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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연구는 정밀발굴에 기초한다. 최근 이 지역의 수평수직 발굴법과 같은 정밀발굴법과 장비 및 기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구석기시대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필요한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발굴 기간 내에 여러 분야의 4기 지질학자들이 상주하거나 함께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문 통합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유적과 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전체 지형과 지질층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그
분석 자료를 기초로 그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각 유적의 위치와 문화층을 확인하는
기술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지층을 묘사하는 방법에서도 사진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민족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장면들을 스케치를 통해 사진을 대체했던 것처럼, 층위나
유물을 묘사할 때 정밀묘사법을 활용한다. 특히 층위구분의 경우 다양한 지질현상들을
담아내어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따른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석기에 대한 분석은 석기 개별적인 특성에 치중하기보다 발굴된 모든 석기를
분석하여 석재 선택으로부터 버려진 석기에 이르기까지의 석기제작 과정을 기술하고
기술형태적 분석 체계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작업이 결국 문화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석기도면 작성도 고고학자와 미술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석기작성법과
석기의 특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검증과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석기제작실험을 통한 기술체계
분석과 제작된 석기의 기능분석, 즉 실험과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평면상에 옮겨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추론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유적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수십 년 간 매년 체계적인 발굴을
수행하여 각 유적을 세계가 주목하는 유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정책에 기인한다.
주제어 :	수평수직발굴법, 층위, 석기제작기법, 사용혼 분석, 현장조사법,
석기기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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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 현장조사법은 기본적인 구석기시대의 발굴법뿐 아니라 체계적
인 자연과학 분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러시아의 고고학 발굴법에 영향을 받는 중앙아시아
와 몽골 지역의 구석기 조사법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학파나 상 페테르부르크 학파(구 레닌
그라드 학파)와 같은 각 학파가 지향하는 발굴법을 따르고 있다. 특히 상 페테르부르크 학
파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의 고고학·민족학 연구소(Institute of
Archaeology and Ethnography, SBRAS)는 오클라드니코프(A.P.Okladnikov)가 1950년대부터
연구를 수행했던 몽골지역과 데레비안코(A.P.Derevianko)에 의해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
화된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연구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고고학 연구의 기
초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연구와 발굴법은 상 페테르부르크 학파가 지향하는 체
계적인 연구기준과 고도의 발굴기술 및 해석을 동반한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알타이의 여러 유적, 몽골의 차간 아구이(Tsagaan Agui Cave) 동굴유적을 비
롯한 많은 유적들과 우즈베키스탄의 오비-라흐마트(Obi-Rakhmat)와 같은 현생인류의 새
로운 지평을 연 유적들이 그에 해당한다(Деревянко 2007; 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Ко

лобова et. al. 2014).

동북아시아 구석기 연구사에서 초기 발견사를 보면 알타이의 우스트 칸유적(최몽룡·

이헌종 1994), 예니세이강의 아폰토바 고라유적(Абрамова. З.А 1979), 중국의 周口店 유

적(Pei 1934; 1938; 1938-1939; 1939; 1940), 水洞沟 유적(Licent & Teilhard de Chardin 1925)
등 구석기시대의 유적 형성 과정에서 석기뿐 아니라 다양한 골각기와 동물상이 함께 발
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연구자들은 골각기의 소재와 동물상을 동정하고 그 고동물
이 활동했을 시기의 고환경을 연구해야 하였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과 학제 간 연구를
시도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최근 구석기연구방법론의 발달로 자연과학 분석의 폭은 기존의 식물상과 동물상 분석
뿐 아니라 절대연대법, 암석학, 지층 상의 토양분석, 화산회분석, 휴무스분석, 지질 지형
학적 변이에 따른 유적 형성과정 분석, 유전학, 체질인류학 등 매우 다양하여 문화적 해
석을 돕는 미세 환경으로부터 거시환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학 분석은 각 지역의 시공간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문화복합적 해석을 기반
으로 하는 인류의 이동과 정착, 문화 재창조의 인류사를 재구성하는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법으
로부터 인류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자연과학 분석법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술하는
지 발굴과정으로 부터 실험실에서의 연구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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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현장 발굴법
1. 발굴의 전제들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 연구는 문화사적 연구라는 대 명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으로 고고학 연구와 4기지질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환경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해 고고학으로 밝힐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뿐 아니라 인류가 살았던
갱신세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와 협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실 인류가 점거하고 살았던 고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기후환경, 자
원환경, 지형조건, 독특한 지역의 지질학적 변이에 따른 지층, 평면상에 나타난 다양한
증거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발굴에서 획득된 유물
과 유구만을 가지고 인류의 문화를 복원할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연구는
이런 대 명제에 천착한 연구기반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은 타 분야의 연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환경 복원, 문화 복
원, 편년을 밝힐 수 있는 많은 과학적인 기자재와 컴퓨터 공학, GIS체계 등을 갖추고, 보
다 정교한 기록 보존을 위해 드론과 같은 기자재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
어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환경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야외유적이나 동굴유적을
망라하여 생물학적 원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발굴과정에서 인류의 잔존물과
동식물상 자료들이 발견되어 4기지질학 기반의 연구를 뛰어넘는 매우 가치 있는 자료들
이 함께 발굴되고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발굴법에 지속적인 연구와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이런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발굴법의 적용에 앞서 고고학의 기초적인 작업은 전
통적인 방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이 방법은 고집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발
굴과정에서 절대시간을 확보하는 결정과 발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실할 수 있는 정보
를 최대한 차단하는 물 채질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다(그림 1)(賈蘭坡·
黃慰文 1997; 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1992년 필자가 참가했던 데니소바 동굴유적(Journal

of Altaica 1992; 1993a; 1993b; 1994, Деревянко et. al. 1998)에서 실제 50㎝×50㎝×3㎝의
작은 공간을 다시 4분법으로 나누어 발굴하고 그 곳에서 나온 흙을 여러 고무 양동이에 담
아 아누이 강에서 채질을 했는데, 매 양동이 마다 발굴과정에서 관찰하지 못한 설치류의
뼈나 아래턱 뼈, 치아를 비롯한 미세 포유류의 뼈화석이 발견되었다. 뿐 만 아니라 2㎝ 크
기의 골제 선각예술품도 확인되었다. 이런 미세 포유류의 뼈화석은 물 채질하는 곳 옆에
마련된 임시 실험실에서 미세화석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뼈들을 관찰하고, 주요 유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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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화석을 다시 발굴된 원위치로 옮겨 유물을 배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실제 발굴
된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런 연
구가 가능한 것은 정밀발굴을 지향하는 관점과 충분한 발굴기간에 기인하며, 이런 미세
한 증거도 최대한 확보하여 고환경 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인류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정밀발굴이라는 지향점과 고환경 복원을
위한 자연과학과의 공동연구, 다양한 첨단과학 기자재와 GIS 시스템 활용 등을 통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이 각 수계를 중심으로 종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엄격
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서 유적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채질장면 (周口店유적 초기발굴(賈蘭坡·黃慰文 1997)과
데니소바유적 물 채질 장면(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2. 기초자료 수집의 기본, 발굴법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발굴법 중 가장 오래전부터 보편적
으로 활용되는 것은 전면제토법과 그리드법이다(그림 2). 구석기시대 유적의 성격상 층
위 발굴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평면상에 노출된 유물들의 분포 상황을 원 위치에서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원 위치에 유물들을 노출하기 위한 방법들은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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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평면상에 노출되는 석기들을 통해서 인류의 점거 패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층위변형과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석기뿐 아니라 다양한 지질학적인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평면
상의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전면제토법을 기초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적조사 허가증을 가진 학자들을 중
심으로 지표조사가 수행되는데, 그 학자들에게 지표조사 과정에서 주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유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굴을 할 권한이 부여된다. 지표조사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혹은 국가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유적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도 병행된다. 이 때 조사자는 과거 조사
당시 조사자가 첨부한 사진을 기초로 그 당시 찍었던 위치에서 유적의 상태를 촬영하여
보고한다.
국가적으로 중요 매장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임의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을 만큼 문화유
산에 대한 보존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새로운 조사가 필요할 때
유적 조사를 이전 조사 이후 연계하여 계획발굴을 수행할 수 있다. 시베리아의 경우 알타
이 데니소바 고고학기지, 예니세이 쿠르탁 기지와 아폰토바 기지, 이르쿠츠크의 말타와
부레트 기지 등 주요 유적들에 대한 연차적인 정밀발굴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周
口店 유적군, 泥河灣 유적군, 水洞沟 유적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매장문화유산으
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들은 정기적으로 발굴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알타이 데니
소바 고고학기지는 가장 선진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
지부 고고학민족학 연구소(IAE SBRAS)에서는 이 유적을 발견한 이후 산악 알타이 지역
의 동굴유적과 야외유적에 대해 매년 계획된 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많은 유적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특히 알타이 데니소바 기지를 중심으로 진행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자연과학과의 협업, 실험실 연구 등을 통해서 세계적
인 연구소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과정은 우리나라의 고고학 기반의 연구지원체계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발굴현장에서는 고고학자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4기지질학자들이 상주하여 공동연구
를 수행한다. 지질학자와 지형학자들은 유적과 그 주변일대의 지질학적 성격, 유적형성
문제, 지층의 구조 및 형성과정을 조사한다. 인류학자는 동굴유적이나 석회질 퇴적이 잘
남아 있는 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인류의 뼈나 이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석기학자들과
함께 연구한다. 고생태학자나 고생물학자, 토양학자, 고기후학자는 동물상·식물상에 대
한 검토를 시도하여 이 유적에 인류가 활동하였을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물론 극동지역의 경우 토양의 조건상 화석의 발견이 드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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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周口店 유적 초기 조사에서의 그리드법 발굴 과정
(賈蘭坡·黃慰文 1997)

구석기시대 발굴에 고생태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참가하는 예가 드물다. 하지만 시베리아
의 다른 지점의 발굴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지질학자, 지형학자, 지리학자, 고식
물학자, 고기후학자들이 참가한다. 자연과학자들은 대체로 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조사
에 참가하게 되면 현 발굴지점 뿐 아니라 그 지점을 기점으로 그 주변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자연과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 유적과 동일한 퇴적환경과 그 유
적이 형성된 전후 시기의 여러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이러한 조사
가 거의 한 시즌 내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발굴이 종료되는 즈음 구석기학자들과 유적
이 발견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질연대 비교를 시도하는데 자료로 사용된다. 뿐
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되는 한 다른 고생태학자, 고생물학자, 토양학자 등 다른 관련 자
연과학자들과도 함께 현장세미나를 갖는다.
최근 중국의 경우 중국사회과학원 古脊椎與古人類硏究所(IVPP)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발굴이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어 지역의 고고학연구소와 대학들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
다. 하지만 여전히 IVPP는 발굴법을 비롯한 연구의 위상을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수준 높
은 구석기고고학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람이 되고 있다. IVPP 역시 연구소가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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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학제 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연
구를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연구소에 지속적
인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도 매
우 높아지고 있다.
고고학 발굴법의 관점에서 시베리아의
발굴은 평면상에 노출된 유물의 분포와 변
화가 심한 평면상의 변화를 층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지층을
확인하면서 평면상의 유물분포나 유구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섬세하게 층위를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층의 편년을 밝
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전면제토법에 따라 유물의 분포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층위에서 파악된 퇴적층의
양상과 층의 두께를 각 지점에 따라 파악
하지 못한다면 원 지층의 유물들을 모두
<그림 3> 데니소바 동굴유적
수평-수직발굴 모습(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
평-수직발굴법은 평면제토법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좋은 발굴법이다. 그러므로 유적의 상황에 따라 좁게는 50㎝ 마다 넓게는
수 미터에 이르기까지 평면상의 유물의 분포를 층위를 따라 노출하기 위해 지층 단면을
남겨 놓으면서 수평면을 노출시켜 나가는 것이 정밀발굴의 기본이다(그림 3).
전면제토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전체 평면을 다시 1m×1m의 그리드를 기초로 발굴
을 수행한다. 시굴을 통해서 파악된 유적의 중심부를 정하여 4분법에 기초하여 x, y축을
정하여 그리드를 입혀 구획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유적의 성격에 따라 그 내부를
다시 4분법으로 나누어 더 정밀한 발굴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유적의 성격에
따라 2m×2m로 확대하여 그리드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하강 작업은 1회에 5㎝를 기
초로 작업을 진행한다. 정밀발굴의 경우 그리드의 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에 대체로 지그
재그로 그리드를 발굴하여 칸의 네면의 단면을 관찰하면서 하강작업과 평면작업을 병행
한다. 물론 그리드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50㎝ 혹은 1m의 둑을 남겨 두고 각 칸의 발굴을
수행한다.(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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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발굴책임자의 발굴 경험과 각 학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규칙은 발굴참
1)

여자 들이 지켜야 할 내용으로 전달되지만 궁극적으로 현장 책임자가 지질학적 지층 단
면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발굴의 깊이와 속도를 제한하는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질학적 층위와 문화층 그리고 수평면 상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층위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면제토법 만으로 발굴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내부에 그리드법과 지층과 노출된 유물의 양상과 미세한 층위의 변화를 살피면서 수행하
는 수평-수직 발굴법을 병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각 문화층을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5㎝가량 수직 하강하는 발굴의 규칙성 보다 층위를
따라 석기의 분포와 지층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는 발굴법은 그 발굴을 수
행하는 발굴자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 방법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가능
한 방법이다. 대체로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 기관에서는 철저한 수평-수직 발굴을 기초
로 한 전면제토법을 통해서 지층의 변화에 따른 유물의 분포를 파악하는 과정을 수행한
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야외유적인 泥河灣유적군이나 水洞沟 유적군도 각
지점의 발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그림 4)(谢飞 2006; 高星·王惠民·贺吉德
主編, 2011). 이러한 수평-수직 발굴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
조사법으로서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발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水洞沟유적 수평-수직 발굴 과정(高星·王惠民·贺吉德 2011)

1) 시베리아에서의 발굴참여자는 학제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중 지역의 교사들의
추천을 받아 발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발굴책임자들의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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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소바유적을 비롯한 산악 알타이 지역의 동굴유적의 경우도 역시 수평-수직 발굴
이 기본이다(그림 3). 특히 좁은 동굴유적 내부에는 기존의 동굴 벽과 계절에 따른 낙반
석,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풍성 및 수성 퇴적, 동물들의 점거과정에서의 국지적 퇴적층,
동굴 내부의 환경 변이 등에 따른 지질층위와 인류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화층
의 형성과정으로 인해서 발굴과정과 정보 수집 및 연구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층위의 훼
손 없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매 순간 요구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면제토법을 기초로 그리드 구획의 기준과 수평-수직 발굴이 엄
격하게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 동굴 중앙부에 수행된 발굴단면을 기초로 점차 동굴벽 가
장자리로 발굴이 확장되는데 그 단면을 기초로 문화층을 확인하고 발굴하는 방식을 채택
한다. 데니소바 유적을 비롯해서 스트라쉬나야 동굴유적, 우스트 칸 동굴유적 등 동굴유
적의 경우 동굴 내부 뿐 아니라 동굴 입구부로부터 동굴 밖에 이르기까지 유물이 분포하
고 있기 때문에 동굴유적과 야외유적 발굴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동굴부의 지질퇴적층이
동굴외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한 연구해야 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예측되는 다
양한 지질환경의 변화, 즉 동굴내부에 낙반석, 외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지질현상과 동
물 및 인류의 이동과정에서의 변화,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굴 입구부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낙반석과 동굴 주변의 암반 쇄설 및 토양의 이동 등 매우 복잡한 지질층의 형성
과정에서 문화층을 판단하고, 동굴 내부의 퇴적층과 연결해서 문화층 구분과 문화층과의
연계성을 파악해야 하는 매우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수직발굴법은
시베리아 구석기시대의 정밀 발굴에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서도 발굴초창기부터 수평-수직발굴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이기는 하지만 최근 긴급구제발굴의 확대로 전면제토법을 수행하면서 일부 그리드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긴급발굴을 수행할 때 활용되는 전면제토법은 수
평-수직발굴에 기초한 정밀발굴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발굴과정에서 단 몇 개월 만
에 이루어지는 긴급발굴과 그 면적의 1/10도 되지 않는 유적을 10년 발굴하는 것과 비교
할 때 얻어지는 정보의 차이는 비교가 불가하다. 1985년에 시작된 데니소바 동굴유적은
30년이 넘는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여름에 필자가 참가했던
데니소바 동굴유적 조사에서 3개월 동안 한 발굴은 1×3×1.5m가 전부였다. 이러한 양상
은 중국도 마찬가지로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복합적인 발굴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수준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
만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에서도 정밀발굴을 수행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발굴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잘 연구된 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발굴이 거의 없이 구제발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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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 보존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이런 체계적인 발굴에 대
해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유적의 조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
되는 구제발굴의 경우에서도 이런 정밀발굴의 형태를 유지하며 각 유적들의 성격을 밝혀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이런 발굴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정 발굴기간을 모두 허가할 수
는 없지만 유적의 성격에 따라 이런 정밀발굴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더 허가해 준다
면 전략적 측면에서의 정밀발굴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발굴면적 중 정밀발굴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유적의 경우 발굴범위 내에 유물 집중 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역
들의 발굴을 정밀발굴 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발굴 구역 모
두 이런 정밀발굴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집중부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발굴집중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
적 보완을 통해서 긴급발굴에서 정밀발굴 수행에서 활용하는 전면제토법, 그리드법, 수
평-수직 발굴을 유적의 성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발굴을 수행할 때 동북아시아
의 매장문화유산을 다루는 유산 중심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하지는 않
지만 세계적인 구석기학계에 기여하는 유적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
라의 문화적 국격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Ⅲ. 문화해석을 위한 자연과학 분석 방법의 기반, 층위
동북아시아 구석기고고학의 문화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관찰 및 분석
은 지질층에 집중된다. 지층 분석은 4기지질학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구법
이다. 최근까지 퇴적과정과 퇴적층 형성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도분석, 대자율 측정,
지화학 분석, 화분분석, 광물분석 뿐 아니라 AMS를 비롯한 다양한 절대연대분석을 위한
시료 채집과 분석이 구석기시대의 평면상에 노출된 문화층을 설명하고 그 문화상을 밝히
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Kim et. al. 2013) 이 논문에서 이 분야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층에 대한 관심과 층위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밀발굴의 경우 발굴이 진행될 때 구제발굴처럼 많은 시굴구덩이를 넣을 필요가 없다. 대
체로 규모가 크지 않은 표준구덩이를 발굴하며 유적의 지질층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문
화상을 밝히는 작업이 신중하게 진행된다. 지층을 구분할 때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퇴적되는
과정과 변형의 상태를 4기지질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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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아누이 계곡, 泥河灣 유적과 水洞沟 유적 일대의 지층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유
적이 형성된 전 지형과 지질층을 조사한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그 지질층에서의 문화층
을 표시한다(그림 5). 그리고 그 문화층에 대한 세부 지층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큰 스케일의 지질층 조사는 유적 발굴과 관계없이 수년간 4기 지질학자들의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발굴 현장에서는 4기 지질학자들과의 공동연구는 필수적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층위구분은 지질층을 구분할 때 대체로 거시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구분하는 경향이 있고, 대체로 토양색과 토양성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분한다. 미세
층 구분의 경우 관찰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데르가쵸바(M.Dergacheva)에 의해 연구되
고 있는 휴무스층 분석의 결과로 한 지층 내에서 여러 개의 미세지층을 구분하기도 한
다. 휴무스 층은 이 층이 생성될 당시의 자연 환경 조건을 반영한다. 생성된 휴믹물질은
biocledule의 형태로 당시 환경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의 생성환경과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다(이헌종 2016). 이러한 사례는 시베리아와 중국의 구석기연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아누이 계곡의 지질 구조와 유적 및 문화층 분포(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데니소바 동굴유적 중앙부의 대표 단면의 분류에서도 확인되듯이 각 지층의 문화층을
분류할 때 지질층을 다시 세부 층으로 나누고, 각 문화층의 석기, 골각기, 동물화석, 꽃가
루분석, 지층의 특징을 각각 연구한다.
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에서 지층에 대한 설명은 인문학적 측면의 표현과 자연과학적
측면의 특징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토양 색에 대해서는 먼셀 토색집(Munsell Soil Color
Chart)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전통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토양색에 대한 표현은 구석기고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색과 흙의 성
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서술하는데 적갈색점토층, 연갈색사질토층 등과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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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층과 사질토층의 분류는 육안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나 현장에서 각 지층의 일부를
떼어 야장에 비비거나 간단히 물로 개어서 그 점성과 내부 토양의 여러 굵기와 마모도 등
을 확인하고 잠정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과학적 직관의 하나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토
양분석의 결과와의 오랜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 지층의 토양에 대한 설명은 실험실에서 지층 전반에서 보여지는 토양 색에 대한 기술,
토양 성분, 토양의 굵기와 마모도, 자갈, 쇄설물, 뼈화석의 모습과 배치 등 물리적으로 확
인되는 과학적 정보들에 대해 세밀하게 이루어진다. 지층 색은 표현하기 어렵겠지만 층위
의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들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솔리플럭션이나 부정합
같은 지질현상들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질현상들을 지층 도면에 표현하기 위해
서는 지층을 따라 선을 긋는 방식을 항상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점진적으로 층
위가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될 때 층위의 선을 긋지 않고 층에서 확인되는 자갈이나 굵은
모래, 격지나 쇄설물들을 표현하면서 지층의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 최종 층위 도면은 사
진과 비교하여 지층에서 보이는 것들을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6).

<그림 6> 데니소바동굴 유적 중앙부의 갱신세 퇴적상황(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현장에서 이러한 지질학자들의 초보적 관찰은 고고학자들에게 공유되고 이어 단면 작성
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 측량도구를 활용하여 지층 단면의 얼개와 세부분류를 활용하지만
최근에는 사진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층위 전체의 구도를 결정한다. 그 밑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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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지질학자들이 제시한 지질층과 세부 지층에 대한 세밀한 표현을 시행한다. 실제 눈
으로 관찰되는 대상은 원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통은 과거 사진
기가 없을 때 민족지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는 방식을 따르고, 학계에서는 이러 과학적 작
업에 세밀화를 그려내듯 원래의 모습을 기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전통은 민족지 조
사연구가 발달한 러시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학자들에게 익숙하다(그림 7).

<그림 7> 우스트-카라콜 1 유적의 동벽 층위도(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수평-수직 발굴 과정에서 결국 확인하고자 한 것은 각 지층의 평면을 따라 노출된 유물
의 종류와 분포이다. 즉 지층에서 문화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문화층에서 노출된 유물
들은 도면에 표시하고, 유물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와 맥락을 기록하여 그 평면상에서 이
루어진 인류의 행위를 밝히거나 지질학적 영향으로 변형된 증거들을 확인한다. 수평면
상의 자료들을 각 그리드별로 확인하고 층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들을 측량하고 기록하고
수습한다. 최근 수평면의 유물 출토양상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드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림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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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水洞沟유적 2지점 지층단면 및 문화층
(Li et. al., 2013a; Liu et al., 2009). 1, clay-rich silt; 2, silt; 3, fine sand; 4,
gravel; 5, peat; 6, stone artifact; 7, animal fossil.)

<그림 9> 水洞沟 그리드 및 수평-수직발굴 후 유물 노출 및
측량하는 장면(高星·王惠民·贺吉德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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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서 작성과 실험실 작업
시베리아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이 종료되는 10월이 되면 대부분 연구소에 모인다. 그때
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그동안 발굴된 유적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며, 각 섹터 별로 가을-겨울-봄까지 이어지는 세미나도 시작된다. 특히 10-12월 까지
는 각 섹터별로 그 해 발굴된 유적들의 현황을 발표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데, 발굴과
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의 성격 등 전반적인 것부터 세부적인 것들 까지 대
부분 이때 공개된다. 당시 제기된 문제들은 각 섹터별 토론을 통해 해결한다. 구석기시대
의 경우 자연과학자들도 함께 참가하여 그들의 조사결과도 발표한다. 각 시대 분과 별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구석기분과에 4기지질학자, 고천문학자, 수학고고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보고서 작업을 수행한다.

1. 석기기술법
보고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석기에 대한 기술과 석기도면 작성이다. 석기에
대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몸돌로부터 격지 석기들에 이르기까지 각 학파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지만 형태학적 기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북아시아의 구석기학자들은
기술형태적 기술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석기의 기준과 그 명칭을 활용하여 분류
하지만 보고서 상의 세부 설명은 각 학파의 관점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그 이유는 이
설명들이 세계고고학을 읽는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며, 주요 학설들 예를 들어 지역적 문
화성격 뿐 아니라 인류의 기원설과 이주와 같은 설명을 이끌어 내는데 활용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석기의 외형에서 판단되는 형식분류에 기초한 명칭 이외에도 각 석기의 원
래의 기능을 확인하는 기능분석, 석기제작기술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법분석이 형태적 분
석과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작성되는 석기에 대한 분석에서 1차생산물군과 석기군이 크게 분류된
다. 1차생산물군에는 석재, 예비몸돌, 몸돌, 타격면 조성 격지, 1차 박리면, 격지, 부스러
기, 망치돌에 이르는 것들이 포함되며, 이를 기술형태적 메커니즘에서 설명한다. 그러므
로 각 몸돌군을 기술형태적으로 분류하고 각 몸돌군 별로 규칙화된 기법체계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석기군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몸돌석기군과 격지석기군으로 나누고, 각 석
기군의 종류별로 기술하되 형태적 측면 뿐 아니라 기법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여 각 석기
의 제작과정을 복합적으로 기술한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다시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석기제작 전 과정에 대한 체계도를 만드는데 활용된다. 대체로 이 체계도는 고찰에서의
문화기술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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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석기에 대한 평면상의 분포를 기술
하고 관련된 석기들을 접합하는 것이다. 접합되는 석기들의 상황에 따라 in situ를 결정하
는 기준이 마련된다. 그 결과가 이 문화층의 형성과정과 유물의 이동, 교란 정도를 파악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발굴 후 실험실 연구에서 보고서 집필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여러 연구 중 하나이다.

2. 실험과 기능분석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여러발굴기관에서
는 발굴과정에 발굴지역이나 숙소 인근에 지정된 공간에서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재를 채
집하여 석기제작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석기제작 실험에 필요한 석재를 채집하
는 과정에서 석재 원산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림 10> IVPP에서 수행한 실험장면(高星·王惠民·贺吉德 2011)

석기제작실험을 수행하는데 각 지역 별로 수준차가 있는데 그것은 경질망치를 활용한
직접떼기법을 활용하여 주먹도끼나 찌개류와 같은 몸돌석기와 격지석기류를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적의 성격에 따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실험도 이루어져
야 하는데 예를 들어 르발루아떼기법, 돌날과 세형돌날떼기법을 실험하는 발굴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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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연질망치떼기를 활용하여 연질과 경질망치떼기를 활용해서 몸
돌과 격지 및 석기 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흔적들을 연구하는 수준(이헌종·이상석 2015;
2016)까지 확인하는 실험고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니소바 고고
학기지에는 실험고고학 실습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볼코프(P.V.Volkov)가 아누이강
일대의 석재들을 활용한 석기제작 기술들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최근 水洞沟 유
적의 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중국의 IVPP의 구석기조사팀에서도 高星의 주도로 석기제작
실험과 기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10, 12, 13).
기술형태적 관점으로 분류된 석기들은 고고학자들과 미술전공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도
면작성이 이루어진다. 시베리아의 경우 발굴현장이 공개되어 있어 여러 분야의 학생들이
발굴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실험실 연구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이헌종 1996). 특히
도면 작성 부분에서 미술전공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대부분 발굴 현장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나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에서 석기도면 작성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전공자가 직접 석기도면을 그리지 않는 것도 연관이 있
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엄격히 적용하는 석기작성법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말
해 주는 것이다. 고고학자가 직접 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발굴 후 수행해야 할
실험실 연구가 많기 때문에 석기도면 작성까지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면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자가 석기관찰 과정에서 파악하여
묘사하고 서술한 석기의 특징을 미술전공자들에게 전달한다. 그 내용에는 석기에 대한 비
교적 완성된 스케치와 석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기초로 전통적인 유
럽식 석기도면 작성방법에 익숙하거나 그 방법을 익힌 미술전공자는 숙련된 기술로 일관
된 도면 작성을 수행한다. 매 석기가 그려질 때 고고학자들의 통제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
서 석기제작기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된다. 그러므로 도면작성자가 설혹 미술전공
자라 할지라도 석기를 이해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 일부 미술전공자는 고고학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여 평생 도면을 그리기도 하여 수준 높은 도면작성자가 되기도 한다(그림 11).
석기제작기법을 실험고고학적 방법을 통해서 석기의 기술형태적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
에서 How와 What에 대한 대답을 준다면 사용흔 분석은 석기의 기능을 확인하는 Why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방법론이다. 이 사용흔 분석(Traceology, Usewear analysis) 역시 실
험고고학 연구의 하나이다. 또한 현장에서 만들어진 석기들을 가지고 실제 여러 사용행
위를 시도함으로서 그 석기 상에 남아있는 다양한 사용흔을 검토한다. 물론 현장에서 고
배율의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통 100배 정도의 단순한 생물학 현미
경을 가지고 작업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발견된 유물에 대한 개략적인 사용흔 분석도 실
시되며, 실험실에서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석기와 보조석기를 구별하는 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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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된다. 물론 아직까지 사용흔분석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아 모든 유적에서 시
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흔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연구소와 대학 발굴
기관에 사용흔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그림 12, 13)(이헌종 1997).
러시아의 사용흔 분석연구는 아직까지도 측광의 전통적인 생물학 현미경을 주로 사용
하던 고전사용흔학을 주도하였다. 이 방법은 본치 오스몰로브스키로 부터 시작하여 세
메노프(S.A.Semenov)-코로프코바(G.F.Korovkova)로 이어지는 상 페테르부르크 소재

<그림 11> 데니소바 동굴 12지층 출토 유물 도면 작성의 특징(Деревянко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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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IVPP에서 킬리의 세미나 모습(高星·王惠民·贺吉德 2011)

<그림 13> IVPP에서의 사용흔 분석하는 장면(高星·王惠民·贺吉德 2011)

러시아과학원 물질문화역사연구소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의 여러 연구소에서 널리 사용
된다. 하지만 킬리(L.H.Keeley)의 직광에 의한 다배율, 고배율 전자현미경에 의한 연구로
미세흔(microwear)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가능해 지면서 석기로 작업한 재료에 대한 분
석도 할 수 있게 되었다(Volkov, LeeH.J., 1993). 그 대표적인 기관이 시베리아지역 고고
학 민족학 연구소이다.
사용흔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한 실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유적의 석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석재를 현지에서 채집하고 그 석재로 복원된 석기를
제작한 후 분석에 활용한다. 각 석기를 사용할 때 초보자와 숙련자로 나누어 각각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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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동일한 시간, 동일한 행위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수집한다. 수집된 실험 석기들은
각각 실험과정의 내용을 기술하게 되는데 실험자, 일시, 장소, 실험재료(나무, 뿔, 뼈, 식
물, 고기 등), 시간(10분~1시간) 등을 표시하고 실험과정에서 실험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
세히 서술한 표를 만든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사용흔 학자는 이런 정보 없이 그 동안의
실험 경험과 과학적 기준을 기초로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시도하여 실제 실험 자
료와 비교하는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친다. 사용흔 학자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새롭게
관찰된 내용을 숙지하고,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찾기 위한 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런 체계적인 실험 결과는 실제 발굴된 석기분석에 적용되며,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
탕으로 고인류의 생활패턴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이것은 발굴 평면상에서
석기의 접합과정을 통해 석기제작과정을 분석하는 것처럼 사용흔 분석 자료를 평면상에
서 파악하여 인류의 어떤 경제활동과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IVPP에서도 정부지원을 받아 실험고고학과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킬
리를 초청하여 이 전 과정을 젊은 고고학자들과 수행하였고, 사용흔 분석 결과도 포괄한
연구를 소개하였다(高星·沈辰 2008). 아직 석기 시료를 직접 연구하거나 블라인드 테스
트(blind test)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석기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그림 12, 13)

Ⅴ. 동북아시아 구석기발굴의 적용 : 맺음말을 대신하여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연구에서 정밀발굴을 수행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를 통해
서 발굴법의 주요 쟁점과 층위, 실험실 작업을 정리하였다. 이 지역의 수평-수직 발굴법
과 같은 정밀발굴법과 발굴 장비 및 기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구석기시대인
의 삶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필요한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발굴 기간 내에 여러 분야의 4기지질학자들이 상주하거나 함께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문 통합적으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유적과 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유
적이 위치한 지역의 전체 지형과 지질층 형성과정을 조사하고, 그 분석자료를 기초로 그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각 유적의 위치와 문화층을 확인하는 기술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지층을 묘사하는 방법에서도 사진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민족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장면들을 스케치를 통해 사진을 대체했던 것처럼 층위나 유물을 묘사할 때 정밀묘사법을
활용한다. 특히 층위구분의 경우 다양한 지질현상들을 담아내어 사진에서 볼 수 없는 장
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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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석기에 대한 분석은 석기 개별적인 특성에 치중하기보다 발굴된
모든 석기를 분석하여 석재 선택으로부터 버려진 석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기술하
고 기술형태적 체계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런 작업이 결국 문화해석의 기초가 되
는 것이다. 석기도면 작성도 고고학자와 미술전공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석기작성법과 석
기의 특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검증과정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석기제작실
험을 통한 기술체계 분석, 제작된 석기의 기능 분석, 즉 실험과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고 있
으며, 그 결과를 평면상에 옮겨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추론하는 자료로 활용하
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유적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수십 년 간 매년 발굴을
수행하여 각 유적을 세계가 주목하는 유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정책에 기인한다. 우리나
라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유적이 각 유역 별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발굴에
의존하여 파편화된 지식으로 유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정
책의 현주소이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된 세계적 수준의 유적들은 매년 국
가의 지원을 통해서 정기적인 발굴을 계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긴급 구제
발굴의 경우 집중 유물출토지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정밀발굴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적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연구기
관에서 지난 수십년 간 수행한 것처럼 4기지질학자들과 학제 간 연구를 지속하며, 이 연
구 패턴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2017.12.29) ▶심사완료일(2018.1.31) ▶게재확정일(2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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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field research method of Paleolithic
in Northeast Asia
Heon-jong Lee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of Paleolithic Era in Northeast Asia has been based on the detailed
excavation. The method such as horizontal- perpendicular excavation and the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y may have some differences in degrees, but they have been
developed enough to interpret the lives of people in Paleolithic systematically. During the
excavation period, quaternary geologists in various fields investigate ruins and cultural
layer while residing together, so the interdisciplinary study in archeology can be carried
out. More specifically, they examine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geological layer of the area, and based on the analysis data, they try to identify the location
of ruins and cultural layer. As old geologists used to make sketches during the process of
ethnography investigation when the camera was not developed enough to take pictures,
they still use the method of precision description to describe the geological stratum or ruins.
Especially for the soil stratum distinction, diverse geological phenomena or characteristics
can be precisely described to complement the camera which may fail to catch some
details. While preparing for the written report, the analysis of stone artifact focuses on
describing not only the selected artifacts but the derelict ones tracing down to all history. It
also contributes to establish techno-typological analysis system. Such work finally forms
the foundation of cultural interpretation. Moreover, to draw stone artifacts, the geologists
cooperate with the artists so that they can describe the old artifacts and catch their
characteristics as accurately as possible. Scientific verification process necessary for written
reports is also practiced.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echnology system and the functional
analysis of stone artifact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experiment of stone manufacturing. In
other words, they have tried experiment and use-wear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used as
the material to infer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in Paleolithic Era. Such various research
has been successfully made thanks to the cultural policy, which makes an effort to have the
whole world watch the excavated ruins every year.
Key words : detailed excavation, horizontal-perpendicular excavation method, technotypological analysis, functional analysis, geological layer, stone artifact,
cultural laye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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