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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 살림집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설)

(先史시대 살림집의 構造에 대한 연구(假說))

(民俗學的(민속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明知大講師 金 鴻 植

가. 서 론

  선사(先史)시대의 살림집을 알아보는 데 이용하는 자료로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고

고학적(考古學的)인 연구 자료로 가형토기(家形土器) 등을 위시한 유물(遺物)이나 집자리등으로 

대표되는 유적(遺跡)이 있다. 둘은 민속학적(民俗學的)인 자료로서 현존(現存)하는 민가(民家) 또

는 미개민족(未開民族)의 건축등이 있으며, 셋은 진술적(陳述的)인 자료로서 문헌(文獻), 회화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운데 고고학적(考古學的) 자료나 진술적(陳述的) 자료는 어느 정도 

발표가 되어 있으나 이 중 민속학적(民俗學的) 자료에 의한 연구는 거의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선사 살림집에 관한 자료

1. 고고학적(考古學的) 연구 자료유물(遺物)-가형토기류(家形土器類)

유적(遺蹟)-집자리

2. 민속학적(民俗學的) 연구 자료민가(民家)

미개민족(未開民族)의 건축(建築)

3. 진술적(陳述的) 연구 자료 문헌(文獻)

회화

이렇게 민속학적(民俗學的) 자료에 의한 연구가 소홀히 된 나머지, 우리는 아직 선사(先史)시대의 

살림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더구나 그것의 구조(構造)와 복원(復元)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도이다.

  여기서 필자가 쓰고자 하는 것은 선사시대(先史時代) 살림집의 발달 과정을 민속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도구(道具)의 발달 단계에 따라 사회적 생산능력도 달라진다는 가정 밑에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추측이고 가설이지 정설(定說)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

히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설일 뿐이진 

이것을 정설(定說)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설은 정설을 낳기 위

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되어 감히 붓을 드는 것이다.

나. 본 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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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석기(舊石器)시대

  (1) 자연 주거(住居)

  인류의 역사는 최근에 발표된 학설에 의하면 대략 100∼300만(萬)년 전에 시작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방사선(放射線) 탄소 연대에 의하면 대략 3만년 전이라고 추측되

는 석장리(石壯里)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이것은 구석기(舊石器) 시대 중기에서 후기 초(初)에 걸

친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목탄(木炭)이 채집되는 것으로 봐서 인류생활에 가장 큰 변혁을 일

으켰던 불을 이미 이용하던 시기라고 추측된다. (김원용(金元龍) 한국고고학개설(韓國考古學槪說) 

참고) 불은 사람의 생산활동, 식생활 등 생활전반에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시인에게 있어서는 

불에 대한 관심과 보호 대책은 특별한 뜻을 가졌으며, 살림집은 불을 보호 보관 관리하는 수단으

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어떠한 형태의 집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

구하고 집자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밖에 없다. 채집경제인(採集經

濟人)이었던 구석기인(舊石器人)들은 집을 일정한 곳에 두지 않고 이동해 다녔겠지만, 불을 보전

하기 위한 집이란 의미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야 된다는 필수 요건 때문에 자연적 동굴이나 나무

의 둥어리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자연 동굴은 제주(濟州) 애월(涯月) 방음리(於音

里)의 것이 보고되었고 그 훨씬 후인 신석기시대--生産 경제 시대--에도 이용되었던 듯하고 의주

(義州) 미송리(美松里)의 자연동굴과 춘천(春川) 교동(校洞)의 인공동굴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동

굴이 집으로 이용된 것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의 썩은 둥어리를 이용한 

것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석기(石器)의 역사가 아니고 목기(木器)의 역사

일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것은 썩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복원하는 것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기(石器)가 시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부분

을 민속학적 자료에 의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2) 최초의 인공(人工) 주거(注居)--움막

  인간의 사회 발전에 있어 크게 기여한 것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건축에 있어서 최초

로 크게 공헌한 것은 끈(승(繩))의 발명이다. 집은 부재의 이음과 맞춤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인

데 끈이란 이것을 최초로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생산도구에 있어서도 손으로

만 쥐던 돌도끼(악부(握斧))에 자루를 달 수 있게 됨으로서 그 생산력의 증대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끈이 어떻게 발명되고 건축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돌도끼에 자루를 묶고, 이것을 사용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끈의 대단한 발전이 없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집에도 이용되었을 것이고 건축의 발전에도 대단한 

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것에 관한 기술이 제주도 무속(巫俗)신화의 하나인 「세경 본풀이」 속에 나와있

다 이것을 옮겨 보면, 

 “해는 보난 일뢰서산 다 내려가고 정이 웃인 정수남아, 엄막이나 지라, 우리 인밤이나 

새고 가계. 

 동의 낡(木)은 서데레 휘장아, 서의 남은 서데레 휘잡고, 남의 남은 서데레 휘잡아 북

의 낡 은 남데레 휘장아, 질은 짓되, 상가를 멀리 두어 엄 막을 매는구나.

 …상제님 누을 엄막은 두루정이 짓고, 밸 보아지게 송송히 덖으고, 지눌 엄막은 튼튼히 

잘 짓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 최초의 인공 집이란, 자연히 서 있는 생목(生

木) 가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은 어느 정도 쳐내고 휘어서 묶을 만한 가지들은 

상투처럼 묶은 다음, 거기에 틈이 크게 벌어진 곳은 다른데서 자른 나무 가지 (막대기)

를 걸쳐 댄다. 그리고 나서 끈으로 적당한 간격을 띄워 가로로 묶고 이 위에 지붕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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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덮는 것이다. 지붕에는 넓은 잎이 달린 나무를 꺼꾸로 잡아매거나, 갈대 종류의 짚을 

묶어서 덥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덮기도 했을 것이다. 또는 나무가지(서까래와 너

시래)에 의지해서 작은 돌을 모아 쌓은 다음 흙을 이겨 발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한 

것을 시사해 주는 말로서 아까 「세경본풀이」 계속에서 볼 수있다.  「정이웃인 정수

남아 이 담 고망을 잘 막으라, 하늘님 못 배래게. 하늘님인들 종광 한 집이 혼디 누민 

배래  죄가 짚은다.  이제 정이웃인 정수남인 엄막 바껏으로 부지런히 고향을 막아 간

다. 자청면 엄막안에 앉아 누서 한 고망 막으면 두  고망썩 빠멍, "요것도 막으라, 저것

도 막으라"부지런히 막 다 보난 친앙 닭은 목을 들어 울고……」 내용인 즉 머슴이 주

인을 농락하려고 할 때 주인은 꾀로 머슴에게 움막을 짓게 하고 그 지은 집의 담벽 구

멍을 주인은 속에서 뜯거니 머슴은 집밖에서 막거니 하면서 밤을 지세는 장면이다.

  (주) 태성기(泰聖麒) 남국(南國)의 민속(民俗)에서 전재

   이 뿐만이아니고, 토담집에서 벽의 축조 방법과 지붕을 이을 때 이  밑에 까는 진새 

(진흙+여물)등의방법은 이 본풀이와 함께 지붕에 진새를 덮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이지만 그 형태는 지역과 시

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모양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는 공주(公州) 송산리(宋山

里) 5호 무덤과 대안리 1호무덤 둥근무늬 무덤 (그림 참조) 등이 있다. 이것들은 내부를 

막돌로 쌓았는데 모양은 변이 약간 둥근 네모꼴 위에 네모뿔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

양이다.

이것은 축조하기가 꽤 힘든 입체 구조이지만 여기 움막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네모꼴의 귀퉁이에 서 있는 나뭇가지 끝을 묶고 각 변에 서까래를 적당히 넣은 다

음 너 시래를 묶고, 밖에 막돌로 진흙을 이겨 쌓는다

 깎고 壽내고 측을 낸 연결部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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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여량리 기둥머리 맞춤」 살림집을 처음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끈

으로 맞춤과 이음을 가능하게 된 뒤에서부터이다. 위의 사진은 비록 상투 맞춤한 위에 

끈으로 묶은 것이지만, 끈으로 묶는 기법(技法)이 고전적이다.

면 바로 이 모양이 된다. 이러한 것이 정형화되어 얻어진 구조가 바로 이들 무덤이 아

닌가 한 다.

    (3)원 원추형 살림집(각 모양)

 우리나라 태백산맥(太白山脈)을 따라 강원도(江原道), 충청도(忠淸道)의 산간지방에는 

집의 뒤곁에 김치각이라는 김치 보존 시설물이 있다. 이것은 긴 말목(나무) 세 개를 세

모꼴의 꼭지점에 비스듬히 세워서 그 끝을 묶은 다음, 여기에 서까래를 걸쳐 대고 이것

들을 가로로 묶어서 그 위에 지붕을 이는 방식이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메리카 인디안의 야생소 가축 천막과 비교할때 지붕 재료가 다를 뿐 그 구조방식 모

양 등이 흡사하다. 다만 구조틀을 세우는데 있어 이쪽은 우선 삼발이를 세운 다음 여기

에 서까래를 걸쳐대지만 저쪽은 여러개의 서까래를 동시에 걸쳐대고 있는 점만이 다르

다.

  이것은 최초의 인공(入工) 부재(部材)를 사용한 살림집이라 생각된다. 떠돌이 생활을 

하여 자유로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채집(採集) 경제인(구석기 사람)과는 다르게, 일

정한 곳에서 다수가 집단으로 정착하게 되고 생산지와는 떨어질 수 없었던 생산(生産) 

경제인(신석기 사람)들은 자연(自然)부재를 이용하기가 심히 어려웠을 것인 반면 도구

의 발달로 큰 건축 부재(部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부재(人工部材)를 멀리서 채취 수송해서 집을 지었을 것이며 이때 가장 합

리적인 구조는 서까래의 경사각이 60°일 경우이다. 궁산리(弓山里) 1호 집자리 ---직경 

5.6∼5.8M의 불규칙적 원(圓)형 움집으로 수혈 바닥 주변을 돌아가며 안으로 경사진 21

개 서까래 구멍을 가짐- 의 부재(部材)크기는 집자리 직경인 약 6M가 될 것이라 생각

된다. 부재가 6M일 경우에 나무 직경은 보통 0200∼300m인데 이것은 유적지의 기둥 

구멍의 크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그림에서 보는 앙소(仰韶) 유적지의 집보다 훨씬 

큰  집으로 지붕 머리를 한꺼번에 묶지는 못 했을 것이고, 우리 나라 각의 모양처럼 우

선 세 기둥을 세우고 거 기에 다른 기둥(서까래)을 걸쳐 댔을 것이라 추측된다.

119



- 5 -

   

선사시대 최초의 사람이 만들었던 살림집의 내부 공간은 이와 같은 오래된 무덤의 내부 

공간 과 흡사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양의 집이 변소(竹嶺)나 방아간(新里)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봐서 신석기 

시대에는 살림집으로 이용되던 것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경리시설물로 또는 부속시설

물로 그 이용 이 변화해 온 것이라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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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仰望文化 유적지 움집 복원도」 

원추형 살림집의 이용을 추측할 수 있는 중국의 복원도와 인디안의 살림집이다.

   (4) 말대형 살림집

  충청, 경상, 강원도 산간 지역에 김치 보존 시설물로서 김치울과, 여물 저장 시설로 

여물우리 가 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형에서 보는 삼발이를 양쪽에 세

우고 그 위에 말 대를 걸쳐댄 다음, 여기에 서까래를 얹어 놓고 너시래를 가로로 묶어

서, 이 위에 이 을 얹은 것이다. 여기에서 삼발이는 백이기둥이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살아 있는 나무에 걸쳐대기도 한 다. 또한 이것들이 복합된다면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유럽에 있어 구석기인들의 텐트 모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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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자와 유사한 유적지는 발견되지 안았으며, 이런 류의 집이 어느정도 분포했었는지에 

대해서 는 알 수 없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집이 임시 시설물로 쓰여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메리카 인디안의 천막과 김치각은 너무 흡사한 데가 많다. 우리나라의 각은변소, 물레 

방아간, 헛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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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석기(新石器) 시대

    (1) 외기둥형 살림집

  제주도 전설에 외기둥에 청기와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일명 말코집이라고도 부

르며  살림이 어렵거나 집이 불났을 경우 등, 급박한 사정의 경우 임시 거처로서 이용

되는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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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군 보광리

원추형 구조에 보를 걸쳐대어 공간을 보다 크게 쓰는 방법이다. 여물우리 외쪽에는 입

구가 있어 소여물을 썰어 저장한다.

  이것은 집의 중앙에 백이기둥---기둥 밑둥을 땅에 파서 묻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

머리가 쟁이의 사방에서 오는 서까래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 위에 일단 짧은 보를 

걸쳐댄 다음 이위 에 서까래를 받거나 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표선면 수망리에서 살림

집으로 이용하는 것을 봤고, 강원도에서 변소로 경상도 창원에서 창고로 이용하는 것을 

봤다. 또한 고구려 마선구(麻線溝) 1호 무덤도 둥근 무늬무덤에 외기둥을 세운 것과 같

은 모양이며, 공교롭게도 북유럽의 신석기시대 살림집의 모양도 바다를 배경으로 외기

둥 집을 무덤 모양으로 짓고 있어서 흥미롭다. 중국 앙소(仰韶) 유적지에서도 같은 모양

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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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여량리 여물우리」 

「구석기인의 텐트 복원도(유럽)」

말대형 가옥이 몇 개 합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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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문리 이남로씨댁 경리시설」

 말대형 집의 다른 모양이라 보여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형식으로, 원추형 주거의 크기를 늘렸을 경우 중앙 부분이 

처지는것 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지를 쳐낸 산나무를 가운데 놓고 여기에 서까래를 

걸쳐 대었을 것이다. 이것이 발전해서 산나무 대신 백이기둥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외기둥집으로 정형화하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이 외기둥은 종종 원추주거 또는 기

타 주거가 오래 되어 가로재가 처졌을 때 보강하는 세로 재로도 이용되었다. 이런 방법

은 현재의 민가에서도 종종 이용되는 기법으로, 이것이 가끔 살림집을 복원할 때 정형

화된 법식을 혼돈시키는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외다리형 살림집

  앞에서 말한 말대형(形)  살림집과 같은 모양이지 만 앞에서는 말대를 받치고 있던 

구조체가  삼발이인 반면에 이쪽은 외기둥이 되는 것이다. 즉 외기둥을 두개 세우고 그 

머리 가쟁이에 말대를 걸치며 여기에 서까래들을 배열하고 있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이것이 앞의 말대형  보다 지금 현재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예를 일일히 열 거할 수

는 없지만 충청, 강원 산간지역에 잿간, 여물우리, 김치각 등의 부속시설물로 많이 쓰여

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선사시대 집자리로는 교하리(交河里) 제 1호 집을 들 수가 있

다. 이것은 청동기시대(靑銅期時代) 유적지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지만, 중앙에 한줄로 4

개의 기둥 구멍이 있고 네벽을 돌아가면서 기둥 구멍이 있어서 규모만 클 뿐 그 구조 

짜임새의 법식(法式)은 말대형 살림집의 한 유형 일 분이 다.  여기서 외다리형(形)--백

이기둥을 한줄로 세운 모양-기둥에 말대를 걸쳐대는 기법은 살림집 에 있어서 혁명적인 

증간의 확대를 가져 왔으리 라 믿어진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해 나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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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리(交河里) 1호 집자리처럼 3.2M×9.5M라는 커다란 집을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

고 다음에서 말하는 쌍다리형(形)으로 금방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표선면 수망리 외기둥집 내부」

 외기둥집이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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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것은 그 축조 방식을 달리하는 말대 모양과 외기둥형이 보다 발전적으로 합쳐

져서 발생된 것이라 생각되어 흥미롭다.

    (3) 몽고포모양 살림집 

 우리 나라에서 나락을 저장하는 시설로는 토광과 두지의 두 종류가 있다. 토광은 대개 

집의 일부로서 붙어 있는 것이고 두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두지는 다시 몇 가

지로 나뉘는데 실내에 놓이는 것과 부속 천들로서 실외에 놓이는 커다란 것이 있다. 이

것과 유사하게 임시저장 시설로서는 벼우리라는 것이 있는데 충청, 경기 지방에서는 네

모꼴이고 전라, 경상지방에서는 둥근 모양이다. 경북에서는 이것을 장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에서 보는 이러한 모양은 짚 저장시설로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지만 내부공간을 갖는 뜻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진탕군(晋湯郡)에서 보는 두지는 대

로 엮은 것인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의 모양은 첨성대와 같은 곡(曲)을 가진 둥

근 것이고, 이 위에 이 으로 둥근 지붕을 만들어 씌웠다. 이것은 선사(先史)시대 살림

집이 몽고포 모양의 형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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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표선면 수망리 외기둥집 외부」

북유럽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살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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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仰韶文化유적지 가옥 복원도

「휭성군 정암리 잿간」

위의 그림은 외국둥집이고 아래는 쌍기둥집 이지만 무엇인가 유사한 점이 많다

  원추형 주거에 있어서 사람이 집단으로 살게 되면 굵은 나무를 주변에서 구하기가 힘

들게 되고 따라서 작은 나무를 많이 써서 꾸미고 이 위에 진새(진흙+여물)를 지붕재로

서 덮는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걀을 반쪽 쪼개어 엎어놓은 것과 같은 투구 모

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더욱 큰 간사이를 요구하게되고 때문에 서

까래 부재를 하나로 쓸 수 없게 되어 중간에서 잇게 될 경우 밑부재는 수직으로 놓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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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벽이 되고 웃 부재는 경사로 놓여져서 지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더욱 발달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주 두지(장석)처럼 빗물 이 벽체를 타고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마를 약간 내 게 된다. (이것은 시대가 많이 떨어진 청동기 시대쯤일 것으로 

상상한다) 이런 몽고포모양의 살림집의 벽 구조는 지금도 시골의 벽체 꾸밈새에서 시사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싸리 또는 대나무 종류를 몇개씩 묶어서 광주리를 만들듯 

듬성듬성 짜거나 묶고 여기에 양면으로 흙을 친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연기 빠는 구멍

은 있어야 될 것이므로 명주군의 까치 구멍처럼 지붕에 구멍을 내되 그 모양은 제주의 

봉창처럼 생긴 것이리라 추측된다. 이때의 출입구는 진평군 두지에서 시사받는 바와 같

이 문턱 이 몹시 높은 직경 1.2∼1.5M정도의 둥근 모 양에 가까운 네모 으리라 추측되

며 그 앞에는 제주 하도리에서 볼 수 있었던 지게문을 달아 매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우리나라 유적지로는 궁산리(弓山里) 2호, 3호(처마가 있는 모양) 지탑리(智塔里) 3호 

집자리가 몽고포형으로 보고되었다. 용인 민속촌에 복원돼있는 연자 방아간도 바로 처

마 있는 몽고포의 일종이며,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에 이와 같은 연자 방아간이 존

재했었다고 들었다.

「 주군 부석편 소천리 두지(장석)」

둥근모양의 살림집은 위의 소천리두지 (우리나라 다수 분포)와 같고 거기에 난 항은 시

골에서 많이 보는 봉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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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도 고성리 정태입씨댁 봉창」 

「경남 民家 두지(벼 저장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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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도리 지게문」

원시 형태의 출입문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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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를 보광리 최태준씨 댁

 연기가 빠질수 있는 까치구멍 내부의 가구(架構)가 일본의 것과 같다.

  (4) 쌍다리모양 살림집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는 원두막은 그 구조상에 있어 흥미스러운 점을 

많이  던져 준다. 먼저는 기둥을 깊숙이 묻는다는 점과 모든 부재의 맞춤을 구멍을 파

거나 장부를 만들 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끈(새끼)으로 묶어서 만들고 있다는 점

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두막은 Hidatsa의 인디안 집과 비교 할 때 지붕재료

와 바닥 높이가 다를 뿐 구조상 유사한 점이 많다. 즉 4개의 기둥을 땅에 묻어 서 세우

고 기둥머리 가쟁이에 도리를 사방으로 돌려대고 그 위에 추녀를 세우며 여기에 의지해 

서 서까래를 걸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서까래 끝을 모두 한 곳에 모이게 하면 끝

이 빠지니까, 추녀와 추녀 사이에(꼭지점과 세모꼴이 되게) 지르메걸이라고 하는 것을 

도리 방향으로 걸치고 여기에 서까래를 얹는다는 점이다. 중국 앙소(仰韶) 문화 유적지

의 복원도를 보면 모든 부재가 지붕꼭지 위로 솟아 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지는 구조

상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오 추녀 부재만 솟아 나오게 해서 묶고 서까래 부재는 지르

메걸이에 걸쳤을 것이다.  쌍다리모양이 발전되면 몇 칸까지를 옆으로 늘릴 수 있으며, 

지금 현재의 맞걸이 3량(梁) 배집(시골에서 헛간으로 많이 존재한다)도 이런 종류에서 

지붕만 땅에서 떨어져 있을 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5) 모임지붕인 살림집

  제주도 주택에 생기(生起) 기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삼간(三間)집 중앙에 끼워

진 백 이기둥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모양은 앞의 장다리모양의 중앙에 외 다리모양

의 구조체를 합친 것으로서 비록 지붕이 지상으로 돌출되었느냐 하는 문제만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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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선사시대(先史時代) 모임지붕과 같은 유형의 구조이다.

 

「원 두 막」

「Hidatsa인디안의 흙의 집」

위는 고상주거인 원두막이고 아래는 움집이지만 架構를 구성하는 기법에는 비슷한 점 

이 많다 

  또한 일본(日本) 지방의 수혈 집자리 구조 주체에서도 무엇인가 시사 받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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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쌍다리형(形) 4기둥에다 삼발이 말대형(形) 구조체를 결합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체의 결합 방식은 비록 지붕이 지상에서 떨어지긴 하지만 

강원도 동해안 살림집에서도 그 유사한 형태가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3. 청동기시대(靑鎬器時代) 

    (1) 귀틀집

 강원도 화전민의 귀틀집은 벽체만을 가로나무로 짜 맞춰 가는 것이 아니고, 지붕도 수

평으로 서까래를 걸치며 그 위에 진새를 치고 솔나무 가지를 얹어서 지붕의 물매를 잡

고 있다. 이 것으로 미뤄 볼 때 원래의 귀틀집은 평지붕이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예

는 만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귀틀집이 압록강 주변에서부터 태백산맥을 따

라 산간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만주의 평지붕과 연결 지을 수 있으리라 믿

어진다.

「五洞 第5號 상상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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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안면 괴실에서」

쌍다리 형에서는 추녀가 발생하지만 아직 지붕이 지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그것의 기

둥 모양은 아래 사진과 같은 것이다.

지르메걸이

모임지붕의 구조에는 지르메걸이가 있어야 지붕구조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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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지방의 수혈집자리 構造主體

架構式 구조에서 八字木의 발생은 추녀가 지붕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이 되었

다.

  움집 생활은 사람에게 대단한 불편을 주었을 것이다. 겨울의 한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여름의 습기와 환기의 불충분함은 지상주거를 절실하게 요구하 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열망하게 되

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사용하던 가구식 구조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고, 다만 새로운 

금속도구의 사용으로 많이 얻을 수 있었던 통나무를 가로로 잇대 놓는 구조 인 귀틀집

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 다. 그러나 지붕을 가구식으로 이 위에 얹을 수는 없었으므로 

평지붕 위에 깐 진새에 약간의 물매를 둠으로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귀틀집 과 비

슷한 유형이라고 사료되는 집자리로는 오동(五洞) 제6호와 신흥리(新興里) 제2호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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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字木(제주에서는 산방낭)

 公州郡 鷄龍面 중장리 甲寺洞 서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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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화전민 귀틀집

우리나라 평지붕은 귀틀집에 있었으며 지금은 천정구조에서 그 유적을 찾아 볼 수 있

다.

      (2) 지상 살림집의 발생

  충북, 강원 산간지역에서는 대공(조치미)-이곳에서는 이렇게 부른다-을 땅에서 조작

하여 바로 조립하지를 못하고, 반드시 목수는 보를 걸친 다음 그 위에 걸터앉아서 끌로 

보에 구멍을 파고 조치미를 깎아서 끼우면서 마구대(종도리) 의 수평을 맞춘다고 한다. 

이렇게 조치미의 가공은 어려웠고 지붕을 일매지게 한다는 것도 힘들었다. 더구나 조치

미는 횡력(橫力)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에 구멍을 뚫고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건축에 관한 전문 도구, 특히 날카로운 금속의 도구가 요구되었고 이것을 가능

케한 것은 청동 또는 철기의 발견이었다. 이렇게 생활상의 요구가 생산상 기술상으로 

해결되었을 때 조치미는 발생되었고,  서까래가 직접땅에 닿지 안더라도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벽채는 나무를 가로로 놓는 귀틀집 형식

이었거나 아니면 가구식과 겸용으로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재를 놓는 방식이었을 것이

다. 왜냐하면 아직 가구식으로는 횡력에 견디는 힘이 부족했을 것이고, 움집벽에 짧은기

둥을 세우는 벽이 발생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지붕이 지상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3) 가구식 맞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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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 어디에서나 아직도 볼 수 있는 맞배집(주)은 가구(架構)식 지상 주거로서는 

가장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 맞배집이란 말은 맞걸이 3표(標) 배집이란 말로서, 

반자가 없이 배처럼 헌정이 노출된 세마루집을 뜻하는 말이다. 평천정이 있는 경우는 

맞걸이 3량 또는 줄여서 맞걸이집이라 부른다.) 이것은 외기둥형인 가구식 구조에 일체

식 (몽고포) 삿갓형의 벽체가 이용되므로서 횡력(橫力)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지

붕은 귀틀집에 가구식 지붕들이 올라가는 똑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움

집에서처럼 모임지붕 형식은 아니었을 것이고, 귀틀집의 지붕처럼 박공지붕 형태 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임지붕이 지상에서부터 떨어질려고 하면 다음 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팔자목(八宇木)(여덟 8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충북지방) 또는 

산방낭 (산방나무- 제주지방)의 출현이 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

하나마 가구(架構)에 의한 지상주택의 발생은 청동으로 만든 예리한 건축도구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 다. 왜냐하면 량구(梁構)식으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일

부 부재의 맞춤을 구멍을 파고 장부를 내서 끼우는 방법을 택해야 하고, 벽체에는 몽고

포형 벽체 (현재의 벽과 같음)를 기둥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맞배집의 

모양은 앙소(仰韶) 유적지의 복원도와 같을 것이고, 부엌의 환기를 위하여 박공벽에 구

멍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박공벽 구멍에 비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공 처마

가 더욱 길게 나왔을 것이고, 아직 사람들은 지면과 같은 높이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

문에 방한상 문턱은 더욱 높았을 것이다. 또한 확충되는 부엌의 경리 시설물들을 저장

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인 부설지붕을 덧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지 사진에 서 보는 설지붕 안에는 나무를 저장하는 나무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충북 괴실의 조치미와 소슬대공」

충북, 강원 산간지역에서는 대공(조치미)를 세우는 기술이 없어서, 반드시 목수가 보를 

걸친 다음 그 위에 걸터앉아서 끌로 구멍을 파고 조치미를 깎아 끼우고 마루대(종도리)

의 수평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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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韻文化 유적지 복원도」 

「공주의 살림집」맞배집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架構式 방법에 의한 地上 살림집이 생겼다고 추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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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모 고상(高床)집

  움집은 격을 동안의 한기를 막는 데에는 편리 하지만, 여름동안에는 습기로 몹시 어

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사실상 불씨를 보존하는 역할 밖에는 별로 쓰여지지 안았을 것이

다. 따라서 지상 주거를 발명할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계절에 따라 고상주거를 이용

했을 것인다. 이것은 진서(晋書) 숙신씨조(肅愼氏條)에 「혈칙량거동칙혈처(頁則梁居冬

則穴處)……」라고 한것을 봐도 알 수 있고, 삼국시기 가형토기(家形土器)에도 고상주거

(高床住居)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후자는 전면을 맞배집으로 하고 후면을 

모임지붕으로 하 는데, 모임지붕은 비바람을 막기가 쉬웠을테니까 비바람이 많은 쪽을 

향하고 맞배지붕은 환기를 위하여 전면을 개방했을 것이다.  이때 모임지붕의 구조는 

원두막에서 보는 팔자목(八字本)의 존재가 없으면 구조상 불가능했으므로 지붕이 지면

으로부터 떨어진 형태에서 모임지붕 이란 맞배지붕보다 늦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팔

자목(八字木)이란 귀 기둥 머리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도리 위에 세모꼴로 올려놓는 것

으로 그 세모꼴 사이에 추녀를 끼워 넣으면 추녀 끝에 기둥이 오지 않아도 지붕의 이

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5) 모임지붕과 합각지붕

  이렇게 팔자목(八字木)이 발명되자 전에는 생기기둥형 에서 추녀가 지상에 닿아야만 

가능하던 모임지붕의 추녀가 지상에서 떨어져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집은 생기

기둥이 둘이 있는 전면 3간(間), 측면 2간(間) 모임지붕이 될 것이다. 평면의 간살이는 

현재 경북지방과 제주지역에서 많이 보는 형태로서 중앙 칸은 봉당이었을 것이고 한쪽

은 앞으로 부엌과 뒤로 방을 놓고 다른 쪽은 앞으로 외양간과 뒤로 고방을 배열했을 것

이다.

日本 民家의 지붕 구조

동해안 양통집의 지붕 구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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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리는 신라시기 가형토기 기와 이은 모양에서 중앙에 대문 같은 판장문이 있

고 다른쪽에 살창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다. 합각지붕은 태백산맥을 따라 내

려오는 지역 가운데서도 특히 동해안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합) 각형

이 지상 지붕으로 돌출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귀틀집에서 발명된 맞걸이 (세마루) 구조

를 이용해서 용마루를 걸고 용마루 중간쯤에 추녀의 끝을 45°로 건 다음 용마루 끝에서 

직각으로 추녀에 서까래를 얹는다. 이 서까래와 추녀가 만나는 점인 추녀 위에 지르메

걸이를 놓고 여기서 생기는 세모를 모양 을 환기구멍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합

각지붕에서는 환기구멍이 생기는 한쪽 칸이 부엌이 되고, 중앙 칸은 앞쪽에 봉당이 뒤

쪽에 외양간이 놓인다. 다른 한쪽에는 앞쪽에 살림방이 뒤쪽에 고방이 배열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강원도 6간(間)집과 제주도 2간(間)쇠앙을 

연결시켜 복원해 본 것이다) 어떻든 모임지붕과 합각지붕이 맞배지붕 대신 발생하는 이

유는 맞배집이 비바람에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이며, 모임지붕은 환기가 나쁘기 때문에 

합각지붕으로 발전해 간 것으로 믿어진다.

 다. 결   론

  살림집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라 최초의 생산재이면서 최후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간

의 부(富)의 축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생

산력(生産力)의 확대가 바로 살림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상의 욕구가 되었으며, 이

것은 다시 도구의 발명(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 사람이 처음으로 

자연 주거를 떠나서 인공(人工)으로 만든 살림집이 가능한 것은 끈의 발명에 의한 것이

었다. 이것은 끈에 의한 활의 발명으로 생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끈으로 

나무를 묶음으로서 처음으로 부재의 맞춤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살림집에 큰 

향을 준 것은 손도끼에 자루를 묶어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으로, 이때부터 비

로소 ∅200∼300mm, 나무를 채취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이용한 인간의 생산물(生産

物)로서의 살림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은 청동기(靑鎬器)의 발명

으로 나무의 다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통나무 집인 귀틀집을 지을 수가 있었으며, 전문

적인 건 축 도구의 발생으로 나무의 섬세한 세공이 가능해져서 맞춤을 가능케 했다. 따

라서 가구식(架構式)에 의한 지상 살림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사회의 생산력

(生産力)과 살림집의 발전과의 관계는 접한 것이며, 생산력이 확연히 달라지는 시대

(時代)가 변화하면 살림집의 형태도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살림집 자체의 발

전은 어떠한 과정은 거칠 것인가를 요약해 보자. 

각 시대에 따른 살림집의 변화

  사람은 인간의 단계 이전부터 도구를 발명하여 인간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동안까지 

장구한 세월을 자연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불의 발명은 인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불씨를 보존해야 하는 둥지라는 의미에서 살림집의 발생이란 절대적

인 것이었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끈의 발명으로, 자연적으로 나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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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무가지 끝을 묶고 그 위에 큰 나무 잎이나 동물의 가죽을 덮어서 최초로 사람의 

손에 의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집이 발전하여 사람의 생산물에 의한 건축 

부재로 살림집을 지을 수 있었을 때 집의 형태는 분화하여 하나는 큰 부재를 몇 개 이

용해 서 만드는 원추형 (각형)이 되고 다른 하나는 작은 부재를 여러개를 써서 투구 모

양을 만드는 몽고포형이 된다. 이것이 앞의 각형은 가구식으로, 뒤의 몽고포형은 일체식

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한다.  먼저 몽고포형 발전 과정을 보면, 이것은 투구

형에서 원통원뿔형으로, 다시 삿갓형으로 발전 해가며 한편으로 궁륭형으로도 변화한다. 

이 때 그 모양만 변화해가는 것이 아니고 내부는 그 간사이가 몹시 넓어진다. 이것은 

가구식의 외다리나 쌍다리가 대담하게 그 내부로 도입되어 성립되고 있다.  다음은 각

형으로 이것은 다시 분화해서 말대 형과 외기둥형이 된다. 말대형은 공간을 크게 쓰기 

위해서 각을 두개 양쪽으로 세우고 그 위에 말대를 걸쳐서 만드는 것이며, 외기둥형은 

직경이 커진 각형 집안에 기둥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시 그 발전 과정에

서 합쳐져서 외다리형이 된다. 외다리형은 외기둥이 둘 서고 그 위에 말대를 걸쳐서 이

루어지는 집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일체식의 궁륭형과 관계해서 외다리가 두 줄로 서

는 쌍다리형으로 발전해 간다. 여기에 다시 말대형이 결합되어 합각형이 되고, 외기둥이 

결합되어 생기기둥형으로 분화해가는데 아직까지 지붕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일

체 형과의 교섭으로 원시적인 벽체는 발생한다. 한편 청동기의 발명에 의한 사회의 커

다란 변화로 가구식과 일체식이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인 평지붕 귀틀집이 발생한다. 이

것에 가구식인 외다리형 지붕이 얹어져서 최초로 맞걸이형인지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지

붕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일전해서 가구식 기둥에 일체식 (몽고포형) 벽체에 맞걸이

형 지붕이 올라가서 맞배집이 발생한다. 이 집은 측면이 비바람에 약했으므로 팔자목

(八字木)의 발명으로 사모 고상집이 발생하고, 이것은 움집의 생기기둥과 관계하여 모임

지붕을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움집의 합각형과 간섭해서 합각지붕으로 발전해 간

다. 이때는 벌써 전면 3문(問), 측면 2간(間)인 6간(間)짐이 발생했다그 믿어지며, 이것

이 현재의 하층민의 주택과 유사한 형태인 고대양식으로 발전해 갔으리라 믿어진다. 또

한 이때부터 살림집은, 사회의 계층 분화에 의한 향 때문에 이중(二重)구조를 갖는 행

태로 나타났으리라 믿어진다. 즉 일부분은 모임지붕이나 합각 지붕에서 살았겠지만 아

직도 대부분은 움집에서 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살펴 볼 때 선사시대(先史時代) 살림

집의 발전과 정은 작용, 반작용 그리고 발전, 다음에 다시 분화하고 이것이 서로 관계해

서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발전하며, 사회가 계층 분화를 일으키자 살림집도 이중(二重)구조를 갖게 되고 

그 이후 2중(重)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끝으로 여기 쓴 은 민속학

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에 깔고 하나의 가설로서 쓴 것으로 앞으로 

시  대  구  분 생  활  욕  구 건  축  도  구 건    축    구    조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 시대

3. 청동기 시대

불의 보존을 위한 

이동 살림집

장구한 세월을 견디

며, 곡물을 보존할 

수 있는 살림집

지상주거의 필요

끈의 발명

자루가 달린 도끼 발명

→ ψ200mm∼300mm

나무 채취 가능

전문적 날카로운 건축

도구의 발명→나무의 

다량 생산이 가능하다

최초의 인공(人工) 살림집 기능

사람의 생 산물로서 살림집이 발생

통나무집의 발명→벽의 발생. 나무의 세공이 가능

해져서 가구식(架構式) 방법에 의한 지상주거가 발

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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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의 발전에 따라 많이 수정되리라고 믿어진다. 다만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서 건축의 원초적 구조 형태는 어떠했을까 하는 데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의문을 풀

어 본 데 불과하다. 많은 선배 제현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고대양식(6칸 막살이집) 살림집 형식에 있어 이중구조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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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史시대 집자리

時 代
遺 蹟 別

집 자 리
形態 平面

크   기

面   積
爐 址 施 設 기 둥 구 멍 形   態

新

石

器

時

代

弓

山

제 1 

호
움  집

불규칙적

圓    形

직    경

5.6∼5.8M
 돌돌린 橢圓形

堅穴바닥주변을 돌

아가며 안으로 경사

진 21개 구멍

圓錐形(각형)

제 2 

호
圓    形  진흙돌린 方形

垂直으로 됨 

7+x
蒙古包式 住居

제 3 

호
반움집

불규칙적

圓    形

직    경

5.2∼5.5M

 자연석으로돌린

 圓形

垂直구멍  20개

傾斜구멍   8개

蒙古包形지붕은 

삿갓같은 圓錐形

또는 궁륭형

智

塔

里

제 2 

호
움  집

불규칙적

圓    形

직    경

64M
 돌돌린 橢圓形 垂直구멍  5+x

제 3 

호
반움집

세 모 가

둥    근

半 圓 形

직    경

3.5M

垂直구멍

           26개

傾斜구멍

蒙古包形

靑

銅

器

時

代

公

貴

里

제 4 

호
〃 方    形 6×6M

 밑에 板石을 깔고 

 주위에 돌을 둘러

 싼 토지

垂直구멍    7개

 (한변은 제외)

집자리안에 불에

타서 숯으로 된

기둥또는 서까래

제 5 

호
〃 長 方 形 5.7×6.7M

垂直구멍   18개

크기    Φ15∼30

깊이      17∼5cm

玉

石

里

움  집 〃 15.7×3.7M
네벽면밑에Φ1∼15

빽빽이 둘러졌다
궁륭형

交

河

里

제 1 

호
반움집 長方形 9.5×2.2M 시설없음

네벽을 돌아가면서

기둥구멍집자리 중

앙 한줄로 4개의 기

둥

외다리형

五

洞

제 5 

호
움  집 方  形 5.2×4.5M 진흙대불탄자리

네줄로 배치 벽위쪽

어깨로 기둥구멍

(서가래 구멍인듯)

쌍다리形(원시적

벽발생)

제 8 

호
반움집 長方形 8.4×6.5M

가장자리로 총총히

기둥구멍 가운데 두

줄로 기둥구멍

쌍다리形

(일체식)

新

興

里

제 2 

호

지  상

건  물
〃 4×13M

불에 타다 남은 기

둥 그루 판자벽흔적
가구식 귀틀집

鐵

期

時

代

初

期

五

洞

제 6 

호
〃

52㎡

9.6×5.4M

 너비 100cm의 흙

 과 돌로 쌓아올린

 것

기둥구멍 없다 귀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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