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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 개념 ․ 조사방법과 유의사항
- 고고학으로 전북을 알리다 -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매우 높은 것이 소금과 철이다. 한나라 무제가 제정하여 시행
한 소금과 철의 전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鹽鐵論’으로 전북은 ‘염철론’의 큰 무
대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북 서부지역에서 소금과 전북 동부지역에서 철이 생산됐
는데, 이제까지 전북의 서부지역에서 200여 개소의 패총과 동부지역에서 200여 개소의 제철유
적이 학계에 보고됐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패총, 제철유적에 근거를 두고
전북을 ‘東鐵西鹽’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선사시대부터 후백제까지 전북에서 생산된 소금과
철이 전북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마한·백제·가야·후백제가 발전하는데 크게 이
바지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전북의 ‘동철서염’과 관련하여 제나라 田橫과 고조선 마
지막 왕 準王이 언급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새만금과 인연이 깊다.
전북의 철기문화가 육로가 아닌 바닷길로 전래됐는데, 당시의 바닷길이 전북의 아이언로드로
추정된다. 초기철기시대 때 전북혁신도시 등 만경강유역이 당시 테크노밸리로 급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은, 전횡의 망명과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삼국시대 때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이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철의 공헌도가 비교적 높다.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전북 동부지역에서 공존하는 것은 대규모 철산지를 장악하
려는 각국의 국가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후백제가 후삼국의 맹주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
도 전북의 ‘동철서염’을 국가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전북의 ‘동철서염’을 소개하려고 한
다.

1. 새만금, 동북아 해양문물교류의 허브
흔히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고속도로라고 부른다. 새만금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
에 금강과 남쪽에 동진강, 서쪽에 서해 등 4개의 옛날고속도로를 거느린 해상교통의 중심지이
다.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 뜬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고도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금남정맥의 밤샘과 호남정맥의 까치샘에서 각각 발원하는 만경강, 동진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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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주고 새만금으로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
는 천혜의 교역망을 잘 갖춘 곳이 새만금으로 일찍부터 물류의 중심지였다. 동시에 환황해권 중
앙부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문물교류의 관문이
자 허브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갇혀있지 않고 바다로 열려있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중국
과 일본, 동남아, 아라비아 등과 군산도를 경유하던 바닷길로 해양문물교류가 활발했다. 금강·
만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해상교통이 잘 갖춰져 삼국시대까지는 연안항로가 그 이후에는 조
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군산도를 경유하는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했다. 그리하여 전북지
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40여 개소의 신석기시대 유적 대부분이 새만금 일대에 모여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서해안·남해안의 해양문화와 금강 상·중류지역의 내륙문화 요소가 공존함으로써 신
석기문화의 다양성이 입증됐다. 아마도 새만금에서 생산된 풍부한 소금과 어패류를 교역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일구어낸 당시 물물교환의 증거이자 현물경제의 산물이다.
일본에서 농경의 신과 의학의 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제나라 방사 徐福이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한 불로초 탐사 때 새만금과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
착했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田橫이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는데, 춘추 5패이자 전국 7웅의
최강국 제나라는 ‘東鹽西鐵’로 대변된다. 전횡은 한나라 劉邦이 초나라 項羽를 물리치고 중
국을 통일하자 두 명의 형제, 측근과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고 한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장군사당이 있으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
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 지내고 있다. 외연도 동쪽 녹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사당의 주신으로 전웅대감(전횡대감)을 공경한다. 군산 비응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
데, 전횡이 쓰던 칼이 사당 내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군산의 潭陽 田氏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1926년 淄東廟를 건립하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기원전 194년 古朝鮮 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왕이 처음 상륙한 곳이 금강 하구 나리포라고 한다. 이 포구 주변에 공주
산과 어래산성, 도청산성에 준왕의 南來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부하다. 당시 나리포에 도착한 준
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준왕의 딸이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딸을 데리러 왔다고 하여 공주산 앞쪽 산을 御來山이라고 부른다. 군산시 임피
면 소재지 서북쪽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로 고조선 준왕이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준왕은 바닷길로 나리포에 도착한 뒤 만경강유역의 익산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
된다. 그렇다면 8년의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선진문물 및 선진문화가 가진 두 사람, 즉 전횡과
준왕이 새만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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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패총이란 과거 사람들이 굴이나 조개를 까먹고 버린 쓰레기더미를 말한다. 마치
무덤의 봉분처럼 쌓여있다고 해서 조개무덤 혹은 조개더미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1만 년 전 쯤
자연환경의 변화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섬과 바닷가에 모여 살면서 바다자원을 적극적으로 이
용함으로써 처음 출현했다. 패총에는 굴이나 조개껍질이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
시 사람들이 식용으로 이용하던 동물이나 어류의 아주 작은 뼈까지도 썩지 않게 잘 지켜준다.
그리고 토기류·석기류·골각기류·토제품 등의 생활도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무덤과 주거지,
추위를 피하기 위한 화덕시설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패총은 사람들이 남겼던 쓰레기장인
동시에 과거생활과 문화정보를 종합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고고학의 보물창고이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상교통의 발달로 패총의 규모가 갑자기 커진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가장 많은 패총이 밀집된 곳으로 새만금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도 중국
에서 소금생산을 통한 해양왕국으로 발전했던 전횡 등 제나라 사람들의 망명과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군산 개사동 패총은 패각의 분포
범위가 100m 내외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역사책
과 같은 패총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새만금은 또한 말무덤의 왕국이다. 말무덤은 ‘말’이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주인공을 마한의 지배층으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고추잠자리를 왕고추잠자리,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 같다. 이제까지 새만금의 고고학적 지표조사를 통해 20개소의 분묘유적
에서 50여 기의 말무덤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김제시 명덕동과 성덕면 성덕리, 부안군 부안읍
역리와 계화면 궁안리 용화마을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군산시 미룡동을 중심으로
개정면에서 5개소, 서수면·성산면·임피면·회현면에서 2개소, 개사동·개정동·옥구읍·옥
산면에 1개소의 말무덤이 학계에 보고됐다.
군산대 캠퍼스 내 미룡동에 10여 기의 말무덤이 무리지어 있다. 월명산에서 우치산까지 남북
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로 그 남쪽에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서쪽에는 우물과 패총이, 남쪽 기
슭에는 패총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대와 문화재청에서 발굴비를 지원해 주어 말무덤에 대한 발
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두 두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말무덤이 마한의 지배층 무덤인 분구묘로
밝혀졌다. 분구묘는 시신을 모시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도랑을 두른 형태를 말한
다. 거의 사다리모양으로 생긴 하나의 커다란 봉분 안에 그 조성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무
덤들이 배치되어 있다.
군산 미룡동 분구묘에서 토광묘와 옹관묘 등의 매장주체부에서 낙랑토기의 속성이 강한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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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철기류가 나왔다. 군산 수송동 축동, 임피면 축산리 분구묘에서도 마한의 최고위층과 관련
된 분주토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築洞 혹은 築山里는 그 지명 속에
造山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대형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새만금 마한 묘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한마디로 묘제의 다양성이다. 게다가 말무덤의
실체가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져 새만금이 또 다른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렇다면 새만금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소금 산지와 다
른 하나는 소금루트를 통한 교역체계이다. 소금은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
장 중요한 생필품이다. 동시에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국력 및 부의 원천인 소금
산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새만금은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과 관
련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천혜의 교역망으로 새만금에서 생산된 소금이 소금루
트로 널리 공급됐을 것이다. 새만금 일대에 말무덤을 남긴 마한의 소국들은 소금을 생산하던 해
양세력이거나 아니면 해상무역을 담당하던 정치집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와 그 역동성이 그대로 계승됐다.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도를 경유하는 해상 실크로드로가 다시 열림으로써 새만금의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했다.
새만금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곳이 부안 죽막동이다. 서해로 약간 돌
출된 변산반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북쪽에 새만금이 있다. 백제와 가야, 왜가 연
안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잠시 들러 무사항해를 기원하며 해신에게 해양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고창군 고창읍 봉덕리에서 중국제 청자와 일본계 토기,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원통형토기가
출토됨으로써 한·중·일의 고대문화가 해상교역을 중심으로 전개됐음이 입증됐다.
조선 철종 8년(1857)에 제작된 東輿圖에 加耶浦가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김정호가 대동
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만든 필사본 전국지도이다. 우리나라 고지도 중 가장 많은 인문지리의
정보를 담고 있다. 1864년 김정호가 지은 지리책인 大東地志 부안현 산수조에도 가야포가 등
장한다. 동진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내륙수로와 내륙교통로의 종착지인
동진강 하구에 가야포가 있었다. 부안군 부안읍과 계화도 중간지점으로 행정구역상 부안군 계화
면 궁안리·창북리 일대에 속한다. 서해 연안항로의 기항지이자 해양제사를 지낸 부안 죽막동에
서 그 위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주는 강이 東津江이다. 내장산 까치봉 까치샘에서 발원해 서북쪽으
로 흘러 김제시 성덕면과 부안군 동진면 사이에서 새만금으로 들어간다. 호남평야의 풍부한 물
산이 한데 모이는 곳이 동진강하구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동진강하구에는 가야포를 중심
으로 장신포·사포·덕달포·부포·줄포·식포 등 포구가 많았다. 동진강하구의 크고 작은 포
구들 거의 중앙에 가야포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광활방조제와 1963년 계화지구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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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그 일대가 모두 농경지로 바뀌어 지금은 포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70년대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용화동 일대 지표조사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
야토기편이 수습됐는데, 그곳은 가야포로 추정되는 곳이다.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용화동에는 6기 내외의 말무덤과 토성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가야포
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길목인 부안 옥여 3호분 내 토광묘에서 가야계 덩이쇠가 출
토되어 가야포의 존재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새만금 동쪽 가야포
는 가야계 소국들이 주로 이용하던 거점포구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대가야를 비롯하여 운봉고
원의 기문국, 장수가야 등 가야계 소국들이 남제 등 중국과 국제외교 및 국제교역을 할 때 주로
이용하던 국제교역항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과 장수가야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이나 조개껍질을 가야포에서 조달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마한부터 백제까지 새만금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 군산 산월리
다. 이 유적에서 토기류와 철기류, 구슬류 등 6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졌는데, 백제의 분묘유적
중 유물의 출토량이 가장 많고 그 종류도 풍부하다. 백제의 중앙과 지방을 비롯하여 왜계 토기
도 포함된 토기류는 ‘백제토기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 군
산 산월리, 익산 입점리 등 새만금 일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백제의 중앙과
교역 및 교류관계가 왕성했던 해양세력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백제가 웅진과 사비로 도읍을 옮
기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왕성한 해양활동을 배경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새만금은 한 동안 전쟁터로 그 위상이 바뀌면서 아픔도 많았다. 당나라 소정방 13만 군대가 상
륙한 伎伐 혹은 伎伐浦는 새만금 일대로 점쳐진다. 백제부흥군이 일본지원군과 힘을 합쳐 나당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던 국제해전인 백강 전투, 676년 신라 수군이 당나라 수군을 물리친 최후
의 격전지도 새만금이다. 아직은 기벌포와 백강 전투 등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됐지만,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새만금 중앙부 동쪽으
로 추측된다. 1899년 제작된 ‘대한전도’에 동진강이 백마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당시의 지
명에 새만금을 무대로 역동적으로 펼쳐진 역사적 사실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성왕 13년(851) 장보고 선단의 거점인 청해진을 없애고 당시 최고의 바다 전문가들을 새만
금 내 벽골군으로 이주시켰다. 이제까지는 청해진의 해체와 청해진의 잔여세력을 통제할 목적으
로 해양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환황해권 중앙부에 위치한 새만금은 선사
시대부터 줄곧 농업 못지않게 해양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그렇다면 청해진의 잔여세력을 벽골
군으로 이주시킨 것은 그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치적인 조치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해양에서 농업으로의 전환이 아닌 해양에서 해양으로의 연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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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의 해체 이후 해양활동의 주요 거점과 역할도 김제를 중심으로 새만금 일대로 통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상왕 장보고 선단이 주로 이용했던 사단항로로 후백제가 중국과의 국제외교를 가장 역동적으
로 펼쳤다. 892년 무진주에서 도읍을 정한 견훤왕은 장보고 선단이 구축해 놓은 사단항로로 그해
吳越에 사신을 보냈다. 당시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국제적인 위치를 인증 받는 것 못지않게
장보고의 청해진 해체 이후 누적된 청자 수입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900년 완산주로
도읍을 옮겨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로 선포한 뒤 다시 오월에 사신을 보내 오월왕으로부터 백제왕
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후백제는 오월, 후당과 국제외교를 역동적으로 펼쳤는데, 이것은 백제와
가야, 장보고로 이어지는 해양문물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국 오대십국 중 하나인 오월은 월주요의 후원을 토대로 번성했고, 중국 청자의 본향인 월주
요는 해무리굽과 벽돌가마로 상징된다. 그렇다면 후백제의 견훤왕이 45년 동안 중국 청자의 본
향인 오월과 돈독한 국제외교의 결실로 오월의 선진문물인 월주요의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에
전파됐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후백제 도읍 전주와 인접된 진안고원은 도요지의 보고이자 도자
문화의 중심지이다. 진안고원에서 도자문화의 첫 장을 열었던 진안 도통리·외궁리 초기청자 요
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초기청자만을 생산하다가 갑자기 가마터의
문을 닫았다.

2.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지난해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임실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완주군, 충남 금산군
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산경
표 속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계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00여 개소,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
된다. 삼국시대 가야계 왕국들이 백제의 중앙과 서로 교류 및 교역하는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간선교통로가 전북가야를 통과한다.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펼쳐진 백제와 가야, 신
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및 간선교통로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전북 동
부지역에서는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요즘 고고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2010년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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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
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
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鐵製鐎斗
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꽂이 등 가야계 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
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됐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
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한 가야계 최고의 위세품이 대부분 운봉고
원에서 나왔다.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
거울이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사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아마도 백제가 대규모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역, 즉
현물경제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을 己汶國으로 부르고자 한다. 중국과 일본 문헌
에 자주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이 기문국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
고속도로공사에 포함된 가야계 고총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백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두
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
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계 고총
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1970년대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총이 유실됐고, 1982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됐다.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가 노출된 상태로 M6호분은 원형의 봉토가 잘 정비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는 월산리 서쪽
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 1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더 분포된 것으로 밝
혀져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공간
을 만들었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계
고총들보다 상당히 크다. 가야계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
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당시에 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했기 때문
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
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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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산줄기 정상부가 아닌 구릉지에 입지를 두어 다른 가야계 분묘유적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운봉고원의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
이 무리지어 있다. 면담조사 때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주민들이 “본래 고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1960년대 밭을 개간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고분이 없어졌다”고 증언해 주
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계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성했다는 발전상
도 대변해 주었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방증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계 고총은 아영분지 한 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그 입
지를 두었다. 남원 월산리가 구릉지에 입지를 둔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기문국 수장
층의 분묘유적을 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리로 옮긴 이후 대가야 등 가야와의 결속력이 더 강화
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
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
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말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그 기수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조사에서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로 밝혀진 말(몰)무
덤이 운봉고원의 운봉읍에서만 발견됐다.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구릉지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7기 내외의 몰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됐고, 현재 3기만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
교리 연동마을 입구 논 속에도 마치 섬처럼 한 기의 말무덤이 있다. 아직도 남원 장교리 몰무덤
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문국이 등장하기 이전
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철산개발로 힘을 키
운 마한 왕의 세력집단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운봉읍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
원 장교리 말무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남원 임리에도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봉토의 직경이 15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모여 있다. 마한의 말무덤과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본래 운봉읍에서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이어

10

발굴조사의 개념 ․ 조사방법과 유의사항

1

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아영분지 내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통
과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운봉고원 서쪽 섬진강유역에서 말(몰)무덤은 남원 도룡리·입암리·방산리, 순창 고원리, 곡
성 주산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다. 본래 30여 기의 말(몰)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에 있었던 것
으로 밝혀졌지만, 섬진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서는 말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말무덤
이 자취를 감춘 이후 섬진강유역에서는 수장층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조영
되지 않았다. 말무덤의 존재와 그 발전과정을 근거로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5세기 이전
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 있었을 때는 백두
대간의 여원치가 섬진강유역과 교류하는데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가 5세기를 전후하여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
로 이동한다. 본래 운봉읍에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은, 운봉고원으
로 백제의 진출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무렵부터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
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백두대간의 치재를 통과하면서 치재가 운봉고원의 관문으로
그 몫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백제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문물교류의 교섭창구이자 내륙
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면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사통팔달했던 교역네트워크를 갖춘 곳이었다.
이를 발판으로 가야계 소국으로 발전했던 철의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
였다.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
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주체부가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라는
점이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계 고총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장수 삼봉
리·동촌리를 제외하면, 다른 가야계 고총군은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 집중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다. 아마도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가야계 소국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봉계리 등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
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운봉고원 내 남원 유곡리·두락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봉토의 규모와 매
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아울러 가야
계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철기유물이 대부분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꺽쇠는 가야 영역 출토품 중 그 크기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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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운봉고원 가야계 고총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
에 자리한다. 봉토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천정석으로 덮었다. 연도의 위치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
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급기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
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에는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이
처럼 가야계 고총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뀐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음을 말해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
릉 출토품과의 관련성도 입증됐다. 기문국의 가야계 고총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백제계
유물이 상당량 나왔기 때문에 백제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운봉고원에
강하게 미쳤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통과하던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본격 진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백두대간의 치재로는 백제의 중앙
과 경남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던 삼국시대 문물교류의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이었던 것
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 만들어진 니켈이 함유된 양질의 철도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널리 유통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임리에서도 백제묘제의 수용이 확인됐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임리 1호분은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됐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
곽이 자리한 다곽식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
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묘제와의 친연성이 확인됐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그만큼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
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했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
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를 근거로 6세
기 중엽 경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됐음을 증명해 주었다.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계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 산줄기에
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됐다. 그러다가 백제 무왕 때 20년 이상 백두대간에서 지속된 신
라와의 아막성 전쟁도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탈환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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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
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
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
인 백악기 때 호수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융기해 해발 300m 내외의 산악지대를 이룬다. 선사시
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
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
축전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장수가야가 있다.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뜬봉샘이 자리하여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낙동강유역에 속한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계 소국 기문국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
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가야
영역의 서북쪽 경계로 줄곧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가
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왕국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1993년 이른 봄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진안고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해 장수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입
구에서 한홍석 할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군산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은 할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고름장 이야기를 드렸다. 혹시 돌로 쌓은 고름장 혹은 고려장, 고리장을 보신 적이 있는
지를 여쭈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름장 이야기를 꺼냈다. 우
리 마을 주변 야산이 대부분 집안 종중산인데 할아버지께서 종중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 오고 있
다고 말씀하시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긴 창을 들고 와서 땅을 쑤시고 고름장을 파는 도굴꾼이 많이 다녀갔는
데, 당시에는 도굴하던 사람들이 다녀가면 종중산이 웅덩이처럼 움푹 패이고 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사단은 할아버지의 제보를 듣고 삼장마을 부근 야산을 대
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가야토기편을 발견했다. 우연히 밭둑에서 발견된 가야토기
편은 동전만한 크기로 그 외면에는 가야토기의 상징적인 문양인 물결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
다. 당시 할아버지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결정적인 제보로 장수가야가 1500년 동안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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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발굴비를 지원받아 할아버지께서 제보해
준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발굴단은 삼장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며 고단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할아버지께서 발굴단 숙소를 방문했다. 몇 년 전 할아버
지께서 종중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우연히 발견한 토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
치는데 꼭 쓰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가야토기를 기증했다. 당시 발굴단에서는 할아버지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할아버지의 완곡한 고사로 선물을 드리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한홍석 할아버지는 장수가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빛낸 최고의 고고학자로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이를 계기로 해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진안고원 내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2011년에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자체적
으로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포양상도 심층적으로 파악
됐다. 2003년·2012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 발굴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9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도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어 장수가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에서 발견된 가야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무엇
보다 가야의 영역에서 삼국시대의 봉수가 그 모습을 최초로 드러냄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고원의 분묘유적과 제철유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가야
계 수혈식 석곽묘는 대체로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과 유
물을 부장한 뒤 대형 개석을 덮고 봉토를 씌운 구조이다. 유구의 장축방향을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어 풍수사상에 바탕을 두고 축조된 후대의 고분들과는 서로 직교한다. 당시 자연에 순응하고
살았던 가야인들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가야계 고총이란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
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가야계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계 중
대형 고총이다. 이 고총들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는
데, 운봉고원의 경우처럼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 주인공의 권위와
신분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문
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계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
방에서 밝혀진 가야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2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확인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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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계 고총이 있다. 그리
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팔공산 서남쪽 대성
고원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말무덤과
가야계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장수 동촌리 말무
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발전했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수가야의 존속기간을 웅변해 준다. 장수분지의 중앙부에 위치한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봉토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여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장수가야의 위상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계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안타깝다. 장수 삼봉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대규모 민묘구
역 조성으로 40여 기의 고총 중 현재 2기만 봉토가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문중에서는 가
야계 고총을 산봉우리로 인식하고 봉토의 중단부를 얼마간 파낸 뒤 그곳에 조상의 무덤을 쓸 정
도로 매우 크다.
여태껏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진안고원의 장수군이 처음이다. 동시에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
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
의 가야계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밀집된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더욱이 종래에
가야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됐던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
간을 넘어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 속한 장수군 산서면·번암면에서
는 가야계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야계 분묘유적의 학술발굴에서 장수가야만의 지역성이 입증됐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계 중대형 고총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연접되어 있거나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야계 고
총 중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은 가야 문화권에서 장수가야가 유일
하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를 만든 뒤 다시 파내어 매장주체부를 마련하여 운봉고원
의 기문국과 묘제적인 친연성이 확인됐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
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꺽
쇠가 출토되어, 가야계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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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야계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을 띠는 것
은 유일하게 장수군에서만 조사됐다.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꺽쇠 등 값진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
심한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안타깝다.
2015년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말발굽과 말뼈가 함께 나왔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
면을 반반하게 고르고 1m 높이로 성토한 다음 다시 파내었는데, 유구의 속성은 호남 동부지역
가야묘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마한의 분구묘와 일맥상통한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
호·고배형 기대·발·뚜껑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말발굽[蹄鐵]이 출토됐다. 그
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장수가야가 우수
한 철의 주조기술을 가진 가야계 소국이었음이 입증됐다.
다른 한편으로 장수가야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총군과 인접된 곳에 그
규모가 큰 산성이 있어야 한다. 금남호남정맥의 자고개[尺峙] 북쪽에 장수 합미산성과 장계분지
서쪽 관문인 방아다리재 부근에 자리한 장수 침령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산성들은 골짜기
를 막은 포곡식으로 성돌은 대부분 두부처럼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는데, 후백제 견훤
왕의 피난성인 전주 동고산성 성돌과 그 모양이 똑같다. 현재의 성벽은 가야토기편과 백제토기
편, 삼국시대 기와편이 성돌과 성돌 사이에 끼여 있는 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백제
혹은 후백제 견훤왕에 의해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편입됐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백제토기의 주요
기종으로 알려진 삼족토기·병과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단경호가 나왔는데, 그 시기는 6세기 초
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됐다. 이를 근거로 장수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계 소국으로 존속했을 개연성이 높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
재를 드러낸 90여 개소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으로 밝혀졌고,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
형 고총이 장수가야의 존재를 방증해 주었다.
그렇다면 장수가야가 가야계 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백제와 가야의 교섭창구인 월성치·육십령의 장악과 다른 하나는 진안고원에 그물망처럼 잘 갖
춰진 내륙교통망을 직접 관할했다는 점이다. 진안고원의 동향분지에서 생산된 구리와 장수 대적
골 등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도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을 병풍처럼 든든하게 감싸준 천혜의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하
면 백제의 중앙과 섬진강유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진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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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수군을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다가 진안고원을 가로질러 백두대간의 육십령을 통과하는 육십령로를 따라 경남 거창과
합천, 경북 고령 등 영남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장수가야의 존속 기간은 대략 150년 내외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가야계 소국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된 이후에는 진안고원을 두고 백제와 신라가 치
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인 충남 금산군
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당시에 대규모
철산지이자 구리산지인 진안고원을 차지하려는 삼국의 국가전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의 가치는 그 보존과 활용에 있다고 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은 대부분 잡목과 잡초 속에 갇혀 있거나, 지금도 가야계 중대형 고
총의 봉토를 평탄하게 다듬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손길
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가야의 인식 결여와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영남지방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학술발굴을 통해 그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밝혀짐으로써 26개소의 가야문
화유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행히 최근에 남원 유곡
리·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으로써 100대 국정과제
인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됐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사적을 지정 받기
위해 전라북도와 7개 시군이 긴밀한 정책협의와 함께 학술발굴이 절실히 요망된다. 전북 동부지
역에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9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전북가야사가 올곧게 복원되는 그날까
지 전북가야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

4.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깨우다
우리들이 경주와 전주를 소개할 때마다 천년고도라는 수식어가 꼭 따라 붙는다. 신라의 경주는
천 년 동안 한 왕조의 도읍이었다면, 전주는 천 년 전 후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
다. 900년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완산주로 도읍을 옮긴 뒤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로 선포하고 백제
의 계승과 신라의 타도를 선언했다. 936년 고려에 멸망될 때까지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이었다.
비록 37년의 짧은 역사였지만 전주 동고산성과 장수 침령산성·합미산성, 광양 마로산성 등 후
백제의 영역에 남겨놓은 후백제의 문화유산은 참으로 역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백제 문
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한 차례의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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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왕이 평상시 거처하는 궁전이 있던 곳을 왕궁이라고 한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최상의
격식과 위용을 갖춘 곳이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읍을 상징하는 최고의 건
축물이다. 왕궁을 중심으로 도읍을 둘러 싼 성벽을 도성이라고 하는데 달리 서울로도 불린다.
37년 동안 후백제의 도읍인 전주에는 도성 안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후백제 수도 전주에는 후백제의 강성함을 대변해 주던 왕궁이 그 위용을 한껏 뽐냈을 것
으로 추측된다.
강원도 철원 북방 풍천원 벌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태봉의 도성은 왕궁 터를 감싼 왕궁성과
내성, 외성의 3중성 구조다. 비록 철원에서 쓴 태봉의 역사가 14년으로 짧지만 외성의 둘레가
12.3km로 남북으로 긴 사각형의 도성 안에 왕궁 터가 있다. 개성 송악산 남쪽에 고려 왕궁 터
인 만월대가 있는데, 본래 왕건이 태어난 집터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시대부터 처음 불리기 시
작한 만월대는 궁성과 황성이 정전인 회경전을 이중으로 감쌌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
실되어 그 터만 남아있던 것을 참여정부 때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후삼국 때 궁예의 태봉, 왕건의 고려와 패권을 다툰 후백제의 경우만 왕궁 터를 찾지 못해 안
타깝다. 다행스러운 것은 후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견훤의 성터가 도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이다.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전주부사’에 그 평면형태가 반월형을 띠는 성벽이 거의 온전하
게 표시되어 있다. 전주 동쪽에 우뚝 솟은 기린봉을 중심으로 남서쪽으로는 승암산을 거쳐 전주
천을 건너 전주 남고산성을 휘감았고, 북서쪽으로는 마당재와 서낭댕이를 지나 반대산까지 이어
졌다.
1960년대부터 전주시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성의 성벽이 대부분 유실 내지 훼손
됐다. 최근에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도성의 성벽이 상
당부분 복원됐다. ‘전주부사’에 도면으로 제시된 반월형의 성벽은 후백제 도성으로 밝혀졌으
며, 오목대를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는 도성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그렇다
면 지금도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후백제의 왕궁 터는 최소한 반월형의 도성 안에서 찾아
야 한다.
후백제 왕궁 터와 관련하여 전주 동고산성설과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이 있다. 전주
고교 북쪽 물왕멀 일대로 보는 견해는 일제강점기 물왕멀 일대에 있었던 1만 여개의 각이 진 석
재와 천석에 그 근거를 두었다. 여기서 각이 진 석재는 후백제 도성의 서쪽 성벽으로 추정되며,
그 위치도 도성 밖에 자리한다. 그런데 후백제의 도성과 무관하게 왕궁 터로 비정된 곳이 전라
감영지다. 엄밀히 말해 전라감영설은 전주부성의 남문인 풍남문 바깥에서 전주객사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삼국시대 이후의 어떤 왕조도 도성 밖에다 왕궁을 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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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봉의 도성은 휴전선이 그 중앙을 관통하고 있지만, 200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축소모형
으로 제작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황성 옛터로 알려진 만월대는, 2013년 개
성역사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 강화도의 고려 왕궁 터와 삼별초의
항쟁 거점인 진도 용장산성 내 임시 왕궁 터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됐다. 삼국시대 이
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 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다.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박이다.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제일의 여행 후보지가 미국 그랜드 캐년이라고 한다. 그랜드
캐년을 뛰어넘는 관광객이 한옥마을을 다녀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옥마을의 가치와 가능성
을 웅변해 주었다. 앞으로 후백제 왕궁 터를 꼭 찾아 한옥마을과 연계시키는 장기적인 관광전략
이 마련됐으면 한다. 요즘 후백제의 왕궁 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국립전주박물관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후백제 멸망의 비통함을 토로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의 큰 비극
중 후백제가 망하면서 삼국의 책을 다 모아 놓은 전주의 서고가 불타버린 것을 하나로 꼽았다.
물론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후백제의 역사를 전해주는 문헌이 없다. 그리하여 혹자는
후백제사를 제2의 가야사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후백제처럼 문헌이 없었던 가야사는 가야 사람
들이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로 상당부분 복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운봉가야, 장수가야의 문화유산은 첨단과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백제사를 복원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몇 가지의 바람들을 기원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도읍의 필수 조건은 왕궁과 왕릉이다. 후백제의 수도 전주에는 미완성의 왕릉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견훤왕은 등창이 매우 심해 황산의 한 절에서 사망했고, 논산
시 연무읍 금곡리에 견훤왕의 무덤이 있다. 흔히 왕릉은 왕의 사후 지하궁전으로 인식하고 왕이
왕위에 오른 뒤 만들기 시작한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무릉마을이 있는데, 武陵은 후백제
왕릉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이 마을 아중산장 부근에 그 평면형태가 원형을 띠는 산봉
우리가 있는데, 그 속성은 왕릉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후백제는 도읍풍수에 바탕을 두고 기린봉
동쪽 무릉마을에는 왕릉이, 서쪽 인봉리에는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백제가 융성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운 뒤 남원
실상사에 큰 관심을 두어 조계암 편운화상 부도에 후백제 연호인 正開가 유일하게 전해진다. 실
상사는 구산선문 최초로 문을 연 실상산파의 본사로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서 귀국한 홍척
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우리나라에서 철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실상사에 왕실 차원의 후원
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운봉고원의 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후백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리
산 달궁계곡에서 마한 왕부터 시작된 운봉고원의 철이 절실했을 것이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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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은 후백제 국력의 원천이 아니었을까?
후백제와 오월의 사행로를 복원해야 한다. 견훤왕은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운 뒤 45년 동안 오
월과 돈독한 국제외교를 펼쳤다. 중국 절강성 항주에 도읍을 둔 오월은 중국 청자의 본향으로
우리나라의 청자기술도 오월의 월주요에서 전래됐다. 당시 반세기 동안 양국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청자기술의 전파 루트로 추정된다. 921년 동리산문 경보가 30년 중국 유학생활을 마
치고 귀국하자 그를 영접하기 위해 견훤왕이 만경강하구 신창진을 찾았다. 김제시 청하면 동지
산리 상소산 부근 신창진은 후백제의 국제교역항으로 추측된다. 군산도와 주산군도를 잇는 사단
항로의 복원과 청자 전파 루트를 밝히기 위한 학계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후백제 피난성으로 밝혀진 전주 동고산성과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지의 출토품 사이에 서로
조형적인 유사성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오월의 첨단기술 전파로 후백제 때 초기청자가 처음 제
작되기 시작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문물교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던 새만금 속 거점포구로 오월의 청자 제작기술이 후백제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렇다면 오월의 반상서가 후백제의 도읍인 전주를 방문할 때 오갔던 후백제와 오월의 사행로(使
行路)가 청자기술의 전파경로로 추정된다. 당시의 경로를 복원해 보면, 오월의 수도 항주에서
월주를 거쳐 명주에 다다르고 주산군도에서 사단항로로 군산도를 경유하여 만경강 내륙수로로
전주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제까지 4차례의 진안 도통리 발굴조사를 통해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936
년 후백제가 갑자기 멸망함으로써 전주로의 공급이 끊기고 진안 도통리를 운영했던 도공들의 강
제 이주로 후백제의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진안 도
통리에서 생산된 수많은 초기청자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그 흔적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식 벽돌가마에서 오직 초기청자만을 생산하다가 갑자기 가마터의 문을 닫았다. 아
마도 수만 내지 수십만 점 이상의 초기청자가 진안 도통리를 떠났지만, 진안 도통리 생산품으로
학계에 보고된 초기청자가 한 점도 없다. 다행히 전주 동고산성을 중심으로 후백제의 절터, 산
성에서 진안 도통리 생산품과 상통하는 초기청자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백제 핵
심세력의 거점이었던 광양 마로산성·옥룡사지를 비롯하여 정읍 고사부리성, 익산 미륵사지,
임실 진구사지, 남원 실상사·만복사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후백제 불교미술의 우수성과 그 아픔을 잊어선 안 된다. 완주 봉림사지 석탑과 석등, 불상이
후백제 불교미술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세상에 알렸다. 견훤왕의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완주 봉
림사지가 있었다면, 후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통과하던 백두대간 육십령 부근
에 장수 개안사지가 있다. 후백제 때 창건됐거나 융성했던 것으로 밝혀진 절터가 대부분 방치되
어 있는데, 이 절터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발굴조사가 추진됐으면 한다. 완주 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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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발굴조사에서 후백제와의 관련성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기린봉 동쪽 기슭 중단부에서 조사된 무릉마을 절터는 무릉의 원찰이 아니었을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후백제는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단지 문헌 기
록이 없을 뿐이지 후백제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풍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후백제가
가장 융성할 때 나라가 갑자기 망해 후백제의 유적과 유물에서 위풍당당함이 느껴진다. 우리들
이 유적과 유물로 후백제사를 복원해야 하는 절실한 대목이다. 비록 후백제가 반세기라는 짧은
역사를 마감했지만 전주에 도읍을 두어 천년 전주를 있게 한 역사의 뿌리가 됐다. 후백제가 남
겨놓은 매장문화재는 후백제사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다. 전북의 ‘東鐵西鹽’을 국가 시스템
으로 완성시킨 후백제사가 복원될 때까지 후백제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 조선 왕조의 본향이자
관향인 전주는 엄연히 후백제의 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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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발굴조사에서 남겨지는 기록에는 야장, 유구실측도･유물실측도･탁본과 같은 도면, 사진, 일지
등의 자료가 있을 것이다.
'조사야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발굴조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와 동일한 문제
이다. 발굴조사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경험을 가장 빠른 시간에 축적시키는
방법이 매일 야장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발굴자란? = 발굴을 잘하는 사람이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조사자를 말할 것이다.
○ 유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사하는 사람.
○ 제토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
○ 유구확인 작업을 잘하는 사람.
○ 중복관계를 잘 밝히는 사람.
○ 발굴 계약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
○ 발굴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종료하는 사람.
○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
○ 조사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 인부, 장비기사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질서를 발굴종료시점까지 유지
하는 사람.
○ 본인의 경험을 후임자에게 잘 전수하는 사람.
○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
○ 발굴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학계에 발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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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행하는 사람.

위의 사항이 보고서나 논문에는 게재 혹은 표현될 수 없지만 야장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또 ‘자료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발굴조사가 가지는 공공성, 공익성
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발굴조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잘 관리하
는 것은 단순히 개별 조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료관리가 부실
해지면 그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면 전문기관설립의 학술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결과
일 수밖에 없다.

<그림 1> 제토 광경(울산 교동리 192-37유적)

Ⅱ. 제토과정에서의 야장 작성
사실 발굴조사의 성패(?)는 제토에서 결정된다. 제토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유구조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 제토는 역시 조사자의 축척된 경험이 중요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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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의 경험으로 능숙하게 제토 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제토현장마다 야장을 꼼꼼히 작성하
여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 야장은 작게 제작해서 항상 휴대할 수 있어야 함.
○ 야장에는 방안을 넣어서 약식 실측이 가능하게.
○ 1일 투입되는 장비, 인부가 할 수 있는 제토량을 반드시 체크.
○ 굴삭기 크기별 제토량을 체크. 굴삭기의 크기별로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예
: 표토의 두께가 20㎝일 때 06굴삭기 1대+02굴삭기 1대의 1일 제토량 1,000㎡)
○ 생토층 위에 퇴적된 흙의 두께와 제토량을 체크.
○ 제토된 흙의 반출문제. 유적 내에 적토장이 있는지? 유적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지?
○ 표토의 두께 보다 약 두 배의 흙이 쌓이기 때문에 표토의 양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
○ 굴삭기로 옮기는 것이 유효한가?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가?
○ 유구별 내부토는 어떻게 다른가?
○ 유구가 축조된 시기에 따라 내부토가 어떻게 다른가?

<그림 2> 조사야장 사례(울산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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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때의 실습생부터 경험이 축척된 조사단장까지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발굴조사 기간의 대부분을 제토작업에 허비(?)해 정작 개별 유구조사가 소홀해 졌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야장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다.

Ⅲ. 유구별 야장 작성 시 강조할 점
우리가 조사하는 유구는 항상 마지막 폐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조사자는 축조 당
시 혹은 유구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유의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1. 주거지
○ 왜 토층을 구분하는가? 토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 벽쪽 토층의 중요성.
○ 물에 의한 퇴적이라면 층은 모두 수평
으로 퇴적되어야 하지 않는가? 큰 물
에 의한 퇴적이라면 하루에도 주거가
매몰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토층구분
이 의미가 있는가?
○ 굵은 목탄이 없으면 화재주거지가 아닌
가? 실측도에 표현되지 않는 작은 목탄
이 바닥에 퇴적된 토양에 포함되어 있
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음. 오히려 이
러한 예가 완전 전소된 주거가 아닌지?
○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 맞는 말인가? 어떤 면이 바닥(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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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면은 실제 주거 축조 당시 최초의 굴착면이 아닌가? 실제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면을 찾을 수 있는가?
○ 단단한 바닥은 불다짐인가? 눌러 다진 흔적인가? 바닥 처리의 방법은?
○ 바닥에 있는 많은 구멍 흔적을 근거도 없이 주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가?
○ 주혈내부토에서 목주 흔적이 확인되는가?
○ 기둥은 주혈 내에 그대로 놓아서 설치했는가? 기둥의 끝을 뾰족하게 깍아서 바닥에 박아
넣었는가?
○ 주거지 모서리에 있는 구덩이는 모두 저장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노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벽구는 배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벽구 바닥의 레벨을 현장에서 체크.
○ 바닥에서 뜬 유물은 어떻게 퇴적된 것인가?
○ 발굴현장에서 주거지는 대부분 한쪽 벽면 이상이 유실된 경우가 많은데 원래의 규모를 추
정하는 방법은?
○ 주거지 별 유물이 접합되는가? 다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편이라도 복원이 된다면 동
시기에 존재했을 가장 적극적인 증거.

2. 무덤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축조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유물
수거가 발굴의 주목적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1) 청동기시대 : 지석묘와 석관묘
○ 유구의 축조 방향의 1기준은 방위인가? 지형인가? : 주변의 미지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상석을 받치는 굄돌이 정말 전형적인 지석인가? 실제 상석과 같이 큰 돌을 놓을 때는 안정
적으로 놓기 위해 작은 돌을 받치기 마련. 그러한 돌을 지석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개석식지
석묘가 기반식지석묘로 보고되기도 함.
○ 개석이 놓인 방향으로 매장주체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 개석 상부에서 출토되는 유물(파편?)은 어떻게 퇴적 혹은 안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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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석과 묘광선 사이는 어떻게 충전하는가?
○ 시상석과 벽석의 축조 순서 파악
○ 최초에 놓인 시상석은 어느 것인가? : 시상석 축조 순서(대부분의 보고서에 표현되지 않고
있음)
○ 최초에 놓인 벽석은? (대부분의 보고서에 표현되지 않고 있음)
○ 벽석을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바닥에 홈을 굴착하였는가? 또 작은 고임돌을 두었는가?
○ 사용된 돌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인가?
○ 목관이 사용된 경우 토층이나 바닥에서 그 흔적이 잔존하는가?

<그림 4> 밀양 가인리유적 1호 석관묘 야장(벽석과 묘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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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밀양 가인리유적 1호 석관묘 야장(촤하단석 축조와 관련)
<그림 4·5>는 밀양 가인리유적 석관묘 조
사 당시의 야장 일부이다. <그림 4>는 벽석
과 묘광 굴착면 사이가 어떠하였는가와 관련
이 있고 <그림 5>는 최하단석 축조과정과 방
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 석관묘는 6단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은 야장이
6매가 작성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그림 6>
과 같이 벽석과 시상석의 축조순서가 명확하
게 확인된 것이다.

<그림 6> 최하단석과 시상석의 축조순서
(밀양 가인리유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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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한시대 : 목관묘
○ 통나무관인가? 판재관인가? 이런 문제가 토층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관을 설치하고 시신을 안치하였는가?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관을 무덤에 넣었는가?
○ 관과 묘광 사이에 왜 일부만 돌을 채웠는가?
○ 목관묘의 토층에서 어떤 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목관 상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레벨과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

3) 삼국시대 :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1)목곽묘
○ 최초 유구확인 과정에서 보강토 선이 나타나는가?
○ 매장주체부 내에 퇴적된 흙은 모두 봉토인가?
○ 보강토와 봉토는 어떻게 다른가?
○ 규모가 작은 목곽의 경우 一자 트렌치만으로도 十자 트렌치 조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
○ 바닥에서 목곽의 흔적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 목곽 아래 홈이 통나무관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2) 석곽묘
○ 무덤 축조 순서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수적인가? 와적인가? 평적인가? 횡적인가?
○ 목개가 사용된 것은 어떻게 토층에서 나타나는가?

(3) 석실묘
○ 횡구식의 경우 입구는 어느 쪽인가?
○ 몇 차례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 추가장의 증거를 유물의 출토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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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석실묘의 시상석에서 보이는 추가장의 사례(김해 구산동유적)

3. 수혈
수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된다. 그 동안 폐기장, 저장혈, 가마, 의례
유구, 토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해되어 왔다. 이 유구의 용도는 결국 현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유구가 위치하는 입지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의례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가? 또는 인위적으로 파쇄된 유물이 있는가?
○ 바닥흙에서 탄화종실이 확인되는가?
○ 토양이 토기를 제작하는데 적당한 곳인가? 주변에 가마 혹은 가마와 관련된 유적이 분포하
는가?
○ 수혈 내부에서 검출되는 소토는 수혈에서 형성된 것인가? 외부에서 퇴적되어 들어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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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면 작성 및 관리
발굴된 결과는 결국 도면으로 남겨짐. 발굴조사 자체가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유구는 파괴되거
나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러나는 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 유구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도면에 옮겨지는 것이다.
전문가검토회의 결과 보존되는 유구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발굴조사 된 유구 이외에는 도면에
점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선으로 표현되는 선은 추정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
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석곽묘나 석실묘의 묘광 단면선, 시상석 아래 바닥면의 단면선.
○ 주거지 주혈 단면선.
○ 단면형태가 상협하광인 유구의 바닥선.

실측도는 발굴자의 발굴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 유구에 대해 숙지한 정도가 도면에 표현
되기 때문이다. 한 유구에 평면도가 한 장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발굴기간이 허락하는 동안에
는 최대한 많은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9>는 사천 이금동유적 A-1호 지석묘의 매장주
체부이다. <그림 8>의 하부구조인 것이다. 이 하나의 유구에 평면도가 모두 8장이 작성되었다.
<그림 8>은 평면도 8장의 입단면도이다. 평면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입단면도는 가능하
면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된다면 그 유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
러 장의 평면도가 작성되는 유구에서 입단면도는 한 장으로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
기 위해서는 행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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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석묘 조사의 사례(사천 이금동유적 A-1호)

<그림 9> 석관묘 조사의 사례(사천 이금동유적 A-1호 매장주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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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진 자료의 관리
사진 자료 역시 도면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혹은
지하에 묻히는 유구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칼라, 흑백,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다가 최
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사진
의 보관 관리가 매우 편리해졌다. 하지만 절대 안전
한 보관 방법은 없다는 위험성을 동반한다.
앨범보관 → 플로피디스크 → CD 혹은 외장하드,
플래시메모리 의 순서로 사진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
이 바뀌어 왔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방법이 훨씬
편리해졌으나 자료가 삭제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용 CD나 외장하드가 손실되어 자료를 망실한 사례

<그림 10> 서버 보관 기기의 사례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곳 이상의 CD나 외장하드에 사진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 웹하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망실을 막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비용이 추가되지만 서버에 자료를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제작되었던 칼라･흑
백･슬라이드 필름의 영구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Ⅵ. 일지작성의 유의점
일지는 그 현장의 일기. 현장 담당자는 일지를 반드시 매일 작성하면서 전체 발굴조사 기간에
서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원, 인부, 장비가 누적된 수량 반드시 기재. 현장에서 투입되는 인력, 장비를 상시적으
로 파악해야 함.
○ 날씨는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 특히 우천 시 작업 내용도 반드
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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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을 때 반드시 기재.
○ 현장 방문자 등을 기재.
○ 학술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반드시 기재.
○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일지는 조사의뢰자와 발굴기관의 법정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지
를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1> 작업일지의 예

Ⅶ. 맺음말
발굴 종료 후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현장의 유적이나 유구도 아니며 화려한 유물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록만이 남겨질 뿐이다. 공공에게 배포하는 기록의 결정판이 보고서이다. 야
장, 도면, 사진자료는 훌륭한 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보고서 발간 후 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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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잘 작성, 보관, 관리하는 것은 현장 조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또한 발굴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모두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보고서 작성 전이나 그 후에도 자료를 원하는 연구자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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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조사법

도자기는 점토를 성형하여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그릇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점토에 수분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빚을 수 있고, 이를 건조하면 굳어지면서 형태가 유지된다.1)
그런데, 자연적으로 굳어진 그릇은 일상생활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릇의 강도가 낮고
수분 흡수율이 높아 파손되기 쉽기 때문이다. 내구성이 뛰어난 그릇을 생산하려면 보다 높은 온
도에서 구워내야만 한다.
인류는 일찍부터 불을 사용하였고, 불을 피운 곳 주변이나 불에 직접 닿은 점토가 자연건조된
것보다 더욱 견고해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가
마(窯)가 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가마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노천요(露天窯)였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부에 구
조물(천장)을 만들고, 불기둥 등 내부에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었다. 가마
내부의 온도와 번조분위기는 그릇의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산유적인 가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고학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
러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었
는데, 최근 20여 년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발굴조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자료가 확보
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 가마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가마와
유물폐기장, 즉 자기의 제작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와 관련된 물질문화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토취장·공방지 등 자기의 생산
과 관련된 일련의 시설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사실 (자기)가마조사법은 이미 몇 차례 정리가 되어 실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 따
라서 여기에서는 가마조사법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학문적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가마를 발굴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
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가마의 구조와 분류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
1) 이러한 성질을 가소성(可塑性)이라고 한다.
2) 韓盛旭, 2008, ｢瓷器 窯場의 發掘 調査｣,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4,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종민, 2010, ｢
도자기 출토 유적·유물 조사법｣, 2010년도 매장문화재 전문 교육 도자기 출토 유적 조사연구법, (사)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강명호, 2012, ｢한국 자기가마의 조사｣, 2012년도 매장문화재 전문교육 조사기술특강 자기가마
조사법,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최근에는 한국도자사전도 출토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김윤정 외,
2015, 한국 도자사전,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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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실제의 자료를 참고하여 의논해 보고자
한다. 다만, 선사부터 근·현대까지의 가마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필자
의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마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구조와 분류
1. 구조

① 개념과 기본구조
가. 개념
- 가마(窯) : 도자기를 굽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
- 공방 : 태토의 저장·수비·성형·건조·문양시문·시유 등 그릇을 가마에 적재하여 구
워내기 이전에 행해지는 일련의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곳.
- 요장(窯場)3) : 생산공간(가마·공방)·주거(생활)공간·자원(원료)공간

나. 기본구조
- 요전부·봉통부·번조실(1·2차)·연도부로 구성됨
- 요전부: 불을 지피기 위한 공간
- 봉통부: 불을 지피는 공간
- 번조실: 그릇을 적재하고 구워내는 공간
- 연도부 :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 내부시설로는 불기둥·불창기둥(격벽)·측면출입구 등이 있음

3) 승정원일기에는 분원과 관련하여 官廳·假家·庫間·工作廳·草家·草屋 등이 등장하고, 분원을 이설하는데
公·私家가 100여 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관청·작업장(공방지)을 비롯하여 장인들의 생활시설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관요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장인들의 생활시설로 특정할 만한 유
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인들의 생활공간이 草家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지
방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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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① 분류 기준과 유형4)
기준
형태
굴착 방식

분류
등요
입요5)
수혈식
횡혈식
지하식

굴착 깊이

반지하식
지상식
단실요

번조실의 숫자

분실요
연실요(?)

재료
계단의 유·무

화염의 흐름

내부시설

중국
자기가마는 모두 횡혈식(등요)임
토(도)기가마
자기가마
불창기둥(격벽)의 유무로 단실·분실요 구분
천장의 구조로 분실·연실요(?) 구분

전축요

고려 초기(중국 越州窯 영향)6)

토축요

고려∼조선

무단식

고려, 조선 15∼16세기 계단의 시원적 형태

계단식

17세기 이후 본격화

승염식

수혈식 가마

횡염식
반도염식
도염식

평면형태

비고

등요(와요(臥窯))
입요(立窯, 중국)

일자형

고려시대∼16세기

역사다리꼴형

16세기 중반경부터 가마의 뒷부분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
17세기에 본격화

불기둥(천장지주)

15∼16세기

불창기둥(격벽)

16세기 이후
(단, 관요에서는 17세기까지 확인안됨)

4)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시공아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염식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493년(성종 24) 사옹원의 제조인 유자광이
입부를 제작해서 시험하자는 건의를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成宗實錄 卷277, 成宗 24年
(1493) 5月 18日 辛巳. “사옹원 제조 유자광(柳子光)이 흙으로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입부(立釜)와 와부(臥釜)
의 형상을 만들어 와서 아뢰기를, "와부(臥釜)는 불꽃이 그 안에서 가로 어지러워지므로 사기가 찌그러지기 쉽습니다.
이제 오신손(吳愼孫)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입부(立釜)로 구워 만드는 방법을 들었는데, 이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입
부는 불기운이 곧게 올라가므로 구운 그릇이 다 평정(平正)합니다. 그러나 입부를 만들려면 이천(利川)의 점토(粘土)
를 써야 하니, 부근의 고을을 시켜 흙으로 사기소(沙器所)에 날라 오게 하여 시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6) 李鍾玟, 2004,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5, 한국상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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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마는 모드 등요(횡혈식)·지상식요이기 때문에 번조실의 숫자와 계단의 유·무, 내
부시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노천요·수혈요

지하식·지상식요의 개념도

단실요의 개념도

분실·연실요의 개념도

(도면은 강경숙, 2005, 앞의 책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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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마의 변천과정
- 노천요 → 수혈식 → 횡혈식
- 지하식 → 반지하식 → 지상식
- 단실요 → 분실요
- 무단식 → 계단식
- 승염식 → 횡염식 → 반도염식
- 일자형 → 역사다리꼴형
- 무시설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 일반적으로 가마 내부의 온도와 번조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
었음

③ 시기별 변화
가. 고려시대
- 초기는 중서부지방 대형의 전축요(시흥 방산동·배천 원산리·용인 서리·여주 중암리)와
남부지방 소형 토축요(강진 용운리 10호, 삼흥리 D·E지구) 혼재
길이

너비

경사도

평면형태

측면
출입구

유형

비고

1

시흥 방산동 가마

39.1

2.22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2

배천 원산리 2호 가마

38.9

1.8∼1.9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3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10

1∼1.3

13∼15

일자형

2

단실요

토축요

- 중기는 중형의 토축요(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요지 등). 길이 20m 내외 번조실 너비 1.2
∼1.3m 내외, 후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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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시대
- 15∼16세기는 전체적인 양상은 고려 중기 이후와 유사함. 가마의 평면형태는 일자형이지
만 번조실 내부에 불기둥·불창기둥(격벽)(산청 방목리·대전 정생동 가마 등)과 계단이
발생함. 16세기 중·후반에는 번조실 뒷부분과 연도부가 약간씩 넓어지면서 역사다리꼴
로 변화되기 시작함(광주 대쌍령리 2호 요지 등)
- 17세기 이후에는 가마의 평면형태가 역사다리꼴로 변화됨. 번조실에 불창기둥(격벽)이 설
치됨(분실)(단, 관요의 경우 불창기둥+격벽의 형태가 확인되지 않음). 17세기 후반 ∼ 18
세기를 전후로 가마의 평면형태가 부채꼴(영동 노근리, 순천 후곡리·문길리, 대전 장안
동, 광주 분원리 가마 등)로 변화됨. 불창기둥의 수가 증가하고 높이가 낮아지며 격벽이
일반화됨

Ⅲ. 현장조사
1. 지표조사

① 주변 유적 검토
- 조사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가마가 밀집하여 분포할 가능성을 고려

② 조사지역의 지리적 여건 파악
- 가마는 하천·바다와 인접한 구릉의 사면에 밀집
- 고려∼조선시대 자기가마는 등요(불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이기 때문에 구릉의 사면에 위치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원료(땔감) 확보가 중요, 주변에 삼림이 우거져 있으면 가마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 조선
시대 관요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7)
7) 승정원일기 103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11월 9일. 김광욱(金光煜)이 사옹원 관원으로서 도제조의 뜻으
로 아뢰기를, “분원(分院)의 사기를 굽는 곳을 庚辰年(경진, 1640)에 옮겨 설치한 지 10년이 다 되어 땔감으로 쓸
나무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거주하는 백성과 공장(工匠)들이 여러 차례 소장(訴狀)을 올려서 옮겨 설치해 주기를 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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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수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 주변에 하천 등의 수원(水源)
이 위치함. 조선시대 관요 주변에는 경안천·곤지암천·노곡천 등의 하천이 분포하고 있음
- 그릇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처까지의 운반경로(해·수로 등)도 고려해야 함.

③ 지명 확인8)
- 조사지역의 현재 지명을 확인. 사기점(沙器店)·사기소(沙器所)·점(店)·도장골(陶匠谷)·
옹기점(甕器店)·독점·사기담골·와야리(瓦冶里)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면 가마가 입지하
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④ 현장조사
- 요지에는 실패한 자기를 비롯하여 생산과 관련된 요도구(갑발·도침), 그리고 가마벽체편
등이 산재해 있음
- 구릉 사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유물의 밀집도가 낮더라도 생산과 관련된 유물(요도
구·가마벽체편 등)이 1점이라도 수습되면 주변에 가마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⑤ 시굴조사 범위 결정
-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다면 지형 등의 제반여건 고려하여 시굴조사 범위를 넓게 선정
할 필요가 있음
- 현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백자편이나 요도구, 가마부속물이지만 조사자는 자
원공간·생산공간(가마와 공방)·주거(생활)공간 등9)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
는 시굴조사 범위를 고민해야 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255책 (탈초본 13책), 숙종 2년(1676) 8월 1일. 이관징(李觀徵)이 사옹원 관원으로 도제조의 뜻으로 아
뢰기를, “분원사기번조소는 시장(柴場)을 설치하여 나무를 취하고 약 10년 정도 되면 수목이 다하여 번조를 계속하
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의 번소를 설치한지 이미 12년이 지나 나무를 벨 길이 이설을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淺川巧 著, 鄭明鎬 譯, 1991, 朝鮮陶磁名考, 경인문화사, pp. 109-112. 지명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
람을 참고.
9) 韓盛旭, 2008, 앞의 책, 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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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굴조사

① 기준점 설정
- 유물폐기장은 작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표면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유물은 가마의 좌측 또는 우측에 인접하여 폐기되기 때문에 가마는 유물폐기장의 좌
측 또는 우측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자기가마(등요)는 등고선의 방향과 직교함
- 원지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유물폐기장과 등고선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마의 위치를 추정
한 다음 기준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음
- 만약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고, 지표면에서 유물폐기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과거
에 발행된 지형도와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여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좋음. 이 경우에도 등고
선의 방향을 고려해야 함.

② 그리드 설정
-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10×10m 정도의 그리드를 구획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시굴Tr. 구획 및 제토
- 가마는 등고선과 수직으로 축조되기 때문에 시굴Tr.를 수직으로만 구획·제토하면 시굴조
사에서 가마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시굴Tr.는 등고선과 평행한 횡방향으
로도 구획해야 됨. 즉, ‘ㄱ’자 또는 ‘ㄴ’자 모양으로 시굴Tr.를 제토할 필요가 있음
- 가마는 현 지표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굴Tr.를 제토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소토와 유물이 섞여서
나온 다음 소결면이 일정한 폭으로 길게 연결되는 양상이 보이면 가마로 판단해야 됨
- 원지형이 삭평·절토되었다면 번조실과 연도부는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원지형이 어느 정도 절토되었다고 하더라도 봉통부는 사면의 가장 하단부에 깊게 굴착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가 잔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됨. 사면의 상부에 구획
한 시굴Tr.를 기준으로 유구가 모두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면 봉통부를 찾지 못하거나 시굴
조사에서 파괴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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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구 확인
- 시굴Tr.에서 가마로 추정되는 피열흔이 확인되면 추가로 시굴Tr.를 구획하여 가마의 시작(봉
통부)과 끝(연도부), 너비를 파악해야 함. 이는 추후 발굴조사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됨.
- 가마가 확인되면 주변에 다른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3. 발굴조사

① 전면 제토
- 시굴조사 시 확인된 문화층까지 전면 제토하지만 종·횡 방향의 둑을 남겨 전체 토층양상을
파악해야 함
- 가마를 노출할 때 가마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적심·주혈·구상유구 등), 그리고 수혈(진단
구)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가마 주변에 (축요 또는 가마의 수리를 위해 굴토한) 미상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이 수혈의 내
부는 가마폐기물로 채워져 있음. 교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수혈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방지는 전면 제토를 할 때 일차적으로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② 내부조사
가. 가마
가) 봉통부
-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는 공간이지만 번조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함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평면형태·불턱의 유무(형태) 파악
- 축조재료(점토·할석·갑발·벽돌 등)와 축조방법 규명
- 아궁이 폐쇄흔적 확인
- 1·2차 봉통 사용 여부 파악
- 요전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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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양쪽 벽면), 아궁이·바닥·불턱 등)

나) 번조실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가마의 바닥(모래+요도구), 좌·우벽(유리질화) 확인
- 천장부가 남아 있거나 가마의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을 경우 가마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음
- 초벌·재벌칸 및 노리칸 확인,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칸을 초벌칸(초벌편이 집중적으로
노출)으로 사용하고, 봉통부와 연결되는 첫 칸을 노리칸으로 사용함. 특히 제일 마지막 칸
의 경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번조실보다 깊게 축조하는 경우도 있음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유무, (계단식)불턱 등 가마의 구조를 파악하여 가마 분류
- 일반적으로 측면출입구는 유물폐기장 방향과 동일함
- 측면출입구 부근에 장작을 던졌던 공간(일정한 범위에 도침 등의 요도구가 놓여 있지 않고
목탄의 흔적) 확인
- 가마 바닥 및 벽체 수리 여부 확인
- 가마 바닥에 남아 있는 도침이나 갑발을 통해 한 번에 번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추정
할 수 있음
-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번조실 칸별 전경(앞→뒤, 뒤→앞, 양쪽 벽면), 불기둥·
측면출입구·불턱 등 내부시설 세부사진)

다) 연도부
- 배연로와 굴뚝을 포함하는 구조로 번조실을 통과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
- 가마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할 뿐 아니라 후대의 삭평으로 온전히 잔
존한 사례가 드문 편임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확인
- 축조재료 확인
- 배연구·개자리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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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물폐기장
- 구제발굴조사일 경우 전체 유물을 수거하는 것이 원칙임
- 가장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표준층위로 활용하고 층위별로 유물 수습
- 유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려와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안정된 층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유물은 현장에서 기종·기형별로 분류하고 보고서에 수록할 유물을 선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일단 전량 수거한 다음 추후에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공방지
- 기본적으로 방형 또는 원형에 가까움. 범위와 규모 확인
- 수비공은 굴착한 다음 점토로 다짐, 바닥에 디딤돌(판석) 노출
- 건조시설은 대부분 온돌을 사용, 평면형태는 대부분 고구마를 옆으로 자른 듯 중간이 볼록
한 형태임
- 연토장은 점토나 할석을 이용해 축조. 바닥은 점토로 다짐
- 물레공은 주혈 등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갓모나 봇극 등 물레부속품 등이 수습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음
- 성형과 관련해 굽칼이나 굽깎이 통, 갈돌 등이 수습됨
- 시유 관련 수혈(불다짐), 도기 사용

③ 기록
- 야장 작성 및 정리(사진 활용)
- 비디오 촬영
- 사진 촬영
- 3D 스캔(주변 지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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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서 작성
1. 유물 정리
→ 유적의 편년과 성격 추정

① 유물(백자) 명칭
- 보고자에 따라 상이
- 일상기명 : 발·접시·잔 등
- 특수기명 : 대발·병·호·뚜껑·향로·지석 등

② 주의점
- 대접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발과 대접의 구
별하지 않고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종자(지)도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크기가 (작
은)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백자에 완(찻잔)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③ 출토유물의 현황
- 전체 수량 → 분석 대상 수량 → 기종별 수량 → 기형별 수량
- 출토지별 수량도 제시
-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함
- 도표 등 시각적 자료 활용

④ 유물의 제작 기법
- 유물 분류 기준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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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적절한 도면과 사진을 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음
- 굽 모양(역삼각형·(낮은)수직굽·넓은굽, 죽절굽·오목굽)
- 구연·동체 모양
- 내저원각(유·무, 굽지름 대비 크기)
- 번조법(갑번·개별번조·포개구이)
- 번조받침(가는 모래·태토빚음·모래빚음·굵은 모래·흙물+굵은 모래 등)
- 시유방법(전면·부분(굽 제외))
- 문양·명문(시문방법)
- 품질(양질(상·중품)·조질(하품))

2. 유물 설명10)

- 유구·유물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기
종·기형별로 분류가 필요할 때는 유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서술할 수도 있음.
1) 유구
(1) 가마
(2) 유물폐기장
(3) 공방지
2) 유물
(1) 출토유물의 현황
(2) 출토유물의 종류
① 백자
② 요도구

(3) 백자의 제작기법
① 굽 형태
② 번조법과 번조받침
③ 시유방법
④ 장식기법
⑤ 백자의 품질
(4) 유물의 형식분류와 출토양상
① 백자
② 요도구
③ 기타

- 출토지(층위), 잔존상태, 굽·구연·동체 모양, 내저원각 유무, 번조받침(내저면도 포함),
태토 및 유약의 상태, 문양·명문 등
10) 최근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서술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저서가 출간되어 많은 도움이 된다(강격숙·김세진,
2015, 유적 출토 도자기 바로 보기. 진인진). 이 책에는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들의 다양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
유물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97

발굴조사의 이해

ex1) 유물폐기장 2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가 일부 훼손되었지만 완형
에 가까운 발이다. 굽은 역삼각형으로 굽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개별번조하였다.11) 동체는 ‘S’자 형으로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으로
이어지고 구연에서 외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과 유사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백색(색조)로 비교적 치밀하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는 양호하다. 굽
안바닥에 유면을 긁어 ‘좌(左)’명을 새겨 넣었다(철화로 국화를 그려 넣었다).

ex2) 유물폐기장 3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약 1/3 정도
남아 있는 접시로 도상복원하였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 태토빚음을 4군데 받치
고 번조한 흔적이 확인된다. 동체는 저부에서 구연까지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에서 외
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보다 큰 크기의 원각이 있고, 태토빚음이 붙어 있어 포개어
구운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회색(색조)로 비교적 치밀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한 전면
에 시유되었는데, 유색이 일정하지 않다. 외면에 물레흔이 강하게 남아 있다.

- 동일한 유물에 대한 설명이 반복될 경우 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유물
번호

사진
도면

유물명
(형식)

출토지

백자발
(Ⅰ-1-c)

유폐
(3층)

크기(㎝)
잔존
내저 굽
상태 높이 구경 저경
원각 형태
(복원) (잔존) (복원) (복원)

번조
받침

태토

1/3
(완형)

가는
모래

회백색

유약
유색 시유

【사진 46】
<49>
【도면 37】

10.4

(14.5)

(6.3)

<

역삼
각형

회색

전면

비고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받치고 기물을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음. 유색이 일정
하지 않음.

11) 기물만으로 갑발을 사용한 갑번(개별번조)과 갑밥을 사용하지 않은 개별번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
다. 이럴 때는 개별번조하였다라고 표현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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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부록

① 절대연대분석
- 고고지자기 분석
-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

② 태토·유약성분 분석
- 분석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료를 선택
- 주변 유적과의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③ 발굴조사 시 수습된 시료 분석
- 유적에서 수습된 백자편에 대한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 백토는 수습된 자기와 함께 분석하여 태토로 사용되었는지, 유약의 재료인지를 확인해야 함
- 수비찌꺼기는 분석을 통해 어느 단계의 수비찌꺼기인지 확인해야 함

4. 고찰
-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유구의 편년과 성격에 대해 언급
- 소비유적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지 비정
- 생산·소비라는 큰 틀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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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로(도로) 인식과 조사법
- 길의 고고학을 위하여 -

Ⅰ. 길의 개념
우리말의 “길”의 본
래 의미는 무엇일까. 오
늘날은 사투리 지위로 격
하되었지만 경상도지방에
서는 “질”이라 한다.
여기에 “길”의 본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르
다”라는 말은 흔히 “가
<도 1> 개미의 길

로 지르다”라는 표현처
럼 두 지점 사이를 가깝

게 연결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원의 직경을 “지름”이라 하는 표현은 “지르다”의 본래 의미
를 잘 간직하고 있다. “둘러 가다”의 반대어로서 “질러가다”의 뜻이 바로 “질”의 본뜻에
가깝다. 이런 간단한 우리말 뜻을 되새겨 봄으로써 “질”, 즉 ‘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
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이란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통과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가까운’이란 표현보다는 ‘가장 경제적인’이 더 옳을 듯하다.
무릇 동물들의 공간이동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도 예
외가 아니다.
한자어로는 일반적으로 “도로(道路)”라 한다. 동한(東漢) 말 유희(劉熙)의 『석명(釋名)』
석도(釋道)에는 도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12).
“도는 밟는 것이다. 로는 드러난 것이다. 사람이 밟아서 드러난 것이다(道蹈也. 路露也. 人所踐
蹈而露見也).”
12) 그와 함께 당시 도로의 서로 다른 이름과 그 모양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나란히 난 두 갈래의 길을 “기방(岐
旁)”, 가로수와 측구가 만들어진 것을 “극방(劇旁)”, 한 길을 네 갈래로 나눈 것을 “구(衢)”, 수레와 보행이 병
용되는 것을 “강(康)”, 노면을 꾸며 높인 것을 “장(莊)”, 보행로를 “혜(蹊)”, 그리고 성벽 아래 길은 “호(阝
豪)”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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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밟고 다니면 그 흔적이 눈에 띄게 드러나니 그것이 곧 길이라는 것이다. 자주 밟고 지나
다니는 동선(動線)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임은 두말
할 필요 없다. 그러한 동선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따라 다양할 것인데, 그 거리에 의해 구
분해보면 가장 짧은 것으로서 단위 주거지 내부의 동선, 취락 내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의 동선,
단위 취락 내 주거생활 공간과 여타 활동 공간 사이의 동선, 그리고 가장 긴 동선으로서 취락과
취락 사이의 동선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길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체로
취락내부의 동선과 취락과 취락 사이의 동선일 것인데, 편의상 취락 내 동선을 “가로(街路)”
라 하고 취락 간 동선을 “도로(道路)”하면 어떨까 한다.
단위 취락 내 가로망은 정치체의 성장과 취락 규모의 확대에 따라 조밀화 및 등급화가 진전되
었음은 미루어 짐작되는 바이지만, 대개 국가 성립이후 그 중심취락인 도성(都城)은 도시적 주
민의 집주(集住)와 최고지배자의 궁을 비롯한 각급 계층별 및 직능별 주거지 배치 등의 새로운
공간구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격자(格子) 모양의 가로망이 보편화된다. 그러나 이처럼 도시
적 취락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도 취락 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동선으로서 가로망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동아시아 고대 도시의 전형인 도성의 공간 구획에 대해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國)[즉, 한 나라의 도성은]은 한 변이 9리인 방형으로 하고, 각 변에는 3개의 문을 배치하며,
성내에는 그들 문과 통하는 가로 세로 각 9개의 길로 구획하고, 세로 길의 넓이는 9궤로 한다. 궁
의 왼쪽에 종묘, 오른 쪽에 사직을 배치하고, 또한 앞에 조 뒤에 시를 두는데 그 넓이는 1부로 한다
(匠人營國, 方九里, 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途九軌. 左朝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
* 1夫는 方 100步의 면적. 1里는 方 300步의 면적. 1리=9부. 1軌는 8尺. 9궤=72척. 1尺=0.231m

국의 경도(經涂), 즉 가장 넓은 남북방향 도로는 9궤(軌)[72尺]이고, 환도(環涂)는 7궤[56척]
이며, 성 밖의 야도(野涂)는 5궤[40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후성의 경도는 국의 환도와 같으
며, 그 이하 도(都)의 성내 경도는 국의 야도와 같은 규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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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 고공기 국성 모식도

5

주례 고공기 가로 규격

1宮城, 2外朝, 3宗廟, 4社稷, 5府庫, 6厩, 7官署,
8市 , 9國宅, 10閭里, 11倉廩

<도 2> 주례 고공기의 국성 구조와 도로
중국 고대 도로는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면서 그 이름 또한 바뀌었다. 요순(堯舜) 시기에는
“강구(康衢)”라 하였고, 서주(西周)에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 “경(徑)·진(畛)·도(途)·도
(道)·로(路)” 등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경은 우마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작은 길이고, 진은 우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도는 마차 1량이 다닐 수 있는 길, 도는 마차 2량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길, 로는 마차 3량이 교행할 수 있는 큰 길이다(劉杰,2008).
도시 간 간선(幹線) 도로의 효시는 “주도(周道)”라 할 수 있다. 도성인 호경(鎬京)에서 성주
(成周), 즉 동도(東都) 낙읍(雒邑)에 이르는 대도였다. 국가 통치에 중요한 도성과 배도(陪都)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속 교통로인 셈이다. 그 후 정치체간 분쟁과 전란이 일상화되었던
춘추전국시기에는 취락 간 혹은 정치체간 도로를 전차(戰車)용 도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진(秦) 통일 후 도량형을 비롯한 서로 달랐던 제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레의 폭도 모두
1.38m로 단일화하고, 수도 함양(咸陽)에서 전국으로 이어지는 “치도(馳道)”를 개설하였다.
노폭은 50보(步)[약 70m]에 달하고 노면은 철추(鐵錘)로 단단히 다져쌓아 지면보다 높게 함으
로써 배수를 원활하게 하였다. 약 10m 폭의 도로 중앙부는 황제 전용 통로의 “치도”인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이다. 치도의 양 가장자리에는 약 10m 간격으로 소나무를 심고, 약 10리
(里) 간격으로 정(亭)을 설치하였다. 그 후 기원전 212년에는 수도 함양 북부에서 북방 장성의
요충 구원(九原, 현 寧夏 包頭)에 이르는 총 연장 750km의 “직도(直道)”[노폭 약 30~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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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치도와 직도는 그보다 노폭이 작은 지선(支線) 도로[노폭 10~20m]와 접
속되게 하였다.

Ⅱ. 도로와 여관(旅館)
국가 사회의 성립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가 사는 취락을 벗어난 원거리 활동의 기회가 증
가되면서 도로 상에서 음식과 주숙(住宿)을 제공하는 시설이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여관(旅館)이
다. 지금의 언어생활에서는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여관”이라는 어휘의 역사는 오래되
었다. 남조(南朝) 유송(劉宋) 시기에 처음 등장13)한 이후 당대에는 매우 성행하였다.
한반도 고대사회에서 여관의 존재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소지왕(炤知王) 9년(487)에 ‘사방 우역(郵驛)을 처음 설치하고, 소사(所司)에게 관도(官道) 수
리를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여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음식숙(供飮食宿) 시설이 있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장차 한반도 고대 삼국 이래의 도
로와 여관 등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대에는 총연장 3,000여 km에 달하는 역도(驛道) 개설과 함께 연도(沿道)에 여(廬)·숙
(宿)·시(市) 등 공음식숙 시설을 두었다. 여는 10리마다 두어 음식을 제공하고, 매 30리에 숙
을 두어 여관격인 “노실(路室)”을 두었으며, 50리마다 시를 두고 여관시설인 “후관(候館)”
을 두었다.
춘추전국시기에는 여관이 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역정(驛亭)”이나 “전사(傳舍)”와 함께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투숙하는 민영 여관으로서 “역려(逆旅)”나 “객사(客舍)”가 나타난
다. 민간여관의 이름의 붙은 “역(逆)”은 “영(迎)”의 의미와 같다. 그밖에 제후국 국군(國君)
이 설치한 양사관(養士館)이 매우 성행하였다.
관민 여관은 어디까지나 연도에 설치되는 것이었으나, 도시 내 상업이 크게 발달한 한(漢) 시
기에 오면 도시 여관으로서 관용인 “군저(郡邸)”나 “저사(邸舍)”와 민간 상인용의 “알사
(謁舍)” 등이 처음으로 나타나 성행하였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오면 민간 여관이 특히 발달하면서 관영 여관과 경쟁하였고, 조조(曹操)는
13) 劉宋 謝靈運의 詩 「游南亭」 “久痗昏墊苦，旅館眺郊歧(밤고생 못내 걱정했는데, 교외 갈림길에 여관이 보이는
구나)” 시구에 처음으로 보인다. (鄭向民,2000 : 47) 시구는 필자 韓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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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령(客館令)」을 제정하여 민간 여관의 설립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관영 여관의 역할을
하였던 “정(亭)”은 점차 도태되고, 민영 “객사(客舍)”가 매우 성했다. 황족이나 고관들도
객사를 개설하여 영업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객사와 관련하여 “사(舍)”자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백제
사비기에는 “북사(北舍)”라는 인각 명문이 찍힌 토기편이 몇 점 발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는 “관(館)·역(驛)·점(店)” 등과 함께 중국 고대에서 여관을 지칭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그 기원은 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나라의 사는 국빈이나 관리용의 “려사(廬舍)”와
일반상인용의 “여사(旅舍)”로 나뉜다. 춘추전국시기에 오면 “려사”는 “전사(傳舍)”가 되
고, 여사는 “객사(客舍)”로 바뀐다. 전술한 위진남북조시대에 성행한 “객사”는 춘추전국시
대 처음 출현한 것이다. 한대에 도시 내에 여관이 설치되는 새로운 양상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관용은 “전사”, 민용은 “알사”로 불린 것은 앞서 본바와 같다. 북조의 경우 “객사”라는
명칭 이외에 “여사(旅舍)”라고도 하였다. 이렇듯 “사”늘 관용이든 민용이든 여관을 지칭하
는 것이었다. 남북조시대에 처음으로 “여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음은 전술한 바지만, 수
당(隋唐)이후에 들어 “사”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다(이상 鄭向民2000 참조).
이러한 여관의 명칭 변천을 고려하면 백제의 “북사”는 당시 사비도성 내에 설치되었던 여관
이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이고 그와 도로와 관련성, 운영 및
사용주체 등에 대해서는 장차 연구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고고학적 인식
1. 사례분석14)

탑평리유적에서 ‘구상유구(溝狀遺構)’로 이름 붙여진 유구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전체 유
적의 중간을 남한강과 거의 나란히 관통하고 있으며, 그 전체 길이는 약 430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유구의 성격에 대해 발굴조사를 담당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및 중앙문화
재연구원은 모두 물이 흘렀던 배수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철기제작
에 소요되는 용수의 공급을 위한 수로설(中央文化財硏究院,2013 : 557)과 배수로 및 생활용수
14) 이 부분은 박순발2017의 일부분을 체재에 맞게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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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설(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2013 ; 272)로 나뉘기도 한다.
한편, 두 기관 공히 이 구상유구는 주변 취락 유구 및 관련 유구들을 구획하는 데에 기준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본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하여 흥미롭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문화재연구원은
구상유구 주변의 석렬유구가 도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中央文化財硏究院,2013 : 558) 제시
하기도 하였다. 그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구상유구 주변 석렬 이외의 석렬
유구 일부가 도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2013 ; 272).
구상유구의 시기 비정에 대해서
는 두 기관이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처음 백
제에 의해 사용된 후 나중 신라에
의해 보완·보수되면서 지속되었
다고(中央文化財硏究院,2013

:

557) 보았으나, 국립중원문화재
연구소는 신라 점유기에 출현한
<도 3> 구상유구 내부 퇴적 상태
(중앙문화재연구원,2013 : 사진 90의 ⑧)

것으로 보았다(國立中原文化財硏
究所,2013 : 272).
이처럼 발굴조사를 담당한 두

기관의 견해에는 미묘한 차이 있으므로 우선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구상유
구’ 성격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두 기관이 공히 ‘배수로’ 혹은 ‘용수로’ 파악하였지만, 적어도 현재 공표된 보고서 상으
로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제시된 ‘구상유구’ 내부 퇴적 혹은 충전(充塡)토층 단면도나
사진 등에서 유수(流水)에 의한 퇴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도3 참조). 그리고 그러한 유수 기능
이 없어진 이후 충전되었을
내부 토층을 보면 자연퇴적이
아닌 인위적인 간섭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히 존재한다. 그 밖에 중앙문
화재연구원이 구상유구 양쪽
벽 가까이 말뚝과 같은 것을
박았을 것으로 해석하였던 와

<도 4> 구상유구 바닥상태

공(窪孔)의 상태는 그러한 정

(중앙문화재연구원,2013 : 원색사진 23의 ④ 부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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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 다른 예에서 보듯 무작위적인 상부 압력에 의해 형성된 흔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도4 참조).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 보면 ‘구상유구’는 오히려 도로(道
路)유구의 특징을 잘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그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도로는 당시의 지면보다 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물론 평탄한
곳에 노체(路體)를 성토하여 조성한 것이라면 조성당시에는 구지면보다 높을 수 있지만, 사람과
우마의 답마(踏磨)를 비롯하여 무거운 물건의 이동에 따른 중압(重壓) 등에 의해 점차 침중(沈
重)되거나 풍우에 의해 박삭(剝削)되면서 하향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도로유구의 잔존 노면은 더 이상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된 최후의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되다가 폐기 매몰된 도로유구의 경우 그 단면형태는 ‘凹’자형을 띠는 것
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도로면의 하강에 따라 일정 깊
이에 도달하면 중력에 의해 노
견(路肩) 부분이 내부로 붕락되
어 충전되기도 한다. 이후 노면
보수에 의한 충전이 없이 사용
<도 5> 노견부의 계단상 붕락흔적

되면 다시 하강이 지속되고 일

구상유구 내부 퇴적 상태(국립중원문화재연구원,2013 : 209)

정 깊이에 도달하면 다시 노견
붕락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노면의
단면이 계단상으로 점차 줄어드
는 모습을 띨 수 있다(도5 참
조).
그리고 노면이 침하 또는 박삭
에 의해 그 깊이가 깊어지면 길
수록 강우 시 배수로와 같은 기
능을 하면서 노면 침식이 극심
해진다. 이 경우 V자형으로 깊

<도 6> 구상유구 내부 퇴적상태와 노면보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원,2013 : 209 토대 작성)

이 침식되기도 한다. 노면의 보
수는 수시로 진행되었을 것이지
만 그러한 흔적은 내부 충전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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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퇴적토층에 남아 있기도 한다.
탑평리유적의 경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조사 구간의 단면도상에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원도
면의 토층도와 그것을 필자가 모식적으로 가공한 것을 보면 [도6]과 같다. 최초 최대 박삭면까
지 노면이 하방 침식된 것을 일정 두께로 흙을 충전하여 노면을 정리하였다. 이때 노면의 붕락
이나 외부에서 흘러들어간 유물이나 자갈돌 등이 충전토 속에 혼입될 수 있다. 그후 일정 시간
의 경과와 더불어 그 다음번의 노면 보수 충진토가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노면 충진토가 채
워진 양상이다.
그런데 이들 각 충진토 사이의 절대적인 시간 폭은 그 자체로써는 알 수 없지만, 혼입 유물에
의한 비정이 가능하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충진토 혹은 내부 퇴적토 출
토 토기를 보면 백제토기편 및 6세기 중후반경 이후 신라토기 등이어서 대체로 ‘구상유구’로
이름 붙여진 도로유구는 그러한 토기편이 주변에 퇴적되거나 폐기되었던 시점 이후에 사용·보
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로유구는 6세기 중후반경 이후 조성되고 사용되었을
것으로 비정된다.

<도 7> 신라 적심건물지 분포와 도로유구 상관 모식도
(中央文化財硏究院,2013 및 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2013에 의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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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 백제 주거지 분포와 도로유구 상관 모식도
(中央文化財硏究院,2013 및 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2013에 의해 작성)

한편, ‘석렬유구’로 이름 붙여진 것 가운데는 ‘구상유구’, 즉 도로유구의 양쪽 가장자리
를 따라 병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로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보고자의 견해도 이미 제시되었다. ‘구상유구’ 자체가 도로이므로 그와 병행하는 석
렬유구는 길의 양쪽 끝을 표시한 것이 되는 것이다.
도로의 폭을 표시하는 것을 일본학계에서는 ‘폭원(幅員)’이라 하는데, 이는 관도(官道)의 중
요한 속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폭원’, 즉 도로의 폭을 명시(明示)하는 것으로서 측구(側溝)
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한쪽이 경사진 지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높을 부분을 절토(切土)하거나
낮은 부분을 성토(盛土)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노폭을 가시화하는 경우도 있다(近江俊秀,2000 :
68~70). 탑평리유적의 경우 천석(川石) 더미 형태로 측구와 같은 노면 경계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강의 자연제방 위에 위치한 까닭에 굳이 측구를 파서 배수(排水) 기능을 부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석렬유구’ 가운데는 도로유구와 직교하는 것이 다수 확인되는데, 접속되는 지점의 형태로
보아 이들 석렬유구 역시 도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구상유구’ 및 그와 직교
하는 ‘석렬유구’가 대체로 6세기 중·후반 이후에 조성된 도로유구임을 규명한 셈이다. 그러
면 이제 이들 도로유구와 여타 유구와의 정합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를 위해 탑평리유적
의 유구를 점유 주체별로 도로유구와 함께 분포도를 작성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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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신라 주거지 분포와 도로유구 상관 모식도
(中央文化財硏究院,2013 및 國立中原文化財硏究所,2013에 의해 작성)

[도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유구와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것은 신라 적심 건물지들이다.
대소의 도로에 의해 구획된 대략 100x50m 규격의 구획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각 단위 내에
는 대소의 적심석을 갖춘 지상건물지들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단위 구획 내에서도 도로망
과 평행 혹은 직교하는 구상유구가 확인되는데, 이들은 건물군 혹은 건물 사이의 소구획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에 비해 백제 주거지들은 도로유구와 정합적이지 않으며, 한두 군데에서는 중복관계도 확인
된다. 신라 주거지는 대부분 수혈주거지이지만 일부 고래만 남아 있는 경우는 지상화된 주거도
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의 분포 역시 도로유구와 정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로유구의 축조 상한이 도로 보수층에 혼입된 신라토기편에 의해 6세기 중후엽으로
비정된다. 그렇다면 최초 수혈형태의 신라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형성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
과한 후 도로에 의한 구획이 이루어지면서 적심을 갖춘 건물지로 구성된 새로운 신라 취락이 조
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은 출토 토기로 보면 7세기 후반이후로 내려가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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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유구의 대부분은 길이다

이전에 비해 넓은 대
면에 걸쳐 표토를 제토
하고 유적을 평면적으로
노출 조사하는 지금의
발굴현장에서 비교적 높
은 빈도로 확인되는 유
구 가운데 하나가 ‘구
상유구’이다.

‘구상

유구’라는 이름 붙임
그 자체는 아무런 고고
<도 10> 송국리 23차 조사 구상유구

학적 설명도 포함하지

(한국전통문화대학고고학연구소 제공)

않고 있다. 고고학이 문
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

질적 근거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인간 집단의 문화를 찾아 복원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구상유
구’라 명명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술한 탑평리 사례에서 보듯
‘구상유구’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보고서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필자는 우리가 작금에 ‘구상유구’라 불렀거
나 부르고 있는 유구는 거의 대부분 한 때 길이
라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모두에서 길의
개념과 함께 보았듯, 길은 사람의 반복적인 동
선으로 채택된 특정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듯 잔
디를 밟고 다니면 그 부분의 잔디가 죽으면서
토양이 노출된다.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상대적
으로 우수나 기타 침식에 취약하므로 차별침식
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점차 그 표면은 주변보다
깊어진다. 경사지에 위치한 길은 지형경사에 따
라 우수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통로, 즉 수로 역

<도 11> 구미 동곡리 구상유구

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침식된 길은 다시 수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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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면서 구상을 이룬 노면에 흙이나 돌 등이
인위적으로 충전되기도 한다.
이 때 들어간 유물은 그 길이 보수되었던 시기
의 상한을 말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로써 그 길의 사용 시점이 곧 노면 보수 충진토
에 혼입된 유물시기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 엄
밀한 논리와 하면 길이 어느 깊이까지 침식되었
던 시점과 사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수를
하였던 시점 사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취
락 간 이동을 위한 도로의 경우 처음 사용이 개
시된 이후 그 기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드

<도 12>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물다. 그러므로 적어도 보수 충진토에 혼입된 유

10지점 유적

물의 시기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제공)

보는 것이 합리적인 고고학적 추론일 것이다.

논산 수탕교(水湯橋)의 위치와 모습

<도 13> 도로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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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현장 출토유물의 수습과 응급처치법

Ⅰ. 머리말
대다수의 문화재는 그 재질 특성이나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구성 물질의 열화 또는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손상을 입게 된다. 고대유
적에서 출토되는 철기와 동합금제, 은 가공품 등 금속유물, 목재유물이나 직물류 등의 유기질
문화재는 매장 기간 동안에 진행된 부식 혹은 부패의 영향으로 재질이 극단적으로 약화되거나
파편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때문에 출토유물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습과정과
발굴 이후 보관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재질변화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존조치가 필요
하다. 발굴된 유물 중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보존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동일한 정도의 조
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도자기와 석기, 금제품, 경도가 높은 보석류와 몇몇 유리공예품은 특
별한 개입 없이도 잘 보존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부식인자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고대 금속유물이나, 부패의 정도가 심한 목·칠기 유물은 수습과정에서 손상을 입기 쉽고 발굴
이후에도 재질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출토유물의 보존을 위해 현장에서 시
행되는 모든 조치는 대상물의 재질 구조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Ⅱ. 손상요인
출토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 손상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발굴현장에서 응급
처치 또는 보관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참고가 된다. 일반적으로 고대 유적에 매장된 유물
의 손상은 구성 물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변질과 열화로부터 시작되며 고유 물성의 약화,
수축·변형, 균열, 파손과 결실(缺失) 등 현상 변화로 나타난다. 유물에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온․습도 변화, 토양속의 수분과 염화물 등 부식인자, 해충과 미생물, 유물에 가해지는 토압과 같
이 매장환경 주변의 환경인자(因子)들이 대부분이지만 수습과 보관과정의 기술적인 문제, 유물
자체의 재질 구조적 취약성도 상대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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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손상

물리적 손상은 주변 환경조건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한 크기 또는 체적, 형태의 변화, 이것에
대응하는 내부 응력에 의해 발생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손상은 표면의 들뜸과 박락(剝
落), 뒤틀림과 휨, 균열, 파손 등으로 온·습도 조건, 외력(外力)과 변형력(變形力), 수용성염(水
溶性鹽) 같은 인자들이 물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 유물이 놓여 있는 주변 환경의 급격한
온·습도 변화 또는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태는 구성 물질의 수축·팽창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일으킨다.
대다수 출토유물은 겉보기에 온전(穩全)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아주 취약한 상태여서 작은
압력이나 충격에도 손상을 입는다. 토·도기는 다른 것에 비해 환경변화에 덜 민감한 편이지만
바다에서 건저올린 토·도기는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건조가 되면 태토(胎土)에 침투된
염분의 결정화로 인해 금이 가거나 표면이 피각(皮角)처럼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화학적 열화

유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그것이 무기물 또는 유기물이던 간에 화학적 산화·환원, 가수
분해(加水分解), 광화학적(光化學的) 반응에 의해 열화가 진행된다. 화학적 열화는 부식, 약화,
용해(溶解), 탈·변색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된 인자는 수분, 산소, 염분, 황화물, 산과
알칼리성 물질, 빛 등이다. 고대유적에서 발견된 금속 유물은 발굴 이후에도 금속 내부에 잔류
한 염화물과 수분에 의해 부식이 계속 진행되며 다습한 보관환경은 금속의 부식을 더욱 촉진시
킨다. 또 동합금제 유물이나 은(銀)공예품은 손에 있는 염분에 의해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림 1> 청주사뇌사지 출토
삼족솥의 부식 손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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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주사뇌사지 출토
동제대접의 내부의 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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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우총 출토 청동제합

3. 생물피해

목재, 종이, 섬유/직물 등 유기질 유물은 해충, 곰팡이나 부후균(腐朽菌)에 의해 피해를 입기
쉽고, 주변의 온·습도 조건은 해충이나 미생물의 생장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발굴된 목재유
물은 적절한 방부처리를 하지 않으면 습한 보관환경에서 곰팡이가 발생되거나 목재조직의 생화
학적 분해가 진행될 수 있다.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재의 경우라면 물에 침적시켜 보관하는
동안 목재 내부로부터 부패 오염물이 용출되면서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림 4> 대전 월평동 출토 대형 목곽의
방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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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태조사
1. 미시적(微視的) 조사

발굴현장에서 고고학적 조사연구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육안관찰에 더하여 확대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한 미시적 조사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많은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얻게 해준다.
한 예로 5∼40배 배율의 확대경이나 실체현미경은 직물의 섬유처럼 육안으로는 분명하게 구별
하기 어려운 물질의 작은 조각과 금·은세공품의 표면을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이런 도구들은 금속유물의 세척-조사, 동제거울이나 금·은 상감(象嵌)이 있는 철제 유물 표면
의 흙과 오염물을 제거할 때 자칫 미숙한 손질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5> 공주 수촌리 출토 봉상칠기

<그림 6> 수촌리 봉상칠기 표면의
현미경 확대 사진

2. 적외선[赤外線: Infrared Ray]조사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적색보다 파장이 긴 비가시광선(非可視光線)으로 0.75~1,000㎛의 파장
범위를 갖고 있다. 보통 파장 0.75∼3㎛의 적외선을 근적외선(NIR), 3∼25㎛의 것을 적외선
(MIR), 25㎛ 이상의 것을 원적외선[LIR] 이라고 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 비해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열선(熱線)이라고도 한다. 또 가시광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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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반사율을 가지고 있고 검은색은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적외선조사는 이와 같은 광학적 특
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근래 많아 사용되는 DSLR카메라와 적외선 필터, 조명을 적절히 조합하
면 채색된 그림의 바탕 도안선이나 흐려진 먹 글씨를 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7> 김해 봉황동 출토
묵서목간

<그림 8> 봉황동 묵서목간의
적외선 사진

Ⅳ. 응급처치
고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다수의 유물은 그 자체의 중량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불안정안 상태로 발견된다. 또 발굴의 영향은 이들 유물이 처한 환경을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변
화시키며 이는 열화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출토유물은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함께 그 이후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습과정에서 손상을 입거나 발굴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응급처치는 최초 발견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항구적
인 보존처리가 이루지기 전까지 출토유물의 재질변화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다. 그러나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서 뒤이어지는 본격적인 보존처리에 장애
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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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유물

고대 유적에 매장된 금속유물은 오랜 기간 동안 토양 내부의 수분과 염화이온[Cl-], 황화물
[S2-] 등의 영향으로 부식이 진행되면서 재질이 약화되고, 종종은 파편화된 상태로 발견된다. 고
대 금속유물 특히 청동기나 은제품 중 일부는 겉보기에 견고해 보일지라도 금속의 고유 물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발굴에 사용되는 도구[트롤, 대나무칼]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금속유물은 Acetone이나 Ethyl Acetate에 용해시킨 아크릴계합
성수지[acrylic resins: paraloid B72,66,44] 3∼5%용액을 표면에 분부하거나 도포하는 방법
으로

재질보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가역성이

우수한

HPC(hydoxy

proply

cellulose/ethanol) 2% 용액을 접착제로 하여 폴리프로필렌[poly proplylene] 재질의 망사 천
을 금속유물 표면에 입혀 일체화시키는 방법도 유용하다.

2. 연질토기, 토제품

재질이 무른 연질 토기와 소성되지 않은 토제유물은 수습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에 Acrylic Emulsion 또는 Poly-Vinyl Acetate Emulsion 수용액을 도포[또는 분무] 침투시
켜 재질을 보강하면 유물의 수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에 채색이 되어있
는 경우라면 가역성이 보장되지 않는 합성수지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가역성이 우
수한 천연의 후노리[布海苔]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알긴산나트륨 2∼3% 점성용액으로 얇은
레이온종이를 유물 표면에 입혀주면 수습과정에서 채색면이 보호되고 파손편의 분리와 같은 손
상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9> 제주 삼양동 유적 출토 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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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침목재

저습지에서 출토된 목재유물은 오랜 매장기간 동안 목재의 주요 구성 물질이 분해 유실되고
물이 포화된 수침목재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들 수침목재유물은 물렁물렁하고 부서지기 쉬운
울 뿐 아니라 건조가 진행되면서 급격히 수축 변형되어 버리기 때문에 출토 즉시 습윤 상태 유
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침목재유물은 대부분의 경우 물속에 침적시켜 보관하면 되지
만 대형 목재 구조물의 경우에는 해체작업과 수습 이후 보관시설의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출된 유물표면을 물에 적신 부직포와 비닐
시트로 덮어주고 주기적으로 물을 분무하여 건조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짚신, 멍석 등 초본류로 만들어진 것과 죽제품은 노출 후 건조 변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조방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가능하다면 저분자량의
Poly-Ethylene Glycol[#200,#400]과 같이 흡습성이 있는 약제를 도포하여 건조를 억제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림 10> 대전 월평동 대형 목곽고의 발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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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한 수습 방법
1. 중·소형 유물

짚신이나 망태기, 대나무 바구니 같은 유물은 부패로 인해 재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흙에 완전
히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재질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약간의 물리적 압력에도 절단, 풀림,
해체 분리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제유물과 죽제편물은 유물만 따로 분리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주변 토양과 함께 일괄로 수습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유물은 70
∼80℃의 온도에서도 열가소성을 갖는 합성수지 망[예: SN@sheet, X-lite]으로 유물과 그
주변의 흙을 하나로 감싸고 유물의 저부(底部) 보다 좀 더 아래쪽에 얇은 금속제 지지(支持) 판
을 끼워 넣어 바닥에서 분리한 뒤 들어 올리는 방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수습된 유물은 수습 후
바닥의 흙을 적당히 제거하고 유물과 토양 전체를 열가소성 합성수지 망으로 감싸주면 물에 침
적시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 금속유물, 토기, 토제유물을 주변토양과 함께 수습해야 경우라면 석
고붕대, 좀 더 강성이 있는 의료용 폴리우레탄붕대[Cast Tape]을 이용하여 한 덩어리로 만들
어 수습하는 방식이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그림 11> 파주 운정지구 출토
동제그릇 수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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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과정 [석고붕대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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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과정
[토양 분리]

<그림 15> 토양과 함께 일괄 수습한 통발
[광주 신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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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운정지구 동제그릇
수습완료

<그림 16> 발포우레탄으로 포장
수습한 화살촉과 화살대
[춘천 천전리]

인골을 포함한 동물의 뼈는 추후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수습과정에서 부스러질 우려가 높은 뼈 가공품은 5% 이하의 polyvinyl alcohol 수용
액 또는 아크릴계합성수지[paraloid B72/aceton, ethyl acetate] 용액으로 강화처리 한 뒤 주
변토양과 함께 석고붕대로 감싸 수습하면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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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골각기

2. 대형유물, 유구

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된 통나무 목관과 같은 대형 목재유물, 제철로, 조선시대의 회곽묘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대상물은 유구 주변에 고랑을 파서 목재 틀을 끼워 넣고 그 빈 공간에 발포 폴
리우레탄폼(poly-urethane foam) 채워 완충포장한 뒤 유구 바닥면에 금속프레임과 철판으로
만든 지지 판을 끼워 넣어 유적으로부터 분리 수습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그림 18> 경기도 수원 조선시대 회곽묘
이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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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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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화된 직물

물에 젖어 있는 직물은 취급과정에서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물을 통째로 들어 올리거
나 겹겹이 겹쳐진 직물을 분리할 경우에는 직물에 물리적인 힘이 직접 가해지지 않도록 내수성
있는 합성섬유 망사, 얇은 플라스틱판 등의 보조물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석탑과 같이 상대적
으로 건조하거나 축축한 환경에 놓여있던 직물은 재질이 극단적으로 열화 되어 부서지기 쉬운
상태이므로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필름을 유물 아래쪽에 밀어 넣은 뒤 필름과 함께 들어 올려야
한다. 이런 종류의 직물은 조사를 위해 부분적으로 대나무 칼이나 핀셋 등의 도구로 펼쳐 볼 수
있지만 이미 섬유의 분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림 20>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과 직물

Ⅵ. 보관
1. 수침목재

크기가 작은 수침목재유물은 폴리에틸렌 재질의 지퍼백(zipperbag)에 넣고 완충포로 감싼 뒤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여러 개를 함께 담아 밀봉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포개어 쌓거나 너무 비
좁게 채워 넣으면 유물에 압력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각각의 유물을 구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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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라벨은 비닐 끈으로 유물에 가볍게 묶어 달아 놓거나 보관용 비닐봉투에 표기해야 한다. 수
침목재유물을 물속에 침적한 상태로 일정기간 보관해야할 경우에는 미생물의 증식과 유물의 부
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처리가 필요하다. 수침목재유물의 방부처리에는 인체독성이 적은 붕산
(boric acid)과 붕사(borax) 7:3 혼합물, 염화벤잘코늄(Benzalkoniumchloride), 이소치아졸
리논(isothiazolinone)계 방부제 혹은 보존약품을 보관용액에 첨가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밖
에 4~5℃ 저온으로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온성균은 낮은 온도에서도 생장하기 때문
에 약제처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경우든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는 완전 밀봉상태
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습지 유적과는 다르지만 습한 환경에 매장되
어 있던 칠기와 채색목기는 수습 후 급격한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곧 바로 밀폐용기에 담아
밀봉처리 하고 보관용기 내의 상대습도를 RH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림 21> 광주 신창동 출토 목재유물
수침 보관

<그림 22> 신창동 목재유물의
보관창고 내 정돈상태

2. 초제, 죽제편물

주변토양과 함께 일괄 수습된 초제, 죽제 편물을 물에 침적하면 유물이 분리 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에 침적시켜 보관하기가 어렵다. 이런 종류의 유물은 비닐로 전체를 꼼꼼히 밀봉처
리 하고 주기적으로 표면에 물을 뿌려 유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물에 젖어있는 상
태에서 공기와 접촉되면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염화벤잘코늄
(Benzalkonium chloride) 등의 수용성 약제를 분무하여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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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속

금속유물은 출토 이후 대기 중에 노출되면 되면 부식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때
문에 철제유물은 가능한 상대습도 15%[RH 0 ∼ 40% 범위]이하의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
해야 하고, 동과 동합금제 등의 비철금속류는 상대습도 40%[RH 15∼55% 범위] 이하의 조건에
서 보관해야 보존상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금속심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일부 동이나 동합금제
유물은 너무 급격히 건조시키면 미세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는 금속유물을 알
콜류[Ethanol, Isoproply alcohol]로 탈수처리한 뒤 가스투과성이 없는 다층구조의 합성수지
필름으로 만든 봉투 속에 흡습제[예: 실리카겔], 탈산소제와 함께 넣고 밀봉 보관하는 방법을 이
용할 수 있다.

<그림 23> 금속유물 보관용 밀폐장

<그림 24> 에스컬필름과 탈산소재를
이용한 금속유물 포장 보관

4. 토·도기, 토제품, 유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나 토기의 경우 태토 내부의 미세공극에 침투된 염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를 하면 염이 결정화 되면서 도자기나 토기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파손시키된
다. 때문에 장시간 동안 온수(60～70℃)에 침적하여 내부의 염분을 용출 제거시켜는 것이 보존
상 유익하다. 또 습기가 많고 축축한 곳에서 출토된 토제유물과 채색이나 칠이 남아있는 연질
토기류는 건조가 진행되면서 채색 또는 칠층의 박리와 균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처리 이전까지 밀봉된 상태로 선선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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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구슬이나 유리잔, 유리병 같은 유물은 항상 완충 받침과 함께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고, 중성종이나 발포 폴리에틸렌(poly-ethylene foam)은 유리제 유물의 완충 포장에 유용하
게 이용될 수 있다. 습기는 열화된 유리를 변화시키고, 열이나 극도로 건조한 환경 또한 균열과
표면 박리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보통의 유리는 환경에 민감하지 않지만 열화된 유리는 가능한
일정한 습도 조건[RH 45~55%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박리 현상이 보이는 유리 표면에
가급적 손을 데지 않아야 한다.

<그림 25>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유리 구슬의 정리 보관상태

5. 직물

물에 젖은 직물은 보존처리 이전 까지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말리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뻣뻣하게 변하여 원상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출토복식은 매
장환경에서 유래된 유기물질로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공기와 접촉되면 부패가 급속히 진행된
다. 하지만 염료에 영향을 미치는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완
전히 밀봉한 뒤 4℃이하의 암소(暗所)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간혹은 냉동 보관하
는 방식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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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의 뼈, 곤충의 유체

토양에 매장되어 있던 동물의 뼈나 그 가공품은 출토 이후 급격히 건조가 진행되면 균열과 표
면박락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축축한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밀봉용기나 비
닐봉투에 넣은 상태에서 4℃ 이하의 냉장고에 내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옥충 껍질과 같
은 곤충의 유체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곧바로 산화되어 변색이 일어나고 수축 변형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굴즉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산화와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광열화의 가
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밀봉한 뒤 냉암소에 보관해야 한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옥충 장식
말안장가리개와 등자는 발굴 즉시 글리세린용액에 침적시켜 암소에서 보관하였는데 현재까지
유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6> 서울대 박물관 소장 갑골문

<그림 27> 황남대총 출토 옥충장식금동안교의
글리셀린 침적 보관상태

<그림 28> 글리세린에 침적한
옥충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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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조사를 위한 세척(洗滌 : Cleaning)
세척은 감추어진 흔적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발굴유물이나 여타(餘他) 문화재의 열화와 손상을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량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발굴 금속유물과 토·도기는 세척을
통해 열화의 원인이 되는 염분과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고, 이는 급격한 열화의 진행을
늦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직물류, 목·칠공예품 등 유기질 문화재로부터 오염과 먼지, 곰
팡이와 부후균(腐朽菌)의 포자(胞子)를 제거하는 것은 이들 미생물의 확산과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이와 같은 세척 행위가 출토유물에 남아 있는 중요한 증거
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상물은 세척 이전에 충분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척 행위는 도구와 약품의 선택에서부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
분야로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세척은 어렵게 남아 있는 흔적을 지우거나 유물 자체에 손상을 입
히는 결과가 된다.
오염물과 이물질(금속의 녹 etc.)을 세척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건식·습식 세척, 물리·화학
적 세척, 기계적 세척이 있고, 그 선택은 대상 유물의 재질상태에 따른다. 세척의 기술적인 부분
은 어떤 세척방법이 효과적인가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세척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눈으로 보기에 불충분해 보일지라도 더 이상의 세척이 대상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작업의 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1. 금속유물

발굴 출토된 금속유물은 너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질이 무른 금·은 세
공품은 오염물과 녹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문지르고 긁어내는 과정에서 정교한 세부가 손상될
수 있다. 금속유물에 부착된 토양과 오염물의 제거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메스나 치과
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흙을 떼어 내는 것으로 물이나 약제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피
해가 우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되고 자칫 유물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
져 약화된 유물이 파손될 가능성도 있다. 금속유물 표면에 흙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는 유물을 증류수에 담아 흙이 물러진 후 치과용 소도구와 유리섬유솔(또는 치솔)등을 이용하여
세척 제거할 수 있다.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 후 바로 건
조기 내에서 완전 건조(105℃에서 24시간 이상)시키거나 순수한 90% 이상의 Ethanol에 침적
하여 탈수처리 한 뒤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금속 표면에 목질, 칠, 섬유 등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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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경우라면 칫솔과 같은 거친 세척 도구를 사용하는 습식세척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음파세
척기를 이용한 세척은 흙뿐만 아니라 금속표면의 수용성 부식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만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재질이 극단적으로 약화된 동합금제 유물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림 29> 철제 단갑의 표면오염물 세척

2. 토·도기, 유리제 유물

토기, 도자기는 특성상 비교적 다루기 쉬운 편이지만 무리한 세척은 채색안료, 칠, 문양, 묵서
등을 훼손시킬 수 있다. 저온 소성(燒成)된 연질토기, 소성되지 않은 소조품(塑造品)은 재질이 연
약하기 때문에 표면에 흡착된 흙과 오염물을 무르게 만든 뒤 큰 덩어리는 대칼로 조금씩 떼어내
고 나머지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토기
나 도자기의 내부에는 그 유물의 용도나 매장 풍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예 : 지방성분, 곡물
등]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과학적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세척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제 유물은 세척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홈이나 구멍에 끼어 있는 흙을 파내기 위해 금속바
늘과 같이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표면박리 현상을 보이는 유리제 유
물은 초음파세척 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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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광주 신창동 출토
도태칠기

2. 목재유물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재류는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솔 이외에는 어떤 도구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부적절한 세척은 목재유물에 남아 있는 먹 글씨나 채색의 흔적 ,양각 또는 음각의 표식
과 같이 가치 있는 증거들을 훼손시킨다. 이들 수침목재 유물은 재질이 매우 무른 상태여서 흙
이나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척작업 시 높은 압력의 물 분사나 강한 솔질을 피해야 한다. 출토된
수침목재는 일정기간 물에 침적하여 흙과 오염물을 무르게 만든 뒤 가벼운 솔질로 털어 내거나
압력과 분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분무기로 물을 분무하여 제거하는 세척방법이 적합하다. 또
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곳에서 발굴된 칠기와 채색목기의 대부분은 바탕 목재가 심하게 부패되어
재질이 푸석푸석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로 물을 사용한 습식세척은 유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
힐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목재유물은 큰 덩어리의 오염물을 부드러운 솔로 털어낸 뒤 50%
Ethanol 수용액에 적신 면봉으로 오염물을 부분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정도만이 허용된다.

3. 직물

물에 젖은 상태로 발견된 출토복식은 취급 과정에서 역한 냄새가 동반되지만 세제나 세척 약
품의 사용은 염직물의 색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변색시킨다. 섬유가 약화된 직물은 가능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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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대야하며 봉합선이나 바늘땀이 남아 있는 것들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보존상
태가 비교적 양호한 직물이라 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금속 망과 합성섬유 망사 사이에 끼워 고정
시킨 상태에서 물로 세척해야 한다. 그러나 천을 구성하는 섬유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면 흡
습지를 천 표면에 밀착시켜 오염물을 흡수 제거하는 방법이 보다 더 안전하다. 덩어리로 뭉쳐진
작은 천조각의 경우 섬유의 유연성이 남아있다면 수조에 경사지게 걸쳐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대칼이나 얇은 나무주걱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펼쳐야 한다. 이렇게 잘 정리된 천 조각 주
변에 세척병 혹은 분무기로 물을 뿌려 흙과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천을 올
려놓은 유리판을 물에 침적시킨 상태에서 천을 펼치고 세척을 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되는 수조
는 깊이가 얕아야 하고 유리판 대신에 플라스틱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천을 물에 침적
한 상태로 정리 또는 세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에 가하여지는 스트레스(stress)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다만 유리판이나 플라스틱판과 같은 지지물로 부터 천을 분리할 때는 천조각과 지지물 사
이에 별도로 합성종이, 망사 천, 방충망, poly-ethylene 재질의 시트를 끼워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이 안전하다.

4. 동물의 뼈와 뿔

인골을 포함한 동물의 뼈와 이빨, 뿔 등은 화학적 세척은 거의 필요치 않고 오히려 약제를 이
용한 부적절한 세척은 뿔의 무기 구성물을 유실시키고 섬유질화 된 각질을 약하게 한다. 분해된
동물의 뼈[또는 인골]나 골각기의 경우 마른솔로 표면의 흙을 털어내고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솔이나 Ethanol에 적신 면봉으로 표면을 닦아내는 정도로 한정하여야 한다.

<그림 31> 신안해저 인양 도기의 오염물
세척 및 탈염

<그림 32> 신안해저 인양 사이호의
접하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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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수지(resins)의 조건
발굴현장에서 수지는 (1)강화, (2)접착, (3)피복 (4) 충전의 용도로 이용된다. 이것들은 특성상
유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일체화되어 장기간 잔류하게 되므로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다. 때문
에 발굴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지는 실제 적용에 앞서 용도에 대한 적합성, 자체의 물성, 유물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수지의 선택에 있어서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ㅇ 경화 과정에서 대상물에 위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한다.
ㅇ 필요 시 언제라도 대상물에 아무런 해가 없이 제거될 수 있어야 한다(可逆性).
ㅇ 대상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ㅇ 환경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ㅇ 사용자가 쉽게 다룰 수 있고 유해성이 적어야 한다.

1. 강화

강화처리는 다른 과정에 비해 더욱 비가역적이므로 안정성이 분명하게 입증된 물질만 사용해
야 한다. 필요한 최소량의 강화제가 처리 대상물 내부에 침투되어야 하고 강화제로 사용된 재료
는 그것을 제거할 때 대상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약해야 한다. 용액 상태로 내부
에 침투된 뒤 응고되는 수지는 가능한 경계면에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어
야 한다.

2. 접착

수지는 접착을 위한 용도로 월등히 많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접착에 사용된 재료는 대상물로
부터 좀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임시 고정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보다 높은 가역성
이 요구된다. 연질의 열가소성수지(유리전이 온도가 15℃)는 가역성이 우수한 물질이지만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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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접착 면이 쉽게 분리될 수 있어 무게가 실리는 부위의 접착에 사용할 수 없다. 또 점도
(粘度)가 너무 낮은 수지는 접착 면으로 스며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공성 물질의 접착에는 적
합하지 않다. 시아노아크릴레트(cyanoacrylate)계 접착제는 짧은 시간에 경화반응이 일어나고
접착 강도가 높아서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얇은 유리제품과 같이 접합면을 분리할
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취약한 대상물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3. 피복

가장 완벽한 피복은 여러 개의 얇은 층을 겹쳐서 하나의 피막을 형성하는 방식(Laminate)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채도가 높은 표면 색상을 얻기 위해서는 수지용액의 점도가 적당히 낮
아야 하고 처리 대상물의 표면과 수지피막의 굴절률이 잘 조화된 상태로 굳어져야 한다. 이와
반대로 최소한의 색변화를 위해서는 점도가 높은 수지용액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표
면의 색이 흐릿하게 불투명해지거나 광택이 날 수 있다. 물을 용매(溶媒)로 하는 유상액(乳狀液)
종류의 수용성 수지들은 저점도 상태의 것이라도 다른 것들에 비해 색변화가 적은 편이다.

4. 충전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수지재료는 페이스트(Paste) 또는 점토상(粘土狀)
의 것으로서 완전히 굳은 뒤에도 깎고 다듬기가 용이한 것이 좋다. 이 때문에 저점도의 수지에
첨가물(filler)을 섞어 점도, 기계적 강도 등의 물성을 필요에 맞게 조절하거나, 처음부터 적당한
물성을 갖고 있는 수지를 선별하여 사용하게 된다. 충전과 복원에 사용하는 수지재료 역시 대상
물에 잠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가역적인 것이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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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맺음말
유물의 보존을 위해 발굴현장에서 적용되는 응급조치는 재료와 방법이 있어서 가역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사용된 접착제나 강화제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역적
으로 변하고, 수습과정에서는 기술적인 한계로 애초부터 가역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이 적용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굴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종류의 보존 또는 보호조치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하고 무리한 손
질은 유물의 가치 하락과 고고학적 증거자료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발굴현장에서 일반적으
로 다루기 어려운 유물이 출토되었을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보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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