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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일본에서 발굴조사는 일찍이 17세기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지만, 소위 긴급조
사 발굴 건수의 급증에 의해 발굴조사의 지침이 필요하게 된 것은 고도 경제 성장기인
1960년대의 일이다. 이때 埋藏文化財發掘調査の手びき라는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

성 입문서가 국가 주도로 출간되어 40년 동안 발굴조사의 지침이 되어 왔다. 최근 발
굴 건수의 증가와 조사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44년 만에 유사한 이름의 입문서가 출
간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발굴
조사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에
서의 행정적 유적지 인식과 발굴 허가 절차, 발굴조사의 순서와 기법, 현장에서의 기록
방법, 보고서 작성 과정, 보고서 배포와 공개 등이다.
현재 일본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20만 권으로 추정되는 막
대한 분량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공개 및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 디지털
화와 ‘전국 유적 보고 총람’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
업인데, 2015년부터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새로운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장 검색이나 영어 검색 기능 등을 이용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자료의 활용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 또한 적지 않다. 디지털화
의 선진국인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기록 보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씩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일본, 발굴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디지털화, 전국 유적 보고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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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일본에서 발굴조사의 선구적인 사례로는 17세기 미토번(水戶藩) 번주 도쿠가와 미츠쿠
니(德川光國)에 의해 실시된 이바라키현 가미사무라이즈카(上侍塚)·시모사무라이즈카
(下侍塚) 고분의 조사가 잘 알려져 있다(齋藤忠·大和久震平 1986: 4). 소위 서양식의 과
학적 발굴조사와 보고서 출판은 19세기 모스(Edward S. Morse)에 의한 오오모리(大森) 패

총의 조사와 보고서(Morse 1879; モース 1879)를 그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
스에 의한 과학적 발굴조사는 그 후 유럽에서 실증적 고고학을 배운 하마다 고사쿠(濱田
耕作)나 고생물학의 ‘지층누중의 법칙’, ‘표준화석의 개념’을 고고학 조사에 도입한 마츠
모토 히코시치로(松本彦七郞) 등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1940년대 말에는 군마현 이와주쿠(岩宿)유적에서 구석기가 발견되고, 시즈오카현 도로
(登呂)유적에서 야요이시대의 농경 취락이 발굴되는 등 학사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조
사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간 60년대에는 국토 개발이 대형화·대량화되면
서, 개발에 수반된 긴급 발굴조사가 급증하였다. 1963년에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신고 건
수 가운데 학술조사와 긴급조사의 수가 역전되었으며 이후 그 차이는 급속도로 벌어졌다
(勅使河原彰 1988: 21). 일본 문화청의 ‘매장문화재 관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발굴
조사 건수 가운데 학술조사는 307건인 데 반해, 토목 공사에 수반한 긴급조사는 8,184건
이라 한다. 급격한 국토 개발의 수요와 이에 대응한 긴급 발굴조사의 의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적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 ‘기록 보존’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
경에서 문화재 보호위원회 사무국(현재 문화청)은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의 질적 향
상을 목적으로 발굴조사의 입문서이자 해설서인 埋藏文化財發掘調査の手びき를 간행
하였다(文化財保護委員會 1966).
이 책은 발간 이후 40년 동안 발굴조사의 지침으로 그 의의를 유지하였지만, 발굴조사
건수의 급증과 조사 기술 및 주변 학문 분야의 공동 연구 진전으로 인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체제 등 정비 충실에 관한 조사연
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4년 10월 발굴조사의 일정 수준 유지를 통해 매장문화재가 가
진 역사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행정 목적으로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표준’을 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발굴 담당자들이 표
준에 따라 적절한 발굴조사 및 정리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범용 가능한
입문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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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44년 만에 發掘調査のてびき가 새롭게 발간되었다(文化廳文化財
部記念物課 2010a, 2010b, 2013). 이 글에서는 세 권으로 구성된 해당 간행물의 내용을 소개
하면서, 일본에서 발굴조사의 시작부터 보고서를 배포할 때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물론 보고서를 배포한다고 문화재 발굴 담당자의 임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의 활용, 유적지의 정비 및 활용,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도 문화재 행정 담당자와 고고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지면상의 제약과 이번 특집의 초점을 생각하여 그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적이 최근 간행된 바 있어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松田陽·岡村勝
行 2012). 한편, 현재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국 유적 보고 총람’이라는 발굴 보고서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시피 일본 발굴조사의 압도적 다수는 개발에 수반된 소위
긴급조사이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은 지방 자치체가 가지고 있는데, 각 지
방 자치체에는 긴급 발굴조사를 담당하는 고고학 전문 직원이 존재한다. 2015년 당시 都
道府縣에 1,889명, 市町村에 3,835명으로 총 5,724명이 근무하였다. 전문 직원은 주로 대
학 및 대학원에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
근 발굴 건수의 감소와 함께 직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민간의 발굴조사 전문 회사가 개발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도 있다. 이때는 이러한 회사들이 都道府縣의 지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각 지방 자치
체와 발굴조사 회사가 각자 다른 기준이나 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침이 요구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發掘調査のてび

き도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문화청의 위탁으로 나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것이
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 책을 참고하여 발굴 허가 절차부터 실제 조사 진행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과정, 그리고 보고서 배포와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발굴 허가 절차
실제 발굴조사 절차에 대한 기술에 앞서 우선 일본에서 유적지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인
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유적지는 행정적으로 ‘알려진
매장문화재 분포지(周知の埋藏文化財包藏地)’라는 명칭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분포지는
1960~62년 문화청 주도의 전국적 분포조사를 통해 제작된 ‘전국 유적 지도’를 바탕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 이후 각 지방 공공단체에서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유적 지도나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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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을 통해 나타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1998년 문화청 차장이 각 都道府縣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보낸 ‘매장문화재 보호와 발
굴조사 원활화 등에 대해서’라는 통지(소위 ‘平成 10년 통지’)를 보면, 알려진 매장문화재
분포지의 범위는 市町村이 분포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기초하여 都道府縣과의 협
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장문화재 분포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뿐만 아니
라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는 ① 현상 보존을 필요로 하는
중요 유적의 유무와 범위 파악, ② 본 발굴조사의 필요성과 범위 확정, ③ 본 발굴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예상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2012년 당시 전국 465,021개소의 매장문화재 분포지가 등록되었으며, 그 위치와 범위
가 GIS지도 등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다(예를 들어 교토부·市町村 공동 통합형 지리정
보 시스템에서 유적을 찾을 수 있다. http://g-kyoto.gis.pref.kyoto.lg.jp/g-kyoto/top/select.
asp?dtp=671). 이를 참조하여 유적지 범위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발굴조사를 하게 된다.
알려진 매장문화재 분포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적인 발굴 허가
를 받아야 한다. 토목 공사로 파괴되는 유적을 발굴조사하기 위한 제도는 1950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때 공사 업체는 각 지방 자치체(都道府縣)에 신
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는 50,859건에 달했다.
토목 공사에 의해 유적지가 파괴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都道府縣이 개발 업체에 발굴조
사를 지시하게 되며, 2015년에는 이러한 발굴조사 건수가 8,184건이었다.
발굴조사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제6장 매장문화재 부분(제92조~제108
조)에 발굴, 유적의 발견, 출토품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017년
9월 현재 일본 국내의 발굴 허가는 각 지방 행정체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다(http://law.
e-gov.go.jp/htmldata/S25/S25HO214.html). 발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발굴에 착수하려
는 날부터 30일 전(학술조사)이나 60일 전(긴급조사)까지 정해진 양식으로 신고해야 한
다. 필요에 따라 문화청 장관이 발굴 금지 혹은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Ⅲ. 발굴조사 순서와 기법
發掘調査のてびき에는 발굴조사 순서가 <그림 1>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순
서는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굴조사의 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조사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발굴 작업과 정리 작업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
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작업 환경의 정비까지도 포함된다.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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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일반적인 발굴조사 과정(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a에서 수정)

적인 발굴조사 전에 분포조사 및 시굴조사, 주변에서 실시한 조사 성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유적 연대, 성격, 유구면 깊이, 유구면 수, 유구 밀도, 유물 종류와 수량 등
이다. 이 가운데 특히 유구면의 깊이와 수는 작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중장비 사
용 굴착을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흙을 쌓아둘 곳도 작

<그림 2> 발굴 현장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들(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a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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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안전성이나 사진 촬영 장소 등을
감안하여 미리 정해야 한다.
일본의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지방마다 다양한데, 일반적인
것들을 나열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들은 준비 용구, 굴삭과 관련된 용구,
중장비, 기록 용구, 보호·배수 용구,
정리 용구, 안전·위생 용구 등으로
분류된다. 실제 현장 작업의 운영에

<그림 3> 전기 탐사 실시 모습(필자 촬영)

관해서는 조직과 체제를 적절하게 마
련해야 하며, 특히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노동 안전 위생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
다. 최근 일본과 한국 양국의 발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태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전 준비를 완료하면 현지에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우선 평면 직각 좌표 및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기준점을 설치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형 측량, 발굴 구역 및
그리드를 설정한다. 이때 전기 탐사, 지중 레이더 탐사, 전자 유도 탐사, 자기 탐사 등의
물리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구의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다(그림 3). 다만 이러한
탐사로 지하 유구가 확인되는지의 여부는 유적의 퇴적 환경이나 토양·유구의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탐사를 실시하는 연구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굴삭은 일반적으로 중장비에 의한 표토 제거부터 시작된다. 그 후 유물 포함층까지의
하강 조사, 유구 검출과 유구 내부조사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발굴조
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한 가지만 부언하면 보존을 전제로
실시되는 발굴조사와 토목 공사로 소멸되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조사 방침과 방법에
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전자의 경우 유구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Ⅳ. 기록 방법
발굴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수시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역시 이 부분도 한국에서
행하여지는 것과 유사하다. 주된 기록은 조사 과정에서 검출된 유구의 내용을 일시적으
로 기록하는 유구 카드와 평면도(조사 구역 위치도, 유구 분포도, 세부 실측도 등),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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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층 관찰도, 유구 단면도 등)로 대
표되는 도면류, 사진, 일지 등이다. 일
반적으로 현장 도면은 1/20 크기로 작
성되는데, 이 경우 최소 계측 단위는
1cm(도면상에서는 0.5mm)이다. 따라
서 불필요하게 세밀한 정보가 들어가
지 않은 5cm 눈금 간격의 측량대를 사
용하는 것이 실측 속도를 유지하기에
<그림 4> 5cm 눈금 간격의 측량대를 사용한 실측
(나라문화재연구소 제공)

적당하다(그림 4). 그리고 위로 갈수록
값이 내려가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현
장마다의 기준 표고에 맞게 레벨을 읽
기 위한 측량대(표고 직독용 측량대)를
설치해 두면, 계측치의 감산이 필요 없
어져 시간 절약과 정확성 향상에 도움
이 된다(그림 5).
발굴 현장에서 작성하는 실측도의 대
표적인 것이 평면도와 단면도인데, <
그림 6·7>에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작성한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림 5> 표고 직독용 스티커(필자 촬영)

평면도는 적당한 크기의 방안지에 유
적 명, 조사 차수, 도면 번호, 도면 종

류, X·Y좌표, 그리드 명 등을 정확하게 적어 놓는다(그림 6). 유구의 윤곽선을 굵게, 내
부선을 가늘게 그리는 것이 유구의 형태를 표현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유구의 기능면 등
을 색깔로 표시하는 것도 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이다. 평면도에서 특
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유구의 중복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
복된 유구 가운데 늦은 시기 유구의 윤곽선을 연속적으로 그리며, 파괴된 이른 시기 유구
윤곽선의 단절된 부분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양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법
이다.
단면도에는 유구 단면도와 조사 구역 전체의 토층 단면도가 있다. 전자는 역시 1/20 축
척으로 이미 그려진 평면도의 복사물을 이용하여 작성한다(그림 7). 이때 평면도에 단면
도를 작성한 위치와 관찰 방향 등을 확실하게 기입해야 한다. 작도의 기준 표고는 물론,
수평 위치(좌표) 정보도 기입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최근 지질학 분야 연구자들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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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구 평면도 사례(나라문화재연구소 제공)

<그림 7> 유구 단면도 사례(나라문화재연구소 제공)

일본의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성, 배포, 활용 151

<그림 8> 층상 단면도 사례(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a)

학 유적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지면서, 소위 ‘층상 단면도’라는 각 층
의 퇴적 환경을 표시한 도면이 작성되
기도 한다(그림 8). 이는 일반적인 토층
단면도의 각 층서에 토양 구성물이나
퇴적 구조 정보 등을 더한 것인데, 여러
가지 기호를 사용하여 모식적으로 표
시한다(그림 9). 이러한 토층도는 유적
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
이 된다. 한국에서도 이진주와 곽종철

<그림 9> 층상 단면도에 사용된 기호
(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a에서 수정)

(2012: 202-217)에 의해 토층의 기록 방
법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2차원적인 기록 방법 이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3차원 데이터
의 기록이다. 3차원 계측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 특히 비싼 장비의 필요 없
이 복수의 사진을 결합해서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인 다시점 사진 측량(SfM-MVS:
Structure from Motion and Multi-View Stereo)이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Ducke
et al. 2011; De Reu et al. 2014).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각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를 통해 평면도와 단면도에 해당하는 화상을 실측 작업 없이 작성 가능하며(그림
10), 지점마다의 고도를 하나씩 측량할 필요도 없다.
또한 형태의 정확성도 인력으로 실측하는 경우보다 높고, 기존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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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시점 사진 측량을 이용한 단면 및 평면 기록
(나라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기술연구실 제공)

웠던 토양의 색조와 질감까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밖에 지진 흔적 등과 같은 특수한 토양의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 후 재검토가 가능하다.
한편, 조사 단계마다의 기록을 수시로 남겨 두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유적의 퇴적 단계별 변천도를
작성할 수도 있다(그림 11).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파일의 크기가 막대하기 때문
에, 이를 항구적으로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굴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해

<그림 11>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두 단계의
유구면 비교(나라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기술연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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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일본에서는 2001년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의 출하 수량
이 역전되었는데, 현재 발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역시 디지털 카메
라이다.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사진 전문 직원인 栗山雅夫(2016)는 발굴 현장에서 촬영하는
컷을 ① 조사 전 현황, ② 유구 검출 상황, ③ 토층 퇴적 양상, ④ 유적 전경(원경+중경+근
경), ⑤ 유구 전경, ⑥ 유구 세부, ⑦ 유물 출토 상황, ⑧ 작업 광경, ⑨ 조사 완료, ⑩ 복토 종
료의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디지털화되어 기록 사진이 좋아진 점으로 ① 카메
라 본체의 경량화로 인해 원격 조작이 쉬워진 점, ② 연구자별로 세부적인 화상 조정이 가
능하게 된 점, ③ 색조 재현성의 향상을 들고 있다. 발굴 현장에서의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지만, 發掘調査のてびき의 해당 부분(文化廳
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 250-262)에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Ⅴ. 보고서 작성 과정
현장에서 발굴조사가 복토까지 완료되면, 곧바로 ‘발굴 종료 보고’를 해당 지방 자치체
(都道府縣, 사적지의 경우는 문화청)에 제출해야 한다. 발굴 종료 보고는 보통 A4 용지
5~10장 정도의 간단한 것인데, 유적 명, 소재지, 조사 원인, 조사 담당자, 조사 면적, 조사
경과, 기본 층서, 검출된 유구, 출토 유물의 개략, 그리고 조사 구역 위치도, 조사 전 사진,
전경 사진과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 상태의 사진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발굴 기록과 출토 유물의 정리 작업 내용까지 포함한 정식 발굴 보고서를
출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발굴한 유적에 대한 발굴 보고를 고고학자의 중
요한 의무로 일찍부터 인식하여 왔다(濱田耕作 1922). 현재는 대략 3년 정도(2004년 12월
20일 문화청 통지 ‘행정 목적으로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의 표준에 대하여’에서 구체적
으로 언급)를 기준으로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도록 되어 있다. 광의의 발굴조사란 현
장에서 조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출토 유물의 정리와 분석, 그리고 발굴조사 보고서의 간
행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發掘調査のてびき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매장문화
재 조사의 발굴 작업부터 정리 작업까지 발굴조사 전반의 성과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
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 2).
보고서 작성 과정은 <그림 12>와 같다. 역시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① 현장 기록류의 정리(그림 12의 왼쪽 위)와
② 유물 정리(그림 12의 왼쪽 아래),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③ 보고서 편집(그림 12의 오른
쪽)으로 나누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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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본의 일반적인 발굴 보고서 작성 과정(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에서 수정)

1. 현장 기록의 정리
현장에서 기록된 일지, 도면 및 사진은 현장 조사 완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발굴
담당자가 스스로 정리하여, 제삼자가 보더라도 조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면에 대해서는 그리드 번호나 좌표, 사진에 대해서는 촬영 대상이나 방향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 체제가 통일되어 있는지, 도면 사이의 표고나 좌표에 모순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면이나 사진을 대장이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도
유용하다.
다음으로 유물 정리에 들어가기 앞서 유구 토층상의 상관 관계를 정리하여 대략적인 시
기와 유구 변천을 파악해야 한다. 유구의 방위에 대해서는 방안 북(좌표 북)에서의 각도
를 N-00˚-E(N00˚E), N-00˚-W(N00˚W)와 같이 표시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굴립주 건물
지와 같이 복수의 유구가 하나의 건물을 구성하는 경우, 이를 표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
요하다. 한편, 토층에 대해서는 각 지점에서 관찰된 개별 토층을 참고로 하면서, 발굴조
사 보고서에도 기재하는 최종적인 유적 전체의 기본 층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유물 정리
유물 정리의 작업 순서 역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
지 않고자 한다. 1차 유물 정리는 세척→선별→주기→대장(혹은 데이터베이스) 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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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용 사진 촬영 포함)의 순서로 진행
되며, 일부는 2차 유물 정리인 접합→
실측(탁본)→제도(트레이싱) 혹은 보
고서용 사진 촬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각 단계마다의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

해서는  發掘調査のてびき-整理·
報告書編(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접합은 모든 종류의 유물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특히 타제석기의 접합은
제작 공정의 복원으로 직결되는 중요
한 작업이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사례
로 홋카이도 엔가루쵸(遠輕町) 시라
타키(白瀧)유적군의 구석기시대 흑요
석 석기 접합 작업이 있다. 1995년부
터 2008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수반
하여 22개소 유적, 12만㎡에 대한 발
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총 600만 점,

<그림 13> 시라타키유적군 출토 석기 박편의 접합
(北海道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제공)

무게 11톤에 달하는 후기 구석기시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정형적 석기는 1%도 되지 않았지만, 긴 시간과 많은 노
동력을 투자한 접합 작업 결과 다수의 박편 접합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그림 13). 이를
통해 석기의 박리 및 제작 공정뿐만 아니라 원석, 소재, 석기 반입과 반출의 구체적 양상
복원과 함께 유적 간 접합 자료에 기초한 당시 인간의 이동 경로 복원 등이 가능하였다
(長沼孝 2009).
유물 실측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기에 지면이 부족하여 생략한다. 실측도 작성에 대한
입문서가 석기(田中英司 2004)와 토기(小畑三千代 2013)에 특화되어 있어, 실측 초보자에
게 큰 도움을 준다. 유물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유물 실측도가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물 보고의 성패는 실측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실측도는 스케치가 아닌 계측에 기초한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제작 기법이
나 사용 흔적 등의 관찰 결과가 모두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실측도란 유물
의 정보를 응축한 해설 도면이라 할 수 있다.
유물 사진 촬영에는 현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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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양질의 사진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촬영한 사진의 가공이 상대적으
로 쉬어져 사실의 왜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사진 가공은 어디까지나
인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며, 어떠한 가공을 하였는지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3. 보고서 편집
최근 일본에서 간행된 발굴조사 보고서는 A4(210×297cm) 크기이며, 횡 방향으로 작성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의 기본적인 구성은 표지, 서문, 범례, 목차(본문, 도면·도
판), 본문, 도판, 초록, 판권, 속표지로 이루어진다. 특히 권말에 유적 및 조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 초록을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1·2).
<표 1> 보고서 초록 양식(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에서 수정, 내용은 <표 2> 참조)
읽는 방법
책 제목
부제
책 순서
시리즈 이름
시리즈 번호
편집자 이름
편집 기관
소재지

〒

발행 연월일

서력

읽는 방법
수록 유적 이름

수록 유적 이름

읽는 방법
소재지

종류

주요 시대

TEL
년

월

일
코드

市町村

유적 번호

주요 유구

북위
°′″

동경
°′″

조사 기간

주요 유물

조사 면적
㎡

조사 원인

특기 사항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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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는 책 제목, 발행자, 발행 연도를 명기한다. 필요에 따라 조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부제나 시리즈 명을 제시할 수도 있다. 범례에는 발굴조사의 원인이 된 사업 명, 조
사 지역의 주소, 조사 주체, 조사 기간, 보고서 집필자와 편집자의 이름, 경비 부담 주체,
기록 및 출토 유물의 보관 장소 등을 기재한다. 또한 보고서에 사용한 좌표계나 방위, 표
고 표시 방법이나 실측도의 축척 등도 기록한다.
본문은 조사를 하게 된 경위, 발굴조사의 경과, 정리 작업 등의 경과, 유적의 위치와 지
리적·역사적 환경, 조사 목적, 조사 방법, 층서, 유구 설명, 유물 설명, 자연과학 분석 결
과, 총괄(고찰 포함)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시 한국에서 간행되고 있는 발굴 보
고서의 체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표 2> 보고서 초록 기재 요령(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0b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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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읽는 방법

책 제목의 읽는 방법을 첨부한다. 원칙적으로 히라가나로 표기하지만 가타카나도 가능하다.
로마 숫자, 괄호 숫자, 동그라미 숫자 등은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바꿔 기입한다.

1-2 책 제목

주요 책 제목을 기입한다. 가능한 유적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책 제목으로 한다.
특히 책 제목 없이 시리즈 이름만 있는 경우는 여기에도 시리즈 이름만 기입한다.

1-3 부제

주요 책 제목 이외에 부제가 있는 경우는 그 부제를 기입한다.

1-4 책 순서

책 제목이 시리즈 이름인 경우 그 책의 순서를 기입한다.

1-5 시리즈 이름

책 제목과 함께 시리즈 이름이 있는 경우 그 시리즈 이름을 기입한다.

1-6 시리즈 번호

해당 시리즈의 순서를 기입한다.

1-7 편집자 이름

주요 편집자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1-8 편집 기관

편집 기관을 기입한다.

1-9 소재지

편집 기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우편번호도 기입한다.

1-10 발행 연월일

발행일을 서력으로 기입한다. 편집 기관과 발행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행 연월일 앞에 발행 기관의
항목을 둔다.

2-1 수록 유적 이름

게재된 유적의 이름을 기입한다. 반드시 읽는 방법을 첨부한다.

2-2 소재지

유적 소재지를 都道府縣 이하 大字(町․村 아래의 행정 구획) 정도까지 기입한다. 읽는 방법을
첨부하는데, ‘町’이나 ‘村’도 각각 ‘죠’․‘손’인지, ‘마치’․‘무라’로 읽히는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2-3 市町村 코드

유적이 소재하는 市町村을 총무성이 정한 ‘전국 지방 공공단체 코드’에 의해 都道府縣 코드+市區町村
코드의 5자리로 기입한다. JIS 코드와 동일하다.

2-4 유적 번호 코드

市區町村에 따라 유적 코드를 기입한다. 결정되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둔다. 각 市區町村 내에서 동일
코드가 복수의 유적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5․6 북위․동경

유적의 거의 중심이라 생각되는 위치를 도분초 단위로 기입한다. 국토지리원 1/25,000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2-7 조사 기간

서력을 사용하여 전부 8자리로 기입한다. 조사 기간은 실제 발굴 작업 기간으로 하며, 정리 작업 등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우 나누어 기입한다.

2-8 조사 면적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라 실제 발굴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기입한다.

2-9 조사 원인

발굴 조사의 원인을 기입한다(발굴 신고의 원인을 참고).

3-1 수록 유적 이름

게재된 유적의 이름을 기입한다.

3-2 종류

게재 유적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여 기입한다(취락, 동굴, 패총, 궁궐, 성곽, 교통, 가마, 밭,
제염, 제철, 그 밖의 생산 유적, 무덤, 고분, 횡혈, 제사, 경전무덤, 절, 산포지, 기타).

3-3 주요 시대

각 유적의 주요 시대를 기입한다. 세분된 시기․세기가 판명된 경우 같이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3-4 주요 유구

각 유적에서 검출된 주요 유구와 유구 수를 기입한다.

3-5 주요 유물

각 유적에서 검출된 주요 유물에 대하여 기입한다. 가능하다면 수량도 기입한다.

3-6 특기 사항

조사 성과, 유적의 성격 등 특기할 항목을 기입한다.

3-7 요약

발굴 조사의 성과, 유적의 의의 등을 500자 정도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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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과 보고와 보고서 공개
일본에서 1년에 간행되는 발굴 보고서의 수는 약 1,700권(2010년 1,859권, 2011년 1,820
권, 2012년 1,672권, 2013년 1,739권, 2014년 1,654권)이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간행된 보
고서의 수는 총 20만 권 정도로 추정되지만,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실제 권수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간행된 발굴조사 보고서는 토목 공사로 소멸된 유
적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 보고서는 없어진 유적의 대체물
로서 확실하게 보관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보고서는 300부를 인쇄하여(1984년 11월 30일 문화청 기념물과 문화재 담당 사
무연락 ‘별표-지출 내역서의 항목 구분 및 주의 사항’) 국회 도서관, 지방 자치체의 공립
도서관, 각 대학교 역사 및 고고학 연구실, 연구소 등에 배포·보관하고 있다. 이는 자연
재해로 일정 지역이 괴멸되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분산·보관함으로써 발굴조사 기
록이 남겨질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보고서를 받은 여러 기관에서는 지역 주민
이 열람을 희망하였을 때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3: 327).
한편, 현재 총 20만 권 정도로 추정되는 일본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인쇄물로 검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를 통한 검색
시스템의 수립이 필수적인 상태이다. 그런데 수백 년 이상의 반영구적인 보관을 확실히
하기에는 디지털 기록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은 인쇄물을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 디지털화에 수반된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있는데(文化
廳 2017a, 2017b),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요한 정밀도를 충족하지 않는 기기를 사용했을 때 정보 누락
② 범용성이 없는 파일 형식으로 보관했을 때 정보 비 공유화
③ 데이터 처리 능력이 충분한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 처리 불능
④ 데이터 보존을 위한 기기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데이터 손실
⑤ 파일 형식 변환에 대응하지 못했을 때 데이터 재생 불능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디지털화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디지털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매장문화재 관련 기록 디지털화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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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쇄물과 디지털 데이터의 비교(文化廳 2017b: 11에서 수정)
요건

인쇄물
평가

장점

○
∙적절한 보관 환경을 유지하면
품질 저하가 느리게 진행됨
∙보존 방법이 확립되어 있음

보존성
(안정성·
필요성)

정밀도

장점

저해상도

△

△

∙적절한 환경에서는 이론상 품질
저하 없음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운영
체계 변경)이 필요함
∙데이터 용량이 무거워 분산
보관에 적합하지 않음
∙데이터의 장기적 보관을 위한
설비 확보에 인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함

단점

평가

디지털(PDF)
고해상도

○
∙정밀도 확보를 위한 노하우가
확립되어 있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충분한
정밀도로 확인 가능함

○

평가

○

장점

∙눈으로 보기 편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비치된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함

단점

∙널리 활용되기에는 간행·배포
부수에 의한 물리적 제한과 함께
간행 상황 등의 정보 파악이
어려움

∙데이터 용량이 무거워 사용
환경이 매우 제한됨
∙인터넷상에서의 활용이 어렵고
활용 장소가 한정됨

○

×

활용도

평가
장점
진정성의
확보
단점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함

×

∙취득 정보가 적절하면 이론상 인쇄물을
상회하는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음

∙사용자의 환경에 크게 좌우됨

단점

∙적절한 환경에서는 이론상 품질
저하 없음
∙데이터가 경량이기 때문에 분산
보관이 용이함

∙충분한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음

×

○

∙전체 문장 검색이 가능함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전체 문장
읽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의 이용이 용이함
∙전체 문장 검색이 가능함
∙문자 인식 기능을 통해 전체 문장
읽기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저작권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공개할 수 없음

×

∙변경이 어려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오리지널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함
∙변경이 쉽고 변경 흔적이 남기
어려움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는 몇
번의 조치가 필요함

∙변경이 쉽고 변경 흔적이 남기
어려움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는 몇 번의
조치가 필요함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일본 전국 발굴 보고서의 공유와 활용을 의도한 프로젝트가 바로
전국 유적 보고 총람(http://sitereports.nabunken.go.jp/en)인데, 이는 2015년 6월에 공개된
새로운 온라인 검색 시스템이다. 2008년부터 일본 각지의 5개 국립 대학 도서관에서 보
고서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나라문화재연구소가 이를 계승하여 확대하는 방향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이다. 이 시스템 덕분에 유통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보고서를 쉽게 열람하거나 전체 문장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방대한 자료 속에서 자
신이 필요한 내용만을 추출하는 등 연구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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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검색이 가능하여 국제적으로 일본의 고고학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프로젝트의 목표인 일본 전국의 모든 보고서를 등록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참고로 2017년 10월 1일 현재 등록 보고서 건수는 20,627건이며, 해당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의 수는 381개이다.

Ⅶ.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발굴조사와 발굴 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대
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방대하여 체계적인 소개가 이루어지
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을 선택하여 기
술해 보았다. 학사적인 배경 등으로 인해 한국의 발굴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과정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많지만, 이번 특집의 목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었다면 다
행이라 생각한다.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현재 일본에서 보고서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가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공개 및 활용할지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 디지
털화와 전국 유적 보고 총람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사
업인데, 아직까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디지털화의 선진국인 한국을 비롯
한 여러 나라의 사례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씩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나라문화재연구소의 國武貞克, 高田祐一, 金田明大, 山口歐志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논문접수일(2017.10.11) ▶심사완료일(2017.10.17) ▶게재확정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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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Recent Japanese Excavations:
Reporting and Digitization of Archaeological
Records
Shinya Shoda(庄田愼矢)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Joon-ho Son
(Korea University)
In Japan, although archaeological excavations took place as early as in the
17thcentury, it is as late as the 1960's that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published
guidelines for archaeological excavations,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developer-funded
excavation caused by rapid economic growth. 44 year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new
guidelines have only now been published because of the enlarged scale of excavations and
development of methodology in this field. Being guided by this publicatio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modern Japanese excava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methodology of excavation and process of report publication, as well as the distribution and
disclosure processe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s how to deal with the vast amount of excavation
reports assumed to number around 200,000. An online resource project of Japanese
excavation reports called 'Comprehensive Database of Archaeological Site Reports in Japan'
has been promoted by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rchaeological research through the inclusion of English and fulltext search functions. Yet, digitization of archaeological reports has been criticized with
regard to concerns over reliability, permanency, and authenticity. Now, academic exchanges
about topics like digitiz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like Korea are requir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Key words : Japan, Excavations, Excavation reports, Digitalization, Comprehensive
Database of Archaeological Site Repor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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