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목적
01 /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역사․문화․학술적 가치 창출

설립목적
02 /
회원기관 및 조사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으로
공공성․공익성 및 학술성 제고

03 /
회원기관과 조사연구원의
조사연구 환경개선과
권익신장

▶ 협회 주요활동

01 / 문화재 보존․보호사업
02 / 문화재 조사․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03 / 회원기관의 등록 및 조사연구원의 자격인증 업무
04 / 회원기관의 지도 및 조정 업무
05 / 국가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
06 / 문화재 조사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07 / 문화재 조사의 표준화(대가기준․품셈․조사방법 등) 사업
08 / 회원기관 간의 협력 및 교류(자료정보교환)사업
09 / 문화재 조사연구원의 재교육 및 인력양성(장학)사업
10 / 회원기관 및 조사연구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11 / 학술연구지원 및 학술지 발간
12 / 회원기관의 수탁(위탁)사업에 대한 보증
13 / 발굴민원의 조정
14 /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15 / 조사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업
16 /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 지원 사업
17 / 기타 본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회원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 관 명
대표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강 원 문 화 재 연 구 소 문부춘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신창수
경 기 문 화 재 연 구 원 조유전
경 남 문 화 재 연 구 원 박동백
경 남 발 전 연 구 원
이창희
역 사 문 화 센 터
경 상 문 화 재 연 구 원 노태섭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고 려 문 화 재 연 구 원 김병모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기 호 문 화 재 연 구 원 고수길
대 동 문 화 재 연 구 원 조영현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이영철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동 서 문 물 연 구 원 김형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마 한 문 화 연 구 원 이정호
백 제 문 화 재 연 구 원 서오선
삼 강 문 화 재 연 구 원 최종규
삼 한 문 화 재 연 구 원 김구군
성 림 문 화 재 연 구 원 박광열
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김창억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영 남 문 화 재 연 구 원 이희준
예 맥 문 화 재 연 구 원 정연우
우 리 문 화 재 연 구 원 곽종철
울 산 문 화 재 연 구 원 이겸주
울 산 발 전 연 구 원 서근태
문 화 재 센 터
전 남 문 화 재 연 구 원 김양옥
전 북 문 화 재 연 구 원 이영문

31 중 앙 문 화 재 연 구 원

조상기

32 중 원 문 화 재 연 구 원
3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차용걸
김은석

3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변평섭

35
36
37
38
39
40
41
42

충청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한 국 문 물 연 구 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한창균
장호수
신숙정
곽동철
이홍종
이 재
정의도
박상국

4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44
45
46
47
4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한백문화재연구원
한빛문화재연구원
한울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융조
박경식
백영흠
김홍식
임영진

전 화
033-743-8916～7
033-249-5645～7
031-973-2961～2
031 -8 98- 79 90
055 -2 64- 17 77
055 -2 39- 01 80
055-585-5051～2
055-744-2370～6
070-7113-9003～7
02-720-4180～3
042 -8 24- 27 45
031 -6 75- 05 11
053 -6 28- 00 46
062 -2 33- 72 88
061 -3 74- 93 00
055 -3 14- 38 91
055-265-9150～3
061-762-6412,5
041-836-7211～2
055-744-4702,4704
053 -5 81- 60 07
054 -7 41- 28 31
053 -7 52- 03 03
054-777-3101～2
054 -9 71- 80 84
033-263-6457～8
055-297-8992,3
052 -2 54- 54 51
052 -2 83-77 70
052 -2 83-77 80
061-334-8364,5
063 -2 41- 58 97
02-537-3212
042 -9 33- 27 00
054 -7 48- 89 01
043-274-8865～6
064-712-8362～3
041 -8 56- 86 62
041-856-0672～4
041 -8 56- 85 86
043 -2 58- 58 13
02-493-8770
052 -2 45- 11 14
041 -8 60- 19 13
031 -8 59- 25 52
051 -2 06- 42 01
031 -2 65- 91 44
02- 30 11- 21 73
042 -9 33- 00 10
054-774-8167～8
043 -2 64- 41 91
02-465-6300
053 -8 51- 89 54
031 -2 71- 51 90
061 -3 83- 36 40

팩 스
033-743-8920
033-256-5648
031-973-2963
031-898-7991
055-264-1797
055-281-4454
055-585-5123
055-744-2377
054-336-8322～3
02-720-4185
042-824-2746
031-675-0514
053-628-0047
062-955-7289
061-374-9399
055-314-3894
055-265-9154
061-727-3194
041-836-7272
055-744-3705
053-581-6646
054-741-2834
053-752-0363
054-777-3103
054-971-8083
033-263-6459
055-297-8994
052-254-5453
052-289-8668
061-333-8365
063-241-5896
02-537-3238
042-933-7300
054-748-8902
043-274-8867
064-712-8361
041-856-8663
041-856-0675
041-856-8587
043-258-5814
02-493-8773
052-245-0574
041-865-8910
031-859-2562
051-206-4203
031-265-9145
02-566-5954
042-934-6001
054-774-8169
043-264-4194
02-465-6303
053-851-8955
031-271-5199
061-383-3645

2009.7.27(현재)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0-1 M스타빌딩 8층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번지 동아 3빌딩 4층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4층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37 동림오피스빌딩 4,5층
(행정)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5-1번지
(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213번지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41-5번지 다경빌딩 3,4층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297-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93-23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1 대청빌딩 3층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031-9 3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698-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099-2번지 B동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6-20번지 동문빌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4-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08-3 금성빌딩2층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255 아진B/D 2층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34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268-4 대륙빌딩 2층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13-1번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7-1번지 동진빌딩 5층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159-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
本)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81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7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654번지 오름빌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445-9번지 수호빌딩 3층
本)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284-1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10-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4-6 세화빌딩 5층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70-8 흥국생명보험(주) 울산사옥4층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08-4 건설빌딩 20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76-1번지 동일메가타워 6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10
本)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
경북 경주시 용강동 1013-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1가 2동 671-48 서진빌딩 3층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번지 영림프라자 2층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872-1

제7회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원교육 일정표
일 자

8.24
(월)

8.25
(화)

시

간

소요 시간

교 육 과 목

강 사

10:40∼11:10

30분

∘등록

11:10∼11:30

20분

∘입교식

11:30∼12:00

30분

∘협회사업 소개

12:00∼13:00

1시간

∘점심식사

13:00∼15:00

2시간

∘매장문화재와 GIS의 활용

강동석

15:20∼17:20

2시간

∘충적지유적 조사사례-광주 동림동유적

박수현

18:00∼20:00

2시간

∘친교회

09:00∼10:30

1시간 30분

∘충적지유적 조사사례-노화리․행복도시유적

허의행

10:40∼12:10

1시간 30분

∘충적지유적 조사사례-창원 신방리유적

권귀향

12:10∼13:10

1시간

∘점심식사

13:10∼16:10

3시간

∘충적지유적 조사법

이진주

16:20∼18:20

2시간

∘특 강-조사연구자의 기능과 역할

조상기

18:20∼19:00

40분

∘저녁식사

19:00∼21:00

2시간

∘분임토의

09:00∼10:20

1시간 20분

10:30∼12:30

조용곤

∘조사장비 시연-환경측정장비

표금은

2시간

∘한반도 초기농경 연구에 유용한 분석법

김성욱

12:30∼13:30

1시간

∘점심식사

14:30∼15:30

1시간

∘조사장비 시연-항공촬영장비

15:50∼17:10

1시간 20분

17:50∼18:50

1시간

∘저녁식사

19:20∼21:20

2시간

∘조별 자유시간

09:00∼12:00

3시간

∘측량기기의 발달과 GPS

12:00∼13:00

1시간

∘점심식사

13:00∼16:00

3시간

∘GPS 측량 실습

16:20∼18:20

2시간

∘측량 데이터 후처리

18:20∼20:20

2시간

∘만찬회

8.28

09:00∼10:30

1시간 30분

(금)

10:50∼11:20

30분

8.26
(수)

8.27
(목)

∘현장답사-공주 당암리유적

∘협회 해외연수 지원 결과-일본 큐슈지역
∘수료식

현재천외
양혜진

정원복외

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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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2009.08.24)

1. 매장문화재와 GIS의 활용

강 동 석
(문화재청)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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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문화재와 GIS의 활용

매장문화재와 GIS의 활용
목

차

Ⅰ. GIS와 매장문화재
Ⅱ. 문화재GIS의 구축배경
1. 시대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Ⅲ.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
1. 문화재관리(CRM) 분야
2. 조사연구 분야

Ⅳ. 문화재GIS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
Ⅴ. 맺음말

Ⅰ. GIS와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 'GIS'라는 주제어를 다루기 위해서 우선 GIS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흔히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불리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개념은 이것을 개발 또는 조작․활용하는 주체조차도 쉽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지도제작과 기초적인 공간분석에 이용되었던 GIS가
여러 학문분야들의 결합과 다양한 기술 및 분석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해 활용범위와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설명하면, GIS는 지도상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그것의 속성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스템화한 것으로 정의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공간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집, 구축, 유지,
관리, 편집하고 분석과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표현하고 출력할
수 있게 고안된 종합적인 정보처리시스템’1)이라고 할 수 있다. 즉, GIS는 x, y, z의
좌표로 표현되는 공간정보와 설명자료인 속성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1) 이희연, 2003, GIS 지리정보학 법문사,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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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의 이러한 공간정보처리 기능은 유적, 유물의 시공간적인 정보에 의해 과거 인
간의 행위과정을 이해하려는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되
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단위유적의 유구 분포도 작성, 층위별․유물출토위치도
작성, 또는 유구 면적․거리 계산을 비롯하여 인간의 공간점유 형태 및 방식을 시계
열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공간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실제 미국, 유럽 등의 고고학적 조사연구분야에서 GIS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Tool로서 인식되고 있다.

▷ GIS의 주요기능
① 지도 표시 및 정보 검색
② 지도의 3차원표시
③ 거리 계측 및 버퍼링(반경설정)
④ 면적계산
⑤ 레이어 관리 및 중첩
⑥ 속성관리
⑦ 통계분석
⑧ 비용․시간거리분석(네트워크, 근접 분석)
⑨ 지형분석(가시권 분석, 경사면 분석, 수계복원)
⑩ 공간모델링
이러한 학술적인 연구영역뿐만 아니라, GIS가 지원하는 공간상의 다양하고, 효율적
인 자료관리와 강력한 의사결정 지원기능으로 인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 자원관
리와 토지이용계획, 입지분석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가 많은데, 문화재 분야에서도 문화자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문화재GIS를 구축․활용
하는 사례가 많다.

<고고학자료의 특성>

<GIS의 개념>
- 4 -

1. 매장문화재와 GIS의 활용

Ⅱ. 문화재GIS의 구축배경
1. 시대적 배경
1) GIS의 기술적 성장
GIS는 18세기 지도학의 발달과 함께 하였으며, 19세기 중반에 다양한 주제도를 각
각의 커버리지(coverage)로 표현하는 기법과 공간분석 방법이 개발되면서 기본적인
개념이 확립되었다. 이후 20세기 중반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신
속․간편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저장과 처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GIS의 통계기법
과 모델링, 공간분석 기법들이 발달하였다. 1980년대에는 GIS의 상업적 성장과 시장
의 확대로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
하여 GIS를 활용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웹 구현기술이
GIS와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분야의 지리정보를 철도,
도로, 통신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공간자료인프라(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GIS의 모습은 GIS 기술의 발달, 국가공간정보체계 등 데이터베
이스 구축 등과 맞물려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연구과제의 효율
적 수행, 실생활 문제해결, 각종 문제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분야에서도 이러한 GIS의 활용은 국내외에서 예외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의 경우는 1970년대 계량지리학적인 기법이 GIS와 함께 연구분야 도입되면서 전통
의 공간분석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자료의 해석이 가능해졌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GIS기법 이용의 폭발적 증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고학적 연구분야에 사용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GIS가 지원하는 자료수집, 저장, 분석 등 다양한 기
능을 이용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존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표․발굴조사, 자료관리 및 분석, 예측모델의 개발 등에서부터 교육 및 대중화에 이
르기까지 GIS가 활용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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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의 추진
공공분야에서 GIS는 1990년 중반부터 정보 관리와 분석, 의사결정 지원의 효용성
을 인정받아 국토이용과 재해예방, 시설물관리, 교통대책 및 환경문제 등 각종 공공
정책수립 및 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집행의 생산성 향상,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
축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09년부터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국가공간정보자
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분야의 GIS 구축사업은 이와 같은 국가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NGIS, NSDI
구축사업의 하나로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주 사업내용은 지정문화재구역․보호
구역 측량 및 고시,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DB구축 등 문화재 기본지리정보 구축이다.
이 중에서 매장문화재분야의 지리정보는 사업 초기 시설물 정보로 구분되어 타 분야에
비해 중요도나 비중 면에서 다소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공간정
보인프라를 구성하는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문
화재 보존과 합리적 국토개발의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문화재GIS는 문화재 보존관리라는 국가정책
적인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 차원에
서 구축․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은 문화재 조사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국토개발에 따른 의사결정 지원 등 활용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문화재GIS는 이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빼 놓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재분야에 GIS를 도입할 수밖에 없
는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NGIS의 구축․활용체계>

<NGIS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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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배경
문화재분야에 GIS가 도입된 또 하나의 배경은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 정
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극
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수많은 문화재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
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총수는 10,300여 건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문화재는 단순한 위치정보 외에 해당문화재의 보수․수리
정보, 현상변경허가정보 등 해마다 많은 양의 각종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로 대표되는 매장문화재는 전국에 약 53,000건이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수요의 증가로 2000년대 이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정보는 지도상의 공간정보와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문화
재자원 및 정보관리를 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의 공간정
보와 속성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것은 문화재
GIS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GIS는 이
러한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과 개발이라는 사회적 갈등관계를 합
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리정보체계(GIS)
는 공간정보의 분석과 모델링을 통한 각종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의
사결정지원 기능은 공간상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복잡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
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여러 대안들로부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제
공한다. 이러한 기능은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이 상존하는 문화재분야에서 다양한 의
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Ⅲ. 문화재GIS 구축 및 활용사례
1. 문화재관리
GIS는 연구분야에서 특정 연구주제의 수행을 위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용되기도 하
지만, 한 국가의 문화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방대한 양의 DB구축과 관리, 활용시스템의
개발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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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것을 문화재관리, 즉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으로 부르는데, GIS의
활용분야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 북 미
미국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DB
구축과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문화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1966년에 제정된 사적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06조에 의해 건
설공사 이전에 사적 및 고고학 유적에 대한 조사와 보존을 의무화하면서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다. 문화재정보 관리하고 개발사업 이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DB구축사례는 국립공
원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의 전국고고학 데이터베이스(NADB, National
Archaeology Database)가 있다. NADB의 정보서비스는 2004년 이전의 고고학적 조
사보고서와 1907년～1986년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었던 고고학적․고생물학적인 조
사의 핵심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주정부의 공식허가서를 DB화하여 서비스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미국 전역의 문화․환경자
원 분포와 관련한 다양한 지도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는 문화재 기본정보 구축사업과 아울러 건설공사 이전
에 유적분포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예측모델의 개발과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예측하여 합리
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문화재조사로 인한 사업비용 절감 및 문화재 훼
손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예측모델은 특정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인간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예상을 바
탕으로 고고학 자료의 위치와 자연경관의 특정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확
인, 분석하여 고고학적 유적의 위치를 예상하는 것으로, 미네소타주의 Minnesota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MN/Model)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미네소타주의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전국합동고속도로 연구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측모델을 개발․실용화하였다. MN/Model은 시공간상에 존재하
는 방대한 고고학적, 자연환경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유적의 분포경향을 확률로서 제
공하여 고고학자의 유적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MN model 구축이전
에는 건설공사시 사적보존국의 직원 및 관계전문가에 의해 직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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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뀔 때
마다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조사경험이 축
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담
보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예측모
델을 활용함으로써 유적 분포가능성 평가시
기존에 고고학자에 의존하였던 직관적․경
험적인 판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상을 인
지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발주체
에서는 이 모델을 이용하여 초동적인 고고학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건설공
<MN model의 3단계 모형 예측지도>

사시 훼손될 수 있는 문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는 매해 3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밖에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예측모델의 개발로는 미국의 노스캐롤
라이나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온주의 사례가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예측모델은
MN model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산하의 교통국의 지원으로 도로건설시 유적의 파
괴나 소요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기획되어 진행 중이며, 캐나다 온타리온주의 예
측모델은 주정부의 자연자원국에서 수목벌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모델링하여 시험운영 중이다.

<관련 웹사이트>
• NADB

http://www.cast.uark.edu/other/nps/nadb/

• MN model

http://www.mnmodel.dot.state.mn.us/index.html

• Ontario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ling
http://modelling.pictographics.com/homepage.spml
• North Carolina GIS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 project
http://www.informatics.org/ncdot/

2) 유 럽
유럽 각국의 GIS를 이용한 문화재관리는 국가별 상황에 다르다. 영국의 경우, DB
구축 및 관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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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측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는 모델링의 활용을 통해 문화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고고학적 유적과 관련한 연구에 GIS가 도입된 것은 미국
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부터이며, 지리학적 측량과 고고학조사의 전통이 강하고, 고
고학 정보의 지도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 GIS의 활용이 일찍이 활발히 진
행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문화재 환경이 미국과 달라, 문화재GIS의 개발과 활용 면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고고학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대부
분의 국토에 대한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좁은 국토면적에 유적이 복합적으
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국은 미국과 같은 예측모델의 개발보다는 그동안
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문화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발견
된 유적의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문화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GIS의
구축도 기존의 문화재정보를 DB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적지 주변의 경관을 보존
하는데 활용하거나 유적정보를 대국민서비스하여 문화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
여주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재GIS의 구축 사례로는 잉글랜드의 역사환경 보존 및 정보
관리를 위한 "English Heritage의 GIS"와 요크대학의 ADS(The Archaelolgy Data
Service)가 있다. English Heritage의 GIS는 잉글랜드 각 지방에 분산관리되고 있던
매장문화재,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문화재의 기본적인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속성․공간정보를 다양하게 맵핑
(Mapping)하여 과거의 방식으로는 추론하기 불가능한 정보와 패턴 등을 확인함으
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영국의 또 다른 GIS 구축 예로는 요크대학의 ADS(The Archaelolgy Data
Service)를 들 수 있다. 이것은 GIS DB로서 약 1,000,000개소의 유적, 기념물에 대한
정보와 영국의 고고학자의 참여가 있었던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권이
넘는 고고학저널에 대한 검색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GIS에 의한 지도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유적의 개략적인 설명과 위치, 유적분류, 시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공간 정보를 역사지도, 지형도, 위성사진 등 다양한 지도를 통해 보
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국은 이른 시기에 GIS가 고고학적인 연구분야에 도입되어 적극 활용되
었고, 각종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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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화재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
구자, 일반인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스톤헨지 등 세계문화유
산에 대한 경관보존을 위하여 해당문화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산림, 하
천, 경작지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GIS가 개별적으로 구
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English Heritage의 StoneHenge Management>

<영국 GIS 서비스 예시>

<관련 웹사이트>
• English Heritage

http://www.cast.uark.edu/other/nps/nadb/

• ADS

http://ads.ahds.ac.uk/

• StoneHenge Management Plan
http://www.english-heritage.org.uk/server/show/nav.8675
• norfolk heritage exporer
http://www.heritage.norfolk.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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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본
일본은 1960년대 초부터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한전국
유적지도를 발간하여 문화재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일찍이 조성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인 도도부현별로 매장문화재의 범위와 성격 등이 명시된유적지도, 유적대장 등
을 작성하여 문화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적정보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문화재정보를 GIS DB화하여 관련정보 전달 및 문화
재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재GIS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특색
에 맞게 구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전국단위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정보를
DB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DB구축사업은 과거 국립연구기관이
었던 독립행정법인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公開データベース’로 불
린다. 이 데이타베이스에는 일본 각지의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82,000여 건에 대한 정
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매년 발굴조사보고서 정보갱신을 통해 DB구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이것은 GIS 구축에 필수적인 지오메트리(도형정보)를 구성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GIS DB라고 할 수 없지만, 유적과 관련한 속성과 공간
좌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GIS 구축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겠다. 또한 한 해 10,000여 건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유적조사
상황을 볼 때, 이것을 전국단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고고학적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문화재 DB 및 GIS 구축은 대부분 도도부현별로 각기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개발사업자에게 사전에 유적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하거나 조사범위 결정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토시의 “유적상세지도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교토시의 문화시민국 문
화재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의 분포정보를 지도상에 보여주는 지도서비스와
유적대장을 DB화하여 관련유적의 상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지도에는 단순히 유적의 위치, 분포범위에 따라 색을 달리 표시하고, 해당유적
에 대한 조사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구역 내에 분포하는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서비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구역 내의 유적분포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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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행정 측면에서도 유적의 처리결정에 따른 판단기준을 과학
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라문화재연구소 公開データベース>

<교토시의 遺跡詳細地圖>

이밖의 도도부현의 GIS는 冲縄縣, 岡山縣, 群馬縣, 三重縣, 靜岡縣, 愛知縣, 島根縣,
奈良縣 등에서도 구축․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문화재GIS 구축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재
정보의 보존관리와 활용의 연장선에서 DB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리정
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와 연계함으로써 문화재행정처리의 지원이나 유적
훼손방지 등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재 정보관리와 보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이러한 일본의 GIS 활용사례는 영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
• 獨立行政法人奈良文化財硏究所 公開データベース
http://www.nabunken.go.jp/database/index.html
• 京都市 遺跡詳細地圖

http://www.city.kyoto.jp/bunshi/maibun/tizu/isekitizu.html

• 群馬県文化財情報システム http://www2.wagamachi-guide.com/gunma/index.html
• おかやま全縣統合型GIS

http://www.gis.pref.okayama.jp/map/User/Main.aspx

• 愛知縣 GIS

http://www.maibun.com/Gmap/new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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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 내
해외에서 CRM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GI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문화적 기반과 고고학적 조사연구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GIS도 마찬가지로 유적분포상황, 조사현황 등을 고려하여,
크게 기초조사자원의 관리를 위한 DB구축과 조사미실시 지역에 대한 문화재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측모델 개발 및 실용화 검토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시스템이나 구축DB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구축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장문화재 자원은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
로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많은 유적이 지역적인 차별없이 복합적으로 존재하
지만,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조사정보의 축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2009년 현재 전국의 234개 시군구에 대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이 완료되었
고, 이 과정에서 전국단위의 기초적인 조사정보가 축적되었으나, 매장문화재의 특성
상 단발성의 조사에서는 유적의 매장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
인 보완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매
장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유적정보를 보완․갱신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된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개발사업에서 유적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유적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의 구제조사성격의 지표․발굴조사 건수를 보면 거의 폭발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와 더불어 개발사업에 따른 유적보호를 위해 외국의 경
우와 같이 예측모델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 건수의 증가는 관리가 필요한 유적정보의 대량생산과
연결되어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정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유
적분포지도뿐만 아니라, 지표․발굴조사정보를 GIS DB화하고, 서비스함으로써 광범
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 검토시 유적훼손 최소화를 위한 사전정보를 전달하고,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화재GIS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진단에 따라 현재 문화재관리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GIS 구축사업은 DB구축과 예측모델개발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GIS DB구축은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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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DB화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현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지표․발굴조사의 보고서를 DB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
이다. 여기에는 유적의 공간정보는 물론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
사결과 등과 같은 속성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도서비스를 통하여 해
당지역의 조사내용에 대한 간략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적분포현황
의 공개는 사업시행주체에게 유적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위험도
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기관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의
과거 조사이력, 조사내용에 대한 시계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초자료 확보 및
조사진행의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장문화재GIS DB는 ‘유적’단위의 조사내용에 대한 초록정보
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구’단위의 상세한 조사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정보 DB화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이것은 지하의 유적지도를 만
드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유적훼손 최소화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
은 정보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인프라구축사업인 NSDI
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2009년부터 발굴유구배치도DB 구축사업을 경주, 부여, 공
주, 익산 등 고도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정보
는 향후 NGIS사업으로 구축한 초록정보와 연계되어 해당유적의 상세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유구분포경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여 행정, 사업, 조사연
구주체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DB구축사업 외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예
측모델 개발이다. 예측모델은 북미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각국에
서 개발, 실용화된 프로젝트로 이들 국가의 국토개발 부문에서 합리적 사업계획수
립과 문화재 훼손 최소화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부터 지역별, 유적유형별, 시대별 예측모형과 알고리즘을 시범개발하고 있으며, 향
후 모델개발결과 및 성능평가 과정을 거쳐 실용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측모델에
의한 유적예측결과는 해당지역의 유적분포경향을 확률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
문에 유적평가를 위한 절대적 가치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나, 대규모 개발계획 검토
또는 수립시 참고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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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GIS 중장기 발전계획>

그럼 여기서 비록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처럼 문화재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CRM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H-GIS2)의 인트라넷 시스템의 기능과
서비스정보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트라넷서비스는 별도계정관리
를 통해 사용자를 제한하고, 사용자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정보접근 권한을 부여하
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다.
먼저 DB정보는 국가․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매장문화재는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지표․발굴조사보고서 초록정보을 DB화하여 도형
정보와 속성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축DB는 다양한 검색조
건을 통하여 해당유적 및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H-GIS 구축DB 및 지원자료>
구분

상세내용

기초데이터 통합구축

기초 수치자료

지정문화재 데이터 통합구축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고시자료 데이터베
이스 통합구축
원형보존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통합
구축

지정문화재 도형자료
지정문화재 속성자료
현상변경 고시자료 데이터베이스
현상변경 고시자료 PDF 자료
원형보존지역 도형자료
원형보존지역 속성자료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도형․속성자료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PDF 자료

2) 현재 문화재청에서 구축 중인 문화재GIS를 약칭으로 'H-GIS'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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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IS 인트라넷 시스템 지원기능>
구분

기능(Function)
파일

•다른 형식 파일 불러오기
•다른 형식 파일로 저장하기
•인쇄하기

도구

•좌표변환 기능
•DEM 및 위성영상 관리
•선택된 도형으로 새 레이어 생성
•레이어 속성 라벨 표현
•레이어 목록창
•레이어 속성 Table 수정
•도형 표현 설정창
•선택된 도형 속성보기
•레이어 전체 도형 속성보기
•레이어 속성정보 외부 DB로 내보내기
•외부 DB 레이어 속성으로 가져오기

레이어

보기

•화면 다시 그리기
•이전/다음 도면위치로
•전국보기
•전체화면 보기
•도면 확대/축소/이동

편집

•도형 편집 되돌리기/다시실행
•도형 잘라내기/복사/붙여넣기/삭제
•자석기능 (선)/자석기능 (점)/자석기능 (끝점)
•도형 수정/점 수정/면 수정
•선분 버퍼링
•면 -> 선 속성 변경
•선 -> 면 속성 변경
•전체 선택/영역 선택/임의영역 선택

문화재 지리정보 데이터
관리체계 일원화 구축

•선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다각형 그리기,,점 그리기

그리기

지정문화재 통합관리

상세기능(Subfunction)

유적 관리

•유적
•도형
•유적
•유적
•유적

레이어 생성
거리/면적 측정
상세정보 보기
정보 수정
검색, 지번검색

유적 분석

•유적
•임의
•유적
•유적

반경 생성 (5단계)
도형 반경검색
분석자료 Excel 저장
기본정보 MDB 내보내기

지정문화재 통합관리

•지정문화재 등록/해제

현상변경 고시자료 관리

현상변경 고시자료 관리

•현상변경 고시자료 등록/삭제

원형보존 지역자료 관리

원형보존 지역자료 관리

•원형보전 지역 자료 입력/삭제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등록/삭제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관리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관리 •매장문화재 보고서 연계 설정
•보고서 meta data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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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기본적인 도형그리기, 면
적․거리계산, 반경설정 등과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각종 주제도에 대한 레이어
를 형성하여 필요한 지도기반에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기능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연해 보기로 하겠다.

2. 조사연구 분야
국가 등 공공기관 주도로 문화재 관리목적으로 구축된 GIS는 연구목적의 DB구축
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DB 성격의 상세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여, 일
반 GIS solutio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분석기능 또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관리에 활용되는 것과는 달리, 연구분야에서는
GIS의 강력한 기능을 이용하여 유적의 조사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일찍이 1970년대부터 GIS의 기법을 도입하여 학문적
인 영역을 형성한 국가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선진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나3)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 고고학분야에 ‘GIS기
법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취락고고학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방법으
로 인식되고 있다. 취락고고학에서는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을 통하여 복합사회의
발달과 농업집약화, 장거리 교역의 통제와 국가권력의 강화, 정치조직의 변화와 시
장체제의 변화, 농업생산력의 변화와 복합사회에서의 잉여 이동 등의 주제를 다루
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표․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자료의 수집과 관리, 통계․
공간분석, 모델링 등 학문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고고학 연구분야에서 이와 같은 자료관리, 분석도구로서의 GIS 활용 외에 가장 활
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은 예측모델 개발영역이다. 영국에서는 하안 충적지대의 고지
질자료나 습지, 동굴과 같이 고고학적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지점에서 유적을 찾
는 경우,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이용되고 있다. 한 예로서 영국 북부 링컨셔, 동부 요
3) 해당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金範哲, 2005, ｢錦江下流域 松菊里型 聚落의 形成과 稻集約化-聚落體系와 土壤分析의 空間
的 相關關係에 대한 GIS 分析을 中心으로｣,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
화체계, 고려대학교고고환경연구소
김범철, 2006, ｢중서부지역 靑銅器時代 水稻生産의 政治經濟-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
落體系 위계성과 稻作集約化｣, 韓國考古學報 第58輯
이성주․손철, 2005, ｢GIS를 이용한 新羅古墳群 空間組織의 分析｣, 韓國考古學報 第5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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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셔의 솟은 늪지대(raised mires)의 예측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층위학
적 조사에 기초한 수치표고모델을 작성하고, 니탄층의 축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역동적인 경관을 습지지형학의 알고리즘과 천공(穿孔)정보를 통하여 GIS를 이
용한 모델링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모델링의 결과에 유적정보를 추가하여 각
시대별 인간의 자원 활용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예측지도는 체계
적인 지표조사가 힘든 늪지대 유적의 확인 및 보존관리에 유용하게 되었다.

<고고학자료 관리>

<유적위치 예측모델 개발>

<DEM에 의한 유적위치 및 지형분석>

<영역설정모델생성>

한편 일본의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GIS의 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GIS
의 경사면분석과 공간보간법을 이용하여 죠몽문화요소의 생태학적 특성을 평가하거나,
경향면분석 및 근접분석을 통한 야요이토기의 분포연구, 가시권분석에 의한 야요이시대
동탁의 분포분석과 취락유적의 경관분석 등 고고학적 연구영역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GIS가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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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이용한 일본의 고고학적 분석연구 사례>

<관련 웹사이트>
• GIS Development
http://www.gisdevelopment.net/application/archaeology/general/index.htm

• ERSI GIS for Archaeoloy

http://www.esri.com/industries/archaeology/index.html

• 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http://tunogis.nichibun.ac.jp/iseki/

이상에서 해외의 고고학 조사연구분야에서 GIS가 활용된 사례들을 간단히 보았
는데, 여기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위주로 다루어 보았다. 비록 위
의 내용은 사례소개 수준에 그쳤지만, GIS는 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
역에서 보다 심도있게 활용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고고
학적 조사연구에 활용가능한 아래의 간단한 기능 몇 가지를 직접 시연을 통해 소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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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도 작성

▸ 이미지와핑과 지도중첩

▸ 버퍼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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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N, DEM의 활용

▸ 가시권분석(View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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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GIS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GI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자료의 관리와 분석이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매장문화재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RM이나 조사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데이터는 GIS를 실행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데이터의 적합성과 적절성, 정확성, 표준화 등이 요구된
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DB는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GIS의 시스템적인 성능과 서비스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설계과정
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구축과정에서는 앞서 지적한 전제조건을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DB구축대상인 원본자료의 오류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재GIS DB 중 지표․발굴
조사보고서의 데이터 오류가 발생된 경우가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표준화 측면에
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비단 GIS DB구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표․발굴조사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
로 보인다.
첫째, 데이터의 정확성과 관련된 것이다. 정확성에 관한 오류는 특히 유적위치나
발굴구역 표시 등 공간정보에서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 생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적위치도, 조사구역도, 유구배치도 등 필수도면이 누락되거나, 지질
도, 사업계획도, 설계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에 유적정보를 표시하여 수치지형도와
같은 표준화된 지도기반에서 유적의 위치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
구배치도는 현장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지도기반으로 제작된 발굴구역도가 존재하지 않으
면, 그 위치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이 경우, 차후 해당유적의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
는 지표․발굴조사가 실시될 경우 과거 조사된 유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연구자료로서의 효용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지도기반의 사용
이 요구되며,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정밀도가 보장된 GPS를 이용하여 좌표정보
를 2점 이상 표시해 두면 공간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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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공간정보 오류 예시와 해결방안>

이러한 공간데이터의 부정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먼저
유적성격별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석묘, 탑
등 하나의 유적은 위치점으로 표시하고,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유적은 범위를 반드
시 표시하는 것이다. 둘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의 적극적인 활용
이다. 특히 1:5,000 축척의 지형도는 유적의 위치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좌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유적상황에 따라 지도의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지
형도를 유적위치표시를 위한 기본도로 반드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그리고
셋째, GPS사용의 활성화이다. 만약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유적의 위치를
식별․표시 가능할 경우, GPS를 별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구배치도와 같이 수
치지형도를 기반으로 도면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성능이 보장된 GPS를 사용하여
조사구역 또는 유적 위치점에 대한 2개 이상의 좌표정보를 보고서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조사구역을 표시하는 경우, 반드시 다각형 형태의 범위표시
가 필요하다. 유적의 위치점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면, 정확한 유적범위를 식별하
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유적 주변조사시 기존 유적정보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있
을 수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표준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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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이다. 데이터 표준화는 유적정보의 축적, 보존,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 또는 유적종류의 분류체계
에 대한 표준화이다. 현재 문화재청이나 학계에서 확정된 표준화안은 없는 상태이
지만, 문화재GIS 구축을 위하여 2002년부터 관련학자들에 의한 논의과정을 거쳐 1
차적으로 정리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유구정보를 다루
는데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유적, 유구의 표준화된 분류
체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적정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조사보고서, 특히 발굴조사보고서의 초록에
서 제공하는 속성정보 표시정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발굴조사보고서의 초록속
성 중 특히 유구의 종류, 시대, 중요유물 등에 대한 정보는 기재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유적․유구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표준분류체계에 의한 시대, 유적분류 및 표기가
필요한데, 현재 확정된 시대․유적 표준분류체계가 없기 때문에 GIS DB구축과정에
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각 조사구역별
개별유적의 상세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속성테이블을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유적종별

시대 및 연대 유형 및 기수

주요유물

특기사항

비고

<발굴조사보고서 초록 기재방식 개선안>
유적(구역)명

소재지

시대

종류

유구수

주요유물

비고

속성테이블 개선안을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고속도로 건설구간 발굴의 경우
조사구역이 여러 개로 나뉠 수 있으므로, 각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유적(구역)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구역구분에 따라 소재지정보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구역에
대한 소재지를 별도 기재하고, 구역별로 각 유적, 유구에 대한 시대와 종류, 유구수,
주요유물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 기존보다 상세한 유적정보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25 -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

Ⅴ. 맺음말
이상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조사연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의 구축사례와
활용 예를 살펴보았다. 주로 해외의 문화재관리, 즉 CRM 측면과 조사연구분야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이처럼 해외에서는 고고학적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적인 분야까지 활용영역이 매우 광범위한 상황이다. 또한 고고학자가 직접
GIS구축에 참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질적
인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고학
자들 사이에서 GIS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직접 tool을 운용할 수 있는 학자들
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활용영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학, 조
경, 환경공학, 토목, 건축 등 타 학문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GIS가 도입되어
GIS의 활용에 있어서 학제간의 고유영역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이다. 이것은
GIS가 제공하는 자료관리, 분석기능과 각종 모델링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등 강력한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고고학적 조사연구분야에서 활용이 미
비하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그리고 관련연구자의 활
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해외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GIS가 고고학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길 바란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고학분야 GIS의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문화재조사기관에서 자료수집의 초기단계부터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과 최종적으로 생산된 자료를 관리․사용하는 주체 간의
상호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기본도로서 수치지형도
의 사용, GPS를 통한 공간좌표의 확보, 공간정보 표시방식의 정의, 표준화된 도면작
성 마련 등이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생각되며, 이것은 GIS DB구축을 위한 과정만
이 아니라 학술자료로서의 조사정보생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6 -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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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琇

鉉

(호남문화재연구원)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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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東林洞遺蹟 低濕地

목

차

Ⅰ. 머리말
Ⅱ. 저습지 조사내용
1. 조사개요
2. 청동기시대 저습지
3. 삼국시대 보시설(목조구조물)

Ⅲ. 저습지의 형성시기와 조사의미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이 글은 광주 동림동유적에서 발굴조사된 청동기～삼국시대의 저습지 조사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유적은 광주광역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운암산 자락이 남쪽으로 뻗어 내
린 충적지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영산강의 지류인 光州川에 인접한 곳으로 조사전까지
논경지로 이용되었다.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약 4㎞정도 떨어진 곳에 초기철기시대 저습
지를 대표하는 광주 신창동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사지역은 동서길이 1000m, 남북길이 400m이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저습지를 비롯
해 삼국시대 주거지 100여기, 저장용과 용도미상의 수혈 120여기, 지상건물지 64기, 분구
묘, 환호, 인공 또는 자연 溝 150기, 우물 2기, 관개시설에 해당하는 ‘洑’(木造構造物) 등
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활동이 이루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저습지는 Ⅲ구역 동쪽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저습지의
조사면적은 동서길이 120m, 남북길이 80m정도이다. 유적내 저습지 퇴적층은 고토양과
고식생 분석 등 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원전 약 4,000년～2,700년 사이에 습지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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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번 한문협 교육에 참가한 동료 조사원들에게 저습지 조사방법을 논할 수 있
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 다만, 필자가 동림동 저습지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 실수한 점,
논의해 보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이 글과 교육 당일 발표자료를 작성하였다.

동림동유적 Ⅲ구역 저습지구간 전경(左,) 유적 기준토층(右)

Ⅱ. 저습지 조사내용
1. 조사개요
동림동유적의 저습지는 유적의 Ⅲ구역 동쪽부에서 확인되었는데, 원래의 입지를 고려
한다면 川과 丘陵 사이의 나지막한 충적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저습지 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습지와 이 후 삼국시대에 축조된 관개시설 중 하
나인 洑(목조구조물)가 함께 조사되었다. 저습지는 중앙부로 갈수록 움푹 패어져 퇴적이 두
텁게 형성되어 있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모래와 자갈층 등 다소 높은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저습지내 유기물퇴적은 최근의 논경작면에서 약 1m 아래부터 시작된다. 층위상으로
볼 때, 흑갈색유기물층이 두텁게 퇴적된 부분에 유물이 집중되고 유기물층 아래로는 점
토층과 모래층, 자갈층이 큰 변화없이 층층이 쌓여 있다.
저습지 일대의 지질환경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습지 형성배경을 살펴보면, 하천이 여
러 차례 범람하면서 우각호등이 곳곳에 생겼으며 이 과정에서 하천과 우각호의 사이에

- 30 -

2. 조사사례 - 광주 동림동유적 저습지

형성된 웅덩이와 같은 곳에 습지퇴적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림동의 저습지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저습
지내에서 노출된 수많은 자연목들의 대부분이 지형이 높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양상으로 노출되었고, 목재들 중 상당수가 흘러오면서 부딪히는 저습지 가장자리쪽에
집중되는 현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동림동 저습지 구간은 청동기시대 전기 시점에 일정부분 흘러가는 양상의
습지가 형성되었고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는 습지의 일부가 충적지로 변하고 소하천이
흐르면서 보의 설치와 함께 경작행위가 이루어진 곳으로 이해된다. 이는 저습지 주변에
서 생활유적을 비롯한 다른 유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저습지에서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유적의 Ⅰ구역 하층에서도 자연목과 함께
유기물퇴적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적과 천변 곳곳에 습지가 형성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청동기시대 저습지와 삼국시대 보시설인 목조구조물에 대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청동기시대 저습지
1) 조사방법
저습지는 Ⅲ구역에 해당하는 N9E19칸에 대한 시굴조사 중 삼국시대문화층 아래에서 유
기물이 퇴적된 흑색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유기물층의 퇴적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 1×1m에
대해 하강작업을 실시하던 중 흑색점토층 下 50cm 부분에서 자연목들과 함께 활대로 추
정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목기 1점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목재가 존재하는 범위파악과 퇴
적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목기 출토지점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굴구덩이(Tr.)를 설치하여
토층의 흐름을 파악하였고 동시에 4×4m의 범위에 한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자연목들이 빼곡이 노출되는 현상이 확인되어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저습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저습지 중앙부분에 5m 너비의 단면둑을 남-북 방향으로
남긴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즉, ① 삼국시대 문화층까지 전면제토를 실시
하여 유구의 존재여부 확인 ② 유기물층 상면에 해당하는 흑색점토층까지는 장비를 이
용해 제거 ③ 유기물층에 대한 내부조사는 수작업으로 진행 ④ Tr.조사 및 유기물층에
대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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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층
저습지의 토층은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7～9개층으로 구분될 수 있
는데, 현재의 경작층부터 최하층인 자갈층까지를 포함한다. 이를 크게 보면 하천환경, 습
지환경, 경작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도면 1>의 1～3층이 인간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층이라면 4～7층은 자연퇴적으로 볼 수 있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퇴적내에는 동일하
게 문화층이 존재한다. 즉, 2층은 조선시대 수로가 확인되는 층, 3층은 삼국시대 이후의
유구가 확인된 층, 4층은 삼국시대 수리시설인 목조구조물이 축조된 층, 5～6층은 유기
물층과 점토층으로 저습지와 직접관련이 있는 층, 7층은 자갈․모래층으로 하상퇴적에
속한다. 자연목이 집중되는 5층의 중위에 해당하는 흑회색․흑갈색점토층에서는 가공된
목기와 함께 공반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한편, 동림동유적 전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 저습지와 관련된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발굴조사지역 외곽에 해당하는 구릉상에 관련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저습지가 폐기된 이후 습지가 있던 곳은 지속적인 퇴적활동이 진행되다가 삼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관개시설의 하나인 대규모
木造 洑施設과 木列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수로나 하천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 주변으
로 경작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저습지 기준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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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조사
우선, 목기가 출토된 지점을 중심으로 2×50m의 기준둑을 남북방향으로 남긴 후, 기준
둑의 한쪽면을 장비를 이용해 하상퇴적층까지 내려가 단면층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문화층과 유기물층 사이에는 약 50cm 두께의 흑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한 후, 자연목을 수작업을 통해 노출시켰으며 이 과정에
서 노출된 자연목은 기본적으로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하였고, 가공된 목기 및 필요하다
가 판단되는 목재에 대해서는 기록 후 수습하여 별도로 제작한 수조와 유물박스에 보관
하였다.
현장조사는 구간 전면에 걸쳐 차광막을 2중으로 씌우고 전기 분사기를 이용해 지속적
으로 물을 뿌려주는 작업과 양수기를 곳곳에 상설로 설치해 고이는 물을 제거하는 작업
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저습지의 단면상태를 살피기 위해 기준토층의 한면을 하
상퇴적층까지 切開하여 기록․관찰하였다.

청동기시대 저습지 전경

4) 출토유물
뻘층의 상면 약 50cm 下에서부터 토기류, 토제품, 석기류, 목기류를 비롯해 자연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口脣에 刻目이 시문된 이중구연단사선문 토기와 직립구연의 무문토기,
점열궁이 시문된 토기와 함께 목기는 다량의 자연목들 사이에서 출토되었는데, 弓, 고무
래, 자귀자루, 刻目된 목기, 추정용기 등 모두 완형에 가까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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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기류․토제품
구순각목문에 이중구연단사선문이 결합된 심발형토기는 저습지 중앙기준둑 서쪽 하
단부 흑회색점토층에서 여러 편으로 출토되었다. 활이 출토된 곳에서 서쪽으로 8m정도
떨어진 곳이다. 토기는 이중구연이 퇴화된 형태로 축약된 저부에 넓게 바라지는 형태로
외면에 얇게 이중구연이 남아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단사선문은 이중구연
처리된 부분에 약 3.6cm 길이의 빗금이 사선으로 일부 겹친 채 시문되었다. 높이
23.9cm, 복원 구연부직경 24.5cm, 저부직경 9.2cm, 두께 0.5～1.0cm이다. 이러한 기종은
강진 호산유적 나지구 Ⅱ구역 저습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며 익산 영등동유적과 함평
성남유적, 남원 고죽동유적 1호주거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퇴화된 이중구연의 처
리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함평 고양촌유적 2호주거지 출토품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출토예를 살펴보면, 순천 죽내리유적 2호주거지를
비롯해 화순 대신리유적, 함평 노적유적, 여천 적량동 상적지석묘, 여천 월래동유적, 남원
고죽동유적, 전주 성곡유적, 전주 효자4유적, 광주 산정동유적 3구역 1호 장방형주거지,
광주 용두동유적 13․21․22․25․26호주거지, 광주 수문유적 1호장방형주거지등에서 출
토되었다. 구순각목에 단사선문이 복합된 예는 영광 군동유적 4호주거지 출토품이 있다.
점열문토기는 구연부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구연단 아래에 2조의 점열문을
壓印하여 시문하였고 구연단이 직각으로 다듬어진 상태이다. 문양과 태토, 구연단 처리
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말기나 청동기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유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유물과 관련지을 수 있는 신석기시대 타제석촉 1점이 최근 동일수계상에 위치한 광주
신촌유적에서 출토되어 참조된다.
토제품으로는 토제어망추 4점이 출토되었는데, 단면형태에 따라 원판형 1점, 원통형 2점,
구형 1점이 있다. 원판형은 납작한 단추모양으로 가운데에 원공을 뚫고 홈을 파서 돌렸다.
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지석묘의 묘실주변에서 출토되는데, 장흥 신풍유적 14호주거지
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다. 단면 원통형의 어망추는 평면이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중심
부에 길게 구멍이 뚫렸다. 이러한 원통형 어망추는 익산 영등동유적 1호주거지와 전주 성
곡유적 1호주거지 등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단면이
球形인 어망추는 圓孔이 4곳에서 대칭으로 뚫렸는데 대구 서변동유적 출토품이 유사하다.

토 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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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기류
① 활
동림동 저습지의 조사를 가능하게 한 유물로 시굴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저습
지의 중앙기준둑 북쪽 하단인 흑회색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최초 노출당시 완형의 형
태로 노출되었으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3마디로 나뉘어졌다.
활의 길이는 125.8cm정도이며 휘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은 直弓으로 판단된다. 활의
표면은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특별하게 가공되지 않았으며 나뭇가지의 마디부
분 돌출된 부분은 잘 다듬어 미끈하게 처리되었다. 시위를 고정하는 弦固定部는 얇고 납
작하게 段을 이루게 다듬고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현고정부 길이는 1.5～2.5cm이
며 활의 단면은 원형에 가깝고 두께는 1.0～1.5cm이다.
나무의 종류는 휘어짐이 좋은 뽕나무과 뽕나무속이 사용되었다. 뽕나무는 조선시대
궁간목 즉, 군용 물자로 사용하면서 각 고을에서 의무적으로 나라에 바치게 한 때도 있
었다. 태종 16년에는 산에서 자라는 야생 산뽕나무에게도 보호령을 내려 나라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또한, 기원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예기의 기록을 보면 옛날 중국에서는 桑蓬六志라 하여 아들을 낳으면 뽕나무로 만든
활에 쑥대로 살을 만들어 사방에 쏘면서 그 아들이 앞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는 고사
가 있다.

활 출토상태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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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활로는 동림동 출토
품이최초의 예로 파악된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유물로는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광
주 신창동유적 출토품이 있는데, 길이 116cm의 완형의 直弓으로 횡단면 원형이며 양단
에 현고정부가 있는데, 현고정부의 다듬어진 형태가 꼭지 또는‘V'자형으로 동림동의 활
과 차이가 뚜렷하다. 창원 다호리 1호묘 출토품의 경우도 횡단면이 반원형인 목제 直弓
으로 표면에 나무껍질을 감고 그 위에 黑漆을 한 것과 횡단면이 장방형에 가까우며 중앙
부는 잘록한데 단면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무껍질을 감지 않고 흑칠을 하고 있어서
동림동 유물과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활인 동림동 출토품은 이후 초기철기시대 활에 비해 더욱 직
궁에 가깝고 단순하나 현고정부를 매우 정교하게 다듬은 특징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활의 형태분류에 있어서 수종과 활의 전체적인 형태, 耳(弦固定部)의 형
상, 활의 크기를 고려한다. 특히, 활대와 耳의 형태가 활의 특징을 규정하는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 동림동 활과 전체적인 형태나 弦固定部의 다듬어진 정도에 있어서 유사한 것
으로는 日本 滋賀縣 湖西線遺蹟 出土品과 大阪府 彌生博物館에 복원․전시되어 있는 長
原遺蹟 出土品을 들 수 있다.(奈良國立文化財硏究所 1984) 이외에도 日本 奈良縣 平城京
과 久野部 出土品과 彌生時代 中期初에 속하는 비자나무(イヌガヤ)로 만든 길이
142.5cm의 愛知縣 蓧束 出土品도 있다. 일본 繩文時代 晩期～彌生時代에 속하는 활의
수종은 주로 비자나무이다.
② 고무래
유물은 저습지 중앙기준토층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목기집중출토지점에서 2片
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무래는 논밭의 토양구조를 고르게 만들어 주는 삶이연장의
하나로 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린 뒤 흙을 덮는데 쓰는 연장이다. 또한, 곰방메
와 같이 논밭의 흙덩어리를 깨뜨리거나 바닥을 고르고 흙을 덮는 데에 사용되거나 괭이
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면서 논의 진흙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고무래의 사용하는 동작이 당기거나 미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당그레’,‘당길
래’, ‘당글개’, ‘밀개’, ‘미래’라고도 부른다. 예전에는‘고미래’(사류박해․해동농서) 또
는‘고미래’(물보)라고 했고, 한문으로는 朳(해동농서․임원경제지․물보), 把橯
(농사직설․고사신어)耰(색경․천일록․임원경제지)라고 적었다.
동림동 출토 고무래의 세부명칭을 살펴보면, 고무래의 위쪽면에 해당하는 前面 즉, 공
부 주변이 두툼하게 처리된 쪽이 된다. 그리고 반대면인 편평하게 다듬어진 곳이 고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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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뒷면이자 아래쪽면에 해당하는 背面이다. 그리고 자루를 끼우는 공부와 공부 위쪽면,
즉 직각으로 두텁게 다듬어진 부분이 頭部가 되고 두부의 반대편이 刃部이며 두부와 인
부를 제외한 앞․뒷면은 身部라 구분할 수 있다.
동림동 고무래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평면형태가 모죽인 장방형이며 단면은 매우
납작한 직삼각형에 가깝다. 전체길이 12.1cm, 너비 27.9cm, 두께 0.4～2.0cm이다. 길이에
비해 너비가 2배 이상이다.
고무래의 頭部는 신부의 가장 위쪽면에 해당하며 두텁고 직각에 가깝게 다듬어졌으며
가장자리는 둥글게 다듬어졌다.
고무래의 銎部는 자루를 끼우는 곳으로 두부에 접한 신부 중앙에 직경 2.7～3.2cm 크
기로 둥글게 뚫렸다. 특히, 고무래의 뒷면에 해당하는 배면 공부는 직경 7.6cm로 비스듬
이 측면이 비스듬히 처리되면서 볼록하면서 두툼하게 처리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공부
와 일직선상의 양 측면에 방형의 소형 구멍이 각각 1개씩 투공되어 있는데, 크기는 길이
1.7cm, 너비 1.2cm이다. 한쪽것은 고무래의 너비와 직각되게 뚫렸으나 다른 하나는 비스
듬히 뚫렸다. 이는 자루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인 조치이거나 괭이와 결합하
여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필자는 공부의 다듬어진 정도나 고무래의 크
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고무래의 身部는 두부에서 인부쪽으로 가면서 얇아지며 측면 가장자리는 비스듬히 얇
게 다듬어진 상태이다. 신부 표면에 나무결이 확인되는데 너비와 수평방향으로 관찰된다.
刃部는 앞면이 두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날을 형성하고 있는데, 날끝부분이
둥글게 다듬어져 있고 사용된 흔적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고무래의 수종은 참나무과 참나무속인데,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고무래인 무안 양장리
유적 출토품은 상수리나무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동림동 고무래는 측면과 날부분이 완만하게 처리되었고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
어 찍어내리는 괭이라기 보다는 괭이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된 진흙 제거용 고무래이거
나 단독으로 논의 진흙을 정리하는 고무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림동 고
무래는 수종이 견고한 목기에 주로 사용된 참나무이고 자루를 끼우는 부분이 견고하게
다듬어지고 자루를 고정하기 위해 보조구멍이 존재하는 것, 날부분이 완만하고 사용으
로 인한 결실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곰방메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논의 진흙 덩
어리를 깨거나 논바닥면을 고르는데 사용된 고무래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림동 고무래의 형태는 일본의 기존자료를 보면 미생시대 전기까지 올라가는 유물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목기 중 완형에 가까운 고무래의 출토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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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산 마전리유적 C지구의 저수장 또는 저목장으로 추정되는 유구내에서 고
무래로 추정되는 유물 2점이 출토된 바 있는데, 모두 미완성품이다. 이 중 하나는 길이
25.3cm, 너비 16.4cm, 두께 3.5cm로 목기 아래부분은 날을 세웠으며 장방형의 돌출부에
투공하기 전이다. 이 유물은 비록 완성되지 않았으나 자루를 끼우는 부분의 형태나 날부
분의 처리를 볼 때 동림동 출토품과 유사하나 길이와 너비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
다. 최근에는 광주 대동유적에서 괭이가 확인되었는데, 길이 18.5cm, 너비 14.0cm, 상단
두께 1.5cm, 하단두께 0.4cm, 구멍직경 4.0cm, 구멍두께 1.8cm이다. 중앙의 구멍 양단에
소형의 구멍이 각각 투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괭이로 판단하였으나 고
무래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김권구 2008)

고무래 출토상태와 보존처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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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귀자루
유물은 고무래가 출토된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1.5m정도 떨어진 곳에서 노출되었다.
자연목의 일부와 가지를 이용하여 만든 一木造의‘ㄱ’字形으로 曲柄에 해당한다. 크기는
전체길이 29.3cm, 台部길이는 16.2cm, 台部너비는 2.2cm, 병부두께는 2.2cm이다.
자귀를 고정하는 台部의 끝부분은 결실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1단을 이루며 남아
있고 중앙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로 관찰된다. 基部는 돌출된 상태이며 끝부분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손잡이인 柄部는 단면 圓形으로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끝부분은 둥글게 다듬어졌다. 손잡이는 직선이 아닌
가운데부분에서 휘어진 상태이다.
동림동유적과 인접한 초기철기시대 신창동유적 자귀자루의 경우에는 台部에 고정을
위한 홈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반면, 동림동 출토품은 밋밋하게 처리되어 차이를 보여준
다. 형태면에서 유사한 유물로는 창원 다호리유적 1호분 출토 도끼자루가 있다.
자귀자루의 수종은 고무래와 동일한 참나무과 참나무속이 사용되었다. 일본의 미생시
대 자귀자루의 수종을 살펴보면, 神道의 신성한 장소를 경계짓거나 그곳을 장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비쭈기나무가 다수를 차지하며 떡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비자나
무등이 사용되었다.(奈良國立文化財硏究所 1993)
④ 刻目된 용도불명목기
자귀자루에서 동쪽으로 약 4.5m 떨어진 지점에서 가공된 목기와 겹친 채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Y'자형을 절반으로 나눈 형태에 가까우며 가늘고 긴 부분과 둥글게 돌아가
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크기는 전체길이 55.9cm, 손잡이부분 49.0cm, 두께 1.5cm이며 수
종은 버드나무과 버드나무속이 사용되었다.
목기는 우선 가지의 껍질을 벗긴 후, 가지의 끝부분 한쪽을 도구를 이용해 뾰족하게
다듬고 긴 가지 한쪽면에 모두 13개의 눈금을 새겼다. 눈금의 크기와 눈금간의 간격이
차이를 보이며 눈금을 새긴 면은 볼록하게 稜을 형성한 후 눈금을 새겼다. 또한, 가지의
끝에서 이어지는 둥글게 돌아가는 부분은 끝이 결실되어 완전한 형태를 알 수 없으며 둥
글게 돌아가는 반대쪽은 결실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대칭적인 형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유물이 日本 平城京 左京에서 출토된 바 있다.(奈良國立文化財硏究所
1984, 도면 9) 이 경우, 잡은 고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어로구의 일종인‘攩網’이라는
용도로 알려져 있다. 크기는 손잡이부분 길이 35.8cm, 두께 1.5cm이며 수종은 소나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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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었고 시기는 723년경이다. 크기와 해당시기, 수종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동림
동 출토품이 양대칭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들을 감안할 때 상호관련성이 적을 수 있으
나 전체적인 형태와 각목의 양상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刻目木製品으로 명명되어 3점이 보고된 예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짧은 나무토막에 2조로 刻目이 되어있고 수종도 참나무속 상수리나무류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무안 양장리유적에서도 用途不明品으로 보고된 목기는 한쪽면에
홈과 같이 刻目된 출토품이 보고되어 비교될 수 있다.

자귀자루(左), 각목된 용도불명목기(中), 박과 씨앗(右)
⑤ 목기의 수종선택
목기의 수종을 파악하는 것은 그 도구의 기능과 성격 뿐 아니라 당시의 식생과 자연환
경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수종의 선택은 유연함과
견고함뿐 아니라 나무결과 향, 그리고 색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기제작에 쓰이는 나무는 마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또는 자원활용
영역안에 서식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벌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목기의 기능이
요구하는 성격과 나무의 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목기에 쓰이는 나무의 종류를 선택하
였을 것이다. 이러한 선별의 과정에는 나무는 내구성, 가공의 용이성과 같은 개별 목재
의 특유한 성질에 따라 인위적으로 선별되어 이용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수종분석 사례를 보면, 우선 이효선은 포항 초곡리 선사유적 수종분석을 통
해 소나무(소나무과 소나무속)는 주로 건축용재, 토목용재, 기구용재, 선박, 관재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상수리나무(참나무과 참나무속)는 선박재, 농기구재, 건축부재로, 졸참나
무류(참나무과 참나무속)는 건축용재, 선박재, 농구재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김민구는 부여 송국리유적 탄화목재의 수종분석을 통해 당시 가옥 조영용 목재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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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소나무속(28)과 참나무속(30)이며 가옥의 성격에 따라 수종이 구별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여 한층 발전적인 측면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김권구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목재의 선택은 목기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주
로 단단한 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나무과 참나무속등이 사용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수
종에 따라 사용용도가 판재․건축부재용, 땔감용, 땅 파는 도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음
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동기시대 탄화목재의 수종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포항 초
곡리유적 전기장방형주거지 벽면 판재의 경우는 상수리․소나무․졸참나무등이 사용되
었고, 춘천 천전리유적 전기장방형주거지내 화살대는 싸리나무가 사용되었다. 안동 저전
리유적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절구공이는 참나무이다.
동림동 저습지에서 출토된 가공목기 17점에 대한 수종분석 결과, 참나무과 참나무속(7
점), 자작나무 오리나무속(5점)을 비롯해 뽕나무과 뽕나무속, 버드나무과 버두나무속, 버
드나무과 사시나무속, 자작나무과 자작나무속, 물푸레나무과 물푸레나무속이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1>는 동림동 목기와 일본 출토품의 수종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동림동 목기와 일본 출토품의 수종비교표1)
일련
번호
1
2
3
4
5

목기분류

동림동 저습지

일본 출토품

활

뽕나무과 뽕나무속

비자나무, 삼나무, 소나무, 비쭈기나무
․진흙제거용:떡갈나무, 북가시나무, 녹나무
고무래
․괭이:참나무,떡갈나무,북가시나무,녹나무
참나무과 참나무속
비쭈기나무,떡갈나무,졸참나무,
자귀자루
상수리나무,비자나무
刻目된 목기 버드나무과 버드나무속 소나무속
자작나무 오리나무속 산뽕나무,느티나무,녹나무,뽕나무,
(추정) 容器
(19,22,23번유물)
삼나무,노송나무,벚나무,북가시나무

동림동 청동기시대 저습지에서 출토된 목기의 수종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수종
은 참나무과 참나무속과 자작나무과 오리나무속이다. 주로 단단하고 견고성이 요구되는
목기에 사용되는 참나무는 고무래와 자귀자루, 추정 결합부재, 쐐기등에 사용되었고 容
器로 추정된 목기들은 예로부터 목질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여러 용도로 긴요하게 쓰인
자작나무과 오리나무속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활은 역시 휘어짐이 좋아 예로부터 활을

1) 일본 출토품은 목기집성도록 근기고대편(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1984)과 근기원시편(나라국
립문화재연구소 1993)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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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데 사용된 뽕나무과 뽕나무속 나무가 사용되었다.
한편, 동림동유적 청동기시대 저습지에서 확인된 목기의 수종과 인접해서 발굴조사된
삼국시대 수리시설인 목조 보시설에 사용된 목재들의 수종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
이고 있어서 흥미롭다. 즉, 참나무과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 수
종이 거의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는 참나무와 함께 자작나무과가 주로 사
용된 반면, 삼국시대에는 소나무과가 일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일한 유적내의 경우에서도 시대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된 나무가 분명하게 차이
가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식생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차이뿐 아니라 나무를 선택하는데 있
어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동일 기종의 목기에 있어
서 동림동 목기와 일본의 출토품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3. 삼국시대 보시설(목조구조물)
1) 보의 형태
주지하다시피 洑는 물길을 막아 물의 흐름을 정체시킴과 동시에 수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 동림동유적에서 확인된 보시설인 목조구조물은 확인된 형
태를 통해 볼 때 횡목, 걸침목, 수직말목, 경사말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로에 설치된 보시설은 길이 6～7m, 높이 1m 이내의 규모로 물길을 가로지르는 방
향으로 말목을 박은 다음, 횡방향으로 나무를 덧대어 축조됨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
로의 규모는 3～6m, 깊이 0.5～1m이다. 하천에 설치된 보시설은 길이 15m 이상, 높이
1m 이내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의 형태에 따라서는 횡방향으로 굵고 긴 나무를 놓은 다음, 양쪽을 말목과 판자로
보강한 직립형 보, 말목을 비스듬하게 교차하면서 박은 다음 횡방향으로 잔가지와 벼과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 보강한 합장형 보가 있다. 그리고 수중보가 있는데, 이 경우는 하
상을 하천 유로와 같은 방향으로 지하 물이 솟는 곳까지 깊고 길게 판 후, 소나무를 가
로로 길게 깔고 그 위에 돌을 다시 깔고 자갈을 넣어 덮는다. 평상시에는 보 위로 물이
흐르지만 가뭄이 들어 하상이 들어났을 때에는 지하의 물 솟는 곳에서부터 물을 수중보
로 끌어 들여 경작지에 댈 물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조경만 1997)
동림동의 목조구조물은 위의 3가지의 경우가 혼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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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축조양상
동림동유적 목조구조물은 청동기시대 저습지의 전체지형을 파악하고자 서쪽으로 확
장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최초 노출당시 저습지의 뻘층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다른
자연목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나, 집중적으로 노출된 말목열과 일부 구조물로 볼 수 있
는 형태가 노출됨에 따라 하나의 구조물이 있을 것으로 상정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구조물의 남쪽과 동쪽부에 기준토층을 확보한 후, 남쪽 기준토층에 깊은 구덩이
를 설치하여 이곳에 양수기를 상설 설치해 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목조구조물은 잔존길이 15m, 너비 2m 정도로 인접한 지점에 말목열과 작은 보 1기가
더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보는 횡목과 걸침목을 결합한 후, 견고한 말목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박아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이다. 조사 중 구조물의 축조와 관련하여 구
조물 내부에 인위적으로 자갈과 모래를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지점에 둑을 남긴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목조구조물은 길이 4～5m의 긴 통나무 4개 이상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나무를 잇댄 후, 측면을 말목으로 촘촘히 고정하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대략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
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중앙부분에는 수직방향으로 긴 통나무 4개가 2개씩 쌍을 이루
며 서쪽방향으로 길게 놓여져 있으며 구조물의 북쪽 끝부분은 4개의 긴 통나무가 가운
데로 모아진 채 마무리 되었다.
목조구조물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중앙부로 나누어
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은 횡목과 걸침목, 말목이 이용되어 축조되었다.
목조구조물의 해체조사는 구조물의 축조방식을 최대한 도면화 하여 추후 구조물을 해
석하는 자료확보 차원해서 3D조사를 병행하였다. 해체조사는 목조구조물(1보)를 남겨 둔
상태에서 주변의 소규모로 남아있는 2보와 말목열에 대한 해체를 시작하였고 이후 1보에
대해 해체를 진행하였다. 1보에 대한 해체는 구조가 대부분 들어났다고 판단되는 우측을
우선 실시하고 좌측해체, 그리고 양측과 구조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중앙부 순으로 이루
어졌다. 구조물의 해체는 횡목을 우선 제거한 후, 걸침목과 말목의 관계를 확인하고 최
종적으로 말목을 제거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출토유물로는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접시등의 토기류를 비롯해 건축
부재로 사용된 목재 등이 수습되었다.
한편, 구조물과 관련된 수로와 용수로, 농경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접지점에 Tr.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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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토층상에서 확인코자 하였다. 구조물의 동쪽 끝부분과 말목열이 끝나는 부분인 남
동쪽 토층에서는 작은 수로가 확인되었으나 목조구조물과의 관련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구조물은 저습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구 확인이었다. 따
라서 저습지의 전면제토 과정에서 흑색점토층에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농경지나 용
수로 흔적 등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목조구조물 평․ 단면도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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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구조물 우측 세부

목조구조물 중앙부 세부 및 해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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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구조물 출토유물

Ⅲ. 저습지의 형성시기와 조사의미
1. 형성시기
동림동 저습지의 형성시기에 대한 이해는 출토유물과 다양한 절대연대값을 통해 가
능하다. 청동기시대 저습지에서는 이 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목기
와 함께 출토되었다. 목기 중 3점에 대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표면에 원공이 투공된 용도불명의 목기 보정연대값이 기원전 20세기를 상회하여
공반유물과 동떨어진 연대값이 얻어졌으나 고무래와 판재로 가공된 목재의 경우는 기
원전 12～15세기로 측정되어 유물과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연대값을 보
여 참조가 된다.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동림동 저습지의 지층을 통해 다양한 자연과학분석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저습지는 기원전 4,00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2,000년까지
꾸준히 퇴적되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화분분석의 경우에 청동기시대 저습지 출토 목기와 공반유물이 포함된 문화층
의 연대는 화분분석의 ZoneⅠ～Ⅱ의 표토하 80～150cm 사이로 해당연대는 기원전
3,400～2,700년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목기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과도 어느정도 일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시설인 목조구조물은 화분분석의 Zone Ⅲ의 표토하 10～
70cm에 해당되어 기원전 2,700～2,000년 이 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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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림동유적 저습지 자연과학분석 결과(절대연대값)
일련
번호

분석
방법

분석대상(유물, 퇴적층)

연대값

시료
번호

유물
번호

유물명

B.P

연대눈금맞춤
값

1

GD-1

20번

3880±30

2380 BC

2

방사성탄소
GD-2
연대측정

용도
미상목기

15번

고무래

3210±40

1480 BC

3

GD-3

25번

목재

2920±40

1120 BC

4

제4기층

유기물층, 흑색점토층

5

고토양분석
OSL 측정

유기물층, 흑색점토층

기원전 4,000～3,000년

유기물층, 흑색점토층
(ZoneⅠ:표토하140～200cm)

기원전 4,000～3,400년

유기물층, 흑색점토층
(Zone Ⅱ:표토하80～130cm)

기원전 3,400～2,700년

(Zone Ⅲ:표토하10～70cm)

기원전 2,700～2,000년

6

7

화분
분석

식생대

3000～2,300

참나무속
오리나무속
참나무속
오리나무속 감소
참나무속
벼과 우세

2. 저습지의 조사의미
지금까지 호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저습지와 목기가 확인된 유적으로는 강진 호산유
적이 있는데, 유적의 Ⅱ구역에 해당하는 저습지 최하단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에 구순
각목이 시문된 심발형토기와 가공된 목재들이 함께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섬진강변 충
적지에 해당하는 구례 봉북리유적에서도 가공목기가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광주 대동
유적의 괭이, 나주 횡산고분 하층의 전기 장방형주거지에서 부삽으로 추정되는 탄화목
재가 보고된 바 있다. 주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관련유적의 증가가 주목된다.
동림동유적 저습지는 영산강유역에 해당하는데, 유적의 북쪽으로 초기철기시대 신창
동유적 저습지가 위치하고 동일수계 하류에서는 삼국시대 무안 양장리유적 저습지가 조
사된 바 있다. 이들 유적은 영산강이라는 동일수계상에서 각기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하
고 있어서 자연환경의 변화와 도구의 발달양상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한 비교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림동 저습지에 대해서는 제4기층 퇴적과 고토양분석, 고식생분석, GRP탐사.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식물종자류 분석, 연륜연대, 3D측정 등 다양한 자연과학분석을 병
행하여 저습지 형성과 주변환경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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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이는 앞으로 저습지조사와 관련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적지 않다.

Ⅳ. 맺음말
광주 동림동유적 저습지는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저습지와 삼국시대
대규모 관개시설인 목조구조물이 비교적 양호하게 함께 조사된 예이다. 발굴조사를 진
행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배수문제와 노출된 목재의
현상유지에 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동림동유적의 저습지는 시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굴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확인되었고 또한, 청동기시대 저습지의 지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국
시대 보시설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조사구간은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해당하는 곳이며 조사 전 이미 공사측에 의
해 많은 부분 토사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조사지점이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
로 배수시설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제약이 따랐다. 실제 조사지점의 해발은 현재 지반
고에서 2m 이상 내려가 있었으며 여기에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치솟아 배수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였다. 물론 조사지역의 사방으로 배수로를 돌리고 한쪽으로 물을 빼는 일반적
인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동림동 저습지의 경우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최대한 지
형을 살려 둔 상태에서 배수구를 여러곳에 만들고 양수기를 상설로 설치하여 배수를 실
시하였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릴때에는 도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에서부터 치솟는
물, 내리는 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6번 이상 잠기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노출된 목재의 현상보존을 위해서는 조사지역 전체에 차광망을 설치한 후, 전자식 분
무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주어가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저습지 조사시 심리적으로 가공목기를 찾는데 주력하다보면 정작 전체적인 조사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조사면적의 선정이나 층위조사, 지형복원등은 뒷전으로 미루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끝으로, 이번 동림동 저습지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최초로 청동기시대 저습지를 확
인했다는 것과 대규모 토목시설에 가까운 관개시설의 하나인 목조구조물을 발굴하였다
는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싶고 동시에 놓쳤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어
앞으로 고민하며 발굴자료 검토와 연구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를 대신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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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위치와 전경

유적의 전체 유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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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지역 저습지유적 조사사례
-노화리․행복도시 유적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머리말

Ⅳ. 시굴조사

Ⅱ. 유적 개요

Ⅴ. 발굴조사

Ⅲ. 지표조사

Ⅵ. 조사의 성과와 과제

Ⅰ. 머리말
호서지역 저습지 유적에 대한 조사는 1983년 충주댐 수몰지구에서의 취락 조사를 시
작으로 현재 약 20여 군데 이상 조사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표 1. 참조>. 물론 이러한
조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릉지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
제조사의 한계상 이 지역에 조사가 치우친 감도 없지만 그동안 저습지 유적에 대한 관심
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대규모 발굴조사에
힘입어 저지대에 입지한 유적 조사와 관심이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1) 등도 증
가하고 있어 과거 문화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저습지는 구릉지와는 달리 습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좋
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저습지는 인간이 선호하기에 좋은 환경을 오히려
많이 제공하는데, 하천의 범람이나 침식 등의 피해가 적을 경우 완만한 지형조건과 비옥
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어 주거의 입지 뿐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확보에 좋은 지역이다(이
홍종 2007, 151쪽). 또한 유구나 유물들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하
는 고환경 분석에도 좋은 조건이어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저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유적의 존재 유무 파악을 넘어 과
1) 그러나 그간의 저습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주로 논 위주의 생산유구에 치중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저습지에 입지한 유적 분석과 함께 매몰 미지형에 대한 복원, 나아가 고
환경을 밝히는 데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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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문화를 밝히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앞으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
해 다양한 고고학적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적지 않게 저습지 유적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고 이를 통
해 저습지 유적에 대한 조사방법과 문제점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다.
따라서 필자가 참여한 저습지 유적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여기서 도
출된 조사방법상의 문제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표 12> 호서지역 저습지(충적평야) 유적 조사 현황
연
번

유적명

유적성격

1

제천 양평리유적

적석유구

최몽룡․임영진, 1984, ｢제원 양평리 B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 충주
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Ⅰ, 충북대학교박물관.

무덤

① 황용훈, 1984, ｢중원 지동리 A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1983년도｣,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Ⅱ, 충북대학교박물관.
② 황용훈, 1984, ｢중원 지동리 A지구 유적 발굴조사보고-1984년도｣,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Ⅱ, 충북대학교박물관.

출

전

2

충주 지동리유적

3

부여 궁남지유적 논, 도로, 연지

4

청원 궁평리유적

자연제방
취락

李隆助․權鶴洙․河文植․盧秉湜․權奇允, 1994, 淸原 宮坪里 靑銅
器遺蹟,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硏究所.

5

보령 평라리유적

무덤

이융조․ 정동찬․ 우종윤․ 윤용현․ 홍현선, 1996, 보령 평라리
선사유적, 忠北大學校博物館.

6

천안 장산리유적 논, 관개시설

7

충주 조동리유적

8

보령 관창리유적 논, 관개시설

9

청주 정북동유적

申光燮․金正完․金成明․金圭相, 1993, ｢扶餘宮南地第2․3次發掘
槪要｣, 考古學誌 第5輯, 한국고고미술연구소.

忠南大學校博物館, 2000, ｢상록리조트 골프장 증설부지 내 天安 長山里
遺蹟｣.

자연제방 상
이융조․우종윤, 2001,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Ⅰ, 충북대학교 박물관.
취락
李弘鍾․姜元杓․孫晙鎬, 2001, 寬倉里 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
財硏究所.

주거지, 목책 차용걸․노병식․박중균․한선경․김주미, 2002, 청주 정북동 토성
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등

10 부여 가탑리유적

논

許義行, 2003, 扶餘 佳塔里․旺浦里․軍守里遺蹟, (財)忠淸文化財硏
究院.

11 부여 군수리유적

취락 관련

朴淳發 外, 2003, 泗沘都城-陵山里 및 軍守里 地點 發掘調査 報告書,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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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적명

12 논산 마전리유적

13

부여
구봉․노화리유적

유적성격

16

논, 밭,
관개시설

부여 나복리
통실유적

부여 정동리 오얏
골․꿩바위골유적

19 천안 용정리유적

강병권, 2005, ｢扶餘 羅福里 통실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서고고학회.

논

李弘鍾․孫晙鎬․山本孝文․崔仁建, 2006, 鴻山-九龍間 道路擴張
및 鋪裝工事 區間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高麗大學校 考古環境
硏究所.

밭, 수혈,
건물지

이판섭, 2006, ｢扶餘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 遺蹟｣, 호서지역 문화
유적 발굴성과, 湖西考古學會.

논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구간 내 天安 龍井里遺蹟｣.
① 李弘鍾 外, 2007, 牙山 葛梅里(Ⅲ地域) 遺蹟, 高麗大學校 考古環境
硏究所.
② 忠淸南道歷史文化院, 2007, 牙山 葛梅里(Ⅱ區域) 遺蹟.

아산 갈매리

취락

21

아산 장재리
아골 유적

논

22

오창 학소리․
장대리유적

23 천안 매당리유적

25

26

朴淳發․李晟準․鄭元在, 2004, 大田 老隱洞遺蹟, 忠南大學校百濟
硏究所.

논

20

24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4, 扶餘
九鳳․蘆花里遺蹟.

부여 능산리 동라 논, 수로, 취락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4, ｢國道 4號線 扶餘-論山間 道路 擴鋪裝工
事 區間(扶餘羅城)內 遺蹟檢討委員會 및 現場說明會｣.
성 내 외부 유적 관련 시설

17 부여 송학리유적

18

전

논, 관개시설, 李弘鍾․朴性姬․李僖珍, 2004, 麻田里 遺蹟-C地區-,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우물 등

14 대전 노은동유적 구하도, 수혈

15

출

연기 종촌리
수전유적

裵相勳, 2008, 牙山 長在里 아골 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웅덩이, 수로, 구
김화정, 2008, 梧倉 鶴巢里․場垈里 遺蹟, 財團法人 中原文化財硏究院.
상유구, 취락 등
구하도,
수혈유구

鄭華榮, 2008, ｢천안 매당리유적｣, 2008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湖西考古學會.

논

신광철,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건설부지 내 연기 종촌
리유적｣, 2008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湖西考古學會.

행정중심복합도 자연제방 상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3-1구역 건설부지 내
시 유적
취락
문화유적 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계룡 두계역

자연제방
취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계룡 두계역 철도건널목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 2차 개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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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 개요
1. 부여 구봉 ․ 노화리유적(李弘鍾․許義行 2004)
2000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는 구룡-부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부터 근대까지 조성된 경작유구를 확인하였다. 이의 시
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층이 확인된 2,025평에 대해 약 9개월간의 일정으로 발굴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구획을
달리하여 공동발굴하게 되었다. 구획은 조사지역 내 설치된 시굴트렌치를 중심으로 동
편을 A지역, 서편을 B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A지역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가, B지
역을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가 담당하여 발굴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논, 백제시대 논, 통일신라시대 밭, 그리고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논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와 형태의 생산유구가 확인되어 농경기술의 변천
모습과 함께 저습지를 이용하는 당시인의 생활방식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도면 1> 구봉․노화리 유적 위치도 및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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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노화리 유적 배치도(청동기 시대)

<도면 3> 노화리 유적 배치도(백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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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복도시 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2009)
1) 연기 대평리유적
연기 대평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충남 연기군 남면 대평리 일원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지표조사 당시 고지형 분석을 통해 自然堤防과 古流路를 확인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
다. 시굴조사는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된 매몰
미지형과 그 곳에 형성된 유적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두 개의 지점(저습 10, 11구역) 모두에서 고지형과 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저습 10구역에서는 사질 토양으로 형성된 자연제방 2개층에서 원삼국시대 취락과 저습
11구역에서는 황색 점질토로 형성된 自然堤防 위에 형성된 청동기-원삼국시대 취락과
매몰된 高河川, 그리고 背後濕地에 형성된 논 등을 확인하였다.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전체적인 유적의 성격 등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튼 저습지에서 취락과 논 유구 이외에 다양한 매몰 미지형을 확인한 점은 유적의
형성과정을 비롯하여 매몰 미지형에서 생활한 당시인들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도면 4> 행복도시 유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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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행복도시 유적 전경(대평리 유적)

2) 연기 종촌리유적
연기 종촌리유적은 행정구역상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에 해당한다. 유적은 금강의
지류인 군계천과 방축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릉과 구릉사이의 곡저지대에 해당한다.
이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지표조사 당시 7지점으로 구분된 곳으로 한국고
고환경연구소에 의해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시굴조사를 통해서는 방축천의 유로
변화와 함께 곡 상부쪽에서 조선시대 논 유구를 확인하였다. 논은 상하 2개층으로 구분되
었는데, 대체로 논둑과 논면이 홍수사에 의해 그대로 매몰되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
었다. 연대측정결과 기원후 17-18세기로,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시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836㎡에 대해 실시하였다. 발굴
조사를 통해 총 13개의 논면과 12개의 논둑, 수구, 그리고 경작흔적과 식재흔, 족적 등의
농경활동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논면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17세기로 추정되는
자기편 등이었다.
이 유적은 그동안 미진하였던 조선시대 논 유구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문헌기록과의 비료검토를 통해 당시인의 농경기술과 생활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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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행복도시(종촌리 유적)유적 유구배치도

Ⅲ. 지표조사
상기한 유적 등은 논 유구와 자연제방상에 입지한 취락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표조사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문헌, 고자료, 그리고 기존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후 현장답사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를 파악한다.
○ 상기의 방법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데, 저습지의 경우 일제시대 또는 고
지도 등을 통해 현재의 지형도와 함께 비교검토 한다. 그리고 나서 지표조사 대상
지에 대해 원지형 파악과 改變 등을 살피기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한다.
○ 또한 발굴조사보고서나 문화유적분포도를 바탕으로 주변의 유적시기와 성격 등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현장답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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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고지도를 이용한 고지형 분석

<도면 4>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지형 분석

<도면 5> DEM파일을 이용한 고지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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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사진을 이용한 분석(李弘鍾․高橋 學 2008)
○ 고고학 최초 적용 예는 오스티아 지방의 로마시대 마을을 사진 촬영하면서 시작되
었으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달하였다(이희준 역 2008, 67쪽).
○ 이러한 사진을 이용한 지표조사는 저습지유적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저습지 또
는 충적대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현재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
다. 특히 매몰되는 지형의 특성상 유물의 관찰이 어렵고 경지정리 등에 의한 지형 훼
손이 항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저습지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연구가 많이 진행된 논 유적에 대한 존재유무
의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매몰미지형과 그 곳에 입지하는 유적의 파악은 쉽지 않
다. 따라서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매몰미지형과 유적의 파악을 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 행복도시 유적은 지표조사 당시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5, 李弘鍾․高橋 學 2006).
○ 지표조사 방법은 60%이상 겹쳐지는 항공사진과 실체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미세
한 지형의 변화를 탐지한다.
- 공중사진을 통해 지표를 관찰하면 음영으로 구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를 구
분함으로써 유적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촬영시점의 햇빛방향과 날씨 조
건에 크게 좌우되지만, 저습지 또는 충적대지의 현 지표 하부 토양 일부가 경작시
뒤집어지면서 지표로 노출될 때 생기는 토양 색깔의 변화로 판단이 가능하다.
- 또한 분석은 겨울철에 찍은 사진에 가장 잘 나타나기도 한다(이희준 역 2008, 68쪽).
이는 작물의 성장과 관련되는데, 즉 땅속에 묻힌 벽이나 도랑이 토심 변화를 낳아
작물의 수분 및 영양분 가용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장을 저해하거나 촉진시키
기 때문이다(이희준 역 2008). 따라서 묻힌 유구에 따라 작물의 반응이 미묘하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이상의 방법을 통해 매몰 미지형과 구하도 그리고 지하에 매장된 유구를 우선적
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DEM자료를 이용한 분석(이홍종 2009, 78쪽)
○ DEM 자료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순수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제공한다.
○ DEM자료를 GIS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저습지에 입지한 고지형을 복원할 수 있다.
○ 매몰 미지형에 나타난 고지형을 앞에서 언급한 항공사진과 연계하여 같이 분석하
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 대평리, 나성리유적에 대한 구체적 분석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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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굴조사
상기의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시굴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시굴트렌치 설정
1) 노화리유적
○ 도로공사 구간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구릉지와 저지대와의 지형을 대비하여
직교하게 설치하였다. 논 유적의 경우 단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로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시굴트렌치 설치는 적절하게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행복도시 저습지유적
○ 고지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자연제방과 구하도를 고려하여 직교하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트렌치 설치는 구하도의 모습과 자연제방의 미지형을 확인하는데 적절
하다.
○ 대평리(저습 10, 11구역)유적은 이를 통해 자연제방과 미지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종촌리 유적(7지점)은 앞의 노화리 유적과는 반대로 인접한 방축천의 방향을 고려
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수로의 진행방향과 함께 층서의 변화를 파악하
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층위조사2)
1) 노화리유적
층위 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총 18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바닥면으로부터 기반암층-회청색 점질토층-청동기시대
2) 보고서 및 보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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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층-갈색계열 사질점토층-백제시대 경작층-밭 경작층-회청색 및 암갈색 점질토층현재 논층 등으로 크게 대별되어진다. 전체적으로 자연퇴적층과 경작층이 서로 반복적
으로 혼재하여 퇴적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8층 : 회청색의 점질토 물에 담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 반원형의 흑
갈색 유기물 퇴적층이 확인된다.
17층: 상층의 청동기시대 경작층과 관련된 산화 망간층이 집적되어 있는 층이다.
15〜16층: 회흑색의 점질토층으로 청동기시대 경작층에 해당한다. 15층의 회흑색 사질
토에 의해 상하로 구분되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토층이 합쳐지고 있다.
12〜14층: 회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상층의 백제시대 경작층에 의해 산화 망간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14층은 사질이 점토보다 함량이 많다. 청동기시대 경작층을 피복하
던 층으로 추정된다.
10〜11층: 암회청색 점질토층으로 백제시대 경작층에 해당한다. 10층은 11층에 비해
석립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토탄과 함께 식물흔, 경작층에서 서식하는 곤
충 등이 확인된다. 11층 또한 경작층으로 추정되나 상층에 의해 파괴되어 있다.
7층: 적갈색 사질토층으로 백제시대 경작층을 피복하던 층이다. 홍수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8〜9층: 암갈색 및 회갈색의 사질점토층이다. 북쪽에서 밭 경작층이 확인되고 있다. 상
면에 6층의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대는 파
악할 수 없다.
4〜5층: 녹회색 사질점토층으로 2～3층의 회청색 점질토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논면
에 의해 영향을 받은 층으로 추정된다.
1층: 현재의 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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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노화리유적 시굴트렌치 설정

〈사진 4〉노화리 유적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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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행복도시(대평리)유적 트렌치 설치(저습 11구역)

〈사진 6〉행복도시(대평리)유적 트렌치 설치 및 자연제방 내 유구 확인 모습(저습 1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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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행복도시(대평리)유적 트렌치 설치 전경(저습 10구역)

〈사진 8〉자연제방 내 유구 노출 모습(1)

〈사진 9〉자연제방 내 유구 노출 모습(2)

<사진 10> 고하천의 유로 변경 토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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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조사지역의 북쪽트렌치 내부에서 확인되는 토층 양상은 상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우선 최하층은 풍화암반토 위로 청동기시대 수로 등이 확인된다. 수로의 조성과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층 양상으로 보아 백제시대 경작
층이 조성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홍수사, 점질토 등으로 반복적인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층 위로는 백제시대 구지표층이 다시 조성된 후, 그 상면으로 제 3경작층인
밭 유구가 형성되었다. 밭 경작층 상면은 전술한 토층 퇴적양상과 유사하다.

2) 행복도시 저습지 유적
(1) 대평리유적
○ 행복도시 저습지 11구역에서 설치한 트렌치에서는 모래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
방이 2개소 확인되었다. 굴삭기에 의한 굴토가 가능한 곳까지 진행하였는데, 토
층을 살펴보면 아래서부터 갈색 사질층-흑색점질토층(하층 자연제방)-갈색 사
질층-흑색 점질토층(상층 자연제방)이었으며, 그 위로는 갈색과 회흑색의 세사
층과 근 현대의 논 밭층으로 퇴적되었다.
○ 행복도시 저습지 10구역에서 설치한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앞의 11구역에
서 확인된 모래층 자연제방과는 달리 실트와 점토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이
넓은 범위로 확인되었다. 토층을 살펴보면 아래서부터 실트와 점토층(자연제
방)-흑색 점질토층(구지표?)-갈색과 회흑색의 세사층과 근․현대의 논․밭층
으로 퇴적되었다. 이상 자연제방에 대한 트렌치 설치결과, 모래와 점토가 수
cm 정도로 퇴적되어 현 제방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종촌리유적
○ 종촌리에서는 조선시대 논과 둑, 그리고 수로 등이 확인(두개 층 확인, 연대
측정)되었다.
○ 동북부에 설치한 10번 트렌치에서 총 10개의 토층을 확인하였다. 아래서부터 흑
회색 사진토층-회청색 점질토층-회황색 점질토층-회색 점질토층(논층)-백색
사질토층-회흑색 사질토층-명적황색 사질토층-명적황색 사질점토층-회색 사
질점토층-암황색 사질토층-표토층 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이 중 3, 4, 6번 토층
에서 둑과 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연대측정을 통해 A.D. 17세기에 논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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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유적
○ 행복도시 3-3구역 토층도 및 미호천 유역 시굴조사 지점에서는 미호천의 변화양
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토층이 확인되었다. 하천은 사질과 점토가 반복되어 퇴적되
었으며, 하단부에서는 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회청색 점질토가 보여
진다. 총 3차례의 유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하천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 작성된 지도와의 비교를 통해
유로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발굴조사 범위의 설정
○ 전면 발굴 범위 설정: 노화리유적과 행복도시 내 대평리유적.
○ 일정 범위 설정: 전면발굴이 원칙이나 층과 유적지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범위로 선택.

4. 시굴조사를 통한 저습지 형성 과정의 이해
1) 자연제방과 단구의 형성(이홍종 2007, 155쪽)
(1) 하안단구
하천 주변에 범람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하천이 다시 하방침식을 하게 되면 하곡이
깊어지고, 이러한 반복 작용에 의해 범람원은 계단모양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하안단구
라 한다. 계단 모양의 단애면은 침식작용의 후퇴로 인해 형성된 것이므로 침식단구라 한
다. 그러나 반드시 침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천 유량의 감소에 의해 하천 주변에 넓은
충적층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유량이 증가하면 하곡이 깊어지면서 하천 양안에 단구면이
형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표조사 당시 고지형 분석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 미호
천 일대에서 시굴조사를 통해 단구를 확인하였다.
(2) 자연제방
범람한 물은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시 하천으로 되돌아 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물과 함께 운반되던 많은 양의 세사와 실트가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주변의 충
적지 보다 고도가 높고 배수가 잘 되어 취락이 발달하고 밭농사에 유리하다.
행복도시 저습 10구역은 실트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으로 토질은 황색 점질토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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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지만 점성이 강하지 않다. 자연제방의 연대측정을 통해 기원전 10,000년 정도의 연대
를 찾아내었는데, 이 시기는 기후가 온난화되는 시기로 하천의 잦은 범람과 관련되어 제
방의 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반면에 저습 11구역은 사질성 토양의 자연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동일지역 내 제방 형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근에 위치
한 금강의 범람 환경이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저습 10구역은 금강의 직접범람
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이라면, 저습 11구역의 자연제방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하천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다.

2) 논 유구의 형성
논 유구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 경작층의 하부에 퇴적되어 있는 층을 살펴보
아야 한다.
노화리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 경작층 하부는 청색 gley 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고려
대 구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남대 조사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층 하부에 충적층이
더 확인되었다. 즉 청동기시대 논 층이 형성되지 이전에도 이곳은 습한 환경이었음을 충
분히 추정할 수 있다.
논의 연대는 후기 송국리와 관련된 유물이 보이지 않아 전기 후반 이후부터 조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이 후 백제시대와 조선시대의 논이 조성되지만 중간 공백기간 동안은 이
용되지 않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에 밭으로 이 지역이 일부 이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생산유구와 관련된 조성에 적
합한 장소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행복도시 종촌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의 논만 조성되었다. 논 경작지 하부를
보면 습한 토양으로 퇴적되어 있어 논 조성에 불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전시기의 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는 논이 방축천과 인접해 있어 범람 등의 자연재해
에 이전 시기까지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농경기술 특히 하천의 범람 제어
가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발달하면서 이 곳에서의 논 조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여겨
진다. 다만 곡 하단부, 하천의 하류쪽에는 논이 조성되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논 경작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연대측정 결과와 출토된 유물을 보면 임진
란 이후에 논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빈곤한 삶을 벗어나려는 당시의 사
회․경제적 환경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헌 등에 나오는 충청지방의 대동법 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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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지방 관아의 정치․경제적 문제 등도 생각할 수 있겠다. 관련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발굴조사

-논유구를 중심으로-

시굴조사를 통해 저습지에서 자연제방에 형성된 취락 뿐 아니라 구하천, 그리고 배후
습지를 논으로 이용하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자연제방에서의 취락 조사는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례발표는 추후로 미루고자 하며, 현재까지 진행되어 보고된 논 유
구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발굴조사의 방법
○ 기준트렌치 설치 : 층위양상 파악 후 제토깊이를 계산
○ 조사지역의 사방에 트렌치 설치 : 논둑과 수로의 방향을 찾고 논면의 변화양상을
찾기 위해 설치하였다.
○ 제토 : 1. 논둑과 논면이 잘 남아 토층상 상하층의 경계가 명확한 유적(사질토로
피복된 유적-노화리유적 일부와 종촌리유적)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깊이까
지 제토한 후 인력으로 수차례 왕복하면서 모래를 걷어 내었다.
2. 논둑과 논면의 경계가 불명확한 유적(노화리 유적 일부)은 세밀한 토층선을
그은 후 일정한 높이의 실을 수평하게 설치하여 논면 간의 단차를 확인한 후,
일정깊이까지를 굴삭기로 제거하였다. 이후 논면과 둑의 노출은 인력을 이용
하였다.
○ 평면제토: 둑과 논면의 노출, 각종 내부 흔적 노출, 또한 모래층을 평면제토하는
과정에서 범람의 방향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 기록 : 전 면적에 1m의 그리드를 띄운 후 실측(가능한 모든 흔적을 실측), 5cm
간격의 등고선 제작,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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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조사
1) 노화리 유적
○ 수로: i) 논면에 물을 대던 수로와 ii) 논면 내 설치된 수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 i) 用水를 구릉에서 직접 논면으로 유입시키는 수로와 돌을 이용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어 먼 곳의 논면으로 유입시키는 수로 등으로 구분됨 ii) 확인 안 됨
백제시대 - i) 청동기시대와 마찬가지로 구릉에서 직접 용수를 유입시키는 수로
와 먼 논면으로 물을 유도하는 수로로 구분된다. 구릉에서 직접 논으로 유입시키
는 수로의 경우 논면에 낙수되면서 웅덩이가 형성된 곳이 확인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지돌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ii) 논둑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수로와 논면을
관통하는 수로 등이 있다.
○ 논둑, 수구, 논 평면적
- 청동기시대 논둑은 폭이 60cm, 높이 약 3cm 정도이다. 둑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
한 말목열 등도 확인되었다. 수구는 논둑의 중간을 절개하였으며 내부에는 사질
토로 채워져 있다. 논면 간의 고저차는 거의 없지만 경사지 하단부로 갈수록 낮아
진다. 논면은 평면 방형의 형태를 띠며 면적은 평균 8㎡로 일정한 편이다. 논면에
서는 밭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둠덩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사진 11> 노화리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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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청동기시대 수로

<사진 13> 백제시대 수로

<사진 14> 청동기시대 둑과 수구

<사진 15> 백제시대 둑과 수구

<사진 16> 청동기시대 논면

<사진 17> 백제시대 논면 내 족적과 식재흔

<사진 18> 청동기시대 논면 내 흔적

<사진 19> 백제시대 기경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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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청동기시대 논면 내 흔적

<사진 21> 청동기시대 경작구 흔적

- 백제시대 논둑은 폭이 30cm, 높이 8cm 정도로 청동기시대보다 크고 높아졌다. 논
둑은 논토양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단면은 사다리꼴 또는 ‘⌒’형태이다. 수구는
논둑의 중앙과 가장자리에 설치하였으며, 한 둑에 두 개 이상이 설치된 예도 확인
된다. 수구 내부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취수구 쪽에 웅덩이 등이 확인되어
우수에 의한 피해를 추정할 수 있다. 논면은 평면 부정형의 형태를 띠며 면적은
약 50㎡정도이며,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논면 내부에서는 밭과 쟁기흔, 족
적, 기경구, 수로 등 다양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 足蹟(사람과 동물)
족적은 백제시대 논에서만 확인되었다. 주로 밭 유구가 있는 곳에 집중되었는데,
일정한 정형성은 없다. 동물(소)의 족적도 확인되어 재배가 실시되기 전 논이 폐
기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 기경구 및 쟁기흔
기경구 흔적은 백제시대 논에서 확인되었다. 논둑 바로 아래에서 일정 범위로 확
인되었는데 단면은 ‘√’형태이다. 쟁기흔은 조사지역의 가로방향으로 확인되었으
며, 일부 논둑을 가로지르는 것이 있어 기경 후 논둑이 재조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반면 충남대 구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바퀴자국
으로 판단한 바 있다.
○ 작물재배흔적은 족적 등과 혼재하고 있어 구분이 쉽지 않았다.

2) 행복도시 저습지유적(종촌리 유적)
○ 수로
수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전 11면의 폭이 좁고 인근에 위치한 방축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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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고려하면 이곳이 수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보시설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논둑, 수구
- 논둑 : 논둑은 폭이 60cm, 높이 5-30cm 정도로 논토양을 그대로 사용하여 조성하
였다. 단면은 사다리꼴 또는 ‘⌒’형태이다. 일부 논면에서는 논둑 없이 단차를 그
대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는데, 상층토의 압력에 의해 사라졌거나 소
규모 논둑으로 대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논둑에는 붕괴 방지를 위해 수 열의 말
뚝을 위 아래 등에 박아 축조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여러 차례의 보수 등이 있었
던 것으로 여겨진다.
- 수구: 수구는 논면의 면적에 비해 적게 설치하였다. 각 논둑에 1개 정도로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논국을 그대로 절개한 형태와 절개 없이 나무 등을 이용하여 만든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수구가 설치된 곳은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어 홍수에 의한
피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1> 행복도시(종촌리)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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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논면 전경

<사진 23> 둑 전경

<사진 24> 족적과 진행방향 모습

<사진 25> 수구와 둑 보강목

○ 논면: 총 13개의 논 면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 7면이 가장 넓다. 일부에서는 밭
으로 전환된 이랑과 고랑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논 전면에 걸쳐 조성되지는 않았
다. 논 면적은 대체로 1.7〜500㎡정도로 다양하게 확인되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논은 좌측과 우측에서 중앙으로 낮아지거나, 좌측에서 우측의
방축천 쪽으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내부에는 다양한 흔적 등이 확인되었다.
- 족적: 사람과 소로 추정되는 족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4면과 7면에 걸쳐 동서로 진행하고 있는 146개 사람의 족적을 확인하였는데 길이 30cm, 폭 16cm 정도
이다. 족적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논둑을 주시하면서 가로질러 갔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족적은 수구 근처에서 방향성 없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둑에서의 작업
모습을 추정하게 한다.
- 경작구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 작물재배흔적은 뚜렷하지 않으나 밭과 논면에 어지럽게 확인된 작은 소공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 기타 논면에서 석렬유구와 둠범 등이 확인되었으나 후대의 교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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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사의 성과와 과제
이상 호서지역 저습지 유적의 다양한 사례를 지표조사에서 발굴조사까지의 진행과정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발굴조사의 방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저습지 내
매몰되어 있는 미지형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조사 단
계부터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시·발굴조사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저습지 유적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호서
지역은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조사된 유적도 논과 밭 유구 등에 집중하고 있어
저습한 환경을 이용한 당시인의 다양한 삶의 접근에 한계가 많았다. 현재 한국고고환경
연구소와 함께 여러 조사 기관이 저습지에 매몰된 미지형과 취락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
행되고 있어, 향후 이 곳 유적에서의 많은 정보와 연구성과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호서지역 저습지 조사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저습지 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저습지에서 논의 존재 유무만 파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 입지하는 또 다른 유적, 그
리고 이들 지형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당시인들의 다양한 생활방식 등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조사된 저습지 유적 중 생산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저습지 조사와 연구는 논 유구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는 적
은 수의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온 점이 많아 지금의 자료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논의 형태라든가 입지의 문제, 그리고 관개시설
등에 대한 연구성과 등을 재검토 및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셋째, 생산유구의 조사를 통해 당시의 농경방식과 농경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유구의 단편적인 설명 뿐 아니라 잔존한 자료를 통해 당시 농경생활의
전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지자료의 인용과 고문헌자료 등과의 대비
검토 등 적극적인 해석의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저습지에서 논 유구 뿐 아니라 매몰미지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필요하다. 저습
지는 논 뿐만 아니라 매몰된 다양한 지형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앞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고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저습지 유적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방법, 즉 항공사진술의 판독기법 이용,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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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GPS 등의 기법 이용, 자연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분석 등이 많이 필요하며 지리학, 지
형학 등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저습지 유적 형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다양하고 많은
논의와 토론이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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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사례 발표

목

차

Ⅰ.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Ⅱ. 조사방법

고고학에서의 저습지 유적은 인간의 활동이 濕原, 濕地, 沼澤地, 干潟地, 河道, 湖畔, 河
畔 등의 습지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당시의 직접적인 생
활상을 응축하고 있는 역사적 물질문화의 증거로서, 다양한 유구 및 유물이 검출된다.
이러한 습지환경은 그 특성상 유기물질을 부패ㆍ분해시키는 미생물의 활동이 둔화되
어 유기물질로 구성된 유구, 유물, 식물유체, 동물유체 등이 일반적인 유적과 비교할 때
유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게 잔존한다. 따라서 당시인들의 식생활 등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 고고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低濕地는 하천 주변의 범람에 의해 형성된 배수가 불
량한 지형을 의미하며 지리학의 汎濫原1) 혹은 濕地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2)
현재까지 조사된 저습지 유적은 신석기시대 이후 인류가 남긴 충적대지상의 생활흔적과
청동기시대 이래 수도작을 위한 보, 수로, 각종 습지 및 구하도의 목주시설, 마을 주변에
위치한 소택지, 연지, 성지의 저장시설, 우물, 이탄층 등을 들 수 있다.

1) 汎濫原은 하천이 운반ㆍ퇴적하는 토사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沖積地形이라고 하며, 충적지
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범람원이다. 범람원은 홍수시에 하천
이 범람하는 低濕地이며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발달한다. 자연제방은 취락의 입지에 유리
하고, 농토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충적지형의 고고학적 이용에 관해서는 윤호필(2005)의
글을 참조하였다.
2) 지리학에서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체되어 있거나 흐르는
물, 담수, 기수, 염수를 불문한다. 또한 소택지, 늪, 토탄지 및 수역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가 넘지 않는 해양지역도 포함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람사르(RAMSAR)협약
http://www.rams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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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은 고환경분석 결과 해수면의
상승시기에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3) 해수
면의 변화는 습지 형성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4)
조사대상지역인 창원시와 낙동강의 하구에 인접한 김
해시 일원에서는 해수면의 변화에 따른 각 시대별 유
적분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신석기 시대에 해당
하는 수가리ㆍ범방패총 등은 현재의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반면, 해수면의 최대 상승기라고 알
려진 A.D. 250년(B.P.1,700년경)경에 형성된 봉황대5)ㆍ
부원동ㆍ예안리ㆍ칠산ㆍ회현동 패총 등은 현재의 김해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낙동강이 지속적으로

그림 1. 김해지역의 패총 분포도

범람되고, 조사대사지역에 인근한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본 조사대상지가 상시 범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저습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Ⅰ.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신방리 868번지 일원으로서 창원시에서 추진하
는 창원동중학교 신축부지이다. 유적이 위치한 신방리 동읍 일대에는 저구릉성 산지와 주
남ㆍ동판저수지 등 자연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조사대상지역 주변으로는 청동기시대에
3) 고환경분석을 통해 고김해만의 해수면이 기원후 3세기대에 최대 높이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오건환ㆍ곽종철 1989)
4) 낙동강이나 한강 하류에 형성된 자연제방이나 배후습지에 대한 연구 성과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하천 하류에 형성된 습지는 해수면 변동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빙하
기에 깊이 파였던 하곡이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토사로 메워지는 과정에서 자연
제방이나 배후습지가 형성된다.
權赫在, 2006, 自然地理學, 法文社
5) 봉황대 유적의 경우는 저습지의 존재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이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김해 도서관 증측부지내 김해고읍성 발굴조사에서도 성벽의 기단토층 직하에서 저
습지층이 확인되었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6) 또한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2000년도에
선착장의 접안시설로 추정되는 초판 구조물을 확인한 바 있고, 2005년부터 조사를 진행중
인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택지개발지구의 발굴조사에서는 선착장 유적이 확인되어 고김해
만의 영역에 관한 직접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경남고고학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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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된 덕천리유적(도기념물 제49호)과 용잠리 지석묘, 삼한～삼국시대의 고분군인 의창
다호리고분군(사적 제327호) 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의창 다호리고분과 본 유적간의
거리는 600m 정도로 인접하여, 조사 당시 의창 다호리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예상되어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림 2.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전경(남동→북서)
<조사경과>
1차 시굴조사 : 2004년 5월 18일～6월 24일(교사동부지)
2차 시굴조사 : 2004년 10월 15일～2004년 12월 3일(운동장 부지)
1차 발굴조사 : 2005년 8월 17일～2006년 6월 12일
2차 발굴조사 : 2007년 2월 5일～2007년 7월 24일
조사결과, 유적의 중심연대는 삼국시대에 전기～중기(3세기 3/4분기～5세기 2/4분기)
에 해당하며 층위와 출토유물의 편년에 따라 유적의 축조순서는 ⅠㆍⅡ기로 구분된다.
삼국시대Ⅰ기에 조사된 유구는 주거지, 누자식 건물, 공방지, 수혈, 구, 주혈, 혼토패각
층 등으로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방형의 수혈주거지와 누자식 건물이 중심를 이루고 있
다. 토층조사에서는 홍수ㆍ범람의 영향으로 인해 구지표의 상부면이 단기간에 반복적으
로 퇴적-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구릉일부를 제외한 조사구역 전체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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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 유구배치도
구가 중층으로 축조되고 있었다. 또한 습지층의 상부에서는 파쇄된 패각편과 소토 등을
뒤섞어 토양을 개량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고대 다호리인들이 저지대
를 지속적으로 매립하여 육지화를 도모하면서 생활영역을 유지해 나갔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생활면을 더욱 견고하게 형성하기 위해 불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굳도록 한 행
위도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수변지역은 구릉부와는 달리 안정적인 생활영역으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에는 이에 적합한 누자식 건물을 건축하여 자연에 적응하는 생활 방식를
보인다. 해발 18m 이하의 저지대에 축조된 누자식 건물 목주는 습지토양의 영향으로 양
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데 특히 심층조사구간에서는 범람층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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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삼국시대 Ⅰ기 유적 형성 모식도
최초 유구설치면을 포함하여 유구가 3중으로 중복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설치면에
서도 목주를 보강하거나 재설하여 수축한 흔적이 역력한 주혈들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주혈에서 목주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Ⅱ기에는 주거지,누자식 건물 이외에도 저장공, 지상건물지, 대ㆍ소형목주열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Ⅰ기와 비교할 때 생활영역이 남쪽의 저지대로 확
장되는 현상이 간취된다.
Ⅱ기에는 구릉부와 저지대의 경계에 해당하는 해발 17.7～18.3m 상에서 이전단계에는
없었던 대형목주열이 축조되었다. 대형목주열의 내부에는 직경 30cm 내외의 원형목재가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된 길이는 37m에 불과하지만 구릉의 등고선과 나란한
횡방향으로 구릉을 감싸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시의 생활영역이 조사구역을 포함한
구릉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대형목주열을 경계로 내부공간인 구릉부에는 주거역이 조성되고, 외부공간인 저지대
에는 소형목주열에 둘러싸인 저장공, 누자식 건물, 지상식 건물 등이 축조되어 있어 의
도적인 공간배치가 간취된다. 특히 대형목주열의 내부공간에 위치한 4호 고상건물지는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2×2칸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1×4칸의
형태로서 대형목주열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부속건물로 추정된다. 또한 소형목주열
은 3군데에 단절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를 복원한다면 최소직경이 40m, 그 면적
이 1,250㎡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서 공동체 내부에서 특정목적으로 운영했던 공간으
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ㆍ소형목주열에서도 크고 작은 유수의 영향으로 인해 보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대형목주열은 초축된 주주열이 유수의 영향으로 인해 설치면이 삭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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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주변을 할석 등으로 매립하고 부분적으로 보조열을 설치하
여 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형목주열 역시 조금씩 범위를 달리하면서 재설치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시설물의 보수와 매립행위를 지속하면서 저지대를 적극적으
로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삼국시대 Ⅱ기 유적 형성 모식도
한편, 제2구역에 해당하는 구릉 북동쪽 사면에서 조사된 혼토패각층은 삼국시대Ⅰ
기～삼국시대Ⅱ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평면상에서 방
사선상의 퇴적상태로 노출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후퇴적된 양상으로 세부 층위는 9개 층
으로 구분되는데, 내부에서는 다량의 토기편과 당시의 식생활을 반영하는 다양한 동물
유체와 패각류가 출토되었다.

Ⅱ. 조사방법
저습지 유적의 조사방법은 일반적인 유적과 동일하나 노출 중인 유구나 유물이 상시
적인 湧出水에 의해 침수되거나 매몰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본격적인 평면조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수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지형을 굴착한 이후 저습지 유
적의 法面과 트렌치 단면은 하부에서 과습한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상부면의 건조가 진
행중인 상태가 지속되므로 조사구역내의 法面ㆍ트렌치나 피트벽, 토층둑 등의 침식ㆍ붕
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음으로 법면의 유지ㆍ보수에 상당히 유념해
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기질유물의 노출과 보관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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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습지 유적의 조사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형의 파악을 들 수 있다.
저습지 유적은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전에 육안으로 습지 지형이 확인될 경우도 있
으나 자연퇴적층이 두텁게 퇴적된 곳이거나 현상변경이 일어난 곳이라면 조사대상지역
의 고환경 전모를 인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저습지 유적이 예상되는 지
형이라면 사전에 지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지형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조사대상지의 고지도, 지질도, 지형도, 10cm 등고선도, 측
량용항공사진, 위성사진, 보링데이타6) 등이 있다.

그림 6. 선구조도(왼쪽 위)와 지형도(왼쪽 아래) 및 시추자료(오른쪽) 사용 예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의 경우 주변에 소류지와 주남ㆍ동판저수지가 인접하고 있어 저
습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유추되었으나 현재는 상당부분 자연퇴적이 이루어져 항
공사진 등 육안으로는 저습지 유적임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시추데이타를 이용하여 지
6) 보링데이타는 실제 지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습지의 범위 및 퇴적양상을 파악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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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하 5m 이상은 습지 지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발굴조사에서는 시굴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거지가 조사된 구릉사면부를 제1구역
으로, 혼토패각층이 조사된 구릉말단부를 제2구역으로, 저습지로 파악된 곡부 저지대를
제3구역으로 구획하고 전체적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였다. 이때 시굴조사에서 설치된 트
렌치를 상당부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문화층을 파악하기 위해 깊이 굴광한 트렌
치 자체가 토층을 관찰할 수 있는 토층둑을 겸할 수 있고 동시에 집수구 역할까지 겸할
수 있으므로 배수대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각 구역의 경계에는 작업로를 겸
한 토층둑을 설치하였다. 그 이유는 범람원에 인접한 저습지 유적의 경우 문화층이 중층
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필요성이 요구
되며 층위별로 평면제토 조사를 진행할수록 굴삭심도가 높아져 굴착하기가 어려워지므
로 토층둑을 작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습지 유적의 토층둑 법면은 굴착한 이후부터 건조가 진행되
고, 하부에는 과습한 상태, 노출면은 용출수가
유입되므로 벽면 붕괴의 위험을 수반한다.
법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법면
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2단 굴착).
② 강철빔을 설치하는 방법. ③ 말목을 세우고
횡판재를 박아서 보호하는 방법. ④ 보온재나
비닐 등으로 도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7. 강철빔 설치 예-김해 죽림 패총

그림 8. 저습지 법면의 유지(좌:2단 굴착, 우:톤백 사용)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범위 외곽선면을 토층파악의 용도로 활
용하였기 때문에 법면을 유지하기 위해 2단의 계단상으로 굴착하여 법면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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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붕괴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일부 법면의 경우 톤백7)을 이용하여 축대을 쌓아올
렸다. 톤백을 이용한 축대는 추가조사시에 복토된 흙을 조사범위 외곽으로 이동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없고, 제토와 동시에 조사범위의 구획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면 및 평면제토면에서는 지하수와 같은 용출수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상
시 유입되는 침출수를 집수하여 노출중인 조사면을 건조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토층조사에서 밝혀진 조사대상지역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지대가 낮은
조사범위의 외곽모서리지점에 집수장을 설치하여 24시간 배수가 가능한 수중 모터를 상
시 가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조사구획 단면 모식도-창원 동중 2차 발굴조사 제3구역
배수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곽선면 및 트렌치의 직하에 설치하였다. 한편 조사
대상지역과 접해있는 습지 및 소류지, 소택지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나 논 등의 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막을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배수관을
이용하여 물길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수관은 조사범위의 외곽으로 둘러 설치하
거나 조사범위내에 잔존하는 작업로에 배수관을 묻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유적
에서는 조사범위 중앙에 설치된 토층둑의 중앙부를 따라 조사대상지 외곽의 소류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배수관으로 유도하여 하수관으로 배수하는 방법을 이용였다.
토층조사에서는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양상과 비문화층과 문
화층의 구분, 문화층의 폐기 등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저습지 유적에서는 구릉에 입
지한 유적에서 보이는 생토층과 풍화암반토와 같은 기반층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범람
에 의해 형성된 퇴적단위들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일시적인 범람에 의한 퇴
적이 과도하게 진행된 경우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퇴적단위들을 크게 변화시키는 등 퇴

7) 톤백 1개는 1㎡의 면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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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단위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8) 이로 인해
평면조사에서 관찰된 범람의 범위가 문화층의
단절로 파악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동시
기에 부분적으로 유구설치층이 중층으로 형성
된 상태를 각각의 사용시기로 판단할 수 있으므
로 퇴적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구릉부의 토층을
고려하여 유구설치층간의 연속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습지유적에서는 인위적인 문화
층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적인 유수에 의
해 인위적인 문화층이 폐기되는 단위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토층도의 작성뿐만 아니라 유구배치도의 개
념을 적용한 유적형성 모식도와 퇴적과정을 모
식도를 작성하면 유적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평면상에서 확인된 유

그림 10. 유적의 퇴적과정 모식도

구는 대형 사진이나 전체 배치도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도면을 작성해 보면 유적을 해
석과 경관 복원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11. 추정 유구 배치도-창원 동중학교 유적
일반적으로 저습지의 퇴적층은 점토나 실트 같이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겔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음으로 제토작업을 할 경우 타이어로 된 중장비보다는 무
한궤도(caterpiller)로 제토하는 것이 편리하다.
본 유적에서는 먼저 10굴삭기를 이용하여 상부의 자연퇴적토를 제거한 후, 습지의 영
8) 이성준, 2004, ｢유적의 형성과 후퇴적과정에 대한 기초적 연구-역사시대 유적의 층위와 층
서관계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제53집, 韓國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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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은 회색의 뻘층이 확인되면 03굴삭기 등 작은 장비를 이용하여 문화층의 상부면
까지 제토하였다. 이때 03굴삭기의 사용이 작업속도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
지만 용적량이 큰 10ㆍ06굴삭기의 경우 무거운 하중으로 인해 하부의 유구를 압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습지 토양에서 장비가 뻘에 빠질 경우, 뻘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버켓(일명 바가지)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지면을 찍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하부의
유구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03굴삭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부
퇴적토의 제토가 완료되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인부를 일렬로 배치하여 단시간내 유구
확인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하고자 하는 층에서 지하수가 유입되어
평면상에서 유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화층이 아닌
자연퇴적층에도 다양한 유물이 잔존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유물이 잔
존하는 층면이 반드시 유구설치층과 동일
하지 않다는 것 또한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약 수습된 유물만을 근거로 문화층으로
파악할 경우, 층면에서의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유물만 수습하는 결과를 낳
을 수 있다. 따라서 제토작업 중 출토되는

그림 12. 상부 제토시 출토유물의 기록과 수습

유물은 신속하게 도면에 수습지점과 레벨링을 기입한 후 안정된 층위까지 제토하는 것
이 조사의 진행 속도를 높힐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말목열 또는 목주 등의 목재 유구가 확인될 경우, 유구의 잔
존면을 유구의 설치면으로 혼동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노출된 목재 유구의 평면분포 범위
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이후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설치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저습지 유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유기질 유물의 조사와 처리방법을 들 수
있다. 저습지 유적에서는 혐기성 환경하에서 죽은 식생 등에 대한 분해 작용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아 동ㆍ식물유체가 양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시의 생활환경
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노출된 유물은 건조ㆍ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기 때문에 약한 육질 유물의 보존ㆍ유지ㆍ수습ㆍ보관 등 처리방법을 숙지하여 세밀히
관찰한 다음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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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수분공급

그림 14. 목주의 현장보존 예

특히 목재 및 유기질 유물의 경우 노출 이후에 급격한 일교차 및 습도의 변화, 수분
증발에 따른 열화 및 건조피해로 인한 변형이 시작된다. 따라서 유물의 신속한 노출작업
과 사진기록 및 실측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목재 유물 자체가 유구인 경우,
예를 들어 하도내의 목책시설, 보시설 등은 아무리 서두르고 싶어도 수습까지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됨으로 그 동안 변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9)
창원 신방리 저습유적에서 조사된 목주열은 총 연장 37m 이상으로 연결되고 있어 전
체적인 유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출된 목주에 관한 원형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그리하여 노출된 목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젖은 거즈나 부직포, 비닐 등으로 도
포하여 수분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동력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
였다. 또한 용출수와 유수에 의한 침수가 진행되면 노출된 목주는 토양과의 밀착력이 약
해져 이탈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목주의 크기를 고려한 목재틀을 제작하여
목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목재틀은 직접적으로 유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유물, 유구에 부여된 번호를 기록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보존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기록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0) 특히 유물이 곧
유구인 경우, 즉 洑나 목책 등 구조가 복잡하고 입체적인 유물일 경우에 전체적인 구조
9) 목재 유물(유구) 조사시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저분자PEG #400 등으로 표면처리하
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보존처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수거 이후에 수침하는 것만으로
도 현장에서 목재유물의 보존에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목재의 보존처리를 진행할 경우에
다시 화학약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한다.
10) 개별 목재 유물의 경우, 제작에 관련된 가공흔적은 수거 후 세척과정을 거치면 더욱 명확
히 관찰되므로 보다 안전한 상태로 유물을 관찰하면서 실내에서 보완 기록이 가능하다. 이
때 유의할 점은 보존처리가 진행된 목재 유물은 표면의 가공흔이 보존처리 전의 상태보다
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물의 실측과 세부사진 기록은 보존처리 이전에 이
루어지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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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는데도 사진실측의 효용성이 높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진실측에서 발생하는 한
계점은 현장조사시의 상세한 기술과 기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① 유물 출토 상태-문짝

② 젓은 솜으로 수분 공급

③ 비닐덮게로 수분 유지

④ 직사광선 차단
-차광막 이용

⑤ 틀을 제작하여 유물 보호

⑥ 정기적인 수분 공급

-급격한 온도ㆍ습도 변화에 대응

그림 15. 현장에서의 목기 처리
유기질 유물의 경우 특히 실측작업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유물의 원
형을 보존하는 최선책으로 판단되며 이때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사진실측을 들 수 있다.
즉 현장에서 scale을 놓고 다각도로 사진촬영을 진행한 후 이것을 1/10이나 1/1로 사진
을 확대 출력해서 섹션마이러지나 트레싱지로 덮고 곧바로 본뜨기식 실측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진실측의 장점은 유물을 최대한 양호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습하여 원형을
목재 유물의 수습 이후에는 세척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침하거나 0.5%의 붕산ㆍ붕사 수
용액에 담구어 보관할 수 있다. 수침의 경우 물의 오염 및 유물의 부패가 진행됨으로 빈
번하게 물을 갈아 주어야 하며, 붕산ㆍ붕사 수용액에 보관할 경우도 연 2회 정도의 물갈
이가 필요하다. 골각기 역시 목재 유물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먼저 물로 골각기를 세
척한 후 Binder를 희석한 수용액에 일정기간 담아 놓았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응달에서
건조시킨다. 1차 처리가 끝난 골각기는 Xylene 500㎖과 Paraloid B-72 50g을 섞어 만든
혼합용액에 3일 정도 담근 후 다시 바람이 잘 부는 응달에서 건조시켜 보관한다.11)
11) 골각기의 잔존상태에 따라 희석농도와 수침, 건조일자에 차등을 둔다. 유존 상태가 양호
한 골각기는 Binder를 10% 희석한 용액을 이용한다. Xylene 500㎖와 Paraloid B-72 50g
혼합액에는 3일 이상 담구어 두고, 최종건조 일자는 12일 정도가 적당하다. 과도한 부식에
의해 상태가 불량한 골각기의 경우는 Binder를 20% 희석한 용액을 이용한다. Xylene 500
㎖과 Paraloid B-72 50g 혼합액에는 3일 정도 담구어 두고, 최종건조 일자는 18일 정도가
적당하다.(곽종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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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습지 유적에서 각종 동ㆍ식물 유체와 토
양시료의 분석은 당시의 자연환경이나 식생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물시료의 대표적
인 예는 동물유체나 골각기를 언급할 수 있
는데, 일반적으로 저습지에서 수습된 뼈는 층
서적 단위 및 해발, 그리드 번호에 따라 계측
된 개별적 유물로 표시된다.
그러나 상기의 수습 방식은 상대적으로 개

그림 16. 시료 채취 광경

체 크기가 큰 부위의 뼈만 수집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식생환경의 해석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능한 한 다량
의 시료를 채취하여 채질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때 채의 눈금은 보통 4～10㎜인
채를 사용하면 채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은 조류의 뼈나, 어류의 유체 편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식물유체류의 추출을 위
해서는 일정한 지점에 탐색 pit를 설치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한 뒤 상술한 마른채질 뿐만
아니라 부유법을 이용한 물채질 작업을 실시한다.
본 유적에서는 생활면이 단절된 자연유로의 경계지점에서 다량의 유기질 퇴적물이 잔
존하는 층면이 관찰되었다. 이 곳에서는 당시 생활면에서 쓸려내려온 다양한 동ㆍ식물
유체와 폐기된 토기 등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퇴적된 상태였다. 따라서 자연퇴적층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굴조사에서는 그리드 구획내
에 1입방미터의 피트를 재설정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한 뒤 물채질 작업을 실시하였다.
시료채취에서 얻어진 동ㆍ식물자료는 식생환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활동까지
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정밀한 물채질 작업으로 얻어진 시료 중에 해수
성의 동물유체 및 어류패들의 뼈가 검출되었다면, ① 조사대상지역이 기수역에 해당하
거나, ② 당시의 거주민이 식생을 위해 해수역까지 이동하여 식량을 채집하였거나, ③
해수역의 거주민과 교역 또는 교류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조사과정과 더불어 저습지 유적의 조사에서는 특히 인접학문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타 유적 조사에서도 흔히 쓰이는 것이지
만, 저습지 유적일 경우 세밀한 측정을 위한 시도를 해도 좋을 듯 하다. 예를 들면 목주
의 나이테를 일정단위로 구분하여 한 개의 목주에서 여러점의 시료를 얻어 방사성탄소
연대를 분석한다면 목주의 이용시기를 유추하는데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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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륜연대측정분석을 병행하여 목주의 생장연대를 참조하면 시료채취의 임의성에서
도출되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연륜연대분석 결과에서 동일연대를 기록하
는 시료의 집합이 도출될 경우 각 집합에서 1개체의 유물만 선별하여 상호비교한다고
해도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상술한 고환경분석과 목재의 수종분석
및 식물종자분석, 동물유체분석, 토양의 입도분석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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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적지유적 조사법
- 충적지유적에서의 층 개념 및 해석과 관련한 제 요소의 이해를 위한 시론 -

목

차

Ⅰ. 머리말
Ⅱ. 층 개념과 층서의 해석
Ⅲ 층서 작성법
Ⅳ. 층 해석을 위한 퇴적구조의 이해
Ⅴ. 충적지유적에서의 조사 방법
Ⅵ. 충적지유적 조사에서의 다양한 정보 활용
Ⅶ. 맺음말

Ⅰ. 머리말
충적지유적 조사에서는 층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층을 정리 해석하는 것으로
종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적과 주변일대의 층서 그리고 유구와 출토유물의 층준이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최선의 조사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학제간 협력을 통해 그 이상
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층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 일정한 층 구분 방식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첫째, 유적 현장에서 층을 관찰, 구분, 기재하는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
시할 수 있다. 둘째, 유구, 유물이 어떠한 층에서 구축되었으며 유구간의 구축순서, 유물
의 소속 층위, 유적의 연대파악 및 해석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충
적지에서의 문화층 직하, 직상에 있는 자연퇴적층의 해석 여부에 따라 유적, 유구의 성
립 배경, 형성 과정, 소멸 이유 등 유적의 life cycle 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적내에 조사 대상이 되는 문화층이 몇 개 층이 있는지를 파암함으
로서 조사계획 수립시 조사기간 산정, 비용, 인원투입 등의 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조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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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면에서 층 구분과 관련된 해석이 고고학적으로 재차 강조되는 이유라 할 수 있으
며, 본 글에서 이를 부제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글은 고고학과 연관되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내용과 방법 등을 참고하여 일부는
그 전문을 인용하거나 고고학적 맥락에 맞게 개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는 필자에게
있다. 또한 자연과학적 용어가 고고학적 방법론과 해석에 있어 적절하게 합치되지 못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였음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부분은 필
자의 향후 과제로 남긴다.

Ⅱ. 층 개념과 층서의 해석
1. 층 개념
1) 토양학에서의 層
토층은 구릉지에서 모암(R층,암반)이 풍화되어 형성된 풍화물질이나 하천퇴적물과 같
은 토양모재(C층)가 풍화작용을 거친 이후 토양생성작용을 받아 유기물이 집적된 표토
층(A층)이 분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A층은 고고학적 개념에서는 문화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층의 구분은 외부로부터 물질첨가와 토양 내 물질 이동, 집적에 의해 상하가
서로 다른 층으로 나뉘는데, 토층의 형성에 의해 비로소 토양의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며
이를 기초로 토양의 계통적 분류가 가능해진다.1)

그림 1. 토양 생성과정 모식도

그림 2. 토양학적 층 모식도
(권동희 2007, 인용․개변)

1) 토양학에서 나뉘는 A, B, C층의 구분은 단층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즉 단층에서는 후성
변화 등은 층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토양학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작물 생육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층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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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학에서의 층 구분은 층들 안에 토양모재
가 서로 다를 경우(예를 들면 화강암 풍화토위

층내

에 산사면 퇴적물이 피복되거나, 평지에서 퇴적
시기, 기원, 구성물질이 다른 퇴적물이 피복되는
경우 등)와 토층이 A, B, C층으로 분화한 뒤에
다시 새로운 퇴적층이 피복되고 그 퇴적층이 다
시 토양화해서 토층이 분화되는 과정을 반복한
토양(累積性土壤)인 경우, A, B, C층의 앞에 로
마숫자 Ⅰ, Ⅱ, Ⅲ을 위에서부터 부여한다.
토양학에서의 토층이 지층과(단층)과 대응하
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토층이 여러 단층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 토층과 지층은 반

그림 3. 층리 모식도

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각각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토양층위학적 토층명은 새
로이 피복된 퇴적층과 그 토양화된 층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데, 이 단위가 다음의 a․b
층 구분법의 단위와 기본적으로 같다.

2) 층서학(퇴적학)에서의 層
층을 지시하는 ‘단층(單(個)層)’은 퇴적물의 일시중지나 퇴적조건(환경)의 변화 즉, 홍
수범람퇴적과 그 이후의 지표면 노출을 나타내는 확실한 경계면으로 지층을 구분하는
최소단위이다.2) 일반적으로 단층은 일정한 방향성과 그 분포범위는 한정적이고, 층 구성
물질과 두께 등이 가변적이어서 어떤 곳에서는 모래,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실트나 점토
로 된 것이 동시에 퇴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단층 가운데 지표에 장기간 노출된 것은 토
양화 작용을 받아 문화층(생활면, 유구면, 구지표)이 되기도 하고 자연퇴적층(토양모재)
의 상태로 남아 있기도 한다.
한편, 퇴적층에서는 단층만큼 횡으로 연속성이 없는 쐐기상, 렌즈상의 박층도 단층으
로 정립되어, 과거 유구면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그러나 퇴적구조 가
운데 후술하는 엽층 등은 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양승영,1998, 지질학사전, 교화연구사,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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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고학에서의 層
고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층의 중요성은 ‘층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유적에서의 문화
발달 과정을 추론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정의로 함축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의 인
식으로 인해 층의 개념을 정립하거나,(신숙정, 1994) 층위를 지질층위와 문화층위 등으
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연구 성과도 있어왔다.(유병일,2003)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적조사에서 층 개념 및 층 구분 방식이 보편적으로 통일되지 못
한 체 토성(토질)의 화학적 변화인 후성변화를 포함하여 물리적 속성(혼합물, 색조, 굳
기) 등의 판단에 있어 조사자의 주관적 측면에 치우쳐 층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기본적으로 층해석에 있어 토층(토양층위)과 지층에 대한 개념의 인지 부족으로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고학에서도 개별적 차이가 있어왔던 층의 개념과 구분방식
은 관련분야 연구를 토대로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층은 자연퇴적
층을 직시하며, 토층은 토양학 및 a․b층 구분법의 토양화된 지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
정하여 향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단층(單層) 개념의 적용
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층 구성 물질 가운데서도 쇄설물, 즉 무기질 입자(자갈, 모
래, 실트, 점토)의 혼합상태(혼합비율 및 양상)가 층을 구분하는 제1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단층’ 개념, 즉 퇴적 중지기와 퇴적조건(환경)의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층리면
으로 경계 지어진 하나의 ‘층’이라는 개념과 합치되어야 한다.(那須孝悌·趙哲濟 2003)
또한, 구분된 각 층은 무기질 입자의 혼합 상태가 동일하고, 일정한 두께를 가지며 일
정한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층 형성배경(자연적, 인위적이던)이 같고, 형성시간의
동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각 층의 특징과 경계가 상․하층의 것과는 구
분되는 등의 요소를 가질 때 하나의 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적지유적에서 구분된 층은 크게는 단층(지층), 토양화한 지층(토층), 정
지층 등 2종류 이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고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점에서 재정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구분된 개개의 지층, 토층이 고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층인지, 층 개개가
아닌 층 몇 개를 하나의 set로 묶어서 볼 때 고고학적으로 어떤 의미 부여와 해석이 가
능한지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적인 의미부여와 해석 방법을 제시한 층 구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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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학에서의 층의 분화와 a․b층 구분법이다. 이를 통해 토양모재에서 유적의 기능시,
즉 인간생활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서로 간섭하게 되어 영향을 주는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항을 통해 유적과 유구를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문화재연구원(층 구분법,2006)에서 기존 정립된 층의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문화층 : 층 자체가 인간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퇴적 후 인간관여가 인정되는 층으
로 문화층위(culture layer)라 하며, 후술할 a․b층구분의 a에 해당한다.
② 구지표면층 : 과거 어느 시기의 지표면층이나 토양화 된 층이다. 단, 이 개념에는
단지 인간 이외의 동식물에 의해 토양화 된 층인지 인간도 관여한 토양화 된 층인지 구
분이 모호하다.
③ 생활면 : a층에서의 층리면이나 Lamina면에 인간이나 다른 생물의 흔적이 남아있
기는 하나 인간 활동의 관여가 명확하지 않은 구지표면 등을 칭한다.
④ 유구면 : a층에서 인간 활동의 흔적이 있어 주거지, 논밭, 분묘 등의 유구가 구축된
면으로 문화층 개념과 유사하다.
⑤ 유구확인면 : a․b층 구분법에 있어서 a층내 또는 그 하면, b층 상면. 때로는 발굴
조사면이 되기도 한다. 유구의 어깨선은 삭평되고 잔존한 상태로만 남아 있다.
⑥ 유물포함층3) : 유물의 존재로 보아 인간이 있었던 흔적은 엿보이나, 층 그 자체에
인간이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층이다.

(2) a․b층 구분법의 적용
a․b층 구분법은 토양학분야의 누적성토양의 층 구분 및 기재, 해석법을 고고학 분야
에 응용한 것으로 일본 지형학자에 의해 시도되어, 현재 日本내 大阪府․市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高橋 学, 2003)
지층은 퇴적시 기본적으로 모두 자연퇴적층인 b층의 상태이다. 이후 안정된 지표면이
형성되면 지표 가까이에서부터 토양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즉 b층의 일부가 a층으로
변질되는데, 토양생성작용을 직접 받은 지층(구표토)을 a층, 토양화작용을 적게 받은 지
층을 a'층, b‘층으로 구분하며, 상이하게 다른 지층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c층, d층, e층...
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4)
3) 일부 현장에서는 유물이 포함된 상태만을 가지고 문화층과 유물포함층을 같은 의미로 이
해하고 있다. 이는 유물이 포함된 층의 성인을 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4) a․b층구분에서 c, d, e층은 층리의 구별이 아니며, 토양학의 누적성토양과 동일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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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적의 지층은 a층과 b층이 세트로 반복된다. 따라서 현지표을 1a층으로 하고,
이하 a층이 존재하는 것에 따라 2a, 3a...로 하면 현 지표에서 몇 개의 구 지표면이 있는
지 명확히 표현될 수 있으며, 세트를 이루지 않고 a층이 없이 b, c, d층만 확인된다면 a
층의 구지표면이 새로운 퇴적과 인위적 삭평으로 침식된 경우와 지표면이었던 시간이
짧아 토양화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지표면 埋積과 안정․토양화 (高橋学, 2003, 인용)
① a․b층의 특성
가. a층의 상면(上面)은 지표면이거나 그것이 일부가
삭박된 상태를 나타낸다.
나. 지표에서 안정되었던 시간이 길수록 토양 화가
현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a층과 b층의 경계는 토양화가 미친 범위와 그렇
지 않은 범위의 경계이다.
라. b층은 자연퇴적층으로 홍수범람 등에 운반 된 쇄
설물로서, 퇴적구조를 상세하게 검토하 면 퇴적
환경의 복원이 가능하다.
마. a층은 본래 자연퇴적층인 b층의 상부가 지 표에
노출되고 공기, 물, 동식물, 인간의 영 향 등에 의
해 2차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b층과
는 다른 요소가 여럿 보인다.

사진 1. a층의 형성

※ a층은 b층에 비해 부식질이 많고, 유물과 유구가
구축되며, 탄화물·소토 등이 혼입되어 있다.
다. 즉 층리로 대별되는 층은 로마자나 숫자에 의해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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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나 동식물의 교란작용에 의한 퇴적구조의 교란, 이질토Block확인, 단립구조5)
가 발달하며, 층의 색조가 오염된 듯 탁한 색조를 띠는 것이 많다.
② a․b층 구분법의 문제점
a층과 a′층의 구분에 있어서 a′층은 토양화의 정도, 단립구조의 발달로 판단하고 있
으나, 문제는 그 구분이 주관적이라는 점, 단립구조의 발달여부 판정은 고고학현장에서
는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또한, a층에서 인간 활동이 지속될 경우 토양화정도로만 구분
되어 지는 한계점이 있다.

2. 유구 검출면 및 층서 관계의 해석
1) 유구 검출면의 해석
유구는 굴착에서부터 최종 매몰되기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연적, 인위적인 외
부의 영력에 의해 각 단계마다 유입되는 퇴적물이 수혈 내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퇴적
물의 해석을 통해 당시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 글에는 유구면을 형성과정에
기초하여 기재하기 위해 정리하였다.(趙․邦須, 1991)

그림 5. 유구의 가공면과 기능면 모식도(松井 章, 2003, 인용․개변)
① 가공면과 기능면
유구는 최초 굴지구 등에 의해 조성되었을 때 만들어진 면과, 그 유구가 비교적 긴 시
간에 걸쳐 사용되었던 면을 가진다. 전자를 가공면, 후자를 기능면이라 부른다. 한편, 수
5) 단립구조는 단일의 무기질 입자가 분해과정에서 유기물이나 무기결합물 등으로 뭉쳐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의 경작 등의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과 생물교란작용 등으로 형성되는데 a층
에서 나타난다. 토양에서 이 구조를 찾는 방법은 1. 일정양 토양에 물을 부어 이긴다. 2, 물을 걸
러 낸 후 남아 있는 찌꺼기(토양)을 종이 등에 부운 후 살펴보면 동그란 입자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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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주거지를 구성하는 지층을 층위학적으로 정리하면, 지면을 오목하게 굴착할 때의 요
철이 있는 가공면은 단층의 하면 층리면이고, 수혈을 매적하는 퇴적물(포함층)의 상면은
단층의 상면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구면(생활면)은 인간이 생활한
복수의 상면(기능면)에 해당된다.
② 가공시형성층
수혈을 굴착할 때 바닥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굴착할 때 생긴 흙 부스
러기가 바닥에 남아 있게 된다. 이 기반층에 유래하는 이질토블럭이 바닥에 남아 있는
것을 가공시형성층이라 부르는데, 가공면과 일치하는 예가 많다. 또한 굴착시의 경작구
흔적을 매립한 흙과 동일한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③ 기능시퇴적층
수혈을 판 후, 어느 부분을 사용한 것인가, 굴착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서, 가공시형성층의 직상층으로 가공시형성층과 기능시퇴적층을 세트로서 인식할 수 있다.
④ 매몰토(자연·인위)
기능시퇴적층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수혈이 개방상태(기능하고 있던 시점)에서 외
부로부터 흘러들어 온 퇴적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수혈의 기능이 끝나 폐기된
후에 그대로 개방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층이 유입되어 서서히 매몰된 경우와 의도적으
로 일시에 매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유구마다 판단하여야 한다.
의도적
매몰토

매몰토의 대부분이 이질토가 다량 포함하고 있거나, 매몰토 내부에 휴지기적
흔적이 없다. 토기 형식으로 보아 한꺼번에 매몰된 상태 등

자연적
매몰토

자연적 유입의 모래, 자갈이 기능면을 직접 피복하거나 매몰된 이후 휴지기
의 흔적과 내부토가 벽면의 기반층과 유사한 경우.

2) 유구 검출면의 층서 관계 해석
발굴조사는 현실적 문제로 층위발굴이 용이하지 않아 특정한 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
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시기 차이가 분명한 유구와 그렇지 못한 유구가 동일한 면에
서 확인되었을 때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출된 유구를 상하 지층관계에서 파악하여 유구가 층리의 상면, 하면, 기저면,
지층내 등 각각 어디에서 검출되는지를 판단하,고 과거의 생활면이나 유구검출면을 층
위학, 퇴적학적으로 이해하여 기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구검출면의 층서관계(趙哲濟
1995)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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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작토(y층)을 제거한 地山(x층) 위에서 주거지(埋
土z)를 확인했을 경우, 생활면 X층 상면이 깍여 보존 않
됨, 매몰된z층을 상세히 검토하면, 깍여진 층을 복원 할
수 있다. 고고학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례이다.

그림 6. 상면 검출유구 A

B. 홍수층(y층)으로 덮인 논경작토(作土 x층)의 경우,
논면은 x층 상면 검출유구 B와 다른 점은 유구가 존재
했을 당시의 지표면이 남아있는 점. 생활면은 x층 상면
에 있으며, 구와 족적 등의 흔적이 해당된다.

그림 7. 상면 검출유구 B

C. 미고지에 수혈이 분포하고 저지에 논경작지가 분포
하는 경우, 수혈을 굴착한 기반은 x층, 논경작토는 k층
으로 구분됨. 모두 물에 의해 형성된 y층으로 덮여있을 경
우. 수혈(유구C)이 유구B와 같은 상황에서 검출 됨. 보

그림 8. 상면 검출유구 C

고서 작성시 미고지상의 고토양(x층)과, 동일한 수성층
으로 덮인 낮은 쪽의 논경작토(k층)를 동일 번호를 붙이고 달리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D. y층은 유수나 객토 등으로 퇴적되고, y층 하면에
유구D가 확인될 경우 생활면은 y층 상면과 층내로 추
정 됨. 경작토 아래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쟁기흔 등이
그 예이다. 검출면은 가공면인 경우가 많다.

그림 9. 하면 검출유구 D

E. 유구E가 y층 굴삭중 확인되고, 유구의 어깨선이 확
인되지 않은 경우. 주로 유기물이 많은 층과 유물포함층
에서의 경우가 많다. 제토면을 x층까지 해서는 되지 않
그림 10. 지층내 검출유구 E

으며 생활면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F. 토양의 발달과 유구의 중복, 교란 때문에 본래의
굴착한 면이 보이지 않게 된 경우에 사용. Y층은 이른
바 유물포함층에 해당되고, 유구의 확인은 x층까지 평
면적으로 파내려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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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跡｣ 6, p.8,인용․개변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

Ⅲ. 층서 작성법
1. 층 구성물질의 정량적 판정화 원칙 확립
도면에서의 제한된 표현상 층 구성물질 등의 미립자 구조 등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량적 판정에 의한 기록 및 인지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즉, 층 구성물자의 정
량적인 판정이 각 조사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기록하게 되면 동일한 층에서도 혼
돈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휴대 간편하게 표를 만들어 층위도 작성 시
이용하면 유용할 것이므로 다음 표를 제시한다. 한편, 기관별, 조사담당자간에 층위도에
표현되는 용어는 아직 규격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나 보고서 작성시 범례를 통해
개별 예시하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림 12. 휴대용 퇴적물 입경 및 성분표 예시

2. 색조 표기
이탄층, 흑니층, 암색대와 같이 어두운 색조의 층과 더불어 후성물질 등의 표현은 굵
기나 농담을 가해서 표현하고, 너무 검게 칠하지 않는다. 특히 색조의 표현은 가급적 인
지되는 색깔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논의 경우 경작토의 상태에 따라 환
원정도가 달라 논의 상태를 추론 할 수 있다.

3. 층 주기 작성
층을 구성하는 퇴적물의 쇄설물 입자의 입도 구성비율 및 양상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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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혼입물+색조+부차적인 쇄설물+주 쇄설물의
순서로 표기하며, 후성물질은 형용사적으로 앞에
붙인다.
예) 패각이 혼입된 청회색 실트질사층
층 주기 작성시 토성의 판정은 현장에서 육안관
찰과 감각으로만 비정량적인 판단에 의해 구분하
고 있으며, 또한 야외에서 현장마다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다. 그러나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야외
토성판정 방법의 하나로, 손가락 끝에 채취한 흙을
토성이 흩어지지 않을 정도의 물로 섞어 비빈 후

그림 13. 야외 토성 판정 방법

야외노트 등에 찍듯이 고루 펴서 말려 관찰하는 방법으로, 육안상 식별되지 않은 입자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토성판정이 가능하다.

4. 층 번호 부여법
층 번호는 지표부터 기입을 하는 것과 아래부터 기입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 이는
조사자의 관점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즉 전자는 현재의 시각에서, 후
자는 과거의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기입하게 되는데 전자의 방식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층 구분이 확정되면 현 지표층부터 층의 번호를 기입하는데 단, 기입된 층 번호는 대
별하여 층리를 나누고, 로마자와 숫자 등을 이용해 하위 단위로 세분 기입한다. 더불어
토양화 정도에 따른 a,b층 구분에 의해 소속되는 층을 소문자 알파벳으로 a·b층을 적용
하여 기입한다. 고고학적인 대상이 되는 문화층은 층서와는 달리 아래부터 1문화층 및 1
유구확인면, 2문화층 및 2유구확인면으로 기입하여 누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5. 개별층 기록법
층의 기록은 서술과 간단한 표로 작성 할 수 있다. 서술형식은 유적 전체적인 변화와
층 대비의 연결 상황, 퇴적양상 등에 대한 기록으로 유적의 형성과정과 분포상태 등을
이해할 수 있어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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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이용한 작성((재)우리문화재연구원, 財)大阪府文化財センタノ 2008)은 퇴적구조
및 층리, 층리면의 형태, 평면형태, 층의 두께, 굳기, 식물뿌리, 산화철․망간의 집적여부,
토양화 여부 정도, 층의 성격, 확인유구, 연대 등을 기입한다.

池島 ․ 福万寺遺跡6
調査地
基本層序

池島
層序

岩層

特徵

層厚

(㎝)

検出遺構(太線は遺構檢出作
業面)

おもな出土遺物

時期

우리문화재연구원
층번호

층구성물질

층 구성물질

층의 약식 기재 사항

(혼입물)

(혼입물,
후성물질)+(색조)+

색 조
대

소

별

별

확인유구

흙구슬

흙구슬

굵은봉

가는봉

도너츠

(부차적인

×

o

o

o

o

쇄설물or유기물),

고고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층의 성격), (층의 연대)

유물

탄화물
․

출토유물
및 연대

미화석

소토

그림 14. 토층 주기 기록 양식
※ 단 수혈주거지와 고분의 분구 같은 특정한 유구 등은 전술한 것과 같이 기호와 번호 부여 방
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즉, 수혈주거지의 경우 1층, 2층…의 방식보다 인위적 으로 특
정한 유구 굴착선, 상면하 정지층, 벽면 정지(화장토)층 등을 가공면 및 가공시 형성층으로,
주거지 상면, 벽면, 기타 부속시설의 상면, 벽제토 등을 기능면 및 기능시 퇴적층으로, 벽제유
입토, 복토하층, 복토상층, 유구직상층 등을 주거지 폐기이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매몰
토층으로 각각 중별, 대별해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 층 세부도면과 사진 촬영 권장
유적에서 층을 정리해 표현한 것을 층위도 또는 단면도라 한다. 이러한 층위도는 개개
의 층 양상보다 유적 전체의 층위 양상과 퇴적구조 및 유구와의 관계 등을 보다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종래의 도면은 대개 층 구분된 것과 혼입물
일부 만을 실선으로 미세한 기복없이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도면이 너무 길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해가 어려울뿐 아니라 표현 또한 단촐하여 복잡한 층 양상, 다양
성 성격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층내에 퇴적구조가 유구 해석에 중요하게 작용되는 경우에는 세밀한 표현으로
확대도를 추가 작성하여야 하나 때론 세부 도면과 사진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 110 -

5. 충적지유적 조사법

7. Pannel Diagram 활용
Pannel Diagram은 기존 일차원적인 도면에서 지층 양상과 지형의 기복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3차원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파악하는데 이점
이 있다. 도면 작성은 유적 범위 경계를 따라 적어도 세 방향(서로 연결하기 위해) 이상
으로 작성하여 서로 비율을 달리하여 전체 도면을 연결하여야 한다.
기존 도면

1/2 축소의 예

가로축만 축소할 경우, 지형의 기복
이 과장되어 도면상으로도 유적 전
체의 변화 정도를 인지하기 쉽다. 도
면은 1/2축소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림 15. pannel diagram을 이용한 층위 복원도(高橋学, 2003, 인용)

Ⅳ. 층 해석을 위한 퇴적구조의 이해
층은 퇴적물이 층상으로 쌓여 만들어진 평행한 구조인데, 층내의 조직, 경도, 구조 등
의 차이에 따라 단면에서 층리면을 가진 구조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성층’ 및 ‘층
리’라 부른다.
층리는 층의 경계면 상, 하면과 층내 그리고 전체를 통해 자연퇴적층과, 문화층을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퇴적층, 즉 a․b층구분의 b층, c, d, e..은 층 퇴적 당시에
자연의 영력의 물, 바람, 중력 등에 의해 형성된 것과 층 형성 이후에 후성작용 등에 의해
생겨난 제 현상이 복잡하게 어우어진 퇴적층이다. 이러한 자연퇴적층에서 문화층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는 층의 퇴적구조가 급격하게 끊어졌을 경우와 퇴적물의 변화가 운반영력
및 구성물질과 차별되는 토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가 제 1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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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층 내부에서는 층이 퇴적될 당시의 퇴적구조도 파악할 수 있다. 퇴적구조
는 퇴적물 내에서 구성 입자의 조직이나 성분의 차이에 달리 나타나며, 퇴적학, 퇴적암
석학적으로는 지층의 상하판정, 고수류, 퇴적운반기구와 영력, 퇴적환경, 배후지나 퇴적
분지의 운동 등을 파악 할 수 있어 퇴적분지발달사 등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특히, 충적
지 유적에서도 주로 구지표면(문화층)을 매몰한 퇴적물의 공급방향(즉 流水 방향)과 퇴
적층 형성 당시의 환경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층 구분 및 그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퇴적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본 글에서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퇴적구조의 제 양상 가운데 유적
조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예를 소개한다.

1. 층리면 상면에 관찰되는 퇴적구조
1) 퇴적시 형성되는 퇴적구조
(1) 연흔(連痕)
물의 흐름에 의해 사질이나 니질의 물밑 바닥면에 생긴 파동 모양의 구조이다. 이들
파동은 50㎝미만이며, 높이는 3㎝를 넘지 않으며 이 보다 큰 구조는 사구(砂丘)라 부른
다. 특히, 연흔은 퇴적작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어 퇴적환경을 해석하는데 이용하는
데, 연흔의 정선의 직각인 단면의 Lamina가 대칭적인 것(wave ripple)과 비대칭적인 것
(current ripple)이 있는데 이는 파도의 반복적인 흐름과 유수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연흔
과 사엽층 등은 대개 세립 및 중립사에서 생성되지만 조립의 실트에서도 생성되며, 조립
사보다 굵은 퇴적물에서는 거의 생성되지 않는다.
발굴현장에서 그 흔적은 단면에 물을
뿌려 모래를 씻어내어 굴곡진 lamina를
파악하면 된다.

사진 2. 연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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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흔의 단면 모식도(조성권, 1995, 인용․개변)

(2) 엽층(葉層)
단층을 구성하는 퇴적물입자의 집합체로 lamina라 부른다. lamina는 두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단위의 층으로 횡적 연속성이 좋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층내에 Lamina가 있으면 대부분 자연퇴적층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퇴적층
에서도 동, 식물에 의해 교란되었거나 그 흔적이 미세하여 lamina가 육안 관찰이 어려울
경우 Soft-Xray6)를 이용하여 판정하기도 한다.
엽층에는 평행층리와 같이 내부에 퇴적물의 입경이 세립, 조립의 반복, 색조가 밝고,
어두움이라는 set가 반복적으로 퇴적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우기의 여름엔 밝은색이면
서 보다 조립질이 그리고 건기인 겨울에는 어두운 색조에 보다 세립질이 퇴적되어 set로
서 반복되어 퇴적된 것으로 1년 주기이다.

사진 3. Soft-Xray 촬영 예(좌:논경작토, 우:모래층)

사진 4. 엽층

6) soft-xray 분석은 피사체 입자(구성물질, 경도)의 조건에 따라 명암의 차이가 인지되어 인
위적 토양(이질토) 등을 구분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논, 밭 작물을 구분하여 작물의 종류,
재배밀도와 경작 년수 그리고 고기후(한랭기후)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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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 후 형성되는 자연현상
(1) 우흔(雨痕)
부드러운 세립퇴적물의 표면에 굵은 빗방울에 의해 생긴 작은 원형의 홈으로, 우흔은
당시 구지표를 직시한다. 일반적으로 호소 가장자리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수혈이 장시간 자연적으로 매몰되어질 경우 일시적 노출된 면에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물지의 처마 밑에서 지표의 교란으로 홈이 삭평되고 조립의 입자가 선상으로 확
인되는 예도 있다.
(2) 언땅터기(ice wedge)
연평균 기온 -5℃이하, 겨울 평균 기온 -40℃이하인 영구동토지대에서 형성되며, 주변
의 층, Lamina가 동결과정을 거치면서 층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3) 건열(soil wedge)
크랙으로도 불리는데, 풍적토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상태에 간빙기에서 빙하기로 넘
어가는 초기의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 토양의 수축작용이나 균열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
하나, 정확한 형성메커니즘과 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wedge 주변부의 상
승은 없다. 크랙은 대부분 Holocene 이전의 고토양인 적황색토에서 확인되며, 유구의 확
인은 평면 다각형의 구조가 끊어진 부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 5. soil-wedge 단면 및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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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열(乾裂)
범람원, 논바닥 등에서 육화 및 이수의 조건
에서 관찰된다. 평면은 서로 평행한 다각형, 단
면은 V자 모양으로 주로 지표부위에서 생기는
데 이 경우 이질물질이 메워지지 않으면 후에
토양이 습윤해지면서 그 모습이 지워진다.
건열은 위로 오목한 모양과 아래 방향의 쐐기
모양으로 지층이 바로 놓인 방향을 판별하기도
한다.

사진 6. 건열과 우흔

(5) 생물교란흔적(生物攪亂痕蹟)
생흔을 포함해 동, 식물에 의해 생긴 흔적. 식
물의 생육과 뿌리활동 등으로 본래의 자연퇴적
층 구조(Lamina 등)가 파괴되어 마치 인위적
인 교란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갈대의 줄기
나 뿌리와 토양생물의 구멍에 이물질이 채워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질토는 보이지 않는다.

2. 층리 내부에 관찰되는 퇴적현상

사진 7. 생물교란흔적

1) 퇴적시 형성된 자연현상
(1) 점이(漸移)·무구조 층리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유수흐름의 변화에 의해 형성된다. 점이층리는 층내에서
입자의 크기가 상향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층리인데,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유수의 감소
에 따라 형성된다.
무구조는 뜬짐의 낙하속도가 증가하면 밑짐이 형성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유로부
터 직접적이고도 급격한 퇴적이 일어나다. 이때 아무런 구조도 형성시키지 못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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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퇴적물 점이층리

조립질입자 점이층리

역 점이층리

지층의 전반에 걸쳐 모든 입
자의 크기가 상부로 갈수록 감
소하는 경우.

조립질 입자만이 층의 상부로
갈수록 감소할 뿐, 나머지 세
립질 입자는 비교적 변화가 적
은 경우.

층의 상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이는
퇴적되는 동안 유수의 운반능
력이 증가할 때 생성.

그림 17. 점이층리의 종류(李容鎰, 1994, 인용․개변)
(2) 복와구조(覆瓦構造)
하천 바닥의 편평한 자갈들이 하류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구조이다. 이 구조가 확인되
는 곳은 과거 유수에 의해 이루어진 지형임을 반영한다. 복와구조는 과거 유수의 방향과
성인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유적 형성의 터전이 되는 기반층의 조건을 반영한다. 특
히, 당시 지표가 교란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커 현장에서 복와구조를 쉽게 구분하기는 다
소 어려우며, 단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다.

밑짐상태의 배열

밀도류에 의해 퇴적

미분급 상태

자갈이 바닥을 구르면서 운반

자갈이 슬라이딩이 일어나 운

자갈이 높은 밀도와 점성에 의해

되어 쌓였음을 나타남.

반되었을 때 나타남.

흐름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나타남.

그림 18. 복와구조의 퇴적 모식도(조성권, 1995, 인용․개변 )
(3) 이질토 block(僞礫)
층리를 이룬 구성 물질과는 다른 덩어리를 이르는데, 이질토block은 퇴적해서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의 실트, 점토 등의 미고결 퇴적물이 물 등에 의해 운반되어 새로이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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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자갈처럼 혼입된 것인데 주변의 자연현상 및 인간관여 활동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고학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에 의한 교란과 운반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경작유구에서의 이질토block
논, 밭의 경우 경작시에 주로 아래층 흙이 경작토와 섞이는 경우와 객토 등의 이유로
주변과 이질적인 흙을 퍼온 경우에 생성된다. 논층의 판정유무에는 이질토block 존재여
부가 중요하다. 또한 인위적인 정지‧성토, 수혈주거지 상면아래, 구 등의 가공시 퇴적물
등에서 인간활동의 흔적을 알려주는데 그 양상은 층 구성물질의 입자가 고르지 못하고,
인위적 이질토block이 있으면, 층내의 Lamina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경작유구에서의 이질토block의 해석
논의 경작연수, 논 경작토내에서의 위치관계 등에 따라 존재여부, 존재형태가 달라진
다. 즉 오래된 논일수록 경작토가 많이 다스려져 이질토block은 거의 사라져버리며 단기
간의 사용 논의 경우 소수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이질토block은 그 구성물질 등을 상세하게 관찰하면 그 공급원과 형성배경을 알
수 있다. 즉 이질토block이 주변 직하층에서 혼입되어 올라 온 것인지, 홍수범람에 의해
주변에서 운반되어져 온 것인지, 주변 기반층이나 구릉에서 파 온 것인지 등을 알 수 있
는 경우도 있다. 이질토는 식물 및 토양동물의 교란흔적으로도 이질토block과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현 상

비 고

인

이질토를 파보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곧

위

없어져 버린다. 단면형태, 길이(깊이)등이 식물교

적

란‧토양동물 교란흔적의 그것과 다르다.

식물, 토양동물 등으로 교란되어 파보면 일정길이
자

(깊이)까지 계속 이어져가며, 흔적주변이나 가장

연

자리 등에 산화철‧망간이 용탈해 회색화되었거나,

적

더 바깥으로는 이들이 재 산화된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그림 19. 층내 이질토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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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疑似논둑
논둑이 아니면서 논둑처럼 凸상으로 돌출하는 현상이다. 토층 단면에 凸형으로 돌출
된 모두를 논둑으로 오인함으로서 하나의 논층을 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논층으로 파악
하여 평면 조사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논의 연대결정에도 오류를 일으킴으로 주의를 요
한다.
그림 9를 참고하여 해석해 보면, C2의 자연 퇴적층에 처음 논을 조성 경작하게되면, C1
의 作土부분은 경작에 의해 자연퇴적층 특유의 Lamina 같은 것은 없어진다. 이에 비해,
논둑 부분은 경작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논둑내부의 아랫부분에는 본래의 C2의 자연
퇴적층 부분이 凸상으로 남는다. 그 형태가 진짜 논둑처럼 凸상 돌출하고 있고 논둑과
닮았으므로 이를 의사논둑 B라 한다. 한편, 진짜 논둑 위에 홍수 등에 의해 새로운 퇴적
물이 덮힐 때, 논둑의 凸상 돌출을 그대로 따라 덮혀 凸상 돌출된 B의 자연퇴적층 부분
을 의사논둑 A라 한다.
한편, 이들 의사논둑 A, B는 진짜 논둑은 아니지만, B처럼 초기 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고, 진짜논둑을 토층 단면 평면에서 찾기 어려웠거나 평면 노출단
계에서 제토해 버렸을 때 진짜논둑의 위치 및 논의 형태·규모를 복원해 내는데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림 20. 疑似논둑 형성과정 모식도(工樂善通, 1991, 인용․개변)

3. 층리면 하면에서의 퇴적현상
1) 하중돌기와 불꽃구조
실트와 교호하는 모래의 하부 층리면에 나타난다. 이러한 하중돌기 사이에 위를 향하
여 손가락, 혹은 쐐기 모양으로 하위층의 물질이 솟은 것을 불꽃구조라하는데 이는 하중
돌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현상이다.
또한, 돌기에 의해 눌린 면에서 엽층리가 관찰되는 경우 이들은 불꽃구조 가장장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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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평행하게 변형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층간의 밀도차, 그리고 높은 공극률, 미고결
상태에서 비롯된 퇴적물 자체의 불안정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특히, 불꽃구조는 인위적
이질토와 그 양상이 유사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2) 부정합(不整合)
층이 상하로 겹치는 2개 층 사이에 존재하는 큰 시간적 공백면(비퇴적)을 부정합이라
한다. 대개는 아래층의 상부를 침식한 후의 면. 부정합이 시사하는 시간적 공백이란 생물
진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랜 시간으로 수년∼수십년 정도의 시간 scale이 아니다. 층
이 부분적으로 불연속적이나 옆으로 계속 따라가 보면 정합적으로 중첩되는 층들 사이의
층리면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층의 부분적인 불연속관계를 비정합이라 한다.

4. 층 전체에 나타나는 제 현상
1) 지진 흔적
지진에 의한 절단 변형면인 단층과 이에 따라 수반되어 구지표면을 향해 찢어진 맥을
따라 모래 등이 상승, 분출하는 분사의 흔적 등으로 나타난다.
지진 흔적의 하나인 액상화는 사층, 사력층이 지진에 의한 많은 수분을 함유하게 되어
죽처럼 되어 분사가 이어져 당시의 지표면까지 분출된다. 보통 지표하 1∼2m 정도의 사
층, 사력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물이 통과하기 어려운 점토나 실트가 피복되어 있는 경
우에 발생하기 쉽다. 현재 발굴현장에서 지진의 흔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전문가
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사진 8. 지진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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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변동대(산화철·망간집적)
충적지 유적에 있어서 지표하의 지하수위는 여름(장마시기)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아
지는 변화 폭을 보인다. 변동대는 특히 환원층(gley층)의 직상부인 경우가 많아 전체는
환원되어 있고 식물뿌리 흔적 등은 산화되거나 부분적으로 환원되어 있다..
지하수의 변동은 간혹 수로의 영향 등으로 지하수계의 산화철·망간 집적대가 凸상을
이루어 나타나는 점(僞畦畔), 凸상의 성토논둑 아래층에서 논경작토 부분과는 달리 산화
철 망간 집적대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유구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지하수변동대의 상면에서의 후성적 변화양상의 특징은 관개수와 관련한 산화철과 망
간의 집적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개수의 흔적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구 분

현 상

모식도

관
개
수

산화철과 망간의 집적 현상

비 고

은 물과 접촉하는 면부터 산
화철 그리고 그 외부에 망간
이 집적되는데 이러한 현상
은 지하수에서 반대로 나타
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
하
수

Soil-wedge에서도

동일하

게 나타난다.

그림 21. 수분 조건에 따른 산화철·망간 집적 현상 모식도
※ 논경작토에서 산화철∙망간의 분리, 집적현상
(가) 논 경작토 직하층∼아래층에 걸쳐 산화철과 망간이 분리, 집적되면 직상층 내지
는 그 상부층들은 논층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저수지 바닥의 아래층들에도 이러
한 현상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모든 논층 아래에 산화철과 망간이 분리 집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논층 아래에 산화철․망간이 분리, 집적되는 것은 논층보다 훨씬 아래에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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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있는 경우(건답∼반건답)에 한정된다. 그러나 논층보다 훨씬 아래에 지하수
위가 있는 경우에도 논의 경작 연수 여부에 따라 산화철·망간 분리, 집적여부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논 경작 년 수가 짧을수록 산화철·망간은 분리 집적되지 않
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산화철과 망간이 분리 집적된다. 경작 연수가
더욱 길어지게 되면 산화철 집적대의 폭(깊이)이 아래로 더 넓어지게 되고 망간
집적대 또한 더 아래로 넓어지게 된다.
(다) 층단면을 조사해보면 여러 개의 논층이 반복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
우 상부(현대∼고려·조선시대 논)에는 주로 산화철집적대가 우세하고, 하부(삼국
∼청동기시대 논층, 그 아래의 자연퇴적층까지)의 여러 층들에 걸쳐서는 주로 망
간 집적대가 형성되며 때로 산화철집적대가 극소수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이유는 망간 집적대가 우세한 부위에서 산화철집적대가 극소수 확인되는 것은
여러개의 산화철 집적대가 있었더라도 망간 집적대의 짙은 색조 때문에 밝은 색
조의 산화철집적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홍수에 기인한 퇴적물
1) 익류퇴적(益流堆積)
자연제방, 인공제방을 조용히 넘쳐 범람퇴적된 것, 주
로 세립한 미립질의 실트나 실트질사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물이다.
발굴현장에서 확인되는 퇴적물은 단면에서 보통 층리
가 구분되지 않고, 산화되어 명황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세립하여 때에 따라서는 그 성인에 대해
풍성층과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 범람물일 경우 공급원
으로부터 직교되는 방향으로 그 두께가 얇아져 그 범위
가 한정적이다.
사진 9. 익류퇴적물

2) 파제퇴적(破堤堆積)
자연제방, 인공제방을 뚫고 일시에 조립질의 사력들이 퇴적, 자갈의 기질의 분급이 불
량하다. 그 세부적으로는 crevasse splay와 chute bar등이 있는데 그 평면이 손바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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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에서 갈라져 나타나는 것과 본체와 직선적으로 나타난다.
갈라진 퇴적물은 제토시 매우 구와 평면과 단면형이 같아 때론 오인되기도 하는데 평
면상 퇴적물이 공급되는 상류로 올라갈수록 퇴적물양이 두껍고, 매우 완만한 단면 형태
를 보인다.

사진 10. 파제퇴적 현상과 토층세부

3) 선상지성 퇴적물(토석류:土石流)
선상지성 곡저평야 등에 형성, 자갈, 모래, 점
토 등이 마치 죽처럼 되어서 운반 퇴적된 것으
로 크고 작은 자갈이 혼재, 자갈자체의 분급도
불량하며, 퇴적물이 유입되는 본체 상부쪽으로
퇴적량이 두텁다.
사진 11. 토석류 현상

Ⅴ. 충적지유적 조사 방법
1. 충적지유적 조사의 특성
충적지는 하천이 운반, 퇴적하는 토사에 의해 이루어진 지형과 입지요인으로 퇴적량이
비교적 두텁고, 비교적 넓은 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지형을 이룬 퇴적물로 인해 주
변으로부터 지하수를 모으는 역할과 지하수의 유동을 방해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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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약지반이며 용수(湧水)가 일반적이어서 층 파악과 유구의 존재여부 파악 등이 어
렵다.
②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주변의 물이 모여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사중에 침
수 수몰되는 예도 많아 배수문제가 요구된다..
③ 조사구역 내의 법면(法面)‧Trench나 pit의 벽, 토층둑의 침식 붕괴로 조사진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④ 법면‧Trench 단면의 표면은 건조가 진행되나 그 아래는 과습으로 인해 조사완료시
까지 어떻게 법면둑을 유지, 보존할 것인가와 함께 붕괴 위험에 대한 대책도 요구
된다.
⑤ 뻘구덩이속에서의 유물채집의 어려움, 노출된 유물의 건조 진행이 빠르며, 검출되
는 유기물 또한 매우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유물에 대한 보존 유지
(임시조치), 수거, 현장보관‧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⑥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어떤 자연과학적 분석법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굴조사 : 트렌치 설정
Trench 설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한된 공간내에 유적의 존재여부와 더불어 그 범위
를 파악하는데 있다. 현재 최소 5m에서 최대 50m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형과 조사지의 빈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조사의 대응방식으로 이
해하면 될 것이다.
트렌치 조사는 그리드를 설정 후 육안상 지형의 변화를 식별되거나, 혹은 사전조사를
통해 지형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횡단면으로 트렌치 설정하여 조사한다. 이
를 통해 지형변화를 인식하면 종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해 간다. 이때 넓은 면적을 조사해
야하는 부담을 느낀다면 당초 계획된 트렌치는 유보하고 다음 트렌치를 조사해 나간다.
단, 최소 1개 열은 전체적으로 조사한 후 이후부터는 트렌치간을 서로 어긋나게 조사하
는 방식이 권장할 만하다. 특히, 많은 트렌치를 조사하여도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
을 경우나, 유구의 밀집도를 검토하려고 할 땐 비교적 빈도가 적은 지점을 선정하여 확
장 조사가 필요하다. 확장조사는 각 문화층을 대상으로 하며, 계단식으로 평면 제토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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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트렌치 조사 순서 및 확장방식

3. 발굴조사
① Trench 조사
저습지 및 논 밭 유구 조사에서는 반드시 단면 조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Grid 법
보다는 Trench 조사법을 이용하여, 층 단면을 통한 평면조사와 층 대비에 이용하
고, 또한 설정된 Trench는 그 자체가 배수구 역할을 하여 배수대책에도 유리하다.
② 조사범위 외곽선면(법면)‧Tr 등의 단벽면에서의 층관찰, 층구분, 실측, 사진촬영,
기록 등은 일반적인 유적 조사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4. 조사 진행에서의 주의점 : 조사범위 외곽선면(법면)의 보존 ‧ 보호 대책
① 조사완료시까지 조사범위 외곽선면에 구분된 층이나 외곽선면 그 자체의 유지 필요
→ 외곽선면의 지표면 ~ 상부는 건조 진행, 하부는 과습, 면에서의 용출수 (湧出水)
등으로 인한 벽면붕괴 위험 상존 → 조사상에 많은 장애 발생, 심하면 조사자체가
불가능, 조사원 인부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② 대책1
a. 용출수가 심하거나 매우 연약지반인 경우 - 조사범위 외곽선면보다 더 바깥에
ㄷ자형 강철빔을 박아서 보호
b. a보다 덜한 경우 - 조사범위 외곽면 전면에 말목, 횡판재(橫板材)를 박고 끼워서
보호 (계단식 법면처리)
c. b보다 덜한 경우 - 조사범위 외곽선면 하단에 말목, 횡판재를 박고 끼워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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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법면처리)
d. c보다 덜한 경우 - 조사심도가 얉고, 자연제방 등에 입지하는 유적조사의 경우
(계단식 법면처리 + 씨트 등으로 덮어서 보호 )
대책2 :. 조사범위 외곽선면(법면)을 사각처리, 2단 이상의 계단상 처리, 2단 배수구
설치 필요 - 발굴 심도가 2m 이상인 경우
표 1. 법면의 경사
기반토 종류
암반, 단단한 점토

굴삭 깊이 : 경사기준(법면)
5m만인 경우 90°
5m이상인 경우 75°
2m만인 경우 90°
2m이상, 5m미만인 경우 75°
5m이상 60°

기 타

비 고

모래로 된 기반토

5m미만 35°

붕괴 쉬운 기반토

2m미만 45°

높이 : 수평거리는
1 : 2의 비율이 적합

Ⅵ. 고고학 조사에서의 다양한 정보 활용
1. 정밀토양도7) 활용
정밀토양도는 유적이 위치하는 지역의 토지조건을 파악하여 매몰된 지형조건을 추정,
유적의 존재여부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1차 자료로 유용하다.
그 활용방법으로는 정밀토양도는 1/25,000의 해당도폭에 기재된 토양상(soil, phases,
1,288개), 토양통8)(soil series, 378개)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토양통을 대토양군9)
7) 토양종류별 특성과 분포상태를 조사하여 작물의 재배 및 관리에 활용 목적으로 1967년부
터 제작된 1/25,000 축적과 도엽으로 이루어진 지도이다. 현재 한국토양정보시스템
http://asis.rdg.go.kr에서 세부정밀토양조사의 토양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8) 토양분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분류단위이며 표토를 제외한 심토의 특성이 유사한
페턴이 모여 하나의 통으로 구성된다. 또한 통은 동일한 모재에서 유래되며, 토층의 순서
및 발달정도, 배수상태, 단면의 토성, 토색 등이 비슷하여 지질적 요소와 토양생성적 요소
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토양분류의 목-아목 다음의 분류계급으로, 개별토양이 지니고 있는 감식 층위와 2차적인
특성이 거의 반영된 중차분류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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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soil group, 16개)으로 정리하여 각 군마다 같은 색을 입혀 분석한다. 이렇게 정리
된 대토양군 각각의 특성, 주 분포지역,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등을 분석10)하여 유적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형단위면(자연제방, 배후습지, 구하도, 선상지, 곡저평야 등)을 추정
하고 주변 일대에서 같은 추정된 단위면에서 유적 존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지
역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향후 조사의 필요성을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대별된 대토양군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먼저, 하천에서 산지방향으로 직교되
게 분석해 나간다. 즉 하천 주변으로 하천에서 공급되는 충적토(미고지)가 분포하고 산
지와 접하는 부분에는 회색토(미저지)가 그리고 그 배후의 산지 말단부나 충적지에 고토
양으로 분류되는 적황색토가 분포(매몰)하는 패턴이 있다. 이러한 패턴을 대토양군에서
분류된 각 토양의 퇴적시간을 반영하는 것과 연동해 분석하면, 충적토와 회색토 등은 충
적모재로부터 발달하여 지질연대로 볼 때 현세층(Holoc ene)에 해당되는데, 회색토는 충
적토보다 저지에 분포한다. 그리고 적황색토는 아열대나, 고온다습한 기후하에 생성된
성대토양으로 충적토보다 오래되어 현세 퇴적물에 매몰되거나, 비교적 고지에 남아 있
다. 이를 참고 한다면 개략적인 지형과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밀토양도는 지하 2m 까지의 지형조건, 토지조건을 반영하고, 1∼1.5m 깊이
의 현지 pit 조사를 통해 토양의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에 따른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용사례 : 진주 중천리유적】
유적 및 주변 일대의 대토양군을 검토한
결과, 북쪽의 구릉지대는 적황색토가, 북동
쪽의 곡부와 남쪽 충적지대에는 회색토가 주
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
사지역에서의 토층 단면를 관찰한 결과, 충
적지상의 회색토 분포범위는 조선시대∼현
대에 이르는 논 경작층으로, Tr. C2-1 구역
의 하안단구면과 충적지가 접하는 지점에서
만 회색토가 분포하는 폭 좁은 배후습지역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고기의 선

그림 23. 정밀토양도 활용 예
(진주중천리유적, 2008,인용)

상지성 퇴적 및 단구역층으로 이루어진 충적
토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밀토양도는 1.5∼2m 이상의 표토하에 있
는 매몰지형 전체를 표지할 수 없다는 토양분류상의 한계를 시준하는 일예로 볼 수 있다.
10) 農村振興廳 農業技術硏究所, 1992, 增補 韓國土壤總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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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 보링 자료 및 주상도 활용
유적조사에서 트렌치 방향의 설정은 퇴적물의 구조와 진행방향 및 그 변화 폭 등을 파
악하기 위해 퇴적물의 공급원이 되는 방향에 직교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착수 전 지반조사시 작성된 주상도와 보링자료 등을 참고하면 빠른 시간
에 현장에서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주상도는 방한지 위에 가로 세로 축을 긋고 가로축에는 관찰되는 퇴적물의 입도구분
을 (층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립), 세로축에는 층의 두께를 나타내도록 해서, 가장 아래
쪽부터 위(지표 쪽으로)로 향해 퇴적물의 입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층내 퇴
적구조, 층상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그림 24. 트렌치 단면을 이용한 주상도 작성 및 지형분석
(상:진주평거동유적,2005. 하:마산중리유적,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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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주상도의 개념을 변형하여 고고학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각 트렌치에
서 파악된 층을 단순주상도로 작성하여 서로 층 대비를 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층 대
비는 서로 떨어져 있는 트렌치에서 구분된 층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한 층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중 층이 없어지거나, 새롭게 확인되는 층들이 표준층위의 어디에 귀속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개략적인 지형변화를 인지할 수 있으며, 특정 유구가 입지하는 지
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대별되는 층은 반드시 상대비고가 제시되어
야 한다.

3. 항공사진11) 활용
항공사진은 공중에서 지표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지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또 입체
시에 의해 3차원 image 그대로를 관찰할 수 있으며, 입체시는 누구라도 가능하다. 대소
축적의 지도에는 표현되지 않는 지표의 미세한 기복, 지형배열, 표층지질 상태의 파악
가능, 토지의 고저, 지표의 건습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고고학에서 유적 및 주변 일대에 대한 지형분류를 통해 유적의 입지를 분석
하고, 당시의 생업 환경, 토지이용 등을 분석하여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
되고 있다.
항공사진

결 과

그림 25. 항공사진 활용 예

11)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공간영상정보 http://air.ngii.go.kr/에서 항공사진을 열람, 구매신청
하여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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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 활용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등을 기록하
고 있다. 이를 통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변화, 도로망
변천, 하천과 해안선 변동 및 도시와 촌락의 발달과정
등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이다. 따라서 고고학분야는
충적지에서의 도로, 도심에서의 읍성 등의 조사에 많
이 활용되고 있다.
【적용사례 : 창원읍성 유적】
읍성은 현재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도시화로 인하여 그 흔적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파괴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의 지적도를 이용하

그림 26. 지적도 활용 예
(창원읍성, 2008)

면 그 위치를 아주 상세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5. 사진실측과 3D스케닝 활용
사진실측 등은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특히 시간
이 소요되는 유구의 실측 및 위험이 수반되는 충적지의 토층단면의 도면 작성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다. 사진실측 방법은 사진기로 유구를 수평 및 수직으로 찍은 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왜곡현상을 보정하면서 트레싱 하고, 그 도면을 다시 현장
에서 보완하여 완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작업에 의한 방식보다는 빠른 편이다. 단, 유
구의 실측에 있어서는 입․단면도 없이 평면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대규모의 발굴과 조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차원 스케닝은 대상물의 정확한 현상을 공간상에서 구현하여 디지털데이터로 보관하
고 이를 통해 각종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여러 유적에서 시도되고 있다. 방법론상으로는
먼저, 3차원 대상물 표면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의해 3차원 위치(X, Y, Z)을 갖는 점군데
이터를 형성한다. 다음, 이 점군데이터를 3D 모델링 범용 소프트웨어로 불필요한 데이터
는 정리하여, 각 위치에서 스캐닝한 데이터를 정합한 후(Registration) 하나의 개체로 형
성한다. 즉, 점군데이터로부터 형성된 Polygon Data를 면(face)으로 처리한 실제치수를
가지는 입체 모델(3D Modeling)로 재현하여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얻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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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사진 실측(마산 망곡리유적)

그림 28. 3D스켄 실측(산청 매촌리유적)

Ⅶ. 맺음말
정치․경제적 다변화속에서 유적의 발굴조사는 과거에 비해 규모면에서 증대되고 있
으며, 특히, 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충적지
라는 입지조건은 유구 등이 지표에 노출되지 않는 경향성으로 인해 조사에서 유보되기
도 한다. 또한, 개발논리와 함께 충적지 조사는 개개 유구의 수습에 치중을 두어 유적 전
반에 걸쳐 진행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충적지유적 조사방법론을 소개하여야 할
것이나 충적지유적 조사방법론상의 개별 응용은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체계적으로 정립
하지 못한바 소개하지 못하였다. 다만, 충적지유적을 형성하고 있는 층의 요소를 소개함
으로서 고고학적 맥락에서 유적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형성과정을 거쳐 존재하였는
가를 해석하고, 지표 속에 유존되고 있는 우리 과거의 변천사를 규명하는 방법론상의 단
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유적을 형성하는 기저인 토양을 고고학적으로 해석
하는 체계적인 방법의 모색 또한 고고학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과제로 남
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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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자의 기능과 역할
- 전문 법인 운영을 중심으로 -

목

차

Ⅰ. 전문 법인의 탄생
Ⅱ. 전문 법인의 실태
Ⅲ. 전문 법인의 미래
Ⅳ. 전문 법인의 운영 및 관리
Ⅴ. 정리하면서

Ⅰ. 전문 법인의 탄생
한국 고고학에 있어 발굴의 역사는 이미 반세기를 넘어섰다. 그간 우리 고고학계는 괄
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연구업적도 축적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
문 연구자들을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부분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나타났다. 1990년 초에 우
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발굴비리 폭로’가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
건은 고고학계의 위축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유적 발굴은 계속되
어야 한다는 전제가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하나의 대안으로 생겨
난 것이 바로 영남고고학회의 주도하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조사 학술조사 연구
관련 비영리법인체(이하 ‘전문 법인’)로 1994년에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탄
생한 것이 전문 법인의 시초이다.
이후 15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전문 법인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기관은 현재 65개(2009년 7월 현재)이며, 이 가운데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가
입한 회원은 48개(2009년 7월 현재)정도의 법인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 법인들이 매장문화재조사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문 법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결코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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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로 매년 매장문화재 조사 건수가 폭증하면서 매장문화재조사 관련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부터 전문 법
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도 일부 기관 및 연구자들은 재판
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전문 법인에 종사하는 연구자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고고학 연구자들은 각 사정기관으
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젠 우리 전문 법인의 대표자는 물론 조사 연구에 임
하고 있는 조사연구원들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회 각계의 비
난을 불식시키고 공익성을 지향하며, 전문법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Ⅱ. 전문 법인의 실태
전문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1990년대 중반까지의 각종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활동은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그 후 1995년 이후 전문법인들이 생겨
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국책사업인
대규모 공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발굴은 전문법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발굴 주
체가 대학과 국공립 기관에서 대부분 민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법인으로 넘어 온 것이다.
이후 15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현재(‘09. 6. 30)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는 육상조사기관 143개, 수중조사기관 5개, 발굴조사기관 131개
이다. 2004년 이후 2008년까지는 지표조사 면적이 매년 약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발굴조사 면적도 25%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조사 인력 수는 약 5%의 증
가세를 보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문화재청
에서는 전문법인 설립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2009년 7월 현재 전문법인은
65개 기관이 설립되어 각종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지금도 법인 설
립을 준비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많은 법인들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
된다. 과연 계속적으로 전문법인 설립이 문화재 조사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의 여부는 의문이며, 통계상 조사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일 뿐, 실제로는 조사 현
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조직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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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자들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조사업무를 담
당할 수 있는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2월까지만 해도 47개 정도의
전문법인기관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불과 1년 6개월만에 20개 이상의 법인이 추가로
설립된 것이다. 이렇듯 전문법인 설립이 급증한 데에는 발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전문 법인의 설립 동기나 과정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문화재
청․시․도(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 학회의 주도로 설립된
경우, 종교계 또는 개인에 의해 설립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설립목적은 정관상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 이를 위한 각종 문화재 조사(특히 매장문화재 중심), 연구 인력
의 양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표1] 문화재 조사 연구 비영리 법인 현황(2009. 7)
연
번

기 관 명

설립
대표자
주체

1

중앙문화재연구원

관

조상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5-18

2

영남문화재연구원

민

이희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관

이재동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

4

호남문화재연구원

민

임영진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823-1

5

경남문화재연구원

민

박동백

경남 창원시 팔용동 6-37

6

중원문화재연구원

민

차용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

7

고려문화재연구원

민

김병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93-23

8

충청문화재연구원

민

한창균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

9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민

이융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890

10 한 국 문 물 연 구 원

민

정의도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0-5

11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관

장호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12 대 동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조영현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031-9

13 기 호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고수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

14 한국고고환경연구소

민

이홍종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8

15 삼 강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최종규

경남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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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허가청)
[한문협 회원 가입 여부]

2000.10.21(문화재청)
[회원기관]
1999.08.31(문화재청)
[회원기관]
1997.12.19(문화재청)
[회원기관]
1999.10.2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2.12.24(문화재청)
[회원기관]
2003.01.06(문화재청)
[회원기관]
2004.04.10(문화재청)
[회원기관]
2004.10.12(문화재청)
[회원기관]
2005.04.2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5.08.08(문화재청)
[회원기관]
2005.11.07(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1.0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2.0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2.28(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5.23(문화재청)
[회원기관]

매장문화재조사연구원교육

연
번

기 관 명

설립
대표자
주체

소 재 지

1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민

신용민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17 한 강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신숙정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4-6

18 울 산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이겸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

19 우 리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곽종철

경남 창원시 소답동 159-15

20 성 림 문 화 재 연 구 원

민

박광열

경북 경주시 성건동 620-346

21 마 한 문 화 연 구 원

민

조근우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4-2

22 한 울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김홍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

23 불 교 문 화 재 연 구 소

민

이지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21

24 동 서 문 물 연 구 원

민

김형곤

경남 창원시 봉곡동 174-9

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관

김선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2

26 경 기 문 화 재 연 구 원

관

조유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2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관

정덕기

충남 공주시 금흥동 산20-10

경남발전연구원
역 사 문 화 센 터

관

안상근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1-1

29 전 남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김양옥

전남 나주시 죽림동 138

관

서근태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관

고창석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2579-4

관

최종모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

33 전 북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최옥환

전북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

34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민

이영문

전남 화순군 도고면 천암리 812

35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관

백상승

경북 경주시 동방동 119-2

36 한 빛 문 화 재 연 구 원

민

백영흠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

37 예 맥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정연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

38 백 제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서오선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

39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민

박경식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48

28

울산발전연구원
문 화 재 센 터
제주문화예술재단
31
제주문화연구소
강 원 문 화 재 단
32
강원문화재연구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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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허가청)
[한문협 회원 가입 여부]

2006.05.23(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5.23(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7.24(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7.24(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7.24(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11.0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7.03.09(문화재청)
[회원기관]
2007.07.10(문화재청)
2005.10.06(문화재청)
[회원기관]
1995.03.18(문화재청)
[회원기관]
1999.04.01(경기도)
[회원기관]
2004.03.11(충남도)
[회원기관]
2000.05.15(경남도)
[회원기관]
2000.10.10(전남도)
[회원기관]
2000.12.28(울산시)
[회원기관]
2000.12.31(제주도)
2001.07.07(강원도)
[회원기관]
2002.12.12(전북도)
[회원기관]
2003.06.24(전남도)
[회원기관]
2004.10.26(문화재청)
[회원기관]
2005.04.27(문화재청)
[회원기관]
2005.06.27(강원도)
[회원기관]
2005.12.23(문화재청)
[회원기관]
2006.01.03(문화재청)
[회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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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 관 명

설립
대표자
주체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08-4

설립년월일(허가청)
[한문협 회원 가입 여부]

2006.08.17(문화재청)
[회원기관]

40 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민

이 재

41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관

진상철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림사길 36

2006.08.17(충남도)

42 한얼문화유산연구원

민

양윤식

충남 공주시 산성동 175-5

2004.03.(문화재청)

43 아 시 아 문 화 재 단

민

장명수

인천시 계양구 굴현동 495

2006.08.16(문화재청)

44 영 해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안재철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2007.06.08(문화재청)

4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민

김은석

제주도 제주시 외도 1동 445-9

2007.07.27(문화재청)

46 삼한매장문화재연구원

민

김구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000-255

47 한국문화유산연구원

민

박상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10

48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민

지현병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0-1

49 금강문화유산연구원

민

류기정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155-1

50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민

이영철

광주시 동구 서석동 470-6

5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민

신창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32

52 경 상 문 화 재 연 구 원

민

노태섭

경남 진주시 인사동 141-5

53 해 동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이 현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28

2008.12.30(문화재청)

54 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김창억

대구시 동구 신천3동 268-4

2009.01.06(문화재청)
[회원기관]

55 중 동 문 화 재 연 구 원

민

김재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1-10

2009.01.06(문화재청)

56 한겨레문화재연구원

민

곽동철

울산시 중구 학산동 70-8

2009.03.04(문화재청)
[회원기관]

57 동 양 문 물 연 구 원

민

김재현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2009.03.05(문화재청)

58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민

김승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49

2009.03.18(문화재청)

59 가 경 고 고 학 연 구 소

민

오규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50

2009.03.18(문화재청)

60 동 방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안희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75-83

2009.04.02(문화재청)

61 경 인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이한주

인천시 계양구 917-23

2009.04.15(문화재청)

62 서 해 문 화 재 연 구 원

민

유태용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5-7

2009.04.30(문화재청)

63 동서해저문화재연구원

민

이종선

광주시 북구 용봉동 1343-3

2009.06.10(문화재청)

6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민

유 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674-1

2009.04.13(전북도)

65 중 부 고 고 학 연 구 소

민

김무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0-1

2009.06.22(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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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대구시)
[회원기관]
2007.08.07(경기도)
[회원기관]
2008.05.08(강원도)
[회원기관]
2008.02.20(대전시)
[회원기관]
2008.08.14(문화재청)
[회원기관]
2008.09.08(문화재청)
[회원기관]
2008.10.02(문화재청)
[회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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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개인들이 출연해서 설립한 전문 법인들은 재단 출연재산이 빈약한 실정에
서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가(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 또는
설치된 일부 기관의 경우 초창기에는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일정액을 보조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외 대다수 전문 법인들은 재단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다. 현재의 전문 법
인들 전체가 매장문화재조사 업무를 주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기관의 운영이나, 각종 목
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하다보
니 전문법인들이 매장문화재조사 용역에 매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 전문 법인들이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조사용역은 산업분류에 있어 사
업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업 서비스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자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잘 훈련된 인력이고, 장비나 원료 등은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문 법인을 구성하는 근간은 고도로 훈련된 조사․연구 인력에 있고, 각
전문 법인의 경쟁력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장문화재조사에 필요한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관련학과에
서 교과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연마하고, 법인․연구소․박물관 등에 입사한 후에
는 현실적인 실무를 익히게 된다. 이들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획 단계부터 현장조사
는 물론이고, 보고서 작성과 용역 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에 있어 실제적인 업무는 때로는 교과서적인 내용과 관계없이 여러 변수에 의해 이
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전문법인 대부분이 자본금과 공간 및 시설을 확보
하는 것보다 조사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문화재 조사가 가
능한 관련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많이 있으나, 졸업생들이 문화재조사 업무를 주로
하는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
향으로 인하여 전문 법인에 입사해서 매장문화재조사를 주 업무로 하는 고고학 연구자
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조사 인력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사원은 이미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국립박물관이나 연구소 등에 취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조
사 인력들이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전문 법인에서는 이미 전문 법인에 있는 조사원들
을 스카우트하는 형태로 기관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히 조사 기관별 관계가
좋을 리 없다.
낭만적인 문화재 조사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다. 사회에서는 매장문화재조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전문 법인을 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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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과 각종 현장조사
업무 등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Ⅲ. 전문 법인의 미래
우리 전문 법인들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법인들도 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운영 및 관리를 논한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현 상태에서는 전문 법인의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체계를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서 가장 시급하게 구비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조사원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사요원 인건비 대
가기준과 매장문화재조사와 연구를 위한 표준품셈을 정비하는 일이다. 이미 지표조사와
발굴(시굴)조사의 부분적인 표준품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품셈은 계속 정비
보완해 나가면서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
야 한다.
이러한 품셈과 대가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일단 마련된 품셈은 시행을 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행정 처리와 법
적인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가기준과 표준품셈은 발굴조사의 기본
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문화재청의 주도하에 사업시행자와 전문 법인 기관들의 합
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 수요는 많고 이를 조사할 기관은 적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 더욱 심화되었고, 조사기관 우위의 힘(공급)의 논리가 발굴조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지만, 당분간 지속되리란 관측이 아직 많
다. 그래서 불거진 것이 부실조사 문제이다. 이는 비록 전문 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체 발굴조사 기관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발굴을 전문법인들이 담
당하고 있으므로 부실조사 문제는 고스란히 전문 법인들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
실조사의 우려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조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의 자질 함양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사기관의 경우 우수한 조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계약법에 개산계약(정산제)이라는 용역을 수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내부 불만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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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현장에서 연합 조사를 할 경우 A기관은 조사인력
의 자질이 수준급에 달해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반해, B기관은 다른 결과를 얻
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용역비와 조사기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경우, A기관의 조사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A
기관에 소속된 조사원들도 조사 기간을 늘려 천천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조사원들의 상
대적인 피로감과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조사원들의
자질에는 관계없이 숫자만 채워도 되는 현실적인 괴리감(정산제)이 상존해 있다. 현재
어느 계약 방식이 합리적인지는 발제자도 섣부른 판단을 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자유경
쟁체제 사회인 현실에서 문화재 조사부분만이 실비 정산 방식을 고수해야 할지 의문이
다.(땅속에 어떤 유적이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 혹자는 “비용 절감과 함께 조사
기간을 단축하면 부실 조사이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경우도 있다.
부실조사 문제의 또 하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용역의 수탁이다. 전문 법인은 물론이고
각 발굴조사 기관마다 시설현황이나 보유 인력 수준은 다양하다. 시설현황에 있어 어떤
기관은 모범적일 만큼 필요한 공간이나 기자재를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어떤 기관은 그야말로 구색 갖추기 식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친 경우도 많다. 보유 인력
현황을 보면 그 편차가 더욱 크다. 규모가 작은 기관은 조사인력이 문화재청 법인 설립
요건이나 한문협 가입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인력을 확보한 후 전문 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관은 조사 인력이 60여명 이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의 6배가
넘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합리
적이지 못하다. 이렇듯 각 기관마다 규모와 처해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능력 이상
의 과도한 용역을 수탁하여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실조사의 우려를 자아내
는 대목이다.
전문 법인에서는 자체 내의 조사․연구 능력(이는 조사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조사용역 수주)과 기관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한 용역을 수행
하여 부실조사의 의심을 씻고 충실한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법인별 여
건과 능력에 맞는 용역 수탁이야말로 전문 법인간에 협력해야 할 가장 현실적 과제인 것
이다.
전문 법인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연구
실, 사무실, 수장고 등 공간 확보와 촬영장비, 측량장비 등 각종 기자재 구비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 여기에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 등도 필수적이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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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인들은 조사 및 연구 환경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후 어느 정도 궤도에 오
르면 대부분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소속 직원들의 처우 개선, 즉 급여 인
상과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함이다. 지금으로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더 나은 조건
이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떠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또한 법인의 운영
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 통행식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조사원들이 떠
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에 조사원들을 탓할 수가 없다. 떠나는 조사원들이 많은 기관
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은 소속 연구원의 교육이나 훈련이 의미 없이 허망한
경우도 있다. 애써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원들을 교육시켜도 다른 기관으로 이직
해 버리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한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이나
대승적 차원을 견지한다면, 연구원들의 재교육과 이들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
다. 전문 법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연구자들이 평생직장이라는 신념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연구원들의
경쟁력이 곧 법인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법인의 조직 운영방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면은 각 기관이
비슷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
존경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즉 각 전문 법인에서 하드웨어적인 면은
타 기관 또는 유사업체의 그것을 표본으로 삼으면 되지만, 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
트웨어적 기반은 조직과 개인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기
관의 표본을 단순히 채용하기보다도 법인의 비효율성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각 구
성원의 역량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법인의 운영 및 관리 체계는 각 기관별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
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대표자와 조사원들간의 언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각종 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노출될 때마
다 착잡한 심정이다. 많은 전문 법인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내부 운영사항을 공개하
고 나아가 직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 법인의 운영은 관리
자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속된 직원 전체(연구원들만이 아닌 구성원 전
체)가 수익을 창출하고 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체계라는 생각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전문 법인에 근무하는 대다수가 조사원이하의 연구자들이다. 이 연구자들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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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고학계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이 현장과 각
종 보고서 작업에 실질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인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서 매장문화재조사 업무에
대한 정확한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집단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전문 법인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모든 면에서 직원들에게 투자
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하고, 상급자는 이를 관리한다면 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요즈음 많은 법인들은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고, 연봉제도 각 개인의 능력 평가가 우선
이겠지만, 법인에 대한 공헌도도 중요하다. 조사․연구능력도 중요하지만, 법인을 운영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꼭 있어야 할 직원과 떠났으면 하는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
리자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 근무했으면 하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은 물론이고 법인을 위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직원일 것이고, 떠나야 할 사람은 개인적인 일에 치중하는 직
원으로 볼 수 있다. 평가시스템에는 개인적인 연구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
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는 가능한 평가이겠지만, 현재 여건상 법
인 조직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직원들 개개인이 평가로 인해서 손익을 계산해
야 하는 환경에서는 동료애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는 대안
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더 고민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직원 화합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각 직장에는 친분관계(학연, 친구, 동료
등)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동료
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 동료애는 각 기관의 운영에서 가장 강
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같은 조직에서 서로 경쟁자라는 의미도 있지
만 평생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업무 특성상 기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조사는 공익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전문 법인의 공익성, 공공성을 홍보하는 것도 대외적인 협력사항이다.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전문 법인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그런 연후에 공익성과 공공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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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함께 전문 법인의 각종 조사가 품질과 서
비스 면에서 우수하다는 인식을 사업시행자나 일반인에게 인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기존 대학이나 국공립 발굴기관 등과 차별화 된 조사매뉴얼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기관 우위의 일방적인 태도를 쇄신하고 시행청과의 철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여기에 발굴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조사연구원들의 자세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가급적 시행청과 협조하고, 서로 공
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Ⅳ. 전문 법인의 운영 및 관리
전문 법인의 운영 및 관리 체계는 각 기관별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하
다. 조직구성상에 원장(부원장․대표자가 고고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실장(부장)-과장
(팀장)-팀원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구직 직위로는 수석연구원-책임연구
원-선임연구원-연구원-조사연구원-조사원-보조원 등으로 다양한 직위와 체계를 갖고
있다.
이 조직 체계 또는 직위 체계가 합리적인지는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상위 직급(팀장이상으로 보았을 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과
연 상위 직급이 많다고 해서 조직운영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
으로는 단순한 조직체계가 우리 법인 실정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최근에 신설된 일
부 법인의 경우를 보면 실장과 부장, 팀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관리자급이 법인 조
직의 조사인력의 과반수를 넘어선 경우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신규 조사원을 팀장이
하로 최소 4명이상은 채용해야 할 정도이다. 상위 조직이 비대해지면 실질적인 조사 업
무를 담당해야 할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고 조직 운영상 결재라인(?)속에 파
묻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조직 구성은 간단하고 필요한 조사원이 적재
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체제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법인 조직으로 오면
서는 직급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문화재청 자격기준으로는 조사단장-책임조사
원-조사원-조사보조원-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체계가 일부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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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있지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사단장(원장, 실장
등)-책임조사원(실장, 부장, 과장, 팀장, 또는 선임연구원, 연구원)-조사원-조사보조원보조원 등으로 구성되어도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전문 법인들이 주로
매장문화재 중심으로 조사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책임조사원(현장대리인)
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조사단을 지휘하고 책임(권한 위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모든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까지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결재 과
정에 불필요한 중간관리자를 거치다보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중간관리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
비한다면 기안자-1차 또는 2차 통제자(팀장, 과장, 실장, 부장)-최종 의사결정자(원장)
등으로 단순화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대
표자는 현장여건에 맞게 후생복지 시설에 투자를 함으로써 조사원들이 보다 더 쾌적한
여건에서 조사에 임하게 될 것이다.
직원화합과 후생복지 및 연구지원으로는 현재 상급자로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조
직운영상 큰 틀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제시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선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 기관에는 노사협의회,
연구원협의회, 직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이 협의회가 가지는 의미는 일반 회사의 노조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정부분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의 존재로 인해 오
히려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자가 결정하면 무조건 그 방
향대로 가야한다는 조직의 논리는 이제 끝났다고 본다. 이 협의회에서 생각하는 바가 옳
다고 생각되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적극 수용해서 법인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내
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문 법인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며, 각종 연
수기간에도 서로 같이 지내다보면 각 개인의 애로사항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친분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장조사 및 실내작업에도 상호교차하면서 조사원들을 배치
하여 직원 화합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기관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필
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업무의 공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후생복지로는 직원들이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각 기관별로 퇴직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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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비율은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타 기관(전문 법인이 아닌 경우)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가 이미 예전에 직장
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앞으로의 근무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법인에서는 퇴직적립금(율)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금융기
관에 적립하는 것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인력은 항상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야외조사에 임하고 있는 연구자
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 여건상 항상 차량을 가지고 움
직이지 않으면 안 될 현장 여건, 현장에서의 각종 위험 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체계적
인 보험가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각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조사인력 대다수(일부 기관은
차량 임차)가 개인차량을 이용해 현장 조사는 물론 일부는 인부들을 수송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기관에서는 일부 관리자의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대다수
조사원들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원들에게 배려 차원
에서라도 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정비와 각종 상해 보험도 적은
액수의 형식상 눈가림식 상해 보험이 아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해주어 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와 연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원들에게 정기적인 현장 피복과 작업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심한
경우 저습지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복과 신발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급여라도 많이 주면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연구지원으로는 연구비 지원 체계를 논문 중심과 그룹단위 공동연구과제(전공별로)를
선정하여 중장기(2-3년)과제로 자료수집과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연구의욕을
배가시키는 것도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기타 현장에서 조사에 임하는 조사원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관리자들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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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리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문 법인이 탄생한지 어언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 전문 법인
은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가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젠 누구의 잘잘
못을 따지기 이전에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조사와 연구에 정열을 쏟아야 할 시
기이다. 초창기부터 완벽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과도기를 지나 정상
적인 궤도에 오르면 각 기관은 연구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젠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문협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이 협회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것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우리 전문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
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개선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작게는 각 법인
에서는 투명한 경영과 운영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 법인의 조직구성은 하드웨어적인 구조는 갖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턱을 넘어서 발
상의 전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 과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데, 남의 탓
(기관의 대표자 또는 상급관리자 등)하면서 기관에서 무엇인가 해주기만을 바라는지 생
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법인에서도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경영에 대한 구조 조정
이 필요한 시기이다. 직원들을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적 조직망을 구성하
면서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영이다. 앞으로 법인의 경영
이 투명하고, 인적구성(조사․연구능력, 경영능력 등)이 탄탄한 기관들이 우리나라 매장
문화재조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지 않은 전문 법인들은 도태되지 않을
까 한다.
지금까지 발제한 내용 가운데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모두
가 한마음으로 해결책을 찾을 때에 진정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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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학적으로 선사시대의 농경을 검증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써 경작지, 농
경도구(경기구, 수확구, 곡물가공구 등), 재배곡물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경우 경작지의 발견 예는 없으나 최근 토양시료의 부유법을 통해 조나 기장과 같은 재배
곡물의 발견 예(이경아 2007 외)가 증가하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경작가능성을 보다 구체
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안승모 2005). 본 강의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농경의 직접적인 증거자료 중에서 농경도구와 재배곡물을 검토하기 위한 분석법인 석기
사용흔분석법과 토기압흔레프리카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농경도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적에서 자주 출토되는 석기의 기능을 밝힐 필
요가 있다.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석기의 형태분류, 석기에 남겨진 사용흔의
분석, 사용 실험, 민족지고고학적 방법 등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석재
농경구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석기의 형태분류를 통한 기능의 추정이라는 형태학적인
방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석기의 기능을 밝히는데 유효한 연구 방법
으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형태분류만으로는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
한 상황이다. 그래서 석기의 기능을 밝히는 데 있어 연구방법의 확립과 그 기능의 의미
부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沢田 2004).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석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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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구에 있어 그 유효성이 증명되고 있는 석기사용흔광택면분석을 설명하고 우리나
라의 석제 수확구를 검토한 예를 소개하도록 한다. 석기사용흔분석은 일본 야요이시대
석제 농경구의 기능을 밝히는 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피가공물과의 대
응관계를 검토한 다변량해석(沢田 1993)이나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御堂島 외
1987)에 의해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재배곡물의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토기압흔레프리카법을 소개한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재배곡물의 검출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토양시료의 부유법이
있다. 부유법은 재배곡물 자료의 확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해당 자료 자체
의 연대 측정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교란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벗을 수는 없다
점, 발굴 당시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경우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이에 비해 토기압흔레프리카법은 토기를 제작할 당시에 찍힌 자국으로 토기
의 형식과 동일한 연대를 가지는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발굴이 끝난 유적의 자료
라 하더라도 토기 표면 및 단면의 관찰을 통하여 재배곡물자료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재배곡물 자료의 검출에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여기서 소개하는 토기압흔레프리카법에 관한 내용은 2005년도 일본 후쿠오카시 매장문
화재센타 연보 제 25호 比佐陽一郎씨의 글을 번역한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을 밝힌다.

Ⅱ. 석기사용흔분석법
1. 석기의 사용흔분석 방법
(1) 분석방법
석기의 사용흔분석1)은 석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흔적을 수단으로 석기의 기능을 추
정하는 분석법이다(御堂島 2003). 석기의 사용흔분석은 1957년에 세메노프의 고전적인
연구가 논문으로 소개된 이래, 석기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후, 유럽과 미국의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용흔분석법은 L.H. 킬리(Keeley L.H. 1980)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서, 100배 이상의 고배율로 관찰한다고 하여 ‘고배율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북대학 사용흔연구팀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석기의 조작방법, 작업량, 피
가공물 등의 추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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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세메노프의 연구방법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려 석기사용흔의
실험과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킬리(Keeley L.H. 1980)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사용흔분석을 통하여
피가공물이나 사용방법을 추정하기에까지 이르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킬리의 연구
방법을 기초로 1981년 동북대학 사용흔연구팀에 의해 혈암제 석기(셰일)의 사용흔실험
연구가 이루어졌다(梶尾洋․阿子島香 1981). 그들은 이 실험연구를 통하여 ‘피가공물이
다르면 사용흔광택면의 양상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피가공물과 사용흔광택면에는
일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표했다. 그 후, 유적에서 출토된 석도나 석부, 박편석기 등 각종
석기의 사용흔이 관찰ㆍ분석되어 현재에는 석도(石包丁)뿐만이 아닌 석부나 각종 석기
들의 피가공물 및 다양한 사용방법들이 추정되고 있다(阿子島香․須藤隆 1984, 斎野裕
彦 2001, 斎野裕彦 외 1999, 須藤隆․阿子島香 1984, 石器使用痕研究会, 2002)2).
1) 석기의 사용실험연구
사용흔을 통하여 석기의 기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석기의 사용실험을 실시하여 비교
자료를 얻을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으로 할 시대와 당시 환경을 고려하여 상정될만한
사용방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단순한 작업의 사용실험
을 실시한다. 다음에는 여기서 얻어진 관찰결과와 실제의 유물 관찰 결과를 통하여 석기
의 기능을 추정 한다. 실험 결과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실험을 실시하여 그

도면 1. 사용흔실험연구의 추론사이클(阿子島 1989)
2) 한국에서는 그간 구석기시대의 석기연구에 자주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고고환경연구소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석도의 사용흔광택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손준호, 2003, ｢반월형석도의 제작 및 사용방법의 연구｣ 湖西考古学報 8, 湖西考古学会
조진형․손준호, 2008, ｢朝鮮半島の石包丁の使用痕分析｣ 石器使用痕研究会会報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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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확인한다. 이와 같이 유물의 관찰과 실험을 번갈아가며 데이타를 축적함으로서
석기의 보다 근접한 기능과 사용방법을 찾아간다(御堂島 2005).
2) 사용흔의 종류
석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사용흔으로는 사용흔광택면, 마모, 마멸, 박리흔, 선상
흔, 파손, 잔해, 부착물, 착병흔 등이 있다. 각 흔적들의 특징은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阿子島 1993, 御堂島 2003․2005, 澤田 2003).
표1과 같이 대부분의 사용흔은 육안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용흔광택면, 선상흔,
미세한 이빠짐과 같이 사용흔에 따라서는 고배율의 현미경이나 저배율의 현미경을 적절
히 사용하지 않으면 명료하게 관찰되지 않는 것도 있다.
표 1. 사용흔의 종류
사용흔

설명

사용흔
광택면

‘미세광택면’ 또는 ‘윤’이라고 불리며, 고배율의 현미경 레벨에서 관찰 가능한 미세한 광택면
이다. 사용흔광택면은 석기와 피가공물과의 마모에 의해 석기의 표면에 생성된다3).

마모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사용부위 표면이 닳은 것을 말한다. 매끈한 면을 이룬다.

마멸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것으로 사용부위가 양적으로 닳은 것을 말한다.

박리흔

‘이빠짐’이라고도 불리며, 대상물과의 접촉에 의한 인부의 손상이다. 현미경에서 관찰되
는 미세한 박리흔을 특정지어 미세박리흔이라고 한다.

선상흔

찰흔, 조흔과 같이 직접적인 사용흔이다. 석기의 운동방향을 추정하는 최대의 수단이
된다.

파손

대상과의 접촉에 의한 석기 자체의 부러짐, 파괴를 말한다. 충격의 방향을 나타낼 때도
있다.

부착물

가공대상물이 사용부위의 표면에 부착 혹은 고착화된 것이다. 혈흔이나 플란토오팔도
포함한다.

착병흔

착병된 석기가 병과 접촉함에 따라 나타나는 흔적이다. 지금까지 미세박리흔, 마모,
광택면 등 사용흔과 유사한 흔적이 석기의 기부에서 확인 될 경우 착병흔으로 해석하는
예가 많다.

3) 사용흔광택면의 타입
일본의 동북대학 사용흔연구팀은 셰일로 제작한 실험석기를 이용하여 벼과 식물, 대나
무, 표주박, 나무, 뼈, 뿔, 가죽, 고기, 흙을 피가공물로하여 사용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3) 사용흔광택면의 발생원인에 있어,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와 마찰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더욱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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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석기 표면의 거친 정도를 이용한 광택면의 미세한 단면의 계측이라든가 사용흔광
택면의 밝기, 매끄러운 정도, 단면형태, 분포범위, 발달정도, 선상흔 등을 정량화함으로서
사용흔광택면을 11 타입으로 분류하였고, 사용흔의 타입과 피가공물이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4)(표2)(梶原․阿子島 1981、阿子島 1989).
표 2. 미세광택면 타입의 특징(阿子島 1989)5)
타
입

빛나는 정도
매끄러운 정도
확대 정도
外部
內部
표면의 결 둥근 정도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
내부까지
일면으로
퍼진다

높낮이 차

연접 정도

그외
묻혀 있는 선상흔
(filled-in striation),
혜성형의 홈
(comet- shaped pit)

A 매우 밝다

강하다(어두
운 부분은 섬 형 매끄럽다 둥글다
태로 남는다)

B 밝다

반점이 매
강하다(반점
매끄럽다 우 둥글다 넓다
상의 광택부)
(水滳狀)

높은 부분에서 서서히
반점이 선과 같이
돔(dome)상 반점이
발달하고 낮은 곳까지
연결되고 작은 구
연접해 간다
멍은 적다
미치는 일은 드물다

C 약간 밝다

약간 약하다
(網狀의 광택 거칠다
부)

낮은 곳의 오목한 부분 반점으로 발달하지 크고 작은 무수히
을 남기고 중간과 낮은 않고 처음부터 網狀 많은 구멍이 관찰
곳에 일정하게 퍼진다 으로 연결된다
된다

D1 밝다

평탄하다
약하다(일률
매끄럽다 (달라붙은 한정된다
적)
듯이)

녹은 눈과 같은 형
미세한 요철의 높낮 연변에 띠 모양으로
상의 단을 형성하
이가 없어진다
좁은 면이 생긴다.
고 구멍이 많다

D2 밝다

약간 약하다
(平行溝狀)

날카로운 溝狀의
미세한 요철은 변형 연변에 띠모양으로
線狀痕과 구멍이
되어 線狀이 된다 좁은 면이 생긴다.
많다

E1 약간 밝다

높은 부분의 작은 반점
주위의 둔한 광택
작은 반점 작은 반점 연변만 좁
은 밝고, 낮은 부분은 원 작은 반점이 독립하
강하다(작은
(F2)과 언제나 세
의 위만 은 약간 둥 게 분포한
반점 형상)
래면의 미세한 요철이 고 연결되지 않는다
매끄럽다 글다
다
트로 발생한다
그대로 둔하게 빛난다

요철이 날
카롭다
넓다
(깎은 듯이)

약간 거칠 峰 狀 으 로
한정된다
다
날카롭다

E2 둔하다

약간 약하다

광택부 전체
매우 미세
가 마멸되어 넓다
한 요철
둥글다

F1 둔하다

약하다

거칠다

F2 매우 둔하다 약하다

네모나다

다양하다

원면을 변 원 래 면 을
화시 키지 변 화 시 키 다양하다
않는다
지 않는다

높은 부분에서 시작
일면을 다 덮는다
하여 전면을 덮는다

다양한 선상흔이 많
강도의 마멸을 동반
없다(높건 낮건 똑같
고, 다수의 극소의
하여 연변에 넓게 광
이 빛난다)
원형 박락(micro택띠가 형성된다
potlid)이 보인다
원래면의 미세한 요철
없다(높건 낮건 똑같
기름기 돌 듯 반짝
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빛난다)
인다
낮은 부분까지 미친다
다양하다

미발달된 작은 반점 원래면을 변화시
형상을 띤다
키지 않는다

4) 하지만 사용흔광택면과 피가공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어느 광택면의 타입이 특정의 피
가공물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山田 1986). 결국 사용흔분석에 따른 석기의 용도추정
은 어디까지나 확률론적인 것이다(沢田 2003). 사용흔의 관찰을 실시할 때 석기의 형상부터
보고 어느 부분에서 확인될지, 어떠한 사용흔이 어떠한 범위로 퍼져있는지, 발달정도는 어떤
지, 선상흔의 방향은 어떤지, 어떠한 상태로 부러져있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검토한
결과, 마침내 기능의 추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석기, 많은 속성을 통해서 규칙성을 가진 일련의 사용흔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사용흔광택면의 각각의 타입에 해당하는 사진은 당일 슬라이드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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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御堂島는 흑요석, 챠트, 사누카이트, 경질응회암, 연질응회암 등 석재를 달리하며
사용실험을 실시, 동북대학 사용흔연구팀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御堂島
2005) 각 사용흔광택면 타입의 특징은 석재의 차이와 관계없이 유사하다는 사실도 발표
되었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석재로 만들어진 석기라할지라도 이 실험 데이타에 대
응시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대학 사용흔연구팀과 御堂島에 의한 사용실험 결과에서 얻어진 사용흔광택면 타
입 중, 수확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광택면은 A타입과 B타입이다. A타입의 광택면은 매우
매끄럽고 밝은 광택면이 표면을 광범위하게 뒤덮은 것으로 단면형은 둥글고, 묻힌 듯한
선상흔, 혜성형(彗星型) 홈의 존재를 특징으로 한다. 피가공물이 벼과 식물인 경우에 거
의 한정하여 나타나는 특징적인 광택면이다. B타입의 광택면은 매끄럽고 밝으며, 분포범
위도 비교적 넓지만 A타입처럼 광범위하게 전면을 덮지는 않는다. 볼록한 부분을 중심
으로 발달하고 서서히 오목한 부분에도 퍼지며 석기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덮으며 발달
한다. 단면형태는 둥글다. 주로 나무나 대나무에 의해 발생하나 피가공물이 벼과 초목의
경우 A타입의 발달 前段階, 즉 작업량이 적은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이상에서처럼 벼과 식물을 피가공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A타입과 B타입의 사용흔 광
택면이 확인 되는 석기가 있다면 그것은 수확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적에서 발견된 수확구의 가능성이 보이는 석기를 대상으로 사용흔광택면 A타입과 B타
입이 존재하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서 수확구의 존재를 밝힐 수 있다고 하겠다.

(2) 사용흔분석의 장애 요인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의 대부분은 사용 후에 폐기되어 몇 천 년 간 바람, 물, 흙의
움직임, 빙결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석기의 표면을 변화시키고
만다. 또 석기를 제작할 때 생긴 박리흔과 발굴조사 때나 조사 후의 부주의에 의해 생긴
상처 등도 석기의 표면에 남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용흔의 분석을 곤란하게 하
는 요인이 된다.
사용흔관찰을 곤란하게 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 안에서 사용흔만을 추출하기위해서는
사용흔과 그 이외의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것들 간의 특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풍화에
의한 마모는 석기가 폐기되어 토양 안에 매몰되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에 바람이나 유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석기 전면의 구석구석까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석기를 제작할 때에 나타나는 박리흔은 방향에 일정의 규칙성이 인정되고 박리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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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지는 간격은 균등하여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했음을 느끼게 한다.
발굴조사나 조사 후에 발생한 흔적은
풍화침식보다도 후에 생성된 것이기 때
문에 석기의 최상면에서 관찰된다. 따라
서 발굴조사 시에 생긴 흔적은 사용흔
으로서 착각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
흔적에 의해 사용흔이 없어지는 경우가

도면 2. 사용흔광택면의 분포도

자주 있어 조사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

3. 석기의 사용흔관찰과 해석
(1) 석기의 사용흔관찰6)
1) 진안 갈머리유적
신석기시대의 중～말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관찰대상으로 한 석기는 모두 갈머리 1기인 2․3
호 특수유구의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중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갈머리 1기에 해당하
는 목탄자료는 AMS연대 측정 결과 4500 B.P라는
사진 1. 도면2-1의 사용흔광택면

결과를 얻었다(안승모 외 2003).
<사용흔 관찰>
도면2-1: 염기성화산암제로 인부의 형태는 직선
이고 평면형태는 반월형을 이룬다. 인부에는 a면에
치우쳐 잘게 이차가공이 이루어져 있고 호형의 背
部에 가공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배부의 연변부와, 인부 양면의 인부변에서부터

사진 2. 도면2-2의 사용흔광택면

6) 사용흔광택면 분포도의 작성에 있어서는 광택면의 크기가 20마이크로미터이상 50마이크로
미터 미만의 범위를 [약], 50마이크로미터이상 10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범위와 [약]이 서로
연접하는 범위를 [중]으로 설정하였다. 또 라벨 등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범위는 [관찰불가]
로서 도면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해설에 있어서는 평면실측도의 왼쪽 혹은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면을 a면, 오른쪽 또는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 면을 b면으로 통일하여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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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중앙부근에 걸쳐 밝고 매끄러우면서 돔 형태를 띠는 둥그스름한 사용흔광택면이
확인되었다. a면은 풍화에 의해 표면이 거칠어 전체적으로 사용흔광택면이 약하나, 배부
우측단과 신부 좌측 중앙부에 사용흔광택면[중]이 확인되었다. [중]의 주변과, 인부에서
신부에 걸쳐 [약]이 분포하고 있다. b면(사진1)에서는 배부 좌측단, 신부의 중앙부근, 인
부 좌측에서부터 신부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사용흔광택면[중]이 확인되었다. [중]의 주
변에는 [약]이 분포하는데 [약] 또한 좌측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흔광
택면은 모두 석기표면의 볼록한 부분에 형성되어 있고, 돔상의 사용흔이 선형으로 연접
하고 있어 사용흔광택면 B타입으로 판단된다.
2) 진안 진그늘유적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말기에 걸쳐 형성된 유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유적의 주거지 상
면에서 출토된 목탄자료는 AMS연대 측정에 의해 4500 B.P와 4000 B.P라는 연대를 얻
었다(이기길 외 2005).
<사용흔관찰>
도면2-2: 셰일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인부는 약간 직선을 이루는 결입타제석기이다.
석기의 짧은 양측변에 홈이 있고, 배부는 조정에 의해 둔한 상태이다. b면에는 신부 중
앙에 자연면이 남아있다.
a면은 풍화에 의해 석기의 표면이 거칠어져 있어 사용흔광택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b
면에서는 좌측의 인부(사진2)와 좌측의 결입부 근처 두 곳에서 사용흔광택면 [중]이 확
인되었다. 인부 좌측변의 사용흔광택면 [중]은 석기 표면의 볼록한 부분이 매끄럽고 특
유의 광택을 가지며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사용흔이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관찰
하면 표면은 밝고 매끄러우며 약간 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광택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존
재한다. 좌측의 결입부 근처에는 표면의 돌출부가 밝고 미끄러운 돔 형상을 띠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사용흔광택면은 발달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양쪽 모두
사용흔광택면 B타입이라고 판단된다.

(2) 관찰결과의 해석
두 유물의 사용흔광택면 모두 B타입으로 판단된다. B타입의 사용흔광택면은 선학의
실험연구에 의해 벼과 식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A타입의 초기단계로도 인식되
고 있다(梶原洋․阿子島香 1981、阿子島香 1989、御堂島正2005). B타입은 나무, 대나무,
표주박의 사용실험에서도 발생하나, 이 두 점의 석기는 사용흔광택면의 분포범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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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서 신부의 내부에까지 퍼져있다는 점, 그리고 석기 표면의 낮은 부분까지 광택면이
생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벼과 식물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용흔관찰자료 중에서 B타입의 사용흔광택면이 확인되었던 석기는 단순한 박편이 아
닌, 정연하게 형태를 다듬은 석기였다. 신석기시대에는 석도와 같이 정형화된 형태의 수확
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확구를 제작하기위한 고안이 시작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4.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앞의 사용흔광택면 분석의 장애요소에서 이미 서술했던 것과 같이 사용흔이 형성되었
더라도 석제 또는 매몰 환경에 따라서는 풍화에 의해 석기 표면이 변화하여 사용흔광택
면이 잔존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석기의 사용 빈도가 적어 사용흔
광택면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광택면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斎野2001).
일본에서의 석기 사용흔실험은 석재에 관계없이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광택면에는 그
다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御堂島正 2005 등). 하지만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석기의 사용흔광택면 관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석기와 동일
한 석재로 사용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신석기시대의 수확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후, 보다 많은 관찰과 실험이 필요하
겠지만, 이로서 석기 사용흔광택면 분석법이 신석기시대의 수확구를 해명하는데 있어
유효성을 가진다고 말 할 수 있겠다.

Ⅲ. 토기압흔레프리카법7)
1. 머리말
｢보존처리｣와는 성격이 다른 작업이라는 점에서 작업 실적 일람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 진행하고 있는 ｢레프리카법｣에 대해서 기술하겠다.
토기에는 제작 시 점토 내에 혼입된 종자 등이 소성에 의해 탄화, 소멸되고, 음각 상태
의 공간이 남는다. 야요이토기에 남은 벼 압흔 등은 농경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7) 比佐陽一郎, 2006 ｢付) 土器圧痕レプリカ法作業の手引き｣, 平成17年度 福岡市埋蔵文化財セ
ンター年報 第25号、福岡市教育委員会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게재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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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주목되어왔으나, 압흔 그 자체로는 관찰이나 상세한 동정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압흔에 印象材8)를 넣어, 다시 양각의 상태로 만들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
丑野毅(우시노 쯔요시)에 의해 제창된 ｢레프리카법｣으로(丑野 외 1991) 이 방법에서는
치과용의 비닐․실리콘인 Reprosil(미국:Caulk사 제품)을 인상재로 하고, 자료보호를 위
한 離型材9)로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 확실히 물은 가장 손쉬운 실리콘의 이형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증발, 건조 등의 불안정 요소도 있고, 작업의 타이밍에 경험과 숙련을 요한
다. 문화재는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보다 확실한 자료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동시에 레프리카법은 丑野(우시노)도 지적했던 것처럼 고고학에 있어 식생, 환경복원의
연구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필
요도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물을 이용한 이형은 적당한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재용의 레프리카 작성에 사용되는 실리콘(RTV
고무)을 인상재로하고, 아크릴 수지를 이형재로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2. 인상재에 대하여
이른바 형을 뜨기 위한 용도의 실리콘은 RTV(실온 경화형)타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비
교적 점도가 높은 액상의 主劑에 硬化劑를 적당량 첨가하면 고무상으로 경화된다. 국내외
각종 메이커의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그 기본적 성질과 특징은 이하와 같은 것이다.
•離型性이 뛰어나다.
•유동성이 뛰어나 미세한 틈새에도 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정밀하게 형을 뜰 수 있다.
•수축율이 작고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형에 충실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탄력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형을 뜨기에도 적당하다.
•경화 때 발열이 없이 때문에 원형을 손상할 걱정이 없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문화재에 사용할 경우, 이점과 상반하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작업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실리콘의 뛰어난 이형성은 평탄한 면이라면 유효하게 작용하겠지만 매장문화재에는
그것이 딱 들어맞는 평탄성을 가진 자료는 전무하다. 특히 토기는 미세한 점토 광물의
집합체이며, 태토의 입자 간에는 공극이 존재한다. 실리콘은 이러한 미세한 틈 사이에도
譯註 8) 인상재 : 음각된 압흔의 형을 떠내기 위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재료
譯註 9) 이형재 : 자료와 인상재를 분리시키는 소재로서, 압흔이 남아 있는 자료(토기 등)와
인상재 사이에 바르는 재료로 침투력이 강한 인상재가 토기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틈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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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여 경화하게 된다. 결과로서 실리콘 경화물의 강도가 토기 입자의 결합 강도를 웃
돌게 되면 분리할 때에 토기의 표면이 붕괴되어 실리콘에 달라붙으며, 역으로 강도가 약
하게 되면 실리콘이 뜯어져서 토기 내부에 남게 되거나, 실리콘에 포함된 유분이 남게
된다. 어쨌든 문화재인 자료의 파괴로 연결되게 된다. 그래서 실리콘과 자료가 직접 접
촉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형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 이형제를 사용한 경우도 이것이 완전한 보증은 아니고, 만일 실리콘이 자료와 접착
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가능한 한 실리콘 내부로의 침투와 주위로의 확산을 막는 조
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 하나는 점도의 향상, 다른 하나는 경화 시간의 단축이다. 더욱이
실리콘이 자료에 흡수되었을 경우, 실리콘이 불필요하게 강하다면 자료 쪽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자료 보전을 위해서는 실리콘의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는 쪽이 좋다. 이러한
조건도 가미하면서 실리콘 및 경화제, 혹은 첨가제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형을 뜨기 위한 용도의 실리콘에는 경화 기구 등의 차이에 따라 크게 付加타입, 縮合타
입의 두 종류가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제조건을 고려할 경우, 압흔 전사에는 축합타입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3. 離型劑에 대해서
이형제의 기본적인 생각은, 실리콘과 자료가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피막으로
표면을 덮는 것으로 문화재의 형을 뜨는 데에는 납지(錫箔), 물, 아크릴수지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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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납지(錫箔)는, 전문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로 두께 수 마이크로미터의 것을 붓
등을 사용한다. 부드럽고 끈적임이 있어서 섬세한 요철까지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두
께도 통상의 복제라면 충분히 무시 할 수 있는 범위이며, 다양한 점에서도 이치에 필적하
는 재료라는 평가도 있다(增田 1994). 하지만 특수한 재료로서 구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
으나, 그 이전에 전시자료 수준의 레프리카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두께도 압흔전사
와 같이 전자현미경관찰 등 극소한 수준에는 대응시킬 수는 없는 점이므로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물은 丑野(우시노)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습윤～
건조의 타이밍이 어렵고, 작업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불안정한대다 효율이 낮다.
이것에 대하여 아크릴수지는 물과 같은 작용을 하면서 납지(錫箔)와 같이 건조상태의
피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용매의 양에 따라 농도조정이 자유롭고 可逆性이 있어서 작업
후에는 자료를 溶劑로 세정하는 것으로 본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크릴수지는 문화재의 보존처리에서 일반적인 파라로이드 B-72(미국 롬＆ 하스사 제
품)이다. 파라로이드의 초기 상태는 고형의 비즈형상으로, 이것을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有機溶劑에 녹여 사용한다. 용제가 휘발함에 따라 수지가 고착화하고, 피막을 형성한다.
용제는 아세톤, 톨루엔, 크실렌, 알콜 등 다양한 것이 있으나, 안전성이나 작업성을 고려
하여 아세톤을 사용한다.

4. 작업공정과 그 내용
이번 내용은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보호와 인상재 부분을 바꾸는 이외는 기본적으로
丑野(우시노) 논문을 답습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으나, 이하의 작업 순서와 구
체적 내용,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기술하겠다.
또한 작업에 있어서는 유기 용제와 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혹은 화재
등의 위험을 동반하는 물질을 사용한다. 이러한 물질의 특히 인체의 영향에 관해서 말
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인 작용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반복되는 작업에 따른 축적이 염
려된다. 아무쪼록 사고 없도록 작업 장소에 있어 화기의 배제, 환기 등과 함께 장갑, 마
스크 등 보호구의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1) 사전작업
① 자료의 선정
육안 혹은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토기편 한 점 한 점의 깨진 단면을 포함한 표면을
관찰하고, 압흔의 유무․가부를 선정,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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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의 세정
건조 상태에서의 털어내기, 혹은 흐르는 물 등으로 압흔 내의 흙을 씻어낸다. 실체현
미경에서의 작업이 바람직하다. 보조적으로 붓 등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아무쪼록 표면
정보가 소실되지 않을 정도로 그친다.
③ 작업 전 기록
자료 정리를 위해서와, 만일의 문제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여 토기 전체의 압흔 위치 관계
를 기록할 사진, 도면, 압흔 그것의 현황에서의 실체현미경 사진 등, 필요한 기록을 남긴다.
④ 자료의 보호 = 離型劑 바르기
아크릴수지: 파라로이드 B-72의 5～10% 아세톤용액을 붓 등으로 바른다. 바르는 범
위는 나중의 작업도 생각하여 압흔을 중심으로 직경 20㎜∅정도. 수지 농도나 바르는 횟
수 등은 대상 자료의 태토, 소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때 마다 조정한다. 얻어질
정보의 정밀함과 자료의 보호는 배반하는 요소이며 타협점의 확인에는 역시 어느 정도
숙련을 요한다. 표준으로서는 광택이 나기 직전이 이상적이다. 바른 막이 너무 두꺼울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세정하여 조정한다.

(2) 전사작업
① 인상재의 충전
이형용 막이 굳은 것을 확인하였다면 인상재를 준비한다. 인상재는 여기에서는 東芝
실리콘 TSE-350을 사용한다. 이것은 같은 회사제품에 있어서는 일반 형태 뜨기 용으로
알려져 있는 전사용품이다. 표준적인 사용법에서는 경화제로 동일 회사 CE-621을 主劑
100에 대하여 1의 비율로 첨가하고 충분히 섞는데, 그것으로는 경화시간이 길어지기 때
문에 경화제를 규정양의 3배정도로 증가시키거나 빠른 경화성의 경화제나 경화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는 경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항온 건조기 등으로 적절하게 가열(30～40℃정도)하여 경화 촉진을 유도한다.
또 필요이상의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초미세 분말 실리카:아에로질(일본 아에로
질 외)을 적당량 점가하여 점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점도를 너무 높이면 세세한
틈에 실리콘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실리콘 내에 기포가 잔류하여 관찰에 장애
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압흔에 실리콘을 충전할 때에는 의료용 주사기(바늘은 제거한 상태)를 사용하면 간편
하다. 또 이 시점에서 최종적인 전자현미경(SEM) 관찰을 예측하고, 전자현미경용의 자
료대를 고정하여 두면 편리하다. 압흔 부분에는 점도가 낮은 실리콘을 주입하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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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點劑를 첨가하여 점도를 높인 실리콘(주걱으로 뜨면 명료한 각이 설 정도)으로 시료대
를 감싸듯이 발라 압흔 부분에 눌러 붙인다.
② 전사시료(양각시료)의 떼어내기
실리콘의 경화를 확인하였다면 전사시료를 떼어내기 전에 SEM용 시료대에 얇은 네
임펜 등으로 자료의 번호 등을 써두면 나중에 자료가 섞여 혼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후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료대와 함께 실리콘을 떼어낸다. 압흔이
깊거나, 입구가 좁고 내부가 넓은 형상을 띤 경우는 실리콘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의를 요한다. 만일 실리콘이 찢어져 압흔 내에 남아있을 경우, 화학반응으로 경화한 실
리콘을 다시 용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바늘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
밖에 없다. 다만 有機溶劑에 의해 약간 팽창하기 때문에 토기를 신나 등에 담그는 것으
로 다소 끄집어내기 쉬워진다.

(3) 사후처치
① 자료의 세정
아세톤 등의 溶劑를 사용하여 離型用으로 도포한 아크릴수지를 씻어낸다. 이때도 자
료표면을 상처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세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두드러져보여도 상관없다면, 아크릴
수지는 강화, 보호재로서도 작용하고 있고, 압흔의 보전에 유효하다고 하겠다. 또 도포부분이
물에 젖은 듯한 색을 띠기 때문에 압흔의 방소를 찾기쉽다는 이점도 들수 있을 것이다.
② 전사시료(양각시료)의 관찰
관찰에는 주사형의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EM)을 이용한다. 주
사형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을 렌즈에서 확대하는 광학현미경과 달리, 가늘게 조인 전자선
을 시료표면에 주사시켜 표면정보를 화상화하는 것이다. 광학현미경보다 높은 분해능력,
배율, 피사계 심도를 특징으로 하며, 압흔과 같은 미세한 입체물의 관찰에 적당하다. 얻어
진 화상은 흑백이지만 이 경우, 색채 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다
만 전자선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료는 시료관내에 넣어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 관찰상을 얻기까지 약간의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 또 실리콘 등 전기전도성이
없는 것으로는 시료가 전기를 띠어 관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찰에 있어서는 사전
에 시료에 대해서 카본이나 귀금속 蒸着(스퍼터링)처리를 하여, 전도성을 가지도록 할 필
요가 있다. 관찰에 관한 것은 전자현미경의 조작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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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하여 완성된 압흔은 사립의 집합체인 토기에서는 떨어져나온 놀랄만큼
치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 지금까지 농경개시의 논의에 있어서 출토 종자나 토양의
프란토오팔분석에서는 교란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던 것에 대해, 압흔레프리카법은 토기
형식만 인정할 수 있다면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진다.
현재, 山崎純男를 중심으로 죠몬 후만기의 토기에 남겨진 식물, 동물유체의 압흔으로부
터 재배식물의 추출 및 죠몬농경론에 접근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슈
전체에 연구의 테두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에는 무엇보다 다수의 자료 축적이 불가결
하며, 이 방법이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도 자부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시금 서술할 것도 없으나 여기에 적은 것은 단순한 방법론뿐이며,
레프리카법을 유효한 연구로서 승화시키기에는 그 전후에 있는 토기에서 유용한 압흔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나, 레프리카의 관찰에 따른 동정작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연 매뉴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경험의 축적에 의지할 뿐이다.
그 한편, 지금까지 서술하여 왔던 방법론은 고고학에 있어서도 매우 유효할 이 연구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지만, 문화재는 공업제품처럼 일
정의 조건 하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작업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일률적인 매뉴얼로 대치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끌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료의 파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 길잡이는 어디까지나 도입, 보조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재료나 도구의 기본적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불문율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재료,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안전
하고 정확한 정보 채취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석기사용흔분석법과 토기압흔레프리카법은 선사시대의 농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효한 분석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발굴조사 및 유물의 정리작업 과정에
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맞
이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을 직접 다루는 각각의 연구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보다 중요
하다고 하겠다. 덧붙여, 이상과 같은 분석을 임함에 있어서 유물의 보호 및 분석결과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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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머리말
2. 규슈지역 개관
3. 繩文․彌生時代의 九州
4. 古墳時代의 九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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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개요>
소 속 기 관
연 수 자

직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타

연수지역

위

선임조사연구원

성

명

하승철

일본 규슈

연수기간

2008년 8월 ～ 2009년 2월

연수목적

일본 고분시대(A.D 3～6세기)와 한반도 삼국시대의 상호교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유적과 유물을 조사.

1. 머리말
2008년 한문협 장기해외연수 기간 동안 일본 九州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고분을 답사하고, 그 출토 유물에 대해 실견할 수 있었
다. 규슈는 일본열도에 대륙의 선진문화를 수용하는 교류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
라서 규슈에서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관련 자료도 다량 확인되고 있어 규슈지역 출토
고고자료에 대한 연구는 거꾸로 당시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연수 기간 중 답사한 자료 중 일본 고분시대 전․중기의 자료를 중점
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먼저 규슈를 통한 대륙문화의 전달루트에 대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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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히 살펴본 후 선사시대 한․일교류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는 본격적으로 고분시대의 한․일교류에 관련한 유적과 유물의 현황을 소개할 것이다.
주요 초점은 횡혈식석실의 도입과 전개, 스에키의 생산 개시와 관련한 것이다. 끝으로 규
슈지역과 한반도 남부지역의 교류에 대한 私見을 첨부하도록 하겠다.

2. 규슈지역 개관
규슈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北海道, 本州, 四國, 九州)의 큰 섬들 중 서남단에 위
치하며 福岡․佐賀․長崎․熊本․大分․宮崎․鹿兒島 등 7개의 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 율령시대의 호칭으로는 五畿七道 중 西海道에 해당하고, 筑前․筑後․肥前․肥後․
豊前․豊後․日向․大隅․薩摩 등 9國과 壹岐․對馬의 2島로 나눠져 있다. 九州라는 호
칭은 상기의 9國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 한다.(丸山雍成 1996)
규슈는 대륙의 선진문물을 일본열도에 전달하는 창구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
는데, 문물의 수입루트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루트는 福岡-壹岐-對馬-韓半島-遼東-華北에 이르는 루트로 선사시대 이래 가
장 중점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일본 문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주요한 생명선이었다. 죠
몽시대 종말기로 부터 시작된 稻作文化의 전파, 이른바 ‘稻の道’(森貞次郞 1999),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시대 전반기의 加耶에서 생산된 鐵은 이 루트를 통해 일본열도로 전달되었
다. 이른바 ‘鐵の道’이다.
두 번째 루트는 동지나해를 거쳐 직접 중국대륙으로 향하거나 제주도를 경유했을 가능
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여건상 가장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나 중국
長江하류를 중심으로 한 華中지역과 한반도, 일본열도의 직접 교류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루트로 가정해 둔다.
세 번째는 九州西岸-南西諸島-臺灣-華南으로 이어진 루트로 이른바 ‘貝の道’(西都原考
古博物館 2006)로 대표된다. 奄美大島 이남의 바다에 서식하는 대형의 貝를 이용한 야요
이시대의 腕輪, 목걸이, 貝符나 장식품, 고분시대의 馬具裝飾은 이 루트를 통해 공급된 것
으로 일본열도 전체는 물론 한반도에까지 이른다. 해남조산고분에서 출토된 코호우라 貝
釧,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야광패제 용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후일 세 번째 루트를
통해 16세기 이래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세계의 새로운 문화가 전달되기도 하였다.(연민
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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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繩文․彌生時代의 九州
인간의 기술력이 극히 미약한 시기로 판단되는 선사시대에도 망망대해를 사이에 두고
규슈지역이 한반도와 교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많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빗
살무늬토기와 일본 죠몽전기의 소바타식(曾畑式)토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이며, 경남 통영 연대도패총, 상노대도패총, 부산 동삼동패총 등
에서 출토된 도도로키식(轟式)토기와 소바타식(曾畑式)토기, 규슈의 니시가라츠(佐賀西唐
津)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좋은 증거들이다. 특히 죠몽전기에 해당하는 소바타식
(曾畑式)토기는 포탄형 심발 기형, 문양의 전면 시문, 삼각집선문 등에서 한반도 남해안
영선동식 토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李相均 1998)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연대도, 욕지도, 상노대도 등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패총
에서 석기와 작살․낚시바늘 등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들 유물에서도 규슈지역과의 유사
점이 발견된다. 특히 결합식 낚시바늘로 대표되는 어구의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규슈와 한반도 남해안 지역은 토기와 어로생산용구 등 物的 공통성을 넘어 관념세계의
유사함도 보여주고 있는데 熊本縣 阿高貝塚, 부산 동삼동패총, 오산리에서 출토된 貝面,
長崎縣 五島列島 福江島 宮下 패총에서 출토된 멧돼지형 토제품, 남해안 욕지도 출토 멧
돼지형 토제품 등은 공통된 의례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반
도 남부의 도서부와 西北九州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소위 ‘西北九州
형 어로문화’ 또는 ‘對馬暖流型 어로문화권’(島津義昭 1992)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후에 전개되는 야요이시대는 한층 복잡한 교류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농업기술의 전
달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농경문화의 전달은 단순한 기술의 이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죠몽시대의 자연․채집경제로부터 탈피하여 집단적 정착생활로 변화하는 계기였
으며 나아가 국가형성의 시작과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규슈의 사가(佐賀) 가라츠(唐
津)평야에서 후쿠오카 평야에 이르는 현해탄 연안지역은 일본 열도 최초로 논농사가 정
착한 지역으로, 가라츠(唐津)평야의 나바다케(菜畑)유적과 후쿠오카 평야의 이다즈케(板
付)유적은 가장 주목되는 농경유적이다. 농경문화와 함께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된 것으
로 보이는데 佐賀縣 吉野ケ里遺蹟은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형성된 야요이시대의 거대한
집단취락으로 밝혀진 바(埴原和郞 199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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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古墳時代의 九州
주지하다시피 일본의 고분시대(3세기 후반 ～ 7세기 말)는 현재 前․中․後․終末期로
구분 하는데 본고에서는 中期에 해당하는 5세기대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일부 6세기 전반대의 자료에 대해서도 소개해 두고자 한다.

1) 古墳時代 前期 (3세기 후반 ~ 4세기)
일본 고분시대 전기의 한․일교류는 北部九州나 近畿지역에 집중한다. 2～3세기 까지
의 한반도 문물은 규슈북부지역에 집중되고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일본산 문물
역시 규슈지역산이 대부분이다. 4세기에도 여전히 김해지역 수장층과 규슈지역의 교류는
여전하지만 긴키지역과의 교역이 현저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관가야의 수장묘인 대성
동고분군에서는 긴키지역의 수장묘에 부장되는 파형동기, 방추차형석제품, 촉형석제품
등 의기성유물이 증가한다. 교역의 중심이 규슈지역에서 긴키지역으로 다원화되는 경향
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규슈지역에서 주목되는 유적은 후쿠오카시 니시신마찌유적이다. 니시신마찌
유적은 하카타(博多)만에 면한 오래된 砂丘상에 입지한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야요이 종
말～고분시대 전기의 취락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된 바 있다. 주목되
는 것은 유적의 동쪽 주거지에 아궁이를 가진 한반도계 수혈주거지가 집중되고, 가야계
토기와 양이부호, 이중구연호 등의 전라도지역의 토기가 공존하며, 대형 판상철부도 출토
된다. 또한 니시신마찌 유적에서는 규슈재지의 유물은 물론 한반도계, 긴키계나 산잉계
하지키의 유입 등이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고분시대 전기의 니시신
마찌에는 가야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계 주민들이 아궁이를 가진 주거지에 살면서 이곳
에 그들의 생활양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일본내의 긴키나 산잉계 사람들이 섞여 있었
던 것으로 보고 있다.(武末純一 1998) 당시 하카타만은 국제교류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
으며 그들 이주민들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는 가야의 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규슈지역에서는 다수의 한반도계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데 長崎縣 對馬島 大
將軍山古墳, 朝日山古墳, 三根遺蹟, 瀨戶原遺蹟, コフノサエ遺蹟, 原の駕遺蹟 출토 승석문
타날호와 福岡縣 西新町遺蹟, 東下田遺蹟 出土 승석문타날호는 함안양식에 해당한다. 5세
기대의 자료지만 コフノサエ遺蹟 출토 고배와 삼각투창고배는 소가야토기이다.
- 252 -

9. 해외 연수 사례발표

반대로 규슈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입된 하지키(土師器), 銅鉾, 파형동기, 鏡, 석제품 등
도 다수 확인된다.
하지키는 경주 월성로․황성동, 부산 동래패총․복천동․노포동․화명동․괴정동유적,
김해 대성동․양동리․퇴래리․예안리․봉황대유적, 진해 용원유적, 사천 늑도, 방지리유
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다.(武末純一 1987; 안재호1993) 이들 토
기는 4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종구성은 고배, 소형기대, 장경호 옹 등이다. 이들은
반입품과 현지 모방품으로 구분되는데 5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출토량은 현저히 줄어든
다. 이들 하지키는 동래패총, 봉황대유적, 용원유적 등 남해안 일대의 주요 항구나 그 주
변에 산재된 양상을 보이는데 왜인들이 상당기간 정착했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왜인들의 이주목적은 鐵의 교역에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체적인 양상이다.
銅鉾는 김해 양동리 90호묘․ 200호묘, 김해시 내덕리 19호묘, 명법동, 고성 동외동패
총에서 출토된 바 있다. 銅鉾는 의기화된 중광형동모와 광형동모로 김해 양동리에 집중
하는 양상을 보인다.
파형동기는 방패와 가죽 화살통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일본열도에서는 畿
內지역을 중심으로 수장묘를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고, 규슈지역은 후쿠오카 현 마루쿠마
야마(丸隈山)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한반도에서는 김해 대성동 13호분․대성동 2호
분․23호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鏡은 김해 양동리 427호분․162호분, 함안군 사내리 출토 內行花文日光鏡系倣製鏡, 김
해 양동리 441호분 출토 방제방격규구경, 창원시 삼동동고분군 출토 내행화문경 등이 있
는데 이들은 일본 규슈지역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
경옥제 곡옥과 벽옥제 관옥, 촉형석제품, 방추차형석제품 등이 있는데 부산 복천동
80호․38호, 김해 대성동 1․2․3․18호, 김해 양동리 304호, 경주 월성로 가13호분, 경산
시 임당 G6호, 김해 칠산동 20호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석제품은 일본 고분시대
전․중기에 사용된 의기성유물로 교역에 의해 일본 열도에서 이입된 것으로 본다.
교역품의 출현시기와 출토지를 검토하면 4세기대의 한․일 교류는 김해지역을 중심으
로 가야세력과 전라도지역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며 일본열도는 규슈와 瀨戶內연안, 긴키
지역 세력들이 다원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점차 교역의 중심이 긴키지역
으로 이동해간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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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古墳時代 中期(5세기)의 한․일 교류
5세기의 한반도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인해 백제는 일대 위기를 맞게 되고 급기야
遷都를 단행한다. 가야는 신라에 의해 낙동강 하류역을 잃게 되고 가야 각지역은 지역 수
장층에 의해 재편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정세불안은 많은 이주민(渡來人)들을 양산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본열도로 향했다. 반대로 일본열도는 이러한 渡來人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규슈지역에 한정되었던 초기횡
혈식석실은 일본 각지로 전파되며 韓式系土器가 급증하고 스에키의 생산이 본격화된다.
도래인에 의해 馬의 사육이 시작되었고 馬文化의 등장은 중앙과 지방의 정보전달을 가속
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중앙집권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도래인
에 의해 전달된 선진 토목기술은 충적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력
증대를 불러왔다. 가히 ‘技術革新의 世紀’(小田 2008)로 불릴 만하다.
한편 일본에서는 5세기를 일컬어 ‘五王의 世紀’(小田 2008)라고도 한다. 이는 5세기의
倭國을 대표하는 정권은 畿內에 소재한 大和王權이며 讃․珍․濟․興․武로 이어지는
王의 계보가 있었던 시기임을 의미한다. 단순히 계보로 이어진 왕의 나열이 아니라 그들
五王은 중국 南朝에 대한 朝貢外交를 통해 중국의 정치질서에 편입되었고 국제무대에서
倭國의 지위를 확고히 했던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五王의 조공외교는 晋書 宋書
, 南齊書, 梁書 등에 기록되어 있고 413년부터 502년까지 13회 등장한다. 倭國은 조
공외교를 통해 倭를 포함한 百濟, 新羅, 任那, 秦韓, 慕韓에 대한 爵號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백제를 제외하고 加羅를 첨가하여 그 지위를 인정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 朝貢記事 의 진위와 의미, 六國의 등장의미에 대해 상론할 겨를은
없다. 단, 五王의 시기를 통해 일본은 中國-征東將軍(고구려)-鎭東將軍(백제)-安東將軍
(왜국)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冊封體制에 편입되었고, 일본열도는 大和王權을 중심으
로 한 정치질서가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점만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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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한․일 관련 일본 구주지역의 주요고분(小田富土雄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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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지역 수장층은 5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자성이 급속히 결여되었으며 이전 시기 누렸
던 교역의 주도권 역시 大和王權에 귀속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5세기의 왜왕권과 호족
의 관계는 江田船山古墳의 大刀 象嵌銘에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畿內를 중심으로 한 倭
連合政權의 국제교역 담당 창구로 그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론 별도의
독자적인 교역루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치고노하마 3호묘나 에비스하마
(惠比須山)유적, 후쿠오카 쓰칸도오(塚堂)유적이나 미쿠모(三雲)유적군, 후쿠오카시 요시
타케(吉武)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가야계 토기는 함안의 아라가야, 소가야, 고령의 대가야
등지의 유물이 일괄로 출토되고 있다. 또한 福岡縣 甘木市 이케노우에(池の上), 고데라
(古寺)墳墓群은 토광묘, 가야계 도질토기, 초기스에키 등 가야의 이주민 집단의 묘역으로
생각될 정도여서 규슈지역 수장층과 한반도 지역 수장층의 교역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외교의 실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역시 ‘筑紫君 磐井의亂’을
들수 있겠다. 6세기 전엽 북부 규슈를 통치하였던 호족 이와이(磐井)는 한반도와의 교섭
을 통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게이타이(繼體) 21년, 527년 야마토(大和)에 패한 것
으로 되어 있다. 이는 규슈호족 세력이 독자적인 교역권이 6세기 전엽까지 계속해서 유지
되었음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박천수 2007)

5. 九州地域 橫穴式石室의 導入
4세기말 북부구주에는 일본열도에서 최초로 횡혈식석실이 출현한다. 현재로선 백제지
역에나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그 원류를 찾기 어려우므로 낙랑군이 설치된 평양지역의 횡
혈식석실의 축조기술이 곧바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1)되고 있다. 평양지역에서는 4
세기 중엽에 전축분에서 횡혈식석실로 변화하고 있음은 이미 오래전 밝혀진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고분은 南井里 119호분이다. 그러나 조사가 미진한 황해도나 서울 외곽 등
초기백제와 관련된 지역에서 횡혈식석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성백제를 염두
에 둘 필요도 있겠다. 북부구주에 도입된 석실은 자체변화를 거듭하다 5세기 후반대 이후

1) 일본 학계는 4세기 후반부터 왜 정권에 의한 한반도 출병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한반도
의 정세변동에 그대 그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슈의 횡혈식석실의 도입 역시 낙랑, 대방에 대한 그들의 군사활동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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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한반도 남부의 가야지역과 영산강유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열도에 도입된 횡혈식석실분은 일반적으로 九州型과 畿內型으로 구분된다. 九州
型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北部九州型과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천정이 궁륭형인 肥後型
으로 세분된다. 또한 北部 九州型 횡혈식석실은 두형식으로 세분되는데 ‘北部九州型初期
橫穴式石室A類’와 ‘北部九州型初期橫穴式石室B類(竪穴系橫口式石室)’이다. 전자는 전방
후원분이나 대형 원분의 주체부로 채용되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규모가 크다. 현문은
양쪽에 문설주석이 설치되고 판석으로 폐쇄되며 연도는 발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4세
기 말엽을 전후로 하는 福岡縣 鋤崎古墳이 最古에 속하며 佐賀縣 橫田下古墳, 福岡縣 番
塚古墳, 佐賀縣 關行丸古墳, 大分縣 鶴見古墳, 福岡縣 王塚古墳으로 이어진다.
후자는 전통적인 수혈식석실의 구조를 토대로 한쪽 벽면에 작은 횡구를 설치한 것으로
4세기 말로 연대를 부여할 수 있는 佐賀縣 谷口古墳이 最古에 해당한다. 이후 수혈계횡구
식석실은 福岡縣 老司古墳로 이어지며 福岡市 丸隈山古墳, 福岡縣 釜塚古墳 등에 일부
요소가 수용되지만 대부분 小古墳의 주체부에 채용되고 있다.(土生田純之 1989)
肥後型 횡혈식석실은 장방형의 현실 중앙에 짧은 연도가 있는 것으로 4벽이 급격하게
내경하고 천정에 1～2매의 개석을 橫架하였다. 현실 하부의 4벽에 연해서 판석으로 된 石
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부구주형 석실은 영산강유역의 초기 횡혈식석실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
로(柳澤一男 2002․2006, 洪潽植 2005, 김낙중 2008)보이는데 북부구주형 석실과 직접적
인 계보관계를 보이는 고분은 해남 조산고분, 광주 쌍암동고분, 광주 명화동고분, 나주 복
암리 3호분 96석실, 함평 신덕1호분 등이다. 가야지역의 장목고분도 북부구주형 석실에
포함된다.
영산강유역 석실은 현실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벽면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
드는 사벽구조이고 현문에 문설주석과 문지방석이 갖추어져 있는 점, 판석을 세워 폐쇄
하는 점 등 북부구주 석실의 축조기법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옹관이 설
치되거나 시상대가 채용되는 점, 긴 연도가 부착되는 점, 연도를 할석으로 폐쇄하는 점
등은 재지의 기술적 결합으로 보기도 한다.(김낙중 2008)
가야지역에서는 고성 송학동 1호분 B석실, 고성 내산리 34호분, 의령군 경산리 1호분,
의령군 운곡리 1호분, 사천군 선진리고분, 거제시 장목고분 등에서 왜계 석실 축조기법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구조면에서 북부구주형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거제 장목고분이
다. 장목고분은 현실 평면형태가 逆梯形이며 평천장구조이다. 측벽은 상단부로 갈수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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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좁아지는 사벽조임식인데 후벽 최하단부에 설치된 대형의 벽석(腰石)을 축조의 기준
으로 삼았다. 현문은 전벽 전체를 활용하였는데 대형의 석재를 세워 문설주석으로 삼았
고 상단에 작은 할석을 보강한 후 문미석을 올렸다. 문지방석은 문설주석 사이에 끼워 놓
았고 그 위에 1매의 문비석을 세워 폐쇄하였다. 문비석 뒤편은 할석과 점토로 쌓아 보강
하였다. 연도는 짧고 나팔상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유물은 석실내부에서 철촉, 도자편 들
과 함께 札甲과 頸甲이 출토되었고 바닥에서 다량의 頸飾이 散亂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연도에서는 측벽에 꽂은 2점의 철모와 삼지창이 확인되었는데 반즈까(番塚)고분에서도
현실 후벽에 3점의 철모가 꽂힌 상태로 확인된 바 있어 유사한 의례행위로 추정된다. 또
한 분구의 하단부에는 천석과 할석을 다량 葺石하여 장식효과를 높였고 즙석아래에 대도
를 구부려 부장한다거나 분구의 주위로 원통형토기나 대호 등을 세우는 것은 가야의 매
장의례와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석실의 구조뿐만 아니라 유물부장, 매장의례에
대한 부분까지 도입되고 있는 점은 피장자가 倭人일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다. 또한 장목
고분은 장목면 일대의 수장층 묘역으로 추정되는 구영리고분군에서 이격되어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어 가야의 고분 축조원리와 차이를 보이므로 피장자가 재지의 수장층이 아니
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특히 장목고분은 한반도와 왜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에 인접하
여 있고, 쓰시마를 지나 한반도의 첫 번째 기착지로 추정되는 간곡만을 내려다보는 지점
에 입지하고 있어 피장자의 위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6. 스에키의 생산과 유통
‘技術革新의 世紀’에 전해진 많은 문물 중 일반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안겨 준
것은 스에키의 생산일 것이다. 4세기에도 일본열도에는 도질토기, 와질토기, 적갈색연질
토기 등 백제계, 가야계 토기 등이 유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4세기 후반 이후 다량의 가야토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며 일본 현지생산이 시작된다. 스에
키의 생산이 시작된 것이다. 일부 연구자(龜田 1989; 酒井 2004)들은 神戶市出合窯跡 출
토 토기를 와질소성의 백제토기로 보고 4세기 후반의 연대를 부여하고 있으나 토기의 량
이 극히 소략하여 확정짓기는 쉽지 않다. 단, 4세기대 이미 백제, 가야지역의 토기와 함께
人的 교류가 활발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4세기대의 토기 생산 유적이 확인될 가능
성은 매우 높다. 단 이시기의 토기생산은 소규모로 한정된 범위를 가질 것은 분명하다.
스에키의 성립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5세기 전엽 이후 대규모 공인의 이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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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키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초기스에키 생산 가
마는 스에무라 주변은 물론 瀨戶內 연안, 규슈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그 개시 연대는
4세기말로 거슬러 올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스에무라의 성립과 일원적인
스에키 유통구조에 대한 논의는 수정을 요한다. 초기스에키 생산의 대표적인 유적은 大
阪府 河南町 一須賀 2호 가마, 吹田市 吹田 32호 가마, 香川縣 三谷三郞池窯跡, 宮山窯跡,
福岡縣 甘木市 朝倉郡 朝倉窯跡群, 筑紫野市 隈西小田地區10地點窯跡群, 福岡縣 豊津町
居屋敷遺蹟 등이다. 그러나 초기스에키 생산유적은 오사카 스에무라유적에 비해 생산규
모도 작고 유통망도 제한적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스에키 생산에 참여한 渡來系 공인도
스에무라에 비해 다원적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각 지역별로 특정한 가야지역
의 공인들과 접촉하여 스에키 생산을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스에키의 생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일본 열도는 두 개의 유통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오사카의 스에무라를 중심으
로 한 광역의 유통망과 각 지역의 초기스에키 가마를 중심으로 한 소지역 유통망이 그것
이다. 이러한 유통망은 5세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왕권은 스에무라의 성립과 생산된 스에키의 유통에 철저히 관여하였는데 가야수장
층을 통해 공인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된 토기의 대부분이 가야지역에서 계
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緣由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야계 토기는 김해
지역뿐만 아니라 함안이나 가야 서남부지역 소가야의 특징을 나타내는 토기들이 혼재한
다. 이는 가야 각지에서 공인들이 차출된 결과이다. 이는 가야 각 지역 수장층이 김해지
역 수장층을 중심으로 교역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한편, 생산된 스에키 중 개배나 평저호 등 가야지역에서 원류를 구할 수 없는 토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라도지역이나 백제에서 그 원류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
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의 상론은 생략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김
해지역 수장층을 중심으로 가야 각 지역의 수장층과 전라도지역 수장층이 공통의 교역루
트를 운영한 결과이거나 각지에서 이주한 도래인들 중 토기생산 경험이 있는 공인들을
우대하여 스에무라에 집결시킨 결과일 수도 있다. 추후 상세히 검토하겠다.
요약하면 스에무라의 스에키 생산에는 현지의 하지키(土師器) 생산 공인과 가야, 백제
(전라도)의 공인이 공동 참여하여 그들의 기술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왜정권의
지원 아래 가능한 일이었다. 대규모의 스에키 생산이 개시된 점, 陶邑産이 일본 전 지역
에 유통된 점, 생산 개시 후 머지않은 시간에 스에키의 定型化가 이루어지는 점 등은 정
권 차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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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이번 연수기간 일본 구주지역의 4～6세기 고분과 그 출토유물에 대해 답사하였다. 이
번 연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 폭주하는 구제발굴과 보고서 정리 등으로 바쁜 연구
소 일정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무사히 연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연수일정
은 끝났지만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제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다시 처음
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결과를 착실히 정리해서 작지만 성과물을 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연수를 지원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한다.
한 때, 한․일 고분 관련 자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의욕에 찬 연구자들도 수 없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월은 흐르고 연구 역량은 쌓여가지만 국내 연구자들의 숫자
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많이 분산된 결과로 믿는다. 알지 못하는 사이
4～6세기 한․일 교류와 관련되는 자료는 계속 쌓여간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정보력이 없어 기존의 자료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 교류가 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연
구원 개개인은 물론 연구소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를 느낀다.
다시 한번 연수를 지원해주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 감사를 드린다

참 고 자 료
① 스키자키고분(鋤崎古墳)(福岡市敎育委員會 1984, 鋤崎古墳)
소재지 : 福岡縣福岡市西歐今宿靑木
후쿠오카시의 서쪽 해안을 내려다 보는 구릉의 정선부에 축조된 전방후원분으로 전장
62m이다. 매장주체부는 橫穴式石室로 후원부 분구에 만들어져 있다. 墳頂에 竪穴壙을 파
서 설치하였는데, 前庭部 안쪽에 입면구조가 이등변삼각형인 좁고 짧은 墓道를 갖추었다.
판석으로 구축한 玄室의 3벽면 중간쯤에 각각 2～3個의 突起石을 배치하였다. 판석을 쌓
아올린 좌우 양 벽면은 상부가 급격하게 내경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석관은 3기이
며, 3벽면에 붙인 상태로 箱形石棺(1號官), 埴質棺(2號棺), 箱形石棺(3號官)이 ｢コ｣字形으
로 배치되어 있어 追加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들의 배치방식은 熊本縣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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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행한 ｢肥後型石室｣에 주로 보인다. 횡혈식석실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고분으로 축
조 工人들이 아직 숙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면. 스키자키고분(鋤崎古墳) (福岡市敎育委員會 1984 ; 小田富土雄 2008 참조)

② 타니구찌고분(谷口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6, 前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佐賀縣東松浦郡浜玉町大字谷口字立中
谷口古墳은 가라쯔시의 동북쪽 끝에 축조된 전방후원분으로 唐津灣으로 돌출한 구릉
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전장 77m로 후원부에 동․서 2石室을 병렬로 배치하였다. ‘竪穴系
橫口石室’의 대표적인 고분이다. 현존하는 東石室은 평면 長方形이고 입면은 양 측벽이
천정부에서 접하는 合掌形(∧形, 맞배형)이다. 바닥면에는 棺部를 지하에 묻은 長持形石
棺이 있다. 西石室도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장품은 仿製三角緣神獸鏡․石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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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체로 하고 있어 석실․유물이 함께 畿內 前期古墳의 양상을 보여준다.

도면. 타니구찌고분(谷口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6; 小田富土雄 2008 참조)

③ 로우지고분(老司古墳)(福岡市敎育委員會 1989, 老司古墳)
소재지 : 福岡縣福岡市南歐老司 571
老司古墳은 전장 76m이며, 석실은 후원부에 3기(1～3호), 전방부에 1기가 설치되어 있
다. ‘竪穴系 橫口石室’의 대표적인 고분이다. 4기의 석실 중에서 가장 오래된 3호 석실은
후원부에 설치되어 있다. 천정부에서 전방부까지 약 9m의 墓道가 설치되어 있다. 판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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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석실의 상반부는 급격하게 내경하고 있고, 좌우 벽면이 대부분 무너진 상태였다. 천
정석 등이 발견되지 않아 谷口古墳과 비슷한 合掌式天井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방부에
설치된 묘도를 따라 똑바로 나아가면 석실 前壁 상단 높이에 가깝게 이른다. 내측에 판석
재를 중간높이까지 1단계로 쌓고 석실 안으로 내려서 세운 구조인데, 이러한 下陵式 入口
部에는 1매 판석으로 그 상단이 천정부까지 이르도록 입구공간을 경사지게 막은 것처럼
세워 걸쳐져 있다. 이 석실에는 3体 이상의 피장자가 판명되어 1회 이상의 추가장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1․2․4호 석실은 길이 2m 전후인 板石積 竪穴式石室의 短壁에 입
구를 내고 판석으로 폐색한 횡구구조가 계승되어서 5세기 전반대까지 축조되었다. 각 석
실에는 2～3体의 피장자가 매장된 추가장묘이며, 4호석실의 후벽에는 突起石이 설치되어
있다.

도면. 스키자키고분(鋤崎古墳) (福岡市敎育委員會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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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石人山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8, 後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福岡縣八女郡広川町大字一条字人形原
전장 110m인 石人山古墳에 대표되는 家形石棺은 短邊部에 입구를 내고 嵌入式 石材로
폐쇄하였다. 후원부에 설치된 석실은 전방부를 향해 입구를 둔 석관을 둘러싼 것처럼 판
석을 쌓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5세기 전반부터 6세기에 걸쳐 福岡縣 남부(筑後)에
서 熊本縣 북부(肥後)에 걸쳐서 유행하였다. 이 고분은 관의 뚜껑을 浮彫手法의 圓文이나
直弧문으로 장식한 裝飾古墳이며, 특히 석관 前面에 等身大의 武裝石人을 세워 피장자를
지키는 사고표현을 보이는 등 후속해서 발전하는 ｢九州型 古墳文化｣의 초기 단계에 해당
한다. 또 이 고분의 분구에서는 부근의 朝倉窯蹟群에서 공급된 加耶系의 初期 須惠器가
발견되어 5세기 전반대의 墳丘祭祀가 행해졌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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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08,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6, 前期古墳の再檢討 참조

⑤ 御所山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九州島における中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福岡縣京都郡岡苅田 町大字与原
御所山古墳은 周湟․周堤로 둘러쌓인 전장 140m를 넘는 거대한 고분이다. 평면 장방
형 석실의 4벽면을 따라 板石(障壁) 12매의 할석을 세워 돌리고 後壁을 따라 병행하는 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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床 2臺는 판석을 세워서 설치하였다. 周湟 안에서 발견된 埴輪이 5세기 중엽 이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이며 肥後形石室과 다른 계통의 영향이 인정되는 점, 거대한 고분의 출현
은 畿內의 왜왕권을 중심으로 한 전방후원분 체제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도면. 2008, 後期古墳の再檢討(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참조)

⑥ 반쯔카고분(番塚古墳) (苅田町敎育委員會 1995,史跡整備記念 番塚古墳出土品展圖錄)
소재지 : 福岡縣大字尾倉字汱原 433-5번지
番塚고분은 전방후원분으로 周防灘 연안 해안선에 근접한 낮은 구릉에 조영되었다. 고
분은 전방부를 남쪽에 두고 周壕를 돌렸다. 분구에서는 원통 埴輪이 출토되었다. 석실의
구조는 橫穴式石室로서 폭 약 3m, 길이 3.5m의 평면 장방형으로 높이 약 1.8m이다. 현실
은 腰石이라 불리는 큰 돌을 기저부에 놓고 그 위를 쌓아올렸으며 석실 내는 적색안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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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하였다. 墓道는 八자상으로 벌어지며 현실 개폐는 1매의 판석을 이용하였다. 이와같
은 석실구조는 규슈 북부의 전형적인 석실 형태로서 해남군 조산고분과 거제시 장목고분
에서 확인되었다. 석실 내에는 頭位를 동쪽으로 둔 2명의 피장자와 풍부한 부장품이 도굴
되지 않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품은 神獸歌舞畫像鏡, 耳環과 頸飾, 革結挂甲일식․ 鐵鉾 7점․ 호록․金銅製馬具
일식과 그 외 목관에 부착되었던 蛙型金具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새모양 토우가 붙은
유공광구소호 등의 스에키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영산강유역산 鳥足文打捺壺가 부
장되어 주목된다. 이 고분의 棺飾金具와 釘, 꺾쇠를 사용한 목관은 백제와 가야 지역에서
확인되고, 특히 두꺼비모양 관식금구는 魚形 장식이 시문된 장식대도와 함께 백제계의 문
물이다. 철지금동장 검릉형행엽과 f자형경판비는 조합으로 볼 때 대가야지역에서 이입된
것이다. 출토된 대도에서는 銀象嵌 蓮華文․魚形文․同心圓文이 확인되었다. 어형문은 무
령왕릉의 금속용기와 일본열도 출토 백제문물에 보이는 특징적인 문양이다. 반쯔카고분은
석실의 구조와 출토 유물로 볼 때 5세기 말에 축조되어 6세기 초에 추가장이 행해졌다.
반쯔카고분 출토 유물은 규슈 대학 문학부 고고학연구실에 소장 전시되고 있다. 인근
에서 출토된 유물은 칸다쵸 역사자료관에서 진시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 고분의 피장자를 그 입지와 출토 유물을 통하여 왜왕권의 한반도 진출정책
에 관계하여 규슈 북부에서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해석하고 있다.(박천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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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쯔카고분(番塚古墳) 석실 및 출토유물, 苅田町敎育委員會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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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에타후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九州島における中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熊本縣玉名郡淸原古墳群
세이바루고분군은 쿠마모토 현 菊水町의 菊池川와 江田川가 합류하는 지점의 대지상
에 여러 기의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최대의 전방후원분이 江田船山고분으
로 전장 62m, 높이 10m이다. 후원부의 중앙에 추가장을 위한 입구를 가진 橫口式家形石
棺이 안치되어 있다. 1934년 교토대학, 1975년 菊水町, 1985년 구마모토 현 교육위원회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5세기 후엽에 축조되어 6세기 전엽까지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부장품은 75자가 상감된 銀象嵌銘大刀를 비롯하여 복수의 刀劍․銅鏡․
玉類․垂飾附耳飾 2점․冠․飾履․甲冑․馬具․鈴․스에키 등 90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 출토품은 국보로 지정되어 도쿄국립박물관과 키쿠수이쵸역사민속자료관에 전시
되고 있다.
江田般山古墳은 한국 전라북도 익산 笠店理古墳 출토품과 비슷한 金銅製冠帽․飾履
등의 부장품을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고분과 인근 유적에서 백제계 문물의 부장이
탁월한 점으로 보아 피장자는 백제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박천수
2007)
또 한가지 주목되는 유물은 銀象嵌銘文大刀이다. 은상감명대도는 대도의 등 부분에 75
자를, 도신에는 말․새․물고기 등을 은으로 상감하였는데 5세기 후반대의 雄略大王(倭
王 武)朝에 倭王의 宮廷에 出任하여 ｢典曹人｣(文官)으로 奉任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埼玉현 稲荷山고분 출토 金象嵌銘鐵劍과 함께 일본에서 꽤 유명한 銘文大刀인데
에타후나야마고분의 판독되지 못했던 獲□□□鹵大王은 이나리야마고분 출토 辛亥年 철
검명문에 의해 獲加多支鹵大王, 즉 倭王 武인 雄略로 밝혀졌다. 에타후나야마고분의 은상
감명대도는 有明海 연안의 호족이 왜왕권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박천수는 이 고분에 처음 부장된 마구, 帶裝飾具, 이식, 鐵鉾 등을 대가야산으로, 추가
장시부장된 관, 이식, 식리 蓋杯 등은 백제산으로 주장하고 있다. 에타후나야마고분에 부
장된 문물은 6세기 전반 한반도의 정치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 교류사 연구의 귀
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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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참조.

⑧ 세키교마루고분(關行丸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九州島における中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佐賀縣佐賀市久保泉町大字川久保 4097번지
세키교마루고분은 낮은 구릉의 죽림 속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이 입지하는 장소는 현
재 육지화되었으나 당시에는 有明海의 북안에 해당하고, 바로 동쪽에는 백제 멸망 이후
축조된 백제식 산성인 帶隈山 神籠石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유서 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고분은 전장 55m의 전방후원분으로 후원부 직경 35m, 높이 4.5m, 전방부 길이 20m, 폭
13m, 높이 1m이다. 주체부는 橫穴式石室로 후원부에 축조되었으며 석실 내에서는 5구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부장품은 도굴되지 않아 銅鏡, 금동제 冠帽, 貝釧, 曲玉, 管玉, 鐵鏃
등이 풍부하게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석실의 평면 형태, 평천정의 요석, 팔자형의 묘도,
판석폐쇄 등이 영산강유역 왜계고분의 석실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해남군 조산고분에서
출토된 繁根木형의 코호우라제 貝釧이 출토되었다. 魚形裝飾을 가진 금동제 半圓筒形金
具는 무령왕릉 출토의 금속용기와 나주시 복암리3호분 96호석실 출토 백제산 飾履에 보
이는 것이다.
이 고분 출토품은 사가 현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가시의 사가현립박물관에 수장
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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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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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요코타시모고분(橫田下古墳)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九州島における中期古墳の再檢討)
소재지 : 佐賀懸唐津市浜玉町橫田下(旧東松浦郡浜玉町)

■도면. 九州前方後圓墳硏究會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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