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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존에 알려진 구들의 기원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들의 기원지는 2006년 송기호에 의해 여러 지

역에서 발생하였다는 다원설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이 나오고 10년 

이상 지나면서 다원설은 오히려 구들의 계통과 발달 과정을 밝히는데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있다.

다원설에서 구들의 기원지로 제시된 곳은 중국 동북-한반도 서북한지역(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 한중러 삼국의 

국경이 접하는 지역 일대-연해주 남부지역(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자바이칼-몽골 북부지역(흉노문화) 등 세곳이다. 

이들 지역은 서로 거리가 멀고 문화적으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동안 독자적인 발생

지로 이해되어왔다. 물론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흉노문화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렵

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다원설에서 주장하듯, 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다고 보기에 이들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형태는 물론이고 결합되는 물질자료까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다. 게다

가 출현 시기와 지역 역시 기원전 3~2세기의 동아시아지역에만 한정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구들의 구조와 기술적 특징은 열효율을 높여주는 폐쇄 구조의 아궁이, 축열을 해주는 고래,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

켜주는 배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이해 없이 아무나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는 복합적인 기술 구조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들은 아궁이, 고래, 배연구조 중 하나라도 갖춘 시설을 

사용하던 곳에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구들의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선행하는 폐쇄 구조의 아궁이나 배연시설을 갖춘 노(爐)가 존재하거

나 발달과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원설에서 기원지로 알려진 세 곳 모두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지 않

았다. 이들 지역에서 구들은 기존에 없던 토기 기종, 철제 농공구류 등 새로운 물질문화 요소와 함께 급격히 등장할 뿐

이다. 결국 이들 지역은 구들을 발명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지역 모두 구들의 기원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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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구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의 전통문화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원이나 변천 과정 등의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구들의 발생

지는 한반도이며 그 문화가 가장 발달된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구들을 사용하는 곳이 한반도뿐 아니라 중

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으며, 각 지역마다 역사와 

전통 또한 무척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

다(신영훈 1996; 송기호 2006).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들 연구는 출현과 한

반도에서의 확산·정착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

다. 하지만 구들의 기원과 발생 문제를 비롯하여 확산 배

경 및 전개 과정 등이 올바로 제시되어야 비로소 한반도

에서의 시공간적 변화와 맞물려 그 성격도 제대로 드러

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의 초기 구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고고학 분야의 구들 연구는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

었다(정찬영 1966). 그 배경에는 영변 세죽리, 시중 노남

리, 북창 대평리, 중강 토성리 유적 등 초기 구들 유적의 

발굴 성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냉전 시기 중국·소련 등 동

맹국과의 관계 역시 고구려의 동대자 유적이나 발해의 궁

성 유적, 연해주지역 초기 구들 유적 등의 조사 성과를 쉽

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

으로 정찬영은 구들의 기원이 기원전 5~4세기경 압록강 

중상류지방에서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1966). 이때만 하더라도 구들의 기원지를 마치 생물학적 

발생지를 찾듯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던 한반도 북부지

역을 지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정찬영의 연구는 이후 구들의 기원과 관

련하여 고구려 기원설에 힘을 보태주는 근거가 되었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구들 유적의 발굴

이 거의 없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영희는 처음으

로 선사시대 노(爐) 가운데 구들을 ‘터널형’으로 나눈 다

음 ‘외곬’에서 ‘다곬’로 발전한다고 보았다(1983). 주남철

은 청동기시대의 노에서 철기시대에 ‘ㄱ’자형 구들이 등장

하여, 고구려의 ‘장갱(長坑)’으로 발전한 뒤 고려시대 중기 

이후부터 바닥 전면에 고래가 설치되는 전면 구들이 되었

다는 자체 발전을 주장하였다(1987). 이어 장경호도 구들

이 주거 내 난방시설의 변화를 통해 노에서 부뚜막을 거

쳐 구들로 발달하였다는 한반도 자체 발생의 논리를 도식

화하여 제시했다(1992: 55)(그림 2). 반면, 임윤미는 구들

이 연해주지역 철기문화와 함께 한반도에 전래되었다는 

외부지역 기원설을 처음 제기하였다(1990).

1990년대 들어 미사리 유적에서 잔존 상태가 양호한 

부뚜막과 구들이 조사되면서 그 구조와 계통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졌다(이홍종 1993 ; 이형주 2000). 2000년대 들

어 한반도 구들의 통사적인 흐름을 모색하는 연구도 다수 

나왔다. 구들의 출현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체적인 전

개 과정을 문헌 자료와 발굴 사례로 정리(김남응 2004; 김

동훈 2005)하거나, 발해 구들을 중심으로 구들의 기원부

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송기

호 2006). 송기호는 이를 통해 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

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다원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바이칼-몽골 북부(흉노)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옥저)에서 구들이 각각 발생하였다는 것이다(송기호 

2006: 50, 53). 나아가 단결-크로우노프카의 구들이 고구

려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한반도로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다원설’은 구들의 기원에 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이 

되었다. 물론 일부 수정안이 나왔지만, 이 또한 다원설을 

기반으로 한반도 북부지역(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까지 

기원지의 하나로 추가하는 정도이다(유은식 2015: 172).

이 연구는 다원설을 통해 그동안 구들의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들이 실제 구들의 발생지인지 검증해보기 위

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에 기원지로 알려

진 지역이 검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다면 다원설의 주장

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원지로 인정될 수 없

다면 향후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구들의 실제 기원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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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들의 기원과 다원설의 문제

다원설은 구들의 발생 과정이나 계통, 확산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거나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해석이나 새로운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가설대로 구들의 기원지가 여러 곳이라면 개별 기원지

에서 발생한 다음 외부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

상이나 그 안에서의 상호관계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이들지역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물질문화와 

구들의 구조 및 형태를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

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설에서 주장하는 구들의 기원지는 하나

같이 북위 40도 이상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기원전 3~2세

기에 출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후(前後) 

시기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째서 구들이 출현하지도 쓰이

지도 않는 것일까? 선사시대부터 추위 극복을 위해 초원

의 유목민이나 극동의 어민도 만드는 구들을 왜 다른 지

역에서는 20세기가 되도록 만들지 못했던 것일까? 

둘째, 기원지로 제시된 곳의 구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구조, 형태, 축조 재

료까지 유사하다. 고래와 직교하여 아궁이가 돌출되고, 

고래는 주거 벽체를 따라 설치되는 ‘ㄱ’자형이며, 돌을 이

용하여 쌓고 흙으로 외면을 마감한다. 지역과 문화의 차

이가 크고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름에도 고래와 아궁이

의 축조 방식이나 솥걸이의 모양과 거는 위치까지 모두 같

다.1 고래가 벽체 대신 실내 중간으로 놓이거나 지하화할 

수도 있고, 고구려의 ‘-’자형 구들처럼 아궁이가 돌출되지 

않거나 솥걸이 없이 함실 구조로 난방만 할 수도 있을 텐

데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다. 더욱이 구들의 형태가 부뚜

막에 고래를 길게 뺀 구조를 가지는 점까지 모두 똑같다.

구들과 공반하는 토기의 기종 구성과 사용 방식 역시 

동일해서 아궁이에 솥으로 쓰이는 토기를 걸고 그 위에 시

루를 올리는 조합이다. 하지만 기원지로 알려진 곳은 모

두 구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전혀 시루를 쓰지 않던 곳이

다. 즉 몽골 초원의 유목지역, 극동 연해주 동해안, 한반도

의 서북한지역에서 시루와 고배 등 새로운 기종의 토기가 

구들과 함께 갑자기 공반하여 나타나는 점은 이해하기 어

렵다. 이처럼 구들과 함께 쓰이는 토기의 기종까지 동일

한 점을 단지 우연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다원설의 주장대로라면 구들은 추위를 극복하

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구들은 폐쇄식 노 구조의 ‘아궁이’, 

축열하는 튜브(Tube) 모양의 ‘고래’, 연기를 외부로 빼내는 

‘굴뚝’에 대한 각각의 구조적 이해가 없으면 만들기 어려운 

기술 복합체이다. 따라서 구들은 지금도 전문 기술자가 

설치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단순히 ‘노’만 사용하던 단계

에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의 이해나 기술력 없이 갑자기 구

들을 발명했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를 구들의 기원지로 

보는 주요한 근거가 유적의 편년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유적의 편년은 출토 유물과 다양한 고고학적 맥락에 근

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문화의 편년은 받아들이기 어

려울 정도로 낙폭이 큰 예전의 방사선탄소연대 측정값

에 근거하고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를 구들의 기

원지로 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바로 기원전 9세기까지 

올라가는 예전의 절대연대값이다(홍형우 2009 : 67). 그

러나 선행하는 얀꼽스키문화의 하한과 비교해보면 오히

려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올려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

원 후 1~2세기의 사례도 상당수 나타난다(김재윤 2016: 

133 ; 오강원 2016: 66 ; 2017: 6 ; 유은식 2015: 25 ; 나선

민 2016). 따라서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편년이 실연

대로 하향 조정된다면 구들 기원지라고 지탱해 오던 토대 

역시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영남지역의 한반도 남부지역 초기 구들만 보더라도 늑도 유적에서는 돌을 이용하여 쌓는 반면, 달성 평촌리나 성주 상언리 등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점토만 이용하

여 축조하거나 고래는 사라지고 부뚜막만 남는 변화가 불과 1세기 이내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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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구들의 출현 과정이나 발전 단계에 대한 검

토 없이, 몽골 북부-자바이칼지역처럼 독립적으로 나타

나는 곳이라면 독자적인 기원지로 쉽사리 판단해버리는 

문제이다. 구들은 이처럼 우연한 발명으로 이해하기에 

그 구조가 간단치 않으므로, 오랜 발전 및 개량 과정을 거

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외부로 확산 및 전래되는 과정 또한 불명확하

다. 자바이칼-몽골 북부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또는 단

결-크로우노프카문화에서 중국 동북 및 한반도 지역으로 

구들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는 상호 관계는 어디에서도 나

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기원후 2세기 한반도 중부지

방에서만 그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북부나 남

부지방에서는 상호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

발적으로 발생한 뒤 점차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는 다원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구들의 발생은 기존

의 가설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을 뿐더러 발달 및 확산 과

정에서 보이는 지역 간 상호관계와 출토 맥락에 대한 복

합적인 인과관계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원설에서 주장하는 구들의 기원지를 살펴보면 대

체로 <그림 1>과 같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연구

자들은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에서 기원전 5~3세기 무

렵 구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임운 1988 ; 브로댠스키 

D. L(정석배 역) 1996).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연구자

들이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기원설을 지지해왔다(강인

욱 2009; 김동훈 2005; 김재윤 2016; 송기호 2006; 유은식 

2015; 홍형우 2009).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축적된 절대

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구들 주거지의 출현 시기를 기원전 

5세기 이전까지 올려보았던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몽골 북부-자바이칼지역에는 단결-크로우노프카문

화보다 약간 늦은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 구들 주거

지가 등장한다. 그런데 두 문화권은 서로 2000km 이상 떨

어진 데다 상호교류 및 인과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물질

자료 또한 거의 없다. 따라서 독자적인 발생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송기호 2006: 49~50; 유

은식 2015: 172).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듯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한랭한 지역이라도 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구들이 일정 시기(기원전 3~2세기)와 지

역(동북아시아)에서만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 때

문일까? 세 곳 모두 고위도지역이라는 점 말고는 어떠한 

공통점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에 기술이나 문화적으

로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라 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들 지

역에서 구들이 따로 발명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려면, 

그저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발명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구들은 아궁이, 고래, 굴뚝의 3부분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어 폐쇄공간인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발생

한 연기가 고래를 데우며 굴뚝으로 배출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한다. 부뚜막 역시 아궁이, 고래, 굴뚝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부뚜막은 구들처럼 난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고래가 짧거나 거의 없다. 그래서 부뚜막

에는 아궁이와 굴뚝만 남고 고래가 빠져도 기능에 큰 문

제가 없다. 반면, 구들은 반드시 모든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기능한다는 점에서 부뚜막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

조체이다(오승환 2008 : 145).

구들의 아궁이는 3면이 폐쇄된 구조로 열기를 한데 

모으는 역할과 고래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고래는 아

그림 1 다원설에서 구들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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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이에서 발생한 불길과 연기의 열을 흡수하는 축열과, 

이를 방출하는 복사열의 대류를 통해 난방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폐쇄로(爐)와 고래의 축열 방식에 대한 이해나 기

술이 없다면 상상력만으로 노에서 고래 구조를 발명했다

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굴뚝은 연기를 배출하는 효율이 

입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연 조건에 대한 이해와 설치 

기술이 중요하다. 아궁이는 폐쇄로 구조이므로 반드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 기술과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고래 끝에 굴뚝만 세운다고 연기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桝田治 2004: 211). 구들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

기가 길다란 고래에서 꺾이며 지나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

술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외부의 온도, 습도, 바람의 세

기와 방향, 우천과 강설 등 다양한 기후 상황 역시 의외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桝田治 2004: 210~211). 따라서 

아궁이와 굴뚝은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크며, 굴뚝의 구조

와 사용 방식에 따라서도 무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처럼 구들은 평면의 바닥에 불을 피우기만 하면 되

는 간단한 방식의 노와 달리 입체적이고 복잡한 여러 구조

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구들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와 기술적 수준

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부뚜막 단계에

서는 아궁이만으로도 구조가 기능하지만, 구들은 여기에 

열역학과 순환 배출의 기술까지 더해져야 구조가 완성된

다. 그러므로 폐쇄로인 아궁이나 고래와 굴뚝의 배연 구조

를 완전히 갖추어야 비로소 구들을 발명할 수 있는 기본 조

건도 충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들은 반드시 아

궁이와 배연 구조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명되

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구들의 발명에는 

노에서 하루아침에 변화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인 발전 과

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들의 기원지라

면 이러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과정이나 아궁이, 고래, 

배연 구조 가운데 하나라도 갖춘 노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다원설이 등장하기 이전의 2000년대 초만 하더라

도 구들의 발생은 노에서 부뚜막으로 점진적인 과정을 거

치며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장경

호 1992: 55)(그림 2).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노에

서 부뚜막 단계를 거친 다음 구들로 발전되어가는 과정

이다. 물론 <그림 2>에 제시된 과정처럼 아궁이 구조만 

쓰이는 단계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발전 방향이 꼭 이

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들의 발생

지라면 이처럼 바닥에서 불을 피우던 노 단계에서 아궁이 

구조로 전환·발전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전 과정을 지시해줄 만한 중간 단

계의 구조 변화 없이 구들과 새로운 물질문화가 등장한다

그림 2 구들의 발생과 발달 과정 모식도(장경호 199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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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것은 외부 기원지로부터 전래되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원설의 구들 기원지에 해당하

는 세죽리-연화보 유형의 세죽리 유적, 단결-크로우노프

카문화와 그 선행하는 여러 유적 자바이칼-몽골 북부의 

흉노문화를 대상으로 구들의 발달 과정이 존재하는지 살

펴보도록 하겠다. 

Ⅲ. 기원지에 대한 검증

1. 세죽리(細竹里)-연화보유형문화(蓮花保類型文化)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는 기원전 3∼2세기경 중국 

요하(遼河) 동쪽에서 청천강 이북에 걸쳐 분포한 문화 유

형으로 평안북도 영변 세죽리 유적과 중국 요령성 무순 

연화보 유적을 표지로 한다. 토기는 전 단계에서 사용하

던 적갈색 무문토기와 달리 회전판에 성형하고 폐쇄 가마

에서 환원 소성이 이루어진 전국계(戰國系) 회도(灰陶)이

다. 태토에는 활석 등을 섞고 그릇 표면에는 승문타날 된 

것이 특징이며 주요 기종으로 고배, 심발, 호, 시루 등이 

있다. 철기는 전국시대 연계(燕系) 곽(钁), 부(斧), 서(鋤), 

호(鎬), 겸(鎌), 겹도(掐刀), 착(鑿), 찬(鑽), 도(刀) 등의 농

공구류로 구성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853).

연화보 유적은 중국 요령성 무순시 상마향 감목촌

(坎木村)에 자리하며 1956년 요령성 박물관에서 조사했

다. 발견된 유구는 원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석벽담 기초

(石築墻基) 일부와 노지 또는 부뚜막(灶) 2기, 회구(灰溝) 

1기, 회갱(灰坑) 1기이다. 석벽담 기초에서 20여점의 철

기가 출토되었는데 완형의 철기 6점(겹도(掐刀) 3점, 겸

(鎌) 2점, 서(鋤) 1점)은 일괄 매납된 상태이다. 철기는 모

두 8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생산 공구이며, 일상

용 소형 공구도 일부 포함된다(王增新 1964; 국립문화재

연구소 2011: 112). 주로 연(燕) 후기의 주조 철기, 토기와 

반량전(半兩錢)이 출토되므로 기원전 3~2세기 전반의 유

적으로 판단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59). 북한과 

남한 연구자들은 이 중 석벽담 기초를 영변 세죽리 유적

의 구들과 유사한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21~22; 최병현 1998: 109~111). 그러나 연화보유적

은 도면과 사진이 없어  구들인지의 여부는 아직 불명확

하다. 게다가 주변유적에서도 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세

죽리유적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죽리 유적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구들이 출현하

는 곳으로 청천강 중류에 위치한다. 1961년 홍수에 무너

그림 3 2문화층 주거지와 노. A: Ⅲ유형 5호 주거지, B: Ⅳ유형 20호 주거지

A B

그림 4 세죽리 유적 3문화층 1호 주거지와 출토 유물 ①~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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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죽리 유적의 문화층과 유형별 주거지의 노(爐)와 출토 유물

시기 / 유형 
주거지

노(爐) 유형 출토 유물
명칭 평면형

1문화층

신석기시대
Ⅰ유형 7호 장방형 위석노 즐문토기편, 갈판, 발화석

2문화층

청동기시대

Ⅱ유형

10호 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와 경부편, 갈돌

27호 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갈색 마연토기, 이중 구연토기, 갈판, 석부, 방추차 

28호 방형 ? 유실 갈색 무문토기

Ⅲ유형

6호 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어망추, 석창

11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지석, 어망추, 자귀

12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반월형석도, 석촉

13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창, 지석, 석검

14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석촉, 지석, 유단석부, 어망추, 갈판

16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미송리형 토기, 반월형석도, 석촉, 지석, 자귀

17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반월형석도

18호 원형 ? 흑갈색 마연토기편, 반월형석도

24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25호 장방형 위석노 석부

26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미송리형 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석창, 지석, 석검

Ⅳ유형

3호 장방형 위석노 심발형 토기,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촉, 지석, 석겸

4호 장방형 위석노 豆(고배),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석촉, 지석

5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9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유단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지석, 석검, 석착, 석겸 등

15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부

20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석촉, 지석, 어망추, 방추차, 장식품

21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 구연토기

22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완형 이중 구연토기, 석검, 석착, 어망추, 방추차, 활비비

23호 장방형 위석노 무문토기 저부, 이중구연 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지석, 석착, 어망추, 장식품, 자귀

3문화층

초기철기시대
Ⅴ유형

1호 방형 구들 승문타날토기, 철부, 철착, 도자

8호 원형 없음 승문타날토기

19호
?

일부 잔존
? 승문타날토기편, 철부, 철편, 청동검파두식

진 강변 지층에서 확인되어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에서 

1962∼1963년에 2차례 발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개 

지구의 3개 문화층에서 모두 27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

다. 시기별로는 신석기시대의 1문화층, 청동기시대(미송

리·묵방리 유형)의 2문화층, 초기 철기시대(고대문화층)

의 3문화층으로 구분된다.2 가장 후행하는 3문화층의 1호 

주거지에서 석재를 이용하여 쌓고 그 외면에 점토로 마감

한 구들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초기 철기시대에 이

르는 취락에서는 시기별 주거 유형, 내부시설, 유물상의 

변화 등이 잘 나타난다. 특히 구들에 선행하는 단계부터 

취락이 지속되므로 주거 내 노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각 문화층마다 유형별 주거 형태와 노, 출토 유

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에서 보듯 세죽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

2 모두 27동의 주거지 가운데 Ⅰ유형인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1동, 청동기시대인 Ⅱ~Ⅳ유형은 Ⅱ유형 3동, Ⅲ유형 11동(18호는 동시기지만 주거 형태가 원형이라 

이 유형에서 제외하여 10동으로 보고됨), Ⅳ유형 10동이다. 다만 Ⅴ유형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 다음 유형’으로만 칭하고 있어, 이를 Ⅴ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Ⅴ유형은 3동이 확인되었다(김정문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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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묵방리·미송리형 토기가 출토되는 2문화층의 Ⅱ~Ⅳ유

형까지 지속적으로 장방형 주거지에 위석노만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구들은 3문화층의 Ⅴ유형에서 갑자

기 등장한다. 그런데 1호 주거지의 구들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완

전한 ‘ㄱ’자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노에서 구들로 개량

이나 발전되어가는 과정 없이 이미 완성된 구조가 나타나

는 것이다. 주거지는 2문화층까지도 규모가 큰 장방형에 

위석노가 1개 이상 설치되지만, 구들 주거지에서 갑자기 

방형으로 작아지며 노가 사라진다(그림 3).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고자도 Ⅴ유형인 “1, 8, 19호 집자리는 그 구조나 

퇴적층 내의 유물이 상술한 집자리들과 완전히 다르다”라

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전 시기와 연결됨 없이 급작스런 

주거형과 내부시설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김영

우 1964: 54). 이러한 양상은 유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3문화층에서 갑자기 주조 철부를 비롯하여 철겸, 철

검, 철과, 철궐, 철착, 삭도, 환두도 등 철제 농공구류가 출

토되었다. 주조 철부와 철궐 등의 농공구류는 모두 전국

시대(戰國時代) 연(燕)의 철기 계통이며 철궐은 연하도와 

동환타, 삭도의 환수 제작 기법과 형태는 연하도 출토품

과 유사하다(그림 4). 이 밖에 청동 삼익촉, 검병두와 함

께 명도전이 50개씩 묶여져 2,000여점이 출토되어 연화보 

유적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토기도 전

국계의 승문타날 단경호, 시루, 두, 옹, 대야 등 이전에 전

혀 없던 새로운 토기 제도술과 기종 구성을 보이고 있다

(김정문 1964; 김영우 196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

회 1990: 92~94)(그림 4). 모두 녹로 성형, 환원염 소성, 타

날문 시문이라는 기존 무문토기에서 볼 수 없던 제도 기

술이 반영되었다. 특히 구들과 시루가 함께 등장하는 것

은 새로운 취사 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며, 고배 역시 주부

식의 분화에 따른 음식기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유적의 

편년은 철기 유물을 근거로 연화보 유적과 비슷한 기원전 

3세기 무렵으로 잠정할 수 있다. 

이처럼 세죽리 유적 3문화층에서는 전국계 주조 철

기, 타날문토기, 화폐 등 새로운 물질 자료만 나타날 뿐 

구들로 발달되어가는 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김정문 

1964; 김영우 196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92~94). 서북한지역의 동시기 및 선행 단계 유적에서도 

구들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세죽리 유적의 2문화층에서 간층 없이 3문화층이 들

어오므로 전국계 물질문화인 주조 철기와 회도로 이루어

진 고대문화층이 청동기문화층 위에 곧바로 형성되었음

은 분명하다(정인성 2012: 5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다

면 세죽리 유적은 구들의 기원지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서북한지역에서 후행하는 북창 대평리, 시중 노남리, 중

강 토성리 유적의 구들은 모두 세죽리 유적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기원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단결(團結)-크로우노프카문화(Kroutovka culture)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흥개호

(興凱湖)와 그 일대의 평원, 우수리강 상류, 수분하(綏分

河) 일대, 연해주 남부지역, 두만강유역을 포함하는 초기 

철기시대의 문화 유형이다(그림 5). 해당 유적은 수분하

의 대성자와 단결 유적을 비롯하여 그 지류인 크로우노프

카강 일대에 약 110개소가 분포한다(김재윤 2016: 113). 

단결문화란 명칭은 중국에서 1977년 동녕(東寧) 단결(團

結) 유적을 발굴하고, 이를 지표로 수분하에서 한반도 동

북부의 두만강 일대를 대표하는 초기 철기시대 문화로 

1979년 명명하였다(임운(복기대 역) 2013: 114~115). 단

결 유적의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는 10동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6동에서 구들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는데 구들은 하층(3, 4층)의 장방형 주거지

에 설치되었으며, 고배, 시루, 봉상파수부 토기 등의 특징

적인 유물이 출토되었다(그림 7).

크로우노프카문화는 1957년 러시아에서 크로우노

프카1 유적을 발굴한 뒤 붙여진 초기 철기시대의 명칭이

다. 크로우노프카문화는 러시아 연해주의 남부 해안지역 

(우리나라의 동해안 북부 일대)을 포함하여 130여 곳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취락 유적이다. 주요 유적으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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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A 상층, 소콜치 중층, 불로치카 중층, 페트로바 유적 

등이 있으며, 다수의 주거지에 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유

물은 주로 외면마연 무문토기 위주의 봉상파수부 발형 토

기, 고배, 시루, 외반구연호 등이 출토된다(그림 7).

임운(林澐)은 단결문화와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성격

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양자를 하나의 문화인 ‘단결-크

로우노프카문화’로 명명하였다(김재윤 2016: 113; 임운

(복기대 역) 2013: 114~115). 크로우노프카문화의 취락에

는 평면 (장)방형과 呂·凸字形 주거지가 나타나며, 내부에

는 노나 구들이 설치된다. 구들은 주로 돌을 이용하여 축

조하였으며, 외면은 점토로 마감하였다. 전술한 토기 기

종과 함께 장방형 주조 철부를 비롯한 철제 농공구류가 

출토된다. 철기의 출토량은 많지 않으나 제철 흔적이 확

인되므로 본격적인 철기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이 밖에 유견석부, 석부, 어망

추, 반월형 석도 등이 출토되므로 석기도 일부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개시 연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기존의 방사선탄소

연대와 최근의 절대연대 및 유물을 통한 상대연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김재윤 2008: 88; 2009: 112).

<표 2>에서 보듯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절대연

대값은 기원전 9~8세기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절대연대(A. 수보티나 2005; D. L. 브로댠스

키(정석배 역) 1996)와 환경변화(보스트레초프 2008), 오

수전(林澐 1985; 黑龍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78) 등을 근

거로 점차 시기를 내려보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밖에 

러시아의 A. P. 오클라드니코프와 D. L. 브로댠스키는 웨

스토프카 석상묘 등의 비교를 근거로 크로우노프카문화

의 상한은 기원전 5세기를 넘을 수 없으며, 대략 기원전 3

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홍형우 

2009: 65). 지역별 시차도 지적되는데 A. 수보티나는 절

대연대를 근거로 수분하 유역은 기원전 6~4세기, 수분하 

유역 일부와 동해안 일대의 유적들은 기원전 3~기원후 1

세기로 추정하였다(A. 수보티나 2005). 이는 연해주 남부

의 동해안 일대가 수분하 유역보다 늦게까지 존속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단결문화의 기원을 유정

동유형 후기의 재지계 청동기문화에 오수전, 고배, 시루 

등이 중원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 밖

그림 5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주요 유적(임운 1985: 132)

1. 왕청 신안려

2. 훈춘 일송정

3. 훈춘진내

4. 연길 대소

5. 동녕 단결

6. 동녕 대성자

7. 목릉 소서방산

8. 계동 보안

9. 세미빠뜨노바

10. 크로우노프카

11. 올레니

12. 소콜치

13. 페트로바섬

14. 불로치카

15. 나진 초도

16. 회령 오동

17. 무산 호곡동

0 90 450km

표 2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상한연대 비교(김재윤 2009 : 88 참조)

상한연대 절대연대 관련자료

기원전 9~8세기 절대연대 쿠즈민·볼딘·니키틴 2005

기원전 8~7세기 유적 발굴 후 황기덕 1963

기원전 5세기

절대연대 A. 수보티나 2005

오수전
黑龍江省文物考古工作隊 1978

林澐 1985

절대연대 中國社會科學院 考古學硏究所 1991

절대연대 브로댠스키 1984

환경변화 보스트레초프 2005

유적 발굴 후 오클라드니코프 1959

기원전 4세기 주시홉스카야 2004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영향

(철기, 오수전, 시루)
村上恭通 1987

철제 유물 臼杵勳 2004

기원전 2~1세기 전국 말 철제 유물 이남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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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페스차느이1 유적. ① 취락 배치, ②～⑧ 얀꼽스키문화 토기(홍형우 2009: 268, 286)

에 단결유적 출토 오수전의 연대에서 전국 말~전한시대 

말(기원전 4세기에서 2세기)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재윤 

2009: 84~85 ; 흑룡강성문물고고공작대 1978).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그동안 기원전 3세기 이전까

지 소급하는 편년안을 받아들였지만, 점차 이러한 연대관

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한연대를 늦추어보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김재윤 2016: 133; 오강원 2016b: 66; 2017: 

6; 유은식 2015: 25; 나선민 2016). 이는 단결-크로우노프

카문화 이전의 유정동유형 후기의 고배와는 다른 장각고

배가 출토되므로 기원전 3세기 이전까지 보기 어렵고(유

은식 2015: 25), 오수전과 鐵钁·鐵斧(서한~동한)를 근거

로 기원전 3세기까지 유정동유형 말기, 단결-크로우노프

카문화의 전기는 기원전 2~1세기로 획기하기도 한다(오

강원 2017: 6; 유은식 2004: 56~62). 일본 연구자들은 철

기 유물을 근거로 기원전 3세기 이전으로 소급하기 어렵

다는 견해이다(村上恭通 1987; 大貫靜夫 1999; 臼杵 勳 

2004). 연해주 남부지역에서 철기를 비롯하여 오수전이

나 시루가 출현하는 배경을 중원지역 철기문화의 영향으

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는 주조 

철기, 오수전, 시루 등 연(진·한)계 물질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따라서 그 상한을 기원

전 3세기 이전까지 올리는 데 무리가 있으며 구들의 등장 

역시 이 시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와 그 이전의 문화 단계에서 구들

의 등장과 노의 발달 과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 기원 

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에 앞서 이 곳에는 중국의 

유정동유형과 러시아의 얀콥스키문화가 선행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회령 오동, 무산 호곡동 유

적, 페스차느이1 유적 등의 얀꼽스끼문화와 유정동유

형 단계부터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주거지를  대상

으로 노에서 구들로의 발전되어가는 과정이나 폐쇄식 

아궁이와 배연 시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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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묘포 유적 주거지) ① 3호, ② 4호, ⑥ 2호, ④～⑭ 출토 유물, (오동 유적 주거지) ⑮ 6호, ⑯～⑰ 출토 유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⑮ ⑯

⑰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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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정동유형 및 얀꼽스키문화의 주거지와 노(김재윤 2009: 117~120 ; 홍형우 2008: 266~276 ; A. 수보티나 2005: 101~103 및 보고서 참조) 

유적 
주거지

취사·난방시설 유물 및 기타 특징
호수 평면 형태

柳庭洞類型

무산 호곡동 

유적

2기

15호 장방형 무시설노 석촉, 뼈송곳

20호 장방형 무시설노 반월형석도, 갈돌 

35호 장방형 뼈송곳, 흑요석기

40호 장방형 무시설노 반월형석도, 석촉

3기

4호 장방형 무시설노 석촉, 찔개살, 석부

19호 장방형 찔개살, 옥제품

30호 장방형 무시설노 석부, 흑요석기

31호 방형 무시설노
찔개살, 석부, 방추차, 뼈송곳

32호 방형 무시설노

4기

8호 장방형
무시설노 

 2개

판재, 장대(노끈), 

봇나무 껍질끈

10호 장방형 무시설노

11호 장방형 무시설노

13호 장방형 무시설노

14호 장방형 무시설노

16호 장방형 무시설노

33호 장방형
주거지 2기가 거의 겹쳐짐 

34호 장방형

5기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5호 방형 무시설노 석촉, 돌괭이, 철기

6호 장방형 무시설노 석촉, 찔개살

18호 ? 석촉, 찔개살

22호 ? 철기, 슬래그

27호 장방형 무시설노 철편, 토제 모형

28호 장방형 무시설노 원형 토제품

36호 장방형 무시설노 2개 무문토기 심발

37호 장방형 무시설노 무문토기 구연편

38호 장방형
석촉, 소조품

39호 ?

42호 ? 석촉, 슬래그

6기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7호 지상식 판석

17호 장방형 무시설노, 위석노 철부, 철도, 시루

21호 장방형(추정) ? 파괴 심함

26호 무시설노 반수혈

29호 장방형 ?

47호 ? ? 파괴 심함

회령 오동 

유적3

청동기문화

1호 장방형 무시설노
1문화층

2호 장방형 무시설노

3호 장방형? 무시설노

4호 장방형 무시설노 2문화층

5호 방형 무시설노 3문화층

7호 ? ?

8호 장방형 위석노 2문화층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6호 장방형 부뚜막 철부, 철편

3 문화층과 주거지 설명만 있고 유물은 출토지별 구분이 없어 구체적인 출토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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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보면, 유정동유형4의 주거지는 대부분 평

면 장방형이며 중앙에 무시설노가 나타난다. 얀꼽스키문

화(Yankovski)5 역시 평면 장방형 주거지에 노가 없거나 무

시설노가 대부분이다(그림 6). 이처럼 유정동유형과 얀꼽

스키문화 주거지 내부에는 노를 제외한 아궁이나 굴뚝 구

조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구조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단계가 되면 가장 이른 시기로 알

려진 수분하 일대의 단결유적조차 제일 선행하는 하층부

터 완성된 형태의 ‘ㄱ’자형과 ‘ㄷ’자형 구들이 나타난다. 하

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와 비슷하거나 원형으로 볼만한 구

4 柳庭洞유형은 중국의 商~春秋戰國時代에 해당하는 기원전 11세기~기원전 6세기의 청동기문화로, 중국 흑룡강성 일부, 한반도 동북지역, 연해주 일대에 분포한

다. 토기는 구연부와 동체부의 폭이 비슷한 통형의 직구관, 평저발이 주류를 이룬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184~185).

5 얀꼽스키문화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철기시대 문화이다. 페스차느이1(그림 6), 차파예보, 바라바시, 초도 유적 등이 해당된다. 일부 

주조 철부와 대부분의 석기·골기가 사용되었다. 토기는 유경호, 발, 병, 완, 고배 등이 나타난다(홍형우 2008: 276; 2009)(그림 6).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상

한과 얀콥스키문화의 하한이 겹치는 시기에 대해 최근에는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보고 있다(유은식 2015: 17; 홍형우 2009: 268).

유적 
주거지

취사·난방시설 유물 및 기타 특징
호수 평면 형태

얀꼽스키문화

(Yankovski)

페스차느이1 유적 

1호 장방형(凸?) 無 패각층

2호 방형? 無 패각층

3호 無방형? 無 철심

4호 장방형?(凸?) 無

5호 장방형?(凸?) 無

6호 방형? 無 패각층

7호 ? 無 철부, 패각층

8호 장방형? 無

9호 장방형?(凸?) 無 철기편, 철심, 패각층

10호 장방형?(凸?) 無 패각층

11호 장방형 無

12호 無장방형 無 철부, 패각층

13호 장방형 無

14호 ? 無

차파예보 유적

1호 방형? 서남쪽에 무시설노 패각층

2호 ? 無

3호 방형 無 패각층

4호 방형 무시설노 2개 패각층

5호 부정형 無

말라야포두세치카 유적

1호 ‘凸’자형 無, 남벽에 부석 철부, 청동편 

2호 장방형 無, 북서 바닥 소토 철부 3, 철기편 2

3호 장방형 無 철부

4호 장방형 無 철부

5호 장방형 無, 남쪽 바닥에 부석

6호 장방형 無, 동쪽 바닥에 부석

7호 無 無 철부, 슬래그

올레니1 유적

(총 18동 발굴)

1그룹 방형, 

일부 

凸자형 

중앙부와 북서쪽에 무시설노 중앙부와 북서쪽에 무시설노

2그룹 중앙에 무시설노

3그룹 1동에 노 3개가 설치됨

발렌틴 유적 1호 장방형 無 숯, 소토 동벽에 적석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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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6

이상과 같이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와 선행하는 유

정동유형 및 얀꼽스키문화에서는 노 외에 아궁이, 고래, 

배연구조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곳

에서는 오랫동안 장방형 주거지에 노를 사용하다 단결-

크로우노프카문화단계에 들어와서 급격히 呂·凸자형 주

거지와 완성된 구들이 함께 등장한 것이다. 더불어 외면

마연 토기, 고배, 시루, 봉상파수부 발형토기 등 전에 없

던 토기 제작 기법과 기종도 함께 나타난다. 여기에 철

곽(鐵钁), 철부(鐵斧), 철겸(鐵鎌), 반월도(半月刀) 등의 

주조 철기와 철제 농공구류, 오수전의 출현은 연(燕)~한

(漢)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토기, 철기, 

화폐, 방형계 구들 주거지의 조합은 앞서 세죽리 유적에

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토기의 제작 

기술에서는 여전히 무문토기 전통을 보이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함께 결합

되는 심발, 봉상파수부 발과 시루의 등장은 구들과 함께 

취사방식의 변화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림 7). 또

한 장각두형 고배의 사용은 주부식의 분리에 따른 고대 

중국의 식사법이 도입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결국 단

결-크로우노프카문화는 다양한 외부의 물질문화와 함께 

구들 주거지가 등장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출현 단계부

터 ‘ㄱ’자형과 ‘ㄷ’자형의 발달된 구들 구조가 나타나는 점

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3. 몽골 북부-러시아 자바이칼의 흉노문화

몽골 북부에서 러시아 부리야트(Buryatia)공화국을 

포함하는 자바이칼(Zabaykalsky) 일대의 흉노지역 역시 

구들 기원지로 지목되는 곳이다(송기호 2006: 49~50). 이

곳의 흉노 성(城)과 취락은 20여곳으로, 발굴조사는 일부

만 이루어졌다(그림 8). 이곳에 구들이 나타나는 것은 기

원전 2세기 말~기원후 1세기 무렵으로 세죽리-연화보유

형문화나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보다 약 1~2세기 가량 

늦다. 여기에서 구들 주거지는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

사로 잘 알려진 이볼가성(Ivolga城)과 버러성(Boroo城)

을 통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그림 8~10).

부리야트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Ulan-Ude)의 

남쪽에 위치하는 이볼가성은 A. V. Davydova에 의해 

1949~1974년 동안 12차례 걸쳐 전체의 1/10가량 발굴조

사 되었다. 성의 구조는 바깥 경계면에 4중 토루와 그 사

이의 3렬 해자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9-①), 내부에는 거

주용 취락이 조성되어 있다(장윤정 2012; G. 에렉젠·양시

은 2017: 69, 98; 강인욱 2012)(그림 9-②~④). 주거지는 모

두 54동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49동에서 구들이 확인되었

다(니콜라이 N. 크라딘 2011: 36). 주거지는 평면 방형으

로 한 변이 5m 내외로 거의 일정하며, 깊이나 주거지의 간

격 및 배열까지 대부분 동일하다. 내부의 구들 또한 일정

한 설치 위치, 형태, 구조를 가진다. 골조는 판석을 이용하

고 외면은 점토로 마감하였으며, 고래의 안쪽 벽은 주거 

벽체를 이용하고, 아궁이는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에 놓는 

6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의 ‘돌상자형 화덕’을 중간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발달 과정이 아닌 완성된 구들의 변형이며, 후행하는 폴체문화에서 더 많이 

나타나므로 제외하였다.

그림 8 匈奴 城址의 位置(G. 에렉젠 외 2017: 71)

1. 쏘보타잉 골잉 헤렘유적

2. 버러킹 소이란유적

3. 후레트 도브유적

4. 부르힝 두르불진유적

5. 테렐진 두르불진유적

6. 운두르 도브유적

7. 고아 도브유적

8. 쳉헤링 골일 헤렘유적

9. 바론 투루깅 헤렘유적

10. 바양볼라깅 도이르유적

11. 망가싱 후레유적

12. 도래니, 도레니-Ⅱ유적

13. 바양-운두르유적

14. 도드 만기르타이유적

15. 이볼가유적

16. 아바칸유적

17. 통만성유적

18. 대보당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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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역시 동일하다. 유물은 한식계 회도와 호, 발, 시루 등

의 기종이 출토되었다(니콜라이 N. 크라딘 2011: 35~37).

이볼가성과 동시기에 몽골 북부 셀렝게아이막 만달

솜(Selenge aimag mamdal sum)의 버러성 역시 구들 주

거지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는 2005~2007년 3년간 몽골-

스위스 공동발굴팀에 의해 이루어져 구들 주거지 20여동

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이며, 4.8m×6m 규

모로 형태나 크기 등이 이볼가성의 구들 주거지와 거의 비

슷하다. 구들 평면은 ‘ㄱ’자형이며 판석으로 고래의 외면

과 상면을 형성하고, 안쪽은 주거 벽체를 이용하였다. 구

들의 아궁이가 주거지의 동북쪽 모서리에 놓이는 등의 구

조도 이볼가성과 거의 동일하다(국립중앙박물관 2008: 

332; G. 에렉젠·양시은 2017). 유물은 한식계(漢式系) 회

도와 시루, 지석, 골촉 등이 출토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08: 332)(그림 10).

이상에서 보듯 몽골 북부-자바이칼지역의 구들은 모

두 흉노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

서 선행 단계의 취락과 주거 유적에서 노가 구들로 발달

되어가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들 지역은 유목민족의 활동 무대여서 흉노 시기 이전의 

그림 9 이볼가성. ① 배치도, ② 21호, ③ 22호, ④ 구들 주거지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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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유적을 찾기 어려우며 선행 유적과의 문화적 연속성

이나 상관관계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7 특히 흉노시대 이

전에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바이칼 일대에 해당하는 초원

지대는 청동기문화와 판석묘 위주여서, 난방시설을 가진 

주거와 취락은 보이지 않는다. 몽골 북부와 자바이칼지

역 역시 구들이 등장하기 이전인 기원전 4~2세기까지는 

여전히 오르도스 청동기문화의 후기 단계가 유지되는 것

으로 보인다(강인욱 2010: 15~16). 자바이칼지역 역시 구

들 주거지가 등장하기 이전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유목경

제이기에 수혈주거지와 취락은 보이지 않는다.

몽골 북부의 청동기시대 문화인 전기의 오논문화

(Onon culture)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상이 거의 그대로 나

타나서 격자압인문토기, 표면마연 토기, 석기 등이 출토된

다. 하지만 이 문화는 기원전 17~13세기로 구들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렵다. 따라서 자바이칼과 몽골 

북부에서 구들이 등장하는 흉노 시기 이전의 후기 청동기

시대 판석묘문화(카라수크 시기인 기원전 2000년기 중·말

엽에서 흉노의 발흥 이전인 기원전 3~2세기)에서 그 가능

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주거 유적 역시 

알려져 있지 않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1006~1009). 

몽골의 초기 철기문화는 스키토-시베리아문화에 직간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것이 당시 판석묘 사용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시기의 조

사가 주로 무덤에만 집중되다 보니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주거지나 정주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는 요원할 따

름이다. 따라서 초기 철기~흉노제국 사이의 공백을 여전

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G. 에렉젠 2018: 278). 무엇보다 몽

골 북부-자바이칼지역에서 흉노의 발흥 이전의 청동기시

대 문화에서는 암각화와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석상묘

만 나타날 뿐 정주취락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암각화에 새겨진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은 동물을 통해 당

시 유목민의 이동생활을 유추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E. A. 

노브고라도바(정석배 역) 1995). 이러한 유목민의 이동식 

생활방식과 정주취락의 수혈주거지나 고정식 난방시설인 

구들은 전혀 무관한 생활문화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

을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청동기시대의 자바이

칼 및 몽골 북부지역에서 구들의 발생이나 발달 과정을 보

여줄 수 있는 취락과 주거지는 물론이고 아궁이나 고래와 

배연시설을 갖춘 난방구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흉노지역에 수혈주거지

와 구들이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에 갑자기 등장하

는 것이다. 여기에 한식계 회도의 타날문 토기, 시루를 비

롯하여 한자가 새겨진 지석, 골각기 등의 물질문화도 함

께 나타난다(니콜라이 N. 크라딘 2011: 35~37; 사와다 아

사오 2007: 63)(그림 10). 토기 제작 기법에서도 점토 테

쌓기를 하는 기존의 흉노 방식이 아닌 녹로 성형에 타날

이 시문되고 환원염으로 소성된 한식계 회도가 출토되

는 것도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특히 조리용으로 사용된 

심발, 대형 취사용 토기, 시루의 기종조합은 구들과 함께 

새로운 취사·조리 방식의 등장을 설명해주고 있다. 더불

어 주조제 철부(鐵斧), 철겸(鐵鎌), 철서(鐵鋤), 반월도(半

月刀), 삽(揷) 등의 농공구류를 통해 유목지대에서 농경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철기를 통해 살펴본 취

락의 운영 시기는 대략 전한(前漢) 중·말기나 이보다 조

금 늦은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로 판단된다(강인욱 

2012; 송기호 2006; 니콜라이 N. 크라딘 2011).

7 몽골 북부에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이전의 흉노 (취락)유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G. 에렉젠·양시은 2016: 435).

그림 10 버러성 출토 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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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몽골 북부-자바이칼지역에서 구들 주거

지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제도 기술, 토기 기종, 주조철

기제 농공구류 등은 앞서 살펴본 세죽리-연화보유형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다원설에서 구들의 기원지로 알려진 세죽리-연

화보유형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몽골 북부-자바이

칼의 흉노문화지역 모두 노에서 아궁이, 고래, 배연 구조

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지

역에서는 주거지 형태, 구들 구조, 출토유물상 등이 하나

같이 외부의 물질문화가 급격히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명

백한 증거일 뿐 독자적인 발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이들 지역은 구들의 발생지

가 아닌 이미 완성된 형태의 구들과 함께 외부의 물질문화

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라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연구는 구들이 다원설의 주장처럼 중국 동북-한

반도 서북한지방, 중국 수분하 일대-러시아 연해주 남부, 

몽골 북부-러시아 자바이칼지역에서 기원하였는지 검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 다원설에서 구

들의 기원지로 제시된 지역은, 상호 거리가 멀고 문화적

으로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발생지로 인식하였다. 물론 이들 지역이 세죽리-연화보

유형문화, 단결-크로우노프카문화, 흉노문화라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렇다 하더

라도 구들이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다고 보기

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구들의 출현 시기와 

지역이 하나같이 기원전 3~2세기의 동북아시아지역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원설의 주장대로라면 구들은 추위를 극복하

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지역에서 발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들의 구조와 기술적 특징은 불을 

모아주는 폐쇄 구조의 아궁이, 축열을 해주는 고래, 연기

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해주는 배연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란 점이다. 이는 구들이 충분한 기술적 이해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복합적인 기술 구조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구들은 노에서 아궁이, 고래, 배연구

조로 변화하는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였거나, 이전부터 이

러한 구조의 시설을 사용하던 곳에서 발명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이에 따라 구들의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구들 

이전의 아궁이, 고래, 배연시설을 갖춘 노의 존재 또는 이

러한 발달 과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

만 기원지로 추정된 지역 어디에서도 이러한 발달 과정이

나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는 노

만 사용하다 갑자기 구들이 등장할 뿐 어떠한 기술 수준

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하나같이 방형계 주거지에 이미 완

성된 구조와 형태의 구들이나타난다. 구들은 평면 형태

가 ‘ㄱ’자형으로, 벽체를 따라 고래를 설치하였으며 연기

를 외부로 빼는 배연구조도 갖추고 있다. 축조방식 역시 

석재를 이용하여 쌓고 틈새와 외면은 점토로 마감하는 점

까지 모두 동일하다. 공반 유물도 새로운 토기 제작 기법, 

시루와 고배 등 신기종의 출현, 주조 철부를 비롯한 철제 

농공구류의 종류까지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들 세지역은 독자적인 구들의 기원지로 보기 어렵다. 

이상의 검증을 통해 그간 구들의 다원적 자연발생설

을 지탱하던 근거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다원설의 

구들 기원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외부로 확산되어가는 과

정이 불분명하고 고고학적 맥락과도 맞지 않았던 원인이 

밝혀졌다. 이제 초기 구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

를 통해 실제 기원지를 찾기 위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게재하였음을 밝힌다(오승환, 2018, 『구들의 기원과 한반도 확산과정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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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has been written to verify the existing theory that districts occurred independently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Song Giho (2006) claims that the origin of  the Gudle, is an example 

of  polygenism that occurred in various areas in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argument has been 

corroborated by a large number of  research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lineage of  Gudle and its process of  development, if  a theory of  

polygenism is continu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e place which is targetet by this theory is the North-We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of  Primorsky Krai, and in the northern area of  Zabaikal-Mongolia. This means that 

these areas developed independently because they were far from each other and had no direct cultural relationship. 

However, the structure of  Gudle, shape, and assemblages of  earthenware it cannot be explained by polygenism, as 

they are the same in every place.

Furthermore, it is also questionable as to the timing and region of  emergence of  the culture in East Asia over a 

limited time frame of  3-2 BC. Gudle are formed by furnaces with roofs and walls, Gorae, which saves heat, and it 

has smoke ventilation that draws smoke out. Therefore, the Gudle is not a structure that anyone can make without 

advanced technical understanding. So far, the only facility with furnaces and smoke ventilation that appear before the 

Gudle is Buttumak. 

Thus, the Gudle is likely to have been invented in the place where Buttumak were used. The area as known for 

the origin of  Gudle was observed to verify the existence of  the Buttumak’s structure, but none of  these facilities 

were found. The Gudle suddenly appeared within a new culture that had never existed before. That means that none 

of  the three places ha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Gudle could be invented, so it must have been introduced 

from outside.

In conclusion, the three places that I mentioned above are not the origin of  Gudle. So, the origin of  Gudle has to 

be found elsewher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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