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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제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토광형태 또는 목재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지하식의 저장시설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백제시대 지하저
장시설을 형태 및 축조방법별로 복주머니형(플라스크형), 목곽형, 석곽형 시설로 구분하
고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백제 한성시기~사비시기의 금강 및 한강유역의 많은 유적에서 
현재까지 600기 이상 조사된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하저장시설로 3~7세기대 한강유
역과 금강유역의 백제의 독특한 저장문화를 구성하는 유구로서 그 구조나 중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곡물의 장기저장을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토기의 저
장 등 다양한 물품이 저장되었다고 보인다. 목곽형과 석곽형의 저장시설은 사비시기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6세기 이후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축조가 줄어들면서 그 
기능을 일부 대체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축조방법이나 구조상 공력이 많이 소모
되는 것으로 도성이나 성곽유적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형 저장시설은 평면 장방형인 것과 방형인 것, 축조방식에 따라 가구식(架構式)
과 주혈식(柱穴式)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축조하고자 하는 지점의 지형이나 지질
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목곽형 저장시설은 관북리유적과 월평동유
적의 예를 통해 볼 때 과일과 같은 식품류의 저장과 군사주둔지에서의 중요물품 저장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물건이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 저장시설의 기능적 
특성상 식품류의 장기저장과 일본의 예를 통해 볼 때 화재시 중요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하여 목곽이나 석곽의 저장시설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 지하저장시설, 복주머니형, 목곽형, 석곽형, 식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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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제시대 도시유적 등 생활유적이나 관방유적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는 그 발견례가 많지 않았던 지하식 목곽이나 석곽의 저장시설 또는 단면 복주머
니형 저장공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관북리백제유적에서는 목곽 또는 석곽의 구
조를 가진 지하저장시설1) 7기가 제한된 범위에 밀집하여 발견됨으로써 백제시대 지하 
저장유구의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이 백제사비시대 도성구조에서 어떠한 위
치에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백제시대 지하저장시설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물을 담아두는 저수시
설2)로 보는 견해와 저장시설로 추정하고 있는 경우3)가 있으며, 저장 물품의 종류도 확
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해당 유구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유구들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만 추정한 것으
로 아마도 그 구체적인 기능을 추정할 만한 유물이 출토된 예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또한 유구의 성격상 건물지나 주거지와 같은 주요시설물
이 아닌 부속시설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덜했다는 점도 원인 중의 하나
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백제시대 유적 중 지하를 굴착하여 목재 또는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거나 토광을 그대로 사용한 지하저장시설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 기
능과 구조, 분포상의 특징, 변천과정 등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백제시대의 지하저장시설은 그 축조재료, 방법 등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1) 중국에서는 땅을 파고 지하에 곡물 등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교(窖) 또는 두(竇)라고 하며, 일

본에서는 혈장(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중국에서는 지하에 곡물을 저장했던 유구를 양
교( 窖)라고 지칭하며, 청동제기 등을 지하에 일괄 매납한 유구를 교장(窖 )이라고 하여, 일본과 
같이 지하저장시설을 지칭하는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물건을 
저장하는 시설을 가르키는 말로 창고(倉庫)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지하의 저장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창(倉)과 고(庫)가 원래 각각 곡물을 저장하던 시
설과 병기(兵器)를 보관하던 곳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창고(倉
庫)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힘들며, 내부에 저장했던 물품의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유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넓은 의미에서 
지하저장시설 이라고 명명하였다. 

2) 충남역사문화원, 2004, 금산 백령산성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3) 국립공주박물관, 1999, 大田 月平洞 ,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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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몽촌토성에서 확인된 이후 다수의 백제시대 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는 입구
가 좁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소위 단면 복주머니형 의 저장공과 부여 관북리유
적이나 대전 월평동유적 등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목곽형태의 저장시설, 그리고 확인례
가 많지는 않으나 지하에 석재를 이용해 석곽을 시설하고 목재기둥 등을 사용한 석곽형
의 저장시설이 있다. 이외에도 단면 U자형의 원형, 장방형, 방형 등의 다양한 수혈유구
들이 백제시대 생활유적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성격을 단순히 저장시설이나 지
하식으로 단정짓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아울러 순천 검
단산성이나 고락산성 등 전남 동남부 지역의 백제 산성에서 장방형의 평면에 바닥과 벽
면에 점토를 충진한 유구들이 조사되고 있으며, 이를 저장공 또는 집수정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곽형태의 저장시설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한성기(漢城期)~사비기(泗沘期)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들에서 현재까지 600기 이상 
조사된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하저장시설이다.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이며, 단면으로 
봤을 때 입구가 좁고 목이 길며, 하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복주머니형  또는 플라스크
형 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4)이다. 시기 차이가 심하나 북쪽으로 양주, 고양에서 남쪽으
로 부여, 대전, 논산지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적들에서 조사되었다. 다음 <표 1>은 복
주머니형 저장공이 확인된 유적과 유적의 입지, 종류, 특징 등을 나타낸 것이다. 

4) 최근 공주 장선리유적 등에서 일명 토실(土室) 유구라고 하여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일정한 깊이
로 판 후에 바닥의 측면에서 2차로 다시 파 내려가 1~3개의 방을 축조한 특이한 구조의 유구들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유구 또한 일면 지하저장시설 또는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그 축조방식이나 구조,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이는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공주 안영리유적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구덩이유구 또한 보고서에는 특수시설로 언급한 바 
있으며, 좀더 세부적인 비교가 필요하겠으나 장선리유적의 토실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두 유적의 
시기도 비슷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李南奭 李 淑, 2002, 安永 , 公州大學校博物 .
   충남발전연구원, 2003, 公州 善  土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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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복주머니형 저장공 현황

유적명
유적
종류

입지
(해발고도)

저장
공수

공반유구
보고자
추정시기

비고

몽촌토성 성곽 미고지 정상부 평탄면 및 사면부(25~35m) 28기 주거지 12기 등 3C後~5C後

미사리유적 마을유적 강변 충적지 9기 주거지 등 4C
이천 설성산성 성곽 산사면(250m내외) 17기 수혈주거지 13기 등 4C後~5C初
이천 설봉산성 성곽 산사면(280m내외) 9기 - 4C後
양주 대모산성 추정성곽 산사면(200~205m) 7기 - 밀집분포
고양 행주산성 추정성곽 산사면(100m) 3기 - 통일신라 이전 통일신라 성벽 하부
진천 성석리유적 미상 구릉사면 1기 수혈1기 3C末~4C初
화성 당하리 마을유적 얕은구릉 사면(70~75m) 5기 장방형주거지 1기 4C中~5C後
화성 왕림리유적 마을유적 얕은 구릉 사면(85~90m) 1기 주거지 9기 3C末~5C中

직산 사산성 성곽 구릉사면(130~140m) 1기 - 통일신라 성벽 하부
천안 두정동유적 마을유적 얕은구릉 정상부(65m 내외) 5기 주거지 4기 4C中 밀집분포

홍성 신금성 성곽 구릉 사면(52~55m) 10기 주거지 2기 4C前中
논산 원북리 마을유적 얕은구릉 정상부(30~40m) 111기 주거지 40기 5C
공주 정지산 마을유적 구릉 정상부(55~57m) 40기 주거지 35기 5C末~6C初 12기 밀집분포
공주 공산성 성곽 구릉 정상부 12기 밀집분포

대전 월평동유적 성곽 구릉정상부 및 사면(120~136m) 350여기 주거지 7기 6C 밀집분포
부여 부소산성 성곽 구릉정상부 및 사면부(60~100m) 12기 주거지 등 6C 전중반~7C

합   계 2,59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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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머니형 저장공은 대체로 한성기(漢城期 B.C.18~A.D.475년)에는 몽촌토성을 중
심으로 인접지역인 미사리유적과 경기도 이천, 화성, 고양과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유
역과 진천, 홍성, 천안 등 금강 이북 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웅진기(熊津期  
A.D.475~538년)에 이르면 금강 이남인 공주, 대전지역까지 확대되고, 사비기(泗沘期)
에는 도성( 城)인 부여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의 4~6세
기대 백제시대 마을유적에서 이러한 복주머니형 저장공이 확인되는 예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 월평동유적이나 논산 원북리유적, 화성의 왕림리나 당하리유적의 예가 
그렇고 이외에도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유적에서도 주거지와 공
반관계를 이루거나 한 곳에 수십기 이상이 밀집되어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더
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백제지역에 속하는 전라도 지역의 백제시대 대
규모 마을유적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시간적으로는 한성기인 3세기 후반~사비기인 7세기 무렵까지 공
간적으로는 백제의 중심지였으며, 일찍이 백제권역에 포함되었던 한강유역과 금강유역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서 주로 축조되어 사용되었던 지하식 저장시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구가 분포하는 입지를 보면 대부분이 구릉이나 산지에 위치한 유적에서 확인
이 되는데 이는 저장공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복주머니형 저장
공은 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기 때문에 굴착지반이 풍화암반과 같이 비교적 단단한 곳이
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사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적이 구릉 또는 산지에 
입지하여 표토를 제거하면 바로 기반암 또는 풍화암반이 노출되는 곳이다. 강변 퇴적지
형인 미사리유적의 경우에도 다른 유적에 비해 입구규모와 바닥규모 차이가 크지 않으
며,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수가 다른 유구수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앞으로 풍납토
성이나 파주의 육계토성과 같은 유적에서도 이러한 저장공이 확인될 여지는 충분하나 
충적지역이라는 특성상 비교적 안정적인 단면 U자형의 깊이가 낮거나 상광하협(上廣下
狹)식의 수혈들 또는 고상식 창고들이 저장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5). 실제로 
한강유역의 상당수 원삼국~백제시대 유적들은 강변의 충적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현
5) 실제로 풍납토성 경당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상광하협식(上廣下狹式)과 상협하광식(上狹下廣

式)의 원형저장공들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상협하광식은 기반토가 단단하여 붕괴의 위험이 적은 서
편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고 한다(한신大學校博物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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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이 유적들에서는 복주머니형 저장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구릉성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 지역의 원삼국~백제시대의 대규모 마을유적

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저장공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6)을 통해 이것이 백
제시대 한강 및 금강유역에서 유행한 백제 특유의 저장시설이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단면형태는 장방형, 제형(梯形), 사다리꼴의 윗면이 훨씬 줄어들
어 마치 삼각형의 윗 꼭지점이 잘린 것 같은 절두(截 )삼각형, 입구에서 일정한 깊이
까지는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급격하게 넓어지는 플라스크형, 입구에서 어느 정도 좁아
들다가 급격히 넓어지는 복주머니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그림 3 참조), 입구의 형태 
또한 원형이 가장 많고, 부정 원형, 타원형 등도 보인다. 이와 같이 단면과 입구부의 평
면형태가 다양한 것은 본래 축조당시의 형태라기보다는 폐기 이후 붕괴 등의 이유로 형
태가 심하게 변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유적이 산
지나 구릉에 위치하기 때문에 침식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며, 구조적으로 상부가 무너지
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제형과 절두삼각형의 단면은 본래 복주머니형의 
저장공이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플라스크형은 복주머니형과 별 차이
가 없기 때문에 구분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단면 확인이 가능한 206기의 저장공 중 장
방형의 27기를 제외한 179기는 복주머니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방형의 경우 일부는 복주머니형이 붕괴되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월평동유적과 
두정동유적에서는 깊이 2m 이상임에도 단면이 장방형 또는 원통형이 나타나고 있어 복
주머니형 저장공이 가지는 붕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장공의 규모는 축조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닥직경을 통해 추정
할 수 밖에 없는데 대체로 깊이가 2m 이상 깊은 것은 바닥직경 또한 2m 이상(38기중 
34기)인 경우가 많고, 깊이 2m 미만인 것 223기 중 바닥직경이 2m 이상인 것이 60기
(27%)이며, 60기 중 상당수는 파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닥직경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바닥직경을 알 수 있는 363기의 직경은 최소 
80cm~최대 370cm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장공의 기능과 관련하여 가장 중
6) 최근 조사된 전라남북도 지역의 백제시대 마을 유적은 전주 송천동 유적(전북대학교박물관, 2004), 

광주 오룡동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장흥 지천리유적(목포대학교 박물관, 2000), 무안 양
장리(목포대학교, 1997), 여천 화장동유적(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등으로 깊거나 낮은 단면 'U'
자형의 수혈은 확인되나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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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그 깊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타 장방형, 방형계의 수혈들에 비해 상당히 깊
은 것이 특징이며, 몽촌토성이나 홍성 신금성에서는 3m 이상인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저장공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바닥부의 구덩이와 바닥근처 벽체부분
의 구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닥부에 구덩이가 있는 저장공은 조사된 400여기 중에 
월평동유적에서 31기, 몽촌토성에서 2기로 이중 16기가 중앙에 하나의 구덩이가 있고, 
나머지는 벽쪽에 1기가 보통이고 몽촌토성 87-6호 저장공에서는 3개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 중앙의 구덩이는 저장공 상부의 지붕 또는 덮개와 같은 시설물을 받치는 것일 가
능성이 있으며, 벽체쪽의 구멍은 그 수가 많은 몽촌토성의 경우 바닥부에 나무를 걸쳐 
놓은 흔적이 아닐까 추정한 바 있으나(김원룡 외, 1988) 확실하지 않다. 깊이를 감안할 
때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받치기 위한 시설일 가능성도 있으며, 벽공이나 벽체쪽
으로 붙어있는 바닥의 구덩이로 볼 때 물건을 얹기 위한 시렁 설치를 위한 것이었을 수
도 있으나 그 용도를 알 수 있는 상태로 출토된 예가 없다. 대부분의 저장공 내부나 주
변에서 기둥구멍이나 기타 관련시설이 조사되지 않지만 구덩이 상부를 덮었던 덮개나 
지붕 등의 시설은 필요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장공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둥을 
이용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특별한 시설 없이 간단하게 목재나 초본
류를 이용한 덮개를 덮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기능에 대해서는 구근작물저장용(최종택, 1994), 토기저장용(박
경식 외, 2001), 홍수방지용(임병태 외, 1994), 곡물보관용, 폐기용 등 여러 견해가 제
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유구에서 사용당시의 맥락을 알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
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장공의 구조
적 특징이나 분포양상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 그리고 사용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을 반출하는 유구를 통해 그 기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볼 수밖에 없다.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몽촌토성 등에서 확인된 몇몇 저장공에서는 완형의 호, 옹
등의 토기들이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확인된 바 있다(그림 4 참조). 대부분
이 원저의 호나 옹류 중에는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져 있는 것도 있으며, 
고배의 경우 포개져 발견되기도 하였다. 보고자는 이러한 양상을 통해 이 저장공들이 
사용하지 않은 토기를 저장했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발견되는 토기들이 주
로 원저의 호류나 옹류로써 폐기 이후 토기 받침이 부식되면서 원저토기의 특성상 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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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지거나 뒤집어
졌을 수 있고, 토기안
에서 내용물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저
장물이 액체였을 가능
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저장공을 중국에서는 교(窖)라고 하여 선사시대 이래 주로 곡물의 저장을 위해 사용하
였다고 하며, 신석기시대인 앙소문화기에는 복주머니형 저장공과 같은 형태로 축조되다
가 점차 입구가 넓고 바닥이 좁은 형태로 변해간다고 한다. 그리고 수( )~당대(唐代)
까지 존속한 동도(東 ) 낙양(洛 )의 함가창성(含嘉倉城)에서는 입구직경 8~18m, 바
닥직경 4~10m, 깊이 6~12m의 입구가 넓고 바닥이 좁은 형태의 양교( 窖) 수백기가 
확인되었다(도면 3참조). 많은 수의 유구 중 6기에 대한 발굴조사가 1971년 이루어지
면서 그 구조와 성격이 밝혀졌다. 먼저 습기가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다지거나 불다짐, 또는 소토, 재 등을 섞은 층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목판 또는 초본류를 깔았고, 벽체에 바닥에서부터 낮게는 0.5m, 높게는 4m 지점까지 
벽에 판재를 설치했으며, 일부 유구의 벽판재 안쪽에서는 판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지붕의 경우 먼저  목판을 덮고,  그 위에 자리(席)를 깔고, 

 자리 위에 목곤(木棍)에 초본류를 묶어 원추형의 지붕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진흙을 대단히 두껍게 지붕 위에 발라 4중으로 단단하게 밀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구덩이 내부에서는 창고의 위치, 저장된 곡물의 종류와 양, 생산지 등이 적혀 있는 
명문전( 文塼)이 발견되었다(河南省博物  외, 1972). 

이처럼 중국에서 선사시대에 곡물저장용으로 사용된 저장시설과 복주머니형 저장공이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구조나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수 당대의 
대규모 식량 저장시설이 밀집한 함가창성과 같이 월평동유적 등 몇몇 유적에서 다수의 
저장공이 밀집분포한 예가 확인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저장공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곡
물저장용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곡물 등의 식량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온 습도를 유지하고,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데(허길행, 1999)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깊이 2m 이상으로 비교적 깊고7), 무엇보다도 
7) 공주 장선리유적의 21호 토실유구에 대한 온도측정 결과 외부의 온도변화(-5 ~1 )에 비해 토

실 내부의 온도는 6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 앞의 책,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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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를 좁게 설치함으로써 외기(外氣)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국가에
서 대규모로 운영하거나 군사 주둔지인 성곽내의 곡물저장시설을 안전하기 보호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장공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복주머니형 저장공에서 곡물 등을 저장했던 흔적이 확인된 
예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는 유기물의 특성상 쉽게 부패되어 없어지며, 더욱
이 대부분의 유구가 구릉상의 풍화암반에 축조되기 때문에 유기물이 장기간 남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퇴적환경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저장공
의 사용맥락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며, 새로
운 자료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거나 저장공내의 토양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저장물의 종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가해진다면 곧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목재를 이용하여 지하에 방형 또는 장방형의 목곽을 설치한 목곽형 저장시설은 신금
성에서 1기, 관북리백제유적에서 5기, 월평동유적에서 1기, 금산 백령산성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남 동남부 지역의 순천 검단산성, 여수 고락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 백제시대 축조된 산성유적에서 장방형의 수혈을 파고 바닥과 벽면을 점토
로 충진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목곽형 저장시설로 간주하였으며, 그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한성기(漢城期)에 해당하는 신금성과 웅진기(熊津期)의 공산성에서 각각 1기씩 조사
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비기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로 시기폭은 길지
만 주로 사비기에 이르러 이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목곽형 저장시설 현황

유적명 유구명
굴  광  상  태 목  곽  상  태

축조방법
추정
시기평면형태 규모(cm)

평면
형태

규모(cm)

홍성 신금성 5호 목곽유구 오각형 750 542 4 방형 395 395 60 가구식(架構式) 4C中
공산성 목곽고 장방형 장방형 310 145 60 주형식(柱穴式)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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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구명
굴  광  상  태 목  곽  상  태

축조방법
추정
시기평면형태 규모(cm)

평면
형태

규모(cm)

대전 
월평동유적 목곽고 말각방형 735 735 330 방형 520 520 120 가구식(架構式) 7C
금산 백령산성 저수용 목곽 방형 610 576 방형 490 456 145 가구식(架構式)

관북리
백제유적

1호목곽창고 말각장방형 525 283 154 장방형 430 180 110 가구식(架構式)

6C中~
7C前

2호목곽창고 말각장방형 380 240 장방형 310 140 140 가구식(架構式)
3호목곽창고 말각장방형 505 270 장방형 420 180 160 가구식(架構式)
4호목곽창고 말각장방형 440 240 200 장방형 400 140 200 주형식(柱穴式)
5호목곽창고 말각장방형 425 240 145 장방형 180 380 120 주형식(柱穴式)

여수 
고락산성

집수정2 말각장방형 750 560 330 장방형 640 380 230 추정가구식 6C中
집수정3 말각장방형 470~490

360~390 180 장방형 260 204 120 추정가구식 6C中
순천 

검단산성
장방형수혈유구 장방형 480 320 150 장방형 추정가구식

저장공 3 380 360 추정가구식

그리고 일반적인 마을유적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으며, 비교적 규모가 크고, 목재와 같
은 재료의 수급,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사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도성이나 중요 관방유적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형 저장시설의 축조방법은 목주의 설치방법 및 바닥판재의 유무에 의해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벽체를 지탱하고, 상부구조물을 받치는 기능을 하는 목주를 하부의 
각재에 마련된 촉구멍에 끼워서 세우며, 바닥에 판재를 시설한 것(架構式)과, 바닥에 
판재가 없이 생토면을 굴착하여 구덩이를 파고 목주를 세우는 것(柱穴式)이 그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형식의 목곽시설은 규모나 평면형태, 사용되는 목
재의 크기나 재단방식 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축조방법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
악된다. 

먼저 가구식(架構式)의 축조방법은 보존처리를 위해 목부재를 수습한 관북리백제유적
의 1호목곽창고를 통해 거의 전모가 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4). 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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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축조순서를 보면 굴광 하부 점토충진(두께 30cm) 바닥판재 각재 목주+벽판재
굴광과 벽판재 사이 점토충진의 순서이다. 

단면에서 확인된 굴광상태는 생토
면을 거의 수직으로 파내었으며, 목
곽 하부와 측면에 충진된 점토는 회
색과 황색 점토를 이용하였다. 점토
를 충진한 다음 길이 1.7~1.9m 정도
의 바닥판재를 깔았으며, 판재의 양
단은 깔끔하게 마름질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부에 각재가 올려지면 마구리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
다. 바닥판재 위에 올려진 각재는 양 
장벽과 단벽에 각 1개, 중앙부를 남
북으로 이분하는 각재 1개 등 모두 
5개이며, 각재와 각재는 반턱맞춤(십
자맞춤) 하였는데 연결되는 두 목재
에 목재 너비 크기의 홈을 절반 깊이
로 파내고 서로 결구시킨 것으로 평
면에서 보면 십자모양의 결구상태를 
띠고 있다. 벽판재는 현재 2~3단 가
량만이 남아있고, 길이가 대체로 
1~1.1m로 판재가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판재 연결부위에는 목주를 
세웠다. 

그리고 주혈식(柱穴式) 목곽시설의 
경우도 관북리유적의 4, 5호 목곽창
고에서 그 축조방법을 알 수 있었는
데  먼저 생토면인 풍화암반을 수
직 또는 약간 경사지게 굴착한 후, 

 목주를 세우기 위한 주혈을 판자
벽체가 들어설 자리를 고려하여 깊이 
30~50cm, 길이 50~80cm 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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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벽을 따라 6~8기를 파낸다.  직경 약 25cm 가량의 원형목주를 벽체선과 일치하도
록 세운 후 굴광시 나온 암반풍화토로 주혈내부를 충진하고, 바닥부분에도 두께 
15~20cm 가량 다져 놓는다.  기둥의 바깥쪽으로 벽판재를 시설한 후 굴광벽과 벽판
재 사이에 암반풍화토를 충진한다. 

이와 같이 목곽의 축조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북리백제유적의 경
우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축조된 목곽시설이 
모두 나타나는 관북리유적에서는 양자간의 축조시기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 다만 가구식의 목곽시설 3기가 시설된 곳이 구지형상 오목한 곳으로 기반암 또는 
풍화암반이 바로 나오지 않고 상당 깊이의 퇴적층이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굴광 하부
와 벽부분을 점토로 두껍게 충진하고, 바닥판재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물이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지형이다. 이에 반해 주혈식의 목곽시설은 풍화된 암반층이 바로 노출
되는 지역에 축조되어 굳이 점토충진이나 바닥판재를 시설하지 않아도 비교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적어도 관북리유적의 목곽시설은 퇴적
지형이냐 풍화암반이 바로 노출되는 지형이냐에 따라 다른 축조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평동유적이나 백령산성과 같이 풍화암반이 바로 노출되는 구릉성 지
형에서 가구식의 목곽이 축조된 것을 보면 가구식은 퇴적지형뿐만 아니라 암반지형에서
도 적용되었던 방법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구식의 경우 굴광 바닥과 벽체에 두께 20~100cm 이상의 점토 충진이 행해지
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목곽시설 폐기 후 빗물 등이 배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가 일종의 
밀봉상태가 되어 목부재들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점
토충진을 이유로 목곽시설물을 저수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충진된 점토는 내부의 물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습기나 물이 목곽 내부로 침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의미에
서 저수조가 아닌 저장용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목곽저장시설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 당시의 깊이와 상부구조를 추정하는 것이
다. 관북리유적의 목곽시설은 깊이가 110~160cm이나 1호 목곽창고 상부로 고려시대의 
물길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깎여 나갔으며, 깊이가 가장 깊은 3호 바닥과 1호 바닥의 레
벨이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3기 모두 최소 160cm 이상의 깊이였을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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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조는 약간 다르지만 4호가 약 2m로 확인되고 있어 1~3호 또한 최소한 그 정도이
거나 보다 깊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리고 다른 유적의 경우 굴광 깊이에서 바닥 충
진점토의 두께를 뺀 수치가 목곽의 최소 깊이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월평동 목곽고
는 약 3m 이상, 신금성은 60cm 이상, 검단산성이나 고락산성의 경우도 130~230cm로 
계산된다. 이 중 신금성은 60cm로 대단히 낮은데 이는 후대의 파괴로 인한 것일 가능
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목곽시설의 경우 대체로 지하 2m 내외, 깊을 경우 3m 
이상의 깊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월평동유적의 목곽고 바닥에서 출입을 위한 사
다리가 출토된 바 있어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목곽고의 상부구조를 복원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게 획득되지 않았다. 다만 관북리유
적의 3호 목곽창고 바닥에서 직경 0.5cm 정도의 가지상의 목재들이 겹쳐서 출토된 예
가 있어 이것이 혹시 지붕을 덮을 때 사용한 부재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또한 월평동유적의 목곽고에서는 목곽시설 가구에 사용된 쐐기, 각재, 판재와 도구자루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상부 덮개시설의 부재로 생각한다면 상부 또한 벽체나 바닥
과 마찬가지로 판자를 이용하여 밀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하 목곽시설에 무엇을 저장
했을 지에 대한 것은 관북리유적의 1~3
호 목곽창고에서 다량의 과일씨앗이 출
토됨으로써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다. 
특히 1, 2호 목곽창고에서 씨앗이 많이 
나왔는데 참외씨앗이 가장 많고, 그 외
에 복숭아, 가래, 살구 또는 자두, 머루, 
다래 등의 씨앗이 확인되었다. 참외의 
경우 현생종 1개체당 씨앗이 550~700
개 가량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 1호 목곽창고에서 나온 참외씨앗은 약 1,300개분에 해당된다. 이정도 참외라면 목
곽내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참외만을 빽빽하게 깔았을 경우 2~3겹(높이 20~30cm)까
지 적재해야 할 분량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다량 발견된 과일씨앗들을 목곽시설이 폐기
된 후 들어간 퇴적물이나 인위적인 폐기물로 보기에는 씨앗류의 양이 너무 많고, 출토
상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적어도 관북리유적의 1~3호 목곽창고와 석곽창고가 폐기되던 
시점의 저장물품은 참외를 주로 한 과일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월평동 유적에서는 내부에서 토기파편 이외에 각종 목재류와 목제 안교, 단조철부 1
점, 목재로 만든 완 4점, 접시 1점, 전달린 용기 2점, 주걱 2점, 6개씩 끈으로 묶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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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말목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이 월평동 목곽고 사용 당시에 저장했던 물품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아마도 중요한 것은 가져가거나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시설의 경우에는 중요한 생활물품이나 무기류 등을 보관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목곽시설이라도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물품들
을 저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과연 이러한 지하 목곽시설을 왜 
중요유적들에서 축조하여 사용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일
본의 중세에서 근대에 걸쳐 도시유적에
서 확인되는 혈장(穴 ) 8)의 출토례와 
그에 대한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순수 토광, 목조 또는 석조로 축조되는 
이러한 지하식 구조물은 교토, 가마쿠라, 
에도 등에서 헤이안시대 후기~근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저장시설로써 백제시
대의 지하목곽이나 석곽시설물과 구조적
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혈장에 대한 근대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기능성에 
대해 중요물품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교토는 지하수위가 낮아 
물이 스미지 않기 때문에 돌로 축조하며, 에도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목재로 축조하였
다고 한다(古泉弘, 1990). 이러한 예에서 볼 때 비록 우리나라에서 출토례가 많지 않지
만 백제시대의 지하식 목조 또는 석조의 구조물들 또한 저장시설로써 사용되었으며, 화
재 등으로부터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앞서 복주머니형 저장공과 같이 적절한 온
습도 유지와 외기의 차단을 통해 식량이나 과일류 등 먹거리의 장기보관에 적당한 시설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일본에서 지하로 파들어간 유구 중에 바닥이 평평하고, 돌을 쌓기도 하며, 목조가구가 되어있는 경
우도 있는 유구를 가리키는 용어가 통일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혈장(穴 )이 가장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하식의 유구를 지하실, 지하식광, 
지하식토광, 지하식횡혈, 지하식토창 등으로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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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형 저장시설은 현재까지 관북리백제유적에서 
2기, 마로산성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북
리유적에서도 1기만이 조사되었고, 마로산성의 경
우도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상태를 알 수
는 없다. 관북리유적의 1호 석곽창고의 규모는 장
방형의 굴광규모가 600 270 264cm이며, 석곽의 
규모는 460 160 225cm로 남편 2.6m 지점에 4호 
목곽창고가 인접하고 있고, 목곽시설 서벽과 석곽
시설 동벽이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조선시대 
유수지가 형성되면서 유구 북편은 상당부분 훼손되
었으나 잔존 깊이가 2.25m, 확인된 석축도 16단 
이상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나 평면형태는 확
인이 가능하다. 바닥부분에서 양 장벽쪽으로 7개씩 

모두 14개의 목주흔이 확인되며, 동서(東 )의 양목주 사이를 연결하는 목재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바닥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벽체부분에도 판자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며, 목주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1.2m 높이까지는 있었다는 
것이 토층을 통해 확인된다. 

유구 바닥에서는 사용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완 1점과 중앙부에서 소량의 참외씨
앗이 나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유물은 없
으며, 상부 퇴적토인 적갈색계 사질점토층
내에서는 2,800여 점의 백제기와와 소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4). 

마로산성의 석곽형 저장시설( -3호 건
물지)은 산성 북동편 고지대 경사면에 축조
된 것으로 석축 벽체에 목주를 세웠던 부분
이 세로로 길게 비어 있어 관북리의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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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목주가 사용된 것 같다. 내부에서는 탄화된 곡물이 출토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군량의 저장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규모는 3 5.2m로 높이는 7단 170cm까
지 확인된다(순천대학교박물관, 2003).

이와 같이 석곽형 저장시설의 경우 확인된 사례가 극히 적기는 하지만 아마도 곡물이
나 과일과 같은 식품의 저장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시설과 
같은 지점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뭔가 구분되는 물품을 저장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추후 그 기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백제시대 유적에서 다수 확인된 복주머니형 저장공과 최근 관북리유적이나 
월평동유적, 전남 동남지역 성곽유적에서 출토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목곽이나 석곽형의 
지하저장시설의 분포와 구조,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 저장시
설의 기원이나 변천과정, 지하식 저장시설과 고상식 또는 여러 다른 형태의 저장용으로 
추정되는 창고시설과의 비교 검토, 고구려나 신라를 비롯한 고대 주변지역의 저장시설
을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세부적으로도 복주머니형 저장
공의 유적내 분포상황, 구체적인 기능, 목곽, 석곽형 저장시설의 채용 원인 등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는 향
후 과제로 남겨둔다. 지금까지의 검토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제시대의 지하식 저장시설은 복주머니형 저장공, 목곽형, 석곽형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백제시대의 성곽유적과 구릉의 마을 유적
들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2.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3~7세기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백제의 독특한 저장문화
를 구성하는 유구로서 그 구조나 중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곡물의 장기저장을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도 토기의 저장 등 다양한 물품이 저장되었다
고 보인다.

3. 목곽형과 석곽형 저장시설은 사비시기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6세기 이후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축조가 줄어들면서 그 기능을 일부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으
며, 주로 사비기의 도성이나 성곽유적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146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4. 목곽형 저장시설은 평면 장방형인 것과 방형인 것, 축조방식에 따라 가구식과 주
혈식으로 구분되며, 지형에 따라 축조방법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5. 관북리유적과 월평동유적의 예를 통해 볼 때 과일과 같은 식품류의 저장과 군사
주둔지에서의 중요물품 저장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물건이 저장된 것으
로 보인다. 

6. 지하 저장시설의 기능적 특성상 식품류의 장기저장과 일본의 예를 통해 볼 때 화
재시 중요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하여 목곽이나 석곽의 저장시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백제 특유의 지하저장시설로서 복주머니형 저장공과 목곽, 석곽형 시설의 현황,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양호한 상태로 검출되는 유구가 적고 필자의 부
족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수행하지 못한 감이 적지 않다. 대규모 마을유적에 대한 발굴
이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로 보자면 향후에 보다 양호한 자료들이 많이 조사될 것이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된다면 훌륭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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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백제 지하저장시설(地下貯藏施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토 / 신종국

문화재 제38호(2005)   153



154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백제 지하저장시설(地下貯藏施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토 / 신종국

문화재 제38호(2005)   155

Shin, Jong-Kuk

Increasing discovery cases of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made of earth, wood, 
or stone are being reported from the recent excavation survey of the Baekje relic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of Baekje following a classification made by the 
type and building method as follows: plask shape, wooden box shape, and stone 
box shape. 

The plask shape storage is the most representative underground storage of 
Baekje that has been found in numerous relics more than 600 sets around 
Hangang(Han River) and Geumgang(Geum River) from the Hansung period to Sabi 
period in Baekje Dynasty. It is a historical artefact as a part of the unique storage 
culture of Baekje around Hangang and Geumgang from the 3rd to 7th Century. 
Considering its structure and the example of Chinese one, it might had been used 
for a long-term storage of grains and various other items including earth wares. 
The storage facility in wooden box shape and stone box shape are found mostly in 
the relics of Sabi period. Thus it might had taken some functions of the storage in 
traditional pouch shape which had decreased after the 6th Century. In particular, 
the wooden box shape and stone box shape storage required enormous labor force 
to build owing to their structure and building method. Thus, they were considered 
to had been used for official purposes in province fortress and citadel artefact.

The wooden box shape storage facility is classified into flat rectangular ty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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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type based on the structure, and into Gagu type(架構式) and Juheol type(柱
穴式) based on the building method. It might had been decided according to the 
geography and geological feature of the place where the storage was to be built. 
Considering the examples of Gwanbuk-ri relics and Weolpyong-dong relics, the 
wooden box shape storage facility might had been used for various items depending 
on the needs, including foods such as fruits and essential provisions at the military 
base. Considering the long-term food storage, the examples in Japan, and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storage facili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ooden and stone box shape storage facilities had been built so as to 
safely store important items in case of fire.

This study is only a rudimentary examination for the storage facility in Baekje. 
Thus further studies are to be made specifically and comprehensively on the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distribution pattern, discovered relics and artefacts,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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