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2017.11)
165~188쪽

중국의 발굴과 보고서

신희권*
목차

Ⅰ. 서론
Ⅱ. 발굴조사 허가와 준비
1. 발굴조사 종류와 절차
2. 발굴조사 준비
3. 탐사 조사
4. 발굴 기관과 대장의 책무
Ⅲ. 발굴조사 원칙과 방법
1. 발굴조사의 원칙과 과정
2. 유적 측량과 실측
3. 발굴 작업 방법
4. 발굴 자료 채집
5. 발굴 자료 기록
Ⅳ. 발굴 자료 정리
1. 출토 유물 정리
2. 출토 유물 분석
Ⅴ. 발굴 보고서 발간과 자료 관리
1. 발굴조사 보고
2. 발굴 유물의 관리와 귀속
3. 자료 관리와 보관
Ⅵ. 결론
* 이 논문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2017년도 연구비(50만원)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의 발굴과 보고서 165

국문초록
●○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고고학 연구의 기초로서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지만, 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중국에서는 《문물보호법》과 <야외 고고 공작 규정> 등을 제
정하여 고고 유적의 보호 관리와 과학적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발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고 발굴 자
격 인정 제도를 실행하여 국가문물국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받은 기관과 개인만이 발
굴에 종사할 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모든 발굴조사는 법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유적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유적의 범위와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조사를 실시한다. 야외 발굴조사는 유적
의 측량과 구획 작업부터 시작한다. 발굴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드(트렌치) 방법
을 채용하고 있으며, 퇴적 단위와 유적 단위별로 문화 퇴적층을 발굴, 기록한다. 출토
유물은 복원 등 정리 작업을 실시한 후 유형학 원리에 입각한 유물 분석과 자연과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발굴 현장에서는 문자, 실측도, 촬영 등 세 가지 형식으로 철저히 기록한다. 발굴 보
고서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
과 분기, 유적과 유물, 집필자의 인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을 수록한다. 발굴
된 유물은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유물 수장 기관에 보관한다. 최종적
으로 발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자료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주제어 : 발굴. 비준, 그리드(트렌치), 분석, 기록, 보고서, 출토 유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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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적 발굴조사 작업은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며, 문화유산 보
호의 중요 수단이다. 발굴조사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과학적으로 출토
해 내는 작업으로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발굴조사에는 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
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발
굴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등은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통을 유
지하고 있다.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풍부한 유적·유물을 보유한 나라이니만큼 고고 조
사와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별히 고고 조사와 관
련해서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집행을 관
철하기 위해 과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야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외 고고
공작 규정> 등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야외 고고 공작 규정>을 따라
야 한다. 이에 이글에서는 위 규정을 중심으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실제 중국의 고
고학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발굴조사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발굴조사 허가와 준비
1. 발굴조사 종류와 절차
1) 발굴의 종류와 자격 인정
중국에서 본격적인 야외 고고 발굴조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발굴조사의 관리 작업도 개시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법률적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끝에
현재는 1982년 공포 시행된 《문물보호법》에 의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989년
부터는 국가문물국이 심의해서 발굴 기관과 발굴 대장(책임자)의 자격을 비준하고 있다.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굴은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발굴, 건설 과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발굴, 그리고 특별 허가 발굴 또는 구제성 발굴 등으로 구분된다. 과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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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발굴은 학문적으로 규명을 필요로 하는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발굴이다. 건설 과
정에 이루어지는 발굴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에 상응하여 매장문
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구제성 발굴은 건설 공기가 긴박하거
나 자연적 원인에 의해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막고 유
1)

물을 채취하는 응급 조치 성격의 발굴을 가리킨다 . 과학적 연구를 위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굴 기관이 부담하고, 건설 공사에 대응한 발굴 경비는 건설 기관의 예산에 포함
시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발굴 작업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의 기초가 되기 때문
에 고고 발굴 자격 인정 제도를 실행하여 발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발굴 자격 인정은 발굴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관이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와 전문 인원 구성이 타당한지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굴 대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발굴 대장은 발굴 공정 전체를 책임지
는 자로서 발굴조사의 품질과 수준을 좌우하는 막중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국가문물국의 비준을 받아야 고고 발굴에 종사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국
가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문물 고고 기관과 전문 인원이 국가문물국에 자격 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문물국은 고고 발굴 자격 평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자격을 심사한다. 그리고 이 평의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문물국이 비준하여 자격 증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굴 단체 자격을 갖춘 기
관만이 발굴 허가를 신청하고 발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발굴 대장의 자격을 얻은 자
는 비로소 발굴조사 책임을 맡아 발굴 작업을 총괄할 수 있다.

2) 발굴 신청과 비준
중국에서 실시되는 일체의 발굴조사는 반드시 보고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고
발굴에 종사는 기관은 국무원 문물 행정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즉, 지하에 매장되
어 있는 유물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적으로 발굴할 수 없다. 즉, 모든 발굴은 반드
시 법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고고발굴신
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발굴 계획, 전문 인원 구성, 경비의 출처,
보호 조치 기술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가문물국은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발

1) 발굴 성격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발굴 종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발굴은 우리나라의 학술 발굴에 해당되고,
중국의 건설 과정에 따른 발굴이 바로 우리나라 발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제 발굴에 비견할 수 있다. 중국의 구제성 발
굴 중 자연적 원인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유적에 대한 발굴이 우리나라의 긴급 발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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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발굴의 품질
보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국가문물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대비
되는 문화재 행정기구로서 고고 발굴에 대
한 허가 업무룰 전담한다. 국가문물국은 발
굴 허가 전에 반드시 사회과학 연구기관 등
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발
굴 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전문 인원의 구성

<그림 1> 우하량(牛河梁) 유적 공작참

이나 보호 조치 기술 등 전문적인 평가가 요
구되는 부분은 행정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관계 전
2)

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 .

2. 발굴조사 준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우
선적으로 기존의 고고학적 성과, 역사 문헌,
지질 및 환경 등 발굴의 대상이 되는 유적에
대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
다. 또한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구역, 방법
등의 조사 계획을 포함한 작업 방안을 정해
야 한다. 한편 유적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 팀을 꾸리고 각종 발굴 장비 등
준비물을 챙기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림 2> 주원(周原) 유적 유물 전시실

발굴 현장에는 조사단원들이 머무를 숙소와 사무실을 설치한다. 중국은 대부분의 발굴
조사가 장기적이며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유적의 발굴 현장에는
공작참(工作站)이라는 발굴 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통상 공작참에는 발굴 대장과 조사원
들의 사무실 및 작업실은 물론 직원들의 숙소가 완비되어 있다. 또한 출토된 유물을 보관

2) 필자가 2000년대 중반 중국에 유학할 당시 발굴 주체의 적합성과 품질 확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자문 역할은 주로 중국사회과학
원 고고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시대별 중요 유적의 발굴을 담당하는 고고연구소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련 지역의 유적 발굴 허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과 발굴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
시토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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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리두(二里頭) 유적 발굴 작업 모습

하는 수장고와 간이 전시실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편 유적 내에 공작참을 건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굴 현장에서 가까운 마을의 민가
를 대여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발굴현장에 이동과 설치가 간편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장 사무실로 사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에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즉 발굴 현장에 공작참
을 두는 제도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중국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발굴 작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제토 작업은 인부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통 현장 인
부들은 현지의 주민들을 동원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발굴 인부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 인력들이 현장 작
업에 투입된다. 작업 성격에 따라 삽이나 곡괭이 등으로 제토하는 작업은 남성 인부를,
호미로 유구 내부나 토층을 정리하는 작업은 여성 인부를 이용한다.
이와 같이 발굴조사 준비에는 효율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는 물론 전
문 인력이 포진된 조사 팀의 구성, 야외 조사를 위한 현장 사무실과 직원 숙소 마련, 작업
인부의 확보 등이 필수적이다.

3. 탐사 조사
탐사 조사는 고고 조사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유적을 발굴하기에 앞서 유적의 범위
와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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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낙양산(洛陽鏟) 모습

<그림 5> 낙양산 작업 시연 모습

시추 수단을 이용하여 토층을 확인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보통 시추 수단으로는 ‘낙양

산(洛陽鏟)’이라는 도구가 사용된다. 낙양산은 얇은 나무자루 끝에 대가 긴 반원통형의
금속기를 부착하여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인력으로 낙양산을 지
표에서부터 땅속으로 깊이 박은 다음 끌어 올려서 낙양산 끝의 원통형 금속에 딸려 올라
온 지층을 보고 문화층의 존재 여부와 성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이용한 시추공을 뚫어 지층을 분석하는 방법을 중국 특유의 재래식
도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시추 방식이 유적의 분포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다. 육안으로만 조사하는 우리나라의 지표조사 방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만
하다. 그러나 실제로 단단한 땅에 낙양산을 박아서 지층을 분석하는 작업은 어렵고 힘든 작
업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낙양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을 양성하여 작업의 속도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시추 수단을 이용하여 탐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추공은
열을 맞추기 보다는 불규칙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너무 조밀하게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추 조사는 유적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육안으로도 확연히 판별되는 성벽과 판축대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시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무덤의 시추는 그 입구 부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시추가
끝나면 시추공은 다시 메꾸어 원상회복 시킨다. 또한 탐사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탐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탐사 조사는 유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
문에 중국은 탐사 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꾸준히 제창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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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굴 기관과 대장의 책무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책임자, 즉 발굴 대장은 발굴에 대한 일정 책임
을 진다. 발굴 기관은 우선 발굴조사에 필요한 감독, 검사, 지도위원 및 발굴 대장을 지정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발굴 신청과 종합 보고를 하게 된다. 발굴이 완료되면 모든 자료
에 대한 심사, 점검, 보관과 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굴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마땅히
발굴 현장의 안전 조치를 하고, 만약 안전 사고가 발행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요한 발견이 있을 때에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발굴조사 대장은 발굴 계획과 유적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발굴 허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을 주도하며, 각 기술 계통의 운용과 조작에 협조
하고, 각 항목의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 발굴 대장은 발굴 조사가 끝난 후 기한 내에 발굴
보고서를 완성할 책무가 있다. 발굴 과정의 안전 사고와 중요 발견에 대한 책임 역시 발
굴 대장에게 있다.

Ⅲ. 발굴조사 원칙과 방법
1. 발굴조사의 원칙과 과정
모든 발굴조사는 유적 보호 원칙에 입각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발굴 위치를 선정할 때
에는 반드시 유적 보호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발굴 전에 유적 보호 계획 외에도 방재
계획, 안전 계획을 제정하고 발굴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중요한 발굴을 실
시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 보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중요한 흔
적은 신중히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잘 유지해야 한다.
발굴조사의 기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유적
의 지리 좌표를 측량하여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다음으로 유적의 범위와 면적을 설
정하고, 지표상에서 발견되는 유물의 분포 범위를 참조하여 그것을 확정하며, 필요시 탐
사 조사를 실시한다. 매장 깊이, 퇴적 층서와 두께, 노출된 유적과 유물 등 유적의 문화
퇴적 상황을 관찰하고, 각 관찰 지점의 상황을 종합하여 전체 양상을 판단한다. 또한 단
면상의 유물과 지표에 흩어져 있는 특징적인 유물을 선택하여 유적의 연대와 문화 양상
등을 이해한다. 유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와 고대의 경관 환경을 조사한다. 최종
적으로 유적의 보존 상황을 평가하여 보호 방안을 건의한다.
이상의 발굴조사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기록은 문자와 실측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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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자료 등 세 가지 형식으로 한다. 문자 기록에는 조사 일지, 조사 기록표, 단면 관찰
기록표, 시추 기록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토 유물에도 반드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유적의 범위, 퇴적 단면 위치, 중요한 유적 현상 위치, 유물 채집 구역 및 시추공 위치 등
을 큰 축척의 지도상에 표시한다. 토층 단면 역시 실측 기록한다. 탐사 조사에서 획득한
퇴적 구조, 층서, 유적 형상 혹은 분포 범위 등도 지도에 표시한다. 촬영은 유적의 전모와
중요한 지점에 대해 실시한다. 특별히 중요한 비각(碑刻) 등은 탁본을 실시한다. 최종적
으로 조사 자료를 등기하여 당안으로 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2. 유적 측량과 실측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유적의 측량과 구획 작업에서 시작된다. 발굴 전에 3D 실측 좌표
계통을 확정하고, 유적 내에 측량 기점을 설치한다. 좌표 계통의 종축은 일반적으로 정북
방향을 따른다. 발굴 중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은 측량 기점의 3D 좌표 수치로 표시한다.
현장을 구획하여 그리드를 설치할 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유적을 실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유적의 환경과
지리적 특징이 반영된 지형도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고선, 수계, 교통망, 지모(地
貌)와 토질, 식생, 기타 표지성 지형지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형도는 축척이
1:10,000보다 작으면 안 된다. 3D 측량 좌표 시스템에 의거하여 측량 기본점을 설정할 때,
대형 유적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 측량 통제점을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
다. 이때는 기존 측량 기표 등과 대축척 지형도, 항공 및 위성 사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의 유적 측량과 실측 작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실측법》에
명시된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3. 발굴 작업 방법
1) 그리드(트렌치) 발굴
그리드(트렌치)는 발굴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공작 단위로 고고 발굴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발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유적의 세부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유
적의 구역은 보통 그리드의 일련번호로 구분한다. 유존 퇴적층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탐사 트렌치를 이용하여 해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드는 문화층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른 크기를 선택한다. 보통 그리드의 규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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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원(周原) 유적 그리드 발굴 전경

1×1m, 5×5m, 10×10m의 여러 종류가 있다. 1×1m 그리드는 구석기 유적 혹은 신석기
유적의 석기 가공장 등 특수한 유적의 발굴에 이용된다. 5×5m 그리드는 유적 발굴 중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이다. 10×10m 그리드는 궁전 건축이나 무덤 등과 같이 퇴
적 현상이 단순하거나 규모가 큰 유적의 발굴에 이용한다.
그리드(트렌치)는 보통 정방향을 취하고, 3D 실측 좌표 계통과 일치시킨다. 지형이 좁은
강가나 하천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세에 따라 그리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
드의 일련번호와 유적의 구역 구분, 그리고 3D 실측 좌표 계통이 관건이 되는데, 번호 부
여 방식은 간단 명료하고 찾기 쉽게 한다. 번호는 “T＋남북향 번호＋동서향 번호” 혹은
“유적 구역 구분 번호＋T＋그리드 번호(남북향＋동서향)”의 일련번호를 따른다. 에를 들
면 “TS08W06”나 “ⅢT7274”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리드 발굴 시에는 둑과 대표 기둥을 남긴다. 보통 동변과 북변 각 1m 너비의 둑과 그
리드 동북 지점에 1×1m의 토층 기둥을 남겨 둔다. 둑과 기둥은 그리드 내 지층 퇴적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효과적인데, 변화 상황을 둑 단면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만약 둑과
기둥이 지층과 유적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단면도를 그린 후
에 제거할 수도 있다.
한편 탐색 트렌치는 탐색 그리드의 특수한 형식이다. 트렌치 발굴의 주요한 목적은 유적
의 퇴적 지층 관계를 해부하여 관찰하는 데 있다. 트렌치의 깊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하되, 계단의 너비는 1m 이상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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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층의 발굴
퇴적 단위와 유적 단위는 고고 발굴에서 관찰, 기록하는 작업의 양대 핵심 개념이다. 그
중 퇴적 단위는 발굴 현장에서 문화 퇴적층을 발굴, 기록하는 최소 단위이며, 매 퇴적 단
위마다 1장의 발굴 기록표를 작성한다. 유적 단위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퇴적 단위로 이
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완전한 기능 단위라 할 수 있다.
그리드와 유적 단위 부호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병음 첫 자의 발음을 대문자로 표시한다
; T- 그리드, H- 수혈, F- 주거지, M- 무덤, G- 도랑, J- 우물, L- 도로, Y- 가마 등이 있
다. 예를 들면 H1①은 수혈 H1의 제① 퇴적층이라는 표시이다.

<그림 7> 패널 사진에 표시된 유적 단위 부호(T3H13 : 3그리드 13번 수혈)

퇴적 단위는 고고 발굴의 최소 작업 단위이기 때문에 발굴 과정 중에 퇴적층 간의 경계
면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질, 토색, 포함물 및 기타 참고할 만한 현상
에 의거하여 퇴적 단위를 구분한다. 서로 다른 퇴적 단위간의 선후 관계의 판단은 평·단
면을 결합한 방법을 취하되, 우선 관계가 분명한 퇴적 단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발굴 시에는 지층학 원리에 근거하여 퇴적층이 형성된 것과 상반된 순서에 따라 윗층에서
부터 수평으로 제토하며 발굴한다. 유적의 면적이 크거나 현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1/2 혹은
1/4을 우선 발굴하는 방법과 같이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채택한다. 큰 면적의 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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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을 처리할 때에는 각 부분의 발굴 진도를 통제하여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적 혹은 유물 간의 관계를 관찰, 분석, 판단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작업 진
도의 통제와 협조에 주의해야 한다. 인류 활동의 흔적이 명확한 활동면은 중요한 유적 현
상으로서 발굴 중에 완전히 노출하고, 상세히 관찰하며, 여러 수단으로 기록한다. 중요한
유적 단위는 제때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현장 보호 방법을 취하고,
혹은 해체하여 실험실로 옮겨서 발굴하거나 보호한다. 발굴이 완료된 후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그리드(트렌치)를 복토하고 생태 환경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발굴 자료 채집
1) 유물 채집 원칙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인공 유물과 자연 유물로 구분한다. 인공 유물은 석기,
옥기, 골각기, 도자기, 목칠기, 금속기 등과 같이 인류가 제조, 가공 혹은 사용한 물품이
다. 유물의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생산된 미완성품, 버려진 재료, 남겨진 물건 등의 유물
도 주의해서 채집해야 한다. 자연 유물은 유적 내 인류 활동을 상세히 해석할 수 있는 동
식물, 광물 등을 말한다. 자연 유물에는 인류 유해 및 기타 인류학 표본, 육상과 수상 동
물류, 곤충, 기생충이 포함되고, 식물류 및 규석, 화분, 포자, 미식물 등, 그리고 토양, 소
토, 침적물 표본도 해당된다.
유물 채집의 원칙은 인공 유물, 인류 유해, 포유동물 유해는 전부 채집하고, 식물 유존과
패총 내의 연체동물 유해 및 기타 소형 동물 유해는 샘플을 채집한다.
발굴 자료를 채집할 때에는 계통성, 적합성과 유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퇴적 단위에 따
라 유물을 채집하되, 단위 귀속이 불확실한 유물은 단독으로 포장한다. 중요 퇴적 단위의
흙은 분석용 샘플을 남기는 것 외에는 전부 체질하여 유물을 수집한다. 연대학 분석 샘플
과 환경 샘플은 지층 순서에 따라 채집한다. 한편 쉽게 손상되는 유물의 채집, 전사, 벽화
떼 내기, 지층 단면 떼 내기 등의 공작은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진행토록 한다. 모든 채집
품은 반드시 상응하는 포장 조치를 하고 상세한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샘플 채집 시에는
샘플 방식, 샘플의 위치와 샘플 채취 방법을 기록한다.

2) 샘플 채취 방법
중요 유구는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보존이 곤란할 때에는 전체를 이전하여 보
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흔적을 채집할 때에는 최대한 완전성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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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물은 퇴적 단위에 따라 고르게 채집하고, 채취한 샘플에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무덤 내 부장품과 주거지 혹은 저장혈 내 유물, 인류와 동물 유해 등은 실측하고 영상을
기록하며 번호를 부여한 후 수거한다. 모든 채집품은 반드시 채집품의 종류, 지질, 소속
단위, 채집 방법, 채집자와 채집 일시 등을 기록해야 한다.
중요한 유적이나 퇴적 단위인 경우에는 유물을 전부 채집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샘플만 채집할 수도 있다. 샘플 채집 방법으로는 특별한 규칙없이 채집하는 무작위
채집법, 등간격으로 채집하는 계통 샘플 채집법, 그리고 극소수의 탐색용 샘플만을 채집
하는 목적 샘플 채집법 등이 있다.
유물이나 샘플을 채집할 때는 채집 전 공간 위치(3D 좌표), 매장 상태 등 유물 출토 정보
를 기록한 후 번호를 부여하고 직접 채취한다. 혹여 기물 중에 포함물이 남아 있는 경우
에는 그 상태로 남겨 둔다. 유물의 크기가 작거나 하여 직접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질을 실시해서 채집하는 방법도 있다. 체질에는 보통 0.8㎜ × 0.8㎜~1㎜ × 1㎜ 망으로
된 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토양 등을 물에 풀어 떠오르는 유물들을 채취하는 비중선광(水
選) 또는 부유선광법(浮選法) 등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식물 유존체를 채취할 때 사
용된다. 이밖에 토양 샘플이나 침적물은 주상 단면법으로 채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중국에서도 유적 또는 유물의 절대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에는 층위 관계가 명확한 퇴적 단위를 골라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게 되는데, 한 퇴적 단위에서 가급적 많은 샘플을 채취하도록 한다. 동일 퇴적 단
위의 샘플은 완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즉, 다른 개체의 샘플을 혼합 채집하거나 포장해서
는 안 된다. 이 또한 채취 샘플의 고고학적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동일 퇴적 단위의 매
샘플마다 공간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5. 발굴 자료 기록
1) 발굴 기록의 중요성
발굴 현장에서 작성되는 고고 기록은 야외 발굴 작업 과정과 작업 대상에 대한 묘사와
기술로서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야외 고고 기록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전면적이고 계통적이어야 한다. 또한 야외 기록
의 즉시성을 보증해야 하는데, 당일 작업이 종료되거나 매 야외 공작이 완성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을 완성해야 한다.
발굴 기록은 문자, 실측도, 촬영 등 세 가지 형식으로 하되, 각각의 통일된 기록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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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문자 기록에는 현장 일지, 그리드 일지, 발굴 기록표, 유적 단위 총기표 및
유적 일련번호, 영상, 자료 채집과 입고 등기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측 도면은 발굴 구
역 전체의 평면도, 단면도는 물론 각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층의 유구 노출
당시의 평면도, 유적 평·단면(입면)도를 포함해야 한다. 영상 기록은 촬영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종 유적 현상과 발굴 공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2) 문자 기록 요점
문자 기록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작업일지이다. 작업일지는 야외 발굴 작업 과정을
기술하는데, 발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작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일
지는 일자별로 발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조사일지와 발굴 대장(책임조사원)이
현장 전체의 진도와 계획 등을 작성하는 현장 총일지, 그리고 각 그리드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 그리드일지가 포함된다.
문자 기록에는 작업일지 외에 작업 기록표와 등기표가 있다. 작업 기록표에는 구역계통
조사기록표, 유적조사기록표, 고고조사단면관찰기록표, 시추기록표, 발굴기록표, 묘장발
굴기록표, 샘플채취기록표 등이 포함된다. 공작 등기표에는 유구번호등기표, 실측등기
표, 영상등기표, 입고등기표, 출토유물(표본)번호등기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구역계통
조사기록표’란 모든 조사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유적 명칭과 유적 번호, 구획 번호와 크기,
3D 지리좌표 등 전체 조사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들어간다. 다른 기록표는 각 명
칭에서 의미하는 바의 작업과 관련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 특히 ‘발굴기록표’에는 현
장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퇴적 단위에 관한 특징, 즉 지층 관계 묘술(발굴 퇴적 단위와 직
접 중복되거나 파괴된 각 퇴적 단위간의 관계), 퇴적 특징 묘술(퇴적 깊이, 두께와 경사도
등), 퇴적 양상 묘술(토질, 토색, 치밀도, 퇴적 형상, 포함물, 보존 상황, 퇴적 성질, 발굴
방식), 형상 묘술(평면, 단면, 유구 노출선, 구경, 저경, 깊이, 벽면 등 주요 기록), 유물 채
집 상황 등을 기록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모든 기록 자료는 최종적으로 ‘유구단위 종합기록표’에 종합하여 보고
한다. 이 표에는 발굴 과정과 방법의 기술, 연대와 성질의 판단, 구성 유구 단위의 각 퇴
적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기타 유구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퇴적 종합 서술, 유구의 형
태, 채집 유물과 샘플 상황 묘술 등을 기록한다. 때로는 퇴적 단위간, 퇴적 단위와 유구
단위간 및 유구 단위간의 층위 관계도를 도형의 형식으로 표현한 퇴적 혹은 유구 단위 관
계도를 그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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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측 기록 요점
발굴 현장의 실측 기록은 측량도, 실측도를 통해 각 유구의 공간 위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기록하는 것이다. 실측 기록은 전체 평·단면도,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 각 유구 평·단면(측면)도를 포함한다. 단면도의 단면선과 측면
도의 시각은 평면도에 표시하고 비율을 일치시킨다.
발굴 구역 전체 평·단면도는 전체 발굴 구역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상을 1:50 혹은
1:100의 축척으로 그린다.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는 각
그리드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상을 1:20 혹은 1:50의 축척으로 그린다. 유구 평·단면
(측면)도는 각 유구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1:10 혹은 1:20의 축척으로 그린다. 주거지 내
의 부뚜막과 주혈 등 기능이 다른 유구의 평·단면도를 그리고, 유구가 중복된 경우는 합
쳐서 평·단면도를 그린다.
평면도는 2개 이상 측점의 3D 좌표를 표시하고, 고도 변화가 있는 곳은 고도치를 표기한
다. 단면(측면)도는 고정치를 표기하되, 평면도에 단면 혹 측면도의 위치를 표시한다. 모
든 도면은 도면명, 도면번호, 축척, 실측 방식, 실측자, 심사자, 실측 일자, 방향 등을 기록
한다. 발굴 과정 중 발굴 대상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실측하되, 원도는 남긴
다. 실측시 좌표를 측정할 때는 고정밀 GPS 수신기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고, 실측점의 좌

<그림 8> 유물 수거 및 유구 실측(2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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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유적의 3D 좌표 계통을 따와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유구의 실측은 주요하게 세 가지 실측 방식이 있는데, 현장 수기 실측과 사진 실측, 그
리고 홀로그라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이 있다. 홀로그라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은 전용
레이저 소묘 실측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구의 외형 윤곽을 실측하는 방법이다. 이
러한 방법은 석굴사원, 전실묘 등과 같이 외형 윤곽이 복잡한 유구에 주로 이용한다.

4) 영상 기록 요점
영상 기록은 사진기, 영상기 등 영상 촬영 기재를 이용하여 발굴 과정과 유구 현상을 기
록하는 방법이다. 작업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은 발굴 조사 전후 전경, 공작 인원 단체 사
진, 발굴 단계별 현장 전경, 각 그리드 발굴 과정, 중요 유구 발굴 과정, 중요 샘플 채취 과
정 및 기타 중요 작업 장면 등 발굴 전반에 관한 영상 자료이다. 그러나 유구 영상 기록에
는 유구 발굴 전후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유구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세밀히 반
영하여야 하고, 특수 지점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최근에는 동일 조건 하에서 일반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동일하게 촬영한다. 고고 발굴 구역은 반드시 전경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규모가 큰 유적은 소형 비행기, 기구 등을 이용해 촬영한다.
이와 같은 모든 영상 자료는 기록이 끝나면 등기표를 작성한다. ‘사진 등기표’는 사진유
형, 필름번호, 필름권수, 사진번호, 사진내용, 촬영방향, 날씨, 촬영지수(속도,각도,초점
등), 사진기유형, 시간, 촬영자를 기록한다. ‘동영상 등기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디지털 영상자료는 추후 컴퓨터에 분류 정리한다.

Ⅳ. 발굴 자료 정리
1. 출토 유물 정리
발굴 작업에서 출토하여 수거한 유물은 실내 작업의 일환으로 세척, 복원 혹은 기타 필
요한 기술 처리를 취한다. 유물 관찰 시에는 기물의 제작, 사용(전용), 폐기와 매장 과정
의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다. 수량이 많고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은 재질, 색깔, 중량,
수량, 치수, 형상, 부위, 표면 문양과 흔적 등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측량하며, 분류 통계
를 진행하여 기록표를 작성한다.
유물 표본은 퇴적 단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출토유물(표본) 번호 등기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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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다. 유물 표본은 각종 속성 관찰과 측량을 진행하여 유물 등기 카드에 기록한다. 대
표적으로 토기 등기 카드에는 유물번호, 출토지점, 유물명칭, 사진번호, 실측도면번호,
탁본번호, 크기(구경, 저경, 높이, 기벽두께, 중량, 용량), 제작법(재료, 성형, 수리, 장식,
불의 세기와 시간, 소성 후 장식), 사용(사용흔, 수리흔, 전용흔), 형식(형태, 장식, 문양의
형식분류), 검측, 보관지점, 표본장번호, 기록자, 심사자와 일자 등을 기록한다.
유물 표본은 실측도, 모사, 사진과 탁본 및 등기표를 유물 등기 카드에 부착한다. 유물
실측도는 가능한 큰 축척을 채용하되, 통상 1:1, 1:2, 1:4를 택한다. 관찰 결과는 원 도면에
직접 묘사, 기록한다. 실측도는 정면 투영 방법으로 그리고, 단면과 내부 구조를 표현한
다. 최근에는 촬영 실측, 3D 레이저 소묘 등 현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도면을 그릴 것을
제창하는 추세이다.
유물 촬영 시에는 비례척을 놓는다. 유물 표본은 일반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찍고, 필요
시 세부 촬영을 한다. 탁본은 유물 표본의 표면 혹은 내면의 문자, 문양, 부호, 제작흔 등
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탁본은 어느 부위를 한 것인지를 명기한다.

2. 출토 유물 분석
<야외 고고 공작 규정>에는 고고 자료에 대한 일정 기술의 요구에 따라 정리를 진행하
고, 자료 보관고를 건립하며, 지층학, 유형학 방법을 운용하여 고고 자료를 분석하고 유
적의 상대 관계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에서 취득한 인류학 표본, 동
식물 유존체, 환경 샘플, 유물 표본 등에 대해서는 분석과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물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고고학적 방법은 단연코 유형학 원리에
근거하여 유적 단위 상호 관계의 판단을 검증하는 것이다. 유물 분석은 유적 단위간의 관
계 뿐 아니라 그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굴자들은
출토된 모든 유물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유물 분석은 개별 유물에 대한 세밀한 관
찰에서 시작되는데, 각 유물의 재질과 크기, 기형 등 일차적인 속성은 물론 제작 기법, 표
면 처리, 장식 문양 등 부가적인 속성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물 분
석 자료를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발굴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이끌어 내야
만 한다. 유물 분석 결과에는 이 밖에도 채집 시료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
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등이 포함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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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굴 보고서 발간과 자료 관리
1. 발굴조사 보고
야외 발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 당국(성·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 인민정부의 문물 행정 부서와 국무원 문물 행정 부서인 국가문물국)에 발
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식 발굴 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정 당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연차적으로 발굴하
3)

는 대형 유적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보고서를 간행하기도 한다 .
발굴조사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
다. 보고서에 수록되는 주요 내용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이전의 작업,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과 분기, 유적과 유물, 집필자의 인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발굴 대장이 책임지고 제시하는 집필자의 인
식 부분에는 유적과 유물의 고찰을 통한 고고학적 해석이 담겨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 표
출이 바로 발굴의 이유이자 고고학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다.
발굴조사 기관은 주기적인 발표와 공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중
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진행하는 발굴 작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
처럼 대중과 함께하는 고고학이야말로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최근 들어 이
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 발굴 유물의 관리와 귀속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는 보고가 완료되고 최종 보관 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훼손과 유실을 엄중히 예방하여야 하고, 어떠한 개인도 사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특히
실물 자료인 유물은 등기표에 열거된 항목과 부합하여야 한다. 기타 기록 자료들 또한 마
찬가지이다. 발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계하고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교접 수속을 이
행하고, 서류에 기재한다.
출토 유물의 처리는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후, 발굴 기관이 제출한 방안에 대해 관할 행
정 당국이 비준한 다음 진행할 수 있다. 발굴에서 획득한 유물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문물보호법》 제34조에 의하면 발굴된 유물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3) 우리나라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여 국공립 도서관이나 문화재 담당 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관례
이나, 중국에서는 행정 보고 후 출판하여 판매,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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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유물 표본실
(좌: 이리두 유적 출토 청동기, 우: 한 장안성 미앙궁(未央宮) 유적 출토 골첨)

문물 행정 부서 혹은 국무원 문물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
타 국유 수장 문물 단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적으
로 국가에서 점유하여 보호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물 수장 기관은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설립한 유물 보관 기
구로 수장고와 전문 인력, 기타 안전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
다. 또한 국유 박물관 등은 출토 유물을 진열 전시하고 충실히 연구할 책무도 있다.
한편 발굴 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후 6개월 이내에 박물관 등에 유물을 인계
한 후 일부의 출토 유물과 표본을 남겨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
다. 즉 관계 당국의 비준을 얻어 발굴 기관이 출토 유물 소량을 연구 표본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굴 기관이 보관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문 보관 인력을 두고
유물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 보관 시설과 표본실을 건립하여 유물 보관에
4)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자료 관리와 보관
1) 수장고 관리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이나마
수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시 수장고는 적절한 유물 보존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전
문가로 하여금 책임을 지우며, 완비된 관리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수장고

4) 발굴 기관이 표본 유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발굴 기관을 단순 조사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전
문 문물 연구 기구로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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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토 유물을 즉시 입고하여 유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출토 유물을 입고할 때는 ‘입고 등기표’를 작성하여 종류별로 잘 보관한다. 입고 시 철저
히 인수인계를 이행하고, 검사자는 등기표와 실물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임시 수장고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장고가 출토 유물의 보존
보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조건이 맞는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2) 기록 자료 종합과 당안 보존
발굴이 완료되면 유구별 단위 자료와 그리드 자료, 발굴 구역 자료 등 발굴 현장에서 작
성된 기록을 종합해서 심사를 거친 후 당안 보존고에 보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완전한
자료 당안을 만들고, “유구 단위 – 그리드 – 발굴 구역 – 연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자료고를 만든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전자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각 문자,
영상과 실측 기록을 통일되게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유효한 연결 체계를 만
든다. 또한 각 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요구에 부합토록 하여, 관
리, 검색, 찾기, 데이터 확충과 업그레이드를 편리하게 한다.

<그림 10> 발굴 현장 사무실 임시 수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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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며,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 수단이다. 발굴조
사는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지만, 유적의 종류
와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발굴조사에 대한 관리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특
히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을 시행하여 고고 유적의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
하였고, 과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외 고고 공작 규정>
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발굴조사와 관련된 허가와 야외
조사 방법, 보고서 발간 및 유물의 귀속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과 규정, 원칙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발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고 발굴 자격
인정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문물국의 엄격한 심사와 비준을 받은 기관과 개인만이
고고 발굴에 종사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모든 발굴조사는 법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고,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물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사적으
로 발굴할 수 없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기존의 고고학적 성과, 역사 문헌, 지질 및 환경
등 발굴의 대상이 되는 유적에 대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유적의 범위
와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조사를 실시한다. 탐사 조사는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시추 수단을 이용하여 토층을 확인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야외 발굴조사는 유적의 측량과 구획 작업에서 시작된다. 발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
로 채용되는 방법은 그리드(트렌치) 방법이며, 고고 발굴에서 관찰, 기록하는 작업의 양
대 핵심 개념인 퇴적 단위와 유적 단위별로 문화 퇴적층을 발굴, 기록한다. 발굴조사 시
에는 인공 유물과 자연 유물을 구분하여 채집하되, 중요 유적이나 퇴적 단위인 경우에는
유물을 전부 채집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만 채집할 수도 있다. 발굴 작업
에서 채집한 유물은 실내 작업의 일환으로 세척, 복원 혹은 기타 필요한 기술 처리를 취
한다. 그 후 유형학 원리에 입각한 유물 분석과 자연과학적 분석을 병행하여 유적 고찰의
수단으로 삼는다.
발굴 현장에서 작성되는 고고 기록은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에 핵심적인 기초 자
료가 된다. 따라서 그 기록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전면적이고 계통적이어야 한다. 발
굴조사 기록은 문자, 실측도, 촬영 등 세 가지 형식으로 하되, 각각의 통일된 기록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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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3년 이내에 발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
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이전의 작업,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과 분기, 유적과 유물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집필자의 인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굴된 유물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 혹은 국무원 문물 행정 부
서에서 지정한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수장 문물 단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발굴 기관은 발굴조사 현장에서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 동안 유물
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고서를 발간한 후 6개월 이내에 박물관 등에
유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발굴이 완료되면 유구별 단위 자료와 그리드 자료, 발굴 구역 자료 등 발굴 현장에서 작
성된 기록을 종합해서 심사를 거친 후 당안 보존고에 보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유구
단위–그리드–발굴 구역–연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자료고를 만든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전자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논문접수일(2017.10.11) ▶심사완료일(2017.10.17) ▶게재확정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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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avations and reports of China
Hee-kweon Shin
(University of Seoul)
Archeological excavations are conducted based on the location, scope, and character
of the ruins as a foundation for archeological research, but there are principles that must
be followed the same regardless of the type and nature of the ruins. In China,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the
Field Archeology" have been institutionalized so tha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scientific excavation work can be carried out.
In China,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a means to improve excavation levels and to ensure quality, and only institutions or
individuals who have been rigorously examined and approved b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Cultural Affairs are qualified to engage in excavation. In addition, all excavation
investigations must be approv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procedure prescribed by law.
Before conducting excavation surveys, excavators collect data on the sites and
analyze them, and conduct exploration surveys to identify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ruins. Field excavation begins with surveying and compartmentalization of remains. In the
excavation site, a grid (trench) method is generally adopted, and cultural sedimentary layers
are uncovered and recorded by sediment unit and ruins unit. After carrying out the indoor
work such as the restoration of the excavated artifacts, the artifact analysis based on the
typology principle and natural science analysis are performed.
At the excavation site, excavators record thoroughly in three formats such as text,
drawing, and photograph. The excavation report includes the natural geography of the ruins,
historical history, excavation process and methods, cultural deposits and quarters, remains
and artifacts, excavator's perception, and related expertise analysis reports. The excavated
artifacts are kept in state-owned museums, libraries, or other state-owned repositories.
Finally all the data related to the excavation are collected and the database is constructed.
Key words : excavation, approved, grid (trench), analysis, record, report, excavated
artifacts,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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