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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몽골 고고학조사의 환경 및 학문적 형성 배경, 그리고 발굴조사
의 행정 및 실무절차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몽골 고고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
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몽골은 유라시아에서 해외공동조사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서, 유라시아 고고학에서 차지하는 세계사적 의의뿐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 대두
되고 있는 한국 고고학의 국제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몽골
은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와 건조하고 짧은 여름의 조건에서 초원 또는 깊은 산 속
에서 야외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한국보다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한 위
험이 월등히 높고, 조사계획수립과 진행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몽골 고고학은 외형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의 영향을
받으며 학문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몽골인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탐구
에 기초한 고고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1990년대 이후,
소련질서의 붕괴 및 몽골 국가정체의 변화로 세계 각국과의 공동조사가 더욱 활발해지
고, 이러한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렇듯 다변
적이고 국제적인 특징은 매장문화재 조사법령과 실무절차에도 잘 반영되어있다. 이제
부터는 몽골 고고학이 러시아고고학과 유사할 것이라는 선입관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변모과정에서 한국의 조사방식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물질문화와 역
사를 연결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려는 점은 매우 흡사하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현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몽골 고고
학에 관한 사전지식은 향후 한-몽 공동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
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몽골 고고학, 공동조사, 발굴, 국제화, 디지털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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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몽골은 동북아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가장 가까운 초원지대에 위치한다. 이
곳은 오래전부터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몽골 등 여러 유목부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
며 살아온 터전으로,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량의 역할을 담당했다. 동양에서는
중국왕조와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북방의 유목제국이 연이어 탄생했고, 서양에서
는 아틸라가 이끈 훈 제국이 게르만족의 이동과 중세유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세계사적 의의에 주목한 동서양 각지의 연구자들은 몽골지역에 대한 역사,
언어, 고고, 민속 등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가장 활발한 해외조사의 파트너 지역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몽골지역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한·몽 수교 이후부터이며, 국립중앙박물관
(1997~)과 국립문화재연구소(2000~)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동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오
1)

고 있다. 최근에는 그 관심이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법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 따라
서 몽골이 유라시아 고고학에서 차지하는 고고학적 의의뿐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 대두되
고 있는 한국 고고학의 국제화를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매장문화재 조
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관심에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몽골 고고학의 특징이나 발굴조사 방법에
관해 참고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탓에 낯설고 어렵다고
여기거나, 러시아 고고학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또 몽골(엄밀히 말하면 몽골뿐 아니라 전반적인 북방지역)의 발굴
2)

법이 낙후되었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는 경향도 은연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
런데 몽골 고고학의 수준을 논하기 전에 실제로 한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몽골에 대한 정
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 공동 고고학조사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본
다면 무엇을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국문으로 발간된 몽골지역 발굴보
고서를 참고한다든지 몇 차례 현지조사를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험을 전해 듣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경험 자료는 분명 참고에 유익하겠지만 여기에는 유의사항도 있다. 첫째, 발

1) 2016~2017년 중앙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대한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재연구원,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연합조
사팀이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고고학연구소와 함께 흉노시기 치헤르팅 저(Chikhertyn zoo)유적에서 흉노시기 무덤을 발굴조사하
였다(양시은 2017: 76).
2) 아직까지 국내에서 몽골이라는 국가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고, 유목사회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가경제가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몽골의 고고학과 발굴법이 낙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해버리기도 한다.
강인욱(2017: 158)은 최근 들어 다른 나라의 발굴법을 낙후되었다고 인지하거나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고고학의 지나친 기술적 세분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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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보고서라는 것은 행정 및 실무적 절차가 상이한 양국의 협상, 갈등, 합의와 같은 의사결
정과정이 생략된 발굴조사에서의 최종 결과물이다. 따라서 행정 및 실무 진행과정에서 발
생할 애로사항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둘째, 현지조사 경험자들의 조언의 경우 동일 현장
에 있었다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타지에서의 적응 및 이해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이다. 그러니 현시점에서 몽골 고고학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참
고 자료의 소개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몽골 고고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고고학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성
립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행정 및 실무적인 절차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고고학 발굴이라는 행위는 순수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매장문
화재를 관리하는 중앙 및 지역정부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발굴된 자
료는 각 나라들만의 독특한 시스템과 처한 환경에 의거해서 가공된다. 그런즉 몽골 고고
학과 매장문화재조사에 대한 사전정보는 궁극적으로 공동조사 추진과정에서 양국의 충
돌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나아가 공동발굴 및 연구로
얻어진 자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몽골 고고학조사의 배경
1. 자연환경
고고학 자료의 수집은 유물의 기증, 경매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야외
조사과정을 거친다. 야외조사의 시기, 기간, 조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근본요인은 날씨 및 기후, 지리 등과 같은 자연환경일 것이다.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 고고학자들은 발굴조사에 앞서 적절한 조사시기가 언제이고 또 조사기간을 얼마
나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렇다면 몽골에서 고고학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
행되고 있을까.
우리가 몽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이나 척
박한 고비사막의 풍경을 떠올릴 것이다. 몽골은 전체 면적이 약 1,567,000㎢로 한반도의 7
배, 남한의 15배가 넘는다. 전체 인구는 320만 명 정도이며 인구의 반절 가까이가 수도 울
3)

란바토르에 집중해있다 . 수도와 각 아이막(aimag, 道)의 도시 및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3) 출처: 몽골국가통계청(https://www.nso.mn) 2016년 자료에서 1,345,500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구집
중화가 격심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 현재 약 140만명 혹은 비공식적으로 200만명 그 이상이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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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들은 유목민들의 목초지, 사막 등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앞서 묘사한 것
과 같은 경관이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것이다.
몽골의 기후는 스텝기후의 영향을 받아 건조하고, 연중 강우량이 매우 적다. 연평균 기온
은 –0.7℃, 연중 가장 더운 7월 최고기온은 영상 30℃, 반대로 가장 추운 1월 최저기온은 영하
-40℃에 육박한다. 한 해 기온차가 평균 40~50℃, 최대 70℃까지 벌어지는데, 오로지 5월에서
9월까지만 평균기온이 영상을 웃돈다. 대체로 9월 말~10월 초부터 눈이 내리고 쌓이기 시작
4)

하여 이듬해 4월 초부터 겨우내 쌓인 눈이 녹는다. 즉, 겨울은 길고 여름은 짧은 것이다 .
한국의 경우 거의 사계절 발굴이 가능하고,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문명의 혜
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데다가 숙소 역시 현대식 공간에 마련된다. 그에 반해 몽골은 겨
울을 피해 여름을 전후한 시기인 대략 4월~10월까지 야외조사가 가능한데, 그 마저도 쌓인
눈이 거의 없을 때의 얘기다. 또 대부분의 유적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초원, 산기슭, 강
가를 따라 입지한 경우가 많아 문명의 혜택을 거의 접할 수 없는 오지에서 발굴을 해야하기
5)

때문에 텐트나 게르 생활은 필수이다. 그런즉 한국보다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월등히 높고,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를 완수해야한다.
따라서 몽골처럼 전체면적이 넓고 제약이 많은 환경 하에서는 대상유적의 선정, 발굴
규모,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중요도)가 작용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학
술발굴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처럼 대형 및 전면발굴보다는 최소한의
표본조사로 전체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한다면 앞
으로의 공동조사에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2. 몽골 고고학의 성립과 발전

현재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몽골 고고학 자료는 주로 몽골에서의 공동발굴보고서, 특
7)

별전시 도록, 러시아의 몽골 고고학 연구 소개 등의 수준일 것이다. 이들 자료만으로 선
뜻 몽골 고고학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고서 자료는 대체로
흉노 유적(더구나 무덤)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자료는 1980~90년대 내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4) 출처: 몽골기상청(http://www.tsag-agaar.gov.mn/), 전세계기후자료(http://en.climate-data.org/)
5) 몽골전통의 이동식가옥. 발굴기간이 2주 이상 장기로 진행되거나 인원이 많을 때 설치한다.
6) 몽골 고고학사는 체벤도르지 외(2002)와 에르덴바트(2012)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시기구분은 에르덴바트(2012)의 구분을 따랐다.
7) 러시아 고고학의 입장에서 몽골 고고학을 참고 하여 국내에 소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노브고로도바(정석배 옮김), 1995, 『蒙古의
先史時代』, 學硏文化史. 강인욱, 2008, 「몽골 초기 유목문화의 형성과 동북아시아」,『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서울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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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몽골 고고학이 어떤 학문적 배경에서 형성되어 변모해왔는지 시기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오늘날 몽골 고고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1) 맹아기(19세기 말~20세기 전반)
18세기 중엽 몽골의 역사 유적, 비석, 금석
문자료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고고학조사
의 시초라 할 만한 행위들은 19세기 말부터 시
작된다. 19세기 초 몽골제국의 수도 ‘카라코룸
8)

(Karakorum) ’의 위치비정에 관한 논의가 중
앙아시아 및 몽골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면서, 그 영향으로 19세기 말 러시아와 핀란
드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고학 탐험이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학자 1870년부터 1890
년대까지 파데린(I.V.Paderin), 포즈네프(A. M.
Pozneev), 야드린체프(N. M. Yadrintsev), 라들로
프(V. V. Radlov) 등의 러시아학자들은 개인 혹
은 조사단과 함께 몽골제국의 수도와 도성, 사
원, 돌궐 비문과 같은 중세시기 유존을 확인했
다. 그 후 1890년 핀란드 학자 하이켈(A. Heikel)

<그림 1> 야드린체프(1901)

의 조사단도 돌궐의 빌게 카간, 퀼테킨 비문을

『1898년 몽골 오르혼 및 남부 항가이 탐험일지』

추가 발견하고 정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동시에 몽골 서부 알타이산맥 일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러시아 학자 포
타닌(G. N. Potanin)은 1980, 1877, 1879년 해당지역 일대를 여행 중에 발견한 유적의 종
류, 약식 도면, 역사, 민족, 지리적 특징 등을 기록했다.
또한, 1912년 몽골 중앙부에서 금광 탐사를 하던 발로드(E. Ballod)는 노용 올(Noyon
uul) 산악지대에서 흉노 대형고분 유적을 발견하고 러시아 지리학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 2008; 그림 2). 1924년 코즐로프조사단에 의해 노용 올(노인울라)이 발
견·조사되면서 흉노의 물질문화에 대한 탐구를 환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조사의 특징은 현지주민들의 증언 및 문헌기록에서 단서를 찾아 유적을 확인
하는 고고학 탐험의 수준이었으며, 정식 발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8) 카라코룸은 ‘검은 숲길’이라는 뜻이며, 하르 호롬(khar khorum), 하르허린(Kharkhorin)과 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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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13년 발로드가 발견한 노용올 흉노
무덤 출토품 야장기록
(폴로스막 외 2011: 16 재인용)

2) 초기(1920~1950년대)
9)

1921년 몽골인민공화국 정부 주도로 학술연구 전문담당 기관인 ‘기록연구소’ 가 설립
되었으며, 이곳은 오늘날 몽골의 과학, 첨단기술 연구 종합센터인 몽골 과학아카데미의
전신이다.
1920년대 몽골 고고학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었다. 몽골의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지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소련유학을 다녀
오기도 했다. 1924년 소련 사회과학원의 코즐
로프(P. K. Kozlov)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티베
트 조사단이 구성되어 노용올 유적에서 흉노시
기 크고 작은 무덤을 발견하였다(그림 3). 그 밖
에도 무덤, 도성, 성터 등 고고학적 유적과 문헌
기록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주력하였으며, 일부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1924년 기록연구소 산하에 역사연구실이 개설
되면서 보다 집중적인 문헌조사가 진행되어, 몽

<그림 3> 1924년 코즐로프의 몽골-티베트
조사단원들

골의 역사, 문화재, 조사, 보존 등의 내용을 포

(에르덴바트 2012: 152 재인용)

9) 원어: Судар Бичигийн Хүрээлэ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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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괄한 최초의 지침서인 『옛 것의 보존 규칙 』(1924)을 발간한다.
11)

1940년대 몽골의 역사 및 고고학 연구에 앞장선 인물로 선학 페를레(Kh. Perlee) 를 언
급할 수 있다. 그는 뛰어난 문헌해독 능력을 겸비하였으며, 시대와 유적을 불문하고 폭넓
은 고고학조사를 실시했다. 구석기에서부터 청동기, 흉노, 돌궐, 거란, 몽골제국 시대를
아울러 사슴돌, 무덤, 도성, 비문 등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
하고, 모두 20권이 넘는 저서와 100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한편 1950년대에는 러시아 학자 키셀료프(S. V. Kiselev), 오
클라드니코프(A. P. Okladnikov)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진
행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 학자들의 영향과 협력으로 발전해나
가면서도 내부적으로 자국의 문화, 역사, 고고학 분야의 연
구 토대를 마련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점차
역사학과 고고학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4> 페를레(1911~1982)

<그림 5> 1930년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연구원들(에르덴바트 2012: 156 재인용)

3) 중기(1950~1980년대)
이 시기는 소련 시절 모스크바국립대학에서 고고학 교육을 받은 몽골고고학자들이 중
심이 되다보니 소련의 방법론을 따르고, 러시아어로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
다가 헝가리, 독일, 체코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공동조사도 진행되었다.
이렇듯 외형적으로는 소련 고고학을 답습하는듯하나 실제 관심 주제와 연구방향은 상
이했다. 당시 소련은 시베리아과학원의 데레비얀코(A. P. Derevyanko) 등을 중심으로 몽

10) 원어: Хуучны зүйлийг сахин хамгаалах дүрэм
11) 몽골 고고학의 초석을 다진 담딘 페를레(Damdyn Perlee)는, 몽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고고학자 중 한 명이다. 1930년대 아르항
가이 등 시골 각지를 조사하고 쓴 그의 저작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되었다. 이로부터 호도(khuduu,
‘시골’ ‘초야(草野)’ 라는 뜻)이라는 호를 붙여 호도깅 페를레(Khuduugiin Perlee, 초야의 페를레)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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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의 구석기 유적과 유물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를 진
행했다.
한편, 몽골은 초기 국가의 역사를 밝히는 고고학 조사에
집중하였다. 그 중심에는 도르지수렌(Ts. Dojsuren)이 있었
다. 그는 몽골국립대에서 몽어몽문을 전공한 후, 소련 사회
과학원을 고고학전공으로 졸업하였다. 특히 흉노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였는데, 1961년 발표한 『북흉노』
는 지금까지도 큰 참고가 되고 있다. 2003년에는 1954~1966

<그림 6> 도르지수렌(1923-1997)

년까지 도르지수렌의 연구를 간추린 『고고학연구문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흉노에 대한 관심은 훈(Hun)의 기원을 탐구하는 헝가리에게도 있었다. 1960년대 헝가
리 조사단은 울란바토르 인근의 셀베(Selbe) 강 유역에서 흉노 무덤군을 발굴하기 시작했
다. 몽골 고고학자 세르 오드자브(N.Ser-Odjav)가 조사단을 이끌었다. 흉노, 돌궐 시기에
걸친 일련의 조사 성과는 에르델리(Erdelyi 2000)에 의해 집성되었다.
이 시기 몽골은 이미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개방적
이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발굴방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 몽골
이 해외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4) 현대(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전반 소련의 붕괴 및 몽골 국가체제의 변화로, 사회주의권 이외 세계 각지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가 급증하게 된다. 특히,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국제
화 경향이 더욱 도드라진다. 예컨데 흉노 발굴만 하더라도 한국, 독일, 러시아, 모나코,
미국, 벨기에, 스위스, 일본, 헝가리 등 9개국이 조사를 참여했고, 구석기에서 중세시대까
지 포함하면 약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몽골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고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고병리학, 고생물학, 보존처리 등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처럼 몽골 고고학은 학문의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해가고 있다.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는 2000~2006년 독일과 공동으로 카라코룸 일대를 조
사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사용된 약 1700단어를 수록한 『고고학 전문용어사전(러-몽-독영)』(바이르 외 2007)을 발간한 바 있다. 각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엄밀하
게는 생활단어집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발굴장에서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물, 흙,
잡초, 날씨 등..)에서부터 물질의 재료(돌, 청동, 철, 금 등..), 유물·유구관련(검, 활,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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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토, 도성, 주거지 등..)까지의 필수어
휘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그림 7).
몽골은 공동조사의 역사가 오래되
었고, 언어장벽의 해소를 일찍부터 절
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그들의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준비자세를
잘 보여준다. 우리도 20여 년 넘게 러
시아, 몽골, 베트남, 카자흐 등 해외조
사를 진행해왔지만, 이 같은 기초단어
<그림 7> 『고고학 전문용어사전

집마저 없다는 사실은 조금 반성할 필

(노어-몽어-독어-영어)』

요가 있다.

(바이르 외 2007: 25)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제적 감각을 겸
비한 몽골 고고학자의 양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몽골 고고학 전공자도 증가 했다. 현재
몽골 고고학계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는 100명이 채 안 되지만, 러시아, 독일, 한국, 일본
등지에서 학위를 수여받거나 단·장기로 해외유학을 경험한 이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12)

다 . 역으로 몽골의 안팎에서는 장기간의 공동조사 성과를 토대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
13)

문 연구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에렉젠 2014) . 한국도 지난 20여 년 간 몽골과 공동조
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성과 소개, 발굴 규모의 확대, 국제학술회의 및 특별교류전 개최 등
외형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연구 및 전문가 양성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상으로 몽골 고고학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았다. 국내에 소개된 몽골 고고학 자료
는 발굴 성과 외에 접근할 만한 자료가 적어서 소련 시절 영향을 받아 러시아 고고학과
유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상이 가로막고 있었다. 또 국내에 소개된 일부 자료들은 러시
아의 입장에서 몽골 고고학을 소개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를 동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초원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하는 몽골만의 특징이 고스란
히 담겨져 있다. 그들은 고고학의 발달 초기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공동조사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하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몽골 고고학의 특
징을 다변적이고 국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이합집산
하며 성장해 온 유목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12) 심지어 울란바토르대학 고고학과의 경우 제1전공(고고학) 이외에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하여 분반을 한다. 외국어
교육이 의무적인 것이다.
13) 에깅 골 프로젝트, 바가 가쯔링 촐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미국, 독일의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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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들은 흉노에서 몽골제국으로 이어지는 몽골인 자신들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점
에서 매장문화재가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조상의 자료가 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은 국사와 한국 고고학을 강조하는 한국과도 유사한 부분이다.

3. 몽골 고고학의 주체 및 자료의 접근
몽골에서 고고학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발굴조
사의 진행유무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대응할 만한 기
14)

관으로 몽골 문화재센터 를 언급할 수 있다. 이곳
은 교육문화과학부 산하기관으로 역사·문화유적
의 보존 및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에서 발간하
15)

는 『몽골의 역사문화유적』 시리즈 는 몽골의 대단

<그림 8> 『몽골의 역사문화유적』

위 행정구역인 각 아이막 별로 문화유적의 분포와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서 참고할만하다(그림 8). 다만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는 다르게
발굴조사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
한편, 실제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 몽
16)

17)

골 국립역사박물관, 몽골 유목문명연구소 , 울란바토르 소재 대학 의 고고학과 및 역
사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몽골과
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가 몽골 고고
학 연구와 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연구소는 1960년부터 고고학 학술지 『Studia
18)

Archaeologica 』를 연간 1~2회 발간하고 있는데, 이
는 몽골의 대표적인 고고학 학술지이다(그림 9: 좌).
또, 매년 한 해 동안의 고고학 조사 성과를 보고하
는 유적조사발표회를 주최하고 있다. 몽골국립역사
박물관은 발굴조사 및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학술지

<그림 9> 몽골의 고고학 관련 학술지
『Studia Archaeologica』(좌),
『Nomadic Heritage Studies』(우)

14) 원어: Соёлын өвийн төв
15) 『몽골의 역사문화유적』 시리즈는 현재 몽골 18개 아이막(道) 중에서 10개 지역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몽골 문화재센터 홈페이
지(http://www.monheritage.mn)에서 관보 및 제1권 헨티 아이막지역 문화유산분포지도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6) 원어: Нүүдлийн Соёл Иргэншилийг судлах хүрээлэн
17) 몽골 국립대학교,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몽골 교육대학교 등의 고고, 역사, 인류학 전공 중심이다.
18) 원어: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고고학 연구)

몽골 고고학조사의 특징과 현황 227

19)

『Nomadic Heritage Studies 』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역사학·문
화재 보존처리 등의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그림 9: 우). 또한, 울란바토르 소재 주요 대학의
고고학과 또는 역사학과에서도 발굴조사 및 보고서발간, 박물관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몽골 고고학 연구는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교수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
다. 한편 학술지, 보고서, 단행본처럼 연구 자료의 수집은 아직까지 온라인 DB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 연구기관의 방문을 통해 입수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일
부 유명 서적들(단행본, 보고서, 도록)의 경우 울란바토르 시내의 서점에서도 구입가능하
다. 대다수의 자료가 몽골어로 발간되었으며, 간혹 러시아어 출판물도 있다. 또한 국제공
동조사 발굴보고서의 경우 몽골어 이외에도 영문 또는 상대국가의 언어로 출판된 것이
있다.
이상으로 몽골 고고학조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자료의 수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발굴조사에 필요한 행정 및 실무적인 절차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Ⅲ.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법령 및 조사절차
1. 매장문화재조사 관련 법령
몽골에서 매장문화재조사와 보존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법률
20)

2014.5.15. 「몽골국가법」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개정 세부내용)

∙ 시행규칙

21)

2010.5.18. 제222호「몽골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규칙」

우선 「몽골국가법」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과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의 분류 및 등급지정 등과 같은 문화재 전
반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표 1).

19) 원어: Нүүдэлчдийн Өв Судлал(유목민 문화유산 연구)
20) 원어: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Шинэчилсэн найруулга/(2014.5.15.)
21) 원어: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ОЁЛЫН ӨВ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Шинэчилсэн найруулга/(20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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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몽골국가법』 문화재 보호 관련 법령 목차
제2장 문화재의 분류, 등급지정
제4조 문화재의 분류
제5조 역사, 문화 유적
제6조 역사, 문화 유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문화재 보호 관련법
제3조 법적 용어 규정

한편, 실제 발굴의 허가 및 조사에 관해서는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몽골 고고학, 고생
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규칙」에 잘 규정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매장문
22)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반적 내용이 유사하다.

한국과 비교하여 크게 특기할만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의 범주
몽골은 「몽골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규칙」 이라는 법령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고학과 고생물학이 함께 분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
은 몽골은 기후가 건조하고 알칼리성 토양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고생물학적 자료가
보존·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몽골 고고학의 전통과도 관련되어 있
다. 러시아의 경우 고고학과 민족학(또는 인류학)을 같이 연구하는 상황과 비교된다. 바
로 20세기 초반 근대적인 고고학이 도입될 때에, 몽골은 공룡 화석의 산지로 이름이 나면
서 많은 조사단이 왔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탐사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
는 다양한 고고학, 생물학적 유물을 같이 조사했다. 예컨대, 20세기 초반에 중국 신석기
시대를 조사한 Gunnar. J. Andersson도 광물지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고학 유적을 같
이 조사했다. 몽골의 경우 특히 고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에 고고학 조사와 고
생물조사를 병행했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도 이어진다고 생각된다.

2)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절차
한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 대상, 조사절차,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내용(시굴조사, 발굴조사, 표본조사)
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몽골의 경우 각 연구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조
사가 진행된다. 몽골은 국토 면적이 넓은데다가 발굴 가능한 시기가 제한적이며, 아직까
지 발굴을 진행할 전문 고고학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해외공동조사가 활발한 지
역이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과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대국에 따라 조사방법이 유동
2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9.22.] [대통령령 제28151호, 2017.6.27., 일부개정]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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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한국처럼 전 국토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도 획일한 규정이 없는 이유가 된다.

3) 조사단의 구성
우리나라 매장문화재조사 법령에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등으로 조사요원의 직급을 나누고, 그에 따른 업무범위, 인건비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
며 이를 준수해야한다. 한편 몽골의 경우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각 연구기관별
내부규정을 따르고 있다. 업무범위나 인건비 기준의 세목은 상이할 수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조사요원의 직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보조
원으로 구분된다. 조사단장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하며, 책임조사원은 석사학위
소지 이상으로서 실제 현장조사를 이끈다. 또한 실제 발굴현장은 대개 도시에서 멀리 떨
어진 산기슭이나 초원에 위치하므로, 조사요원들과 함께 요리사, 운전기사가 동행한다.
23)

작업인부의 경우 대부분 대학의 고고학, 인류학과 학생들로 충원된다 .
여기서 발굴현장에 전문 운전수가 동행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정표
나 지표상 별다른 표식이 없는 비포장도로를 오로지 GPS좌표와 지리정보만으로 유적을
찾아가야하기 때문에 대개 연구기관별로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해 온 전문 운전수가 있다.
한편, 조사에 동원된 모든 인건비 재원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조사요원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정해진 월급 이외에 야외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주재비(출장비) 명목으로 추가수
당을 지급받는다. 또한 요리사, 운전기사, 작업인부 등에게는 용역비 항목으로 지급된다.

4) 발굴의 허가와 취소
발굴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대체로 동일하다. 시행규칙 제2장 제3
조 2항~4장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발굴자는 착수 1개월 전까지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 3. 조사방법 및 내용, 4.
조사단의 명단, 5. 조사기간,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사계획
서를 자문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발굴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발굴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인지세를 문화부 은행계좌로 납부해야한다.
발굴 종료 후에는 조사구역을 복토하고, 약보고서를 해당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

23) 대부분 학생들로 충원되는데, 2001~2010년까지 울란바토르대학이 주도한 흉노 골모드Ⅱ(발가슨 탈) 고분군 발굴에서, 1호 대
형고분의 경우 직경 11m, 깊이 16m 육박하는 규모였다. 중장비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봉토 및 충진토 제거 등의 작업에 200여
명의 대학생 이외에도 2개 사단의 군인이 동원된 특이한 사례이다(에르드네바타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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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토유물은 출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관청이나 울란바토르의 문화재 등록부처
에 신고하여 유물등록을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간 발굴조사가 허락되지
않는다.

5) 국외 공동학술조사에 관한 규정
몽골은 고고학 성립 초기부터 세계 각국과의 공동조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국외연구
기관 및 연구자의 조사허가에 관한 내용이 문화재 법령에도 규정되어있다. 첫째로 몽골
의 시행규칙 제3장 제1조 5항에 근거하면 몽골에서 조사를 희망하는 국외 연구기관은 조
사 진행에 앞서 반드시 몽골의 학술연구기관과 연구협정(MOU)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또 제5장 제4조에 근거하면 국외연구기관이 조사허가를 받으려면 일정금액을 관청에
납입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2. 고고학조사의 절차
주지하듯 고고학조사는 ［지표조사］-［발굴조사］-［실내작업］의 순서로 진행된다. 몽골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방법론』이나 『보고서
작성 매뉴얼』과 같이 세부 내용을 정리하거나 매뉴얼이라 부를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시
24)

피 하다 . 대부분의 몽골 고고학자들은 발굴 현장에서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체득하고,
소속기관에서 추구하는 연구방향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각 기
관별로 관심을 갖는 유적의 성격이나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대상국가가 조금씩 상이하고
25)

그에 따라 방법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

1) 지표조사
몽골에서도 일반적인 지표조사의 방법(집중/광범위 지상탐사, 항공촬영 등)을 취하고
있다. 국토면적이 넓고 초원, 사막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조사지점의 좌표와 경관

24) 몽골 국립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에르덴바트 교수는 대학강의교재로 『고고학 기초 연구 방법론』(2012)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한
국 고고학 강의』처럼 시대별로 고고학적 특징을 서술하고, 고고학 및 인류학 이론도 덧붙여 개괄하고 있다. 대상독자가 고고인류
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과 학계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를 위한 지침서로 보기는 어렵다.
25) 몽골 내 각 학술연구기관별로 주력사업 및 공동조사 국가가 상이하다보니, 해당내용에 맞게 분화ㆍ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몽골과
학원 고고학연구소는 구석기, 흉노고분 및 도성, 중세도성, 문화재보존처리 등 고고학 전반에 주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연구기
관이다. 미국,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등 20개국이 넘는 나라와 공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문화재연구센터의 경우 문화재
보존, 정비, 복원 등에 집중하고 있고 주로 한국, 일본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몽골 국립역사박물관의 경우 사슴돌, 내몽골
지역의 흉노고분조사, 문화재보존처리 등을 공동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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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 현지 주민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인력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소규모일 경우
2~3인, 대규모일 경우 8~12인으로 구성된다. 지표조사 후에 반드시 기록해야할 사항은
1.유적번호, 2. GPS좌표, 3. 지형(산세, 물산의 풍부도), 4. 유적의 규모, 5. 지표유물 수습
정황 및 번호, 6. 약식 도면과 기술 등이다.

<그림 10> 지표조사 장면(사진: 에렉젠)
몽골-미국공동조사 ‘북몽골’프로젝트(1996~2000) 에깅골(Egiin gol) 강 유역일대 지표조사

또한 넓은 면적에서 효율적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지 선정에 물리탐사와
항공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카라코룸 도성 유적의 조사의 경우 독일 조
사팀과 함께 물리탐사로 가마유구를 확인하고, 발굴을 추진하였다(그림 12). 또한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유적의 위치나 규모를 확인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1> 지표조사 보고서 도면(에르덴바트 2012: 269 재인용)
1997년 볼간 아이막 호탁운드르 솜 바양골 몽골, 미국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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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표 물리탐사 결과로 발굴추진한 사례
(에르덴바트 2012: 280 재인용) 몽골-독일 공동 카라코룸 도성 유적의 가마터 조사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학술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업인부는
각 대학의 고고, 인류, 역사 전공학생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사단은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몽골 단독, 몽골 내 연합, 몽골-해외 공동조사의 형태로 구성된다.
몽골에서도 구제발굴과 학술발굴이 모두 행해진다. 구제발굴의 목적과 사용 경비 등은
한국과 사정이 비슷하다.
한편, 학술발굴의 경우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된다. 대규모 발굴 가
운데 2011년 울란바토르 대학 고고학과의 주도로 실시한 골모드-Ⅱ(발가슨 탈) 흉노귀족
무덤 발굴을 언급할 수 있다. 몽골 내 고고학, 역사학과 학생 100여명과 대거 군인들을 동
원하여 조사를 완수했고, 온전히 몽골 인력과 기술로만 발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26)

또한, 오늘날 발굴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휘 나 발굴방법에서 러시아 고고학의 잔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록 몽골 고고학 성립초기 소련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영향을 받
았다 할지라도,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들과 교류·접촉하며 현지 환경과 수준에 맞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가령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인공층위 발굴을 하지만, 몽골은 한국
에서의 조사방법과 거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된다.

26) 삽, 흙통과 같은 간단한 발굴 도구에서부터 토층, 유구, 단위표현 등 고고학 용어뿐만 아니라, 텐트, 침낭 등 발굴에 필요한 생활
용품까지도 모두 몽골어로 사용되며, 러시아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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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실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동조사 국가
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서구권(독일,
러시아 등)과 공동발굴일 경우 전문 화공을 고용하고
한국이나 일본과 함께 조사할 경우 방안실측을 한다.
이외에도 GPS, 레벨, 트랜싯 등 측량기구를 이용
해 측량하고, 사진촬영에는 헬리캠이나 드론 등 항
공촬영장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3) 실내작업

<그림 13> 몽골과학아카데미 – 한국
국립중앙박물관 공동
‘몽솔’프로젝트(1997~현재)

(1) 보고서 작성 및 발간
원칙적으로 보고서는 행정보고서용 성격을 띠며,
별도로 배포하지 않는다. 몽골의 시행규칙 제3장
제1조 1항에 근거하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행정
기관에 보고용으로, 나머지 1부는 발굴기관 보관용
으로 소지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보고서의 내용은 1. 조사지역 개황, 2. 조사 연구
사,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 5. 참고문헌의 순서로 집필
되며, 본문 기술 후 유적조사카드를 첨부한다(그림 15).

<그림 14> 1972~1973년 찬드만
올(울란곰) 유적 보고서의 도면(체벤도르지
1972에서 발췌 편집)

학술보고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 조사경위, 2.
조사내용, 3. 사진, 4. 실측도 5. 조사결과를 골자로 집필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이 가감된
다. 1960년대에는 본문과 도면 모두 수기로 작성했으며, 1970~1980년대 말까지 본문은 활
자로, 도면은 손으로 그린 원본을 삽입하기도 했다(그림 14). 한편, 9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과의 대규모 공동사업이 급증하면서, 발굴에 필요한 기술장비, 발굴법, 보고서작성법
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직까지 통일된 보고서의 체계 및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함께 조사한 나라의 양식을 참고하고 장점을 수용하여 변모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대규모 공동조사를 수행한 경우 몽골어와 공동 참여한 해당 국가의 언어, 영어 세 가
지 판형 중에서 선택하여 보고서를 출판한다(그림 16).
보고서의 배포 및 원문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필요한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골모드, 노용올 흉노 귀족묘처럼 대규
모의 학술발굴이 진행되면서 그 성과를 대중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판매용 보고서로 출판하
27)

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같은 서적의 경우 연구소나 몽골 시내 주요 서점에서 구입가능하다 .
27) 보고서의 입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자료실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80~90년대 초 보고서 같은 경우도 pdf가 없어
원본으로 보아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최근 들어 각 연구기관마다 오래된 자료의 디지털화 및 DB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자
료 접근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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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행정보고서에 첨부된 유적조사카드의 예(아마르툽신 외 2013: 27, 본문에서 번역수정)

몽골 고고학조사의 특징과 현황 235

<그림 16> 각국의 언어로 출판된 공동조사 보고서들

<그림 17> 최근 보고서의 도면: 골모드-Ⅱ 보고서(에르덴바타르 외 2015에서 발췌편집)
1. 골모드-Ⅱ 고분군 평면도, 2. 1호묘 입단면도, 3. 6호 배장묘 입단면도,
4. 7호 배장묘 입단면도, 5. 5호묘 출토유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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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의 제도와 복원
유물 실측은 대체로 러시아식을 따르고 있다. 계
측은 하되, 그림 묘사에 가까운 느낌이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부터 한국, 일본과의 연구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양국의 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분
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공수해
온 도구로 실측을 하고 스캔한 뒤, 일러스트레이터
로 로트링 작업을 한다.
유물의 복원과 보존처리에 관해서도 한국, 일본의
학술기관 및 대학의 도움을 받아 배우고 있는 단계
이다. 비정기적으로 몽골 소재 연구기관의 보존처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보존처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문화재보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
공학과가 없고, 해외 기술 및 인력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많은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8> 유물실측과 사진촬영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일부. 일본의 토기실측법을
소개하고 있다.

Ⅳ. 맺음말-몽골 매장문화재 조사의 전망을 겸하여
이상으로 몽골 고고학이 어떤 학문적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해왔으며, 실제 발굴에서
보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조사가 이루어지
는 곳이 몽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지어를 이해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고, 제대로 된
개론서도 많지 않다. 본 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은 외형적으로는 같은 사회주의권
인 소련의 영향이 강해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방법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 달리 실제 몽골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의 후예이기 때문에 몽골문화
의 원형을 곧바로 조상들의 역사로 인식하는 확대된 민족사의 인식이 강하다.
또한, 문화재조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 역시 매우 이질적이다. 광활한 영토에 비해 상대
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유적 파괴는 비교적 적은 듯하다. 대신에 조사
의 규모도 적으며, 조사기간도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
로 하는 투브 아이막과 알타이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투브 아이막의 경우 울란
바토르에서 접근이 용이하며, 알타이는 유라시아 고고학의 중심인 알타이 지역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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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몽골 동부지역이나 남부 고비사막지역에서는 유적
의 조사가 적다. 아울러 유목문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지만, 주거지의 조사가 극히 제
한적이며 암각화와 고분의 조사가 주를 이룬다. 주거지의 경우 성지 내의 건물지 조사가
대부분일 뿐, 온대지역의 고고학에서 보이는 주거문화층의 조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
런 모든 유적들은 외형상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트렌치를 넣어서 유
적을 확인하거나 하는 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황량한 조건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층의 중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물리탐사를 하면 그 결과물은 뚜렷하게 나온다.
그리고 구글 지도과 같은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매우 좋아서 흉노 성지나 고분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상당한 정확도로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앞으로 측량기술
이 계속 발달할 것인 바, 아마 가장 효율적인 고고학적 방법이 몽골 고고학을 통해서 개
발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몽골의 고고학은 디지털의 기술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달할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래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자세를 취하
고 있다. 막연하게 20세기의 모습만을 떠올리면서 몽골고고학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몽골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적
인 유목문화와 언어의 장벽 탓에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몽골의 고고학은 낯설고,
러시아와 유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상이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초원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하는 몽골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들은 고고학의 발달 초기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공동조사를 통해 노하우를 체
득하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몽골 고고학의 특징을 다변적이고 국제적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이합집산하며 성장해 온 유목민족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아직 몽골 고고학은 발전단계에 있어 여러 나라의 기술원조를 받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오랜 공동조사의 노하우와 빠른 습득력과 국제적인 개방
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20년 간 한국 고고학에서 몽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몽골은 한민
족의 기원탐구를 위해 혹은 한국고고학의 국제화 경향에 응하여 진출할 만한 대상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는 반드시 올바른 배경지식을 통해 문화의 이해를 다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몽골은 세계사적 중요성에서도 동북아시아
의 역사와 물질문화 이해를 위한 중요한 연구대상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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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고고학은 한국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
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를 통해 몽골고고학을 보다 객관적,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017.10.11) ▶심사완료일(2017.10.17) ▶게재확정일(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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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of Surveys
in Mongolian Archeology
Han Jin-Seong
(Department of History at Kyunghee University)

Gelegdorj EREGZEN
(Institute of History and Archaeology at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 of archeological surveys in
Mongolia, the academic backgrounds of their 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procedures and processes of excavation surveys, thus building a framework to
perceive and understand Mongolia's archeology in an objective manner. Mongolia is one
of the most active regions in Eurasia in terms of joint overseas surveys. It holds such great
importance not only for its significance in the archeology of Eurasia in the world history,
but also for its geographic location to represent the globalization of Korean archeology
that is emerging in the Korean academic circles. Mongolia has a small population for its
vast area, and its summer is dry and short. Given those conditions, outdoor surveys are
conducted in grassland or deep in the mountains. The natural environment of Mongolia
exposes people to much higher risks of natural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than South
Korea and imposes many limitations o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arrying out a survey.
The archeology of Mongolia made academic growth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ist states
including Russia on the outside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end of the 20th
century. On the inside, however, they made an inquiry and conducted an archeological
survey on the origin and history of Mongol people, thus establishing their own identity.
They started to do even more active joint surveys with nations around the world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order and the changes to the identity of the Mongolian state in the
1990s and have increased their international capabilities based on the know-how they
have obtained in the process. These multilateral and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are well
reflected on the country's legislations and practical procedures to conduct a survey on
buried cultural assets. Now is the time to grow out of the old prejudice that Mongolian
archeology will be similar to Russian archeology. Going through various changes, it has
similar survey methods to South Korean archeology in very many aspects and especially
shares a common trajectory of establishing people's identity by connecting material culture
to history. They have enough potential to make exponential development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modern technologies, in which aspect prior knowledge about Mongolian
archeology will propose a shortcut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joint surveys between
South Korea and Mongolia in the future.
Key words : Mongolian archeology, joint survey, excavation, globalization, digital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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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유적의 존재 여부를 탐색하기 위한 시굴, 예비조사를 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제5조 시굴, 예비조사, 유물 등을 구제하는 작업에 요구되는 경비는 본 규칙 제2장 제4조에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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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기업이 부담한다.
제6조 꼭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는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의 진행과정,
기술적 측면, 수행내용, 보고서 작성에 전문 연구원들로부터 구성한 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제3장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기관 및 조사요원의 의무
제1조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기관 및 조사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기관 및 조사연구원은 해당 업무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 지침으로 삼는다.
2.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기관 및 조사연구원은 업무 착수 이전에
해당지역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발굴조사, 연구조사의 목적과 의의를 밝힌다.
3.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기관 및 조사연구원은 야외조사 보고서를
이듬해 상반기까지 제출하며 사진을 포함하여 총 2부를 제작하고, 해당 기관의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와 회의록을 포함한 1부를 자문위원회에 발송한다.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4. 자문위원단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제출한 다음 과학, 기술적 문제를 담당한
국가기관의 중앙부처로부터 임명받은 신원보증인들에게 보낸다.
5. 국외 학술조사 기관이 몽골 지역에서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몽골 국내의 학술조사기관과 연구협정(MOU)을 체결한다.
6. 몽골 지역에서 고고학, 고생물학적 공동조사를 진행한 국외 학술조사기관, 국외 연구자는 몽골의
학술조사기관, 연구자들과 함께 사전 동의서에 본 조사 결과로 책을 발간하여 종합한다.

제4장 고고학, 고생물학적 유물의 보호와 관리
제1조 고고학, 고생물학적 유물의 등급을 지정하고 박물관으로 이관하며, 공동 조사 문제 협약을
맺는다.
제2조 고고학, 고생물학적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면, 국가 박물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한다.
제3조 보물 및 기념물로 지정된 유물, 사적 관리 조건을 갖춘 국가박물관 혹은 아이막 박물관으로
이관한다.
제4조 국가박물관, 아이막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방법 이외에도, 유물을 발견한 국가소유
학술조사기관의 수장고에 보존할 수 있다.
제5조 고고학, 고생물학적 모든 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은 관련 유물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조 본 규칙의 제2장 제3조 2항, 제2장 제3조 3항, 제2장 제3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한 학술조사기관은
2년 간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
제2조 이들 규칙을 위반한 자들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3조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실시에 관하여 교육문화과학부의 명령으로
발급한 허가인지세를 「몽골허가승인법」 제15장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흐바타르 구청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244

제30호

제4조 국외학술조사기관, 연구자와 공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를 하는 몽골의
학술기관은 허가를 받을 때 150,000투그릭을 교육문화과학부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이것은
자문위원으로부터 발굴조사, 학술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감독과 평가, 위법의 방지, 조정, 유물
보존을 위해 사용된다.
附 記 : 제5장 제4조 “국외학술조사기관, 연구자와 공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를 하는 몽골의
학술기관은 허가를 받을 때 150,000투그릭을 교육문화과학부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이것은
자문위원으로부터 발굴조사, 학술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감독과 평가, 위법의 방지, 조정, 유물
보존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규정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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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과학부
2010년 5월 18일
제222호 명령 제2호 부칙

고고학, 고생물학 분야 자문위원 업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과학, 기술적 문제를 책임지는 국가행정중심기관 인근에 고고학, 고생물학적 분야의 자문위원이
업무를 맡는다.
제2조 자문위원은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실시를 허가, 조정, 통제, 평가의
책임을 맡는다.
제3조 자문위원단의 구성, 업무 규칙은 과학, 기술적 문제 담당 부처의 회원이 비준한다.

제2장 자문위원의 책임과 의무
제1조 자문위원은 이하의 의무를 가진다.
1.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를 전문적, 방법론적인 감독(지시), 조정을
한다.
2. 몽골의 “문화재보호법” 및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규칙”을 업무의
지침으로 삼는다.
3. 학술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계획일정을 평가한다.
4.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5.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의 종합보고서를 관련 기관에 발송한다.
제2조 자문위원은 이하의 권리를 가진다.
1. 몽골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고학, 고생물학적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업무의 기술적
측면, 진행과정, 보고서 작성, 발굴한 유적의 복원상태를 감독하고, 평가한다.
2. 자문위원단의 허가 없이 고고학, 고생물학적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3장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 자문위원단의 전적인 업무는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문위원은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의 자료는 서기장이 3주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한다.
제2조 자문위원회의는 행정기관장이 주관한다.
제3조 자문위원회의는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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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과학부
2010년 5월 18일
제222호 명령 제3호 부칙

고생물학 분야 자문위원 명단

직위

이름

소속

자문위원장

U.Sukhbaatar

교육문화과학부 과학기술청장

자문위원

N.Naranzun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청장 권한대행

Z.Oyunbileg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청 상급연구원

R.Barsbold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생물학연구소장

Kh.Tsogtbaatar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생물학 중심연구실, 박물관장

Ts.Tsendsuren

전문감독원 문화재감독 국가상급조사관

N.Soninkhishig

몽골국립대학교 식물학과 학과장

S.Chuluun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장

S.Munkhuulei

교육문화과학부 문화과학부

G.Enkhbat

몽골 문화재연구센터장

J.Tsogtoh

교육문화과학부 과학기술청 연구원

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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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과학부
2010년 5월 18일
제222호 명령 제4호 부칙

고고학 분야 자문위원 명단

직위

이름

소속

자문위원장

U.Sukhbaatar

교육문화과학부 과학기술청장

자문위원

N.Naranzun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청장 권한대행

D.Tseveendorj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장

Ts.Tsendsuren

전문감독원 문화재감독 국가상급조사관

Sh.Bira

국제 몽골학 연합 총서기장

A.Ochir

유목문명연구 국제프로젝트 책임자

S.Chuluun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장

B.Tsogtbaatar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분과장

U.Erdenebat

몽골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고고학-인류학과 교수

故 D.Bayar

울란바토르 대학교 사회과학부 고고학과장

B.Davaatseren

문화재연구소 역사문화유산 책임연구원, 고고학자

S.Munkhuulei

교육문화과학부 문화과학부서 책임연구원

J.Togtokh

교육문화과학부 과학기술청 연구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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