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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에 따라 지하식, 지상식, 고상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형식은 평면

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로써 백제 도성지역인 풍납토성, 공산성, 관북리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풍납토성에서는 경당지구 196

호 유구에서 젓갈류를 저장한 시유도기가 다량 출토되었고, 관북리유적에서는 목곽고에서 다량의 과일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

다. 이는 전란이나 수해 등을 대비한 대민지원이나 관리의 녹봉 등을 위한 창고라기보다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개념을 국 창고로, 후자를 왕실창고로 세분하 다. 

국 창고는 국가가 운 하는 모든 창고를 말하는데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왕실창고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4세기 전반 이

후 국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 창고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세분하

다.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과 국가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고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는 취락과 별도

의 독립적인 수혈군들이 도성 근교지역에서 확인된다. 이 수혈군은 소유의 주체가 지역 최고의 정치체 혹은 국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시 삼국간 잦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곡식 등의 물자 비축용일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한편 국 창고는 성문과 연결된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데 창고의 기능 및 위치에 따라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심권역은 추정 왕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창고가 위치하며 주변권역은 상평창과 같은 대민지원 등의 국 창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청 등의 관리기관이 함께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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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백제도성지역을포함한주변지역유적에서의저장시

설혹은창고시설은장방형·원형수혈과석곽시설등다

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그 중에서 원형수혈이 조사사례

로 볼 때 가장 많은 양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기능에 대

해선 저장기능, 폐기기능, 방어시설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金成泰 2003; 趙希鎭 2006; 都文善 2006; 朴祥善

2009; 丙勳, 2009). 하지만 상당수의 수혈은 유구의 형

태적·기능적특성상명확한성격을규명하지못하고있

어 향후의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것은 국가

형성및운 과관련한고고학적인논의들에서수혈이라

는 주제가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

나‘國’의 형성과 관련하여 창고를 주목하기 시작한 연

구(權五榮 1996)에서부터 근래에는 선사 취락과 관련하

여 저장시설로써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부여한 연구(김

장석 2008) 등이 진행되면서 논의의 확장은 계속 이어지

고있다. 본고에서주요대상으로삼고있는장방형지하

식 창고시설에 대해 구조와 기능을 살펴본 선행 연구(신

종국 2005) 이후로 풍납토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하식창고시설이확인되었다.

왕실 혹은 국가에서 운 하는 창고는 당시의 수취와

조세제도 및 국가의 재정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번 에서는 백제 도성지역

에서확인되는장방형의지하식창고시설을중심으로백

제가 국가로서 확립된 이후 도성 내 국 저장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 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리고 장방형 수혈과 더불어 확인되는 원형 수혈은 저

장기능으로 추정되는 유구에 한해 비교자료로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국가재정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고

시설은 그 배치에 있어서 지리적 이점에 있는 지역에 설

치되기때문에이를토대로도성내창고기능에따른분

포도이해해볼수있겠다. 

왕실창고시설의특징

1. 백제 유적사례와특징

본 논문에서는 고대국가에서 나타나는 창고를 수요처

와사용목적에따라국 창고와왕실창고로구분하 다.

국 창고는 말 그대로 국가가 운 하는 창고를 뜻하는

것으로주로대민지원, 전쟁등국가전체를대상으로운

되는시설이다. 왕실창고도큰범주에서는국 창고에

포함되지만수요처가특정계층인왕실을대상으로한다

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용어

로 분류하 다. 왕실창고는 주로 목곽 등을 설치하기 위

해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시설이 많으며 국 창고는 곡

식등을저장하기위한원형이많다.@ 

1) 서울 풍납토성

2008년도 풍납동 197번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

에서‘나’지구 동편과‘다’·‘라’지구에 걸쳐 장방형 수

혈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대부분 한성백제 후기에 조성

된 것으로 주변에서 확인된 일반적인 원형 수혈과 함께

크고 작은 장방형 수혈들이 이 일대에서만 약 29기 정도

가군집을이루며확인되었다. 

그림 2 다-25호 수혈그림 1 다-38호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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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 수혈의 바닥은 편평하고 벽은 직선을 이루며

내외부에특별한시설이나흔적은확인되지않고일렬로

나란히 배치되거나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확인된다. 다-

25호수혈의경우에는내부십자둑에서목곽시설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층양상을 확인하여 부여 관북리유적

의목곽고와유사한형태로시설되었을가능성이있다. 

목곽고는 목주의 설치방법 및 바닥판재의 유무에 의해

가구식(架構式)과 주혈식(柱穴式)으로 구분된다. 가구식

은바닥각재에구멍을뚫어목주를세우고바닥에판재를

시설한것이고, 주혈식은바닥판재없이생토면에그대로

목주를세우는방식으로분류된다(신종국2005: 139).

또다른장방형수혈에서는평면크기에비해상대적으

로 깊게 굴착한 형태가 확인된다. 나-22호 수혈의 경우

폭이2.34m인데반해깊이는1.8m로깊게굴착되는특징

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

여 목곽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정

연한 장방형 수혈의 보조 수혈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방형 수혈에서는 고배와 함께 대옹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는데 다-60호 수혈의 경우 중국제 청자 저부

편이출토되기도하 다. 

한편다-38호수혈은기타장방형수혈과달리수혈외

부에 잇대어 기둥을 시설하여 반지하식의 구조물을 띤

다. 그리고 내부 토층양상을 통해 대옹을 안치하기 위한

과정도 확인된다. 먼저 장방형으로 깊게 생토를 굴착한

다음 일정한 높이까지 다짐토를 채운 후 대옹을 안치하

기 위해 대옹의 바닥 형태를 따라 재굴착하여 대옹 안치

와함께밑채움한상태를확인할수있다. 내부에서직경

1.2m에달하는대형옹이완형으로3개체외에파편으로

4개체이상출토되고대형옹안에서청자연판문완이출

토되기도 했다. 대옹 내부토에 대한 분석결과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술과 같은 액체류 등을 보

관하는시설로써사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풍납동 197번지 일대의 북동쪽 인근에 위치한 경당지

구에서도 남서편에 196호 유구라 명명된 창고시설이 확

인되었다. 이 유구는 197번지에서 확인된 창고시설군과

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조사 시 유구는 확인

되었으나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 고, 2008년

재조사를 통해 유구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

다. 196호 유구는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유구로 내부에

서벽체와지붕등상부구조와관련된각재와판재가확

인되며, 소토덩어리에 초본류가 섞여 있는 추정 벽체편

그림 3 다지구 장방형 수혈 전경

그림 4 풍납동 197번지 일대 장방형 창고시설 분포도 그림 5 경당 196호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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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확인되었다. 벽체부는 가장자리에 횡치된 각재가

놓여져 있고 장방형의 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구식

으로벽체가만들어진것으로보인다. 또한횡치목과벽

사이에는점토를바른후판재를세웠다. 

196호 유구에는 총 117개체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중

국제 시유도기옹과 백제시대 대옹, 장동옹 등 대부분의

유물이 바닥에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유구는 건

물 내 조리나 취침,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은 보이지 않고

자비용기도 출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고시설로 판단

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6호 유구에서 출토된 호

안에서참돔, 복어등어골이확인되어젓갈과같은발효

식품 등을 저장하 다는 점이다(한성백제박물관·한신

대학교박물관 2011). 東吳~東晉시기의 중국에서 수입해

온도기에이러한발효식품을다량으로저장하 다는것

은 최고 신분을 가진 지배층이 아니면 소유하기 힘든 사

실로볼때왕실창고로써기능하 음을보여준다.

이외에도원형수혈들이이일대에수백기가확인되는

데그중단면이플라스크형및항아리형등의형태를갖춰

저장시설로추정되는원형수혈은약20기내외정도이다.

2) 공주 공산성

웅진시기의 도성으로 알려진 공주 공산성에서 1986년

표 1 풍납토성 창고시설 현황표

유적 유구 길이×너비×높이(깊이)m 평면형태 유형

7호 2.2X1.1X0.83 장방형 가구식?

19-1호 1.84X1X1.27 장방형 가구식?

22호 4.22X2.34X1.8 장방형 가구식?

40호 3.66X1.5X0.4 장방형 가구식?

99호 6.9X5.38X1.64 장방형 가구식?

131호 3.0X2.16X0.42 장방형 가구식?

155호 3X0.98X1.6 부정형(?) 가구식?

11호 4.3×2.24×1.08 장방형 가구식?

12호 4.6×(1.2)×0.7 (장방형) 가구식?

14호 5×3.2×1.4 장방형 가구식?

25호 4.28×2.48×0.88 장방형 가구식?

26호 5.6×3.2×0.7 장방형 보조 창고

28호 2.2×1.5×0.9 장방형 가구식?

35호 1.5×1×0.4 장방형 보조창고

36호 (4.08)×3.2×0.56 장방형 가구식?

38호 3.68×3.1×1.24 장방형 주혈식

47호 5.84×3.6×1 장방형 가구식?

60호 4.48×2.24×0.76 장방형 가구식?

73호 1.4×0.6×0.2 장방형 보조 창고

74호 3.28×2.84×0.4 장방형 가구식?

75호 2.2×1.08×1.4 장방형 보조 창고

78호 2.28×1.2×0.76 장방형 보조 창고

82호 4.3×3.28×0.88 장방형 가구식?

84호 4.08×2.68×0.7 장방형 가구식?

85호 2.2×1.1×1 장방형 보조 창고

86호 1.8×1.5×0.6 방형 보조 창고

10호 4.5×3.8×1.1 장방형 가구식?

36호 8×2.8×0.46 장방형 가구식?

114호 3.08×2.48×1.08 장방형 가구식?

196호 10.8×5.8×0.3 장방형 가구식경당지구

1

9

7

번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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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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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목곽고 1기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곳은 조사초

기 추정왕궁지로 비정하고 공산성 내부 남편에 공산성

운동장·쌍수정앞광장이라고도불렸던지역이다. 목곽

고는조사지역광장북서지역에위치한다. 

목곽고는 암반생토를 평면 방형의 형태로 깊게 파고

그 안에 목조의 庫를 설치하 다. 이 목곽고는 하단부만

목재흔이 잔존해 있다. 내부에는 네 모서리와 장축벽 중

앙에 총 6개의 기둥을 세웠고 기둥 바깥에는 판자를 잇

대어 올려 벽면을 구성하 다. 이 판자는 서로 결구되지

않고 기대어져 있는 양상이다. 판자벽과 암반벽 사이는

다짐토로구지표면까지채워졌다.@ 

유구 내부에는 연화문 수막새 등의 기와와 백제토기

편, 철정이 출토되었다. 연화문 수막새로 미루어 6세기

대에중심적으로운 된것으로추정된다.

그림 7 공산성 내 목곽고그림 6 공산성 내 목곽고 위치

표 2 공산성 창고시설 현황표

유구 길이×너비×높이(깊이)m 평면형태 위치 유형

목곽고
3.1×1.45×0.6 장방형 목곽

주혈식
4.6×4.2×2.9 부정형한 방형 토광

표 3 관북리유적 창고시설 현황표

유구 길이×너비×높이(깊이)m 평면형태 위치 유형

1호목곽고
4.3×1.8×1.1 장방형 목곽

가구식
5.2×2.8×1.5 말각장방형 토광

2호 목곽고
3.1×1.4×1.4 장방형 목곽

가구식
3.8×2.4 말각장방형 토광

3호 목곽고
4.2×1.8×1.6 장방형 목곽

가구식
5×2.7 말각장방형 토광

4호 목곽고
4×1.4×2 장방형 목곽

주혈식
4.4×2.4×2 말각장방형 토광

5호 목곽고
1.8×3.8×1.2 장방형 목곽

주혈식
4.2×2.4×1.4 말각장방형 토광

1호 석곽고
5.2×1.8×0.4 장방형 석곽

@ 6×2.9 말각장방형 토광

2호 석곽고
4.6×1.6×2.2 장방형 석곽 @

6×2.7×2.6 말각장방형 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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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여 관북리유적

2003년~2006년까지조사가진행된‘다’,‘라’지구에서

목곽고5기, 석곽고2기가확인되었다. 이지하식창고시

설이 확인된 곳은 관북리유적의 남서편에 해당된다. 그

주변지역에서는 기와기단 건물지, 대형전각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고는비교적양호한상태로확인되어가구식과주

혈식 모두 확인된다. 바닥은 회색 진흙을 약 30cm 두께

로 깔았고, 판벽 뒷채움은 주로 황갈색조의 찰흙으로 충

진하 다. 또한 내부토의 층위적인 해석을 통해 목곽고

상면은상판이부착되었을가능성이있다.@ 

석곽고는‘라’지구에 위치하고 4호 목곽고가 바로 인

접해 있어‘다’지구의 목곽고와 함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석곽고 축조방법은 장방형의 구덩이에 돌을 쌓아

석곽을 만들고 내부 가장자리에는 목주를 세웠다. 또한

단축의 양 목주 사이에는 이를 연결하는 목재의 흔적이

확인되고 벽체에도 판자벽이 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

나 확실하지는 않다. 바닥은 마사와 점질토를 이용하여

약10cm 정도로얇게깔아다졌다.

1~3호 목곽고에서는 다량의 과일씨앗이 출토되어 이

일대의창고군은주변에위치한왕궁으로조달하기위한

과일 창고시설로 추정된다. 특히 씨앗 중 참외씨앗이 가

장많고, 그외에복숭아, 가래, 살구또는자두, 머루, 다래

등의씨앗이확인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9). 

4) 대전 월평동유적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설공사를 위해 국립

공주박물관과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1994년~1995년까지

그림 8 공산성 내 목곽고 위치

다-1호 목곽고 다-1호 목곽고 출토유물 다-3호 목곽고 연화문수막새

라-1호 석곽고 라-1호 석곽고 출토유물 라-5호 목곽고

표 4 월평동유적 창고시설 현황표

유구 길이×너비×높이(깊이)m 평면형태 위치 유형

5.2×5.2×1.2 방형 목곽

목곽고 10.2×9.7×1.7(1차) 가구식

7.5×7.35×3.3(2차)
말각방형 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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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조사결과 구릉 전체에 걸쳐 목책

시설 등 방어시설과 저장시설, 주거시설이 확인되었다.

특히저장시설은잔존상태가비교적양호한목곽고1기와

350여기의저장공이분포되어있었다. 

목곽고는 풍화암반층을 말각방형으로 판 다음 점토를

다져넣었고, 2차로파낸광내부에정방형의목곽을설치

하면서벽면사이를회청색니질점토를단단하게다져넣

었다. 목곽은 최대 4단까지 잔존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

네가장자리에각재를깐다음홈을파내어목주를결구시

켰다. 바닥과벽면은판재를이용하여구축하 다. 내부에

서발목다발, 사다리, 목제안장, 토기편등이출토됐다.

저장공은 대체로 단면이 복주머니형이라고도 불리는

上狹下廣의 형태로 저경이 3.7m인 대형도 있지만 대부

분1.5~2.5m 사이의것들이다. 

2. 중국 유적사례와특징

백제 창고시설과 관련된 역사기록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국가가 운 하는 창고시설의 존재만 확

인될 뿐이다. 따라서 관련자료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중국 낙양성 등을 살펴 백제시대의 창고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나 고고자료의 부족한 정보들을 이번 을 통해

이해를돕고자한다. 

먼저 수당대의 낙양성에는 2개의 창고가 확인됐다. 하

나는 낙양 皇城 右掖門 안 서편에서 소금과 양식을 저장

한 수대의 子羅倉이 발견되었으며(洛陽博物館 1981), 다

른 하나는 圓璧城 동문 바깥쪽에서 이보다 규모가 더욱

큰지하식창고가발견되었다. 낙양의“東城북편含嘉倉

에는 창고를 둘러싸는 성이 있어 含嘉城이라고 불렸다”

(元河南志)고하는데그위치가정확히맞아떨어져이곳

이 당대 초기에 설치된 常平倉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가창은 관용의 대규모 양식창고로 이 倉城에 주초와

돈대, 동서로늘어선마차바퀴의흔적도확인되었다. 

창성의 남부와 동북부에서는 동서방향으로 가지런히

열을 맞추어 깊게 판 창고 287기가 확인되었다. 각 창고

는모두입구가크고바닥이작은둥근단지모양으로가

장큰것은구경이약18m, 깊이약12m, 가장작은것은

구경이 8m, 깊이 6m정도이다. 발굴이 진행된 곡식창고

의 구조는 바닥을 항토한 뒤 불로 구웠고 또 구운 흙덩

이, 목탄, 부순돌을섞어방습층을만들고, 그위에나무

판 혹은 풀을 깐 뒤 다시 쌀겨와 자리를 깔은 흔적이 확

인됐다. 일부 창고 벽에는 목판을 쌓고, 천정은 목조 구

조의초가지붕에매우두꺼운진흙을발랐다. 한편160호

창고 안에는 탄화된 곡식이 출토되기도 하 고, 195호

창고에는기둥자리가둘러져지상건축물의형태가확인

되기도 하 다. 함가창의 식량 창고 내부에서는 자가

새겨진 방형의 벽돌이 출토되었는데 식량창고의 위치,

양식의종류, 유래, 수량, 창고에넣은 날짜및운반과보

관한 관리의 성명 등 기록이 남아 있었다(河南 博物館

1972). 전돌에새겨진관직과부서명으로보아조세로받

은 식량의 보관 및 집행과 관련한 엄격한 감찰과 현지조

사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段鵬琦 1997). 자나창과

함가창 모두 낙양성 안의 별도로 구분된 황성에 위치하

며궁성의바깥쪽가장자리에위치한다.

또한 장안성에는 漢高祖 7년(B.C. 200)에 축조된 武庫

가 미앙궁과 장락궁 사이에 위치한다. 무고는 동서 길이

710m, 남북 폭 322m로 사면이 담장으로 둘러진 형태이

다. 무고는 동과 서로 양분되어져 동원에는 4개의 창고

01

그림 9 월평동유적 목곽고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15년조에 의하면 국가가 운 하는 창고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운 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고구려 부경의 사례
를보면고이왕대에관청에부속된창고로만운 이되고대규모의창고시설은아직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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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원에는3개의창고가있으며내부에서철제검, 도,

모, 과, 촉, 갑주등이출토됐다(국립문화재연구소2005).

이외에도한무제때관동의양식을장안으로운반하기

위한 경사창을 漢의 華陰縣城에 건설하기도 하 다. 이

유적은 섬서성고고연구소에 의해 80년대 대규모의 발굴

이 이루어졌다. 경사창의 규모는 거대하여 대체로 장방

형의 동서 1,120m 남북 700m에 달한다. 창고에는 3문이

설치되어있으며단단한판축대기와높은창벽내부에는

지판이설치되어있으며지붕에는기와가설치됐다.

3. 왕실 창고시설의기능및사용연대

창고시설은 사용면의 위치 및 건물 축조방식에 따라

지상식 혹은 고상식, 지하식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지하식은 땅 속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특성상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저장물을 보관하기

에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백제 도성에서 확인된

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의 주요 사용처는 왕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창고 내용물이 젓갈류나 과일류

인점, 중국과교역의산물인시유도기가한곳에서다량

으로 출토된다는 점 등도 왕실 등 최상위계층에 보급하

기위한음식물저장시설로설명될수있다. 고구려의부

경( 京)과 같이 창고가 건물에 부속되어 나타나는 형태

가 아닌 여러 기가 모여 군집을 형성하거나 일렬로 나란

히배치된것은국가의계획적인도시설계에의해조성

된것으로밖에설명되질않는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지하식 창고시설은 창고 내

출토된유물을통해서기능에따라크게두가지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수혈 창고 안에 저장용 항아리

를 안치하여 음식물을 보관하는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항아리에 담을 필요가 없는 과일 등의 음식물들을 보관

하던 시설이다. 전자는 그릇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술

등의 액체류와 젓갈류 등을 보관하던 창고시설이다. 풍

납토성 경당지구 196호 유구에서 출토된 중국제 시유도

기옹 33점과 백제시대 대옹 22점, 장동옹 40점 등 저장

용기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후자

는 그릇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푸대나 상자와 같이 적재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후

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구 내부에서 소량의 토기 외

에 적재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북리유적 목곽고 최하층에서 각종 과일씨앗과 함께

밤나무 수피, 나뭇가지가쌓여있고, 중간층까지나무

부식흔적또는목재잔편, 참외씨앗이함께확인된것을

참고해봄직 하다. 이러한 흔적들은 벽이나 상부의 판자

가일부무너지면서섞 을수도있겠지만우선작은덩

어리의 과일 같은 음식물의 경우 궤짝과 같은 나무상자

로 보관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상정해

볼수있겠다.

백제 도성에는 장방형 수혈 외에도 원형 수혈들이 다

수분포하는데폐기기능을가진수혈도있는반면저장

02

그림 10 唐代 洛陽城 그림 11 漢代 長安城

밤나무는무르고틈이잘벌어지는단점이있지만주변에서쉽게구할수있을뿐더러가공성과저장성이강하여물과습기에잘견디는장점이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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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추정되는원형수혈들도확인된다. 이수혈은단

면이 플라스크형이나 복주머니형, 원통형 등이 보이며

장방형 수혈 주변에 분포한다. 창고는 기능적으로 곡식

등을저장하기위한倉과그외의물품, 즉무기, 보물등

기타 특수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庫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원형과장방형수혈들은이와같은기능적인분류

에따르면각각倉과庫로판단되며본고의주요대상인

장방형수혈은목곽고일가능성이크다.

이 외에 도성 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해 등의 재난과

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창고도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삼국사기』백제본기 고이왕 15년

조기록, 비류왕9년조기록 , 한장안성의무고의존재

등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

에서보다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

풍납토성에서 경당지구의 196호 유구의 시유도기가 3

세기후반~4세기전반경에제작되었고(한지수2010), 197

번지의장방형수혈에서출토된유개고배등출토품들이

4~5세기 , 그리고다-38호장방형수혈의대옹에서출토

된천안용원리고분군출토품과유사한중국제청자연판

문완이5세기중반경으로추정되는점에서그러하다. 

이를 따르면 왕실 창고의 등장은 4세기 전반 이후 시

점부터 점차 조성되기 시작하여 한성백제 멸망기까지

창고시설이운 된것으로볼수있다.

풍납동 197번지 일대의 유구양상은 크게 도로유구와

함께 육각형 주거지 등의 주거단위가 조성되던 시기와

이후의 수혈유구와 구상유구, 건물지 등이 조성되던 시

기로 구분된다. 평면 장방형의 지하식 창고시설은 이 후

기에 속하며, 전기의 주거지들을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

어 이러한 맥락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것으로여겨진다. 

공산성 내 목곽고의 경우에는 창고 폐기 후 주변에서

쓸려 들어 온 웅진백제시대의 전형적인 연화문수막새부

터7세기대사비백제시대에유행하던파상문수막새까지

폭넓게출토되어정확한축조시기를언급하기가어렵다.

다만 관북리유적의 창고시설과 유사한 구조이면서 정형

성을 갖춘 점에서 웅진백제시대에서 사비백제시대까지

계속적으로운 되었을가능성이높다. 

관북리유적의목곽고도마찬가지로목곽고내부및상

부에 주변에서 쓸려 들어온 기와층에서 파상문·소문수

막새와함께판단에원주상의연화문과하트형의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되어 대략 6세기 중반경~7세기 전반경까

지 중점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에 위치한

전각건물주변에서는미륵사지및현북리요지등에서출

토된연판내인동문이들어간연화문수막새가출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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倉과庫와같이창고의분화경향이확인되지만더세분된구분을불가능하다(김창석 2004, 124). 

9년 봄 2월에 사신을 파견하여 민간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로서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일인당 곡식 3
석씩을주었다. ; 九年春二月發使巡問百姓疾苦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賜 人三石 (삼국사기권24 백제본기2 비류왕 9년) 

‘다’지구에대한발굴보고서는아직미발간된관계로차후에출토유물을보고하고자한다. 

신라는 첨해이사금(A.D.247년~261년) 이후부터 왕실 직속 창고 정비와 중앙 창고의 공적 성격이 강화되며, 4세기 중엽 이후~마립간 시기 초엽에 이르는 사이에 품주가
설치되면서창고제도가성립됐을가능성을제기하기도한다(김창석 200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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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다-82호 수혈 내 고배 출토상태 그림 13 다-38호 수혈 대옹 내 출토 청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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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미루어 관북리 내 창고시설이 사비백제 말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목곽고와 석곽고 바닥에서

출토된암문토기나직구단경호, 원통형토기등의토기류

도이시기와크게다르지않다. 이를토대로보면목곽고

구조중가구식이백제전기간에걸쳐사용된것으로보

이며 사비백제에 들어서 목주식이나 석곽식이 나타나는

것으로판단된다. 

창고시설의운 과배치

1. 국 저장시스템에서왕실창고의변화와전개

백제시대에왕실이아닌취락지에서는미사리유적등과

같이전체취락단위가아닌소단위주거군단위로창고를

공유하는형태 을것으로보인다. 이중에서가장우월한

세대는별도의저장시설을갖추는경우도있었을것이다.

특히창고의소유주체가선사시대의취락전체차원에서

개별주거방향으로변화된다(권오 1996)는점에서세대

별소유와국가소유가분화됐음을짐작할수있다. 

한편삼국시대에국가가관리하고운 하던창고는건

국초기부터나타난다. 『삼국사기』기록 으로미루어일

반 읍락의 창고보다는 규모가 큰 대형 창고가 등장한 후

주변소국들의통합과왕권강화로이어지면서중앙창고

의 증가 및 기능 분화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 분화는 신라의 경우 창·창고·창름·부고·장빙

고·남고·물장고 ·창예창 등 저장품목에 따라 다양

하게불리며기원후3세기이후에나타나는것으로보인

다(김창석 2004, 122~123). 하지만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에는 이 시기에 과연 창고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졌는지

알수없다. 고구려의부경( 京)이언급된『삼국지』위서

동이전 을 참고해본다면 3세기대에 대규모 국 창고

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백제는『삼국사기』에 의하면“창고를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는 기록 으로 미루어 3세기 중반에도

국 창고가 운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신라의 경우에

『삼국유사』에 제8대 아달라왕의 창고인 어고에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 고 귀비고라는 별칭으로도 불려졌다(김

호상·최진욱2009)라는기록으로미루어보아도백제가

초기부터특정창고를왕실창고로사용했을가능성도있

지만 아직까지 3세기 이전에 해당되는 수혈유구나 창고

시설은확인되지않고있어대규모창고증가와기능분화

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왕실창고가 초기부터

존재했을지라도신라와같이특정물품에대한보관만이

루어지고대단위로조성되지않았을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 한성백제시대에 국 창고와 왕실창고의 분

화는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졌을까?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자료로만본다면앞서언급한왕실창고의등장시점인

4세기 전반 이후부터나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

전 시기에는 나라의 창고를 열어 구휼한 사실들이 있었

음에 따라 국가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교역과 재

분배용 창고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점차 일

반 읍락으로부터 조세수취를 통해 지배자집단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저장시설로 변모해간(권오 1996: 112)

시점이4세기전반이후일가능성이있다. 

기존 원형수혈에 대한 연구(조희진 2006, 이병훈 2009)

를토대로보면서울경기권은경기남부지역에, 충청도지

역에서는공주, 논산, 대전등의대규모취락에서 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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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7월에 누리가출현해백성들이굶주리니창고를열어구제했다. ;秋七月蝗民饑發倉稟救之(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남해차차웅 15년)
여름 5월에나라동쪽에홍수가나서백성들이굶주리자창고를열어구제하 다. ;夏五月國東大水民饑發倉賑給[삼국사기권14 고구려본기2 민중왕 2년)
겨울 10월에 왕이 동서 양부를 순회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가난하여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는 일인당 곡식 두 섬을 주었다. ;冬十月王巡撫東西兩部貧不能自存者
穀人二石 (삼국사기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11년)

이들 창고들이 발굴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물장고(物藏庫)는 국왕이 직접 창고직의 적임자를 선정하여 관등을
내리고 임명할 만큼 왕권의 경제기반과 직접 관련돼 있고, 남고(南庫)는『삼국사기』권 제12 경명왕 5년조(A.D. 921)에 진평왕이 착용했던 천사옥대를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삼국유사』권제2 만파식적조에따르면만파식적을보관하 다고하는천존고와내고가전해진다(김호상·최진욱 2009). 

3세기 후반경에 저술된『삼국지』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나라에 큰 창고가 없으며 집집마다 각기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름하여 부경( 京)이라 한
다”라고기록되어있다.

三國史記券第二十四百濟本紀第二古爾王 15年條“冬民饑發倉賑恤又復一年租調”에의하면국가가운 하는창고시설이있었음을알수있지만어떻게운 이되었는지자세
히알수없다. 하지만고구려부경의사례를보면고이왕대에관청에부속된창고로만운 이되고대규모의독립적인창고시설은아직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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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양상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확인된 수혈들은 취

락지와같이확인되는경우주거지와수혈군이구분되지

않거나 구분되는 단계, 그리고 극소수의 주거지와 혹은

단독으로대단위의수혈이조성된단계로변화되는경향

을알수있다. 특히주목되는점은백제도성근교지역에

서 취락과의 관련성이 적은 대단위의 저장기능을 가진

수혈들이 조성된 유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울경기지역에서는4~5세기대에조성된화성속반달이유

적, 용인 마북동유적 등이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5~7세기

대에 조성된 공주 화정리유적, 대전 월평동유적 등이 있

다. 이들지역은백제의옛고도인서울, 공주, 부여, 익산

에서 반경 약 27~37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 외

광주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는확인되지않는다. 

이전까지잉여물품에대한운 주체가취락→개별주

거단위와 국가 → 국 과 왕실(개별주거단위는 취락별

로 계속 이어짐)로 변화했다고 설명하 는데 국 과 왕

실로 분화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저장시설을 대단위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저장시설들이 운 되

는 시점에는 취락과 관련된 용인 구갈리유적, 공주 안

리유적, 논산 원북리유적, 익산 사덕유적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극소수로 나타

나는 저장수혈 대단위 유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저장시설은 취락 중심이라기보다 국가 및 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지역 정치체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국 창고가세분되는시점부터는만일의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창고가 근교지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설들도 4세기 이후부터 나타나 백

제 전시기에 걸쳐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잉여생산물의보관이라기보다아무래도당시긴장관계

에 있던 삼국의 빈번한 전쟁 등으로 인하여 비축 물자

의 증대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특히대전월평동유적의경우바로북편에월평산성이

위치하고유적내에는별도의성벽과목책시설이확인되

어 방어시설과 연계된 저장수혈이 확인된다. 산성 내 수

혈은이천설봉산성과공산성등에서도확인되지만대단

위가 아닌 소수의 군집만 이루고 있어 이것은 성벽 방어

를위한저장기능등으로판단되기때문에월평동유적과

는성격이다르다. 월평동유적의수혈은(장)방형의수혈

도 있지만 대부분 복주머니형의 원형수혈이 상당수이며

유적 서편 중앙에는 목곽고 1기가 확인된다. 목곽고의

구조는 바닥 각재에 구멍을 뚫어 목주를 세우는 가구식

으로 부여 관북리유적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다. 길

이는 5.2m로 관북리유적과 유사하지만 너비도 5.2m인

방형인관계로더큰규모를갖춘다. 백제도성에서확인

되는 장방형 지하식 창고시설이 왕실에 조달하기 위한

음식물을 저장하는 용도임을 감안한다면 월평동유적의

목곽고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월평동유적에 이러한 목곽고가 설치된 점은 이를 운

한소유의주체가왕실과직접적으로관련된정치체

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출토유물도 자라형토기,

병, 기대, 청동제 과판 등 부여의 중앙양식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다. 결국 국 과 왕실창고로

분화되는단계에월정동유적과같이도성주변지역에별

도의대단위국 창고가운 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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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형수혈 유적 위치

범 례

1. 서울 풍납토성
2.공주 공산성
3.부여 부소산성
4.익산 왕궁리
5.하남 미사리
6.용인 구갈리
7.용인 보정리
8.오산 가수동
9.화성 석우리먹실
10.용인 서천지구
11. 용인 신갈-수지
12.화성 반월동
13.화성 속반달이
14.용인 덕동
15.수원 호매실동
16.용인 마북동
17.공주 정지산
18.공주 안 리
19.공주 안 리새터

백제도성

취락내분포

단독조성

20.논산 원북리
21. 논산 마전리
22.논산 정지리
23.공주 화정리
24.대전 자운동
25.대전 월평동
26.군산 나운동
27.군산 휘동리
28.익산 신동리
29.익산 사덕
30.완주 상운리
31. 전주 송천동
32.군산 내흥동
33.군산 도암리
34.익산 금성리
35.익산 화산리
36.전주 여매
37.전주 봉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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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에의하면 4세기대인비류왕조부터백제멸망까지약 63차례에걸쳐크고작은대외전쟁이빈번하게일어났음을알수있다. 

부여 능산리공설운동장부지 36호 출토품과유사하여 6세기후반이후의것으로추정된다(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 1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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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성 내국 창고시설의운 과분포

현재까지 도성 내에 확인된 평면 장방형을 띠는 백제

지하식의창고는고급음식물등을저장하던창고시설로

추정된다. 풍납토성이나부여관북리에서확인된장방형

지하식창고가과일이나음식물등을보관하던창고공간

이라면 이 일대는 인근에 위치한 궁에 조달하고 보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관청 혹은 기구가 위치해 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 이는 신라에서도 창고를 관할하던 기구가 설

치된것으로보아도 백제에도이와유사한관리체계가

갖춰졌을것으로보인다.

근래에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유적에서 목간 6점이 출

토되었는데, 이 중 외경부(外 部) 묵서명이 적힌 목간이

확인되었다. 사비백제시대 행정조직 중 內官과 外官이

존재했는데 외경부는 왕실업무를 담당하던 내관 12부에

포함되며 행정조직으로서의 官府와 그에 부속된 창고(外

倉)로 구분하 다(朴泰祐 2009). 쌍북리 280-5번지 유적은

부소산성 남동편에 위치한다. 비록 동서도로의 측구시설

과 건물지 사이의 모래층에서 출토되었지만 출토맥락상

이지점에서벗어나크게휩쓸려왔을가능성은낮아보인

다. 만약왕궁과나성사이에외경부가설치되었다면對民

업무라든가지방의재정과관련된업무 를맡아봤을가

능성이 있다(노중국 2010: 317). 국 창고시설은 주요 도

로와가까운곳에위치하는데쌍북리유적에서도목간출

토지점바로옆에동서도로가위치해있어서기존에창고

시설이확인되는배치맥락과일치하는경향을보인다. 

풍납토성왕실창고군은풍납동197번지에서확인된남

북도로와직교되는동서도로의바로북편에인접해있다.

동서도로는풍납토성을남북으로구분하는경계가되었을

것인데 남북도로에서 약 22m 길이까지만 확인되고 더 이

상확인되지않는다. 다만이도로와연장선상에는동서로

지나가는구상유구가확인되는데도로의측구시설이아니

더라도규칙적인배치를보임에따라공간을구분하는경

계선 역할을 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풍납동 197번지와 바

로 인접한 삼화지구에서도 이와 시기적으로 그리고 위치

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미루어 풍납토성 동북벽 유실된

지점에성문과연결되었을가능성이있다(소재윤2010). 

주목되는부분은이도로들도왕궁으로들어가기쉬운

인접도로이면서 성 바깥에서 곡식 등의 물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성문이나 강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다. 이러한 경향은 물품 조달을 위해 교통로에 위치해야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고의 특성이며 고대 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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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북리유적 창고시설 현황표

분포 서울경기권 개수 충청권 개수 호남권 개수

하남 미사리 14 공주 정지산 40 군산 나운동 5

용인 구갈리 22 공주 안 리 49 군산 취동리 7

취락 내 조성
용인 보정리 9 공주 안 리 새터 5 익산 신동리 48

오산 가수동 11 논산 원북리 175 익산 사덕 24

화성 석우리 먹실 30 논산 마전리 23 완주 상운리 6

용인 서천지구 22 논산 정지리 109 전주 송천동 8

용인 신갈-수지도로 13 공주 화정리 86 군산 내흥동 60

화성 반월동 5 대전 자운동 11 군산 도암리 식천 9

단독조성
화성 속반달이 24 대전 월평동 350 익산 금성리 13

용인 덕동 14 @ @ 익산 화산리 14

수원 호매실동 13 @ @ 전주 여매 51

용인 마북동 60 @ @ 전주 봉곡 39

임금이 처음 즉위하 을 때 남산에 장창을 두었다. 길이가 50보 너비가 15보 고 미곡과 병기를 저장하 는데, 이것을 우창으로 삼았다. ;王初卽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貯米穀兵器是爲右倉 (삼국유사권제2, 3장 뒤쪽, 기이 문무왕법민)

목간은“外 部鐵代綿十兩”으로판독되며鐵의대가로지방에서가져와外 部창고에거둬들인‘綿10兩’의포대에붙여져있던꼬리표(荷札)로 추정하 다(朴泰祐 2009).

노중국은백제의재정관련부서가운데곡부는관료들의녹을비롯한일반재정업무를, 내경(량)부는 왕실과관련된재정업무를본것으로추론하 다. 15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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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백제

당시의 수취 및 조세제도에 대한 역사기록이 그리 많지

않은관계로명확하지않지만 고고학적인관점에서경

당지구에 확인되는 가야토기 및 다양한 지방산 토기와

중국제 시유도기 등을 토대로 볼 때 물자의 운송과 보관

이풍납토성에집중되었음을알수있다. 

한편백제도성내의창고는창고의사용목적에따라서

중심권역과 주변권역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

심권역은 인근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왕궁지에 조달

및보관하기위한왕실창고가주로위치하는지역이고, 주

변권역은상평창과같은대민지원등국가운 을위해필

요한국 창고가위치하는지역으로구분해볼수있겠다.

사실백제에서이들창고에대한위치는발굴조사를통해

중심지역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아직 분명하게 확인

되지않았다. 하지만고려의용문창은주로전란이나수해

등비상시를대비하여설치된창고로써나성밖에위치하

고 왕실이나 조정을 운 하는데 필요한 대 창과 우창은

내성 안쪽에 설치되어(정은정 2009: 51) 창고의 서편에 위

치한궁성과궁성외곽에위치한관청의지리적인근접함

을보여준다. 당대초기의상평창으로추정되는낙양성의

함가창은황성내북동편가장자리에위치하기도한다. 

이러한권역을설정하기위해서는왕궁지의위치확인

이선행되어야하지만백제왕궁지는아직까지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다만 정황을 들어 대략적인 추정만 할 뿐

이다. 한성백제 도성인 풍납토성은 경당지구 북편 일대

로 그 위치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웅진백제의

공산성과사비백제의부소산성은성안에위치하는지바

깥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필자

는 공산성 과 부소산성 모두 왕궁지가 성 안에 위치

했을 것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지의 전개상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왕실 창고로 분류

된 수혈들이 결코 추정 왕궁지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기때문에이에대한의견을이어가고자한다.@@

결국 위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한성백제의 풍납토성

에서는 풍납동 197번지 일대와 경당지구에서 확인된 창

고시설을 중심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동성벽 바로

안쪽인 풍납동 159-15호 에서 일부 확인된 대형 수혈

위치가주변권역일가능성이있다. 그리고부여사비도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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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개경 고려 도성의 창고 분포(정은정 2009 도면 수정게재) 그림 16 풍납토성 왕실창고 위치도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15년조에는 가뭄의 여파로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리자“창고를 열어 먹을 것을 내어주고, 또 1년간의 조(租)와 조(調)를 면제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책계왕, 진사왕, 개로왕 등의 기록에서 성벽 축조및 보수를 위해사람을 징발하 다는 내용 등을통해서도 한성백제시대에 용(庸)에 해당하는 징세법도 존재하
을것으로보인다. 

근래 공주대박물관에의한공산성성안마을발굴조사가진행되었는데다수의백제건물지와유물이확인되어향후그연구결과가기대된다. 

위진남북조시대의 낙양성, 백제의 익산 왕궁리유적, 일본의 평성궁 등지의 예를 보더라도 정전으로 사용된 건물이 내전(편전과 침전)보다 북쪽에 위치한 경우는 없음에 따
라부소산성안에내전이위치했을가능성이있으며그위치로는추정북문지안쪽의평탄대지일가능성을제시해보고자한다. 

2009년 긴급시굴조사를통해서확인되었으며향후보고서에수록되어보고될예정이다. 19

18

17

16

①아산병원기숙사부지(96년 조사완료)
② 신우, 1지구재건축부지(97년 조사완료)
③ 남양연립재건축부지(97년 조사완료)
④ 삼화연립재건축부지(97년 조사완료)
⑤ 동성벽절개조사(99년 조사완료)
⑥ 경당연립재건축부지(99-00년 조사완료)
⑦ 외환은행합숙소부지(00년 조사완료)
⑧ 197번지일대(00,03년 시굴, 04~11년 조사완료)
⑨ 삼표산업사옥신축부지(03년 조사완료)
⑩ 풍납동(336-1) 재건축부지(04년 조사완료)
⑪ 풍납동(410) 재건축부지(04년 조사완료)
⑫ 아산병원신관동증축부지(05년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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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아리 혹은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추정 왕

궁지 주변에 위치한 관북리 창고시설이 중심권역으로,

외경부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쌍북리 280-5번지 유

적, 즉부소산성과나성사이일대에위치했을것으로추

정되는 창고시설이 주변권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공산성의 경우에는 한 사례만 확인되기 때문에 아직 이

러한 권역을 구분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왕실

에 음식물 등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창고는 왕궁 주변에

설치하고국가적인비상시나대민지원등나라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만든 창고는 주로 도성의 외곽이자 교통

로상에위치했을것으로보인다.

결론

여기까지백제왕실창고시설의특징과배치분포등을

통해 국 창고에서 왕실 창고로의 기능분화 및 지리적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백제 도성지역에서 확인된 평면

장방형의지하식창고시설은큰범주에서는국가가운

하는창고시설이지만저장물을통해본결과왕실에우선

적으로조달하기위한저장창고시설로판단된다. 왕실창

고와국 창고는추정왕궁지의위치에따라중심권역과

주변권역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대체로왕실창고는중

심권역에, 비상 시및 대민지원 등을 위한 국 창고는 주

변권역에위치하는것으로추정된다. 특히이들창고시설

은 물자의 운송이 편리한 도로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

하고 있어 물류비용 등 경제적 효과와 수요처에 따른 공

간상의배치도염두에두었던것으로추측된다.

한편 국 창고의 저장시스템은 지역 정치체들의 통합

과국가권력집중화가이루어지면서수취되는조세가증

가하게 되어 국 창고에서 왕실 창고 등으로 체제 변화

및 분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백제

도성의근교지역에서취락내에분포하는수혈군과달리

단독으로조성된수혈군이나타나는데이는당시삼국간

잦은전쟁등으로긴장관계를형성하 기때문에이를대

비하기위한저장창고 을가능성도있다.@ 

이렇듯 왕실을 포함한 국가가 운 하는 창고는 당시의

수취및조세제도와도 접한관련을짓고있어국가통치

의 필수적인 국가재정 운 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중

요한요소이다. 하지만역사기록뿐만아니라고고학자료

도 이러한 맥락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많을뿐더러변화의폭도미미하여어려운주제이다.

향후본논문에서제기한저장시스템의변화가중앙과지

방의물류네트워크에있어어떤변화들이나타나는지살

펴보는데있어서도중요한실마리가되길기대해본다.

그림 17 부여지역 유적 위치도 그림 18 관북리유적 내 왕실 창고시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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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and Operation on Correlation for Royal
(State operation) Storage of Baek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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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rage facility of the pre-historic Korea is classified into the subterranean, ground and overground types. The
rectangular-shaped subterranean Storage facilitie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Pungnaptoseong, the Gong mountain
fortress site and the Gwanbukri site. Feature no. 196 at Gyeongdang District in Pungnaptoseong yielded a large
quantity of glazed potteries, and a wooden storage at the Gwanbukri site contained a large amount of fruit seeds. These
storage facilities might be functioned as the warehouse for the highest group rather than the storage for the emergency
such as war and flooding and stipend of government officials. This article subdivided into “state storage”on the
concept of the former that “royal storage”on the concept of the latter.

If it look on the state storage at large, this include the royal storage too. But it subdivided to help article understand
because Baekjae changed from state storage to royal storage by change and specialization of system after 4th. The
reason why the diversification of storage pi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local polities and the
concentration of political power in the state-level. Therefore, it might reflect the political circumstances the ruling elites
attempted to heighten their authority in terms of the organizing tax collecting system. And divided the time of storage is
confirmed separative storage pits in the suburbs of capital city. There is hight probability of top local polities or nation
that have possessional a role. This is to cover on frequent war in the Three States.

On the other hand, state storage is located around ancent road that linked castle gate that is divided into center and
periphery depending on function and position of storage. Center is located royal storage focusing in the presumed
royal palace that periphery is located state storage to provide service to the public. It is presumed that located with the
government office.

Key Words_Baekjae, Royal Family, State Operation, Storage, Pungnaptoseong, Royal Palace, Gwanbukri

So, Jae 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012. 08. 22 ·Revised : 2012. 11. 01 · Accepted : 2012. 12.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