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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러시아에는 현재의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매뉴얼』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매뉴얼에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방법, 발굴허가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적고 있다.
러시아의 발굴목적은 학술발굴이다. 자신의 연구전공과 맞는 유적을 찾고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표조사는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매뉴얼』에서는
지표조사의 평면도, 사진, 시굴방법과 범위, 수중지표조사 등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지표조사 시에는 1×1m 범위로 유적에서 여러 개의 시굴을 할 수 있다. 발굴조사는
학술발굴 혹은, 긴급발굴이라도 학술연구가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의 목적, 물리적 환경, 기준점 설치, 발굴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리드 설치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발굴허가증은 과거에는 4개로 나누어졌으나, 현재는
5개로 좀 더 세분화 되었으며, 연구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발굴매뉴얼까지 정해서 두는 것은 넓은 영토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의 바라바시-3유적도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매뉴얼』에 따라서
발굴되었다. 2호가 가장 처음으로 발굴되었는데, 폐기된 주거지를 철기제작소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안으로 드러나는 수혈 위에 1m 간격 그리드를 치고, 십자둑을 남기고
10㎝ 미만으로 분층 별로 발굴하였다. 그 결과 6분층을 제거하고 나서야 정확한 어깨선이
드러났고, 내부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내부토를 걷어내자 수혈의 동남쪽에서 검은
나무라인이 나타났고, 불 맞은 소토가 넓게 확인되었다. 아궁이 시설을 확인하였으며,
바닥에서 철부를 비롯한 철제품 8개가 출토되었다. 아궁이와 목탄라인을 완벽하게
제거하자 수혈 내부의 2중 라인이 드러났다. 십자둑은 가장 마지막에 실측과 토층도 작성
후에 제거하였다.
주제어 : 러시아 발굴, 학술발굴, 지표조사, 연해주, 바라바시-3,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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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러시아는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발굴된 유물이 관리되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표
트르 대제의 법령이다. 표트르 대제(표트르 1세)의 1718년 법령에서는 ‘만약 땅을 파다가
오래된 물건, 예를 들면 보석, 인골 혹은 소뼈, 새 뼈, 물고기 뼈 혹은 다른 것들도 있을 것
이다. 훌륭하던 그렇지 않던 것이든지 예를 들면 비석, 철제, 동제, 무기 혹은 그릇 등인
데, 중요한 것은 오래되고 흔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가져오면 오랫동안 다차(러시아식
별장)가 지급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다른 법령에는 ‘이런 오래된 물건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실측해야 한다’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은 1721년에 완성되었으며, ‘오
래되고, 발굴된, 값비싼 물건’은 페터르부르그로 옮겨지게 되었다.
시베리아와 키예프에서 발견되는 ‘오래된 금으로 된 물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지만
스키타이의 황금 유물은 페테르부르그로 모이게 되었고, ‘표트르콜렉션’이라고 부르게 되
었다.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739년에는 러시아의 역사학자인 타티셰프가 봉토분(쿠르간), 성곽, 암각화 등 여러 고
고학유적을 정리한 책을 출간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책은 세계에서 처음
으로 고고학유적을 정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의 가장 말미에는 밀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참가한 시베리아 발굴방법에 관해서 적고 있고 이를 타티예프가 감
수하였다. 발굴된 100여 곳에 대한 자세한 발굴조사 방법이 그대로 적혀 있다. 표트르대
제의 법령을 제외하고는 고고학 유적 조사에 대한 책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고고학은 차르의 관심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일찍부터 고고학 유적과
1)

유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

이러한 역사 배경 속에서 현재의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매뉴얼』(Положение о

порядке проведен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скопо

к и разведок) и составления научной отчё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이 만들어지게 되었
고,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여전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소비에트시절에도 약간은 다르
지만 매뉴얼이 있었고, 당시의 모든 소련연방에 속한 지역에서는 따르도록 되었기 때문
에 현재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에트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발굴제도, 지표조사, 발굴방법 등을 설명하고, 직접 발굴참가 한 러
시아 연해주의 철기시대 유적인 바라바시-3 유적의 2호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18세기 중반에 페테르부르그에서 ‘러시아고고학회’가 성립하였고, 19세기 중반인 1864년에 모스크바 고고학회에서 ‘러시아 전국
고고학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고고학회에서는 특히 쿠르간(봉토분) 발굴 방법과 지표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압두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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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의 지표조사와 발굴
1. 발굴제도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시절부터 고고학 유적을 ‘인민공동의 재산’으로 보았고, 1948년
10월에 ‘유적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에서 유적을 관리 감독하기 시작하였
다. 유적의 파괴사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발굴을 해야 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1991년 러시아 연방으로 국가체재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규의 제정은 2002년(№ 73-ФЗ «Об объектах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амятника

х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에 마련되었고 발굴허가
증과 구체적인 행정시행령은 2009년에 마련된 것을 기초로 한다.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도 발굴허가증과 관련된 사항도 1948년부터 실시되었다(압두신 1972).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고학 유적은 지나간 과거에 인간
행위의 흔적이 남겨진 땅과 물속의 일부 혹은 전부가 포함된다. 약간의 역사적 흔적이라
도 남아 있다면 고고학 유적이 될 수 있다. 잔존한 문화층, 고대 마을유적의 흔적, 성곽,
마을 유적, 임시거주지, 건축물, 방어시설, 공장, 수로, 항구, 도로, 탑, 암각화, 봉토분, 무
덤유적, 네크로폴리스와 그 내부의 모든 건축물, 종교관련 장소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
고학 유적으로 규정되면 지표조사부터 모두 학술적인 연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발굴조사는 고고학유적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으로 땅을 파는 행위와 유물 전부
혹은 일부를 수거는 행위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러시아발굴허가증 제도도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 고
고학 연구소에서 허가증을 주었지만(압두신 1972), 현재는 러시아연방의 문화부에서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 규정 즉 발굴허가증의 종류를 정하는 것과 기타 제반사항은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러시아과학아카데미 2013).
러시아에서 발굴허가증은 전년도 발굴에 대한 행정보고가 끝나는 4월에 연구자가 직접
신청한다. 과거에는 연구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 1~4급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3급
은 지표조사만 가능하며, 2급은 넓지 않은 유적의 범위에 대한 발굴, 1급은 발굴과 지표
조사에 대한 권리 및 발굴영역도 제한되지 않는다. 4급은 자연재해 및 토지를 파는 행위
에 의해서 유적 파괴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유적조사권을 주는 것으로 긴급 발굴권에 해당
된다(압두신 1972).
현재는 이보다 더 세밀해졌다. 전체 고고학 유적에 대한 연구와 보전을 위한 발굴 허가
증, 유적파괴사유로써 건축, 개간 도로건축 등 땅을 파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고학 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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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상황에 놓였을 때 전체 고고학 유적에 대한 연구와 보전을 위한 발굴 허가증, 고고학
적으로 손상된 유적 범위 파악을 위한 조사권, 각 유적 당 시굴범위 20㎡를 넘지 않는 지
표조사권, 각 유적 당 10㎢ 내에서 시굴범위 20㎥를 넘지 않는 지표조사권으로 구분되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2013).
러시아 발굴의 목적은 크게 학술과 유적보호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연구자의 자격으
로 발굴이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연구자 뿐 만 아니라 고고발굴조사의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도 발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나 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한 기관에서도
가능하다.
발굴조사의 총 책임자는 스스로 전문연구자이여만 하고 최신의 발굴조사 방법에 대해
능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발굴조사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총책임을 져야 한다.
러시아의 모든 발굴은 발굴허가증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발굴허가증에는 야외조사의
성격과 종류 등을 모두 표기하게 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발굴허가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일정한 학
력이나 경력이 요구되는데, 학력은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의 석사이상 소지자 혹은 유
적보호와 관련된 박물관학 전공 이상이다. 경력은 고고학유적연구 즉 발굴경험이 2년 이
상이 요구된다. 과거 고고학유적 발굴 관련 서류와 그와 관련된 행정보고서 제출도 앞서
요구된 사항과 함께 살펴보게 된다. 허가증은 신청하게 되면 30일 경과 후에 발급된다.
법인 명의로 발굴하는 경우도 그 보고서에서 학술적인 발굴처럼 발굴조사, 실내조사,
종합고찰 등을 반드시 명기해야한다. 그리고 발굴이 끝나면 반드시 러시아 연방의 국가
박물관에 유물을 귀납하도록 되어 있다.

2. 지표조사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발굴은 구제발굴이 아니라 학술발굴이다. 학술
발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유적을 찾고 간단한 시굴조사를 통해서 대략의 성
격을 파악하고 연구비 신청해서 유적발굴을 시작한다. 그래야 자신의 연구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적조사 전에 지표조사는 필수이며 이 때 시굴도 같이
할 수 있다.
지표조사는 땅위의 유적 전부 혹은 일부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수중지표조사도
포함된다.. 러시아에서는 지표조사 시에 시굴은 한 유적에서 전체 20㎡를 넘지 못한다.
또한 지표조사 시에 확인되는 유물은 모두 기록해서 보고해야 하며, 그 보관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지표조사는 육안에 의한 유적 혹은 유적입지 관찰, 문화층과 유구의 흔적 확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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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에 노출된 유물 수집 등이 포함된 행위이다. 유적의 범위 확인을 위해서 규정에 따
른 시굴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화층에서 인공유물이나 자연유물 등을 노출할 수
있으면 해야만 한다. 지구물리학이나 그 밖의 다른 연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발굴이전에 시굴을 통해서 유적의 시대는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수혈의 여
부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수혈이 육안으
로 확인되는 현상이 있다. 주로 봄과 가을에 수풀이 우거지기 전에 지표조사를 하게 되는
데,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 보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연해주 및
아무르강 하류 뿐 만 아니라 삼강평원, 중국의 흑룡강성 및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도 확인
되는 현상이다. 일본은 필자가 실견한 바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러시아 연해주와 마찬가
지로 과거 수혈로 인해서 표면이 꺼진 현상을 목격하였다. 이 점은 러시아의 연해주와 아
무르강 하류가 상대적으로 부식토 층이 얇기도 하지만 광대한 국토에 비해서 개발이 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과거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
시아의 연해주에서는 발굴을 하지 않고도 지표조사에서 수혈의 개수가 파악되는 유적이
많다. 대략적인 유적의 범위도 추정가능하다(그림 1).
지표조사 이전에도 유적의 성격이나 유적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해서 문서보관소의 문헌이나 박물관 유물 등을 미리 연구해서 숙지해야만 한다. 지표조
사에 이용할 수 있는 지도는 최소 1: 200000 이다. 지표조사가 너무 힘든 지역인 경우에는
앞서 조사한 유적을 표시한 뒤에 따로 표시 할 수 있다.
지표조사의 평면도에는 지형학적인 설명과 GPS좌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러시아
연방의 행정상 가장 가까운 마을과 수원지 등도 표시되어야 한다. 고고유적의 특징에 대
해서는 유적의 범위와 그 경계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건축물, 나무, 구덩이, 참호 등에
대한 현재 지표상의 상태 등이 정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물의 출토범위도 기록해야
하며 시굴을 했을 때에는 문화층의 두께 및 토층에 대한 설명도 함께 기입해야 한다.
유적의 평면도는 1: 1000 혹은 1: 2000 지도로 작성하며 유적의 범위가 클 때에는 이 보
다 더 큰 스케일의 지도도 사용할 수 있다. 등고선과 인접한 주변의 지형학적인 상황 등
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유적의 범위, 식생, 지표의 파손여부, 그 이전 해에 했던 발굴,
시굴 등의 정황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표조사 사진은 유적 전체 등고선과 지형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체 전경과 세부 적
인 것을 찍어야 한다. 성벽, 봉토분, 수혈 등 드러나는 유구에는 함척을 포함해서 찍어서
대강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채집된 유물은 그 상황을 그대로 기입하며, 각 유
물별로 특징을 쓴다.
지표조사에서 시굴도 가능하다. 시굴범위는 1×1m로, 한 유적 당 5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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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를 넘을 수 없다. 혹시 시굴괭을 5개 이상 넘어가면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야 하며, 부식토층을 포함해서 파내려가서, 문화층이 확인되면 구지표면까지 전부 파야
한다. 시굴조사의 위치는 평면도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시굴이 끝나면 반드시 복토
해야만 한다.
지표조사에서 제한적으로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문화층이 깊은 유적이 파괴
되었을 때, 출토된 유물이 없는 유구 혹은 공간에서 유적을 찾을 때, 교란된 문화층과 유
적 발굴 중에서 퍼낸 흙을 재검증 할 때이다. 혹은 전장에서 단단한 유물이 발견될 때이
다. 유적에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유적의 좌표평면도와 함께 표시해야
만 하며, 스케일은 1: 500을 권장한다. 유물이 확인된 지점은 반드시 평면도에 기록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가증에 의한 지표조사여도 시굴조사를 행하지 않고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상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수중지표조사는 육안으로 관찰에 의한 방법과 원격 장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표조사의 경로를 위성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전체 수면면적의 평면도
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
어야만 한다. 이상징후가 있을 때에는 원격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시
굴해야만 한다.
각 유구마다 혹은 각 사고지점 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면 해저 지형이 표현된
평면도에 통일된 인공그리드로 유물이 확인된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발견된 유물
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존이 좋지 못하다면 더 낳은 환경에 두도록 권장한다. 수중 시굴
조사에서도 격자상에 시굴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에 한 분층마다 전문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가라앉은 배를 조사할 때에는 유물의 특징 파악을 위한 최소한으로 유물을 채집해야만
한다.

3. 발굴조사
러시아에서 고고학 발굴의 목적은 종합학술연구이다. 고고학 유적에 대한 지형, 층서
학, 문화층, 구조, 고고자료, 연대 측정 및 기타 특성 등이 포함된 연구결과를 도출되어야
한다.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은 반드시 발굴허가증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발굴목적은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유적파괴 사유가 발생해서 고고학 유적의 보호 목적을 위한 것도
학술적인 목적이어야 만 한다. 유적파괴사유는 건축물을 세우는 행위, 개간 혹은 다른 땅
을 파는 행위이다. 혹은 구제발굴도 포함된다. 고고학유적의 물리적인 보호는 역사시대
와 문명의 증거로 근거해야만 하며 러시아 연방이 속한 국제조약에도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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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급한 유적의 발굴은 건설, 재건축, 유지 등 기타 인공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영향으로 유적 파괴의 위험에 놓인 고고학 유적지여야 한다.
고고학 발굴은 일 년 가운데 가능한 시간에만 할 수 있다. 그 지역의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 갈 때는 작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구제 발굴은 불가피하게 그 해의 좋지 않은 시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열
정과 질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저온에서 발굴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간이 구조물을 지을 수 있고 인공난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추운계절에 고고학 작
업을 계획할 때에는 난방 장비까지 작업비용의 견적에 포함할 수 있다.
러시아의 학술발굴은 러시아의 환경조건과 연구비 수급, 인력 수급 등의 여러 문제로
유적전면을 발굴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연해주의 경우는 주로 발굴은 6~8월 혹은 9월까
지도 가능하지만 그 전과 그 후로는 힘들며, 시베리아는 좀 더 짧다. 그래서 유적에서 확
인되는 수혈을 여러 해 동안 발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부분 수 기를 발굴하고 유적
의 성격과 시기가 판단되면, 다른 유적을 발굴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표토층 제
거를 포함한 발굴의 전 과정을 인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점도 전면발굴하기 힘들다.
한 유적을 고정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유적뿐 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유적과 관련된 대상 문서, 유물 등을 문서보관소, 박물관
등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 1000 스케일의 지형도에 유적과 그 주변의 역사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표시해야만 한다.
유적의 발굴 장소 선정은 발굴허가증에 따라 야외조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연구목
적과 보존에 의한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구제발굴도 마찬가지로 발굴허가증에 따라서만 행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파괴사유에
처한 유적의 기록과 연구를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반드시 고고학 유적의 전체 범위를 파
악해야 한다.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발굴이나 장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고고유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도 발굴조사범위에 포함해서 유적의 면적을 산
출해야 한다. 즉 고고학 유적이 파괴되거나 사라질 위기의 전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유적이 파괴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적의 전 영역을 발굴할 필요는 없다. 미래의 연구자
와 좀 더 낳은 발굴 방법으로 연구를 위해서 유적을 보존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적이
파괴된 경우에는 유적의 기록과 연구를 위해서 유적 전면을 발굴해야 한다.
한 유적의 여러 지역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발굴할 수도 있는데 다음 발굴을 위해서 기준
점을 설치해야 만 한다. 유적 전체에 발굴 이전에 그리드를 설치하기를 권장하며, 모든
좌표점에는 레벨을 표시한다. 평면도에는 기준점을 표시해야 한다. 바라바시-3유적도 한
유적을 여러 해에 걸쳐서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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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발굴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학 전문가와 함께 공동의 결론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 발굴 이전에 지형학, 토양학, 지질학, 대기학, 고환경학, 고생물학 혹은 다른
전문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유적이 놓은 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발굴 과정
에서는 고환경과 관련된 유물은 반드시 수집해서 실내 작업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유적의 문화층이나 무덤의 내부조사 등 발굴조사에는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도구 이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굴착기나 다른 장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파놓은
흙을 옮기는 작업에서 이용 가능하다.
봉토분 발굴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이용하는 도구만 허용된다. 아주 큰 봉토분(초원의
고금속기시대부터 중세시대)의 경우에는 봉토 제거 시 굴착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10
㎝씩 제거해야 하며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무덤주체부가 나오기 시작하
기 전에 최초의 인식에서 부터는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임시거주지, 마을유적, 성곽 등을 포함해서 고고학유적에서 모든 종류의 발굴은 반드시
유적의 상황에 맞게 인공 그리드를 내에서 작업을 한다. 1×1m, 2×2m, 5×5m그리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적의 종류에 따라서 맞게 사용한다.
고고학 유적은 반드시 층서학 혹은 20㎝가 넘지 않는 분층으로 한 층 씩 내려가야만 한
다. 유적이 여러 시대가 겹친 다층위 일 경우는 상층을 완벽하게 조사한 후에 아래 층을
조사할 수 있다.
유적에서 층위 관찰을 위해서는 발굴구역 내에서 둑을 남겨야 한다. 둑은 실측과 사진
을 찍은 후에 제거할 수 있으며, 둑 제거 할때에 확인된 유물은 해당 층에 귀속해야한다.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유적의 표토부터 각 분층별로 유구내의 모든 부속 구조물에도 레벨
을 찍어야 한다.
연구자는 발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야장에 기록해야만 하며, 이는 후에
학술보고서에 적시해야 한다. 야장에는 발굴에서 확인되는 고고유물 뿐만 아니라 고생
물, 고식물 등 모든 확인되는 유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실측과 사진도 남겨
두면 두기를 권장한다.
발굴결과는 실측도와 사진으로 문서화해서 모두 기록화해야 한다. 실측은 유적의 평면
도, 유구평면도, 토층도 등이 포함되며, 최대한 정확하게 실측해야 한다. 매 분층마다 실
측하는데, 불맞은 흔적, 숯 조각 등 그 외의 나타나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표기해야한다.
평면도, 분층, 토층도는 모두 한 축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최소 1: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
런데 석기시대 유적 가운데서는 1: 10 이상 혹은 필요하면 1:5, 1:1도 가능하다. 봉토분은
최소 1: 50이상이어야 한다. 석제 축조물은 최소 1: 20, 무덤의 평면도와 단면도는 최소 1:
10, 자갈돌 석기가 집중되어서 출토되는 경우에는 1:1을 이용할 수도 있다. 평면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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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세한 상황이 표기되어야 하며, 토층도와도 상응해야 한다.
사진은 유적의 전체 전경과 유적의 범위 등을 포함해서 발굴전체 과정이 다 찍혀야 한
다. 매 분층마다 드러나는 유구를 모두 찍어야 하며, 평면도와 토층도도 찍어야 한다. 전
체토층도와 토층도의 세밀한 부분도 포함된다. 사진에는 함척과 방향표시도 있어야 한다.
발굴에서 출토되는 모든 유물은 박물관의 보관과 실내작업을 위해서 모두 수거해야 한
다. 유물의 범주는 최대한 넓은 범위인데, 작은 편과 용도 미상이라도 포함하는 것을 권
장한다. 유물에 대해서 보고서에 작성 할 때에는 각 유물마다 평면상과 층위상 출토위치
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유물 가운데 인골은 반드시 형질인류학적인 분석을 해야 하며,
그 후에 박물관에 보관할 수 있다.
발굴이 끝난 후에는 발굴과 관련된 용품은 모두 정리해야 하며, 연구자는 반드시 유적
에서 발굴된 모든 구덩이는 복토해야 한다.

Ⅲ. 바라바시-3 유적의 발굴
바라바시-3유적은 연해주의 하산지구 바라바셰프카 강 왼쪽 강변에 있는 하안대지 위
에 위치한다. 유적의 서쪽은 가파른 경사이고, 유적의 동쪽은 완만한 경사인데, 그곳에서
7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은 모두 7기가 확인되었는데, 4년 동안 4기가 발굴되었다
(그림1). 그 중 제일 처음 발굴된 것은 2호이다(클류예프 2008).

138

제31호

2007년도 발굴 2호

기준점
레벨기를 세운 곳
유적범위

<그림 1> 바라바시-3유적의 전체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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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토층 제거
수혈의 어깨선으로 추정되는 곳에 1m 간격으로 십자 그리드를 치고 발굴을 시작한다
(그림2~7). 정중앙에는 십자 둑을 남기고 표토층부터 한 층씩 발굴한다. 러시아에는 모든
발굴에서 기계사용은 금지이며 오직 사람의 인력으로만 발굴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한 분층(пласт) 혹은 토층별로 발굴할 수 있다. 야외고고학 교과서에는

20㎝씩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압두신 1972). 보통 10㎝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를 분층(пласт)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두 방법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 표토층 제거

분층별로 내려가면서도 흙의 종류에 변화가 생기면 새로 생긴 흙은 남겨두고 상층의 흙
만 제거한다. 바라바시-3 유적의 2호는 어깨선 확인 후에는 10㎝미만으로 내려갔다. 한
층씩 파내려가며 십자둑을 남겨두고 토층을 파악한다(그림 4). 그림 6을 보면 8분층을 제
거한 상태인데, 모두 분층별로 균등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도 토층을 구분한
다. 특히 서쪽면의 중앙은 이미 주거지의 바닥면이 드러난 상태인데, 서쪽벽과 가까운 곳
에는 숯이 섞인 흙이 얇게 덮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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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십자 그리드 후 표토층 제거 장면

러시아 발굴 방법이 한국과는 약간 달라 보이지만 중앙의 토층을 통해서 주거지의 어깨
선과 바닥면을 찾고 있다는 점은 같다. 또한 주거지의 기둥구멍, 노지, 저장구덩이 주거
지 설치시설물을 찾고 있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표토층을 제거하고 어깨선을 찾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수혈이 움푹 파진
곳을 기준으로 1m간격으로 그리드를 쳐서 10㎝씩 제거하기 때문에 보통 2~3분층 혹은
4~5분층까지 표토층 혹은 문화층이 아닌 자연퇴적에 의한 토층이 계속될 수 있고, 5~6분
층 정도 되어야 정확한 주거지 어깨선이 나타난다.
바라바시-3 유적도 6분층 즉, 35~40㎝정도 파고 나서야 주거지 어깨선이 명확하게 드
러났다(그림 4). 이 과정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발굴 시작 시에 1m 간격의 그리드를 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면을 모두
파 내려 가야 한다. 인공 그리드 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원
래 발굴 목적 주거지 이외에도 표토층 제거 전에 지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접한 주거지
의 어깨선, 혹은 수혈, 기둥구멍 등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발굴하게
되어 있다. 이때 주요한 발굴대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다음해에 발굴하거나 몇 년
지나서 발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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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6분층 제거 후 드러난 어깨선(어깨선 내외부의 기호는 흙의 색깔을 표시한 것임)

2. 내부조사
수혈의 어깨선 즉 생토면이 확인되면 주거지 내부만 집중적으로 10㎝씩 분층별로 주거
지 바닥면까지 파 내려간다. 각 분층마다 레벨을 찍으며, 실측도와 사진을 남기고, 유물
도 수거한다. 이 과정의 유물은 주거지와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유물의 위치를 십자 그
리드와 레벨까지 정확하게 기록해서 보고서에 다 남기도록 되어 있다. 바라바시-3 유적
에서는 거의 7~8㎝씩 내려갔다.
바라바시-3유적의 2호는 8분층을 제거하면서부터 거의 바닥면이 들어났다. 바닥 가까
이에서 나무 탄 흔적으로 추정되는 목탄이 이중 라인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 그림 6). 그
부분의 남쪽부는 매우 심하게 불을 맞은 흔적이 남아 있는 소토가 확인되었으며, 아궁이
로 추정되는 일부 돌이 확인되었다(그림 6).
9분층은 완전한 바닥층으로 구지표면을 노출시킨 것이다. 아궁이 설치를 위한 수혈, 대
장공간의 벽체 고정을 위한 이중 구, 기둥구멍, 노지, 수혈 등이 노출되었다. 아궁이 상부
도 다 들어내고 완전히 구 지표면만을 드러낸 것이다. 노지는 직경 50~52㎝로 전체 수혈
에서는 거의 중앙인 Г-4격자에서 확인되었다. 무시설식 노지로 11㎝ 깊이이다. 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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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의 동쪽부분 철기제작소에 들어간 곳이다. 철기제작소에서도 많은 소토가 남아 있던
동남쪽부분에서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필자가 직접 이 곳을 정리하였는데 아주 심하게
불 맞은 정도나 땅을 20㎝가량 판 것으로 보아서 아궁이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불 맞은
흙 위에서는 돌이 둘러져서 확인되었다(그림 6).
전체 크기가 7.3×4.8m(장방형)인데 수혈의 벽선이 비스듬하게 떨어지면서 바닥면의 면

<그림 5> 8분층 제거 후 2호의 평면도
(수혈의 중앙에서 서쪽부분에는 이미 바닥면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벽면과 가까운 부분은 얇은 흙이 덮혀 있다)

적은 6.6×4.4m로 줄어들었다(그림6, 그림7). 기둥구멍은 북쪽 벽면을 따라서 8개 확인되
었다. 북쪽 벽면의 기둥구명은 직경이 10~16㎝로 동쪽에 비해서는 일률적이다. 서쪽은
8~35㎝로 불규칙인 구멍이 15개 확인되었는데, 용도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그림 7).
수혈의 동쪽부분은 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중으로 판 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는 주
거지의 벽선과 일치 하지 않고 동남쪽에 치우쳐서 확인되었다. 철기제작공간은 3.5×
3.6m으로 방형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벽체로 볼 수 있는 나무기둥은 확인되지 않았
다. 추정컨대 울타리 시설과 같은 목책을 세워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아궁이 시설과 8점의 철제품 등으로 보아서 2호는 남겨진 주거지의 수혈을 철기 제작소
로 이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클류예프 2014). 그런데 남겨진 수혈과 철기제작소에서 확
인되는 토기 들이 거의 유사하며 것으로 보아서 시간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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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제작소가 없는 서쪽은 숯이나 작은 나뭇가지 등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서 작은 숯 조각 등이 많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클류예프 2008).

<그림 6> 9분층을 제거한 후 완전히 드러난 바닥면(회색부분은 십자둑)

3. 토층도
주거지 중앙에 남겨진 십자둑을 기준으로 토층도를 작성하게 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
과 단축방향 모두 그리지만 주거의 벽과 구지 평행하게 그리지 않고 그리드에 맞추어서
그린다. 바라바시-3 유적의 2호도 그리드의 방향과 주거지의 장축방향이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는다.
그림 7은 주거지의 토층도인데, 주거지 평면도에서 동서격자 B-Г라인과 남북격자 4-5
라인(А-б토층도)의 단면을 그린 것이다.
1~3층의 토층은 5분층으로 나누어서 발굴되었다. 1층은 부식토층이고, 2층은 짙은 갈
색 사양토층이다. 3층 흑갈색 사질토층이다. 4층은 3층보다는 밝은 갈색 사질토층이다. 4
층부터 문화층이며, 주거지 내부토이다. 문화층의 두께는 35~40㎝이다. 주거지의 내부를
채우고 있던 흙은 5층이며, 회황색이 자갈이 혼입된 사질토이다.
그런데 4층 아래 부터는 주거지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토층에서 차이가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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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만 철기제작소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주거지의 동쪽에는 4층 아래의 5층에는 주
황색 소토층이 확인되었는데, 다량의 숯과 숯조각이 혼입되어 있었다. 소토층을 걷어내
자 구지표를 덮은 숯이 많이 섞인 갈색 흙이 아주 얇게 확인되어서 가장 아래층으로 생각
된다. 동쪽의 가장 모서리 부분에는 소토층 보다 더 단단하고 붉은 아궁이와 관련된 층이
1m가량 확인된다.
서쪽부분에는 중앙에 바닥(Г-5, 6)까지 4층의 흙이 채워져 있다(그림 7). 저장수혈부터
주거지 벽면까지는 4층과는 다른 암회색의 검은 사질토(그림 7의 가층)가 아주 얇게 채워
져 있다. 제철시설 이전의 주거지와 관련된 층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토
기는 기본적으로 제철공간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 후에는 조사구역은 모두 복토하였다.

<그림 7> 2호의 토층도

<그림 8> 발굴 후 복토장면

러시아의 발굴 - 연해주 철기시대 얀콥스키 문화의 바라바시 3유적을 중심으로 - 145

4. 보고서
러시아의 보고서는 러시아 모스크바 문서보관국 1부, 소속 기관의 문서보관소 1부, 소
장용 1부 모두 3부만 만들어낸다. 정식출간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적의 발굴에 관
한 보고는 여러 잡지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대규모 발굴이나 연구비가 뒷받침되면
단행본으로 만들기도 한다.
보고서에는 지표조사부터 발굴과정, 발굴 후의 복토까지 전부 사진과 실측도를 남긴다.
분층별로 발굴되기 때문에 분층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한다. 인공 그리드 위에
측정된 레벨도 모두 표시한다(그림4~9).
바라바시 3유적의 주거지 바닥면 실측도에는 유물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유구 실측시 유물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기호와 해서 표시한다
(그림 9).

<그림 9> 바라바시-3 유적 보고서의 조견표

토층도도 모두 조견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물의 출토위치는 각 분층마다 격자별
로 표시해서 반드시 보고서에 기록해 둔다.
개별유물의 사진과 실측도도 함께 보고서에 수록된다.
작성된 보고서는 발굴허가증이 발급된 다음해 4월까지 모스크바의 러시아과학아카데
미로 보내서 모두 검수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탈락하거나 지적사항이 많으면 발굴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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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굴허가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연구자는 러시아의 보고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적 발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서 모
스크바 문서보관소 혹은 발굴책임자의 소속 기관 문서보관소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대
부분 학술발굴이며 연구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하
지 않는다. 대신 잡지나 단행본 등으로 공간되는 것이 많지만 한정된 잡지에 글을 수록하
는 경우에는 내용이 많이 짧아지는 단점도 있다.
넓은 영토여서 자신의 소속기관이 활동하는 지역이 아니면 어떤 발굴이 있었는지에 대

해서 잘 알 수 없어서 그 해 발굴을 모아서 수록하는 ‘『고고학 디스커버리』(Археологиче
ские открытия)’가 1965년부터 매해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한정적이다.

Ⅳ. 맺음말을 대신해서
러시아에서는 과거 소비에트시절부터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공동재산’이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제도가 일찍부터 마련되었다.
러시아 유학 당시에 헌 책방에서 과거 소비에트시절의 고등학교 교과서 ‘야외고고
학’(압두신 1972)이라는 책을 구입한 적이 있다. 이 책은 1980년에 재판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실습수업이 있다. 필자는 실습 온 고등학
생, 대학생들과 함께 유적을 발굴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의 아누치노 지역 선
사와 중세라’는 고등학교 교과서(클류예프 2006)도 있다.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
교과서이다. 지금은 작고하신 이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
직접 부탁해서 제작된 것이다. 대학에서도 역사관련 학과에서는 여름학기 때 실습수업이
있는데, 이때 여러 발굴장에 참가할 수 있다. 석사졸업생은 제한적이지만 발굴허가증도
받을 수 있고, 직접 유적을 찾으러 가기도 한다.
러시아에서 야외고고학에 대한 제도와 교육 장치는 1950년대 부터 마련되었고, 대학 이
전에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자양분은 발굴조사의 목적이 학술연구라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과 다른 점은 러시아의 물리적인 영토와 역사배경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 지역에 걸쳐 있는 광활한 대륙이고 이 넓은 영토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를 공공재로 다루기 위해서 일찍부터 국가가 통제를 시작하였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만든 매뉴얼과 같은 발굴지침서에 따라서 모든 발굴과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보고서 작성 후 4월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완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검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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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지 못하면 발굴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넓은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 잣대로 통제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
는 것도 많다. 러시아에서 문화재를 공공재로 파악한 것은 사실 흑해 주변과 시베리아의
‘쿠르간’(봉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 때문이다. 표트르 대제 때 수집된 '표트르 컬렉션(스
키타이 황금유물)'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는데, 봉토분에 엄청난 부가 매장된 사실은 이미
18세기부터 유명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를 관리했기
때문에 발굴 매뉴얼도 봉토분조사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야외고고학(압두신 1972년)에
서도 시베리아의 봉토분 발굴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작성되
었기 때문에 시베리아와 모스크바 인근의 지역양상에 따른 연구법에 최적화되어 있다.
물론 1970년대 들어서 오클라드니코프 선생이 시베리아와 연해주 및 극동을 조사하면
서 쿠르간 봉토분 이외에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발굴 매뉴얼과 발굴방
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현재 2013년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가 수정한 『러시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매뉴얼』에
는 발굴허가증 종류의 세분화, 수중에서 일어나는 지표조사와 발굴, 긴급발굴까지 다루
고 있는 변화되었다.
바라바시-3유적도 발굴매뉴얼에 따른 발굴이었다. 표토층부터 손으로 제거하고 6분층
을 제거하고 나서야 어깨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동안 발굴기간의 반이 지나갔다. 발굴
기간 내도록 타이트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였으며, 비가 오지 않으면 쉬는 날 없이 계속
작업하였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은 러시아에서 발굴할 수 있는 기간은 6~8월 늦
어야 9월 초순까지이다.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곳을 모두 파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엄격
하게 통제된다. 넓은 러시아의 모든 발굴지역을 관리통제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
다. 그렇지 않다면 모스크바 인근한 지역과 연해주의 발굴사항이 다르며 발굴방법에 대
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큰 혼란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굴 매뉴얼에 따른 발굴은 융통성이 약하다. 러시아의 발굴법 중 가장 약점은
중복관계에 대한 이해가 힘들다. 한 유적을 전면 표토제거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해
나누어서 발굴하기 때문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 그 파악은 매우 어렵다. 시굴방법도 1×
1m로 시굴 트렌치라기보다는 시굴괭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중복관계 파악은 힘들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지역권으로 나누어서 여러 사례를 분석해서 지역권별 발굴
매뉴얼이 새로 작성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지만, 거대한 국가조직이 움직인다는 것
은 힘들 것이다.
▶논문접수일(2017.12.22) ▶심사완료일(2018.1.31) ▶게재확정일(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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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avation of the dwelling site in Russia
-Focused on the Barabasi-3 site of the Yankovski
Culture in the Maritime Province in the Iron Age
Jae-Youn Kim
(Pusan Natinal University)
The manual of the archaeological field survey and the excavation in Russia that is
comtroled by the government has its historical background. It is wrotten in detail about the
method to progress field survey and the excavation and the excavation permit.
The purpose of the excavation in Russia is an academic investigation. Field survey
is very important to find and excavate site corresponds to their major. It is written about
the ground plan, picture of the field survey, method and scope of trenching, field survey
under water and so on. When progress field survey, it is possible to several treches the size
of 1×1m. Rescure excavtion or academic excavtion, the purpose must be for academic
research. In excavation manual, a standard is set in the purpose of the excavtion, physical
environment, setting of the reference point, excavation tool and setting grid. It is to control
a large territory that the government makes excavtion manual. The excavation permit was
separated into 4 parts before, but it changed to 5 parts in detail. According to an academic
background and career of a researcher, it can be applied.
The Barabasi-3 site of the Yankovski Culture in the Maritime Province was
excavated in the excavation manual. The 2 site was excavted first, it is thought that a
disused dwelling was used as the iorn tool workshop. Set grids the size of 1m over a pit and
excavated each strata no more than 10㎝ with leaving a cross-shaped bank. After digging
6 stratum, an exact upper line was found, could progress internal investigation. Removed
internal soil, the burned wooden line was found in the southeast part of the pit and heated
soil was checked widely. A fire place was also checked and the 8 iron tools include iron axe
was found as well. Remove the fire place and burned wooden line, the double line in the pit
was revealed. The cross-shaped bank was finally removed after drew a survey drawing and
its strata.
Key words : excavation of in Russia, academic investigation, field survey, in the Maritime
Province, The Barabasi-3 site, the dwel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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