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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유적출토의 탄화미, 토기의 벼압흔, 타․마제 석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오던 농경관련 연
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양산하북정 유적, 광주 신
창동 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등에서의 논밭 유구의 조사를 계기로 농경관련연구가 그 생산유구
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이 논밭유구의 조사를 계기로 선사∼고대의 논밭
유구 및 논밭농사에 대한 기존인식에 큰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은 농경연구사에 특필할 만한 것이었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조사된 논밭유구를 집성하고 그 조사성과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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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알 수 있거나 추정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한편, 본 발표문은 2000년 가을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움의 발표집인 韓國古代의 稻作文化 에 제출한 본 발표자의 발표
내용(郭鍾喆 2000)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Ⅱ. 논유구
1. 논유구의 확인사례와 연대(그림1, 표1)
현재까지 확인조사된 논유구로 평면조사가 진행된 것이 17개소, 층단면에서 논유구의 존재가
확인 또는 추정된 것이 9개소이다(中央文化財硏究院 2001,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재)울산문화
재연구원 2001①②③, 慶南大學校博物館․密陽大學校博物館 1999, 密陽大學校博物館․東義大學校
博物館 2001, 慶南發展硏究院歷史文化센터 2001①②③④, 沈奉謹․朴廣春 1992, 昌原大學校博物
館 1997, 郭鍾喆․楊花英 2000, 昌原大學校博物館外 1999, 부산대학교박물관 2001, 嶺南考古學會
1998, 경상남도․남강유적 발굴조사단 1998, 문화재청외 1999,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경상남도․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00, 유병록 2000,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9①②, 韓國
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慶北支社 2000①②, 黃相一 2000, 윤순옥 2000,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①②, 趙現鍾․張齊根 1993, 趙現鍾외, 1997, 김승옥․이종철 2000, 고려대학교매장문화재연
구소 1999, 孫晙鎬 2000, 申光燮외 1993,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1999, 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1,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大田地方國土管
理廳 2000, 이홍종 2001, 李弘鍾․姜元杓 2001, 忠南大學校博物館․公務員年金管理工團 2000, 林
炳泰외 1994, 서울大學校博物館 1994)1).
시대별로 보면, 청동기시대의것이 7개소(단면확인 3개소, 총 6개소), 초기철기․삼한시대의 것
이 1개소, 삼국시대의 것이 11개소(단면확인 4개소, 총 15개소),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2개소(단면
확인 2개소, 총 4개소), 고려∼조선시대의 것이 4개소(단면확인 2개소, 총 6개소)이다.
그런데 이들 시대별 논유구들은 하나의 유적내에서 여러 시대․시기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시대별 존재양상을 보면, 하나의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삼국∼통일신
1) 蔚山 金本里遺蹟에 대해서는 김경화선생님(울산문화재연구원)의 도움말씀.
부산대학교 박물관 조사의 김해 봉황대 주변유적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전옥련 선생님의 도움말
씀 및 현지실견.
진해 자은동 유적Ⅱ에 대해서는 최헌섭선생님(현 경남발전연구원)의 도움말씀 대구 진천동유적에 대해서
는 진성섭․권태룡 선생님(영남문화재연구원)의 도움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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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대, 고려∼조선시대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예와,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의 것
이 함께 존재하는 예와, 고려∼조선시대의 것이 존재하는 예의 3가지 경우가 확인된다. 이 가운
데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이 삼국∼통일신라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예인
데,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여러 시대의 것이 함께 존재하는 예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삼국∼통일신라시대의 토지조건에서 우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같다. 즉,
삼국∼통일신라시대 무렵에는 그동안 거듭된 하천 범람에 의한 토사의 谷內 매립과 谷內 濕地化
및 하천 연변의 배후습지화에 따라 곡내와 하천연변이 상당히 매립됨으로써 청동기시대에 비해
토지의 조건이 보다 안정적이 된다. 따라서 이 무렵부터 안정적으로 논을 조성 이용할 수 있는
토지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논유구 가운데 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진해 자운동 유적Ⅰ, 울산 옥현, 울
산 야음동 유적 등으로,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단계 이전으로 편년된다. 이로써 청동기시대의 송
국리형 단계 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견해는 우선 설득력이 없다. 또, 송국리형 단계에 논농사가
본격화했다는 견해도 지금까지의 송국리형 단계의 논유구 조사상황에서 보는 한 설득력이 없다.
송국리형 단계 이전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의 논유구 가운데 울산 야음동 유적의 경우, 주
거지의 한 연대가 BC 920∼800년(연륜연대와 보정한 역연대)으로 나오고 있고 울산 옥현 유적의
주거지 연대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의 가장 오래된 논보
다 앞서고 있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일본 논농사의 기원이 우리 나라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울산 옥현 유적 등에서 확인된 소구획 논은 일본 초기 논농사의 직접기원지가 한반도 남부임
을 시사하며, 소구획 논의 동남아시아 기원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논농사의 개시연대,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의 축적이 필요
하다. 다만, 본 발표자로서는 적어도 신석기시대 후말기 무렵에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 논유구의 입지와 논토양
1) 논유구의 조성입지(표2)
지금까지 확인된 논유구의 조성입지는 다음과 같다.
① 구릉사면부 말단을 개석한 谷底 입지,
② 다소 규모가 큰 곡저평야 내지는 중소규모 하천의 범람원(배후습지) 입지
③ 단구면 내지는 선상지를 개석한 谷底 입지
④ 대하천의 범람원 일부(주로 배후습지 연변부이거나, 미고지에서 배후습지에 이르는 경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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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⑤ 구릉 사면부 입지
⑥ 세부지형조건 불명 등
이들 조성입지 가운데 이른 시기부터 이용된 것이 ①∼③ 이며, ④도 진주 대평리 유적의 지
형조건 등에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②에 해당되는 부
여 구봉리 유적의 경우 세부지형조건을 알 수 없었고, 대구 칠곡 3-3구역의 예는 층단면에서 추
정된 연대이어서 ②가 청동기시대부터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보면 논유구 조성입지의 시대적 흐름은 크게 보아 ①,③→②,④→⑤→대하천 범람원 전체개발
내지는 해안평야의 개발이라는 상황이 상정된다. 가공하기 쉬운 토지부터 가능한 한 이용해왔다
는 것을 일찍부터 시사한다2).

2) 개석곡저의 논 조성배경
이른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이 조성되어져 온 곳은 구릉사면 말단부 등을
개석한 谷底인데, 그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같다.
① 대규모 치수가 필요없고, 양은 적지만 안정적인 개울물 등을 이용해 간단히 취배수가 가능
해 논의 조성과 운용이 가능하다.
② 하천 범람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③ 곡내 사평탄화(斜平坦化)와 곡내 습지화를 노려 논의 조성과 운용이 가능하다.
3) 곡내 사평탄화와 곡내 습지화
① 곡내 사평탄화
울산 옥현, 야음동 유적의 예에서 보듯이,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 논이 조성되기 직전까지의
층들은 자연퇴적층이면서 동시에 층의 미지형적 기복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울산 야음동 유
적에서는 谷頭에 논이 조성되었는데도 일시적인 폭우성 降雨로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논층 상
당수가 유실되었으며 이는 해당층에 대한 Plant-opal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谷底에 대한
침식과 퇴적이 활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곡내에는 실트와 같은 미립질 입자가 퇴적되며 유기질이 많은 흑색계
통의 색조를 띠게 되고, 동시에 기존의 미지형적 기복이 매립으로 사평탄화된다. 이러한 미지형
적 기복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사평탄화한 시점에 비로소 논이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논조성 입지의 지형조건, 전후하는 지형발달사적인 양상에 따라서 논의 존재형태와 전개양상,
수리형태, 토지이용상황, 농구의 組合 등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같은 임해충적 평야라도 평야 형성의 조건과 process가 다르면 역시 논의 조성 연대,
논의 형태와 전개양상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高橋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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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곡내 습지화
곡내 사평탄화와 표리관계에 있는 곡내 습지화도 논 조성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곡내 습지화
로 유기질이 많은 흑색계통의 실트질 퇴적물이 퇴적되고 그 천연 유기물을 이용한 자연 비옥도
의존형의 논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③ 곡내 사평탄화와 습지화의 배경
곡내 사평탄화와 곡내 습지화는 그 배경이 해수면 변동, 지하수위의 상승, 국지적인 습한 기
후․기상조건의 형성 등이 고려되나 상세는 불명이다. 다만, 곡내 습지화가 곡내 사평탄화와 함
께 이루어지며, 울산과 같은 해안지역 뿐만 아니고 내륙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해수면 변동만
으로는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장래 필요하다.

4) 논토양
지금까지 확인된 논유구의 토양을 보면, mud(점토＋실트)에서부터 약간의 실트를 포함한 사질
토까지를 논토양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토양의 선택폭이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모든
시대에 공통하는 것은 아니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
시대의 논토양은 기본적으로 유기질이 풍부한 암회∼회흑색계통의 실트질 토양인데 비해, 고
려․조선시대∼현대의 논토양은 색조가 밝아지며 회색계통이 많고 모래성분이 많아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논토양이 달라지는 것은 시대에 따라 논토양의 공급원이 달랐
으며, 고려․조선시대∼현대의 논토양의 경우 더욱이 논의 노후화 현상이 심화된 데 비롯된 것
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대의 유기질이 풍부한 암회∼회흑색 계통의 실트질 토양은 곡내
습지화와 하천 연변의 배후 습지화에 따른 습지퇴적물을 공급원으로 하고 있음이 Plant-opal분
석, 화분분석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충분치 못한 당시의 施肥術 하에서는 습지 퇴적물의 풍부한
유기질에 의존하는 소위 자연비옥도 의존형의 논 쪽이 오히려 합리적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고려․조선시대 무렵에는 이미 谷內의 매립이 상당히 진행되고 谷內하천에 대한 제
어와 수리 체계가 더욱 완비됨으로써 谷內습지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谷內 하천 운반의 퇴적물으로는 논 조성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다른
곳의 흙을 가져와 논을 조성하게 됨으로서 습지퇴적물을 모재로 하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 논
토양에 비해 색조가 우선 밝다. 더욱이 계속되는 논의 조성, 즉 盛土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대적
으로 낮아져 배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짐에 따라 논토양 내의 산화철과 망간이 아래층으로 계속
용탈된다. 또 논경작에 의한 유기물의 소모로 인해 논토양의 색조는 더더욱 밝아지고(회색화),
논토양 속에는 무기질 입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사질 토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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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유구의 종류와 계단식 논(그림3, 표3)
1) 두 종류의 논
지금까지 확인된 각 시대의 논 유구는 평면형태와 논둑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
다.
① 계단식 논 -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나 弧狀을 이루기도 한다. 谷에서는 谷의 등고선 방향
과 평행하게 조성된다. 직상층의 삭평, 상부층 들의 토압 등으로 원래의 논둑 부분의 모습은 알
수 없고 층단면에서는 단지 계단상의 段差로서만 확인된다.
논 하나의 면적은 후술하는 소구획․부정형의 논보다 큰 경우가 많다. 단, 지형경사가 급한 곳
일수록 논 하나의 논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완만한 곳일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② 소구획․부정형 논 - 논의 평면형태가 소규모의 정방형에 가까운 것부터 소규모의 부정형,
규모가 다소 큰 부정형의 것까지 다양하다. 장래 세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들 논의
논둑은 凸상이다. 계단식 논과 마찬가지로 경사가 급한 곳의 논 하나의 면적은 좁고 완만한 곳
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하나의 유적 내에서 같은 층에 조성된 논이라도 경사가 급한 곳은 논둑이 계단식 단차
를 이루는데 비해, 완만한 곳은 凸상 논둑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대구 서변동 유적 등).
또, 지형조건과 논 형태 2자간에는 명확한 상관관게는 보이지 않으나, 소개석곡저나 경사가 상
대적으로 급한 곳일수록 계단식 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큰 곡저평야나 하천의 배후
습지 등과 같이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凸상 논둑을 가진 소구획․부정형의 논이 확인되는 경
우가 많은 것 같다.

2) 계단식 논의 문제
① 과연 논인가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대의 계단식 논들의 논폭이 너무 좁고, 凸상 논둑이 없어 과연
논인가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는 것같다. 따라서 우선 계단식 논이 논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
가 있을 것같다.
a. 직상층이 꽤 두터운 洪水砂로 덮혀 당시의 논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여지
고 창원 반계동 유적의 삼국시대 논의 논둑이 凸상 논둑이 아닌, 계단상의 단차만을 가진 계단
식 논이었다는 점을 우선 제시하고 싶다.
b. 창원 반계동 유적 삼국시대 논 이외에, 지금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계단식 논들은 직상층의
논 조성과 경작 등으로 인해 계단식 논층의 상부가 많든 적든 삭평제거․변형된 것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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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직상층의 논조성과 경작 등으로 인해 계단식 논의 상부가 삭평제거․변형되었다 하
다라도 지금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계단식 논에서 凸상 논둑이 확인된 예는 하나도 없다. 이를
과연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이는 우연이라기 보다는 계단식 논의 상부, 즉 논둑 부분이 원
래 계단상 단차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a․b의 이유를 근거로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대에는 계단식 논 내지는
계단식에 가까운 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편, a․b가 계단식의 단차를 가진 논둑 부분에 대한 답이었다면, 계단식 논 그 자체가 과연
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설명회 자료, 학회발표 등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는 세 가지 점만 제시해둔다.
c. 계단식 논이 조사된 창원 반계동 유적의 삼국시대 논층 아래에서는 산화철과 망간의 분리
집적이 확인되었다. 이 산화철 망간의 분리집적을 논, 저수지 등과 같은 특정조건 하에서만 확인
되는 현상으로, 그 직상층 혹은 상층이 논층이라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가 된다.
한편, 지금가지 조사된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대의 논들은 그 아래층들에서 산화철․
망간의 분리집적 현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우선,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
대의 논층들이 보다 상부에 조성이용되었던 고려․조선시대∼현대논층들의 망간집적층群에 해당
되어 짙은 망간색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집적되었을 산화철 집적층의 명황갈색 색조가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특히 청동기시대의 논층의 경우 지하수위면 가까이에 위
치하거나 해서 그 아래층에서 산화철․망간의 분리집적이 일어나지 않는 습답계통인 것도 한 원
인으로 생각된다.
d. 개석곡저 등에 조성된 계단식 논은 원칙적으로 谷의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된다. 이
는 湛水와 작물재배를 위해 경작면을 평탄하게 해야하는 논의 주요 속성의 하나이다. 이에 비해
밭은 기본적으로 평탄면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고선 방향에 규정되지 않는다.
e. 습지성의 토지인 개석곡저에 조성되는 유구는 그 토지의 특성상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논,
수리시설, 물을 이용한 재료․도구․식료 등의 저장 가공시설 등이 있으며, 밭작물은 대개 過濕
을 싫어한다.
② 계단식 논의 논폭이 좁은 이유
모든 지형에는 크든 작든 지형경사가 있기 마련이다. 논의 경우 이러한 미지형적 경사에 대응
하면서 湛水해서 작물의 발아, 성장, 결실을 균등히 하기 위한 평탄면을 갖추어야 하므로 당연히
계단식 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내 습지화에 따라 형성된 습지퇴적물을 노려 논을 조성하는
청동기시대 논은 그 습지퇴적물층의 경사가 급하다. 게다가 일정 두께만을 가진 습지퇴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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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다스려 논 경작토로 해야 하므로, 논폭은 저절로 그 습지퇴적물충의 경사와 두께에 맞
추어 좁게 할 수밖에 없다. 만일 논폭을 넓게 하게 되면 습지퇴적물 이외의 층까지도 삭평․성
토해서 평탄면을 맞추어야 한다. 이럴 경우 자재, 시간, 노동력의 투입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논
경작토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 하나의 논면내에서도 볍씨 혹은 모(苗)의 발아와 성장에 큰 차이
가 생기게 된다. 결국에는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삭평부분에서는 물이 계속 배어
나오기도 해 논둑 아래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過濕으로 인한 생
산량의 감소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논도 습지퇴적물을 노려서 논을 조성하기는 마찬가지이나, 그간의
범람퇴적으로 谷內매립이 진행된 이후라서 습지퇴적물층의 경사는 청동기시대의 그것에 비해 완
만해져 있다. 따라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계단식 논은 논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谷
이 상당히 매립된 단계에 조성되는 고려․조선시대의 계단식 논의 논폭이 더더욱 넓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③ 계단식 논의 물저장을 어떻게 하나
계단상의 단차만을 가진 논이라면, 凸상 논둑이 아니므로 기경이나 작물재배 기간중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계단식 논의 원래 논둑부분이 직상
층의 논조성과 경작 등에 의해 삭평제거․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 계단식
논의 논둑 부분과 논면 부분간에는 흙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청동기시대의 계단
식 논의 경우 논폭이 매우 좁다. 또 대구 서변동 유적처럼 경사가 급한 곳의 논둑은 계단상 단
차로서만 나타나지만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가면 凸상의 돌출논폭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원래의 계단식 논들은 현재처럼 논둑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논
에 물을 담아두는 기간 동안에만 약간의 흙을 쌓아올리되 논면과의 比高가 적은 그런 논둑이었
으며, 논둑의 폭이 결코 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논둑이 고정적이면서 일정폭을 가
진 凸상이 되려면 논 하나의 면적이 어느 정도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좁은
논폭의 계단식 논에 논둑의 폭을 넓게 하면 작물의 식재 면적이 좁아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쨌든 계단식 논의 원래 논둑이 어떤 형태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논면에서 약간만 돌
출되는 정도였으며, 논에서 물을 빼는 계절에는 논둑의 돌출부분을 없애 버리거나, 논 방치 이후
그 상층부에 쌓인 층들의 토압으로 눌러버려져 논면과 논경작면이 구분되지 않는 평탄한 계단상
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계단식 논에서의 작물의 재배방법
계단식 논에서는 논폭이 본래 좁으므로 작물의 적정 식재 간격 등을 고려한다면 논의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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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함으로써 일정 재배면적의 확보를 꾀한 듯하다. 그러나 아직 작물심은 흔적(株跡)이 확인되
지 않아 작물의 식재 방법과 간격 등은 불명이다.
⑤ 계단식 논의 존재 의의
첫째, 세장방형의 계단식 논이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계단식 논, 소구획․부정형 논 두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
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논농사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
었으며, 우리나라에의 논농사의 전래가 1回性, 단일기원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일본 논농사의 직접기원지가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논은 일본에 그리 파급되
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계단식 논, 소구획․부정형 논 2자가 공존하면서 그 각각이 계
승발전해가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주로 소구획․부정형 논쪽이 주로 전래되어 계승발전해가는(물
론 일본에도 현대의 계단식 논은 있다), 다시 말하면 양국간에 논형태면에서 전개방향이 서로 달
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계단식 논의 경우, 논 폭은 후대로 갈수록 그 폭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울산 옥현, 야음동 유적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와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논폭이 근․현대에 비해 현저하게 좁은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한계 때문
이 아니라, 당시의 마을 규모나 몇 개의 농가 단위 노동력만으로 대응 가능한 형태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즉, 谷內의 미지형 경사에 대응해 당시의 투입 가능한 도구 및 자재․시간․노동력으
로는 논폭을 좁게 설정하는 쪽이 삭평과 성토를 많이 해서 논폭을 넓히는 쪽보다는 오히려 합리
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4. 논의 水利
논의 수리체계․시설의 파악을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발굴조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발굴조사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논유구에서 수리시설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의외로 적다.
다만, 谷頭의 용수원 가까이에 논이 조성된 논산 마전리 유적, 울산 옥현 유적 등의 예를 통해
용수원에서 논까지의 수리시설과 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김제 벽골제(尹武炳 1998, 鄭鎭亨 1982), 경주 안압지(金正基 외 1978), 대구 동천동유적
(權太龍 1999), 밀양 수산제(東亞大學校博物館 1993), 부여 동나성유적(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大
田地方國土管理廳 2000) 등, 제방을 비롯한 하천 관련 治利水시설에 대한 발굴 조사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조사도 대부분 부분발굴인 경우가 많았고 정식 보고서 미간의 것도 있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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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검토과제로 남긴다.

1) 用水源
발굴조사를 통해 용수원이 확인된 예는 아직 없고, 논 조성입지, 논과 수반되는 수로의 양상
등에서 보아 다음과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따름이다.
① 降雨의존
② 소량이지만 안정적인 谷頭의 湧水(降雨와 병용하는 경우도 상정) ― 주로 개석곡의 谷頭에
조성된 논유구의 주요 용수원으로 추정된다. 울산 옥현, 창원 가음정동, 논산 마전리, 천안 장산
리 유적 등에서는 논유구 공반수로가 谷頭방향으로 설치도어 있었다.
③ 谷의 溪流나 소규모하천 - 谷의 溪流나 小河川의 보다 상류쪽에서 수로 등을 통해 용수를
공급받거나, 이들 소규모 자연하천에 약간의 인공을 가해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의 곳곳에 洑를
세워 수위를 상승시켜 주위의 논에 용수를 공급했다고 추정된다. 대구 서변동, 보령 관창리 유적
의 예가 이에 속할 것같다. 또, 동시기의 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안 양상리 유적의 수리시설
도 이에 속할 것같다.
④ 高所의 저수지 - 논보다 높은 곳에 만든 저수지가 용수원으로 추정되는 예로서는 양산 하
북정 유적의 예를 들 수 있을 것같다. 양산 하북정 유적의 조선시대논은 구릉 사면부의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谷의 작은 溪流만으로는 감당키 어렵고 어딘가에 축조
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이외에도 곡내 습지화 내지는 중소하천의 범람원의 배후습지화를 계기로 상승한 지하수위를
이용하거나, 작물재배기간 이외의 기간중에도 논에 물을 저장시켜 인윈적으로 습답화시켜 다음
해의 물부족에 대비하는 방법 등도 상정되나 어디까지나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2) 水路․洑
용수원에서, 또는 용수원 가까이에서 일단 集水한 뒤에, 水路를 통해 논에 용수를 공급하거나,
때로는 洑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켜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은 논산 마전리, 보
령 관창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울산 옥현 유적에서는 구릉 사면부와 곡의 경계부를 따라 설치한 간선수로가 논의 용수로이자
배수로의 역할도 겸하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4)

3) 논과 논 사이의 용․배수
계단식 논이든 소구획․부정형 논이든, 논과 논 사이의 용배수는 논둑에 만든 물꼬(水口)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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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것같다. 물론, 모든 논들이 일률적으로 논과 논 사이의 용배수를 하
는 것은 아니며, 몇 개의 논들로 구성되는 단위가 있는 것같다. 창원 반계동 유적에서는 발굴조
사구역의 중앙 부근에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가 수로 북쪽 논들과 수로 남쪽 논들을 구분 지우
는 것같다. 즉, 谷頭쪽의 용수원에 가까운 곳에 조성된 논들을 적시고 나온 물은 이 중앙 부근의
수로에 모이게 되는에 이 수로는 수로 아래쪽의 논들에겐 용수로 역할울 하게 되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로에 의해 구분된 북쪽과 남쪽 논들 각각은 하나의 소 수리단위이며, 수
리단위내의 논과 논 사이의 용배수는 논둑의 물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4) 용수원으로서의 하천 규모
지금까지 확인조사된 논들의 직접 용수원으로서 만일 하천이 이용되었다고 전제한다면, 그 하
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청동기시대부터 논의 용수원으로 이용된 하천의 규모는 거의가 1차수 미만이다. 1차수 미만의
하천이란 거의 모든 유적주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소개석곡의 溪流로, 1/50,000 지형도에서는
아예 하천 표시나 하천명이 없는 것이다. 유역면적이 대개 0.03㎢∼1㎢ 미만이다(郭鍾喆 1993).
이런 규모의 하천이 일찍부터 이용되어져 온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삼국시대에도 논의 직접 용수원은 여전히 1차수 미만이었던 것같다. 다만 대구 서변동 유적,
울산 어음리 유적처럼 보다 규모가 큰 1∼2차 수급하천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구 서변동
유적에서는 소하천인 桐華川의 배후습지역 상당부분을 논으로 조성하고 잇다. 또 대구 동천동
유적에서는 八溪川本流 내지는 그 分流에 제방, 導水시설, 貯水시설, 洑, 大小水路 등을 갖춘 수
리시설이 확인되었다. 또 문헌기록에 보이는 저수지 축조기사 등에서 보아, 삼국시대에는 논의
용수원으로서 이용하는 하천의 규모가 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논의 용수원으로 이용하는 하천의 규모는 대개는 1차수 미만이었고
최대 2차수 정도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삼국∼통일신라시대로 오면서 治水면에
서는 보다 큰 규모의 하천도 제어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 직접 용수원으로서
이용하는 하천의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5. 논의 老朽化현상과 관련문제 施肥 및 地力維持
1) 논층들 사이에 보이는 시대적․시기적 단절
울산 옥현 유적에서 확인되는 논의 연대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현대 층들로, 원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층이 없다. 또, 존재하는 각 시대 논층의 연대를 세부적으로
- 31 -

보면, 청동기시대 논의 경우 중기, 후기의 것이 없고, 삼국․조선시대 논의 경우도 각각 그 시대
의 논층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울산 옥현 유적뿐만 아니라 각지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는 꽤 보편적인 것이다.
한편, 논층에 보이는 이러한 시대․시기적 단절현상은 울산 옥현 유적의 경우 논을 조성했던
당시 사람들의 주거에서도 확인된다. 울산 옥현 유적의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는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방형, 방형→폐기장이라는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물론 이것만으로 동일 거주 구
역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거지를 재구축․신축하였는지, 주거를 타처로 이동한 후 일정기간
이 지난 뒤 다시 되돌아와서 주거를 재구축․신축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삼국시대 논은
있는 반면 삼국시대 주거가 없는 점이나, 후술하는 기타 제정황들을 고려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고려된다.

2) 논과 주거에서 보이는 시대적, 시기적 단절의 배경과 논의 방기 및 이동경작 문제
논층의 연대에서 보이는 시대적, 시기적 단절은 기존의 논층 위에 새로이 논층을 조성할 때
기존의 논층이 삭평․제거되었기 때문이라든지, 유적지 일대에서의 어떤 큰 지형적 변화가 있었
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배경의 하나로서 논의 방기와 타처에의 이동경
작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일정기간 논의 조성과 경작→방기, 타처 이동→다시 일정기간 논의
조성과 경작→방기, 타처이동과 같은 과정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논의 방기와 타처에의 이동경작을 시사하는 사례로는 상기의 논과 주거에 보이는 시대적․시
간적 단절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지고 있다.
첫째, 울산 옥현 유적의 청동기시대․삼국시대 논면에서는 갈대 등으로 추정되는 식물의 줄기
들이 옆으로 뉘어져 압축된 상태로 다수 검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
해서는 無起耕栽培, 火田, 休耕 그 어느쪽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둘째, 일본의 고분시대 중기(AD5C) 후반의 논 토양에 대한 잡초 종자 분석결과를 보면 휴경
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도 시사적이다.(그림5) 일본 靜岡縣 曲金北 유적의 AD 5C후반의 논은
확인밤위만 50,000㎡를 넘으며, 이들 논토양에 대한 잡초 종자의 분석결과, 이 시기의 논은 논농
사가 행해진 곳, 휴경상태에 있었던 곳, 갈대 등이 생육하는 저습지 상태였던 곳, 3자가 혼재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及田司 1998, 佐藤洋一郞 1999). 이로서 울산 옥현 유적의 청동기∼삼국시대
의 논에서 확인된 식물유체의 압축된 모습은 휴경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논의 방치 즉 휴경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논의 노후화현상을 들 수 있을 것같
다. 지금까지 조사된 논유구 가운데 특히 고려․조선시대의 논토양의 색조가 밝고 灰色기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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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성분이 많은 것은, 인위적인 흙의 투입에 의한 논의 조성방법 이외에도 논토양속에 있던 산
화철․망간의 용탈에 의한 논의 노후화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노후화현상
은 단지 고려․조선시대∼현대의 논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습지퇴적물을 노려 조성한 청동기
시대와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습답․반습답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습답, 반
습답도 반건답, 건답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노후화해가는 운명에 있다는 것이다(三井進午 1960,
堅田直 1994).
이렇게 본다면 특히 시비술이 그리 충분치 못했을 청동기시대의 경우, 일정기간의 경작과 방
치 내지는 휴경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릉지의 주거도 타처로 이동했을 가능성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울산 옥현 유적에서 구릉의 청동기시대 주거간에 보이는 중복 관계
의 일부가 이 논의 이동경작과 주거의 이동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논은
있는데 비해 주거가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같다.

3) 논의 노후화(秋落)현상
① 논의 노후화현상
노후화된 논에서 자라고 있는 벼의 상태로 보면 벼의 줄기와 잎의 성장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
다. 그런데 出穗期 무렵에는 반점이 심해지고 줄기 아랫쪽 잎이 말라간다. 그리고 수확해보면 예
상보다 적은 수확량이 된다. 이러한 것을 벼의 秋落현상이라 하며, 논의 노후화현상이 그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 노후화된 논 토양을 현미경 관찰하면, 비옥한 논토양에 많은 団粒狀구조는 적고 무기질의
岩屑이 대부분이다(사질 기미). 또, 육안관찰하면 유기물의 함량이 적어 灰色이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高橋學 1994).
② 秋落의 원인과 과정(三井進午 1960)
秋落이 일어나는 원인은 벼가 재배되는 논토양이 가지는 성질 때문이다. 논에 湛水하면 논흙
속의 대부분은 산소결핍의 환원층이 되며, 이 환원층 내에서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 산소가 거
의 소비되어 버리면 논흙속의 철은 3價鐵에서 2價鐵이 된다. 2가철은 3가철보다도 물속에 녹기
쉬운데다가 게다가 硫化水素, 탄산가스, 기타 산성의 유기물의 도움으로 더욱 움직이기 쉬워진
다. 따라서 논물이 作土에서 鋤床層, 心土層(下層土)으로 새어나가면 2가철도 따라 새어나간다.
(溶脫)
이때 2가철 뿐만 아니라 칼륨, 암모니움, 인산, 망간, 칼슘, 마그네슘, 규산, 유기물 등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성분들이 같이 빠져나가 버린다.
철을 비롯한 여러 토양성분(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빠져나가 버린 논에서는 벼의 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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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硫化水素가 유리의 상태 내지는 水容性의 상태로 존재한다.(7∼8월) 그런데 논흙속에 철
이 풍부하면, 유화수소는 철과 결합해서 물에 녹지 않는 硫化鐵이 되어 침전되어 벼뿌리에는 해
독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논흙속에 철이 부족하고 유화수소가 더 많은 경우에는 물에 녹은
유화수소는 벼뿌리내에 침입해서 벼뿌리의 흐름을 저지(질식)시킨다. 벼뿌리의 호흡이 어려워지
게 되면 벼뿌리는 물(水)과 양분흡수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양분의 경우, 특히 칼륨, 암모니움,
규산, 망간이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이들 4종류의 양분은 벼의 체내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으면
秋落벼에 특징적인 깻잎마름병원균의 침입이 쉬워진다.
결국 벼의 秋落현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배경은 철, 망간의 부족에서 기인하거나, 과다한 유
기물의 집적으로 철의 활동이 방해됨으로서 논흙속에 유리 내지는 수용성의 유화물이 발생해 벼
뿌리의 양분흡수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철, 망간은 벼의 성장에 직접 필
요한 양분은 아니나, 벼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벼뿌리를 유화수소, 유산,
酪酸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③ 秋落, 노후화현상의 발생 상황
벼의 秋落현상은 暖地 뿐만 아니라 寒地에서도 발생하나 모든 논에서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심하게 생기는 논은 논토양모재가 화강암, 사암이어서 처음부터 鐵과 鹽基가 부족
하고, 규산함량이 60%이상인 경우이다. 또, 泥炭地나 谷地처럼 배수 불량하고, 유기물이 너무 많
이 집적된 것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秋落현상, 즉 논의 노후화현상은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발
생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4) 논의 노후화현상 방지책
논의 노후화현상에 대한 방지책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논의 방치(휴경과 이동경작)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책이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것같다.
첫째, 논의 노후화현상을 야기하는 철, 망간의 부족을 어떤 형태로든 보충하는 방법이다. 철
분 그 자체를 논에 투입하거나, 철분이 많은 흙을 客土하거나 또는 논흙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서 논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 심경을 해서 서상층이나 그 아래층들에 침적된
철․망산성분을 논경작토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다.
둘째, 논에서 유화수소의 발생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화 畓에 재배하는 벼품종을 穗重型 내지는 중간형으로 바꾼다든지, 直播를 하거나, 논에 물
대고 빼기를 철저히 하는 방법 등이 알려지고 있다.
셋째. 논을 밭으로 경지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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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방치, 휴경기간
현재까지 알려진 사례로는, 일본 大阪府 池島․福万寺 유적에서 확인된 미생시대 전․중․후
기의 논층과 그 사이사이의 간층에서 출토되는 토기연대를 근거로, 전․중․후기 각각의 논경작
연대를 50년 정도, 그리고 휴경기간으로 보이는 간층의 시간폭을 100년 정도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다(堅田直 1994).

5) 논의 이동경작에서 파생되는 기타 문제
① 논의 이동경작 문제와 사회경제사, 농업경제사 분야에서 일찍부터 언급되어져 온 휴경문제
와 상경연작의 문제.
② 논의 이동경작과 화전의 재배원리와의 유사성.
③ 논의 노후화에 따른 필연적인 이동경작과 곡 규모의 한계에서 파생하는 제문제.

6) 施肥 및 地力維持
선사∼고대의 논밭에서 어떠한 施肥와 地力維持대책이 구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다.
① 자연비옥도의 이용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논토양은 유기질이 많은 암회∼회흑색계통의 실트인데, 이는 곡내 습
지화에 따라 생성된 습지 퇴적물을 의식해 논을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습지
퇴적물 유래의 유기질을 이용하는 비옥도 의존형 논으로 보인다.
진주 대평리 유적의 청동기∼삼국시대 밭들은 Point bar(내지는 자연제방)와 Point bar 사이의
미저지에 밭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미저지는 홍수범람에 의한 미립질토(세사∼silt)와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집적되기 쉬운 곳이다. 그래서 밭의 조성시점도 홍수범람후 미립질의 집적 직후, 내
지는 일정시간 경과후 이곳에 생육하던 식물유체에서 공급된 유기질의 집적을 기다려 밭으로 조
성한 것같다.
② 客土, 내지는 기존의 논흙을 완전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논을 조성하는 방법.
客土 여부를 청동기시대∼삼국․통일신라시대의 논층에서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일부
의 유적예를 보면, 한번 조성경작되었던 삼국시대 논 가운데 일부의 논은 남기고 나머지 모든
논의 흙은 제거하고 새로운 흙을 넣어 논을 조성한 예가 보인다. 또, 조선시대∼현대의 논에서도
논흙의 교체가 가끔 보인다. 이전의 논흙을 제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흙을 투입해 논을 조성할
때, 미처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전의 논흙의 일부가 층단면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

논흙 전체를 새로이 투입해 논을 조성한 뒤 그 흙의 상부를 경작토로 하기 때문에 그 하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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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될 당시의 흙이 그대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③ 논의 방치 및 休耕에 의한 地力갱신.
④ 논밭 전환이용에 의한 地力갱신.
⑤ 일본의 사례에서 역으로 추정되는 기초적인 시비술의 존재 가능성
일본의 미생∼고분시대의 논은 토양에서 어린 잎이 달린 나뭇가기가 금속제 날을 가진 도구에
절단된 흔적이 보이며 더욱이 그것들이 산란된 형태로 검출된 예가 있다. 漂流埋沒이 아닌 草木
肥의 인위적인 투입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木의 小枝片 상태에서 보아 시기적으로 수도
의 파종․이식 전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播磨風土記 에서는 논의 못자리 施肥材
로서 木의 小枝나 若葉 및 雜草, 그리고 獸血 2자가 알려지고 있다(郭鍾喆 2000).
한편, 지방산 분석, 기생충란 분석, 논흙과 논둑흙간에 보이는 성분함유향의 차이로서 인위적
인 시비 여부를 가름해내려는 이화학적 분석 등을 통해 논밭의 시비 문제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
가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6. 경지의 전환이용(논밭전환이용)
1) 경지전환이용사례
지금까지 확인조사된 논․밭 유구 가운데에는 경지의 전환이용이 엿보이는 사례가 몇 있다.
① 논산 마전리 유적(청동기시대 송국리형 단계) : 논→밭(反畓)
② 부여 구봉리 유적(청동기시대∼삼국시대) : 논(청동기시대)→밭→논(삼국시대)→밭→논(삼국
시대)→밭(삼국시대)(反田)
③ 부여 서나성 유적(삼국시대∼통일 신라시대) : 논→밭(反畓)
④ 대구 동천동 유적(삼국시대) : 논→밭(反畓)
⑤ 울산 어음리 유적(삼국시대) : 논→밭(反畓)
⑥ 창원 반계동 유적(삼국시대) : 논→밭 반복(反畓反田반복)
이외에도, 문헌기록에서는 삼국시대 가락국기의 新畓坪(反田), 조선시대 전기 農書輯要(AD1517
年의 回換農法, 杏浦志 의 反田기사(反田者 翻陸田爲水田也…)3)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20세기
에 와서도 이들 경지전환이용은 한반도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함북 길주 등지의 輪畓(池泳鱗
1935), 變田變畓, 畓田交互作法(高橋昇 1998),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시 몇 년에 한번씩 논으로
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3) 閔成基 19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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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지전환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
이들 경지전환 이용사례를 점검해보면 다음의 두 종류가 있는 것같다.
① 기본적으로 같은 흙을 이용하거나 같은 층내에서 경지전환하는 예. - 창원 반계동 유적, 대
구 동천동유적.
② 기본적으로 흙이 다르거나 층을 달리하면서 경지전환이 보이는 예 - 부여 서나성 유적 등.
한편, 경지전환이 반복적인가 단절적, 비반복적인가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周期는 알 수 없으나 경지전환이 반복적인 예 - 창원 반계동유적.
․경지전환에 반복이 보이지 않는 예 - 대부분의 예.
이들 경지전환 이용사례 가운데 이하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창원 반계동 유적에 보이는 삼
국시대의 논밭 반복전환이다.

3) 논밭반복전환의 계통
어떤 경지를 논 혹은 밭으로 전환 이용하는 사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알려지고 있다.
① 본래는 논이나 그해의 강우량의 과다에 따라 논 혹은 밭으로 선택하거나 임기응변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水陸 兩用 天水畓(佐々木高明 1989).
② 원래는 논으로 그리고 水稻作을 의도하였으나, 봄의 한발, 수리조건의 불리, 강우량 감소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갈아엎어 밭으로, 그리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代播.
③ 논에 벼를 직파하고 처음에는 밭상태에서 밭작물처럼 재배하다가 이후 비가 오기를 기다려
논으로, 水稻로서 재배하는 乾畓直播.
④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地目전환하는 反畓, 反田, 그리고 反畓인지 논밭 반복전환인지
알 수 없으나 밭이 적은 지방(아마도 평야지대)에서 논의 일부에 盛土해서 밭으로 운용하는 사
례(大麻 등)(日本農商務省 1904).
그런데 이들 사례는 ｢논밭의 전환｣이지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의 예처럼 항상적이며 아마
도 주기성을 가진 ｢논밭의 반복전환｣이 아니다. 더욱이 밭으로의 전환형태도 몇 개의 논면에 걸
쳐 논둑와 직교하는 방향으로 밭의 두둑고랑이 조성되는 창원 반계동 유적의 11, 12층의 그것과
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반계동 11, 12층의 논밭 반복전환과 직접 계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는
조선시대 전기 農書輯要 의 回換農法, 20세기 전반의 咸北 吉洲의 輪畓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 전반 일제시대에 咸北 吉州 등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輪畓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輪畓이 1년∼수년을 주기로 하는 논밭의 반복전환이며,
그것이 반계동 11, 12층의 논밭의 반복전환과 직, 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더 부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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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을 것같다.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20세기 전반의 輪畓의 역사는 적어
도 삼국시대 반계동 11, 12층 논밭시기까지 소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양자를 연계시켜
주는 논밭의 반복전환 사례가 바로 조선시대 전기의 농서 農書輯要 (AD1517년)에 보이는 回換
農法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農書輯要 의 回換農法에 대해서는 김용섭, 위은숙, 이호철, 이인재 등의 연구(金容燮 1988, 魏
恩淑 1988 1998, 李鎬澈 1990, 李仁在 1995)가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회환농법은 1년은 논
으로, 1년은 밭으로, 혹은 논으로, 혹은 밭으로 경지전환하며, 정기적인 休閑의 歲易農法이 아니
었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김기홍은 의문을 제기하였다(김기흥 1996). 김기홍은
기존의 연구가『隋書』東夷傳의「水陸兼種」부분을 회환농법, 윤답농법과 연계시켜 해석하며, 그
회환농법을 비상시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水, 陸種이 교
대되는 보다 정형화된 작부체계이자 상경연작하는 상경 연작화되는 농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대
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환농법, 윤답농법이 여말선초의 작부체계의 한 전형으로
서 자리매김되거나, 이것이 더욱 소급되어 고려나 신라의 작부체계로까지 자리매김하는 기존의
연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김기홍의 견해에 대해 본 발표자는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
층에 보이는 논밭의 반복전환은 조선시대 전기의 회환농법, 20세기 함북 길주 등지의 윤답과 계
통적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을 창원 반계동 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밝혔으므로 참고 바란다.

4) 창원 반계동 유적의 논밭 반복전환 세부
․창원반계동 삼국시대(AD6∼7C)의 논밭층은 크게 아래층인 12층과 그 위의 11층으로 나뉘
며, 12층은 12-3, 12-1, 12-1의 3개층으로, 11층은 논의 11-1층과 그 위의 밭인 11-1층으로 더욱
세분된다.
이들 5개층 가운데 12-3, 12-2층 각각과, 11-2층에서 11-1층의 전환에서 보듯이 최소 3번의 논
밭전환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논에서 밭으로 전환시 그 두둑고랑은 논둑으로 구획된 논 하나하나의 범위내에서 조성된 것
이 아니고 최저 2∼5개의 논면에 걸쳐 논둑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밭 전환범위는 논전면이 아닌 그 일부였다.
․성토에 의해 밭의 두둑을 작성하더라도 논둑은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어 논밭반복전환도 어
디까지나 논이 경지이용의 중심이었으며 논으로 재전환시에는 두둑부분은 제거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
․논밭 반복전환의 周期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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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밭 반복전환의 의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에 보이는 논밭의 반복전환은 조선
전기 농서집요의 회환농법과 20세기 전반의 함북 길주의 윤답과 계통을 같이 하는 경지의 반복
전환 형태라면
첫째, 회환농법, 윤답의 기원이 적어도 삼국시대 후반까지 소급한다는 기존의 견해가 입증되는
셈이다.
둘째, 논밭 반복전환은 논․밭 각각이 상호 독립된, 서로 무관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경지를
상호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축적이 있었다는 것은 의미하며, 상당히 발전된 토지이용방식으로
보여진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논농사에 밭농사의 요소가 내재, 바꾸어 말하면 논농
사와 밭농사간에는 상호기술적 호환성이 있어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셈이다.
셋째,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에 보이는 논밭 반복전환이 논 2모작 그 자체는 아닌 것같다.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에 보이는 논밭 반복전환 양상을 보면 논 2모작의 성립과 유지에 절
대 필요한 안정적인 用水공급과 地力유지면에서는 일정한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12층은 수로
가 아예 고, 수로가 수반되더라도 본래 이 지역 일대의 集水域이 작아 항상적으로 물부족에
시달려 왔던 점을 고려하면, 11, 12층의 경지에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12층은 더욱이 谷內 습지화라는 토지조건을 이용해 논으로 조성운용한 자연비옥도 의존형
이었다. 그러나 자여비옥도 의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施肥 등의 어떤 지력유지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인 논 2모작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밭으로 전환시 그 두둑고랑은 논둑의 범위내에 조성하는 논 稻麥2毛作의 그것과는 다르므
로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의 논밭 반복전환을 논 2모작과 직접 연계시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논 2모작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논 2모작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의 일부가 이
미 삼국시개 후반 내지는 그 이전시대부터 논밭 반복전환 등을 통해 축적되어 왔다는 사실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원 반계동 유적의 삼국시대의 논밭 반복전환 사례는 선사∼고대의 논농사에 대한 기
존의 인식에 재고를 요하는 시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벼의 재배의 역사는 이미 신석기 시대까지 소급하고 있고, 논의 水稻作도 울산
시 옥현유적의 사례에서 보아 적어도 청동기 시대의 이른 시기까지 소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천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삼국시대의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에서 논밭의 반복전환 사례가 확
인된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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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형화된 灌漑, 移植稻作과 논 稻麥 2毛作의 성립과 전개에 필요한 제 요건의 상당부
분이 고대에는 이미 실행, 전개되고 있었음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농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의 발굴조사 성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대의 稻作은 결코 休閑 農法 단계인가 常耕連作 단
계인가 하는 2분법적 사고로서 간단히 일괄평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본다. 오히려 문
제는 이들 제 요건들이 어떻게 결합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었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 발전되어 가고 있었는가에 있다고 본다. 아마도 강우량을 비롯한 기후기상조건, 토양, 수리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草木肥와 牛馬糞을 투입하는 정도의 시비술이 이미 보급되고 있엇
다고 추측되는 고대의 남부지역의 일부에서는 일정 수준의 논농사, 다양한 작부체계의 밭농사,
회환․윤답농법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단, 이러한 형태가 보편적이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6) 논밭 반복전환의 목적
논밭을 반복전환하는 목적,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며, 시대․지역에 따라 주목적․
배경이 반드시 꼭같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논밭 반복전환의 목적․배경(池
泳鱗 1935, 高橋昇 1998, 李鎬澈 1990)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논의 노후화 방지를 위한 地力갱신.
② 밭의 연작에서 오는 장해를 극복하기 위한 토양의 中和나 除毒 등의 토양개선목적.
③ 연간 강우량의 절대부족 내지는 集水域의 소규모에 따른 물부족에의 대처.
④ 잡초․병충해의 방제.
⑤ 홍수범람 또는 地下水位의 상승하강에 따른 토지의 건조화 내지는 過濕化.
⑥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제고 등.
창원 반계동 유적의 논밭 반복전환은 물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농서
집요의 회환농법, 함북 길주의 윤답 등은 잡초와 병충해에 대한 직접 방제 대신 경지의 전환과
작물의 힘을 빌려 근원적으로 방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시비술 내지는 시비량과
시비재의 종류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연작함으로서 생겨나는 수확량의 감소를 역시 경지 전환
과 작물의 힘을 빌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확량의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물 부족과 노동력 분배까지도 포괄적으로 대응케 하는 농법이었다.

후대로 오면 올수록 논밭의 반복전환이 불안정한 토지조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
니고, 수확량의 증대 등 오히려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채택된 경지 이용형태, 재배원리였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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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① 논밭의 반복전환 사례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는 高橋 昇이 정리한 표 의 畓田交互作法의
분포사례(高橋昇 1998)가 참고가 된다(표4).
그런데 이 표에는 논2모작도 포함되어 있어 논밭 반복전환사례의 지리적 분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국 각지에 산재하고 있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논밭으로 반복전환되는 이들 耕地의 原地目은 논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또, 논밭의 반
복전환은 특히 논의 원지목일 경우, 지역내의 모든 논들을 모두 밭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 듯하
다.
③ 논에서 밭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못자리 시기 이후∼모내기 시기이전의 어느 시점이며, 밭
으로의 整地작업에는 그리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밭으로 전환한 이후에
도 이전 논단계의 水路를 그대로 유지시켜 한발시에는 밭에 관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논으로
조성 이용하는 쪽과 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밭에서 논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정비와 논둑의 수리에 다소 노동력을 투입해
야 했던 모양이다.(함북 길주)
④ 밭 전환시의 재배작물의 종류로서는 20세기 전반에는 大麥, 小麥, 大豆, 粟, 穇, 小豆, 蜀麥
등이 있었으며, 농서집요에서는 특히 麻와 기장이 회환농법의 대상작물이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⑤ 논밭 반복전환경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논밭 반복전환 논의 경우, 상경연작의 논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았다. 이에 대해 논밭 반
복전환 밭의 경우 일반 밭보다 많은 예, 거의 같은 예, 적은 예 등이 있었다.
⑥ 논밭 반복전환에서 엿보이는 사회적 관계(郭鍾喆․楊花英 2000)
창원 반계동 유적 11층의 경우 논에서 밭으로 전환시 5면의 논에 걸쳐 논둑과 직교하는 방향
으로 밭의 두둑고랑이 일괄 조성된 점은 주목된다. 밭의 두둑고랑이 함께 만들어진 5면의 계단
식 논 모두가 하나의 경작권, 소유권 하의 경지였는지, 아니면 계단식 논 하나하나가 개개 경작
권 단위 더 나아가 소유권 단위였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쪽이라 하
더라도 5면의 논을 일괄해서 밭의 두둑고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논에서 밭으로의 전환이
최소한 경작권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조차도 초월한 어떤 배경이나 논리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물부족 때문인지, 잡초나 병해충 방제 때문인지 혹은 地力
회복이나 생산량의 증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집단적 對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20세기 전반 일제시대의 함북 길주의 윤답 실시 지역에서는 윤답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契를 조직한다고 한다(高橋昇 1998). 길주邑(旧 英北面)의 경우 이를 白三畓契라 하며, 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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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의 여러 洞의 사람들이 契員으로 가입한다. 契의 長(組合長) 1명, 간사 약간 명을 두고 年 1∼
2회 總會를 여는데, 契員들은 구역내의 水路를 정비하며, 논으로 전환시에는 水稅로서 1, 000평
당 1円을 납부하고 있다. 아마도 부족한 물의 균등 분배와 이용이 배경인 듯하며, 이를 통해 契
에 가입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자신의 논, 밭을 함부로 전환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멋
대로 논, 밭을 전환하게 하게 되면 물부족을 심화시키고 수리체계의 혼란, 주변 경지의 논 혹은
밭으로의 전환에 따른 地下水位의 上下降(즉 경지의 乾濕의 변화)으로 인해 작물의 성장에 지장
을 초래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더욱이 咸北 北靑 俗厚面의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답 실시 구역내의 경지
는 대부분 契에 가입한 契員들의 것이며, 그 경지 가운데 2/3는 같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아예
경지를 구입해 共有地로서 운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논밭의 전환시에는 해당 경지의 농가는
부락의 공화당에 모여 협의를 하였다 한다. 특히, 밭으로 전환 사용시에는 기존의 주요 수로를
차단해버리는데, 9할 찬성이면 일부 불복하는 사람이 있어도 수로를 차단하고 배수로의 물을 뺀
다고 한다.
이상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창원 반계동 유적 11, 12층의 논밭반복전환에는 경작권 혹은
소유권까지도 초월한 집단의 규제나 대응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하는 것이다.

7.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1人1日 소비량, 인구수용규모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사∼고대의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예는
없고 이홍종이 일본의 분석예(논 1평당 쌀생산량과 1일1인 소비량)을 원용해서 충남 보령 관창
리유적을 대상으로 추산해 본 연구4)가 있을 뿐이다.
선사∼고대의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생산량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4) 李弘鍾은 충남 보령 관창리유적의 논 유구 조사에 기초해, 유적지의 시기별 인구가 쌀만 먹는 경우,
연간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유적지 주변의 매몰논에서 생산하였다는 산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유적지 부근의 논조성 가능 면적을 약 7,000평, 1평당 생산량을 약 5홉(쌀), 유적지의 동시기 주거지수
를 약 20기, 1주거지당 거주 인원 평균 3.5명, 1日1人 소비량을 약 3升으로 가정했을 때의 산정치이다.
여기서 당시 논의 1평당 생산량, 1日1人 소비량 등의 기준치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다.
계산 결과, 유적지의 동시기 거주 인원 70명의 연간 소비량의 반 정도가 생산되었다는 것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1970년 이전의 일반인의 식사가 쌀과
보리 등의 혼식 형태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소비량의 절반 정도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연간 쌀
의 常食이 가능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사․고대유적 출토 곡물유
체의 양상이나 고대 문헌사료, 본 발표자의 계산치 등에서 보아 이는 과다히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고 보여진다(李弘鍾 1997).

- 42 -

인구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본 발표자는 창원 반계동 유적의 삼국시대 논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시에 시도한 바 있다. 세부내용은 창원 반계동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에 넘
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1)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분석방법(寺澤薰 1987 1994)
①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논면에 보이는 벼의 株跡의 수와 密度, 出土 稻穗의 生育度 - 1株當
穗首의 길이, 1穗當 籾數 - , 논토양에서 검출된 벼의 Plant-opal의 절대치.
② 선사∼고대의 논과 관리 운용 기술면, 단위면적당 생산량면에서 등질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화 이전, 無農藥, 無施肥 내지는 시비술 미발달 단계의 외국의 논들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사례(표5, 6).
③ 乾畓, 半乾畓, 半濕畓, 濕畓으로 구분되는 논토양형의 평가.
④ 동시대(기) 내지는 그 전후 시대(기)의 관련 문헌사료에서 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산
출.
이 가운데 ①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논 유구조사현상하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우며, ②의 경우
寺澤薰이 제시한 바 있다(寺澤薰 1987 1994). ③의 경우 청동기시대는 대부분 습답∼반습답, 삼
국∼통일신라시대는 유적에 따라 일정치는 않으나 반건답∼반습답, 고려․조선시대에는 반습․
반건∼건답의 경향이 엿보인다. 즉, 논토양형에서 본다면 후대로 올수록 논토양형에서 본 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져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논토양형에 따른 논의 단위면적
당 생산량파악을 정성적 분석 혹은 경향적 파악에 그칠 뿐 정량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헌자료 및 그에 따른 연구성과에 기초해 추
산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문헌기록을 대상으로 한 문헌사학 분야의 결부체, 도량형제 등
의 연구성과를 인용해 고대의 논 단위면적당 생산량, 1일1인 소비량을 추산하고 이를 통해 인구
수용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문제는 결부제, 도량형제에 관한 학자의 견해
가 다양해 어떤 사료를 선택할 것인가에서부터 어떤 학자의 견해를 따를 것인가에 따라 논의 단
위면적당 생산량과 1일1인 소비량이 달라지고, 취락 내에서의 동시존재 주거지의 수, 하나의 주
거지 내의 거주인원을 몇 명으로 보는가에 따라 인구수용규모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하의 발표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산치로서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양해
구하고자 한다.

2) 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삼국∼고려전기의 1결 실제 면적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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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천∼20,000평 전후(백남운, 김용섭, 이호철 등)
․3000평대∼6000평대(박흥수, 강진철, 이호철 등)
․1000평대∼1500평대(여은영, 이우태, 이종봉 등)
한편, 논 1결당 생산량과 논 1결당 생산량의 실제 容量, 重量을 각 연구자의 견해별로 정리하
였다.
다음, 논 1결의 실제면적 추정치에 논 1결당 생산량과 그 실제 용량, 중량을 대입해 계산해 본
결과, 논 1결 면적을 만수천 평∼20, 000평 전후로 볼 때 계산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그 수칙
너무 낮으므로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같다. 또, 논 1결의 실제 면적산정시, 1
升 용량산정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져 몇가지 견해들도 일단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밖
에 없다.
이렇게 보면, 고려 전기의 논 300평당 생산량은 여은영, 이종봉(呂恩暎 1987, 李宗峯 1999)의
논 1결의 실제면적과 실제 생산량, 그리고 1升의 용량 중량치를 기초로 본 발표자가 계산해낸
논 300평당 생산량, 즉
上畓 71.7∼154.4kg,
中畓 52.3∼113.2kg,
下畓 33.7∼72kg을, 고려 전기 무렵의 논 300평당 생산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같
다.
그런데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에는 논 가운데 休閑地, 濕畓 등이 꽤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고 있다. 즉, 통일 신라시대의 開仙寺 石燈記(AD891년)에 濕畓으로 보이는 ｢渚畓｣의 존재, 고
려말의 高城 三日浦 埋香碑(AD1309년)에 보이는 畓의 상당수에 休閑地를 시사하는 ｢陳｣이 표기
된 점, 그리고 高麗史節要 卷2 李齊賢 찬의 사료 등이 그것이다.
또, 조선시대에도 世宗實錄 世宗 12년 8月條의 사료에서도 조선시대 논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이 下等田이며, 조선 전기의 경우, 우등 지역으로 평가되던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조차 上田
이 1, 000結 중 겨우 1∼2結에 지나지 않았고, 그 절대다수가 下田이었다고 지적되어 온 바 있
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전반 일제 시대의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 등
의 조사연구서에도 天水畓, 濕畓, 1毛作畓에 관한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표7)
이런 논들은 아마도 川邊의 배후습지나 谷內에 조성된 것이며, 논토양형이 半濕畓, 濕畓, 强濕
畓으로 평가되는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수리 안전답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발굴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논유구의 논토양형이 청동기시대∼삼
국시대에는 濕畓∼半濕畓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봄의 한발 등에 의해 항상적인
물부족에 시달려 온 점, 화분분석과 Plant-opal분석에서 벼의 화분과 Plant-opal양이 낮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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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울산 옥현유적 부근의 玉洞 저수지 아래의 논들(1毛作畓,
濕畓)의 1968년 이전의 300평당 생산량이 112kg정도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삼국시대∼고
려시대 전기의 논 300평당 생산량은 下田의 약 34∼72kg 정도, 좀 더 엄밀히는 약 34kg전후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3) 1日1人 穀物 소비량
삼국말, 통일 신라, 고려, 조선시대 초기의 1일1인 곡물소비량에 관해서는 이종봉(李宗峯 1999)
이 구체적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요약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층, 직업, 직부, 노동의 경중을 고려해 1일1인 소비량, 국가지급량을 군인, 노동자>일반민,
농민>기아민이라는 관계5)로 가정한다면, 삼국말․통일신라∼고려 시대의 일반민 내지는 평균적
인 1일 1인 소비량은 기아민의 300g代∼480g代보다는 많고, 노동자, 군인의 600∼700g代보다는
적은 500∼600g(米와 粟 등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한 듯 하다(표8).

4) 논의 생산량과 人口 受容 可能 規模
인구 수용가능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작업 이외에도 논조성 집단의 동시존재인
구수, 조성된 논의 전체면적, 논 1면당 면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창원 반계동 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적절한 유적예가 없어, 창원 반계동 유적을 대상으로 시산하는 의미
에서 계산해본 것이 있다. 창원 반계동 유적에서는 논과 동시기(AD6∼6C)의 주거가 확인되었는
데, 주거지군 내에서는 1회 중복이 확인되므로 전체 주거지를 2소시기와 3소시기로 나누고6) 주
거지당 거주인원을 평균 5인으로 해서 계산하였다.(표9)
① 유적지 일대의 저위 단구면 가운데, 지형 분류도 범위내의 저위 단구면 전면적에 삼국시대
5) 1日 1人 소비량은 나이, 身長의 大小, 직무의 경중, 시대, 계층, 지역, 직업, 도시와 농촌, 전답소유면적,
식생활 패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헌 사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평균치 내지는 국
가판단의 평균치라는 의미로서 제시한 것이다.
6) 확인된 87기의 삼국시대 수혈 주거지는 1회 중복 7예 보이므로, 87기를 2회에 걸쳐 축조되었다고 보면
1소시기 당 43.5기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주거지에 있어서 비연속적, 부분적 중복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거지가 축조되어 일정기간 사
용된 후 방기되고, 더욱이 그 내부가 완전 매몰된 시점에서 새로운 주거지가 전단계의 주거지의 일부
를 끊고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단계의 주거지가 사용방기된 후 완전 매몰되기까지에는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하므로, 이 기간동안에도 유적내의 다른 곳에서는 주거지가 축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면, 주거지의 1회 중복이란 삼국시대 주거지들이 3소시기에 나누어 축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1소시기당 29기라는 계산이 나온다(安藤廣通 1992).
한편, 창원 반계동 유적 Ⅰ지구에서는 수혈 거주지 이외에도 堀立柱 建物이 총 21기 확인되었다. 이들
건물의 용도에 대해 Ⅰ지구 조사자는 주거 이외의 기능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일단 주거지수에는 가산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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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층 시기 논이 조성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생산된 쌀로서는 유적지의 소시기별 인구 145
명∼217.5명이 매일 쌀만 먹을 경우 44∼167일(최대 144∼260일) 소비(부양) 가능하다.
② 반계동 11, 12층 논이 확인된 谷 전체에 논이 조성되었다고 보면 유적지의 소시기별 인구
145∼217.5명이 매일 쌀만 먹을 경우, 6∼24일 정도(최대 21∼28일) 소비(부양) 가능하다.
③ 반계동 11, 12층 시기 논이 확인된 발굴조사 구역의 논에서 생산된 쌀을 유적지의 소기별
인구 145∼217.5명이 매일 먹는 경우 1∼2일 정도(최대 2일) 소비(부양) 가능하다.
④ 발굴 조사된 11, 12층 논 개개의 면적에서 생산된 쌀로는 유적지의 소시기별 인구 145∼
217.5명이 매일 먹을 경우, 하루에 못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 제 논 생산량은 다음해 파종할 종자량, 국가에 대한 貢納分, 그리고 잡초, 병충해,
鳥獸, 홍수, 냉해, 한발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 감소분,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대량의
未熟米와 쭉쟁이가 검출된 사례(趙現鍾 1997) 등에서 엿볼 수 있는 未熟米, 不稔實米分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양이다. 만일, 이들을 고려한다면 실제의 소비 가능양, 인구수용 가능 규모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1년간의 식료는 논 생산의 쌀 이외에도 밭작물․도토리 등의 채집물, 수
렵과 어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역을 통한 반입 등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고대에는 쌀 생산의 한계로 인해 논농사에만 식료생산의 중심을 둘 수 없고 밭농사 중심 내지는
밭농사＋논농사 혼합경영이 필연적이었으며, 농경 중심이면서도 타 식료 획득 부분에도 일정 비
중을 둔 망라적 식료 획득체계가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다양한 작물의 선택과 재배를 통해 수확 전멸 내지는 수확 감소에 대한 위험분산대책도
강구되었을 것이다. 또 논밭 조성가능 토지에 대한 개척과, 수리 관개시설의 정비, 시비술의 개
선, 신품종의 도입이나 종자의 개량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끊임없
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쌀 생산의 한계상황은 20세기의 일제시대에도 여전해 일반 농가에서는 쌀만을 常食할
수 없었고, 가을 수확후∼다음해 봄 정도까지는 쌀 혹은 쌀이 많이 섞인 잡곡밥을, 여름에서 가
을 수확 때까지는 쌀을 조금만 섞거나 거의 없는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쌀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1년에 몇 번 있는 祭日에만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였거나(경남 통영), 1년 내내
거의 보리밥만 먹는 농가도 많았다.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논농사 개시 이래
약 3000년의 세월이 지난 1970년대에 와서 통일벼에 의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부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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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밭 유구
1. 밭․밭농사․밭작물 연구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구릉지인 산악국인데가가 고위도에 위치하며, 초기농경이 화
전을 비롯한 밭농사 위주로 전개되어온 관계로, 전통적으로 밭농사 주체였거나 밭농사와 논농사
의 혼합영농형태로서 유지되어 왔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쌀이 물가의 기준이 되며, 조선시대 무렵에는 삼남지방(충청, 전라, 경상도)
의 경우 전체 경지 가운데 논의 비율이 밭보다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밭농사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조선시대의 농서 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밭농사, 밭작물의 중요성은 선사∼고대 유적출토의 곡물 유체의 상당부분이
밭작물이며, 탄화미 등의 검출이 빈번해지는 남부지역에서도 밭작물의 검출예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사∼고대의 논 유구의 토양에 대한 Plant opal분석이나 화분분석 결과에서도 벼 이외에
기장족, 피속, 보리류 등이 확인되고 있어, 논의 주변에서 밭농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에서 밭으로 경지를 전환이용하는 예가 여러 유적에
서 확인되는 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보리, 조 등의 밭작물은 일반 백성(농민)층의 常食이었던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중국의 사서에 신라인의 주식이 麥이었다는 기사나, 기근시 국가의 구제곡이 조였던 점도 밭작
물에의 의존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밭․밭농사․밭작물에 대한 조사연구현상
1990년대에 오면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의 밭유구의 조사를 시작으로 선사∼고대의 밭․밭농
사, 밭작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성과가 여럿 공표되었다. 하남 미사리유적의 밭유구에 대
한 조사보고와 김기홍의 연구(金基興 1995), 진양 대평리 유적의 밭유구에 대한 조사보고와 이상
길, 이현혜, 전덕재의 연구(李相吉 2000, 李賢惠 1998, 전덕재 2000), 밭작물에 대한 이경아의 식
물고고학적인 연구(李炅娥 1998, 李相吉․李炅娥 1998).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고대의 밭․밭농사, 밭작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는 아직 미
진한 것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길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먼저 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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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농경생산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그 자체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밭유구의 입지문제와 유존상황도 무관하지 않은 것같다. 밭의 주요 입지의 하나인 산지․
구릉지는 기본적으로 침식의 場이어서 퇴적의 場인 충적지에 주로 조성되었던 논에 비해 유존상
황이 나쁘다. 게다가 구릉지는 전통적으로 인간 점거의 무대여서 조성되었던 밭유구가 파괴, 삭
평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조사된 밭유구의
대다수가 평지쪽인 충적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또, 층단면에서의 밭유구의 확인방법 등을 비롯한 밭유구 조사방법론의 미비도 선사∼고대의
밭․밭농사, 밭작물에 대한 조사연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발표자는 이상과 같은 조사연구상황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지금까지 확인조사된 밭
유구의 집성과 임시적인 형태분류와, 두둑고랑형태와 휴경․상경연작 문제, 이 3자에 대해서만
정리해보려 한다.

3. 밭유구의 확인사례와 연대(표1, 10, 11)
현재까지 확인조사된 밭유구로 평면조사된 것이 15개소, 층단면에서 밭유구의 존재가 추정되
는 것이 1개소이다.
시대별로 보면 청동기시대의 것이 6개소(단면 확인 1개소, 층7개소), 초기철기․삼한시대의 것
이 1개소, 삼국시대의 것이 7개소,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2개소(대구 신창동 유적의 연대는 엄밀
히는 청동기시대 이후∼고려시대 이전이나 여기서는 통일신라시대에 혼합시켰다) 조선시대 1개
소이다.

4. 밭의 유형구분
밭의 유형구분에 대해서는 고랑의 유무와 두둑고랑형태 등에 기초해 분류한 이상길의 연구(李
相吉 2000)가 있다(그림6).
이 이상길의 밭유형구분과 해석은 밭유구의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진
다.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 또한 있다.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밭유구는 홍수범람 모래층에 의해 최종 매몰되기 직접의 모습
이다. 그런데 밭의 경우 작물재배기간 동안에도 계절, 기경․畦立․중경배토․수확이라는 작업단
계여부, 재배작물의 종류, 작부체계 및 간․혼작, 방치․휴경인지에 따라 두둑고랑의 위치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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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뀌거나 세부형태, 크기, 배치방향 등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최종 매몰직전의 밭의 두둑고랑형태에 기초한 유형구분과 그에 따른 해석은 논리상 납
득은 되나, 자치하면 실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어 버리고 말 소지를 안고 있는 점 또한 부
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밭 유형구분은 진주 대평리 유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
것 또는 밭으로 추정되는 것도 일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표자의 임시적인 밭
유형구분을 제시한다(그림7).
Ⅰ. 두둑고랑만 병렬하거나 溝 등에의해 두둑고랑이 구획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凸상의 밭둑
이 없는 것. 이상길의 Ⅰ,Ⅱ형 대부분이 이 Ⅰ형의 세분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 같다.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다.
Ⅱ. 凸床 밭둑으로 구획되고, 그 구획 내부에 두둑고랑을 만든 것. 대구 동천동유적의 삼국시
대 밭이 여기에 속한다.
Ⅲ. 溝로서 일정면적이 방형 또는 부정형으로 구획되어 그 내부에 두둑고랑 흔적이 있어 밭으
로 이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예. 대구 동천동․동호동 유적의 청동기 시대 밭이 여기에 속하며, 규
모는 작으나 일본 靜岡縣 北神馬土手유적의 밭유구(岩崎しのぶ, 2000)도 비슷한 형태이다. 단, 北
神馬土手유적의 예가 밭인지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으므로 이 Ⅲ형이 과연 밭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는 남아 있다.
Ⅳ. 원형의 작물 재배흔적으로 이루어진 小穴群. 진주 대평리 유적의 예가 있으며, 이상길의
Ⅲ형이다.
Ⅴ. 불규칙한 列狀의 溝群
대구 서변동 유적의 예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列狀의 溝群과 비슷한 형태의 것이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밭 이외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일본의 奈良 盆地나 大阪 平野에서 확인되는 中世의 素堀溝(すき溝)를 논의 경작토에서 용
탈되어 아래층에서 침착된 철․망간을 경작토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深耕할 때 생긴 것으로 보는
견해(堅田直 1994), 물 부족 때문에 전면을 논으로 경작할 수 없어 夏期의 밭농사를 위해 논면에
판 溝로 보는 견해7)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Ⅴ형 또한 밭인지 여부는 장차 재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Ⅵ. 두둑고랑이 확인되지 않는 밭
지금까지 유구로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단, 畦立 이전의 기경단계나, 2毛作논에서 밭작물 재배

7) 八尾博之 1986을 德永光俊 199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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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경만으로 파종하는 경우(메밀)(下山覺 2000)가 있어 편의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상길의 Ⅱ
B型의 경우, 작물식재 흔적만 없다면 이 유형일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島田처럼 단면 台狀에 평면 帶狀을 이루는 밭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분류에서는 일단 제외해둔다.
이상, 현재까지 확인․추정되는 밭유구에 대해 주로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밭유형 구분을 시도
하였다. 그런데 밭은 밭농사의 전래와 관련된 기원계통 문제를 비롯해, 재배작물의 종류, 작부체
계 및 간․혼작 여부, 재배계절의 기후기상조건, 기경․畦立․중경배토․수확단계 여부, 지형, 경
사도, 토양, 토지이용 형태 - 화전, 常田, 논의 裏作田 내지는 논밭 경지전환 이용여부 등 -, 지
역, 농법상의 전통 등에 따라 밭의 평면형태, 두둑고랑의 유무와 평면․단면형태, 배치방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밭 및 두둑고랑의 제 형태와 이들 제요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
웠다. 또, 본 발표자의 분류 Ⅲ, Ⅴ형에 대해서는 밭 이외의 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본
분류는 어디까지나 試案的 분류로서 제시해두고 장래의 발굴조사를 통해 검증과 수정 보완을 해
가려 한다.

5. 밭의 두둑고랑 형태와 休耕․常耕連作
경기도 하남 미사리 유적의 삼국시대 상하층 밭의 두둑고랑 형태에 주목해 休閑과 常耕連作의
문제를 제시한 논고가 제출되었다(金基興 1995).
미사리 삼국 시기 하층밭(AD4∼5세기)의 두둑과 고랑의 폭은 약 1:1이며, 두둑고랑의 凹凸이
뚜렷치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파종처의 교대 즉, 이전의 두둑 부분을 고랑 부분으로, 이전의 고
랑 부분을 두둑 부분으로 바꾸어 교대 경작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休閑法이 극
복되어가는 단계의 作畝法으로 규정하였다.
하층밭의 두둑에 비해 그 폭이 더 넓어진 상층밭(AD6세기)의 두둑고랑 형태를 토지 이용도의
증대로 보았다. 더욱이, 상층밭의 이 높은 두둑이 全面耕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층밭의 두둑고랑에서 엿보이던 파종처의 교대 경작,

즉 休閑法이 극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았다. 결국 AD 6세기 무렵에 常耕連作의 단계로 이행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두둑고랑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休閑과 常耕連
作의 문제와는 별개 차원의 것이다. 또, 창원 반계동 유적의 11-1층, 12-2층, 12-3층 밭의 두둑고
랑 형태, 진주 대평리 유적 등의 밭 두둑고랑 형태와 그 양상을 보면, 밭 두둑고랑 형태를 休閑
과 常耕連作 문제와 직접 연계시켜 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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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폭이 그리 크지 않은 창원 반계동 유적의 11-1층, 12-2층, 12-3층에서는 폭이 다른 大, 中,
小의 두둑이 확인되었다. 또, 진주 대평리 유적의 청동기 시대 밭에서도 폭이 서로 다른 大小의
두둑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둑고랑 방향이 서로 교차되는 경우, 이전의 두둑(고랑)을 고
랑(두둑)으로 전환 이용하는 경우가 함께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러한 두둑폭의 大小변화나 두둑 부분과 고랑 부분의 상호 전환 이용, 두둑고랑 방
향의 전환 사례가 보이는 창원 반계동이나 진주 대평리 유적에서는 어떤 토지 조건의 변화나 재
배관리 기술상의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 유적들에 보이는 두둑폭의 대소 변
화가 시간성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두둑폭의 대소변화를 休閑에서 常耕連作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두둑폭의 대소변화, 두둑 부분과 고랑 부분의 전환 이용, 두둑고랑의 방향 전환 등은
이미 청동기 시대 무렵부터 농경민들에게는 습득된 경지 운용 관리 기술의 하나였으며, 선택의
문제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으로서는 이전부터 지적해오던 바와 같이, 재배작물
의 종류와 그 계절성, 작부체계, 地力의 이용과 유지, 지역의 자연조건 예를 들면, 防寒, 排水, 그
리고 농업상의 전통 내지는 관습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Ⅳ. 맺음말 - 장래의 과제 첫째, 논밭 유구의 조사성과를 기초로 하는 농경관계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논밭
유구 각각에 대한 조사방법론을 철저히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사∼고대의 주요 먹거리 확보수단인 논농사․밭농사, 어로, 수렵, 채집, 그 각각은 단
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개개 부문 단독만으로는 영양balance가 맞지
않을뿐더러, 논농사․밭농사의 경우도 그 단독으로는 생산성면에서 특화, 전업화되어 있지는 않
는 것같다. 물론, 삼국시대 무렵으로 오면서 농경이 생업 부문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
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복합생업경제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복합생업
경제하에서 농경이 어떠한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규명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농경의 문제는 단지 농경을 통해 어떻게 먹거리를 확보하고 소비하는가로 끝나는 문제
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인간, 가족, 집단, 사회, 국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식기조성, 주부식의 문제, 조리구 및 조리시설․조리법 등의 식생활의 문제,
․농업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조직의 편성과 가족의 문제,
․사용도구와 기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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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의 공간구성원리, 공간구성요소 및 그 조합관계, 일상생활영역 등의 문제
․종교제의에 관련된 도구, 시설, 그리고 세계관, 우주관의 문제
․토지제도 및 조세수취제도
․계층의 분화와 인구, 생산력의 문제 등도 장래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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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인조사된 논밭유구
논
연대

계단식

밭

소구획․부
두둑․고랑형
세부형태불명
정형
(Ⅰ)

둑구획
두둑․고랑형
(Ⅱ)

溝區劃
(Ⅲ)

圓形小
無두둑․ 세부형
列狀溝群(
穴群
고랑형( 태불명
Ⅴ)
(Ⅳ)
Ⅵ)

신석기시대
송국리형
단계이전
청
동 송국리형
기
단계
시
대
세부
연대불명

울산
야음동유적

울산
굴화유적

진해
자은동유적Ⅰ

밀양
살내유적

논산
마전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논산 마전리
유적
진주 대평리
유적

대구
동천동
유적

진안 여의곡
유적

대구
동호동
유적

울산
발리유적

초기철기․삼
한시대

∼AD5C

삼
국 AD6C∼
시 AD7C
대

세부
연대불명

통일신라시대

고려∼조
선 전기
고
려
∼
조 조선시대
선
후기
시
대
세부연대
불명

●밀양
금천리
유적

울산
옥현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AD3C후반
∼4C전반)

●울산
천상리유적
●대구 칠곡
3-3구역
천안
장산리유적

진주
대평리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BC1C)
부여 구봉리
유적(AD3C후
반∼4C전반)
하남
미사리유적
하층밭(AD4
∼5C)

부여
구봉리유적
부여 구봉리
(웅진기)
유적(웅진기)
울산 굴화
부여
하남 미사리
유적
궁남리유적
창원
유적
울산 옥현
부여
가음정동유적
상층밭(AD6C
유적
가탑리유적
(AD6C)
)
창원 반계동
대구
창원 반계동
유적
서변동유적
유적
부여
서나성유적
대구
●울산
●울산
동천동유적
신현동 유적
어음리유적
부여
울산 야음동
●함안
구봉리유적
유적
사내리유적
밭경작 유구
진주 장흥리
●대구
진주
유적
동호동유적
대평리유적
●김해
봉황대
부여 서나성
주변유적
울산 발리
유적
●진주
유적(AD7∼8
대구 진천동
창촌리 유적
C)
유적
진해 자은동
유적Ⅱ
(AD1123年
高麗圖經의
●울산
계단식논)
신현동 유적
양산 하북정
유적
울산 옥현
유적(AD16∼
17C)
양산 하북정
유적
울산
굴화유적
●함안
사내리 유적
진해 자은동
유적Ⅱ

대구
동천동유적

●는 층단면에서 논유구 존재 확인 내지는 추정되는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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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음리유
적
대구
서변동유
적

울산
옥현
유적

＜표 2＞ 확인조사된 논유구의 입지
연대

송국리형
단계 이전
청
동
기 송국리형
단계
시
대
세부연대
불명
초기철기․삼
한시대

구릉사면말단부개석곡저

세부연대
불명

통일신라시대

고려∼조
고 선 전기
려
․
조 조선 후기
선
시
대
세부연대
불명

대하천의 범람원
일부

구릉사면부

세부지형
불명

진해
자은동유적Ⅰ
(개석곡저)

울산 옥현유적
울산 야음동유적

논산 마전리유적
●보령관창리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울산 발리유적
●울산 천상리유적

대구 칠곡
3-3구역?

울산
굴화유적

천안 장산리유적

∼AD5C

삼
AD6∼7C
국
시
대

곡저평야 내지는 단구면과 그
중소하천의 범람원 개석곡저

부여 구봉리유적

울산 옥현유적
창원 가음정동유적
창원 반계동유적

●울산 신현동유적
울산 야음동유적

부여 구봉리유적
대구 서변동유적
부여 가탑리유적

부여 궁남지유적
(배후습지
가장자리)
부여 서나성유적
(Point bar와
배후습지의 경계부)

울산
굴화유적

●함안 사내리유적
●울산
진주 장흥리유적
어음리유적?
●대구 동호동유적

울산
진해
발리유적(AD7-8C) ●진주 창촌리유적 자은동유적Ⅱ
●김해 봉황대주변유적?
(개석곡저)

●울산 신현동유적

양산
하북정유적

울산 옥현유적

양산
하북정유적

진해
●함안 사내리유적 자은동유적Ⅱ
(개석곡저)

●는 층단면에서 논유구 존재 확인 내지는 추정되는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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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굴화유적

＜표 3＞ 확인조사된 논유구의 내용
공반 수리 시설
사용종류
수로 보 기타

논
형태

확인
논수

논 하나의 크기

소

70면
이상

1.4×1.3∼4.2×2.2m, 1평 미만∼3평

○

울산 야음동유적

계

63면

논폭 35∼65cm(40∼50cm급이 일반적)

○

논산 마전리유적

계＋
소

보령 관창리유적

?

부여 구봉리유적
제1경작면 B지구

소

울산 굴화유적

계

울산 발리유적

소

연대

유적명

기타 특징

진해
자은동유적Ⅰ
송국리형
단계이전
청
동
기
시
대

송국리형
단계

세부연대
불명

울산 옥현유적

초기철기․삼한 천안 장산리유적
시대

∼AD5C

삼
국
시
대
AD6∼7C

제3경
작면

15면

14면
이상

○

○

한변길이 3∼7m

○

○

4×3m

○

논폭 1.5∼2m
8면

논둑쪽에 溝

溝에 의한
논구획?(논둑쪽 溝)

3.1×1.9m

?

?

○

소

6면이상
(A지구)
20면이
상(B지
구)

8×6m(A지구)

○

소

6면
이상

논폭 6m

○

울산 굴화 유적

계

울산 옥현 유적

계

44면

논폭 2∼3m, 32∼44평 이상

○

논폭1.02∼2.48m(2.1∼2.4m중심),
3.94∼39.75평 이상

○

논폭1.3∼2.84m(1.8∼2.2m중심),
14.04∼29.01평 이상

창원
반계동유
적

11층

계

5면
이상

12층

계

7면
이상

대구
서변동
유적

가층

계＋
소

7면

나층

계＋
소

14면

논1면 약 80평

부여 궁남지 유적
3차

소

10면

4∼5평 규모∼약 10평(6.3×5m)

부여 가탑리 유적

소

14면
이상

한변 길이 4∼5m

부여 서나성 유적

소

○

창원 가음정동
유적

소

○

울산 야음동 유적

계

진주 장흥리 유적

계

쟁기흔

쟁기흔

34면

논폭 50∼110m(60cm급 중심)

20면

논폭 50∼90m(70cm급 중심)

○

?

?
계

진해 자은동
유적Ⅱ

?

고려∼조
선전기

양산 하북정유적

계

3면

논폭 6m

조선후기

울산 옥현 유적

계

17면

논폭3∼5m, 49.7∼106.7평 이상

○

울산 굴화 유적

계＋
소?

논의 길이 2∼15m

○?

진해 자은동
유적Ⅱ

?

※ 계 : 계단식

젱기흔?

쟁기흔

울산 발리유적

세부연대
불명

○

논폭 1∼1.5m

울산 어음리 유적
통일신라시대

고
려
․
조
선
시
대

부여
구봉리
유적

제2경
작면

한변길이 3∼4m∼ 15∼18m
폭 4∼5m
6.8㎡∼93.6㎡

소 : 소구획․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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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쪽에 溝
쟁기흔

＜표 10＞ 확인조사된 밭유구의 입지

연대

구릉․구릉
사면부

구릉사면
말단
개석곡저

송국리
형단계
이전
청
동
기
시
대

송국리
형단계

논산
마전리유적

세부연
대불명
초기철기․
삼한시대

대하천의
범람원
일부

밀양 살내유적
(Point bar와 미저지
경계부)?
밀양 금천리유적
(Point bar)

진주
대평리유적
(Point
bar사이)

대구 동천동유적
(자연제방?)

진주
대평리유적
(Point
bar사이)

세부지형
불명

진안
여의곡유적

광주
신창동유적

AD6∼7
C

창원
반계동유적

세부연
대불명

부여 구봉리유적(?)

하남 미사리유적
하층밭(하안단구)

부여 구봉리유적(?)

하남 미사리유적
상층밭(하안단구)

대구 동천동유적
(자연제방?)
부여 구봉리유적(?)
대구 서변동유적
(배후입지)

울산어음리유적
(단구면
개석곡저?)

진주
대평리유적
(Point bar
사이)

부여
서나성유적
(Point
대구
bar와
진천동유적
배후습지
경계부)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시대

단구면과 그
개석곡저

대구 동호동유적(?)

∼AD5C

삼
국
시
대

곡저평야 내지는
중소하천의 범람원

울산
옥현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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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확인조사된 밭유구의 규모와 출토곡물
밭의
초기철기․삼한시
청동기 시대 밭유구의 규모
유형
대 밭유구의 규모
확인규모 120×50cm 등 총
4,000여평이상.
구획단위없음.
Ⅰ
동쪽가장자리에 경계구.
어은1
두둑폭 50cm 고랑폭 35cm,
지구
고랑깊이 10cm

유적명

삼국시대 밭유구의 규모

출토곡물
쌀, 조, 기장,
콩?(밭 또는
주변 관련
유구)

Ⅳ
어은2
Ⅰ
지구
진
주
대
평
리 옥방1 Ⅰ
유 지구
적

옥방2
Ⅰ
지구

확인규모 160×50cm, 두둑폭 80cm,
고랑폭 20cm
①확인규모 12×3.7m,
두둑폭 52∼84cm,
고랑폭 40∼60cm,
고랑깊이10cm
②Dpit 10×5m, Epit
12×6m
모두 두둑폭 40cm내외
고랑폭 400cm내외,
고랑깊이
10cm내외

조․명아주

확인규모 152×33m(1,500평
이상)
두둑폭 28∼44cm, 고랑폭
28∼40cm,
고랑깊이 8∼10cm
구획단위없음

벼 식물규산체,
볍씨자국 또는
곡물혼이 찍힌
토기저부

옥방3
Ⅰ
지구

벼식물규산체,
밭잡초의 씨앗

옥방4
Ⅰ
지구

확인규모39×30m(350여평)
두둑폭 60∼80cm, 고랑폭
40∼50cm

옥방5
Ⅰ
지구

확인규모150×10m(450여평)
몇 개의 구획단위

옥방6
Ⅰ
지구

확인규모3,000여평
이상(동의대 부분 포함)
대략 10개의 구획단위

옥방8
Ⅰ
지구

두둑폭 40cm정도, 고랑폭
30∼40cm

옥방9
Ⅰ
지구

3층 확인규모 800여평,
지형에 따라 2구획단위
남서구간:두둑폭 70cm,
고랑폭 90cm, 고 랑깊이
12∼15cm
북동구간 : 두둑폭 80cm,
고랑폭 45cm, 고랑깊이
12∼15cm

확인규모 73×55m(800여평)
두둑폭 23∼60cm, 고랑폭 24∼
80cm

확인규모1,000여평 이상,
두둑폭 50∼60cm, 고랑폭50∼60cm

2층 최장길이 38m
동서방향:두둑폭 40∼60cm
고랑폭40∼45cm, 고랑깊이 5∼10cm
남북방향:두둑폭60∼70cm,고랑폭30∼40
cm, 고랑깊이4∼7cm
]층 죄장길이 32.4m
두둑폭 : 남쪽 40∼50cm, 북쪽
60∼70cm, 고랑폭 : 남쪽 50∼60cm,
북쪽 30∼40cm, 고랑깊이 10∼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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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보리, 수수, 조,
피, 팥, 녹두,
견과류
삼국시대:
보리?, 수수,
조, 피

Ⅲ

밭하나의 면적 10평
내외∼수백평

대구
동천동유적 Ⅱ

Ⅰ

진안
Ⅰ
여의곡유적

광주
Ⅰ
신창동유적

①7열, 길이 4m, 고랑폭
65cm
②56열, 길이 20m, 고랑폭
35∼40cm
확인길이 9.2m
두둑폭
40∼70cm,
고랑폭
10∼25cm
하층밭 확인규모 110×50m(1,700평)
두둑폭70∼80cm,
고랑폭70∼80cm,
고랑깊이15cm이상
상층밭 확인규모 160×60m(약3,000평)
두둑폭70∼75cm,
고랑폭25cm,
고랑깊이25∼30cm이상

하남
Ⅰ
미사리유적

창원
Ⅰ
반계동유적

11층밭 7열, 두둑폭28∼51cm,
고랑폭18∼20cm정도
12층밭 2∼3열 두둑폭8∼15cm,
고랑폭8∼10cm정도

부여
Ⅰ
구봉리유적

밭경작 유구 A지구
두둑폭약 50cm내외,
고랑깊이10∼20cm이상
제3경작면의 밭유구
제2경작면의 밭유구

대구
Ⅴ
서변동유적

溝폭 20∼50cm정도의 여러개의 溝와
그 사이사이에 폭 20cm, 깊이
10∼15cm의 溝

대구
Ⅰ
진천동유적

확인 규모 34×10m, 두둑폭30cm,
고랑폭22cm, 남쪽 가장자리에 溝.
연대는 청동기 시대 이후∼고려시대
이전

※ 본 표의 작성에는 李相吉 2000, 전덕재 2000 등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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