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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영국 취락유적의 조사 및 보고의 관점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영국 매장 문화재 관리 시스템의 통시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취락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발굴조사 및 보고의 전략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공익보다
중시하는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영국의 독특한 법제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발굴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유되는지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영국 취락유적의
실제 발굴조사 및 보고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영국만의 독특한
관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취락유적에 대한 세부 발굴기법,
유구 및 유물 기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표현, 그리고 해석의 범위와 심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발굴의 정황을 가진 세 곳의 유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는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Danebury Hill Fort)으로, 국가 보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유적은 20년에 걸쳐 기획발굴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콘월 지방의
트레모(Tremough) 대학 캠퍼스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 흔적 등으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이 유적에 대해서는 영국 고고학의 전형적인 소규모의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유적은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로, 중석기시대부터 로마 점령기 이후까지
인간 거주의 흔적이 확인된 이 유적은 대규모 구제발굴의 대상이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구제발굴은 국토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른 영국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듯
그 발굴의 목적과 과정이 서로 달랐던 세 곳의 취락유적에 대한 분석은 한국고고학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영국 고고학, 취락유적, 매장 문화재 관리 시스템, 발굴, 보고서,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 콘월 지방 트레모 유적, 히스로 5번 터미널 부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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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영국의 선사시대 유적이라 하면 흔히 스톤헨지와 같은 거석 기념물을 떠올리겠지만, 취
락유적이야말로 영국 고고학의 발굴조사 여건과 매장문화재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이다. 즉, 지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는 토축 혹은 석축 건축물과는 달리, 지하에 그
모습을 숨기고 있는 옛 취락의 흔적은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며, 그 자
료에 대한 후속 조치야말로 해당 사회의 매장 문화재 처리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진행되는 취락유적에 대한 조사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조사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
어진 취락유적의 발굴 사례들을 보면, 거시적인 연구계획을 가지고 조사가 10여년에 걸
쳐 꾸준히 진행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조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
고 보고도 아주 간략하게만 진행된 경우도 있다. 또한 취락에 대한 발굴이 소수의 주거지
와 수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취락을 품고 있는 경관 전체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최근에 와서는 先조사-後해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사자가 현
장에서 취락에 대한 발굴과 해석을 병행하는 실험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의 이러한 다양성은 영국 고고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적 사례를 통해 영국 취락유적의 조사 및 보고의
관점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먼저 영국 고고학이 경험한
발굴조사 시스템의 변화와, 그와 궤를 같이 했던 보고 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
겠다. 이를 통해 영국 고고학의 독특한 발굴 전략과 보고 방식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등
장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본고의 제Ⅲ장에서는 ‘데인베
리 고지성 방어취락(Danebury Hill Fort)’, ‘트레모(Tremough) 대학 캠퍼스 내 유적’, ‘히스
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유적’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국 고고학의 다양한 취락유적
조사 및 보고의 관점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세 취락유적은 서로 다른 규모
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굴조사 시기와 계기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본
고에서 소개될 영국 고고학의 조사나 보고의 방식 중에는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듯 영국 고고학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발굴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연구자들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점이나 방법에 대해 비교평가를 하고, 또한 새로
운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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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국 고고학의 매장 문화재 관리 시스템
1. 매장 문화재 보호의 원칙
영국은 발굴의 역사도 길도 문화재 보호의 역사도 길다. 영국에서 발굴조사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윌리엄 스투클리(William Stukeley)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야외고고학
자(first field archaeologist)’로 불리는 스투클리는 과거를 탐색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한 고고학자로(Schofield et al. 2011: 25-7), 특히 봉분묘의 발굴에 집중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에서는 봉분묘에 대한 발굴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봉문
묘 파는 사람들(barrow diggers)’이라 불리는 자들의 활동으로 ‘발굴조사’는 야외고고학의
주된 방법론으로 정착되었다(ibid: 27-8). 한편, 이러한 발굴 (혹은 파괴) 활동과 궤를 같이
하며, 봉분묘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1882년 고대기념물 보호법(The 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 1882)’이 제정
되었는데, 이 법규는 영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최상위법에 해당된다. 즉, 후손을 위해 보
존되어야할 고대 기념물을 비롯한 중요한 유적들을 ‘선정’하고, 그 ‘선정 기념물’(scheduled
monument)을 국가의 보호권 아래 두고 보호·수리·관리한다는 원칙은 이 법규를 통
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매장 문화재 보호
를 위해 다양한 법규가 제정되었다. 특히 ‘1979년 고대기념물과 고고학 지역 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에 의거하여 ‘기념물’의 정의가 현대 고고
1)

학자들이 동의할만한 범위로 확대되면서 매장 문화재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
호가 가능해졌다. 오늘날 이 법규를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는 영국의 문화재는 3만
여 기에 달한다.
물론 문화재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훼손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의 토지 소유 방식의 특성상, 대부분의 문화재는 사유지 내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사유
지 내에서 일어나는 ‘선정 기념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
다는, 토지 소유주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선정 기념물 변
경 허가(Scheduled Monument Consent(SMC))’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의 승인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다시 말해, 영국에서는 변경 허가를 쉽게 승인하지 않는 방식

1) 1979년 고대기념물과 고고학 지역 법 제 6조 제7항에 나와 있는 ‘기념물(monument)’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땅 위 혹은 아래에
존재하는 건축물, 구조물, 인공물(work)을 비롯하여 동굴과 발굴 중인 대상, (b) 이러한 건축물, 구조물, 작품을 비롯하여 동굴과
발굴 중인 대상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유적, (c) 탈것·배·비행기 그리고 이동 가능한 물체 중 위의 (a)에 의해 기념물로 규정된
인공물을 구성하거나 그 일부를 이루지 않았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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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 기념물’에 대한 보호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문화재 보호 전
략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식 사고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
런데 이러한 영국의 문화재 보호 전략으로 인해 ‘선정 기념물’일지라도 SMC 허가를 받는
다면 발굴조사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발굴이라는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 예상되는 정보
가 선정 기념물에 가해지는 불가피한 훼손을 상쇄시킬만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
다. 이렇게 SMC 허가를 받고 선정 기념물을 발굴한 경우가 바로 본고에서 살펴볼 데인베
리 고지성 방어취락의 사례이다.
그러나 ‘선정 기념물’은 확인된 전체 문화재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정 시대 및 지
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미래에 선정
될 가능성이 있는 비선정 기념물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기념물 보
호 프로그램(Monuments Protection Programme)’을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그간 지자체별로 축적되었던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물을 수합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200여 개의 ‘기념물 형식(monument class)’을 설정한
2)

3)

다음에 , 각 ‘기념물 형식’의 특징을 규격화된 틀에 맞추어 기술하였다 . 그 결과 생성된
자료는 매장 문화재의 관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Breeze 2006).

2. 매장 문화재의 발굴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발굴의 역사는 매우 길다. 초기에는 고고학에 관심 있는 부유
한 개인이나 박물관, 대학 등과 같은 기관에서 학문적 궁금증을 풀 목적으로 발굴을 진행
했다. 피트-리버스 장군(General Pitt-Rivers)이 자신의 사유지 내에 위치한 크랜본 체이스
(Cranbourne Chase)를 발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 노출된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도 종종 이루어졌는데, 폭풍우로 밤새 해안가 모래가 벗
겨지면서 노출된 스카라 브레이(Skara Brae) 신석기시대 마을에 대한 고든 차일드의 발굴이
이러한 사례가 되겠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소위 ‘구제발굴(rescue archaeology)’
이라고 부를 만한 발굴이 영국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은
박물관이나 대학에 보내졌을 뿐이고, 그 자료의 중요성이 인정되면 종종 전문 연구자나 취
미 고고학자(amateur archaeologist)들이 공사 현장의 백더트를 뒤적거렸다(Evrill 2009: 159).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고고학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전시 상황에서

2) 여기에서의 ‘기념물’이란 앞의 각주 1에서 제시된 정의를 따른다.
3) 이를 ‘class description’이라 하는데, 각 기념물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① 사용 시기, ② 구성 유구 특징,
③ 분포범위 및 지역적 편차, ④ 희소성, ⑤ 현재 잔존 양상 및 미래에 추가적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⑥ 다른 기념물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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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사 시설이 개발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실제 구제발굴이 처음으로 시행
되었다. 전쟁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와는 도시 재개발 및 도로망 정비에 따른
대규모 건설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매장 문화재는 빠른 속도로 파괴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 고고학회 소속의 고고학자들은 자
원봉사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만이라도 최소한의 기록을 위한 구제발굴에 앞장서게 되었
다. 하지만 매장 문화재의 파괴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자원봉사단에 의존하는 이러한 시
스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1971년에 ‘레스큐: 영국 고고학 재단
(RESCUE: The British Archaeological Trust)’라는 이익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의 주
된 목적은 구제발굴을 위한 예산의 확보였다(Schofield et. al 2011: 36).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에 고용된 전문 야외고고학자의 주도 아래 구제발굴이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지자체별로는 지역 단위 발굴 기관(local archaeological unit)
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들에 의해 고용된 지방 공무원 고고학자들이 구제발굴을 담당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발굴 ‘인부’ 대한 예산 집행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1970년대 영국 경제의 둔화로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
나로 한국의 고용안전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력 제공 위원회(Manpower Services
Commission)’에서 비숙련 실업자를 발굴장 인부로 파견하고 그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프
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후 이렇게 고용된 현장 인부들은 영국 야외고고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으며, 1986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고용된 인부 1800여 명의
구제발굴에 투입되었다(Evrill 2009: 159-60). 참고로 1984년부터 1991년 사이에 진행된
서튼 후(Sutton Hoo) 유적의 봉분묘에 대한 발굴이 이러한 성격의 인력을 활용한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한다(Sayer 2014: 59). 한편, 1975년에는 국가 중앙 부처인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산하에 ‘중앙 발굴 기관(Central Excavation Unit)’이 설립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의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이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 등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
4)

는 전국의 구제발굴을 담당하게 되었다(Schofield et. al 2011: 36) .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영국 정부는 IMF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심각한 재정 악
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1979년에 마가렛 대처(Margret Thatcher)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
권하면서 영국 경제는 극심한 긴축 재정에 돌입하였다. 그 영향으로 정부 재원으로 진행
되는 모든 발굴 예산은 새로운 방식으로 집행되기 시작했다. 즉, 예전에는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전체 예산 안에서 구제발굴 비용이 해결

4)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발굴을 담당하는 ‘야외고고학자’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IFA’라는 이름의 기관이
설립되었다. IFA는 원래 ‘Institute of Field Archaeologists’의 약자였으나, 현재는 ‘Institute for Archaeologists’의 약자로
이해되고 있다(Schofield et. al 20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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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면, 이제는 특정 발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미리
계획해서 올리는 ‘프로젝트식 예산 집행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집행 방식은 국가 재
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했다. 또한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예산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발굴 예산을 경쟁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의 시초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후자
는 이후 구제발굴의 예산 확보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국에서는 구제발굴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하지
만 놀랍게도 개발의 필요조건으로 매장 문화재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은 1980년대 말
까지도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물론 1960년대부터 지자체에서는 지방 고고학자
(county archaeologist)를 고용하여 개발로 인해 훼손될 위험이 있는 해당 지역의 ‘유적 및
기념물 대장(Sites and Monuments Records)’을 조성 및 유지하고, 구제발굴을 관리감독이
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 없이는 개발에 앞서 매장 문화재를
제대로 발굴조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영국 정부 발간 보고서에 의
하면,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파괴된 매장 문화재의 사
례는 100,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http://www.appag.org.uk/future_arch_services_
report_2014.pdf :19).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매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개발의 선행 조건
으로 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영국에서의 구제발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를 가져온 것이 ‘1990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의 제
정이다. 오늘날 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법규에서
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10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을 수
립할 것을 규정했는데, 종합개발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built
environment)의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이었다(문화재청 2014: 235). 한편, 이러한 ‘1990년
도시 및 농촌 계획법’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
칙을 담고 있는 ‘계획정책 안내(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PPG)’가 만들어졌는데, 이
안내는 성문화된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개발 방향을 수립할 때 가장 우
선적으로 감안해야 하는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중 특히 ‘16번 안내(PPG16)’가
영국 고고학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6번 안내’의 핵심적이 내용은 개발에 앞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에 대한 강조로, 개발 계획 과정에서의 매장 문화재 보호를 추구했다. 즉, 지자체에 제출
된 개발 관련 계획안에는 해당 개발 구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장 문화재에 대
한 피해를 막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어야 하며, 매장 문화재를 원
래 자리에서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굴을 통해 기록으로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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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16번 안내’는 유적지의 보호 및 개발과 관련
이 있는 구체적인 조언 여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그중 구제발굴과 관련해서 가
5)

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조언은 다음과 같다 :
“개발 담당 부서에서 개발 허가를 내기에 앞서 개발업자가 [고고학적] 잔적에 대한 발굴
과 기록을 위한 충분한 대비를 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납득 가능한 만한 행동일 것이
다. 이러한 발굴과 기록은 개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 담당 부서에서 고고학자의
자문을 받아 조성한 발굴 개요를 따라야 한다.”
(DoE 1990: 25번째 문단)
이로서 영국에서 매장 문화재가 개발 대상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구제발굴
이 필수 사항이 되었고, 그 비용도 국가가 아닌 개발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이후 ‘오염자가 지불하는(polluter pays)’ 원칙으로 명명되기도 했다(Graves-Brown
1997). 그런데 이렇듯 개발업자가 발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구제발굴은 일종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착되었고, 사설 발굴 기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5년을 기준으로 영
국에는 121개의 발굴 기관에 소속된 2100여명의 고고학자들이 구제발굴을 진행하였다
(Everill 2009: 162).
최근에 영국에서는 ‘구제발굴’이라는 표현 대신 ‘개발업자 주도 고고학(developer-led
archaeology)’ 혹은 ‘개발업자 지원 고고학(developer-funded archaeology)’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발굴이 ‘연구발굴’ 혹은 ‘기획발굴’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
는 장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0년에 ‘16번 안내’가 시행된 이래로
그 이전까지는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 밖에 놓여 있던 지역과 경관과 시대의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로써 고고학적 지식의 공백 지점들이 메워진
측면이 있다(Moore 2006: 2). 사실 ‘개발업자 주도 고고학’이 ‘연구발굴’ 혹은 ‘기획발굴’보
다 질적으로 낮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이러한 성격의 발굴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종
이책으로 출간되는 단행본 성격의 발굴보고서가 의무 사항이 아닌지라, 발굴조사 자료
는 행정보고용 보고서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 영국 고고학에서는 이를 ‘회색 문헌(grey
literature)’이라고 부른다 – 학계에 널리 배포되기 보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적 및 기념
물 대장(Sites and Monuments Records)’에 포함되거나, 개발업자 및 발굴 기관의 아카이브에

5) PPG16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2014년에 발간한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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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될 뿐이다(Chadwick 2004: 6). 이러한 상황은 보고서의 성격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
칠 수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영국 고고학은 개발업자 주도 고고학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3.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성과의 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발간 보고서의 증가
와 보고서 출간 비용의 증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나온 것이 1975년의 ‘프레르 보고서(Frere Report)’이다. 이 보고서는 고고
학자가 자신이 진행한 발굴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영국 고고학의 상황
에서 구제발굴의 모든 사항을 기록한 단행본 형태의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였다(Frere 1975: 2).
프레르 보고서에 의하면, 고고학 발굴조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그 심도를 달리
하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기록물(Level I recording)’은 유적 그 자체와 그
곳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이 된다. ‘2단계 기록물(Level II recording)’은 현장일지, 현장에서
작성된 유구 도면, 현장에서 입력한 유물 관련 정보 대장,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3단계 기록물(Level III recording)’은 조사된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된 아카이
브로 유구, 층위, 유물, 환경 자료 등에 대한 완벽한 설명과 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4단
계 기록물(Level Ⅳ recording)’은 도면 등을 포함하는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고고학의 보고서에서 ‘3단계 기록물’과 ‘4단계 기록물’을 제시하
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나, 만약 ‘3단계 기록물’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존
재하기만 한다면, 단행본의 형태로 발간되거나 학회지에 실리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4단계
기록물’만 제시하는 것을 용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었다(ibid: 3).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해법은 종이로 출간되는 보고서의 지면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 가져올 수 있으나, 3단계 기록물은 여전히 – 그리고 당연히 – 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기에, 발굴 보고서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미발간 보고서
는 점점 늘어났다. 이후 환경부의 용역을 받은 배리 컨리프는 1983년 보고서에서 ‘전면 발
굴 및 전체 보고’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어 선별 발굴을 주장하고 유구 및 유물에 대
해서도 종합적 검토 수준에서만 보고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공해야 한
다는 주장을 하였다(DoE 1983). 참고로, 본고에서 살펴볼 데인베리 보고서 중 4권과 5권에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컨리프의 안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로 결국 채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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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않았다 . 한편, 배럿(Barrett 1987)은 보고서와 관련된 당시의 문제가 단순히 발굴 보고서의
성격과 발간 형태의 문제를 넘어, 그 보고서 및 아카이브에 수록된 1차 자료를 제 3자가 연
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행정 보고용 보고서와는 별개로, 연구자가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만한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발굴 보고서의 기본적인 틀과 그 배포 방식에 대한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 결과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일단 단행본 형태
로 출간된 ‘제대로 된’ 발굴 보고서의 성격은 그것을 추진한 연구자의 역량과 이론적 관점,
당시 영국 경제와 학계의 상황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소개될 3개의 보고서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데인버리 고지성 방어취락’은 영국 철기시대의 매주 중요한 선정 기념물로서, 그 발
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20년간 진행된 이 발굴에 대
한 보고서는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의 연구 시간을 할애하면서 작성되었
다. ‘트레모(Tremough) 대학 캠퍼스 내 유적’의 경우, 시굴 트렌치 한 곳과 서로 떨어져있
는 세 지점을 대상으로 한 발굴조사의 결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개의 행정 보고용 보
고서의 형태로만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네 차례의 발굴은 영국 선사고고학
의 유능한 연구자 중 하나인 앤디 존스(Andy Jones)가 속해있는 30년 전통의 ‘콘월 발굴
조사 기관(Cornwall Archaeological Unit)’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기 청동기시대
및 그 이후의 취락양상과 금속기 생산 – 콘월 트레모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Settlement
and Metalworking in the Middle Bronze Age and Beyond. New evidence from Tremough,
Cornwall)』라는 제목을 가진 단행본 형태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발
굴 보고서는 한국 고고학의 그것과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유적’의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실험적인 발굴조사 및 보고의 장
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영국고고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이었던 히스로 공항 5번 터
미널 부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영국의 3대 발굴기관 중 두 곳인 ‘웨섹스 발굴조사 기관
(Wessex Archaeology Unit)’와 ‘옥스퍼드 발굴조사 기관(Oxford Archaeology Unit)’이 구
성한 컨소시엄인 ‘프레임워크 고고학(Framework Archaeology)’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론 고고학의 대가인 존 배럿 교수의 자문을 받으며 개발된 이 브랜드에서는 뚜렷한 연
구 과제를 공유하는 고고학자들이 현장에서 조사와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또한 보고
서 작업도 어느 정도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발굴조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즉, 이 브랜드에서는 발굴조사와 보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의 고고학자들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존재하는 자료에 질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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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 발굴 보고서의 ‘고찰’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듯
발굴의 주체와 보고의 주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템즈 강 중류 계곡에서의 경관 진화 -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발굴조사 보고서 1권, 페
리 오크스 지점(Landscape Evolution in the Middle Thames Valley – Heathrow Terminal 5
Excavations Volume 1, Perry Oaks』은 물론, ‘프레임워크 고고학’ 브랜드의 모든 발굴 보고
서 총서의 제1저자는 ‘Framework Archaeology’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참여한 연구자들
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영국에서 ‘단행본 형태’로 발행되는 발굴 보고서의 모습은 다양하다. 하지만 명
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단행본 형태의 발굴 보고서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
실이다. 대부분의 발굴조사 성과들은 여전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부실한 행정 보
고용 보고서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일부 유적의 경우에는 학회지에 논문 형태로 소개된
다. 이러한 발굴 보고서의 열악한 상황은 영국 고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국의 행정 보고용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만을 가지
고 제 3자가 연구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Ⅲ. 영국 취락유적의 조사 및 보고 사례
7)

1.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

1)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의 발굴 개요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은 국가 보호 대상으로 선정된 유적이다. 1969년부터 1988년
까지 20년 동안 매년 연구를 목적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결과 성 내부 공간의 57%가 전면
조사되었다. 이는 영국은 물론 유럽 고고학을 통틀어 고지성 방어취락에 대한 가장 장기
적이고 집중적인 발굴 사례에 해당된다.
철기시대 고지성 방어취락의 표지적 유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데인베리 유적에 대한 발
굴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대영박물관의 프랭크스(Franks)가 1858년에 처음 발굴
조사를 실시한 이후, 데인베리 유적은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다. 하지만 1928
년부터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데인베리에 대한 접근 자체가 통제되다가,
1958년에 햄프셔 지자체(Hampshire County Council)가 그 유적과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고,

7)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추락에 관한 본절의 내용은 다음 자료는 참고하였음: Cunliffe 1984a; Cunliffe 1984b; Cunliffe &
Poole 1991a; Cunliffe & Poole 19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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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는 ‘위락구역(amenity area)’으로 지정하여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그리하여 데인
베리 유적에 대한 현대 고고학의 발굴은 데인베리 성벽의 실체를 확인하고 성벽 내부 철
기시대 문화층의 보존양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1969년에 유적을 가로지르는 긴 트렌치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성벽 내부에 철기시대 문화층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
실과 함께, 당시 유적 전체에 걸쳐 퍼져있던 너도밤나무의 뿌리가 철기시대 문화층을 파
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때마침 수피 괴사 병으로 너도밤나무의 집단 폐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 나무들을 제거하고, 고지성 방어취락의 중요한 지점들에는 잔디를 깔고,
덜 중요한 지점들에는 다시 나무를 심기로 지자체에서 결정을 내렸으며, 이때 새로이 나
무를 심을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
취락은 20년에 걸쳐(1969-1988) 매년 조사 되었는데, 매년 진행된 발굴의 기간은 6주가
넘지 않았다.
데인베리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첫 10년 동안에는 성곽 내부 전체를 관통하는 길이
230m, 너비 30-40m에 정도의 구역과 성곽의 동쪽 출입구 시설 및 그에 인접한 구역에 대
해 조사가 집중되었다. 발굴이 시작된 지 10년째 되는 해인 1978년에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조사내용을 정리하는 3권의 발굴보고서를 발간
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고서 작업에는 결국 4년이 소요되었으며, 데인베리 유적 보고서
1·2·3권은 1984년에야 출간되었다. 두 번째 중대한 결정은 발굴조사의 방향에 관한 것
이었다. 즉, 1978년을 기준으로 그간 10년 동안의 발굴에서는 전면조사(성곽 내부 면적
의 23%)가 이루어졌으나, 차후 5년간의 조사에서는 선정된 구역 내에서 깊이가 얕은 유
구(예를 들어, 주공, 구 등)는 다 발굴하되, 수혈만은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발굴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그 이유는 어차피 개발로 인해 유적이 파괴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 깊이가 깊은 수혈의 경우에는 새로 심을 나무의 뿌리에 의해 수혈 바닥 쪽의 문화층이
손상될 염려가 낮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혈의 10%만 조사하는 전략은 1979-1980
년까지는 유지되었으나, 1981년에는 20%로 상향조정 되었고, 1982년 이후에는 이러한 표
8)

본조사 발굴의 문제점이 명확해지면서 수혈도 전면조사하는 원칙이 재정립되었다. 참
고로 수혈의 표본조사가 이루어졌던 1979-1981년의 발굴조사는 1978년 이전의 조사구역
을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가장 큰 문제는 발굴이 안 된 수혈들의 연대를 알 수가 없어서 유적 전체의 단계별 유구 분포도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Cunliffe & Poo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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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의 발굴조사 구역. 숫자는 발굴조사가 일어난 연도는 의미하며,
첫 10년 동안 발굴된 구역은 흰색으로, 1979년 이후에 발굴된 구역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출처: Cunliffe & Poole 1991: 2, 도면 1.2.)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특히 성벽에 인접한 구역에 조사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기
존 발굴을 통해 성벽에 맞닿아 있는 지점들의 문화층이 유적의 형성과정에 대해 해상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폐쇄
된 남서쪽 출입구의 양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과 1988
년에 성곽의 진입과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유적에 대한 조사가 마
무리 되었다.

2)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의 발굴조사 방법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은 구릉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시설과 그 내부의 생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어시설을 형성하는 것은 세 겹의 토축시설물(earthwork)로,
각각의 토축시설물은 환호와 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 당시 남아있던 토축시설물은
나무에 덮여 있고 훼손의 염려도 적거나(내부 토축시설물)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서
(외부 토축시설물) 성벽을 최소한으로 절개하여 성벽의 구조, 축조 과정, 성벽 축조 이전
의 양상을 파악하는 발굴 전략이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성벽의 동남쪽 한 지점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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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 한 지점은 부분적으로만 절개하여 조사하였고,
내부 토축시설물의 말단부 한 지점을 제거하여 성벽 아
래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그런데 데인베리
에서 발굴요원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성벽 그 자체보다
는 성벽의 출입구 시설과, 특히 서남쪽 출입구가 폐기
된 과정이었다. 그 이유는 고고학자들이 성벽을 연구함
에 있어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성벽축조기술 등이라
기보다는 – 물론, 이것도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 성벽의 통시적 변화양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취락이란 필연적으로 생성-성장-소멸-폐기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쪽 출입구와 남서쪽 출입구
는 집중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동쪽 출입
구 성문시설의 경우에는 7개의 ‘사용 단계’들을 확인할
9)

수 있었고 , 남서쪽 출입구의 경우에는 사용과 폐기의
10)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리하여 데인베리 방어시
설의 ‘역사’를 그림 2와 같이 매우 세밀하게 추적할 수가
있었다.
<그림 2> 데인베리 유적 방어 시설의
통시적 변화 양상
출처: Cunliffe & Poole
1991: 37, 도면 3.25

데인베리 유적 내부의 생활공간에서는 주로 원형 및 장
방형의 주거지와 저장용 수혈, 그리고 소수의 매장용 수
혈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구의 구체적인 발굴 기법은
한국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토양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유구
를 인식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접근의 방식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서두에도 명확히 밝혔듯이, 데인베리에서 고고학자들은 유구를 표
기하고 유물의 출토맥락을 기록할 때 총 6개의 고유기호를 사용했다(표 1 참고). 또한 말뚝
의 흔적도 – 비록 그 안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가 없고 또한 그 개수가 너무 많아서 고
유기호를 정하고 일일이 번호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 인간 행위의 결과로 인식하여 도면에
는 빠짐없이 기록했다.

9) Cunliffe 1984a: 30-37의 도면들 확인.
10) Cunliffe & Poole 1991: 23-33의 도면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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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인베리 유적 발굴 당시 이용된 유구 관련 고유기호(Cunliffe 1984a: 7).
고유기호

해당 유구

영문

P

수혈

Pit

Ph

주공

Post hole

G

구

Gully/Ditch

F

기타 유구

Feature (miscellaneous category)

H

화덕

Hearth/oven

Sl

메꾸어진 트렌치

Slot

하지만 흥미롭게도 발굴 현장에서 활용된 이러한 데이터 수집 체계 내에서 ‘주거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보고서에서도 포착되는데, ‘현존하는 데이터 종
류(range of the surviving data)’를 검토하는 소절(小節)을 보면 ‘주공(post-hole)’, ‘말뚝흔적
(stake-hole)’, ‘수혈(pit)’, ‘구(gully)’, 전 시기에 걸쳐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던 공간인 ‘공
터(open areas)’, 그리고 그 지점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층위가 잘 확인되는 지점인 ‘층위
축적 지점(stratified layer)’ 만이 발굴을 통해 확인된 ‘데이터’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거지’는 무엇에 해당되는가? 바로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들의 조합을 통해 유추되는
11)

‘원형 구조물’ 혹은 ‘장방형의 구조물’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 필자가 보기에 발굴
현장에서 확인되는 과거 인간 행위의 흔적을 이렇게 ‘해석’이 배제된 객관적인 ‘데이터’ 단
위로 접근하는 시각은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데이비드 클라크(Clarke 1978)의 『분석 고
고학(Analytical Archaeology)』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발굴 현장에서 내려
지는 모든 판단에는 이미 ‘해석’ 혹은 ‘유추’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데인베리에서 시도되
었던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발굴 현장에서 수집하는 ‘데
이터’의 범주에서 ‘주거지’가 빠져 있을 경우에 생기는 장점은 주거지와 관련이 없는 인간
행위의 흔적들이 주거지와 관련 있는 흔적들과 동등한 관심을 받으며 조사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공’을 주거지와 관련된 흔적으로 미리 규정하지 않을 경
우, 주거지와 관련이 있든 없든 조사 구역 내의 모든 주공이 동등한 정밀도로 발굴 및 기
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거지와 별개로 나무 기둥이 사용되었던 구조물의 존재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데인베리에서는 ‘원형 구조물’의 하위 범주에서 ‘원형 주거지’
뿐만 아니라, ‘원형 건물’, ‘원형 [개방형] 작업장(working space)’, ‘원형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fenced enclosure)’ 등도 확인되었다.

11)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데인베리 발굴보고서의 편재를 다룬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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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인베리 유적에서는 총 2399개의 수혈이 확인되었고, 그중 1707개가 발굴되었다. 각
수혈은 무작위로 정해진 축을 따라 유구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정하고, 그 선을 기준으로
절반을 먼저 발굴조사하고 단면도를 작성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의 수혈의 경우에는 식물 유존체 채집을 위한 샘플링도 진행되었다
(Cunliffe & Poole 1991a: 153)
‘구’의 경우에는, 설령 과거에 동일한 시설물을 이루었을 것으로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판단될지라도, 일단 개별 단위로 확인되는 구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고유의 일련번호를
12)

매겼고, 보고서에서는 다수의 구 단위로 이루어진 ‘구 복합군(gulley/ditch complex)’에 대
해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범주에서의 ‘공터’는 수혈 분포도 및 주공 분포를 놓고 보았을 때,
유적이 사용되었던 전 시기 혹은 특정 시기 동안 구조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터’ 중 그 모양이 선형이고 취락의 입구와 이어질 경우에는 ‘길’로
해석되었다.

3)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 발굴조사 성과의 보고 방법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을 대상으로 진행된 발굴 보고서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에는 유적 전체 및 유구에 대한 기술이, 제2권에는 유
물에 대한 기술이, 그리고 제3권에는 주변 주변의 경관에 대한 항공사진 자료가 제시되
어 있다. 우선 이렇게 보고서에서 유적·유구 자료와 유물 자료가 서로 다른 권호에 구분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러한 구성이 가능한 이유의 단서는 전체 보고서 시리즈에
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의 영문 제목은 공통적으로 “Danebury: An Iron Age Hillfort
in Hampshire”으로 시작된다. 뒤에는 “The excavations 1968-1978” 혹은 “The excavations
1979-1981”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the site”, “the finds” 등이 나온다. 즉, 이 유적을 무
엇보다도 ‘철기시대’ 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곳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
기시대 이전은 물론, 철기시대 이후의 로마시대, 앵글로-색슨시대, 중세시대 주민의 흔
적이 발견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유적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철기시대 고지성 방어취
락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고서의 저자들이 판단하였기에, 그와 관련이 없는 고고학적 증
거들은 보고서 제1권의 2장 “고지성 방어취락 점유 이전와 이후(Pre- and post-hillfort

12) 본고에서 일단 둘 다 ‘구’로 번역한 ‘ditch’와 ‘gulley’는 서로 다른 형성과정을 가진다. 즉, ‘ditch’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gulley’는 자연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만 과거의 건축물이나 인간 행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옥의 처마 선을 따라 백토 바닥이 일렬로 파인 현상이 이러한 ‘gulley’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되겠는데, 실제로 데인베리
유적에서도 원형 gulley의 흔적이 원형 구조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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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에서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었고, 구체적인 유구 및 유물의 도면과 그에 대
한 기술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뒤를 이어 보고서 제 1권의 3장에서는
“고지성 방어취락의 방어시설과 토축시설물(The hillfort defenses and earthworks)”, 4장에
서는 “취락 내부의 점유(The interior occupation)”가 다루어졌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방사성연대검토(Radiocarbon age assesment)”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한국 고고학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4장의 편재이다(그림 3).

<그림 3>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 보고서 제1권 4장의 편재, 출처: Cunliffe 1984a: v.

4장 1절의 제목은 ‘고고학 자료의 양상(The nature of the evidence)’으로, 그 하위 항목에
서 앞서 언급했듯이 ‘현존하는 데이터 종류’인 ‘주공’, ‘말뚝흔적’, ‘수혈’, ‘구’, ‘공터’, ‘층위
축적 지점’에 대해 기술한 다음에 그 유구들의 공간적 분포와 통시적 변화양상을 살펴보
았다. 2절에서는 이러한 유구로 이루어진 ‘구조물(The structural elements)’들을 다루고 있
으며, 그에 해당되는 것이 ‘원형 구조물(그림 3의 4.2.1)’, ‘외벽을 트렌치 안에 설치한 장
13)

방형 구조물(그림 3의 4.2.2)’, ‘벽주식 장방형 구조물(그림 3의 4.2.3.)’, ‘구’, ‘수혈 ’ ‘도로’
이다.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주거지’라는 하위 범주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예를 들
어, ‘원형 구조물’ 항목 아래에서 ‘나무판자를 세운 원형 주거지’와 ‘나무기둥을 세운 원형
주거지’, 이 두 형식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 검토한 다음 개별 원형 주거지에 대해 기술
하고 그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장방형의 주거지 역시 ‘외벽을 트렌치 안에 설치한 장방형
구조물’과 ‘벽주식 장방형 구조물’이 두 항목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즉, 데
인베리 철기시대 주거지의 형식분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각 형식별로 개별 주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분명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듯 고고학 자료에 대해 형식분류를 먼저 진행하고, 그 분류안에 따라 고고학 자료
14)

를 제시하는 접근방법은 데인베리 보고서 제2권에서 철기시대 토기를 다룬 제6장 에서

13) ‘구’와 ‘수혈’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확인되는 ‘고고학 자료’가 곧 ‘구조물’로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4) 데인베리 보고서 1권는 5장에서 끝나며, 2권은 6장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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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백히 보인다(그림 4). 6.2 소절에서는 토기의 기형, 태토, 표면처리에 따라 그 형식들
을 설정하고 있으며, 6.3소절에서는 토기 형식들의 시간적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소절들에서 태토의 원산지, 토기의
기술적 변화, 토기 형태와 기능, 토기의 유적 내 분포, 토기의 지역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즉, 한국 고고학의 보고서에서 흔히 그러듯이 토기에 대한 기술이 그 토기의 출토 유구
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토기자료만을 놓고 그것에 대해 기술, 분석, 해석하는 작업이 진
행되었다. 그 이외의 유물에 대해서도 ‘물질적 자료(The material remains)’라는 제목의 7장
에서 기술, 분석, 해석이 (그 출토 맥락인 유구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8장의 제목
은 ‘인구와 행위’, 그리고 9장의 제목은 ‘환경과 경제’인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소절들도
‘유물’의 하위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인골, 토양, 동물 유체, 식물 유체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인구, 인간 행위, 환경, 경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인베리 유적 발굴 보고
서의 경우, 한국 고고학 보고서로 치면 ‘고찰’에 해당되는 마지막 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 장의 제목은 ‘공동체, 연속성, 그리고 변화(Community, continuity, and change)
이며, 그 소절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유적의 시간적 전개’, ‘지역 취락 체계의 위계’,
‘생계 경제’, ‘생산, 유통, 교환’, ‘사회와 계층’, ‘변동의 역학’. 즉,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
락을 발굴한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그 유적에서
나온 물질자료가 아니라, 그 물질자료가 말해주는 취락에서의 삶의 전반이었다.

<그림 4> 데인베리 고지성 방어취락 보고서 제2권 6장의 편재, 출처: Cunliffe 1984b: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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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콘월 트레모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1) 트레모 유적의 발굴 개요

영국 서남부 콘월 지방의 트레모(Tremough) 고원지대에는 선사시대의 전 시기 동안 인
간의 중요한 활동무대였다. 펜린(Penryn)에 위치한 트레모대학교 캠퍼스에서는 2000년도
이후 발굴조사 및 지구물리학적 탐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캠퍼스의 여러
지점에서 전기 신석기시대부터 중기 청동기시대, 그리고 후기 철기시대에서 로마정복기
에 해당되는 수혈, 석재 산포지, 추정 원형 구조물, 환호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5> 트레모대학교 캠퍼스의 2009년 이후 발굴 지점. PAC는 문화관 부지, AIR은 기술진보 및
연구 건물 부지, 그리고 CP4는 4번 주차장 부지를 나타낸다, 출처: Jones et. al 2015: 22.

그러다가 2009년에 ‘문화관(Performing Arts Centre)’ 건물 부지에서 이 지역의 전기 신석
기시대 문화상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수혈군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10년에는 ‘기
술진보와 연구 학술원(Academy for Innovation and Research)’ 건물 부지에서 청동기시대
전반부로 편년되는 원형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시기의 주거지가 영국 서남부 지역
에서 발견된 경우는 거의 없다. 2011년에는 4번 주차장(Car Park 4) 부지 내에서 두 기의

15) 트레모대학교 캠퍼스 내 유적에 관한 본절의 내용은 다음 자료는 참고하였음: Jone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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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주거지와 환호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원형주거지 중 하나를 발굴한 결과 거푸집
등 중기 청동기시대 단계의 금속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환
호의 안쪽 지역에서는 후기 청동기시대로 비정되는 취사 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불과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선사시대 인간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이
좁은 범위 내에서 조사되어 – 그리고 운 좋게 모든 발굴이 ‘콘월 발굴조사 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트레모 개발 주체(Tremough Development Vehicle)’에 의해 지원되었기에 – 이
세 지점과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2008년도 조사 시굴 트렌치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를 단행본의 형식으로 출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중기 청동기시대
및 그 이후의 취락양상과 금속기 생산 – 콘월 트레모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으
로 출간된 이 단행본 형태의 보고서는 한국 고고학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발굴 보고서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앞서 살펴본 데인베리 유적의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유용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트레모 유적의 발굴조사 방법
트레모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핵심적인 유구는 수혈, 주거지, 그리고 구이다. 이러한 유
구들의 구체적인 발굴 방법을 보면 한국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구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며 트레모 유적에서 사용된 발굴조
사의 방법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트레모 유적의 문화관 부지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혈 2기와 나무를 뽑아버리는
과정에서 지면에 형성된 공간인 ‘나무 수혈(three-throw)’ 두 곳이 확인되었다. 인공 수혈
내부에서는 전기 신석기시대 토기편과 석재편, 그리고 목탄이 발견되었는데, 수혈을 파
고 그 안을 - 아마도 제의적 의도로 – 다시 메우는 행위는 영국은 물론 대서양 유럽 지역
에서 전기 신석기시대 동안 일어났다. 흥미롭게도 나무 수혈 내부에서도 인공 수혈과 비
슷한 퇴적양상이 확인되었는데, 발굴자들은 이를 자연적 퇴적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
고, 나무 수혈 역시 주변의 인공 수혈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영국 고고학에서 이러한 나무 수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중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농경지 혹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 숲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러한 수혈들은 전기 신석기
시대 주민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었고, 그 용도가 끝난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 혹은 인
공 수혈과 마찬가지로 제의적 의미를 가진 의도적인 매납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최근의 중론이다. 즉,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트레모 유적의 발굴자들은 자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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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수혈에서조차 과거 인간 행위의 흔적을 찾아냈던 것이다. 이는 취락 내에서 발견
되지만 특정 주거지와 관련이 없는 수많은 수혈의 경우, 그 퇴적 양상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거나, 그 용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 고고학의 일부 보고서와 비교
가 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취락 내에서 어디까지를 ‘유의미한 유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4번 주차장 부지의 1호 원형주거지에서는 석제 거푸집 9점, 토제 거

<그림 6> 트레모대학교 문화관(PAC) 부지의 유구 분포도와 도면 캡션.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혈(‘pit’) 외에도 자연적으로 조성된 나무 수혈(‘three-throw’) 역시
‘신석기시대 유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Jones et. al 2015: 27.

푸집 파편, 그리고 구리 합금 제품 등 금속기 제작과 관련된 증거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보아 1호 주거지에서 금속기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발굴자들은 출토된 용범을 이용한 금속 제작 행위가 그 주거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 바닥면에서 나온 10개의 토양 샘플
을 대상으로 지구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것은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FP-XRF)를 이용한 분석과 유도 결합 플라즈마(ICP)를 이용한 분석이었다. X-선 형광분
석 방법,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 분석기(ICP-OES), 그리고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
광법(ICP-MS)을 통해서는 당시의 금속제작과 관련이 있는 원소인 구리, 주석, 납의 존재
를 확인하여 주거지 내에서 구리 합금 제품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리
와 코발트 원소의 비율을 통해 구리 원료의 산지 추적도 시도했는데, 이는 콘월 지방의
구리에 코발트가 섞여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고고학에
서는 금속 생산과 관련된 공방 추정 주거지에서 이러한 성격의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비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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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형광분석기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의 경우에
는 가격대가 생각보다 낮아 발굴현장에서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기기 중 하나이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 분석에서 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료의 전처리와 데이터의 계량분석
인데, 전자는 토양을 분말형태로 처리함으로써, 후자는 자연과학자와의 협업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다.

3) 트레모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의 보고 방법
트레모 유적의 발굴 방식은 대체적으로 한국 고고학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보고서에서
는 많이 차이가 보인다. 우선, 유구에 대한 기술을 보면 모든 수혈, 주공, 구 등 지표면을
깎고 들어간 모든 유구에 [번호]를 매겼으며, 모든 층위에 대해서도 (번호)를 매겼다. 그
리고 유구는 물론 유물에 대한 기술을 할 때, 개별 유구 번호와 층위 번호를 명시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도면에도 적용되었다(그림 7). 유물의 출토 맥락을 층위별로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이러한 보고 방식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취락 유적 보고
서 데이터를 가지고 주거지의 양상을 파악할 때 가장 큰 난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
지 내부 출토 유물 중 일부는 출토 정황상 바닥면에서 출토된 것인지, 후퇴적 과정에서 유
입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다수 토기편의 경우에는 주거지 폐기 이후에 축적된

<그림 7> 트레모 유적 발굴 보고서 주거지 평면도(왼쪽)와 구상유구 단면도(오른쪽).
[번호]는 유구 번호, (번호)는 층위 번호를 나타낸다.
왼쪽 도면 출처: Jones et. al 2015: 35; 오른쪽 도면 출처: Jones et. al 201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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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층에 속해있는지의 여부가 일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 모든 주거지
에서, 그리고 개별 주거지에서 다수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확보하는 것이 정착되지
않은 한국 고고학의 상황에서 주거지 출토 토기는 주거지 편년설정에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인데, 트레모 발굴 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유물이 출토된 층위가 일일이 명시된
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트레모 유적 보고서의 편재를 보면, 데인베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유구에 대한 기술과
유물에 대한 기술이 서로 다른 장에 제시되어 있다. 즉, 1장에는 유적과 발굴 개요, 2장에
는 발굴된 유구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3장부터 10장까지는 유적에서 출토
된 토기, 가공 석기, 거푸집과 금속 유물,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석재, 탄화된 식물 유채,
목탄에 대한 기술, 분석,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는 ‘고찰’이 등장한다. 토기
를 다룬 3장의 경우, 출토된 유물의 개수가 많지 않아 (앞서 살펴본 데인베리 보고서의 경
우와는 달리) 개별 유구(즉, ‘신석기시대 수혈’, ‘청동기시대 원형주거지’ 등)별로 토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토기에 대한 기술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개별 토기와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는 그 구체적인 출토맥락과 토기의
형태, 기능 뿐만 아니라 토기의 태토에 관한 암석학적 분석의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트레모 보고서의 경우에는 토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의 범주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토기의 태토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석제
용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한국의 발굴 보고서에서도 토기 암석학적 분석 결
과가 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내용은 고찰 뒤에 다른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들처럼
‘유리’되어 있다. 이는 자연과학적인 분석에 투입된 비용과 노력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는 한국의 발굴 보고서에서도 자연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서의 ‘본편’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6)

3.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내 인간 거주의 흔적
1)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의 발굴 개요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터미널 개발이 확정되기 이전에 - 하지
만 터미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 ‘페리 오크스(Perry Oaks)’라는
이름의 하수종말처리장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는 하수
폐기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전자파 거리측량(EDM)을 통해 유적 전체에 대한 지면 노출

16)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유적에 관한 본절의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Framework Archaeolog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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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은 1999년 3월에 시작하여 그 해 9월 말에 끝났
으며, 현장에는 60여명의 고고학자들이 상주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발굴은 그들만의 발굴 ‘브랜드’를 내세우는 ‘프레임워크 고고학
(Framework Archaeology)’라는 두 발굴 기관의 컨소시엄에 의해 진행되었다. ‘프레임워크 고
고학’이 표방한 바는 고고학 발굴의 목적이 순전히 발굴 이후의 해석을 위해 유적에 분포하
고 있는 유구 및 유물을 충실하게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적의 경관 속에서 인
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미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고고학자가 발
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과거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위에서 어떻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또한 그 흔적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유지와 변화에 기여했는지라고 표방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프레임워크 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4
개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 공간은 ‘일상(routine)의 공간’으로, 이 안에
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의해 인간 삶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 두 번째 공간은 ‘세상의 질
서가 명백하게 표현되는(explicit order) 공간’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의해 권위,
정치권력, 사회질서 등이 명백해지고 재생산되었다. 세 번째 공간은 ‘표시와 통제(inscription
and control)의 공간’으로, 이 안에서는 자원에 대한 표시를 통해 그것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
고, 이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간은 ‘배척, 주변부,
그리고 저항(exclusion, marginality)의 공간’으로, 아주 드물게 형성되는 이 공간 안에서 기존
의 권력구조에 대한 전복 등이 일어났다. 결국 고고학자의 역할은 발굴되는 자료를 통해 이
러한 서로 다른 공간들을 파악하고, 그 서로 다른 공간들 속에서 일어난 인간 거주의 행위
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았던 셈이다. 1999년에 발굴조사된 페리 오크스 하수종말처리장 유
적이자 결국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유적이 된 이 곳은 ‘프레임워크 고고학’ 발굴 브랜
드의 위와 같은 독특한 접근을 적용해보는 하나의 실험장이 되었다.

2)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의 발굴조사 방법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발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
서 진행되었던 발굴조사의 방법론은 기존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았다. 고고학자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유구와 유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의 맥락을 파악했다. 다만 하나
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발굴조사 초기부터 층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하고, 유적 전반에 걸친 층위의 양상과 상관관계를 조사 기간 내내 탐색함으로써 이미 현
장에서, 그리고 이미 그것들이 발굴되는 동안에, 모든 유구들의 층위적 상관관계를 파
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에 대한 발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구 간의 동시대성에 대한 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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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발굴 현장에서 과거 인간이 경관 속에서 어떻게 거주(inhabit)하게 되었는지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 그리고 이러한 거주의 관점에서 특정 유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당시 경관을 구성했던 자연적, 인공적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발굴조사 성과의 보고 방법
제4장. 전기-중기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 말기까지 이어진 농업 경관의 등장(c. 1700 BC-400 BC)
머리말
편년 체계
기원전 2천년기 경작 체계의 시작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층위: 기원전 4-3천년기에 조성된 신석기시대 거석기념물의 경관 속에서 일어난 청동기시대 토지구획
청동기시대 금속 제품
반지
창날
기원전 1600을 선행하는 나무 울타리에 대한 고환경 증거
나무 울타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나무 울타리는 언제 형성되었는가?
체계를 세우다: 길과 토지소유의 발달
기원전 2천년기 후반의 경관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경관 분할의 사회적 의의
길의 조성
층위
길과 토지소유 발달의 편년
취락
취락의 기원
취락과 토지소유
중기 청동기시대 취락의 위치
취락1
취락 조성 이전 및 초기의 인간 행위
기원전 2천년기의 취락
Post-Deverel Rimbury 단계(1150-750 BC)의 인간 행위
...
기원전 2천년기와 1천년기의 샘과 샘 관리
샘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분포: 샘은 어디에 그리고 왜 만들었는가?
샘 135071
...
후기 청동기시대 샘의 역할의 발달
샘 복합군 103040, 103038, 136194
전통의 연속
기원전 2천년기와 1천년기 초반 페리 오크스에서의 삶과 죽음
무덤과 금속 유물: 어디에 분포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1700-750 BC 페리 오크스에서의 농경지와 목초지
중기 청동기시대 샘에서 나온 고환경 자료
후기 청동기시대 샘에서 나온 고환경 자료
종합: 중기-후기 청동기시대의 농경 행위
기원전 1천년기 전반에 일어난 취락 패턴의 변화
페리 오크스의 초기 철기시대 경관

<그림 8> 『템즈 강 중류 계곡에서의 경관 진화 -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발굴조사 보고서 1권,
페리 오크스 지점』 제4장의 구성(Framework Archaeology 2006: ii-iii)

‘프레임워크 고고학’이 표방하는 위와 같은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목표는 발굴 보고서의
편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과거 인간이 실제로 거주했던 경관에 대한 파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발굴 보고서에서도 발굴조사의 성과를 시기별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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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템즈 강 중류 계곡에서의 경관 진화 -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발굴조사 보고서 1권,
페리 오크스 지점』을 놓고 보면 일단 그 제목부터 ‘경관 진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보고
서의 2장부터 4장까지의 제목이 다음과 같다: “수렵-채집민과 최조의 농경민: 중석기시
대 야생 숲의 조성부터 신석기시대 거석 기념물 경관의 종말까지(10000 BC-1700 BC)”,
“전기-중기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 말기까지 이어진 농업 경관의 등장(c. 1700
BC-400 BC)”, “중기 철기시대 농업 경관의 발전부터 로마 정복기 브리튼의 농업 가구의
종말까지(c. 400 BC- 기원후 5세기)”. 각각의 장은 내러티브에서 완결성을 보이며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며, 각 장별로 저자가 명시되어 있다. 개별 장의 구성을 보더라도 해당 시
기의 경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거주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발굴 자료와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전기-중기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
대 말기까지 이어진 농업 경관의 등장을 다룬 3장의 구성은 (그림 8)과 같은데, 한국 고고
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신선한 시도일 수밖에 없다.

Ⅳ. 고찰 : 영국 취락유적 조사 및 보고 사례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 취락유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때는 한국
과는 다른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발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
늘날 한국고고학의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제된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
다. 그것은 바로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단행본’ 형태의 발굴 보고서는 영국 고고학
이 처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라는 점이다.
즉, 본고의 초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에서는 문화재의 보호나 보고서의 출판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규제하거나 요구하는 대신 권장하고 장려한다. 보고서의 경우, ‘행정 보
고’를 위한 보고서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데이터의 기록물을 발굴 비용을 부담한 개
발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이 자료를 다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함으
로써 계획정책 ‘16번 안내’에 따라 행동했고, 이로써 개발 허가에 대한 조건을 충실히 이
행했음을 입증하면 된다. 즉, 제대로 출판되는 ‘단행본’ 형태의 보고서는 ‘필요조건’이 아니
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굴 조사의 성과가 접근하기 불편한 ‘회색 문헌’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듯 영국 고고학에서 단행본 형태의 보고서는 유적이 아주 특별하거나 발굴을 이끄
는 주체가 능력 있고 의지가 강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출간된다. 따라서 발굴 조사의 모든
성과를 균질하게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행본을 쓰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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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결정된다. 데인베리 유적 보고서에서 철기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이나,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 유적 보고서에서 경관의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 방
식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접근을 위해 많은 자료가 단행본에 실
리지 않고 마이크로필름 혹은 CD-rom의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즉, 선택과 집중을
위해 많은 정보가 가려지는 셈이다. 그 결과, 이러한 단행본 형태의 발굴 보고서는 발굴
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령, 훗날
누군가가 히스로 공당 5번 터미널 부지 자료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는 논문을 쓰고자 한
다면 그 단행본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연구에 필요한 1차 자료를 확보하
지 못할 것이며, CD-rom이나 회색 문헌을 찾아가며 힘겹게 자료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
에 비해 한국 고고학에서 발간되고 있는 발굴 보고서는 비록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최소한 영국의 행정 보고용 보고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굴조사의 성과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위에서 살펴본 세 가
지 발굴 보고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국 발굴 보고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불공
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를 지양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고
학의 현행 발굴 및 보고 체계 속에서 발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찰을 마치도록 하겠다.
우선 발굴 현장에서 어느 단위부터 ‘유구’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할 것인
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인베리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거지’를 유구
로 보지 않고, 개별 주공, 수혈, 벽구 등을 유구로 접근한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구
성 요소로 이루허진 ‘원형 구조물’ 혹은 ‘장방형 구조물’을 상위 개념으로 두고, 주거지를
그 하위 개념에 두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전통 농가를 보더라도 농가에는 ‘주택’ 이외에
도 다양한 구조물이 존재하며, 이중 일부는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고고학자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처럼 이 ‘주택’ 혹은 ‘주거지’를 분석의 단위로 삼게 된다면 몇
개의 주공 혹은 구와 주공의 조합을 이루어진 수많은 다른 관련 구조물들은 인식의 대상
이 되지를 못한다. 한국의 취락고고학에서 ‘변소’가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트레모 유적의 발굴 및 보고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금속 제작 관련 유물이 발견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그 공간 내
에서 금속기의 제작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X-선 형광분석기는
이제 한국 고고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만큼, 유물에만 의존해서 취락의 여
러 지점들에서 일어났던 과거 인간의 행위를 유추하는 단계를 넘어, 좀 더 적극적인 방
식으로 인간 행위를 추적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기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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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자연과학적 분석의 결과거 보고서 본문(즉, ‘고찰’ 이전)의 토기에 대한 기술에
서 활용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 고고학에서도 이렇듯 자연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서 본문의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진행
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요식행위에 머물지 않고 그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진정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히스로 공항 5번 터미널 부지에 대한 조사와 보고와 관련해서는 동시대성
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진행된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 동
안 확인되는 모든 문화층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작업
으로 여겨졌다. 발굴 현장에서 이미 유구 간 동시대성이 파악되면서 각 단계별 경관에 대
한 이해와 해석은 실제 발굴을 하는 – 즉, 그 경관과 유구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 야외고고학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이후에 진행된 보고서 작
업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야외고고학자들의 연구자로서의 능동성과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한국 고고학에 귀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

Ⅴ. 결론
본고에서 영국 취락유적의 조사 및 보고의 관점과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던 이유에는
물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과연 한국
고고학이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영국 고고학의 매장 문화재 보
호 정책, 발굴 진행 시스템, 그리고 발굴 성과물의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
과,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나 한국 고고학에서 매장 문화재의 보호, 발굴, 보고가 꽤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굴 현장에서
도 한국의 야외고고학자들이 세계 고고학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
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발굴 기술’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과거 인간의 흔적을 어떠한 ‘단위’로 나누어서 접근할지에 대
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부족은 보고서의 편재 방식이
나 유물에 대한 기술 방식에서도 보인다. 결국, 한국의 야외고고학자들이 자신들이 현장
에서 발굴하는 고고학 자료가 과거 인간 행위와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그것을 통해 과거 인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한국 고고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논문접수일(2017.12.18) ▶심사완료일(2018.1.31) ▶게재확정일(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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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avation and Reporting of Settlement Sites
in British Archaeology
- Focusing on Perspectives and Methods
Ilhong Ko
(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is paper adopts two strategies in order to consider the perspectives and methods
used in British archaeology to investigate settlement sites and to present excavation results.
Firstly, diachronic change in the British system of managing cultural properties was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xt in which the various methods of excavating
and reporting used in British archaeology emerged. In particular, the way in which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e protected, who pays for excavation, and the way in which excavation
results are disseminated is discussed. Secondly, actual case studies of excavations of
British settlement sites were analyzed, with focus on identifying specific excavation
techniques, methods of and expressions used in describing archaeological features and
artifacts, and the degree of interpretation. The three case studies examined for this purpose
are 1) the excavation of Danebury Hill Fort, a scheduled monument that was investigated
over a period spanning two decades, 2) the rescue excavation of sites within the campus
of Tremough University, Cornwall, which included a Bronze Age structure containing
evidence of the production of metal objects, and 3) the Heathrow Airport Terminal 5
excavation which was undertaken by Framework Archaeology. It is hoped that the different
investigative approaches and techniques observed through these three case studies will
provide Korean archaeology with important insights.
Key words : British archaeology, settlement sites, system of managing buried cultural
properties, excavation, report, Danebury Hill Fort, Tremough University
campus, Heathrow Airport Termina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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