형야외노지 1, 2는 경희대(91) 야외노지와 중복
되거나 동일한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은 배성혁도 인정하고 있는 바, 토기요일 가능성이 있는 유구는
정확하게는 33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직경 130cm 이하의 규모를 보이는 유구 중 3기는 암사동유적에서 확인되었다.
18) 任鶴鐘・李政根(2006)의 1차 소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19) 이러한 지적은 한국보다 먼저 잔존지방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진 미국에서
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잔존지방산 분석을 고고학 자료에 적용하였다(Buonasera, T. 2005;
Quigg, J.M. 외 2001; Smith, C.S. and Martin, W. 2001; Wandsnider, L.A. 1997). 한국의 분석이 주로 식료 종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미국에서는 그에 더불어 조리와 매장, 매장 후의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동
일한 식료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주목하여 단편적 적용을 경계하였다.
20) 산등부락의 고령자들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설명한 조리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잡목을 깔아
불을 붙인 뒤에 돌을 얹고, 그것이 달구어지면 그 위에 홍합을 얹고 또 그 위에 멍석을 덮어서 찌는 방법이 있었고,
둘째로 돌을 깔고 그 위에 홍합을 얹고 다시 돌을 얹은 뒤에 그 위에 땔나무를 얹어 이를 태우는 방법이 있었던 것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釜山水産大學博物館 1989: 72)
21) Boiling에는 조리용기의 외부에서 가열하여 끓이는 방법과 조리 용기에 가열된 돌을 넣어 끓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후자의 경우 흔히 stone boiling이라고 하는데, 나무나 가죽 등의 재질로 만든 용기에서도 조리가 가능하다
(洪恩卿 2005)
22) 아카노이완유적(赤野井湾遺蹟–浚渫 A調査區)은 죠몽시대 조기 말부터 헤이안시대에 이르는 유물을 포함하고 있
다. 죠몽시대의 조기 말에 속하는 유물포함층에서는 당시의 식료처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土坑이 발견
되었다. 우치야마는 동물 잔존체를 분석하여, 이 유적이 잉어과 어류의 집중적 포획을 위한 계절적 캠프였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內山純藏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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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eview of the Function of Stone Pile Features
Hong, Eunkyung(Kyunghee University)

The ancient structural feature that has been termed jipseokyugu (集石遺構) or ‘stone pile
feature’ was made by spreading one or two layers of stones, and is a characteristic element
of the Neolithic period.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is term is only relevant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eature, and is not related to its funct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the function of jipseokyugu by critically examining the major opinions on
this matter which have been presented so far, and the basis of each. The discussions about the
function of jipseokyugu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First, there is the opinion
that sees some of the jipsekyugu as a kind of burial.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so-called
jipseokyugu was a kind of facility in which stones were piled on top of a dead body to cover it.
Some of the jipseokyugu are also considered to be earthenware kilns. It is said that the
form of the stone piles 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is feature are advantageous to fire
regu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emperatures. But the basis of this opinion is also insufficient.
The most generally accepted opinion up to now is that jipseokyugu are open-air hearths
where people cooked or processed fo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residual fatty acid
which was conducted targeting the jipseokyugu of the Jinan Galmeori site and the Incheon
Nambukdong site back up this opin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jipseokyugu by
experimental archaeology circles proved that it was possible for ancient people to maintain
firepower even with limited fuels by virtue of smooth ventilation, and cook foods since stone in
a piled state displayed a sort of heat insulation effect. Another basis for judging that jipseokyugu
might be outdoor bare ground comes from ethnographic data. The ethnography-sourcing data,
which was collected and suggested through several channels, shows examples of the use of
outdoor bare ground in the form of a pile of stones. Of course there exists a weak point in the
argument that sees jipseokyugu as outdoor bare ground – the deficiency in the basis for backing
up the explanation on the difference in the internal forms of jipseokyugu.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diverse reviews considered in this paper, jipseokyugu can be
presumed to have been open-air hearths.
Key words: Stone pile, Function, Burials, Kiln, Open-air hearth, Fatty acid analysis, Experimental
archaeology, Ethnographic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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