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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4~2015년 아바칸 8 무덤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서 광중과 두 개의
무덤 및 구덩이 등 타쉬트익 문화와 관련된 몇 가지 대상을 조사했다. 10.5×11.5m의
광중에서 화장된 것, 가면 조각, 청동 부적 및 목재 제품의 부분 등 95개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매장지를 재건축해 볼 수 있었다. 무덤에서는 미이라 형태로 하는
매장의식에 따라 묻혀 있었고, 측면 화장된 부분에서는 마스크 조각이 발견되었다.
3개의 토기와 희생된 양이 발견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 결과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의
무덤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타쉬트익 문화, 광중, 화장, 미누신스크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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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칸시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하카시아 공화국의 고대 사람들이 정착하였던
곳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현대의 지표층 아래에서 여러 유형의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경제적 혹은 주거를 위한 건설과정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중에서 2014년 하카시아 국립 중앙은행 건물 근처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건
설 현장에서(레니나 거리) 이전시기에 조사되지 않았던 매장 시설의 확인이 가능했다. 이
유적의 이름은 아바칸-8 고분이다.

Ⅰ. 연구사
이 유적 주변의 첫 번째 발굴은 1947년 아바칸 박물관의 직원인 립스키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데, 토기류와 장례식 가면이 있는 타쉬트익 문화의 무덤을 조사하였다. 1951 년에
그는 또한 나무껍질과 자작나무 껍질로 덮인 70㎝ 높이의 통나무 틀을 가진 타쉬트익 시
대의 무덤을 발굴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두 사람의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한 군데
에서는 장례 마스크와 3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Липский, 1956).

이후 1995년에 국립중앙은행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포돌스키에 의해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었다. 발굴 중에는 몇몇의 다른 시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타쉬트익 매장지를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서부터 고대 민족 시기까지의 무덤이 나타났다.
이 발굴 작업은 2005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국립중앙은행의 확장과 관련하여 매장지의
일부가 건설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발굴 작업은 하카시아 고고학자인 미노르에 의
해 이루어졌다. 563㎡의 범위에 타쉬트익 문화를 포함한 27개의 다른 시기를 가지는 매장
지를 조사하였다(Минор, 2015).

2014년에 하카시아 국립 지방 박물관에서 실시한 고고학 감독 과정에 새로운 주거용 건
물의 건설 현장 구덩이에서 손상된 2개의 장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타쉬트익 광중(壙
中)과 타쉬트익 매장 층을 포함한 타가르 고분이 그것이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카시아 과학·문학·문학 및 역사 연구소의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 이 아바칸 유적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다(책임자 본인(표트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고대민족 시대의 묘지의 한 부분 인 키르기스 시기의 매장지와
타쉬트익 시기의 큰 고분의 광중, 통나무 구조물을 포함한 타쉬트익 시기의 무덤 2개가
발견되어 조사되었다(무덤 중 하나가 타가르 시기 고분의 중심부에 혼입하여 원래의 매
장부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또한 석관 및 구덩이에서 6개의 아이 매장지와 한 개의 타쉬
트익 유물이 출토되었다. 2014년에서부터 2015년에 발굴된 것 중에서 특별한 관심 대상
은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타쉬트익 시기 유적의 복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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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광중
광중이라는 단어는 타쉬트익 매장 유적에 대한 문서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움막처럼 통
나무를 땅에 촘촘히 심어 만들고, 바깥쪽에는 석재를 들어 놓았으며, 내부에는 수십 혹은
수백 개의 유물이 들어있다.
건설현장의 남동쪽 부분에 위치한 광중은 2015년에 발굴되어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발
굴 중 장비의 실수로 유적은 심하게 손상되었다. 완전히 소실된 곳은 유적의 입구부분과
남서쪽 돌담장 부분과 광중의 통나무 벽이 있는 부분이다. 또한 유적의 북서쪽 벽 부분과
광중의 벽 부분도 파괴되었다. 또한 광중과 담장 구조물의 남쪽 부분은 하카시아 국립은
행의 차고지 벽과 콘크리트 담장 밑으로 지나갔다.
발굴당시 고분의 구조는 10.5×11.5m의 크기로 사암 석판이 직사각형의 형태로 울타리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분의 중앙부에는 크기 4×4m의 돌이 없는 공간이 존재했다. 무
덤 안쪽에 있는 사암 석판은 경사의 정도가 다르게 배치되었다(무덤 중앙의 수직 축에 대
해 30-45도의 경사를 가졌다)(그림 1).
고분 벽의 바깥쪽에서는 균질한 “기초의” 충전물이 채워진 층이 있으며, 사암과 모래가
섞인 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벽체로부터 최대 두께 30㎝를 갖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림 1> 광중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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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기술적 층(도면에서 가장 윗부분 시커먼 층)은 완전히 제거되
었다. 그 결과 무덤 안의 돌담(벽체)의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초기 높이가 2.9m, 두께 약
50~70㎝로 추정되는 사암 석판을 혼합체(점토)를 이용하여 세워 놓았다.
고분의 외부구조를 고정시킨 후에 중앙 부분의 석재 충진물을 바깥쪽 충전물과 고분의
돌담은 방치해 두고 해체하였다. 매장구조물의 천정과 벽의 나무 구조물을 벗겨내었다
(그림 2). 모든 나무 구조는 불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무덤의 충진은 연소된 땅의 혼합
된 층으로 되어있다.
광중의 석재 구조물의 연구 과정에서 무덤 1과 무덤 2의 2개의 매장지가 발견되었다. 벽
과 천장의 나무로 된 구조물을 파악한 후에 그들은 해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성격
과 매장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이 확립되었다(그림 3). 그 다음 장례인형과 측면이 계단식
구조로 채워진 풀이 덮인 바위 덩어리가 남아있었던 광중의 바닥 부분이 나타났다(그림4,
5). 나이테 측정법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위한 샘플링이 이루어졌고, 또한 조직샘플을
얻었다. 매장지 바닥을 벗겨낸 결과 화장 과정에 따라 96개의 매장이 발견되었으며, 적어
도 8개의 석고 또는 진흙 가면이 있는 장례식 마네킹의 형태로 나타났다. 매장실의 북부
와 동부에 붉은색 안료로 덮인 하얀 석고에서 죽은 사람들의 머리 조각상 형태의 가면이
있었다.

<그림 2> 광중 나무 구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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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중 나무 구조 단면도

<그림 4> 광중 바닥 모습

동쪽 모서리의 가면은 도굴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단편적인 파편만이 매우 나쁜 상
태로 남아있었다. 북쪽 모서리에서 나온 가면은 더 완벽하게 발견되었지만 석고의 결정
체가 분해되어 상태가 매우 불만족스럽게 나타나서 부분적으로만 보존되었다. 광중의 중
앙 부분에서는 금박이 덮인 나무로 만든 인형(머리가 유실)이 발견되었다(그림 6). 양각된
모양은 다리가 구부러진 포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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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중 바닥 평면도

바닥 구조물의 파악 후 매장과
유물, 통나무가 제거되고 무덤구
덩이가 채워진 윤곽에 따라 발굴
이 이루어졌다. 매장실의 중앙부
에는 (나무의)그루터기가 고정되
어 있었고, 크지 않은 구덩이에
수직으로 파내려간 곳에 자작나
무 껍질이 채워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분을 구축하는
과정과 주요 설계의 특징은 다
음과 같이 재구성 될 수 있다.
작업의 첫 단계에서 고분의 건

<그림 6> 나무조각품

축가는 매립된 표면에서 약 12×12m의 사이즈와 1.2m의 깊이를 가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덩이를 굴착하였다. 구덩이의 바닥과 그 중앙부분, 작은 구멍, 자작나무껍질로 덮인 부
분에 수직으로 그루터기가 세워졌다. 이것은 타쉬트익 광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의
해 한 번 이상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제단으로써의 성격일 것이다. 그 다음, 바닥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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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동북 선을 따라 길이 방향으로 쌓인 통나무로 구성되었고, 그 사이의 공간은 찰흙
혼합물로 채워졌다. 바닥은 두꺼운 통나무-돌덩어리를 일정하게 맞대어 틀에 끼워 넣었다.
시베리아 낙엽송이 이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Larix sibirica Ledeb.). 구덩이에는 정사
각형의 수직 통나무 케이지가 8~9개의 수평의 통나무 관(혹은 땅을 파서 세운 움막집의 통
나무 줄)로부터 무덤구덩이 바닥에서 약 2.7m의 높이로 겹치게 형성되어져 있었다. 케이지
는 통나무, 널빤지, 판자, 자작나무 껍질 등등으로 덮여있었다. 불행히도 지붕구조는 화재
로 인해 거의 파괴되어 재건이 어렵다. 화재 후에 다수의 통나무가 없이 부분적으로 보존되
었다는 것만 언급할 수 있다. 대부분 지붕은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케이지 바깥쪽으로 0.5~1m 떨어진 곳에 견고한 통나무를 수직으로 설치하였고, 이러
한 방법으로 케이지가 기울어져 위에 있는 관(줄)에 인접하거나 조금 높았다. 건설적인 세
부 사항은 1990년 타쉐빈 차타스의 광중 발굴 중 파울스에 의해 기록되었다(Вадецкая,

1999, с. 239~243). 울타리의 구조는 꼭짓점이 있는 정사각형의 사면체 피라미드 구조이다.
울타리 바깥쪽에는 자작나무 껍질이 늘어서 있었다.
무덤구덩이의 측면과 통나무 울타리 사이의 공간은 매장토까지의 수준으로 채워졌다.
외곽의 안팎으로 들어가는 무덤구덩이의 측벽은 사암 석판이 1~2개의 수평과 1~4개의
수직층으로 늘어서있다. 고분둘레 벽체를 쌓기 위해 울퉁불퉁한 토양을 다졌거나 아니
면 자갈, 모래 등을 흩트려 놓았다. 고분 벽의 바깥쪽에는 균질한 “기초”의 혼합층이 형성
되었고, 사암과 대륙 양토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된 곳에서 최대 두께(30㎝까
지)를 가지며 서서히 반대편으로 내려간다. 평균 쌓인 폭은 1.5m이다. 키즐라소프에 의해
1950년에 발굴된 스이르스키 차타스의 타쉬트익 광중으로 광중에서 광중 외부 윤곽의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었다(Кызласов, 1960, с. 16).

<그림 7> 아바칸-8 타쉬트익 고분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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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둘레 벽체는 점차적으로 무덤구덩이의 안쪽으로 경사지며, 사암 석판의 수평배치
에서 점토질 혼합체로 연결되었다. 매장 구조물의 벽과 울타리 사이의 공간은 점차적으
로 무덤구덩이로부터 나온 흙으로 채워졌으며, 사암의 수평층으로 보충되었다. 결과적으
로 돌담은 매장실 상부에 인접하고, 무덤의 위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분의 모습은 지표면에서 2m 높이까지 절삭된 피라미드의 형태이다(그림 7). 광
중의 바닥에는 장례인형(광중의 바닥에 반쯤 탄 분리할 수 없는 층의 형태로 보존됨)이
개별 관과 마스크와 함께 놓여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분리된 유골을 넣은 관이 있었다(그
림 8). 이러한 것은 광중의 통나무 바닥 경계의 쌓아올린 부분과 울타리 사이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유골이 든 관은 북서쪽 벽의 남쪽 부분 뒤에서 발견되었으며, 마스크는 빨간
색으로 채색된 머리 조각의 형태로 북서쪽 벽 뒤 광중의 북쪽 모서리에 있었다. 북동쪽
벽 뒤에는 마스크와 두 개의 장례인형이 있었다.

<그림 8> 광중의 매장 마스크

<그림 9> 광중의 구리(부적)

고분은 표면으로부터 하나의 도굴구멍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광중의 동쪽 모서리에 있
었고, 떨어진 것들에 의해 훼손되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세부적인 것들은 도굴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광중의 몇몇 곳에서 금속의 얇은 조각의 파편과 장례 마스크 조각의 불완전한 수, 불완전
한 상태의 토기 편 등을 통해 입증된다. 또한 인형-마네킹의 잔디가 가득 채워진 정확한
윤곽의 부재(풀이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음), 특별히 배치된 장례도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대다수의 유물이 재속에서 발견되었음, 즉 매장 당시 유골을 담은 관이나 인형 속
에 있었다). 또한 발견된 마스크의 수와 그 파편(확실하지 않지만 8~12개의 마스크)은 95
번 유물과는 관계가 없으며, 광중 바닥에 고정되고 마스크 파편의 위치가 분산된 것은 의
도적인 파괴를 나타낸다. 이것은 모두 마지막 매장 행동이 있기 전에, 즉 광중이 불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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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도굴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게다가 모든 유물을 가져가고, 깨뜨리고, 인형을
파괴하며, 가면을 훼손하는 등의 행동은 신성모독의 목적을 위한 행동의 증거이다.
보관된 것 중 재미있는 것은 종교의식적인 화재의 결과 광중의 도굴과 붕괴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구리 “부적”이 남아있었다(그림 9). 이외에도 오목한 곡면의 여러
가지 까맣게 자른 나무 단편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가로 및 세로로 교차하는 홈으로 장
식되어 있었다. 이것은 귀중품 함 또는 기타 다른 목재 제품의 보존된 부분이다.

Ⅲ. 무덤
광중 이외에도 건축 구조물에 의해 서쪽 부분에서 발견된 타쉬트익 매장지도 일부 파괴
되었다. 측면에 매장실의 손상된 통나무와 사암 석판이 있었다. 발굴의 결과 타쉬트익 고
분은 이보다 더 이른 타가르 고분위에 세워졌다(기원전 8~5 세기). 처음에 고분에는 중앙
매장 구덩이와 버트레스(북서쪽 벽에 몇 개의 사암이 보존되어 있음)를 포함한 수직으로
매립된 사암 석판으로 된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는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중앙 매장지의 울타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크기는 8×8m에서 10×10m 정
도로 추정할 수 있다. 중앙 매장부에는 최소 두 사람이 묻혔다(재 축적된 인류학적 유물
을 따라). 타쉬트익 시대에 타가르 매장지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크지 않은 사
각형의 통나무 구조물에서 매장이 이루어졌다. 구조적으로 사각형의 통나무 구조물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구덩이 바닥의 평평한 면에 남서-북동 선을 따라 바닥에 얇은 판자를 놓았고(6~7
개의 판자로 추정), 자작나무 껍질의 층으로 덮여있는데, 가장자리를 따라 첫 번째 사각
형 통나무 구조물이 북서-남동쪽 면 뒤쪽을 따라 돌덩어리로 둘러 쌓여 있었다. 남서-북
동면의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은 두 개의 관(줄)이 있었고, 북서쪽과 남동쪽은 세 개가 있
었다. 관(줄)은 뿌리가 붙어있는 나무 목재로 이어졌다.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 위의 축을 수
직으로 9개의 얇고 넓은 판자가 씌워져 있었다. 바깥쪽에서는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의 통
나무 벽이 자작나무 껍질로 덮여 있었고 측면에는 무덤이 놓여 있었다. 자작나무 껍질이 나
오고 무덤에 근접해질 때 여러 층(6층)을 이룬 자작나무 껍질이 형성되었다(그림 10). 무덤
의 바닥 남쪽부분에 인골이 있었고, 머리 부분이 남서쪽에 놓여 있었다. 발목뼈와 경골은
건설 작업 도중 파괴되었다. 매장된 머리는 3번째 경추와 함께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는 매
장후 짧은 시간 후에 도굴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그림 11). 이것은 경계선을 전체적으로
겹쳐 놓은 판자의 삭감에 의해 입증되며, 바닥의 손상, 즉 강도 사건 당시, 무덤에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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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없었으며 도굴꾼들은 매장부의 바닥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도굴의 “정확성”이다. 묻혀있는 두개골을 제외하고 다른 뼈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통일
성도 유지되었다(아래 참조).
두개골의 후두부에는 둥근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것은 미이라 형태의 장례를 나타낸다.
무덤의 남동쪽 벽 인골의 근처에는 재배치된 금박 3개가 놓여 있었다. 의례적인 장례
이외에 광중에는 연소된 3개의 덩어리가 있어 인간이 만든 유물로 해석되었다.
1. 연소된 1번은 왼쪽 상완골에서 1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15×20㎝이다.
2. 연소된 2번은 왼쪽 무릎에서 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연소된 부분이 파괴되
어 크기를 알 수 없다.
3. 연소된 3번은 무덤 서쪽 부분의 축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18×20㎝이다. 남쪽으로
부터 간격 없이 곡물더미가 위치해 있다.

<그림 10> 타쉬트익 매장지 1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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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타쉬트익 매장지 1호 평면도

작은 크기와 연소된 윤곽, 곡물더미는 물건을 담든 자루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초기 위
치라 추측할 수 있다.
무덤의 중앙부 나무 바닥은 설치류에 의해 파헤쳐져서 무결성이 손상되었다. 무덤의 중
앙 및 북부지역에서 탄 뼛조각이 하나 발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덤에서 불타는
장소의 일반적인 배치를 고려하면, 설치류에 의해 파괴된 4번째 더미를 여기에 배치할 수
있다.
무덤의 북쪽 모서리에는 두 개의 복사뼈, 하나의 견갑골과 양의 갈비뼈, 두 개의 토기가
있었다. 공 모양의 평평한 바닥과 입구부분에 두 줄의 구멍이 있는 것과 “포탄”모양의 곧
은 주둥이와 몸을 둘러싼 끈 형태의 장식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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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타쉬트익 매장부는 건설 현장
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굴 중
에 계속적으로 밝혀졌다. 무덤의 윗부분
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지붕(덧씌움)
이 덮여져 있었다(그림 13~15). 첫 번째
층은 커다란 자작나무 잎으로 만들어졌
으며, 2-3 (단계)층에 놓여 각 각에 섬유
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그림 14).
다음 층은 아마도 북쪽-남쪽 선을 따라
<그림 12> 2매장지 1의 토기

배치된 낙엽송의 쪼개진 것으로부터 만
들어졌을 것이다(그림 15). 무덤의 동쪽
지붕은 도굴에 의해 손상되었다. 무덤의

안쪽 공간은 2.85×2m 크기의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로 되어 있었으며, 서쪽-동쪽을 따라
배치되었다. 그 남쪽 벽은 두 개의 관(줄)으로 형성되었다. 위와 아래에서 대패질한 상부
의 얇은 통나무는 관 밑 부분의 얇게 잘라낸 통나무의 틈으로 깊어졌다(지름 50㎝까지).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의 안쪽 부분은 조금 깎아내어 매끄럽게 하였다. 통나무 구조물이
만들어진 목재 종은 Pinus sylvestris L(구주소나무) 이었다.
서쪽 벽은 또한 대략 30㎝의 두께를 가진 두개의 관(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바깥
쪽에서는 자작나무 잎이 천정에서 내려져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각형 통나무 구조
물이 자작나무 껍질로 완전히 덮였음을 나타낸다. 북쪽 벽과 남쪽 벽의 통나무는 두께
가 다른데, 상부(24㎝×10㎝, 25㎝×8㎝)의 직경이 하부(25㎝×40㎝, 38㎝×24㎝)의 직경
보다 더 작았다. 바닥 판자는 낙엽송(?원문에 ?로 되어있음)으로 만들어졌으며, 두께는
1.5~2㎝~6㎝까지이다.
무덤에서는 3개의 매장유골이 발견되었다. 두 개는 매장부에 묻혔고 한 개는 다른 곳에
묻혔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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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매장지 2의 단면도

<그림 14> 매장지 2의 상면(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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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매장지 2의 상면(2층)

<그림 16> 타쉬트익 매장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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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된 유골 1은 무덤의 북쪽 벽에 더 가깝게 펼쳐진 상태에서 등에 등을 대고 누워 있
었다. 두개골에는 매장자의 머리를 받치기 위해 일종의 “베개” 역할을 하는 사암층을 깔
아놓았다. 두개골은 오른쪽 쇄골 쪽으로 향해 있었다. 후두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었다.
목과 흉골뼈가 일부 소실되었는데, 무덤을 메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매장된 유골 2는 왼쪽 면에 누워서 통나무 구조물의 남쪽 벽으로 등을 대고 있었다. 오
른쪽 팔과 견갑골이 옮겨져 있었다. 두개골에는 개두술의 흔적이 있었으며, 유골 1과 유
사하다.
세 번째는 불에 탄 뼈의 무리였고, 유골
1의 두개골 옆에 위치해 있었다. 아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유골 사이에서 발견된 마
스크 조각일 것이다. 아마도 매장시 석회
화된 큰 뼈는 인형-마네킹 같이 풀 같은
것을 채워 보호하여 특별한 곳에 넣었을
것이다. 인형은 매장된 유골 1 옆에 놓여있
었지만 발굴 당시에는 완전히 부식되어 있
었다. 이러한 사항은 타쉬트익 무덤의 연
구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구되었다. 인
<그림 17> 매장지 2의 토기 1

형은 사람 크기로 시신과 똑같이 배치하였

고, 재와 함께 관에 넣어져 가슴이나 복부 근처에 유골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제
의 가죽은 썩어 있었다. 이전에 인형(박제)이 차지한 곳은 재와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Вадецкая, 1999, с. 21, 22). 이것은 또한 매장된 유골 2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이 유골 2
는 분명히 마지막에 매장되었는데, 그때는 이 인형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덤의 남
쪽 벽을 따라 좌측면에 있는 뼈의 콤팩트한 배치에 의해 입증된다.

<그림 18> 매장지 2의 토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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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에서는 두 개의 완전한 토기와 하나의 토기편이 발견되었다(그림 17, 18). 이외에
유골 1번의 아래 바닥에서는 금박조각편을 찾았으며, 평평한 구리로 된 물체의 조각도 발
견하였다. 또한 유골 2번의 두개골 근처에서는 얇은 뼈 연모(머리핀)가 발견되었다(그림
19-1).
유골 1의 발밑에는 두 개의 토기가 놓여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받침이 있는 교질의 토
기로 찍어낸 무늬가 있는 있다(그림 17). 다른 하나는 수직 목과 구부러진 주둥이가 달린
통 모양이었다. 빗금이 이어진 형태의 장식이 측면의 접합부에 이어져 있었다. 또한 상부
에는 띠 형태로 문양이 있다(그림 18). 세 번째 토기편이 채워진 채 발견되었다.
동쪽 벽과 가까운 유골 1과 2의 발에는 공반된 음식(식품)에서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그림 19> 매장지 2의 수습품(1.골기 2.3.청동제품)

Ⅳ. 구덩이
건설현장의 북동쪽 부분 건설 구덩이의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었
는데, 바로 타쉬트익 구덩이이다. 이런 종류의 사물에 대한 해석은 민속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유추하는데, 타쉬트익 무덤과 이에 대한 유물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물”로 불리기
도 한다(Вадецкая, 1999, с. 117).

구덩이는 매장된 토층이 제거되면서 발견되었다. 초기에 표면에서는 5개의 평행하게
배치된 탄 기둥이 북북서-남남동의 선을 따라 있었다. 중앙에는 밝은 주황색(벽돌색)의
흙이 있었다. 깊이 10~15㎝에서 탄 부분을 제거할 때, 주변이 탄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
고, 또한 북북서-남남동의 선을 따라 있었다. 나무의 가장 동쪽 부분은 불에 타지 않았다.
소성된 토양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타원형 구덩이의 윤곽이 1.3×0.7m의 크기로 발견
되었으며, 주변이 타지 않은 양의 뼈(갈비뼈, 척추)와 모래찰흙, 탄 나무가 섞여 채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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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0~22㎝의 두께로 하소(煆燒)된 층을 제거한 후에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게 균일
한 충전층이 나타났다. 묻힌 토양으로부터 45㎝ 깊이에 있는 구덩이 바닥에서 4개의 토기
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양의 뼈가 원위치에서 발견되었다(그림 20). 3개의 토기는 구덩이
의 중앙부분에서 남쪽에 서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하나의 토기는 구덩이의 북
쪽 부분에 파편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림 20> 타쉬트익 토광묘 1 : 1. 평면도 2.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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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설명을 토대로 구덩이의 건축 구조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에서 적절한 크기의 구멍을 파내어 액체 혹은 음식을 담은 토기와 양(羊)의 시체 일부가
놓여졌다.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동·식물을 이용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땅으로 덮여 있었고, 그 후에 몇 개의 나무 기둥이 놓여졌고, 나중에 불에 탔다. 게다가
화재가 구덩이의 동쪽 부분에 이르기 전에 그것은 석회층에 의해 입증된 것처럼 덮여지
게 되었다. 그 후 땅의 압력에 따라 구덩이로 조금씩 채워졌다. 이러한 지상 구조물의 흔
적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많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타쉬트익 구덩이는 수반되는 음식의 구성, 토기의 수량, 구
조 등이 서로 서로 다르다. 이것은 사회적, 시간적, 민족적 차이에서 오는 특징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이러한 구덩이와 유사한 것은 벨르이 3 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152개의 구
덩이 발굴 중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구멍이 있으며 나무 기둥으로 덮여 있었다(Вадецкая,

Поселянин, 2015, с. 12~40). 유일한 차이점은 연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크기, 동반 식품 및 토기의 수량 등은 위에서 언급한 유적의 가장 전형적인 것들이다
(Вадецкая, Поселянин, 2015, с. 45).

<그림 21> 토광묘 출토 일괄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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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2014년과 2015년의 발굴 자료를 토대로, 타쉬트익 무덤에서 모두 방사성탄소연대가 얻
어졌다. 두 매장지는 모두 동등한 시기로 나타났다. 대략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만들
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vyatko et al., 2016). 이러한 연대는(기원후372~402) 오글라호타 무
덤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로 얻어졌다(Панкова и др., 2010, с. 46). 아바칸도시와
오글라호타 산에서 출토된 무덤의 형태학적 특징(매장방법, 사각형의 통나무 구조물(관),
유물)은 매우 비슷하다. 이것에 대해 바제쯔카야는 립스키가 발굴한 국립은행의 무덤과
의 비교를 위해 계속 언급하였다(Вадецкая, 1999, с. 17). 오글라호타 무덤에는 직사각

형 혹은 부분적으로 사각형의 윤곽을 가지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 그들의 깊이는 변화하
였다. 매장 구덩이의 벽은 자작나무 껍질로 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사각형 통나무 구조물
또는 단지 나무로 된 구조물만 있었다. 무덤 안의 나무는 때때로 자작나무 껍질로 쌓여있
었다. 무덤에는 원칙적으로 몇 개의 매장이 있다. 화장을 하는 방법과 미이라로 만드는
방법 등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화장 된 유물은 겉옷, 가죽 또는 자작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인형 내부에 존재했다(Азбелев, 2007, с. 385).

오글라호타 무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건조한 땅과 매장주체부와의 밀폐 된 격리가 모
피와 직물, 나무와 자작나무 껍질 및 매장 된 시신의 보존을 위한 독특한 조건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Панкова и др., 2010, с. 46). 불행히도 다른 모든 무덤들은 오글라호타 무
덤에 가까운 매장방법에 따라 보존된 것들이 최소한의 것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고고학적
유적들이다. 또한 그들이 모피, 가죽, 나무로 만든 많은 수의 의류와 도구들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광중의 건설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것들은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
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대적·형태적으로 타쉬트익 광중은 문화의 마지막 시기에 가
까운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중과 무덤 건설의 상
대적인 동시성을 확인하거나 반증할 방사성탄소연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논문접수일(2018.4.23) ▶게재확정일(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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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of the Tashtyk culture of
Burial site Abakan 8
P. B. Amzarakov, O. V. Kovalyova
(Khakass Research Institute of Lange, Literature and History)

Dong-Hyuk Son
(Siberian Federal University, Krasnoyarsk)

Jae-Yoaun Sim
(Hallym University Hallym institute of Archeology)
In 2014-2015 in the course of rescue archaeological works at burial site Abakan-8
severl objects referring to the Tashtyk archaeology culture such as a vault, two underground
tombs and a pit with sacrificial food were researched. In the vault 0,5×11,5m in size 95
cremation burials, fragments of masks, bronze amulets and parts of wooden artifacts
were discovered. Following the results of works, reconstruction of the burial constrction
was performed. In underground tombs burial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rite
of inhumation of mummified bodies and also to the cremation at another place, some
fragments of funerary masks were recorded. In the pit with sacrificial food three ceramic
vessels and a set of bones were found. Radiocarbon dates of underground tomb are the end
of the Ⅲrd – beginning of the Ⅳth century.
Key words : the Tashtyk culture, a vault, cremation, the Minusinsk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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