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ARTICLE

‘삼가마’
유구에대한
민속학적논증

‘삼가마’(삼굿)의축조와구조, 
운용에대한현지조사보고
임형진국립문화재연구소무형문화재연구실

A N N U A L  R E V I E W
 I



07 (소위)‘삼가마’
유구에주목하는이유

1. (소위)‘삼가마’유구의 발굴조사증가와

문제점

2.  삼의식물학적특성과삼굿

08 삼굿 : 형태와내용
1. 강원도정선호촌리삼굿재현

2. 삼굿, 구조와방법

17 삼굿유구연구를위한제언
1.삼굿유구가되기위한필요조건

2. 앞으로남은과제

N  C U L T U R A L  H E R I T A G E  S T U D I E S    V O L .  4 2   N O .  4 , 2 0 0 9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4, 2009 06
Mun Hwa Jae Vol 42, No. 04, December 2009, pp. 04~19
Copyrightⓒ200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삼가마’유구에대한 민속학적논증
‘삼가마’(삼굿)의 축조와구조, 운용에대한현지조사보고

국문초록

최근고고학적경향중삼찌는시설인‘삼가마’유구의보고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이들시설에대

한구체적인복원은보기어렵다. 게다가삼을찌는기술이시대적으로어떻게변화해왔으며, 그 내용에대한논의도찾

기어렵다. 이글은최근강원도정선지역에서재현한전통적인‘삼굿’을현지조사하고삼굿의축조와구조, 운용에대한

보고서로서, 위두가지질문에앞서‘전통적인삼굿의실상’을민속지적으로설명하고자할것이다.

‘삼굿’은삼(대마)에서인피섬유를얻기위해삼을찌는시설이다. 삼굿은물가에터를잡고설치하며, 불을지펴수증

기를발생시키는‘화집’과삼을쌓아익히는‘ ’으로구성된다. 화집에아래에는굵은통나무를쌓고위에는돌을두르

듯이쌓는다. 아래쪽나무에불이붙어돌을뜨겁게달구면, 달구어진돌위에풀과흙을덮고물을붓게되는데, 돌에닿

아발생한뜨거운수증기는‘ ’으로전달되어삼을찌게되는것이다.

‘삼굿’은 집약적인 노동력의 동원과 함께 순간적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이 수증기를 전달하고 효율

적으로집중하는목적에맞게축조된다. 땅을파서축조된삼굿은일회성시설이며, 사용후폐기된다. 

삼을찌기위해높은화력을만들지만그화력이토양에흔적을남기기는어려우며, 이런이유때문에현재발견되는

삼가마유구의존재는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삼굿에대한보다다양한자료가수집되어야하며, 삼에서인피부(靭皮部)

를분리하는다양한기술을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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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삼가마’유구에주목하는이유

1. (소위)‘삼가마’유구의발굴조사증가와문제점

고고학분야의최근경향중하나는 (소위)‘삼가마’

유구에대한보고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삼가마’

는 삼실의 재료가 되는 삼[大麻]의 인피섬유(靭皮纖維)

를 목질부(木質部)와 분리하기 위해 삼을 찌는 시설을

가리킨다. 유적발굴조사보고서에삼가마가처음등장

하는것은 2000년초반으로보인다01. 조심스럽고도낯

설던이름은이제유구에대한형식분류까지도시도하

는(박광열·손호성2008) 수준이 되었다. 물론 고고학계

내부적으로아직은논란이있을수있겠으나유구의보

고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주목할일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유구를‘삼가마’라고 규정하

기위해서는선행되어야하는조건이있다.

첫째, 삼가마의원래모습을정확히제시해야한다.

대마의재배와삼베길쌈은몇몇지역에서그전통을이

어오고있으나전통적인방식의삼찌기관행은사라졌

다고보아도좋다. 삼을찌는시설에대해설명하는자

료가있기는하지만노인들의기억과구술에의존하여

재구성한 것으로서 자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자료에사진이나정확한그림이없을뿐만아

니라삼베길쌈의한공정으로서다루고있어내용이빈

약한것도사실이다02. 그런데, 무엇을근거로그유구

를삼을찌는시설이라고하는가?

둘째, 삼에서인피섬유를분리하는방법은찌는것

뿐만아니라물에오랫동안담그거나, 발효시키는방법

등다양하다03. 이들방법은시대적발전과정이라고봐

서순차적으로배열될수도있겠으나동시에사용되었

을수도있다. 그러므로구덩이와돌무지, 소토흔적으

로드러나는유구를‘삼가마’로부르기위해서는인피

섬유를삼에서분리하는여러가지기술적양상이우선

제시되고, 그속에서‘삼가마’가차별적으로구분·설

명되어야한다.

셋째, 삼에서인피섬유를분리하기위해찌는방식

이오래전부터사용되었다고하더라도그방식이‘삼

가마’를이용하는방식으로발전한것은언제부터였을

까? 삼을 찌는 방식이나 시설이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으며, 변화·발전하는모습이각시대별로어떠했는

가를규명하지않은채모든시기의유구를‘삼가마’라

고부르는것은고대부터지금까지삼가마는획일적인

단일형태를유지해왔다고가정하는것이나다름없다.

어떤형식이최초에등장할때이미완성되어있었고,

오랜기간을지나오면서도전혀변화하지않은채그

상태를유지한다는사례를역사에서찾는것은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글은위에서제기한세가지중첫번째인‘삼가

마는무엇인가’에대한설명으로서, 지난 2007년강원

도 정선에서 조사한‘삼을 찌는 일련의 과정과 그 시

설’에대한민속학적보고이다.

2. 삼의식물학적특성과삼굿<그림 1>

전통직물직조과정에서원료를찌는공정은오직

삼베길쌈에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마의 식물학적

특징때문이다. 삼[大麻]의단면을보면, (바깥쪽에서안

쪽으로)표피(表皮), 인피부(靭皮部), 형성층(形成層), 목질

부(木質部), 수부(髓部)로이루어져있다<그림 1>. 표피

는인피섬유를바깥에서감싸고있는겉껍질이다. 인피

부는섬유질로서삼실의원료이다04. 가장안쪽은대마

속심이라고할목질부로인피부를벗겨내면남는대롱

007 Lim, Hyoung Jin ‘삼가마’유구에대한민속학적논증

01 박광열·손호성(2008)은 시대별 삼가마 유적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삼가마 유구로 보고된 현황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구 시지지구 생활유적Ⅰ』(1999)을 제외하고는
2000년이후에보고되고있으며, 특히 2003년이후 크게 증가하고있다. 

02‘삼굿’과 관련한보고로는, 민길자 등(1991, pp.282~284), 임재해(1991, pp.175~178), 임형진(1997, pp.44~49), 배영동(2004, pp.313~318), 이한길(2006a, pp.200~203), 이한
길(2006b) 등이있다.

03 鄭奎鎔은구미(歐美)에있어서 제섬법(製纖法)이라는전제 아래‘침수법’, ‘우로박피법’, ‘보통침수법’등 모두 열한가지방법을 소개하고있다(정규용, 1968, pp.54~57). 우리 역
시 들판에서 자연부식균의부식작용을이용하여삼을 벗겼다는보고가있으며(황기덕, 1984, p168), 일본에서도삼껍질 벗기기에앞서 발표 과정을 거친다(박광숙, 2002, p74).

04 삼베[麻布]는 삼[大麻]의바깥 껍질인 인피(靭皮)를가늘게 찢어 실을 얻고, 이실을 길게이어 천을 짠다. 식물의인피에서 실을 얻어 피륙을 짜는인피섬유로는삼과 함께 모시(苧)
가있고, 모시로 짠 천을 모시베[苧布]라고한다.



모양의단단한물질이다(이것을‘겨릅’, ‘겨릅대’, ‘麻骨’

이라고부른다). 형성층은목질부와인피부사이에서이

둘을단단하게접착하고있는데, 우리에게필요한인피

부를목질부와분리하기위해형성층을파괴하는시설

(방법, 기술)이‘삼굿’이다.

삼굿은높은온도의증기를발생시켜삼의목질부

와인피부를분리하는시설05로서고고학에서‘삼가마’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삼가마’[麻

蒸窯]의‘가마’[窯]는‘토기가마’, ‘기와가마’, ‘옹기가

마’에서 보듯이 높은 화력으로 소성(燒成)하는 것, 즉

‘굽는시설’을가리키는데반해‘삼굿’은굽거나태우

는것이아니라고온의수증기를발생시켜‘찌는[蒸] 행

위와시설’이다. 이때굿은‘굴’(구덩이)의옛말이다06.

지역에따라서는‘삼무지’라고07부르기도하지만구덩

이를 파는 시설이라는 면에서 같은 뜻이다. ‘삼굿’은

전통적이고일반화된이름으로서시설의특징을정확

히설명하고있다. 게다가‘삼가마’는삼굿이후등장

한철제솥을부르는‘삼가마’와혼동될수있다08.

땅을파서삼단을묻어찌는방식이나시설은‘삼

굿’, 삼굿을 대체해 등장한 철제솥은‘삼솥’(‘삼가마’,

‘개량삼굿’), 전통적인 방식의 삼굿 유구는‘삼굿터’나

‘삼굿유구’라고09 하는 것이 이들을 구별하고, 유구의

성격을설명하는용어로도가장타당하다고생각된다.

참고로, 현재삼굿은쇠솥을이용해이루어지고있

다. 흙이나돌, 시멘트로아궁이를만들고네모난세솥

을걸어삼을찐다. 쇠솥안쪽아래에는턱을만들고여

기에나뭇가지를걸친다. 나뭇가지가잠기지않을만큼

물을붓고나뭇가지위에삼을쌓아비닐따위로덮은

뒤불을지펴삼을찌게된다. ‘삼가마’[삼솥], ‘개량삼

굿’이라고도부른다10.

삼굿 : 형태와 내용

1. 강원도정선호촌리삼굿재현

글쓴이는삼베길쌈을소재로석사논문을준비하는

과정에서삼베길쌈의특징적인공정인삼굿을재구성

하고자시도하였다. 기존보고서와노인들의설명에의

존해그림을그리듯짜맞추는방식이었는데그림으로

완성시킨 뒤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이런 형태의

시설이고온의증기를발생시킬수있을까? 고온의증

기가삼전체에골고루전달되고, 같은온도를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의문은“그림으로 복원된 삼굿이

정확히복원된것인가”하는것이었다. 

어쨌든, 삼굿에대해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삼

굿이직접이루어지는현장을보는것만이유일한방법

같았고, 그것은사실상불가능해보였다. 그런중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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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大麻] 조직단면(①수부,②목질부,③형성층,④인피부,⑤표피)

05 현지에서삼굿과 관련한표현으로는“삼굿한다”는표현이일반적인데. 이로보면‘삼굿’은삼을 찌는시설물을가리키는말이기도하지만 전체 행위를가리키는뜻으로도사용됨
을 알 수 있다.

06 굿 : 명⃝[고어]구덩이(韓國語大辭典編纂會, 1976).

07“삼무지는, ‘감자무지’와마찬가지로 솥이나 냄비를이용하지않고흙과 돌을이용해서 증기로삼단을 익히는방법이다”(임재해, 1991, p175, 각주27).

08 이때‘가마’는요(窯)가아니라 솥(釜)을가리킨다.

09 일반적으로 어떤 유구뒤에‘○○유구’라고쓰지는않으나‘삼굿’이라는것이무속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용어가생소랄 뿐만 아니라 유구성격이‘추정’에가까운현
실을 감안하여‘유구’를 뒤에붙여 쓰는것이타당할 것임.

10 개량삼굿의구조, 용량, 삼을 찌는방법 등에대해서는임형진(1997)을 참조.



원도정선군동면의한마을에서 2005년부터삼굿을재

현하고있다는소식을듣게되었고, 2007년 8월 1일부

터사흘간직접삼굿이이루어지는현장에서조사하게

되었다11.

삼굿을재현한곳은강원도정선군동면(東面)호촌

리(虎村里)이다. 호촌리는강원도정선어느마을과다

름없이깊은골짜기와높은해발고도를자랑하는곳이

다. 호촌리는모두 4개반으로구성되어있는데 1~3반

은‘풍촌’, 4반은‘호명’이라는자연명을가지고있다.

삼재배와삼베길쌈전통이오랜곳이라고하는데 2007

년현재삼을재배하거나짜는곳은세가구정도로서

겨우명맥만유지하는상태이다. 

삼굿을 재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였

다. 여름철을 맞아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뜻에서시작된이벤트성행사로서소규모

지역축제라고이해할수있다. 정선문화원에서예산을

지원하고 호촌리 노인회가 주관한다. 2005년 8월 5일

부터이틀간, 2006년 8월 14일부터이틀간진행됐다.

2007년에는 8월 1일부터사흘간이루어졌다. 만약

마을전체가삼을재배하고삼굿을하는상황이라면삼

굿은여러곳에설치되었을것이다. 삼을수확하는시

점이 동일하고, 그 기간 역시 일 주일 정도로 짧으며,

수확한삼은즉시삼굿에서쪄내야하므로이일대는

더욱북적거리고혼잡스러웠을것이다. 그러나지금이

루어지는 삼굿은 이벤트성 행사이다. 하루면 삼굿 한

곳이모두끝났겠지만주민들이잔치하듯이하느라삼

굿한곳끝내는데사흘이나걸렸다. 

2. 삼굿, 구조와방법

⑴ 터파기와 삼굿 시설(사진 1~13, 도면 2)

①삼굿설치입지<사진 1>

호천리삼굿을설치한곳은마을가운데를관통해

흐르는물가이다. 삼굿을물가에설치하는가장큰이

유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다. 뒤에서 설명하

겠지만, 삼굿에서반드시필요한것이충분한물이다.

구덩이나우물정도수량이아니라그이상이어야한

다. 게다가물은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12. 호촌리의

경우에도 삼굿을 물가에 설치했고 물과 삼굿 거리도

불과 3m 남짓이다. 물가에 삼굿을 설치하는 또 다른

이점으로는머리통크기의큼직한강돌구하기가쉽다

는점이다13.

②삼굿평면과불목과

물가인관계로경사가있어서낮은곳에흙을부어

009 Lim, Hyoung Jin ‘삼가마’유구에대한민속학적논증

12 (소위)‘삼가마’로 추정되는유구가발견되었다하더라도가까운곳에물을 공급할 곳이없다면삼가마유구로보기는어렵다.

13 물가에삼굿을 설치해서 얻는또 다른이점으로는머리통 크기의강돌구하기가쉽다는것이다. 크기가크고생김새가삐쭉삐쭉한산돌에비해 강돌은 돌사이에불필요한공간을
줄이고열을 골고루 전달한다는점에서 더 선호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진 1연기가오르는곳이삼굿이다. 물가에설치됨을알수
있다. 

사진 2삼굿의평면. 앞쪽이‘ ’뒤쪽이‘화집’이다. 화집
에돌을채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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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과화집을연결하는‘불목’이다. 아래쪽블록구멍을
통해열기가전달된다.  

사진 4화집에서바라본 . 가로로놓인것이‘모태’, 벽에기
대세운것이‘역심대’이다.

사진 5‘화집’의아궁이. 통나무사이에뚜껑처럼올린돌을꺼
내면빈공간이생긴다.

사진 6‘화집’의아궁이. 화집에돌과나무를쌓기전에아궁이
부터설치한다.

사진 7화집에통나무가가득하다. 나무는갓베어낸생나무이다. 사진 8화집의통나무둘레를감싸덮듯이돌을쌓는다.

사진 9화집에쌓은큰돌틈새를작은자갈돌로꼼꼼하게메운다. 사진 10완성된화집. 왼쪽에‘불목’, 오른쪽에아궁이가보인다.



전체적으로평평하게터를조성했다. 너비 4m, 길이8m

정도로길쭉한형태이다. 평탄하게터가조성되면구덩

이를판다<사진 2>. 

전체적인평면형태는마치여자형주거지(呂字形住

居址)를연상시킨다. 삼을쌓을곳인‘ ’은14 길쭉하

게장방형으로판다. 불을지필곳인‘화집’은 에

비해 작으며 둥근 형태에 가까운 정방형이다. 과

화집을연결하는잘록한좁은통로를‘불목’이라고부

르는데화집의열기가이곳을통해 으로전달된다.

예전에불목은큰돌을문설주처럼양쪽에놓고그위

에큰돌을올려‘ ’형태로만들고진흙으로틈새를

메워만들었다(이것을‘제비담’이라고도한다). 지금은블

록을 이용한다. 블록의 구멍을 맞뚫어 눕히고 주변을

흙이나돌로덮는다. 블록의뚫린구멍으로열기가전

달된다<사진 3>.

화집의크기는 300×320㎝, 은 290×340㎝, 불

목지름은 170㎝, 깊이는전체적으로 100㎝정도이다. 

땅파기가 끝나면 에‘굇돌’을 놓고‘모태’와

‘역심대’를설치한다. 굇돌은 바닥에여러줄놓

은돌이다(지금은블록을사용한다). 굇돌위에는길쭉한

나무막대기(‘모태’라고한다)를걸친다. 바닥에뉘인모

태와별도로벽면을따라막대기를기대어놓는다(‘역

심대’라고한다). 역심대는쌓인삼무더기의측면을지

지하게된다<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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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은 듣기에따라‘몽곳’, ‘몽꽃’으로도(이한길, 2006, p. 63) 들린다. 그러나이곳은‘삼단을 모리는(모으는) 곳’이므로‘ ’[발음은‘모꼿’]이맞다.

: 동⃞『옛』‘모으다’의옛말(국립국어연구원, 1999).

사진 11이제불붙이기를기다린다. 에서바라본화집. 사진 12 화집에불이붙었다. 돌무더기아래쪽통나무가타면서
연기가오른다.

사진 13연기를통해돌무더기아래쪽통나무가타면서내는열기를짐작케한다. 



③화집

화집은불을지필곳이다. 굵고길쭉한나무토막두

개를 ( 반대쪽)벽면에 30㎝남짓간격으로대문기

둥처럼기대세우고그앞을널찍한돌로막으면조그

마한공간이확보된다. 화집에불을붙일때불쏘시개

를넣는틈새로서“아궁이”인셈이다<사진 5·6>.

아궁이가마련되면어른팔뚝굵기의통나무를차

곡차곡쌓는다<사진 7>. 통나무는최근에벤생나무다.

생나무를사용하면화력이오랫동안유지되면서돌을

충분히달구게된다.

생나무를 충분히 쌓았으면 나무를 덮듯이 큼직한

강돌을 쌓는다. 통나무에서 발생한 화력이 돌 틈으로

빠져나가지않고온전히돌에만전달되도록하기위해

강돌사이사이에는작은자갈을가져다가꼼꼼하게메

운다<사진8~11>. 

화집에생나무쌓고, 큰돌덮고, 돌틈새를자갈로

꼼꼼하게 메웠으면 불을 붙인다15. 잠시 뒤에 화집의

돌무더기틈새로연기가조금씩피어오르더니차츰돌

무더기 전체로 확대되고, 엷은 흰색이던 연기는 진한

회색으로변했다16<사진12·13>.

⑵ 에 삼단 쌓기(사진14~23, 그림 3)

화집에불을붙였으면 에삼을쌓을준비가진

행된다.

우선은 둘레벽면을따라비닐을둘러치고, 벽

면에기대어세워두었던‘역심대’로눌러고정시킨다.

삼굿을설치한물가토양이자갈이많이섞인사질토인

탓에뜨거운열기가흙틈새로빠져나가는것을방지하

기위해비닐을둘러치는것이다. 비닐이없던과거에

는진흙을가져다가벽면을바르기도했을것이다<사

진14>. 

벽면을따라비닐을두르고, 바닥의‘모태’위에나

뭇가지를얽듯이여러겹깔고, 그위에삼단을쌓는다

<사진15·16>. 삼단은뿌리쪽과위쪽을같은방향으로

한겹깔고, 그위에는반대가되게깐다<사진17>. 서로

어긋나게겹겹이쌓는방식으로지표높이가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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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집에불을 붙이는것을“불 단다”고한다.

16 과 화집 설치를 순차적으로 설명했지만, 이제까지과정은 거의동시에이루어진다.

그림 2 삼굿구조(평면,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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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에삼을쌓기전에화력유실을막기위해비닐을
둘러친다.

사진 15삼단을쌓을‘모태’위에나뭇가지를덮고있다. 

사진 16모태위에덮는나뭇가지는서로어긋나게덮는다. 사진 17삼단을쌓기시작한다.

사진 18여러겹을쌓는데, 틈새가없도록하고, 서로엇갈리게
쌓는다.

사진 19삼단위에풀을베어덮는다.

사진 20삼단쌓은위에풀을덮었다. 사진 21비닐로 전체를덮고있다. 증기가새지않도록꼼
꼼하게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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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비닐위로흙을덮는다. 비닐이보이지않도록전체적으
로펴서덮는다.

사진 23 에는흙덮기까지끝났다. 

사진 24 에서본화집. 가운데돌이검게변했다. 사진 25봉긋하던돌무더기가움푹주저앉았다. 붉은불꽃이돌
틈새로보인다.

사진 26화집바깥쪽부터풀과흙으로덮는다. 둥글게돌듯이
안쪽으로덮어나간다.

사진 27화집의돌무더기주변을풀과흙으로덮고있다.

사진 28화집돌무더기주변을따라풀과흙을덮고있다. 사진 29화집을흙으로마무리덮고있다. 틈새를비집고연기가
피어오른다. 



쌓는다<사진18>. 

삼단을모두나뭇가지를두툼하게골고루덮고, 나

뭇가지위에비닐, 비닐위에다시흙을덮는다. 화집에

서발생한증기가 으로전달되어삼단을골고루익

힐때그열기가밖으로새어나오지않도록하는게목

적이다. 이제 에는삼을익힐준비가끝났다<사진

19~23>. 

⑶ 화집 돌 덮기(사진24~30, 그림 3)

에삼단을쌓고나뭇가지와비닐, 흙으로덮는

동안화집의커다란돌은검게변했다. 지표 60㎝정도

높이로봉긋하게솟아있던돌무더기는아래쪽의통나

무가타서무너짐에따라지표면과같은높이까지낮아

졌다. 연기는그치고돌틈으로붉은불꽃이넘실댄다

<사진24·25>.

땔감도모두소진되었을때쯤검게변한돌무더기

바깥테두리부터안쪽으로풀과흙으로둥글게덮어나

간다. 풀은갓베어낸생풀이다. 돌이뜨거워마른풀은

곧장 타버린다. 생풀이라도 시간을 놓치면 타버린다.

온도가 낮은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풀을 조금씩 덮고,

곧장흙으로덮는다. 어느새돌무더기는생풀과흙으로

덮이고, 틈새로흰연기가조금씩새어나올뿐이다<사

진26~29>. 

화집의돌을덮으면서불목을함께덮는다. 불목의

통로가막히지않도록 에삼을쌓고덮을때도각

별한주의가필요하다. 불목통로(제비담)를막지않도

록그위에생풀을두껍게얹어쌓고흙으로마무리했

다<사진30, 그림 3>.

⑷ 물 붓기(사진31~33)

화집을채운돌은뜨겁게달구어진상태이고, 그위

를생풀과흙으로덮었다. 곧장물을붓기시작한다. 이

015 Lim, Hyoung Jin ‘삼가마’유구에대한민속학적논증

사진 30 의삼을덮을때도불목구멍을막지않도록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

사진 31화집에물을붓는다. 한 사람이곡괭이나막대기로돌무
더기까지구멍을낸다.

사진 32흙과풀을비집고구멍을내면그곳에물을붓는다. 증
기가피어오른다.

사진 33화집에물붓기가끝났다. 바퀴가돌듯이쉴틈없이작
업이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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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삼굿에삼을쌓고, 불 지필준비가끝났다<그림 2와관련>.

사진 34 을덮고있던흙과비닐을벗겨내고있다. 사진 35 을덮고있던여러덮개를벗겨내자완전히익은삼이
드러났다. 

사진 36 주민들이익은삼단을들어내고있다. 사진 37제역할이끝난화집은이상태로폐기된다. 

사진 38 삼단을모두들어낸 . 처음형태를유지하지못하고있다.



때의집중력이일년삼농사를결정한다고할만큼중요

하다. 물붓는속도가느려지면자칫돌이식어버려증

기의양도줄어들게되고, 처음과나중증기의온도차

이때문에삼이부분적으로다르게익을수도있다. 또

삼단에불규칙적인틈새가있다면증기의양이다르게

공급되어익은삼과설익은삼이뒤섞이게된다. 들쑥

날쑥익은삼은상품가치가없게되어일년농사를망

치는이유중하나이다.

1~2인이곡괭이나긴장대로화집을덮은흙을비

집어 구멍을 내면 3~4명이 그 구멍으로 물을 붓는다.

구멍을내고물을붓고, 물을부은구멍을메우고, 다른

곳에다시구멍을내고물을붓기가반복된다. 이때물

붓는것이늦어지면화집내부돌맹이가식어충분한

증기를얻지못하게되고, 이것은삼찌기의실패로연

결된다. 잠시의틈도없이차바퀴가돌듯이반복된다

<사진31~33>.

삼굿을물가에설치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우물

이나작은개울, 웅덩이에고인정도로는이때필요한

수량을감당하지못한다. 물을뜨는곳이삼굿에서멀

어운반에시간이걸려서도안된다. 물론, 충분한인력

이확보된다면운반거리는좀더멀어도된다. 

바깥에서보이지는않지만, 물은뜨거운돌에닿아

순식간에증기로변하고, 뜨거운증기는그온도를그

대로유지한채불목을통해 에쌓인삼에게로밀

려 들어가게 된다. 연이어 계속되는 물붓기는 엄청난

양의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는 유일한 돌파구를

찾아 에쌓인삼단을익히게된다.

⑸ 삼 거두기(사진34~36)

물붓기가 끝나면 1~2시간 뒤에 을 덮은 흙과

나뭇가지를 벗긴다. 덮은 흙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삼

익은시큼한냄새가풍긴다. 비닐과나뭇가지를걷어내

자파릇하던삼색깔이아니라회갈색으로변한삼단이

드러났다<사진34·35>. 

삼에서는 증기의 높은 열기를 설명하듯이 뜨거운

기운이여전히남아있었고, 삼단을하나씩들어낼때

마다많은수증기가피어올랐다<사진36>.

에서들어낸삼은곧장껍질(인피부)을벗긴다.

목질부와인피부를접착하고있던형성층은완전히파

괴되어미끌거리는액체로만남아있다.

삼굿유구연구를위한제언

1. 삼굿유구가되기위한필요조건 <사진37·38>

삼굿을직접조사하기전노인들의기억과기존보

고서를 통해 재구성하면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많은

양의삼을골고루익힐수있을까하는하는의문과함

께이런저런논리적의문이있었다. 그러나직접삼굿

이이루어지는현장에서확인결과꽤많은양인데도

불구하고조금의실패도없이완전히익힐수있을뿐

만아니라그간의심스러워했던여러의문도함께풀

수있었다.

그러나 고고학적‘삼가마’유구에 이르면, 보고자

는어떤흔적(증거)을근거로삼굿이라고판단하며, 삼

굿은어떻게그흔적을남기게될까하는궁금증이있

었다. 도자기나 기와가마의 경우 화력의 집중을 위해

화력을가두기위한‘가마’[窯]라는특별한시설을설치

한다. 화력은 소성하고자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가마

벽면이나바닥에도직접닿게되어여러흔적을남겨

그정체를드러낸다. 단단하게변한벽체나바닥, 소토,

토기나기와조각등다양하다. 이를통해가마의존재

를확인할뿐만아니라가마시설의구조와원리까지도

짐작할수있다. 

그러나삼굿은다르다. 앞에서도보듯이삼굿이한

번이루어지면화집이나 은더이상사용할수없

는상태가된다<사진37·38>. 같은장소에반복사용

하더라도새롭게구덩이를파게될테니같은시설을중

복해사용한다고할수는없다. 화집에높은열이모이

기는하지만그화력은통나무(불기운)를둥글게감싸듯

이 덮은 강돌에 전적으로 전달되며, 화기를 보호하기

위해흙으로덮었다하더라도바닥흙을태워오랜흔

적을남길정도는아니다. 에는증기만이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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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증기는어떤흔적도남기지않는다. 

그렇다면우리가삼굿유구라고말할수있는흔적

(증거)은어떻게해야남게될까. 첫째는삼굿을단단한

점질토양에설치하여여러번사용한경우이다. 점질토

에삼굿을설치하면화집에서발생한증기가 벽

면을통해유실되는것을막을수있어큰장점을갖는

다. 또한단단한토질은불맞은돌과몇가지시설물(예

컨대나뭇가지나흙더미정도)만청소하면다시사용가능

한 형태를 유지할 것이고, 화기에서 바깥쪽에 있었던

강돌은재사용될수도있으므로삼굿유구로서의흔적

을조금이라도남기게될것이다.

또다른가정은, 여기에서설명한삼굿이아니라구

덩이안쪽으로돌을쌓아여러번사용가능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석곽이나 석실을 연상하면 되는데,

단단한토양을파고판석따위를이용해벽체를만들어

고정적으로사용하게된다면더많은흔적을남기게될

것이다.

참고로, 이번조사에서는화집의돌을달구는방식

으로‘땔굿’방식이 쓰이기도 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설명했듯이, 땔나무위에돌을얹고불을지피

는 방식을‘무질굿’이라고 한다. 무질굿은 일단 불을

붙이면 지켜보면서 관리만 하면 된다. 이와 달리‘땔

굿’방식은돌을쌓되아궁이를설치해돌무더기아래

에불을지펴돌을달구는방식이다. 땔굿방식은돌이

충분한열을얻을때까지지속적으로불을때야하는

것으로서시간도많이걸려여름철에는여간고생이아

니다. 무질굿이등장하면서땔굿방식은없어졌다. 무

질굿에비해상대적으로더고전적인땔굿이오랜불피

우기를통해어떤특정한흔적을남기지는않을까기대

해본다.

어쨌든, 지금우리가과거의유적에서특정유구를

‘삼가마’(삼굿) 유구라고하기위해서는당시기술내용

에대한명확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은분명하며, 이

것은지금까지‘삼가마’유구라고보고되었던모든유

구를현지조사결과를바탕으로꼼꼼하게재검토해야

할필요가있다는뜻이기도하다.

2. 앞으로남은과제

발굴조사된유적은개별 유구의 집합체이다. 유구

의양상은우리가알고있는지식의범위안에서해석

되며, 지식밖의것이새롭게나타난다면지식을확장

시켜밝혀내게된다. 따라서기존유구목록에새로운

목록이추가된다는것은지식의확장을의미하기도한

다. 그런면에서‘삼가마’유구는진위여부를떠나지

식확장의시도로서큰의미를갖는다고생각한다.

낯선유구에대한탐색은새로운토론주제를제시

했다는점에서도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롭게

등장하는‘삼굿’유구가 좀 더 튼튼한 논리적 토대를

갖추기위해서는좀더많은자료의축적과분석이필

요하다. 

첫째, 삼굿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다.

자연환경과삼[大麻]의재배, 역사적전개에따른삼가

공기술의변화, 이에따른삼굿관행의변화17등을복원

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삼에서인피부와목질부를분리하기위한기

술적방식이어떤것들이있었고, 이것이각시대별로

어떻게 선택되고 이용되었는지 시간적 변화·발전의

궤적과함께추적되어연대기적으로파악되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이충족되었을때새롭게등장하는삼

굿유구에대한보다정확한이해가바탕을이룰때만

이삼굿유구, 나아가고고학적인시대복원이과학적

신뢰를담보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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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논문심사 과정에서 이 글의 보완점이 지적되었고, 보완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도 있었다. 특히 역사적 복원을 위해 다양한 농서(農書)를 조사·분석하도록 제안한 의견은 앞으로
이주제 연구에큰가르침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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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lkloric Demonstration on ‘Sam-gama’
The Field Report on the Construction, 
Structure and Utilization of ‘Sam-gama’

Abstract
Though admitting that, in light of the recent archaeological trend, the excavation on relics of Sam-gama (a sort of

kiln steaming the hemp) is increasingly reported, little efforts by far have been made not only to restore its traditional

structure design but also to research hardly the change of hemp-steaming technologies in ages. In this regard, this

paper shows the exploration of structural method and design as well as operability with regard to Sam-gut, traditional

hemp-processing equipment that was recently reconstructed in Jungsun, Kangwon Province.

Samgut, generally positioned at the waterside area, is an traditional device for steaming hemp to get bast fibers

from the raw material of hemp, principally consisting of HWA-JIP(fire-place) to obtain steams by feeding fire ad

Mong-got(boiling chamber) to make the hemp steamed after stacking. More specifically, thick round-logs were piled

at the bottom of Hwajip prior to stacking stones around its circumferential area. When the timber positioned below

gets burned with high temperature to heat stones existing in the upper side, waters then poured onto it after laying a

bundle of grass and soil up to the boiled stones. If so, there generates hot vapor, which is conveyed to Monggot to

steam the hemp.

Functionally, it is of outstanding importance that Samgut is capable of producing high-temperature water vapors

instantaneously under the intensive manpower, thus being constructed achievable for those purposes. The Samgut

made by digging the ground is an instant facility that is closed after use.

The remains, which were used to generate higher thermal power for steaming hemp, make it hard to excavate the

historic traits because there left little vestiges in the soil, which means keen attention must be paid to find out the

trace of Smgama relics. Future research stall be focused on collection of broader data regarding Samgut including

technological review in extracting bas fibers from the h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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