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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굴보고서 평가제도의 개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
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
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상기한 매장문화재의 내용을 최대한 밝혀내고 조상의 문물과 역사 및 활용을 위한 자료
를 획득하는 조사이며, 발굴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한다.

1. 발굴보고서 평가제도란?

발굴보고서는 발굴조사 과정을 상세하기 기록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
다. 하지만 발굴보고서가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였는지,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는 전적으
로 발굴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의 자율 또는 보고서 작성자의 학자적 양심에 맡겨져 있었기에 제3자가
차후 발굴보고서를 확인하였을 경우 적절하지 못한 보고서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록
되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현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이하 한
국매장문화재협회)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발굴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으
며,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해 발굴조사 보고서들이 잘 발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발굴보고서 평가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협회 자체가 법률로 규정된 단
체가 아닌 민간 협회였으며 협회의 회원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정활동이었으나, 국정감사를
계기로 문화재청에서 발굴보고서 평가를 주도하게 되면서 발굴보고서 평가는 정례화․제도화 되었다.
다만, 다른 일반 제도들과 달리 발굴보고서 평가를 제도로서 보기에는 현재 발굴보고서 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발굴기관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제도로 발굴보고서 평가점수
가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발굴보고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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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굴보고서 품질과 발굴조사(현장조사)의 상관관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굴조사보고서는 유적에 대한 조사내용 및 각종 도면, 기록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는 고고학 연구의
기본자료로서, 보고서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발굴조사 보
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발굴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고고
학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굴조사보고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굴조사보고서의 평가
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선정, 위
촉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평가위원에 의해 평
가된 발굴보고서 평가결과를 집계․보완 및 분석함으로써 발굴조사보고서별․보고서 발간 기관별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보고서 작성의 환류를 제공하여 보고서 작서의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그리고 발굴
조사보고서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정리를 통해 양질의 학술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에 있어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목
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의 최종 기록물이며 유적 정비·복원·학술연구의 기초자료이나 그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조사보고서 품질관리 및 품질변화 추이에 대한 통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발굴조사보고서 및
발굴조사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존에 진행되어오고 있는 발굴조사보고서
품질평가결과 활용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2) 연구 방법

가. 평가결과 변화 분석
2007년~2012년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한 평균 점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면, 우선, 2010
년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에 있어 큰 변화로 6년 간의 평가 점수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제도가 변화하기 전인 2007년 ~ 2009년, 2010년 ~ 2012년을 구분하여 해마다 변화하는 평
균 점수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ANOVA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차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2007년 ~ 2009년, 2010년 ~ 2012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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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p<0.05).
2007년~2009년은 평균의 변화가 90.15점, 90.12점, 90.84점으로 나타났으나, ANOVA 분석결과 F값
이 2.415이며 유의확률이 0.09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07년~2009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차이
년도

평균점수

2007년

90.30

2008년

90.45

2009년

90.37

<ANOVA 분석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2007년

261

90.30

4.89765

2008년

329

90.45

4.28426

2009년

274

91.37

4.05539

합계

864

90.35

4.41749

F

유의확률

2.415

.090

2010년~2012년은 평균의 변화가 88.90점, 88.68점, 87.55점으로 나타났으나, ANOVA 분석결과 F값
이 1.802이며 유의확률이 0.166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평균의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도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를 만약 발
굴조사의 품질로 본다면, 발굴조사품질은 6년간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점수는 발굴조사 현장의 품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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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2012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 차이
년도

평균

2010년

88.90

2011년

88.68

2012년

87.55

<ANOVA 분석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2010년

300

88.90

5.64304

2011년

279

88.68

5.96224

2012년

112

87.55

6.3744

합계

691

88.3732

5.9932

F

유의확률

1.802

.166

나. 발굴관련 대상자 설문조사
(1) 이론적 배경
문화재와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적용된 행정행위는 기준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현상변경과 관련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에 관한 갈등은 문화
재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문화재와 주변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의 사익을 제한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갈등의 내용은 재산권의 침해, 문화재 발굴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함, 적법한 문
화재 발굴의 조치 결정은 갈등들이 전형적인 양상이다(심한별・박소현, 2010:217).
문화재와 관련된 행정 작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공리(公理)는 신제도주의가 적절하다. 신제도주의
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제도가 중요하다. 제도를 통하여 행정 행위와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관점이다(Weaver & Rockman 1993). 신제도주의는 한 사회 내에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s)과 기술적 환경(technical environments)이 존재한다고 설정한 다음, 환경

6

발굴보고서 평가제도 및 매뉴얼

1

속에 존재하는 압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태된(embedded) 조직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행위자의 선택
과정 및 선택결과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Scott and Meyer, 1983).
다양한 신제도주의 과점은 제도의 의미, 제도의 중요성,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제도주의의 분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
도주의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으로 정의한다. 또한 제도는 정치 행위자
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재 발굴 현장 품질관리 제도를 설
명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과 조직의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관점
이다. 개인의 결정은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개인의 이익과 효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문화, 사회, 조직
적 일체감이라는 시각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발굴조사기관, 지역주민, 건설기업이 문화재 발굴 현장 품질관리 절차에 순
응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현장 품질 관리 제도 상의 결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개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를 관점을 적용해야 한
다. 문화재 발굴 현장 품질 관리제도는 공익의 추구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과정
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이익의 추구 측면을 설명하기 유용한 관점은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이다
(남궁근, 2012: 180-210).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 시각에서 정부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선택할 때 이해관
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경제인의 행태를 보인다. 문화재발굴조사의 이해관계
자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관, 건설기관, 지역주민, 평가위원 등이다. 경제적 이해의 관
계자는 규제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규제비용을 부담하는 건설기업,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조사발굴기
관이다. 건설기업은 발굴조사가 최단 기간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되기를 추구한다. 최단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될 때 조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제적 효용
증가를 기대한다. 이러한 건설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은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제도를 강한 규제로 갈
등을 야기한다. 제도의 규정은 사업비 상승 및 사업기간의 연장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민원 대
상이다. 또한 발굴조사기관은 실무 상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문화재청의 대리인(agency)로서 공
적 행위를 실행하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영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조사발굴기관이 지나친 영리성
을 추구한다면 대리인의 문제1)가 발생하여 문화재 발굴현장의 품질관리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문화재 발굴 현장의 품질 관리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문제로 상정한다.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는 경제학을 토대로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합
1)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은 1976년 젠센과 맥클링에 의해 제기된 이론이다.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
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역선택,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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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 관계, 집합재의 생산 등과 같이 행위자들이 교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의 역할을 설명한다. 거래비용이론은 ‘자산특화(asset
specificity)’와 비용 최소화의 정도에 따라 교환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한다(Coase
1984; Williamson 1985)는 것이며, 주인-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정치학에 접목시킨 공공선택이론(Ostrom 1990)이다.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생산은 특성
상 일반재의 생산과는 달리 사업부제 모형(multidivisional form)과 독점시장, 자원교환구조가 결정된
다(Williamson 1985)는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의 대리인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 매장문화재 발굴 제도의 대리인 모형
주인
국민

대리인 (1)
→

위임인(1)

→

평가 수행 관리 조직
↓보고서평가

문화재청

→

대리인 (2)
문화재 발굴기관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주인-대리인 이론의 본
질적 특징은 본인과 대리인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며,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당사자 간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지
닌 대리인은 비대칭적 정보 상황을 자신에게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 결
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주인-대리인의 관계는 국민-국회의원 관계,
소송의뢰인-변호사 관계, 주주-경영자 관계, 고용주-노동자 관계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리
인의 문제(agency problem)는 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선호 혹은 관심 사항과 주인의 그것이 일
치하지 않거나 주인이 대리인에 비해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충
실하게 대변하고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976년 젠센(M. Jensen)과 메클링(W. Meckling)
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의 불균형,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도덕적 해
이나 무임승차 문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대리인 비용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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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확증비용(bonding cost)·잔여손실(residual loss)
이 있다. 이것은 주인과 대리인에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대리인비
용(agency cost)을 의미한다.2)
매장문화제 발굴제도에서 확증비용은 발굴조사기관이 문화재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익에 위
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
한다. 또한 잔여 손실은 발굴조사기관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
용은 대리인 비용으로 문화재 조사 기관의 도덕적 해이 혹은 역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제도상 발생하
는 행정비용이다. 그러나 대리인 비용을 규제비용으로 건설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기업은 사업비
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축소된 사업비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조사기관의 경쟁의 저가
입찰과 더불어 문화재 발굴 현장 품질관리 상에 대리인의 문제가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굴문화재 현장의 품질 저하 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발굴제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진다(윤광진 외 2010 :
24). 첫째,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과 공공성의 문제제기이다. 문화재 발굴현장의 정보는 발굴조사기관
이 결정한다. 현장조사가 수행되지 않는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에서 발굴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발
굴현장의 정보는 문화재 발굴현장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정보로 활용된다. 발굴현장의 비대칭
적인 정보는 우수한 문화재 발굴기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다.
둘째, 발굴현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발굴조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굴 현장의 허위 정보로 작성하
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 경우 문화재 발굴 현장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셋째, 문화재 발굴의 결과를 보고서로 평가되는 구조는 대리인 감시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발굴조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발굴조사기관은 영리를 부정하게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의 불완전성과 대리
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며 발굴조사 기간을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때 건설기업
과 이해관계의 갈등이 야기되며 발굴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건설기업은 이러한 발굴조사기
관 불신으로 발굴문화재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한다(윤광진 외 2010 : 24-25).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고 대부분의 규제 비용을 민
간 건설기업에게 전가(轉嫁)하는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다(윤광진 외 2010 : 25). 이러한 주
2) 일반 기업에서 확증비용은 책무가 있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기
위해 기업의 재무상황을 보고하고 제3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공인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잔여손실은
다른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한 주체의 재산손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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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문화재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여 전 국민적인 문화재 보호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는 건설기업에 대해 문화재를 발굴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의 대리인 문제

건설기업
도덕적 해이

발굴문화재
미신고

발굴조사비용의
허위 조작

사업비의 축소

발굴조사기관 감시의
불완전성

발굴현장 정보의
비대칭성

발굴조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굴조사 현장의
품질 저하

발굴조사기관의
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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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현장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로서 정책수단이 집
행이 되어 정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의 3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현장의 품질 관리
는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을 구성하는 3요소는 정책 목표, 정책수단, 정
책 대상 집단이다(남궁근 20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제도의 목표를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지지를 유지해야 한다.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또한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제도의 정책대상은 이해관계에 있는 발굴조사기관,
건설기업, 보고서 평가위원, 지방자치단체이다.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율적 규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으
로서 발굴문화재 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대리인의 효율적 감시와 발굴현장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발굴 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는 제도가 문화재 발굴현장 품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검토하여 대리인의 감시와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문화재 발굴현장의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문화재 발굴현장의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내용
구분

정책
목표

연구 내용


비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제도의 목표를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지지하는가 여부



정책 내용의 인지 여부

정책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 여부

대상



이해갈등 조정의 역할 인지



발굴 문화재 조사제도의 적절성

정책



발굴 문화재 조사제도의 신뢰와 투명성

수단



발굴 문화재 조사제도의 활용성



발굴 문화재 평가제도와 발굴 현장 품질 간의 상관관계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대리인의 감시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대리인의 감시

11

발굴보고서 작성의 이해

(2)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2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문화재 발굴기관, 지방자치단체, 건
설기업, 문화재 발굴 관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338명의 표본을 대상
으로 한다. 설문조사방법은 e-mail을 활용한 인터넷 서베이 방법을 활용하였다. 총 2,414명에게 설문
e-mail을 전달하여 338명으로부터 설문 회신을 받았고 회수율은 14.0%이다.
분석의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주로 발굴 전문기관에 소속해 있고, 40대 이상의
발굴경험이 21회 이상이며, 발굴보고서 작성경험이 10회 미만이고, 발굴경험 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
이인 남자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나이

성별

구분

학력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경험

12

빈도(%)

구분

빈도(%)

35세 미만

83(24.7)

5회 이하

11(3.5)

35~40세 미만

82(24.4)

6~10회 이하

20(6.5)

40세 이상

171(50.9)

11~15회 이하

24(7.7)

합계

336(100.0)

15~20회 이하

46(14.8)

남

256(75.7)

21회 이상

209(67.4)

여

82(24.3)

합계

366(100.0)

합계

336(100.0)

10회이하

167(48.0)

평가위원

33(9.8)

11~20회 이하

91(26.1)

발굴기관

281(83.1)

21~30회 이하

35(10.1)

건설기업

16(4.7)

31회 이상

55(15.8)

지자체

8(2.4)

합계

348(100.0)

합계

338(100.0)

~5년 미만

49(14.1)

학사

55(17.6)

5~10년 미만

113(32.6)

석사

181(58.0)

10~15년 미만

91(26.2)

박사

76(24.4)

15년 이상

94(27.1)

합계

312(100.0)

합계

347(100.0)

경험없음

108(31.9)

대학

41(13.1)

1~2회

62(18.3)

3~4회

64(18.9)

발굴전문기관

244(78.0)

4회 이상

105(31.0)

합계

339(100.0)

기타

28(8.9)

발굴경험

발굴보고서 작성
경험

총 발굴업무
활동기간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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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와 발굴현장 품질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발굴조사 품질 이해를 위한 경험적 전제 조건 여부에 대해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의 조사원 간의 경험을 차이를 검증하였다. 발굴, 보고서 작성, 평가
경험의 차이는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와 발굴조사 현장 품질을 이해하는데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경험 차이는 보고서 작성 경험에서 나타났다. 보
고서 작성 경험은 평가위원이 발굴조사기관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평가위원이 보고서 작성에 대
해 이해도가 높으며 발굴현장에 대해 경험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가위원은 전반
적인 발굴조사제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경험 차이 검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위원

33

4.273

1.353

발굴조사기관

277

4.372

1.064

평가위원

33

30.727

35.306

발굴조사기관

275

13.640

15.387

평가위원

30

5.233

9.066

발굴경험횟수

보고서작성
경험횟수

평가경험횟수
발굴조사기관

247

6.283

t

자유도

유의확률

-0.490

308

0.624

2.749

33.473

0.010

-0.547

275

0.585

10.035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보고서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검증은 발굴
조사보고서 평가 제도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와 평가자 간의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 공정성, 지표의 적
절성, 보고서 점수의 공개와 평가 정도, 평가 결과 활용도, 점수의 동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평가 결과의 피드백에 대해 두 집단 간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위원의 인식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것은 보고서 평가제도는 평가 대상자인 발굴조사기관 보다 평가위원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
다. 발굴조사기관은 보고서 평가제도에 대해 보통(4점)미만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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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의 발굴조사보고서의 인식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위원

33

4.727

1.567

발굴조사기관

280

3.479

1.507

평가위원

33

4.970

1.667

발굴조사기관

280

3.611

1.543

평가위원

33

4.545

1.622

발굴조사기관

279

3.505

1.550

평가위원

33

4.394

1.676

발굴조사기관

280

4.050

1.686

평가위원

33

4.970

1.447

발굴조사기관

280

3.975

1.571

평가위원

33

4.970

1.845

발굴조사기관

277

3.329

1.639

평가위원

33

4.424

1.562

발굴조사기관

279

3.362

1.605

평가위원

33

4.697

1.610

발굴조사기관

280

3.436

1.539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

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 결과의 피드백 정도

평가 점수의 공개 정도

평가위원의 전문성 정도

평가 결과의 활용도

평가 점수의 동의 정도

t

자유도

유의확률

4.483

311

0.000

4.744

311

0.000

3.628

310

0.000

1.109

311

0.268

3.467

311

0.001

5.364

308

0.000

3.604

310

0.000

4.431

311

0.000

평가위원과 발굴 조사기관의 발굴문화재조사 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 정도는 T값 0.819의 유의확률
0.413은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신뢰구간 95% 수준). <표 4>를 살펴
보면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 간 보고서 평가제도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
나 발굴조사 현장의 관리 수준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발굴조사현장
에 대해 평가 보고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정보의 비대
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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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의 발굴조사현장의 품질 관리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발굴조사현장의
품질관리정도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위원

33

70.152

18.392

발굴조사기관

269

67.788

15.285

t

자유도

유의확률

0.819

300

0.413

발굴조사현장 품질관리의 단계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발굴조사 현장 제도는 발굴조사의 목
표 인식, 발굴조사 제도의 행정지원, 발굴조사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의 조정, 발굴조사평가의 4단계
로 구성된다. 각 단계 별 기술통계량은 다음<표 6>와 같다.

<표 6> 각 문화재 발굴 현장 품질관리 제도의 구성단계의 기술 통계량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목표인식

314

1.00

2.00

1.9538

0.15562

발굴조사 행정지원

279

3.00

7.00

5.0678

0.67028

이해 갈등 조정

281

1.75

7.00

4.4190

0.90873

보고서 평가

313

1.00

7.00

3.7118

1.28442

발굴조사 제도의 단계 인식 정도가 발굴현장 품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발굴현장과
제도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발굴조사 목표인식, 발
굴조사제도의 행정 지원, 이해갈등 조정, 보고서 평가제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발굴조사
현장의 품질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회귀직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값이 0.115로 전체 변
화량을 설명할 수 있는 공동 변화 정도가 11.5.%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F값 9.647의 유의확률 0.000이 유의수준 0.05 보다 작다. 그러므로 발굴 조사 제도의 구성 항목은 발
굴조사현장 품질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
수준 이상). B값으로 각각의 발굴조사제도의 각 항목이 발굴조사현장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95% 신뢰수준에서 이해관계 조정과 보고서 평가 제도가 발굴현장품질에 영향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구성 요소는 이해관계 조정 항목이 며 보고서 평가보다
약 2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이해관계 조정이 한 단위 증가하면 발굴조사현장
의 품질이 4.276씩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고서 평가의 수준이 한단위 증가할 때 발굴현장
의 품질도 2.1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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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굴조사 제도와 발굴현장의 품질관리 간의 영향력 분석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구분

표준화 계수
베타
-

t

유의확률

VIF

3.161

0.002

-

(상수)

36.490

11.543

목표인식

0.494

5.528

0.005

0.089

0.929

1.067

발굴조사행정지원

0.745

1.525

0.032

0.489

0.625

1.322

이해 관계 조정

4.276

1.050

0.255

4.071

0.000

1.176

보고서 평가

2.115

0.782

0.170

2.705

0.007

1.185

F값(유의확률)

9.647 (0.000)

R2

0.129

-

Durbin-Watson

2.019

수정된 R2

0.115

-

회귀방정식


        

  발굴조사현장의 품질

   이해관계 조정    보고서 평가

그러나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발굴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
는 한계가 있다. 발굴현장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굴현장 이해관계의 조정 정보가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발굴조사제도의 구성요소로서 보고서 평가는 발굴현장의 품질관리
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보고서 평가 제도를 개별 세부 항목으로 영향력을 분석하면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발굴보고서 제도가 발굴현장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해관계 조정이 포함되어 동시에 평가될 때 올바로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3)

3) 개별 발굴 보고서 평가제도에 따른 발굴현장품질 영향력 비교 (○ : 영향을 미침, × :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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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
평가지표의 적절성

발굴조사기관
×
×
×

평가위원
×
×
×

평가 결과의 피드백 정도

×

○

평가 점수의 공개 정도

×

×

평가위원의 전문성 정도

○

×

평가 결과의 활용도
평가 점수의 동의 정도

×
×

×
×

회귀분석 결과
R2(0.230)/수정된 R2(0.205)
F값 9.260 (0.005)
B 5.263(T값 3.043/0.005)
R2(0.063)/수정된 R2(0.059)
F값 17.480 (0.000)
B 2.314(T값 4.1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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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굴조사제도의 구성 단계가 발굴조사현장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

<표 8> 바람직한 이해관계 조정 기관의 응답 빈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문화재청

209

66.6

74.6

지방자치단체

14

4.5

5.0

건설기업

5

1.6

1.8

발굴조사기관

36

11.5

12.9

기타

16

5.1

5.7

무응답

34

10.8

합계

314

100.0

유효

평가위원과 발굴조사기관이 응답한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해야 바람직한 기관은 문화재청이 209명
(74.6%)로 나타났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 권위 있는 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바라고 있으
며 문화재발굴현장의 품질관리의 관리적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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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항목별 영향력 분석
2015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개별 평가항목이 총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항목별 배점이 상이하여 각 항목별 점수에 대해 표준화 점수
(Z-score)를 산정하고 이를 독립변수로, 총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보고서 총점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목은 가산점이며, 맺음말, 본문, 사진, 도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석결과 보고서 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낮은 가산점(5)이 배점이 가장 큰 도면(25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
한 점수를 가진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목 점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표 9> 발굴조사보고서 자체평가 평가항목별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1001949646.305

.000

.071

2128726.035

.000

.000

.083

2405177.245

.000

.374

.000

.104

3293308.705

.000

조사범위방법(5)

.323

.000

.090

2432803.035

.000

본문(20)

1.043

.000

.290

7508565.911

.000

3

도면(25)

.710

.000

.197

5590114.300

.000

5

사진(15)

.777

.000

.216

5834233.152

.000

4

맺음말(15)

1.066

.000

.297

9368867.167

.000

2

편집인쇄(5)

.164

.000

.046

1636881.109

.000

가산점(5)

1.243

.000

.346

12148862.154

.000

18

B

표준오차

상수

97.517

.000

체제(5)

.256

.000

머리글(5)

.300

고고환경(5)

베타

영향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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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의견 수렴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전문가들이 집단토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 개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법으로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
전체 참가자의 수, 참여와 답변의 성실성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Armstrong, 2002; Jensen &
Anderson, 1996).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선정기준을 현재 문화재 발굴조
사와 관련된 연구자, 발굴조사 수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 중 문화재청과 한국문화
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로 최종 판단된 분들을 개별 접촉하여 델파이 조사를 승
낙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발굴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델파이 조사에 관한 질문지의 내용 구성은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해 구
조화하고 개별적인 부문에 대해 세부적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폐쇄형 질문에 대해 패널이 답변한
이유, 영향 요인, 문제점, 개선의견 등을 기입하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질문 구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질문지의 구성
조사영역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세부항목
- 문화재청의 평가주체로서 적절성
- 답변의 이유 및 대안
- 발굴조사보고서 전수평가의 적절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활용
발굴조사보고서 품질과 발굴현장 품질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통한 처분의 적절성
- 답변의 이유, 부족한 부문 및 극복방안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와 발굴조사 현장의 품질 일치도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
- 답변의 이유, 개선항목에 대한 의견
- 현장 조사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록의 필요성
- 학술적 고찰 반영의 필요성

발굴조사보고서 내용

- 보고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굴 규모별 구분 평가의 필요성
- 발굴 주체별 구분 평가의 필요성

발굴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의견

- 발굴조사 품질 향상을 위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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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주체의 적절성
발굴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이 주관하여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6>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60.0%로 나
타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26.7%,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13.3%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들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발굴보고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획일적 보고서 양산,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 및 사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 중요하는 점, 학술적 연구에 대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것
에 대한 부적절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현실적 한계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표 11> 과 같다.

<그림 6>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주체의 적절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

13.3

그렇지 않다

7

46.7

보통이다

2

13.3

그렇다

3

20.0

매우 그렇다

1

6.7

15

100.0

합

20

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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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주체의 적절성 답변 내용
응답자

응답내용

1

어디서해도 평가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사후 처리방안이 중요한 것이라
고 판단된다.
1) 평가의 기준과 보고서작성의 목적의식과 윤리성
2) 평가자의 역량
3) 평가후의 개선방안

2

문화재 발굴조사가 그 고유영역인 고고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학회에 맡
겨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고서 평가의 핵심은 발굴조사 과정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수준 등이므로 사실 학술기
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학회와 같은 조직으로는 이를 실행할 수 없으며, 조사기관 협의체가 담
당하는 것은 객관적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평가의 핵심이 내용이 아니라 체제이므로 의미가 없다.

5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피관리기관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문화재청
은 평가를 위한 다양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획일적인 보고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부실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생산한 기관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굴조사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마치 부실 보고서인 것처럼 처리하는

7

보고서 평가제도 자체를 반대 하는 입장이다.
각 기관의 특색에 맞게 보고서를 내는 것도 기관의 색깔인데, 현재 보고서 작성지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평가
를 한다는 것이 비용 낭비라고 생각.

8

1. 제3의 기관에서 평가 하는 것이 공정성이 확보됨.
2. 문화재청의 주관적 입장이 개입됨으로 불가함.

9

한문협에 위탁해도 될 업무다.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는 일이므로 문화재청은 평가 결과를 정책자료에 잘 활
용하면 된다.

10

청은 주무관청이고 아무래도 고고학계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죠. 이 역시 끼리끼리의 문제도 있지요

11

발굴행위의 모든 결과를 보고 서로 판단할 수 없다.
보고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발굴현장도 보지 못한 평가자가 어떻게 객관적인 평
가가 가능함?
보고서는 학술행위이고 일종의 창작 행위이다. 절대적 평가가 타당하지 않다. 한다면 합격과 불합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보고서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부실보고서의 논란은 거의 없다. 10여년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

12

요식행위에 불과한 평가를 왜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3

학진과 같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4

문화재청 직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평가위원으로 평가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고고학계와의 연계평가도 한 방법임

15

현행 매장법령에 부실보고서에 징계 조치가 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하거나 공신력 있
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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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굴조사보고서 전수평가의 적절성
발굴기관에서 발행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전수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문항에서 다음 <그림 7>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40.0%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3.3%,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6.7%로 나타났다. 긍정적 의견과 부정
적 의견이 나누어져있지만, 긍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수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약간 높았다.

<그림 7> 발굴조사보고서 전수평가의 적절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6.7

그렇지 않다

5

33.3

보통이다

1

6.7

그렇다

3

20.0

매우 그렇다

5

33.3

15

100.0

합

답

계

(3)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통한 처벌의 적절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통해 부실 보고서를 추출하여 발굴기관에 대한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8>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20.0%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60.0%,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20.0%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들은 보고서 평가 결과로 추출된 부실보고서 및 발굴기관에 대한 처벌의 적절
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 답변 이유는 부실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처벌은 발굴조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엄정한 집행으로 처벌 연결될 때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부정적 답변의 이유는 학술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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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벌은 온당하지 않으며,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행위 종료 이후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발굴조사의
품질 햐앙을 위해서는 운영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세
부적으로 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그림 8>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통한 처벌의 적정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

13.3

그렇지 않다

1

6.7

보통이다

3

20.0

그렇다

3

20.0

매우 그렇다

6

40.0

15

100.0

합

답

계

<표 12>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를 통한 처벌의 적절성 답변 내용
응답자

응답내용

1

평가를 통하여 화려한 보고서, 가식적인 보고서가 양산되고 이러한 보고서가 우수 보고서로 평가되기도 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
보고서의 요체는 다음이라 생각한다.
1) 정확하고 자세한 유구와 유물의 기술과 표현
2) 보고서 이용자에게 편리한 도면과 사진-축적 비율 통일과 일괄적인 편집
3) 경제적인보고서 - 용역비용에 의해 출판 되는 학술서적이므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을 찾아야 함.

2

부실발굴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줌으로서 발굴조사의 품질을 향상시켜나가야 하기 때문임.

3

부실 보고서에 대한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고
서 평가의 기준이 형식적인 체제에 치우쳐 있어 조사과정 및 학술적 연구 수준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

4

발굴은 허가 받은 파괴라고 하듯이 보고서가 부실하면 도굴과 마찬가지이다. 응당 처벌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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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응답내용

5

보고서 부실은 발굴부실이고 엄격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의 평가는 보고서의 체제나 혹은 형식만
을 평가하는데, 이는 발굴의 품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고서 부실에 대한 처벌은 보고서평가
가 발굴품질을 담보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부실보고서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6

부실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생산한 기관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으나 학술적
인 결과물인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하다는 명분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7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기준을 설정하였을 경우, 평가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평가자 자체가 보고서 몇권 내보
지도 안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실측과 제도 등 기준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평가를 한 경우, 부실보
고서 평가받은 기관이 평가자명단 공개 요구시 처리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다. 평가자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
는 사람이면 문제없지만 인력이 많지 않다고 본다.

8

1. 부실보고서의 작성은 유적의 파괴행위에 해당 됨
2.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조사기관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방책
3. 평가결과가 조사현장에 피드백으로 인한 품질향상
4. 국격과 어울리는 보고서 작성으로 국위선양
5. 부실조사 및 보고서작성 기관 퇴출

9

부실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생산한 기관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으나 학술적
인 결과물인 보고서를 평가하여 부실하다는 명분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10

전수조사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할 숙제를 부실하게 한 책임과 처벌은 필요하죠

11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12

보고서는 이미 모든 행위가 종료된 다음의 생산물에 불과합니다. 현장이 운영관리에 촛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
까요. 현장이 충실하면 보고서도 당연히 충실할 것입니다.

13

발굴이 학술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그 종합 결과이다.

14

제재가 없으면 악화를 막을 방법이 없음

15

매장문화재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발굴 조사 후 대부분의 유적이 파
괴되어 사라짐. 따라서 발굴조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매장문화재조사의 최종결과물이기 때문에 철
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함. 하지만 현행제도
에서 부실보고서에 대한 처분규정은 있지만 부실보고서에 대한 정의가 없어 제도 시행에 한계점이 있음

(4)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와 발굴조사 품질의 일치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가 발굴조사 현장의 품질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다
음 <그림 9> 와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26.7%로 나타
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40.0%,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33.3%로 나타났다. 전
문가 패널들은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조사의 모든 기록을 종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조
사의 품질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인식과 발굴조사보고서는 형식에 치우쳐 이것만으로 발굴조사 품
질을 판단할 수 어렵다는 인식이 비슷한 수준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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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발굴조사보고서 품질과 발굴조사 품질과의 일치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6.7

그렇지 않다

3

20.0

보통이다

5

33.3

그렇다

4

26.7

매우 그렇다

2

13.3

15

100.0

합

답

계

(5)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10>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
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53.4%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
렇다)이 20.0%,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26.7%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들은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긍정적 답변 이유는 발굴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발굴조사 행위의 결과에 대한 검증이 보고서 평가지
표 이외는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지표에 대한 약간의 수정과 평가위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 답변의 이유는 발굴조사보고서를 획일화 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가 평
가위원의 주관성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발굴조사의 크기, 보고서의 양 등이 고려되지 않고 모
두 한번에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평가지표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적 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표 1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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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

6.7

그렇지 않다

7

46.7

보통이다

4

26.7

그렇다

2

13.3

매우 그렇다

1

6.7

15

100.0

합

답

계

<표 13> 현행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 답변 내용
응답자

응답내용

1

현행의 항목이 보고서에 필요하지만, 매번 같은 내용이 수록되는 항목도 있다. 예를들면 자연고고환경과 같은
것은 출판된 모든 보고서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게재하고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지면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2

발굴조사기관 및 조사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발굴조사보고서는 그 유적을 발굴하여 보고
서를 쓴 담당 조사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유적을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님.

3

형식적인 체제 중심으로 나열 되어 있어 질적인 평가는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 질적평가는 어느 분야이든 쉽지
는 않으나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모색하여야 한다.

4

내용이 아니라 체제 위주로 평가하도록 유도한다.

5

보고서 평가 기준이 발굴품질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고서의 형식이나 체제 혹은 인쇄상태의
평가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의 평가는 보고서의 인쇄제작보다는 조사 과정과 조사 내용 그리고
검토의 질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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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

응답내용

6

1)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하여 획일적인 보고서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음
2)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음
3) 유물의 항목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즉 평가를 위한 실측이 이루어져 실측이 아닌 그림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음
4) 따라서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평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속에서 아주 부실하다고 판
단 되는 보고서만을 선별해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7

배점 기준에서 소규모의 경우 각종 고찰과 가산점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100%이다. 따라서 150쪽 이
하는 평가에서 제외 하던지 해야할 것으로 판단,

8

단, 분량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즉 4년 걸린 3000쪽의 보고서와 4개월 걸린 100쪽의 보고서를 동일 가
치로 평가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함.

9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10

현행 방식으로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봅니다. 단 평가위원 선정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11

너무 세세한 규정을 두어 유적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기 어렵다. 결국 모든 보고서가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
과 다를 바 없다. 창의성이나 그 보고서만이 가지는 특색은 사라지고 메뉴얼에 충실한 보고서만 양산하고 있
다. 학문은 자유에서 발전하는 것이다. 보고서 평가와 평가항목은 조사자들을 학자가 아니라 기능공을 키우는
구조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12

(5) 답변의 취지에 따라 무의미합니다.

13

항목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적용토록 자율화가 필요하다. 모든 보고서 체제가 다
같다는 것도 문제이다.

14

다소 높게 정한 도면의 점수를 본문점수에 일부 할애 필요

15

유적 및 유구의 성격에 따른 평가 지표 및 매뉴얼 필요. 불필요한 자연 과학 분석 및 내용 등에 대한 감점제도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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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세한 현장조사 기록의 중요성
발굴조사보고서는 현장조사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가에 대한 문항에
서 다음 <그림 11>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6.7%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93.3%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들은 자세한 현장조
사 기록이 발굴조사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1> 자세한 현장조사 기록의 중요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1

6.7

보통이다

0

0

그렇다

6

40.0

매우 그렇다

8

53.3

15

100.0

합

답

계

(7) 학술적 가치를 반영한 고찰의 필요성
발굴조사보고서는 발굴현장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반영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12>와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20.0%, 긍
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60.0%,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20.0%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
들은 발굴현장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반영한 고찰이 발굴조사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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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학술적 가치를 반영한 고찰의 필요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0

0

그렇지 않다

3

20.0

보통이다

3

20.0

그렇다

5

33.3

매우 그렇다

4

26.7

15

100.0

합

답

계

(8) 규모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필요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가 발굴의 규모(면적, 금액 등)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13>과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26.7%,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3.3%, 중립적 의견(보통이다)이 20.0%로 나타났다. 전
문가 패널들은 발굴조사의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규모별로 유사한 범주에 묶인 발굴조사보고서
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다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규모별 발굴조사보서 평가의 필요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4

26.7

보통이다

3

20.0

그렇다

6

40.0

매우 그렇다

2

13.3

15

100.0

합

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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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체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필요성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가 발굴 주체별(발굴전문기관, 박물관 등)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그림 14> 와 같이 전문가들의 응답은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이 50.0%, 긍정적 의견(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0.0%로 나타났다. 전문가 패널들은 발굴주
체별로 구분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굴조사의 주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규모별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주체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필요성
단위 : %(퍼센트)
응

빈도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3

20.0

그렇지 않다

6

40.0

보통이다

0

0

그렇다

6

40.0

매우 그렇다

0

0

15

100.0

합

답

계

(10)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항에서 다음 <표 14>와 같이 전문가들
의 응답은 발굴면적이 1순위와 2순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참여조사원 수, 보고서
인쇄비용, 발굴조사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높은 순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특별한 요인이 발굴조사보고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 보고서 인쇄비용이 발굴
조사보고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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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 우선순위
발굴면적

발굴조사비용

참여조사원수

보고서인쇄비용

기타

1순위

4

1

2

3

4

2순위

2

3

5

1

1

3순위

3

4

3

2

0

4순위

3

4

2

3

0

5순위

3

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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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현장 품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 조사에서 기존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체계에 대해 부정
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자에 대한 내용에서 평가의 투명성 및 효과성과 관
련 항목인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
이고 있으며, 평가의 본연의 목적인 발굴조사 행위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결과 활용 등이 수용자인
발굴조사 기관에게 불만 및 불응의 원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선정에 대
한 공정성 문제는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풀이 작은 국내 현실이 큰 원인 중 하나로 단기간 내에 개선하
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된다.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와 발굴현장 품질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발굴보고서 제도가 발굴현장의 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이 포함되어 동시에 평가될 때 올바로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모든 발굴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갈등관리의 주체로 문화재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로 추론해 봤을 때, 현재 문화재청의 이해관계자 갈등관리에 대한 역할에 부분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갈등 관리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관계자
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때문인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상
호 간의 의견과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적·실무적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 정책
의 목적 달성과 발굴 현장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에서 현재 발굴조사 환경은 10년 전에 비해 매우 나빠졌으며,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발굴조사 환경을 종합하면 발굴조사 수요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발굴조사기관의 수는 증가하여 공급의 과다현상이 발생하였고,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발굴조사기관이 입찰 금액을 낮추게 되고 낮은 비용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려다 보니
그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로서 진단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화재청이 민원 해결 위
주의 단기적 정책 방향을 선택하여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발굴조사 환경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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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또한, 발굴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발굴조사기관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논의 되었던 발굴조사 감리제도, 발굴조
사기관의 공공기관화 또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발굴조사보고서 평
가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처벌은 유일한 발굴조사 관련 평가이기 때문에 존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림 15> 상관관계 연구 요약

다. 연구 결과
‘12년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기존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문제점은 평가 운영의 측면과 평가 항목
의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평가 운영의 측면에서는 첫째, 발굴조사의 규모가 다름에도 동일한 범주에
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발굴조사의 보고서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둘째, 발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학술자문회의 등)이 발굴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에도 선택사
항이기 때문에 품질의 향상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학술적 보고서를 행정기관인 문화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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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관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가산점의 영향도가
실제 낮은 배점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평가점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발굴조사보고서의 평가군을 구분해야 한다. 이는 발굴조사
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대상 보고서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저비용의 발굴조사보고서
보다 고비용의 발굴조사보고서가 유물의 양, 보고서 인쇄 품질 등에 있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보고서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 간의 발굴조사 건수 및 비용을 분
석한 결과 발굴조사 비용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문화재청 발굴허가대장의 10년간
13,916건 기준). 4분위의 기준은 하위 25%가 1천9백50만원, 50%가 4천7백34만4천원, 75%가 1억2천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집단을 2개에서 4개 사이의 집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발굴조사량 및 발굴조사비용 통계

둘째, 발굴조사 과정상의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운영의 유도가 필요하다. 학술 자문회의는 갑을 관계
인 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 사이에서 발굴조사의 중요성 및 매장문화재의 검증 등에 있어 시행자 측면
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발굴조사기관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발굴 품질의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문회의에 대한 비용 지급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굴
조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적 조항이 아닌 학술자문회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지표에 가산점 항목을 조정하여 자문회의 운영
에 대한 내용을 가산점에 포함시켜 학술자문회의 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산점 조
정은 평가 항목의 개선과도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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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굴보고서 평가제도의 변화

1) 2007년 ~ 2011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주관으로 회원기관이 발간한 발간 보고서를 대상으
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000000연구원에서 발굴기관, 대학박물관에서 발행
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가. 대상보고서
2007년 평가의 경우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 사이에 회원기관 발간 보고서를 대상으
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08년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및
2007년도 보고서 평가시 미평가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09년의 경우 평가 대상 보고서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와 2008년도 미평가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
였고 발굴조사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박물관에서 발간된 보고서로 대상을 넓혀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15> 연도별 대상 보고서 기준
연도

대상 보고서 기준

2007

- 2006년 10월 ～ 2007년 09월 회원기관 발간 발굴보고서

2008

- 2007년 10월 ～ 2008년 9월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 2007년도 보고서평가 시 미평가 보고서

2009

- 2008년 10월 ～ 2009년 6월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 2008년도 보고서평가 시 미평가된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2009년 7월 ～ 2010년 4월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

2011

- 2010년 5월 ~ 12월간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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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는 연도별로 최소 40명에서 110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였다. 평가위원은 교수, 박물관
장, 발굴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원삼국, 삼국시대 이후 등 각 시대별 전문가로 분류되어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 방식은 대상
보고서 1권당 3명에서 5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하고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과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표 16> 시대별 평가위원 자격 기준 및 평가 방식
연도

자격 기준 및 분류

평가 방식

2007

보고서 1권당 평가위원(3명~4명)의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
정하여 각 보고서 당 점수를 도출함

2008

한 보고서 당 평가위원 3~5인 평가 후 최하, 최상 평가 점수를 제외
하고 산술 평균하여 확정

2009

교수, 박물관관장, 발굴기관연구
원, 공공기관 연구원을 각 시대별
로 분류함

한 보고서 당 평가 위원 5인 평가 후 최하, 최상 평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확정

2010

보고서 1권당 평가위원(평균 3명)의 평가점수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
정하여 각 보고서 당 점수를 도출함

2011

평가대상 보고서 1권당 평가위원 5명 배정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
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확정

다.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 대상 권수
평가 대상 기관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
행하였다. 2007년의 경우 28개의 기관이 평가 대상이였고 2008년 28개, 2009년 34개 기관으로 평가
대상 기관이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는 보고서 평가 대상 기관이 협회 소속 발굴기관에서 대학 및 박
물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0년의 경우 발굴기관이 42개 기관, 대학 및 박물관이 18개로 총
60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 되었다. 2011년의 경우 발굴기관 47개, 대학 및 박물관이 22개로 총69개 기
관으로 평가 대상 기관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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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도별 평가 대상 기관 현황
연도

연도별 대상 기관 현황

평가권수

2007

28개

742(2006년 481권+
2007년 261권)

2008

28개

329

2009

34개

274

2010

60개 기관(발굴기관:42개, 대학박물관:18)

300

2011

69개 기관 (발굴기관: 47개, 대학박물관 : 22개)

279

비고

*협회소속
발굴기관

라. 평가 점수
연도별 평가점수는 2006년 보고서가 80.10점으로 최저로 평가되었고 2009년 보고서가 91.37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부터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표 18> 연도별 보고서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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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점수

2006

80.10

2007

90.30

2008

90.45

2009

91.37

2010

88.40

2011

85.10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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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 2016년

2012년에는 발굴기관, 대학박물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13년에는
평가를 신청한 발굴기관에 한하여 해당 기관에서 선정, 발행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
다. 2014년부터는 발굴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00컨설팅에서 행정사무국 역할을 하여 진
행하였다.

가. 대상보고서
2012년에는 발굴기관 및 대학박물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발굴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만을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였다. 즉 직전년도 발행한
보고서를 평가 대상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19> 2012년에서 2016년도 대상 보고서 기준
연도

대상 보고서 기준

2012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발굴기관 및 대학 박물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13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발굴기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14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발굴기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15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발굴기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16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발굴기관에서 발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나.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식
2012년의 경우 평가위원은 발굴조사기관, 대학박물관,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구석
기·신석기, 청동기, 철기, 역사 이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1권의 보고서 당 2인 ~ 3인의 평
가위원이 평가를 하고 이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2013년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5개의 분임으로 구분하여 2인이 6편의 동일한 보고서를 각각 평가하게
하였다. 이는 단수 평가일 경우 평가위원의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점수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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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위원이 한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2014년부터 2015년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발굴비용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그리
고 2013년부터는 발굴기관 연구원을 평가구성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발굴기관과 관련성이 적은 교수
들로 구성하였다. 발굴비용에 따라 구분된 평가위원은 군별 평가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분류하고 평
가위원회의 2차에 걸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만, 평가위원들의 평가
중 자체평가 점수와 점수 차이가 심한 경우와 평가점수가 90점 미만이 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과 각
군 팀장들이 모여 평가군별 위원별(군별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심의를 실시한다. 종합심의까지 완료
된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기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우, 모든 평가위원이 소집되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 이후 최종 평가 점수
를 확정한다.

<표 20>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방식
연도

자격 기준 및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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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박물관관장, 발굴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원을
각 시대별로 분류함

전문가(학계)를 대상으로 발
굴조사기관의 장 혹은 고
문·감사 등을 겸임하거나
발굴조사기관의 외부평가위
원은 제외함
발굴비용에 따라 평가군을
3개로 구분

평가 방식

비고

- 평가대상 보고서 1권당 3인을 배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함

표본추출
평가

- 평가대상 보고서 1권당 2인을 배정하고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확정함
- 발굴기관의 자체평가 실시

시범평가

- 평가군별 위원별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함
- 위원회 평가 점수와 자체평가 점수의 차이가 심한 경우, 평
가점수가 90미만이 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과 각 군 팀장
들이 모여 평가군별 위원별 결과에 대한 종합 심의함
- 점수 공개 후 이의 신청을 받음. 이의 신청에 대한 보고서를
재평가 후 모든 보고서에 대한 점수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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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기관 및 평가 대상 권수
2012년의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품질과 발굴 품질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수 평가가 아닌 표
본추출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추출의 무작위적 임의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 방법을 결정하였다. 발굴조사보
고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첫째, 조사기관 당 발굴보고서 1편 이상을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발
굴조사보고서를 생산한 기관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관 당 1편 이상의 보고서는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조사기관의 발간보고서 편수에 따라 평가 대상 발굴조사보고서 수를 결정한
다. 그리고 발굴보고서 목록에서 발굴기간, 주요시대, 주요유구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보고서 선정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① 1편 ~ 7편 발간기관은 1편을 선정하고, ② 8편 ~ 14편 발간기관은 2편을
선정하며, ③ 15편 이상 발간기관은 3편 선정한다. 이에 평가 대상 발굴조사보고서 선정은 평가 기준
과 평가보고서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본추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간 보고서 목록에서
계통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대상 보고서를 선정 하였다. 그 결과 발굴조사기관의 2011년
발간된 보고서 506편 중 112편이 선정하였다.
2013년은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체계의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발굴조
사보고서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는 발굴조사기관의 참여 신청을 받아 29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개별 기관은 기관별 1편씩 평가 대상 보고서를 선정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총 29개의 보고서를 평가하였다.
2014년, 2015년은 총69개 발굴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486권, 490권을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였다.
2016년은 73개 기관 417권을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1> 2012년 ~ 2016년 연도별 대상기관 및 평가권수
연도

연도별 대상 기관 현황

평가권수

2012

78개 기관 (박물관 : 16개, 발굴기관 : 62개)

112

2013

29개 기관

29

2014

69개 기관

486

2015

69개 기관

490

2016

73개 기관

417

비고

발굴조사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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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 점수
2012년 평가 점수는 87.5점으로 집계 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체평가 점수가 집계되었다. 위원회 평
가 결과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약 1.2점이 하락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간씩 상승
하였고 2016년은 2015년과 동일한 점수로 평가되었다.

<표 22> 2012년 ~ 2016년 위원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
연도

점수
위원평가

자체평가

2012

87.50

-

2013

86.30

98.40

2014

91.65

95.78

2015

93.40

97.51

2016

93.40

98.00

비고

3) 종합 비교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가는 대상 보고서, 평가위원 자격 기준 및 분류,
평가 방식에서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었다. 평가 대상 보고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였다. 자격 기준 및 분류는 교수, 박물관관장, 발굴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원
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선정된 위원은 시대별로 구분되어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방식은 2007
년을 제외하고 평가 대상 보고서 1권 당 3명에서 5명의 평가위원을 배정하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
하고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하였다. 평가 대상 기관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소속 발굴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평가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10년부터는
대학·박물관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평가 기관 및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였다. 평가 점수는 2009년까지
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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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07년 ~ 2011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제도 정리
평가 방식

대상 기관
현황

점수

평가
권수

보고서 1권당 평가위원
(3명~4명)의 평가점수
에 대해 평균 점수를 산
정하여 각 보고서 당 점
수를 도출함

28개

90.30

742

28개

90.45

329

34개

91.37

274

2010

-2009년 7월 ～
2010년 4월 발
간된 발굴조사보
고서

60개
기관(발굴기
관:42개,
대학박물관:
18)

88.40

300

2011

-2010년 5월 ~
12월간 발간된
발굴조사보고서

69개 기관
(발굴기관:
47개,
대학박물관 :
22개)

85.10

279

연도

대상 보고서 기준

2007

-2006년 10월 ～
2007년 09월 회
원기관 발간 발
굴보고서

2008

-2007년 10월 ～
2008년 9월 발
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07년도 보고
서평가 시 미평
가 보고서

2009

-2008년 10월 ～
2009년 6월 발
간된 발굴조사
보고서
-2008년도 보고
서평가 시 미평
가된 발굴조사
보고서

자격 기준 및
분류

교수, 박물관관
장, 발굴기관 연
구원, 공공기관
연구원을 각 시
대별로 분류함

한 보고서 당 평가위원
3~5인 평가 후 최하,
최상 평가 점수를 제외
하고 산술 평균하여 확정

비고

*협회
소속
발굴기관

2012년부터 평가 대상 보고서는 직전 연도 발간된 보고서를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하여 평가가 진
행되었다. 자격 기준 및 분류는 2012년의 경우 이전 자격 기준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부터 평가위원 중 박물관관장, 발굴기관 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원을 제외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하
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012년을 마지막으로 대학·박물관은 평가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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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다. 평가 점수의 경우 2013년 이후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은 동일한 점수로 평
가되었다.

<표 24> 2012년 ~ 2016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제도 정리

연도

대상 보고서
기준

2012

-2011년 1월
～ 2011년 12
월 발굴기관 및
대학 박물관에
서 발간된 발굴
조사 보고서

2013

-2012년 1월
～ 2012년 12
월 발굴기관에
서 발간된 발굴
조사 보고서

2014

-2013년 1월
～ 2013년 12
월 발굴기관에
서 발간된 발
굴조사 보고서

2015

-2014년 1월
～ 2014녀 12
월 발굴기관에
서 발간된 발
굴조사보고서

2016

-2015년 1월
～ 2016년 12
월 발굴기관에
서 발간된 발
굴조사보고서

42

자격 기준 및
분류

교수, 박물관관
장, 발굴기관
연구원, 공공기
관 연구원을
각 시대별로
분류함

전문가 (학계)
를 대상으로
발굴조사 기관
의 장 혹은 고
문·감사 등을
겸임하거나 발
굴조사 기관의
외부평가 위원
은 제외함
발굴비용에 따
라 평가군을 3
개로 구분

평가 방식

대상 기관
현황

-평가대상 보고서 1
권당 3인을 배정
하고 산술평균하
여 최종 점수를 확
정함
-평가대상 보고서 1
권당 2인을 배정
하고 산술평균하
여 최종 점수를 확
정함
-발굴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평가군별 위원별
발굴조사보고서를
평가함
-위원회 평가 점수
와 자체평가 점수
의 차이가 심한 경
우, 평가점수가 90
미만이 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과
각 군 팀장들이 모
여 평가군별 위원
별 결과에 대한 종
합 심의함
-점수 공개 후 이의
신청을 받음. 이의
신청에 대한 보고
서를 재평가 후 모
든 보고서에 대한
점수를 확정함

점수

평가
권수

비고

-

112

표본
추출
평가

86.3

98.4

29

시범
평가

69개 기관

91.65

95.78

486

69개 기관

93.4

97.51

490

73개 기관

93.4

98

417

위원
평가

자체
평가

78개 기관
(박물관 :
16개,
발굴기관 :
62개)

87.5

2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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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기관에서 발간한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07년부터 ’11년까지 진행되었고 ‘12년에는 평
가결과와 품질 간의 상관관계 검증이 이루어졌다. ’13년에는 자체평가가 처음으로 시범운영되었고 ‘14
년~ ’15년은 위원회 평가와 자체평가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기였다. 또한 보고서 평가시 평
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발굴기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마련하였고 평가결과 우수기
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포상이 돌아가겠되었다. 이는 평가 결과의 환류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기존의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는 환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가를 수행했음에도 그에 따
른 조치의 부족으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였으나 개선된 제도를 통해 평가의 환류체계를 확립
함으로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 환류체계가 실효성이 확보
되면 발굴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신뢰성 향상 및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평가 제도의 변화

43

발굴보고서 작성의 이해

Ⅱ. 발굴보고서 평가 기준과 발굴보고서 평가 매뉴얼
1. 발굴보고서 평가 기준

발굴보고서 평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
목)에서 명시한 발굴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 25>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항목 및 점수
구분

주요항목

점수

세부항목

목차

보고서체제

5

목차(범례를 포함)

조사경위와 목적

2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3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2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환경

3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조사범위

3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방법

1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1

전체 층위

본문

20

유구 내용, 유물 내용

도면

25

유구·유물의 실측, 유구·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사진

15

유적·유구의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말

결론 및 분석

15

종합분석, 편년, 요약, 초록

가산점

자연과학적분석,
전문가의견반영

5

과학적 분석 실시여부, 학술자문회의 개최여부,
전문가회의/학술자문회의 도출의견 발굴조사 반영여부

머리글

자연 및
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조사내용

한편, 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보고서 평가 시 참조사항을 평가시작 전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
며, 발굴기관에서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사항을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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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평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평가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
의하더라도 당해 평가에서 바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해 평가는 기존의 기준대로 평
가를 진행하고, 차년 평가 시작 전 개최되는 발표회를 통해 공지한 후, 차후년 평가에서 적용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발굴보고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평가
기준의 변경에 따른 피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시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현재 평가 세부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6> 발굴보고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배점 참조 사항
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
1

체제

보고서 체제
(5점)

범례,
목차,
구성

1

3
조사
경위와 목적
(2점)
머리
글

자연
고고
환경

조사단
구성
(3점)

자연환경
입지
(2점)

조사
경위와
목적

2

발굴조사
인력

1

보고서
작성 참여
인력
발굴조사
요약

1
1

주변의
자연환경

1

유적의
입지
※선사
분야
2점

1

현행평가기준
○ 상세한 일러두기(범례)/용어, 계측 기준 등 용어 문제
- 축척, 방위 제시 유무
- 표현방법의 세부 제시 유무
- 토기의 세부 기준 제시
○ 총 목차(머리말-부록)
- 목차의 구성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 목차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본문과 출토유물 배치가 유구 및 층위별로 유기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여
부
예) 내용, 유구, 공반 유물의 유기적 편집 여부
○ 지표조사~시굴조사 및 발굴조사까지의 경과 기술
○ 유적성격에 따른 조사목적의 기술
○ 사업성격 및 내용에 대한 기술
○ 지도위원회의 및 행정기관 처리지침에 대한 기술
○ 조사단 구성의 적절성 여부
○ 조사단의 전문성 여부
○ 발굴조사인력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조사단 구성 여부
○ 조사 담당자와 보고서 작성자 간 연계성 여부
○ 보고서 투입인력 및 작성과정 기술
○ 발굴조사이후 보고서 작성~완료까지 경과기술 및 참여 인력의 적절성
○ 고고학적 성과/의미소개
○ 발굴유적 처리사항
○ 유적 성격 및 시대에 맞는 적정한 자료 제시
※ 성격 및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도면의 과도한 수록 등 점검
○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공중사진, 인공위성 사진 등 유적의 시대와 성격
에 합당한 자료 제시 및 활용
○ 자연지리적 환경의 출처 기술
○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단에 의한 분석내용 기술
※무단전재 여부 점검
○ 분석단위(지역, 지형고려)의 적절한 설정
○ 시기별 유적의 입지와 관련된 지형도 등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수계, 지형
등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한 적절한 기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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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고고환경
(3점)

역사적
배경
※선사
분야
0점
관련
유적의
분포와
내용

1

2

○ 분석범위(면적)의 적절한 설정 : 산지, 수계 등 자연 경계로한 분석 권장
○ 유적과 관련된 시대 및 성격에 맞는 기술
○ 유적분포도 : 해당 유적과 관련된 고고환경의 기술 여부

1

유구의
분포와
배치

2

조사방법
(1점)

조사방법

1

유적의 층위
(1점)

전체
층위

1

1
1
유구내용

1
1(2)

조사
내용

46

1(2)

본문
(20점)

현행평가기준
○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단에 의한 분석내용 기술
※ 무단전재 여부 점검
○ 적정한 분량의 역사적 배경기술 및 제시
○ 해당유적과 관련된 적정한 역사적 배경의 기술 여부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범위
(3점)
조사
범위
와
방법

배점
(점)

1(2)

유물내용

5

도면,
사진,

4

○ 지형을 고려한 조사구획 설정의 적절성
○ 지형도내 조사구획도의 적절한 접목
예) 1/5,000도 이하(이상은 등고선의 간격이 넓음)
○ 유적범위와 조사범위의 제시 및 설명
○ 조사범위 제시 및 설명의 적절성
○ 지형도내 유구배치도 오버랩 배치의 적정성
○ 유구배치도와 지형도 중첩부분의 적절한 처리
※ 유구배치도선이 지형도선과 겹치는지 여부 등
○유구배치 설명에 대한 적절성
○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구획설정, 제토과정, 유구윤곽선 확인과정 기술
○ 유적의 성격에 따른 조사방법 제시
예) 구석기, 패총, 저지대 등 특수 유구 조사방법의 적정 정도 점검
○ 전체층위 설명에 대한 적절성
※ 구릉지의 경우 전체 층위는 생략 가능
○ 도면과 사진과의 일치성
○ 구분의 유의미성 및 기술의 객관성
○ 조사과정 기술
○ 중복유구의 중복관계 파악 및 조사과정 기술
○ 구조 및 제원기술
○ 유구형성(축조)과정 기술
○ 유구 내부층위의 퇴적과정 기술
○ 유구 내부층위의 퇴적과정 해석
○ 전체지층 흐름기술(지층두께 등)
○ 퇴적구성물에 대한 종류 크기 기술
○ 토양색깔의 객관적 구분기준에 따른 기술
예) 먼셀 토색 적용 등
○ 유구전반 및 유물분포 상황에 대한 설명(문화층여부포함)
○ 출토맥락 기술(개개유물)
○ 기종 및 세부형태 기술
○ 제원 기술(수치중심)
○ 제작기법 상 특징 기술
○ 기타 특징 기술
○ 도면과 본문 제원과의 일치성
○ 도면과 사진과의 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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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

본문구성
유구(유물
), 유물의
출토상항
(context)
유물의
실측
유구의
실측

도면
(25점)

5

3
3
3
3

필수기호

3

유구
도면의
편집

3

유물
도면의
편집

3

축소비율

2

도면의 선

2

2
유적 사진
2
사진
(15점)
유구 사진

4

1

현행평가기준
○ 본문과 사진과의 일치성
○ 필요시 세부 사진 수록
예)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한 세부 사진의 유무
○ 유적(유구)형성 및 폐기과정에 대한 기술
○ 유적(유구)출토 상황 기술
○ 유물의 출토위치 등 기술(전체유물)
○ 유물공반관계 기술 여부
○ 기타 특수상황 기술 여부
○ 유물의 속성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면, 측면, 입․단면 표현의 적절성
○ 유물의 장식
○ 유물의 정면수법 등 제작기법 표현의 적절성
○ 유구 구조 표현의 적절성
○ 유구표현 기법의 적절성(사실성, 유물의 이해도)
※ 구석기 유적 : 층위도(전체 지층 흐름도, 기준 단면, 보조단면의 적절성)
○ 도면 필수기호의 포함 여부
※방위, 축척, 단면표시선, Level 등
○ 유구성격에 따른 평면도와 입단면도의 위치 및 배치의 적절성
○ 각종 수치 및 표현의 적절성(Level포함)
○ 유물성격별 배치의 적절성
○ 유물평면도 상 단면 및 입면도 배치의 적절성
예)평면도와 단면 및 입면의 배치 간격 점검
예)청동기, 철기 등 유물용도에 따라 배치 방향 결정
○ 축소비율 : 유구별, 유물성격별 적정비율 선택 및 일관성
예) 토기 1/3, 철기 1/2 등
○ 전체적인 유구, 유물 축소비율의 통일
※편집상 부득이한 경우 부분적으로 예외 허용
○ 축소비율에 따른 도면 선굵기의 적절성
○ 도면 선굵기의 통일성
※성격별, 기종별
○ 유적 전경사진(공중사진 등)
○ 유적 근경사진(일반단위근경)
○ 유적특징 및 성격에 따른 세부 사진
○ 유적전체 조사진행 과정 관련 사진 : 전~후
○ 전체층위 사진
○ 개별유구의 구조
○ 유구의 중복 상태
○ 유구 촬영위치의 적정한 선택
○ 촬영시점의 적정한 선택(노출)
예) 역광시 토층단면 사진이 어둡게 나옴
○ 초점(아웃포커스)
○ 유구의 출토사항
○ 유구의 세부구조
○ 사진의 선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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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유물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
말
(고찰
등)

맺음말
(고찰 등)
(15점)

가산
점

48

5

2

○ 유구와 유물사진의 적절한 배치
○ 규모, 성격에 따른 전체사진 수량의 적절성
○ 페이지별 사진수량의 적절성
○ 페이지별 사진배치의 적절성

3
1

○ 유구종류별 종합내용 기술
○ 유물종류별 종합내용 기술
○ 특징적 유구에 대한 분석 기술
○ 특징적 유물에 대한 분석 기술
○ 유구종합표(제시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 유물종합표(제시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 기존 연구성과와의 비교 기술
○ 유적의 성격 및 의미 기술
○ 과학적 분석 자료 반영
○ 유적, 유물 편년 절차의 타당성
○ 종합편년 도출 및 제시의 적절성
○ 조사성과의 요약
○ 향후과제 및 전망
○ 초록 구성내용의 충실도
○ 인쇄의 질
○ 제본의 질
예) 용량에 따른 적절한 분책 등 각 기관마다 일정한 판형을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고점 부여
○ 적정 판형의 선택
※ 보고서 내용 대비 과도한 크기의 판형 선택 여부 점검
○ 적정 지질의 선택
예) 유적 대비 과도한 지질의 선택 여부 점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고
점 부여
○ 과학적 분석 실시 여부
○ 학술자문회의 개최 여부

1

○ 전문가회의/학술자문회의 도출의견 발굴조사 반영 여부

8

관련 연구
성과의
반영

2

편년

3
1
1
2

제본상태

1

판형과
지질

2

편집·인쇄
(5점)

각종 과학적 분석 등
회의 개최
전문가 의견
및 의견
반영
반영

현행평가기준
○ 유물의 크기의 적절성
○ 유물의 촬영각도 적절성
○ 유물의 제작기법과 질감
○ 유물의 세부적 특징과 문양의 적절한 표현
※유물 특성별 필요시 여러 방향의 사진 제시(기와 등)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
분석

전체내용
의 요약
초록
인쇄상태

편집
인쇄

배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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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매뉴얼

1) 평가체계 및 역할

발굴보고서의 평가는 평가주관부서(문화재청),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위원회(문화재청), 운영사무국,
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27>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체계 및 역할
구분

평가주관부서
(문화재청)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위원회
(문화재청)

운영사무국

발굴조사기관

역

할

∙ 발굴조사보고서평가 기본계획 수립
∙ 발굴조사보고서평가 관련업무 총괄
∙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시행
∙ 그밖에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총괄·조정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심의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 조정·확정(이의신청 포함)
∙ 그밖에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 발굴조사보고서평가 전반 운영
∙ 발굴조사보고서평가 운영계획·지침 마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발굴조사보고서 자체평가 지원(평가표 및 보고서 수집 포함)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 취합 및 정리
∙ 발굴조사보고서 평가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그밖에 평가 운영에 관한 평가주관부서 업무를 지원
∙ 발굴조사보고서 자체평가 실시
∙ 발굴조사보고서 및 자체평가표 제출(보고서 및 전자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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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절차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 주관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다. 평가 전반을 지원하는 운영사무국은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 운영한다.

<그림 18> 발굴보고서 평가 진행과정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대상 선정
4월

•평가의 지침 설정: 문화재청
- 평가 지침 및 평가 대상 선정
•평가계획 수립: 운영사무국
- 관련 체계 조사 및 현황분석
- 추진여건 조사

⇓
평가 설명회

•대상 : 평가대상 발굴기관
•내용 : 자체평가 작성 요령 교육 및 행정사항 전달

⇓
평가대상 확정

•대상: 문화재청, 발굴기관
•내용: 해당 연도 발간 발굴조사보고서로 평가 대상 확정

⇓
평가대상 보고서
수집
5월

•평가대상 보고서 수집
- 원본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사본 전자파일: 운영사무국

⇓
자체평가표 수집
⇓
평가군 분류
⇓

•자체평가표 수집: 운영사무국
- 원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사본 전자파일 : 운영사무국
•발굴조사비용별 분류 (1군/2군/3군)
•평가 심사위원 선정
-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구성, 평가위원 풀 활용
- 평가위원회 구성 : 3개의 평가위원회로 구성. 평가위원장은 각 위원회 전체관할

6월
~
9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함
나. 평가위원 제외대상 :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위원회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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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접수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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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정발표
•평가위원회 평가실시
- 일시 : 1차 평가/2차 평가/최종 평가
- 각 분과위원회별 1개 평가군 평가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함
- 접수 : 운영사무국
- 기간 : 평가 공개 후 10일 이내
•우수보고서 평가
- 위원별 우수보고서 추천
•심의위원회 실시
- 이의 신청서에 따른 평가 실시
- 군별 우수보고서 평가
- 평가결과 확정
•결과 확정 및 공개
- 심의위원회 결과를 포함하여 일괄 발표
10
월

⇓
결과 도출
(수행기관)
⇓

11
월

결과 발표 및 시상

•평가결과 분석
- 평가항목 간 우선순위 분석
•발굴기관에 개별적 통보 후 우수기관 별도 시상

가. 평가대상 기관 및 대상
평가 직전 연도 발행한 보고서가 있는 발굴기관을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지표조사, 시굴 조사
보고서를 제외한 보고서를 평가 대상 보고서로 선정함

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심사위원 선정은 주관기관(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3개의 평가위원
회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발
굴조사기관 및 평가대상 보고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한다.

다. 평가군 분류
발굴비용을 기준으로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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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원회 평가 실시
1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고서 평가를 위한 군별 분류기준 논의 및 확정과 평가위원의 군별 배정, 향
후 보고서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및 진행에 대한 개요를 합의한다. 이후 군별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내용을 웹상으로 운영사무국으로 송부한다. 군별 평가를 통해 정리된 평가 결
과들 중 기관들의 자체평가 점수와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와 평가 위원들
의 평가 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평가 군내에서 다시 한 번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이 접수
된 발굴조사보고서는 심의위원회(전체 평가위원으로 구성)의 재평가를 통해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마. 평가결과 활용
평가군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점수가 가장 우수한 기관 한 곳씩(군별)을 선정하여 우수보고서 시상
을 한다.

3) 평가군 분류 사유 및 분류 기준

발굴조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발굴보고서 평가 시 발굴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보고서를 동일한 평
가군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보고서가 저평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발굴비용의 편차를 고려하여 발굴보고서 평가를 금액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
2014년의 경우 3군은 2억 미만, 2군은 2억 이상 6억 미만, 1군은 10억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015년
의 경우 3군은 1억 5천 미만, 2군은 1억 5천 이상 6억, 1군은 6억 이상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다. 이는 평가 금액 기준이 아닌 군별 평가 비율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군별 평가 비율을 유지할 경
우 해마다 평가 금액이 바뀐다는 점과 피평가 기관의 경우 평가 기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 그러나 상대적 저평가 방지 및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해마다 군별 분류 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군별 분류 경계에 보고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경계 금액에 있는 보고서라도 일단 군에 포함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2014년
보고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가설과 귀무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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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 군별 발굴비용은 보고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귀무가설 : 군별 발굴비용은 보고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군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2, 3군 모두
발굴비용이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굴비용이 높다고 하여 평가 점
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한 군별 평가를 위해서(상대적 저평가) 군별 평가 수량(비율)을 유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9>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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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절차

발굴보고서 평가는 문화재청, 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국, 발굴기관이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세부절차
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20> 평가 실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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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유의점 및 제도 개선 방향
1. 발굴보고서 평가 유의점

1) 연도별 평가지표 영향력 순위

발굴보고서 평가 결과들을 살펴보면 평가지표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표들
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구성이 매년 달라지고 평가위원마다 중요시 하는 지
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년 같은 지표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점수에 영
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우선순위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굴보고서 평가지표들 중 위원평가
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8> 평가연도별 위원평가 평가지표 영향력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본문(20)

3

2

2

1

3

5

도면(25)

1

1

4

4

4

3

사진(15)

5

3

5

5

5

4

맺음말(15)

2

4

1

3

2

2

4

5

3

2

1

1

상수
체제(5)
머리글(5)
고고환경(5)
조사범위방법(5)

편집인쇄(5)
가산점(5)

평가지표에 대한 영향력 순위는 매 평가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나, 상위 5개 평가지표는 영향력
순위를 검증한 뒤부터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위
5개 지표는 본문, 도면, 사진, 맺음말, 가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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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2014년 이후 맺음말과 가산점 지표가 상위 3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의
경향을 보면 가산점이 1위, 맺음말이 2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발굴보고서 작성이 평가지
표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고 있어, 변별력이 사라짐에 따라 나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굴보고
서 작성 시 해당 지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하는 것이 보다 좋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출 기한 엄수 및 담당자 변경 시 연락

매 평가마다 제출 기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발생한다. 특히 평가기간 내 발간된 발
굴보고서 평가목록을 확인하는 기간과 자체평가 기간이 평가 진행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
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담당자가 평가 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사무국에 연락이 되지 않아 평가결과가 타 기관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따라서 평가담당자의 변경 시 즉시 운영사무국에 변경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가대상 보고서의 평가기간 준수

현재 발굴보고서의 평가 대상 범위는 직전년도에 발행한 보고서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기관
별 다양한 이유로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보고서 평가에서는 평가기준연도인 2015년의 보고서 외에 2013년과 2014년 보고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 평가를 진행하었다. 평가 기준연도 이전의 보고서를 해당 평가기간의 평
가결과에 포함시킨 후의 기관 평균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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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준연도 이전 보고서의 평가결과 포함 결과
기관명

2013

2014

포함 전

포함 후

포함 전

포함 후

◯◯문화재연구원

90.388

90.315

94.817

94.514

◯◯문화재연구원

92.548

92.173

◯◯문화재연구원

91.305

91.232

◯◯문화재연구원

94.983

94.855

◯◯문화재연구원

94.833

94.847

◯◯문화재연구원

93.064

91.883

◯◯문화재연구원

92.890

91.618

◯◯◯◯◯◯연구원

90.028

90.929

◯◯◯◯◯◯연구원

92.560

92.000

누락된 평가결과를 해당 기간의 기관평가점수에 포함시킨 결과 기관점수의 변화는 그리 크거나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관의 평균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잘못 발간된 보고서
를 발간 후 확인하게 된 경우 등 기관에 해가 될 수 있는 보고서의 경우 의도적으로 평가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해당 평가연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 평가 기간을 지나서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의도적으
로 누락시킨 것인지 단순 행정오류 때문에 누락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고,
의도적인 누락의 경우에도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합의하였다. 또한 의도성을 배재하더라
도 가급적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평가 기간 외의 보고서가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합의하였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평가위원마다 편차가
크고, 단순 실수인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벌의 수위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보고서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 확정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으로 지속적으
로 올라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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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제도 개선방향

1) 자체평가제도의 폐지

자체평가제도는 2013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용역(제도개선 및 보고서 평가 시범운영)에서 처음 실
시되었다. 발굴기관의 자체평가 점수는 2014년 평가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자체평가에서
98.60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한 이후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표 30> 연도별 자체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점수 비교
연도

자체평가 점수

2012년

위원평가 점수
87.27

2013년

98.40

86.34

12.06

2014년

95.78

91.71

4.07

2015년

97.51

93.40

4.11

2016년

98.00

93.40

4.60

2017년

98.60

92.80

5.80

<그림 21> 연도별 자체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점수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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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체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점수도 2014년도 이후 점수 차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발굴기
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위원평가를 자체평가로 갈음하기 위한 초기 목적에 따라 자체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점수가 동일할 시점까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나, 오히려 평가 점수 차이가 점점 늘
어나고 있는 현실 상 자체평가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사라졌다.
평가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체평가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
진 바, 2018년 평가에서는 자체평가를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평가에서는 전
체 91개 피평가기관 중 31곳의 기관이 자체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피평가기관의 자체평가 미실시 참여로 인해 문화재청에서는 자체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쪽
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르면 내년 평가부터 자체평가가 폐지될 예정이다.

2) 평가 지표 조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 현행 보고서 평
가 지표와 별표 2에 제시되어 있는 체계는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 현행 평가 지표에는 세부 평가 기준이 추가 제시되어 있다.
구분에서 차이점은 별표 2에서 목차가 체제로 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평가 지표의 편집·인쇄, 가산
점은 별표 2의 지표에는 없는 지표이다.
주요 항목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세부항목에서는 구성, 발굴조사 요약, 주변의 자연환경, 도면·사진·본문 구성, 유구(유물), 유물의
출토상황, 필수기호, 도면의 선, 관련 연구의 성과의 반영, 인쇄 상태, 제본 상태, 판형과 지질, 각종 과
학적 분석등, 전문가 의견 반영, 회의개최 및 의견 반영이 추가된 상황이다.
별표 2는 발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점수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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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규칙 별표2)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머리글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본문

유구 내용
유물 내용
유구 및 유물의 실측

조사 내용

도면

유구 및 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종합적 분석

맺음말

결론 및 분석

편년(編年)
요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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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2>에서 음영이 칠해진 부분은 시행규칙 별표 2와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다.
<표 32> 현행 평가 지표
구분
체제
머리글

주요 항목
보고서체제(5점)
조사경위와 목적(2점)
조사단 구성(3점)
자연환경 입지(2점)

자연고고환경
고고환경(3점)
조사범위(3점)
조사범위와 방법

조사방법(1점)
유적의 층위(1점)
본문(20점)

조사내용

도면(25점)

사진(15점)

맺음말(고찰등)

맺음말(고찰등) (15점)

편집인쇄

편집 인쇄(5점)

가산점

가산점(5점)

세부 항목
구성(3)
목차(1),
조사경위와 목적(2)
발굴조사 인력(1)
보고서 작성 참여 인력(1)
발굴조사 요약(1)
주변의 자연환경(1)
유적의 입지(1)
역사적 배경(1)
관련 유적의 분포와 내용(2)
조사범위와 대상(1)
유구의 분포와 배치(2)
조사방법(1)
전체 층위(1)
유구 및 층위 내용(6)
유물내용(5)
도면, 사진, 본문 구성(4)
유구(유물), 유물의 출토상황(5)
유물의 실측(6)
유구의 실측(6)
필수기호(3)
유구 도면의 편집(3)
유물 도면의 편집(3)
축소비율(2)
도면의 선(2)
유적 사진(4)
유구 사진(4)
유물 사진(5)
사진의 편집(2)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 분석(8)
관련 연구 성과의 반영(2)
편년(3)
전체 내용의 요약(1)
초록(1)
인쇄 상태(2)
제본 상태(1)
판형과 지질(2)
각종 과학적 분석 등(3)
전문가 의견 반영(1)
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1)

범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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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와 현행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할 시 점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105점이고, 조정해야할 점수
는 31점이다. 따라서 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별표2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을 제시한 것이고 현행 평가 지표는 별표2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시 비평가자로 하여금 작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편집·인쇄는 별표2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굴조사보고서가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인쇄의 질
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6년 발굴조사보고서 평가 시 자체평가와 위원평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편집·인쇄가 기준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16년도 발굴보고서 평가 결과 보고서 총점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목은 가산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맺음말, 세 번째는 본문, 도면, 사진 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산점이 도면, 본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평가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과학적 분석 실시 여부의 경우 저가
발굴은 실시하기 어려워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산점 점수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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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보고서는 각각의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글과 도면 그리고 사진 등으로 보
고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작업으로 연구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바탕으
로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과 더불어 발굴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굴조사와
더불어 발굴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그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한국매장문화재협회(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 이하 협회)에서는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왔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에는 발굴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고학계와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 만든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이 협회에 의해 발간되었다. 사실상 우리가 작성하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체제
와 구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표준이 될 만한 자세한 예시가 되어 있어 많은 도
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발굴조사보고서의 구
성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 구성에 대해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다.

Ⅰ. 발굴조사 보고서의 의미
발굴조사 보고서는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발굴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생산되는 발굴조
사 보고서라는 공공재로의 기본적인 특성과 함께 고고학연구의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인간의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남긴 일체의 유적·유물의 분석을 통해 과거 인간의 역
사·문화·생활방식·문화과정 등을 연구·복원·해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해 볼 수 있다.
과거 인간들의 수많은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가 현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고학 자료
가 되기 위한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은 발굴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할 기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질자료가 고고학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물질자료가 가능하면 본래의
맥락을 유지한 채 지상으로 노출 되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된 물질자료를 고고학 자료화 하는 과정이 바로 발굴조사 보고서의 작성이다.1)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은 역사학이나 인류학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인간이 남긴 유
적이나 유물 같은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방법론적인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현대
1) 박순발, 2008,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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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흐름은 각각의 독립적 학문에서 상호융합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어 그 경계가 점차 사라지
고 있는 추세이다. 고고학역시 이러한 상호융합적인 측면에서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종교학, 사회
학, 미술사학, 통계학, 화학,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건축학, 의학, 환경학 등의 다른 학문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해석도구로 이용되며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보고서에는 자연과학분
석과 같은 다른 학문들과의 상호교류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흔적
도 포함되는 것이 좋다.

Ⅱ. 발굴조사보고서의 체제와 구성요소
우리나라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법률, 대통령의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행규칙과 문화재청의
고시를 통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6.13.] [법률 제15172호, 2017.12.12., 일부개정]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
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
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
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
개정]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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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9.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2017.6.30., 일부개정]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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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8.6.25. 문화재청 고시 제2018-82호]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
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른 항목별
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유
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3]발굴된 매장문화재 위치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구 분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
-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수치
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완료 신고 시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

조사구역도

ㅇ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수치해도, 수치연안정보도, 수치지적도)에 정확한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
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
ㅇ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
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SG84), 투영
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
ㅇ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
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
ㅇ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 발굴구역을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

유구배치도

ㅇ 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
반으로 제작. 이 경우,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있는 축척과 방위(자북, 진북)를 반드시 표시
ㅇ 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
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정확히 표시토록 함
ㅇ 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 유구의 형태,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
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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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
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
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보고서를 제출한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
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
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개요 (유적의 성격, 발굴조사 성과, 조사 범위 등)
2. 실측 자료 (전체 유구배치도, 정비 또는 복원 대상 중요유구 도면 및 사진 자료 등)
3. 위치 기준점 (좌표, 해발, GPS 상의 절대좌표, 좌표점 등)
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
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에는 인쇄본 3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
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발굴조사보고서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서는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도면 작성방법, 제출기한,
연장신청과 사유, 발간부수, 배포처, 저작물공개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표]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최근 주목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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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장문화재 및 발굴조사지역 위치표시에 대한 shape파일의 작성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
템에 제출하는 것이다.

Ⅲ. 보고서평가 매뉴얼의 발굴보고서 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청의 규정을 통해 제시된 내용은 보고서작성
의 총체적인 측면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략적 내
용으로는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조사보고서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협회에서 발
간한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에는 발굴조사 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자세
히 소개되어 있다. 보고서 구성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 평가점수까지 명기되어있으며 실제 매년 문화
재청에서 실시하는 발굴조사보고서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에 포함된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양식은 앞서 언급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발굴보고서의 구성요소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른 부분이 있
다면 일러두기, 출토유물목록 등이 필수적으로 수록되고 원색사진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 첨부되는
것이다.
<표 1>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양식
구분
보고서
머리글

주요항목
보고서체계
조사경위와 목적
조사단구성
자연환경입지

자연고고 환경
고고환경
조사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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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
조사방법
유적의 층위

세부항목
범례, 목차, 구성
조사 경위와 목적
발굴조사 인력
보고서 작성 참여인력
발굴조사 요약
주변의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
역사적 배경
관련 유적의 분포와 내용
조사범위와 대상
유구의 분포와 배치
조사방법
전체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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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항목
본문

조사내용

도면

사진

맺음말

맺음말(고찰 등)

편집·인쇄

편집·인쇄

가산점

전문가의견반영

3

세부항목
유구내용
유물내용
도면, 사진, 본문구성
유구, 유물의 출토상황
유물의 실측
유구의 실측
필수기호
유구도면의 편집
유물도면의 편집
축소비율
도면의 선
유적사진
유구사진
유물사진
사진의 편집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 분석
관련 연구성과의 반영
편년
전체내용의 요약
초록
인쇄상태
제본상태
판형과 지질
각종 과학적 분석등
회의개최 및 의견반영

Ⅳ. 각 요소별 작성과 유의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발굴조사보고서는 큰 틀에서 이미 체제가 만들
어져 있고 세부적인 요소에서 각 기관의 성격이나 고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보
고서 체제의 각 요소별로 작성 및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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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과 일러두기·목차
<표 2> 일러두기의 구성 내용

<표 3> 유물의 일러두기 내용 예시(부산 녹산동 청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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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제목은 발굴된 유적의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근래에는 매년 수
백권의 보고서가 지역별·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유적명칭으로 부여되고 있어 그 규칙을 찾기 어렵
다.
근래의 보고서 제목의 유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서 작성법 교육에서 잘 정리되어있
다.2)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 제목의 유형과 문제점>
① 동일 성격의 유적일 경우 : 지역명+동·리명+성격별 유구명 (고령 지산동고분군, 연평 모이도패총 등)
② 복합유적일 경우 : 지역명+동명+(번지, 세부고유지명)+유적(진양 대평리유적, 대구 월성동 585유
적 등)
→ 동일 성격인 유적의 경우 유적명을 통일하고 그 뒤에 유구번호 또는 지번을 응용하여 붙임. 유적
명칭을

통일하여 어느 지역의 유적인지 정도는 판별할게 할 필요가 있다.

③ 유적이 조사된 지명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제목을 부여하는 경우(동삼동, 암사동, 비봉리 등)
④ 유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구와 그 시대를 전면에 내세워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강릉
초당동 신

석기유적, 화성 가재리 원삼국 토기요지, 용인 성복동 통일신라 요지)

→ 제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
⑤ 해당 사업명칭을 그대로 이용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나 대규모 유적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발
굴하

여 각 지구별로 나누어 보고서를 내는 경우.(평거 3지구, 평거 4지구, 제주 삼화 나지구유

적 등)
→ 해당 사업명을 그대로 이용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는 절대 삼가고 필요하다면 문화재청 허가
당시의 조

사명을 부제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문화재청에서 권유하고 하고 학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온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역명+동·리명
+유적 혹은 성격별 유구명이라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부여에도 그대
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적명칭 부여의 경우 절대기준이나 강제성을 띠는 법적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배성혁, 2013,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절차와 주의 할 점」, 『보고서 작성법』 2013년도 매장문화재 전문교육 유
적조사 과정,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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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와 목차는 보고서의 기본 체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러두기는 기본적으로, 용역명, 허
가번호, 방위 토층색조, 도면의 축소비율, 유구형태구분, 유물번호 부여, 유물기술 및 표현 방법의 세
부, 유물명칭 부여의 기준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명기한다. 이외 연차 발굴 또는 연속간행물의 경
우 기 발행물의 안내, 분권의 경우 수록된 내용의 설명, 인용된 자료의 출저 주요 유구의 구조와 세부
용어에 관한 정의 모식도, 유물의 선별 및 수록 방법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목차의 경우도 보고서에 따라 편집의 모양이 다른 경우는 있으나 기본적인 체제는 대체로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전체목차가 들어가고 그 뒤로 도면, 사진 또는 삽도, 표목차 등이 부가되는 형태이다. 목차
는 전체 보고서의 체제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으로 목차를 통하여 보고서에 담긴 개
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페이지가 명기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2. 머리글

머리글은 발굴조사의 보고서의 첫머리에 위치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머리글은 해당유적에 대
해 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유적의 지리
적 위치와 지표 및 표본조사에서 발굴(시굴)조사에 이르게 된 경과 그리고 어떤 사업에 의해,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야 한다. 또한 발굴허가 및 보존과 관련된
행정처리과정과 결과, 각종 자문회의 개최와 결과 등 발굴조사에 일어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
록되어야한다. 따라서 머리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적의 위치 : 지번 또는 도로주소명이 포함된 행정구역 명칭, 경도 및 위도,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
리적인 지역구분상의 비중 및 위치, 인근의 도로망과 접근 방법 등.
·발굴조사 경위 : 발견신고 혹은 지표조사, 표본·시굴조사 등 유적 발견의 과정, 조사의 계기(학술
혹은 구제 등 명기, 구제조사의 경우 개발 시행자 명기)
·발굴조사의 목적 혹은 목표 :
·발굴조사단의 구성 :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게시. 조사 진행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역할 및 보고
서 작성 과정에서 분담한 사항 등 명기.
·발굴조사시 이루어진 각종 분석의 내용 및 금 담당자의 역할 명기
·발굴조사 결과 얻은 주요 고고학적 성과와 의미 소개.
·발굴조사 후 유적의 처리사항 : 기록 보존 또는 현지 보존 여부 명기. 현지 보존의 경우 결정의 근거,
보존 상태, 접근방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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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입지 및 역사·고고학적 환경

자연환경의 분석이 필요한 점은 고고학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 범위는 자연환경이
나 형성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의 대상이 되는 유적은 과거의 생활흔적이며
생산양식과 밀접히 관련된 자취이므로 자연환경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조사하고 기록해
야 한다. 특히 선사유적의 경우, 당시의 고환경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역사유적은 육상
또는 물길을 이용한 교통망이나 봉수와 같은 신호전달체계, 지정학적 위치 등 지리적인 상관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자연환경 분석에는 보통 지형조건, 지질, 수계, 기상, 식물·동물상 등이 조사되고 이러한 것들을 종
합하여 조사지역의 경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형조건의 경우 유적의 입지여건을 분석하
는 것으로 지형도, 지세도, 단층도, 지질도, 토양도 등이 이러한 분석을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지
질은 주변의 지사(地史)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 지질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질도, 지질단면
도, 지질조사보고서 그리고 유적 인근의 지질조사보고서와 같은 토목공사 자료들도 유용하게 활용된
다. 이러한 지질조사는 유적 주변의 자원 활용 범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도 있다. 수계
조사를 위한 자료로는 하천유량, 유역 면적, 하계망도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이러한 자연환경 분석자료의 활용방법은 해당 자료에 유적과 더불어 주변유적의 분포범위를 표기하
여 고고학적 환경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제시되는 도면 들은 해당유
적을 중심으로 성격 및 시기에 맞는 적정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도면을 과도하게
수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역사고고환경은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분석영역을 설정한 뒤 해당유적을 중심으로 선사시
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고유적의 분포와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문헌으로 파악
되는 지역사의 변천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환경의 경우 유적 주변의 역사적 풍토, 주변 문화재 특성, 역사 구성요소,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
정 조사(선사, 고대, 근세), 역사의 연속성 밝히기 등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유적분포도, 민속조사자
료, 문헌, 사료, 옛그림, 사진, 지도 향토지 등이 있다.
고고환경의 검토는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시대구분에 따라 시대별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사
대상 유적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는 시기의 유적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
다. 참고되는 기록물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대동지
지』, 『여지도서』 그리고 각종 지방읍지와 같은 고문헌이 있고, 일제 강점기 이후 주변 유적을 소개
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 지표조사보고서가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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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많이 참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문사회 환경은 대상유적과 조사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현황, 관련법, 사회활동과 같은 지역구조 그
리고 인구, 산업, 교통, 사회계획, 수요동향과 같은 지역기능에 대한 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서의 틀을 맞추기 위해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특별한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적들이 모두 주변유적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비교 해보는 일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 보고서에 해당하는 유적과 주변유적이 표기되는 도면 작성시에는 충분히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일부 주변유적의 범위와 위치가 잘못된 예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
한 경우는 대부분 이미 잘못된 보고서를 검증 없이 그대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원본 자료를 확
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오류는 반복되고 후에 심각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주변유
적 뿐만 아니라 해당 보고서의 유적 위치까지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표 4> 역사․고고환경 예시(남원 두락리 32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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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조사범위는 주로 1:50,000, 1:25,000, 1:5,000 축척의 지형도에 주변유적을 함께 표기하
여 고고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다. 발굴조사 내용 전개에 필요한 지형도나 유구
분포도의 편집은 대부분 도북을 중심으로 북쪽을 위쪽으로 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이 아닌 동서방향으로의 편집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형도 또는 조사범위가 표시된 유
구분포 배치도의 경우 반드시 방위표와 축척 그리고 도엽번호 등을 게재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지표조사를 통해 선정된 표본조사나 시굴조사의 범위에 대한 기
술 그리고 표본 및 시굴조사의 트렌치 배치도와 설정 이유 그리고 정밀발굴조사 범위를 확정한 근거
와 타당성을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사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앞서 주변유적의 위치표시에 대한 오류 및 해당 발굴조사 지역의 위치 표시에 대한 오류를 이야기 하
였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규정(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도 명기하였듯이 DGPS, RTK 등과 같은 고정밀 GPS를 사용한 좌표측정과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문화재청의 규정에서는 정확한 조사범위를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 경계를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하며,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
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
불어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 경우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절대 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측
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GS84), 투영법(TM, UTM)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GPS좌표의 경우 X와 Y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문
화재청에서는 문화재 GIS 통합 시스템에 Q-GIS를 사용하여 만든 shape파일을 업로드 하게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지역의 위치 표시에 대한 오류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조사라는 명목으로 유적을 파괴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게 되는 피치
못할 선택적 방법이다. 따라서 발굴조사는 유적이 훼손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역순으로 접근하고 다시
원래의 형태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최상의 조사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유적
의 성격과 매몰과정은 주변지역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발굴조사
역시 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자의 인식이나 조사능력, 경
험의 정도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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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범위의 표현
상: 아산 풍기동 앞골유적(나건주,최하영 2009), 하: 서산 신송리유적(나건주,지민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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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세세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면, 사진 등의 자료를 보고서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조사방법의 기
술은 시굴조사과정에서의 트렌치 설정으로부터 발굴조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적용된 방법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유적의 규모와 성격에 따른 구획설정, 제토과정, 토층관계, 교란의 범위,
문화층의 파악, 유구의 조성 및 사용면 파악, 성격별 유구에 적용된 여러 가지 조사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하고 필요하다면 장단점까지 세부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한 소개는
보고서에 실린 조사유적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에는 구석기, 패총,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야외노지, 성곽, 건물지, 사
지, 무덤, 경작유구, 생산유구, 제철유구 등의 대한 조사경과, 측량, 구획, 층위, 기술, 도며, 사진 등에
조사방법 및 조사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발굴조사 시에도 이러한 점
을 참고해 조사 및 기록을 남기고 보고서의 작성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5.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발굴조사보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조사재용
은 유적의 층위, 유구 및 유물에 대한 기술과 도면 그리고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1) 층위
먼저 가장 앞부분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층위이다. 일반적으로 기준토층도 또는 층위도, 층위 단면도
등으로 게재되어 있는 것들인데, 최대한 쉽고 명확히 서로 다른 작은 층들을 구분해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구분이 없이 층간 구분만 한 것이나 구분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정
리 되지 않은 것들은 좋은 층위도가 아니다. 조사자가 조사지역의 층위를 파악하여 명료하게 정리 및
해석하여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층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이 제시되어
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층위에 대한 기술은 단순히 토색과 토양의 성분 등에 대한 간단한 내용
들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토층은 전체유적을 시기별로 나누거나 동시기성을 찾을 수 있어 상대편
년을 가능케 하는 절대기준이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구분과 동시에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유적이 형성되고 폐기된 상황에 대한 해석과 부분적인 교란의 시점 및 각 시기별 문화층과의 연결관
계, 개별유구의 매물상황 등 전체 유적의 형성시점으로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기술되어
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의 내용을 증명해 줄 도면과 사진을 부가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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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구 및 유물
개별유구에 대한 기술은 유적 전체의 조사과정과 더불어 해당유구의 조사과정과 현상이 상세히 기
술되어야 한다. 기술내용은 유구별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유구의 위치, 주변유구와의 관계, 토
층, 규모, 주축방향, 출토유물 등이 공통사항으로 기술되고, 조사방법과 구조 및 내부시설의 세부설명,
폐기과정, 유물출토정황 그리고 성격고찰 등이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각 개별 유구는 도면과 사진이 실리게 된다. 유구도면 및 사진의 경우 보고서
에 넣기 위한 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유구 도면에 정확한 방위 및 축척표시.(최근 GPS측량장비의 활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별 유구에
도 두 점 이상의 GPS좌표를 표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 유구의 폐기 또는 퇴적양상을 가장 잘 확인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토층도 작성.
· 유구의 특징을 가장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입면도 작성 및 유구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표현 기법의 활용.
· 토층 및 입면의 단면표시선, 해발고도 등이 반드시 포함.
· 평면과 입면, 단면의 배치, 축척, 선의 굵기 등도 통일시켜 일관성 확보.
· 기준토층에 유구가 노출되어있을 경우 해당유구의 개별 도면에서도 기준토층도와 동일한 주기와
토층퇴적양상 표기.
· 유구배치도상의 해발고도와 개별유구도면의 해발고도가 일치하도록 확인 및 작성.
· 유구도면과 같은 방향으로 조사과정별 사진촬영.
· 토층, 입면, 내부시설, 유물출토상태 등 도면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촬영.
· 기술내용과 도면, 사진의 내용이 일치 그리고 용어의 통일.
· 사진의 크기와 해상도 확인. 일반적으로 인쇄용의 최저 해상도는 300dpi이므로 발굴조사 시 사진
의 용량을 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
· 유물번호의 일치 및 유물수록 순서의 통일.

이러한 사항들은 현장조사 당시부터 보고서 편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진
행하는 조사자가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유구에 대한 이해와 조사방법 및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표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조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굴조사
자 뿐만 아니라 보고서 편집자 그리고 최종교정자는 평소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서로 인식 및 공유하
고 유구조사에 확인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정 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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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보고서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조사내용의 편집이다. 과거 발굴조사 현장에서 디
지털 카메라가 보급되지 않았고, 도면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진과 도면이 원고사이에 편집
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의 일반적인 편집방식은 원고와 도면을 먼저 편집하고 그 뒤쪽에 사진을
일괄 첨부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이러한 방법이 여전히 선호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이 다수 설립되고 나서부터는 보고서의 발행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디지털사진과 전산화된
도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편집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의 편집 방법은 조사내용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가에
기본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다만, 각각의 유적 및 유구에 따른
여러 편집방법을 발굴조사자와 편집 및 교정 담당자가 살펴 본 후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보고서 편집에 대한 내용은 권귀향3)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편집방식1 : 본문에 유구․유물의 원고+도면 수록, 사진은 뒤쪽에 일괄 수록
o 편집방식2 : 본문에 개별 유구․유물의 원고+도면+사진 수록
o 편집방식3 : 본문에 유구의 원고+도면, 유물의 원고+도면+사진 수록, 유구사진 보고서 뒤쪽에 일괄 수록

3) 권귀향, 2016,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법」,『발굴보고서 작성법』, 한국 매장문화재협회,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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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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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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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2

최근 발굴조사 현장에서 유구도면 작성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D스캐너 또는 사진을
활용한 3D스캔기술들이 많이 도입 및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고서는 단행본의 형태로 보고되기 때문
에 이러한 3차원 자료들이 다시 2차원의 도면으로만 보고되고 있다. 3D스캔의 결과물은 보고서에 실
리는 도면, 사진보다 조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해당유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생성되는 3차원 결과물은 2차원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고서 시스템을 넘어 이렇게 현장에서 생성된 3차원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물의 경우 기종과 세부형태, 제원, 제작기법상의 특징들을 세밀히 관찰하여 해당유물의 속성을 충
분히 이해 할 수 있는 표현과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서술형으로 설명하거나 도표로 편집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 장단점이 있어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유물실측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친 비전공자들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
물의 제작방법, 용도의 구분, 문양표현, 석기의 표현 등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공자의 상시적 보완과 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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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 맺음말

고찰과 맺음말은 발굴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는 장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한다. 고찰 자체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사
실 보고는 별개의 것이므로 보고기관 또는 보고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발
굴된 고고자료를 고고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공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필요에 의해 실시되었던 자연과학분석과 같은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내
용과 결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연과학분석 등의 작업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과 해석은 단순히 보고서의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 다른 학문과 서로 융합하고 교류하
며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고찰에 실어주는 것이 좋다.

현재 일반적으로 발간되는 보고서의 고찰에는 시대별·성격별 유구와 유물에 대한 종합분석과 편
년·특징적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기존의 연구성과와의 비교를 통한 유적의 성격파악이 주를 이
룬다. 이때 유물이나 유구의 전체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모식
도, 도면, 사진 등을 보충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유구와 유물에 남겼던 문화행위의 복
원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맺음말은 발굴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 얻게 된 고고학적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는
것이 좋다. 머리말에서 제시된 유적의 범위와 성격, 조사 계획, 조사과정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도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언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발굴조사의 내용에 대한 자기 반성적 측
면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유사한 발굴조사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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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고고학적 발굴조사 작업은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며,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 수
단이다. 발굴조사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을 과학적으로 출토해 내는 작업으로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발굴조사에는 유적의 종류와 성
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발굴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 등은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풍부한 유적·유물을 보유한 나라이니만큼 고고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별히 고고 조사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산을 보호
하기 위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과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야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외 고고 공작 규정> 등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야외 고고 작업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에 이글에서는 위 규정을 중심으로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어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발굴조사 보고서
를 작성하여 발간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보고서 발간을 위한 현장 기록
1. 발굴조사 내용의 기록

발굴 현장에서 작성되는 고고 기록은 야외 발굴 작업 과정과 작업 대상에 대한 묘사와 기술로서 고고
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야외 고고 기록은 객관적이
고 진실하며, 전면적이고 계통적이어야 한다. 또한 야외 기록의 즉시성을 보증해야 하는데, 당일 작업
이 종료되거나 매 야외 공작이 완성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기록을 완성해야 한다.
발굴조사의 기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유적의 지리 좌
표를 측량하여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다음으로 유적의 범위와 면적을 설정하고, 지표상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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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는 유물의 분포 범위를 참조하여 그것을 확정하며, 필요시 탐사 조사를 실시한다. 매장 깊이, 퇴적
층서와 두께, 노출된 유적과 유물 등 유적의 문화 퇴적 상황을 관찰하고, 각 관찰 지점의 상황을 종합
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발굴 기록은 문자와 실측도, 그리고 촬영 자료 등 세 가지 형식으로 하되, 각각의 통일된 기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문자 기록에는 조사 일지, 조사 기록표, 단면 관찰 기록표, 시추 기록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토 유물에도 반드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실측 도면은 발굴 구역 전체의 평면도, 단면도는 물
론 각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층의 유구 노출 당시의 평면도, 유적 평·단면(입면)도를 포
함해야 한다. 영상 기록은 촬영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각종 유적 현상과 발굴 공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유적 측량과 실측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유적의 측량과 구획 작업에서 시작된다. 발굴 전에 3D 실측 좌표 계통을 확정
하고, 유적 내에 측량 기점을 설치한다. 좌표 계통의 종축은 일반적으로 정북 방향을 따른다. 발굴 중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은 측량 기점의 3D 좌표 수치로 표시한다. 현장을 구획하여 그리드를 설치할 때
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유적을 실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유적의 환경과 지리적 특징
이 반영된 지형도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등고선, 수계, 교통망, 지모(地貌)와 토질, 식생, 기타 표
지성 지형지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형도는 축척이 1:10,000보다 작으면 안 된다. 3D 측량
좌표 시스템에 의거하여 측량 기본점을 설정할 때, 대형 유적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 측량 통제점을 설
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기존 측량 기표 등과 대축척 지형도, 항공 및 위성 사
진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의 유적 측량과 실측 작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
국 실측법》에 명시된 규정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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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굴 자료 기록

1) 문자 기록

문자 기록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작업일지이다. 작업일지는 야외 발굴 작업 과정을 기술하는데, 발
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작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일지는 일자별로 발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조사일지와 발굴 대장(책임조사원)이 현장 전체의 진도와 계획 등을 작성하는
현장 총일지, 그리고 각 그리드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 그리드일지가 포함된다.
문자 기록에는 작업일지 외에 작업 기록표와 등기표가 있다. 작업 기록표에는 구역계통조사기록표,
유적조사기록표, 고고조사단면관찰기록표, 시추기록표, 발굴기록표, 묘장발굴기록표, 샘플채취기록
표 등이 포함된다. 공작 등기표에는 유구번호등기표, 실측등기표, 영상등기표, 입고등기표, 출토유물
(표본)번호등기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구역계통조사기록표’란 모든 조사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유적
명칭과 유적 번호, 구획 번호와 크기, 3D 지리좌표 등 전체 조사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이 들어간
다. 다른 기록표는 각 명칭에서 의미하는 바의 작업과 관련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 특히 ‘발굴기록
표’에는 현장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퇴적 단위에 관한 특징, 즉 지층 관계 묘술(발굴 퇴적 단위와 직접
중복되거나 파괴된 각 퇴적 단위간의 관계), 퇴적 특징 묘술(퇴적 깊이, 두께와 경사도 등), 퇴적 양상
묘술(토질, 토색, 치밀도, 퇴적 형상, 포함물, 보존 상황, 퇴적 성질, 발굴 방식), 형상 묘술(평면, 단면,
유구 노출선, 구경, 저경, 깊이, 벽면 등 주요 기록), 유물 채집 상황 등을 기록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모든 기록 자료는 최종적으로 ‘유구단위 종합기록표’에 종합하여 보고한다. 이 표에
는 발굴 과정과 방법의 기술, 연대와 성질의 판단, 구성 유구 단위의 각 퇴적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기타 유구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퇴적 종합 서술, 유구의 형태, 채집 유물과 샘플 상황 묘술 등을 기
록한다. 때로는 퇴적 단위간, 퇴적 단위와 유구 단위간 및 유구 단위간의 층위 관계를 도형의 형식으로
표현한 퇴적 혹은 유구 단위 관계 ‘계락도’를 그리기도 한다.

2) 실측 기록

발굴 현장의 실측 기록은 측량도, 실측도를 통해 각 유구의 공간 위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기록하
는 것이다. 실측 기록은 전체 평·단면도,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
각 유구 평·단면(측면)도를 포함한다. 단면도의 단면선과 측면도의 시각은 평면도에 표시하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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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치시킨다.
발굴 구역 전체 평·단면도는 전체 발굴 구역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상을 1:50 혹은 1:100의 축척
으로 그린다.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는 각 그리드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상을 1:20 혹은 1:50의 축척으로 그린다. 유구 평·단면(측면)도는 각 유구의 형상과 구조적 특
징을 1:10 혹은 1:20의 축척으로 그린다. 주거지 내의 부뚜막과 주혈 등 기능이 다른 유구의 평·단면
도를 그리고, 유구가 중복된 경우는 합쳐서 평·단면도를 그린다.
평면도는 2개 이상 측점의 3D 좌표를 표시하고, 고도 변화가 있는 곳은 고도치를 표기한다. 단면(측
면)도는 고정치를 표기하되, 평면도에 단면 혹 측면도의 위치를 표시한다. 모든 도면은 도면명, 도면
번호, 축척, 실측 방식, 실측자, 심사자, 실측 일자, 방향 등을 기록한다. 발굴 과정 중 발굴 대상의 판
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실측하되, 원도는 남긴다. 실측시 좌표를 측정할 때는 고정밀 GPS 수신
기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고, 실측점의 좌표는 유적의 3D 좌표 계통을 따와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사진 1> 유물 수거 및 유구 실측(2차) 모습

유구의 실측은 주요하게 세 가지 실측 방식이 있는데, 현장 수기 실측과 사진 실측, 그리고 홀로그라
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이 있다. 홀로그라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은 전용 레이저 소묘 실측 기기와 컴
퓨터를 이용하여 유구의 외형 윤곽을 실측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석굴사원, 전실묘 등과 같이
외형 윤곽이 복잡한 유구에 주로 이용한다.

3) 영상 기록

영상 기록은 사진기, 영상기 등 영상 촬영 기재를 이용하여 발굴 과정과 유구 현상을 기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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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업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은 발굴 조사 전후 전경, 공작 인원 단체 사진, 발굴 단계별 현장 전
경, 각 그리드 발굴 과정, 중요 유구 발굴 과정, 중요 샘플 채취 과정 및 기타 중요 작업 장면 등 발굴
전반에 관한 영상 자료이다. 그러나 유구 영상 기록에는 유구 발굴 전후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유구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세밀히 반영하여야 하고, 특수 지점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최근에는 동
일 조건 하에서 일반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동일하게 촬영한다. 고고 발굴 구역은 반드시 전경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규모가 큰 유적은 소형 비행기, 기구 등을 이용해 촬영한다.
이와 같은 모든 영상 자료는 기록이 끝나면 등기표를 작성한다. ‘사진 등기표’는 사진유형, 필름번호,
필름권수, 사진번호, 사진내용, 촬영방향, 날씨, 촬영지수(속도,각도,초점 등), 사진기유형, 시간, 촬영
자를 기록한다. ‘동영상 등기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디지털 영상자료는 추후 컴퓨터에 분류 정
리한다.

Ⅲ. 발굴 자료 정리
1. 출토 유물 정리

발굴 작업에서 출토하여 수거한 유물은 실내 작업의 일환으로 세척, 복원 혹은 기타 필요한 기술 처
리를 취한다. 유물 관찰 시에는 기물의 제작, 사용(전용), 폐기와 매장 과정의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
록한다. 수량이 많고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은 재질, 색깔, 중량, 수량, 치수, 형상, 부위, 표면 문양과
흔적 등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측량하며, 분류 통계를 진행하여 기록표를 작성한다.
유물 표본은 퇴적 단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출토유물(표본) 번호 등기표’에 기록한다. 유물
표본은 각종 속성 관찰과 측량을 진행하여 유물 등기 카드에 기록한다. 대표적으로 토기 등기 카드에
는 유물번호, 출토지점, 유물명칭, 사진번호, 실측도면번호, 탁본번호, 크기(구경, 저경, 높이, 기벽두
께, 중량, 용량), 제작법(재료, 성형, 수리, 장식, 불의 세기와 시간, 소성 후 장식), 사용(사용흔, 수리
흔, 전용흔), 형식(형태, 장식, 문양의 형식분류), 검측, 보관지점, 표본장번호, 기록자, 심사자와 일자
등을 기록한다.
유물 표본은 실측도, 모사, 사진과 탁본 및 등기표를 유물 등기 카드에 부착한다. 유물 실측도는 가능
한 큰 축척을 채용하되, 통상 1:1, 1:2, 1:4를 택한다. 관찰 결과는 원 도면에 직접 묘사, 기록한다. 실측
도는 정면 투영 방법으로 그리고, 단면과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최근에는 촬영 실측, 3D 레이저 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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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현대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도면을 그릴 것을 제창하는 추세이다.
유물 촬영 시에는 비례척을 놓는다. 유물 표본은 일반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찍고, 필요시 세부 촬영
을 한다. 탁본은 유물 표본의 표면 혹은 내면의 문자, 문양, 부호, 제작흔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탁
본은 어느 부위를 한 것인지를 명기한다.

2. 출토 유물 분석

<야외 고고 공작 규정>에는 고고 자료에 대한 일정 기술의 요구에 따라 정리를 진행하고, 자료 보관
고를 건립하며, 지층학, 유형학 방법을 운용하여 고고 자료를 분석하고 유적의 상대 관계를 확인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에서 취득한 인류학 표본, 동식물 유존체, 환경 샘플, 유물 표본 등에
대해서는 분석과 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물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고고학적 방법은 단연코 유형학 원리에 근거하여 유
적 단위 상호 관계의 판단을 검증하는 것이다. 유물 분석은 유적 단위간의 관계 뿐 아니라 그 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굴자들은 출토된 모든 유물들을 철저히 분석
해야 한다. 유물 분석은 개별 유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서 시작되는데, 각 유물의 재질과 크기, 기형
등 일차적인 속성은 물론 제작 기법, 표면 처리, 장식 문양 등 부가적인 속성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유물 분석 자료를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여 발굴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유물 분석 결과에는 이 밖에도 채집 시료에 대한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등이 포함되어야만 보다 정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Ⅳ.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과 자료 관리
1. 발굴조사 보고

야외 발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 당국(성․자치구․직할시 등 지방
인민정부의 문물 행정 부서와 국무원 문물 행정 부서인 국가문물국)에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또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식 발굴 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정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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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연차적으로 발굴하는 대형 유적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보고서를 간행하기도 한다.
발굴조사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전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보고서에
수록되는 주요 내용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이전의 작업,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과 분기, 유적과 유물, 집필자의 인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발굴 대장이 책임지고 제시하는 집필자의 인식 부분에는 유적과 유물의 고찰을 통한 고고학적 해석이
담겨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 표출이 바로 발굴의 이유이자 고고학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다.
발굴조사 기관은 주기적인 발표와 공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진행하는 발굴 작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대중과 함께하는 고
고학이야말로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1)

2. 발굴 유물의 관리와 귀속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는 보고가 완료되고 최종 보관 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훼손과 유실
을 엄중히 예방하여야 하고, 어떠한 개인도 사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특히 실물 자료인 유물은 등기표
에 열거된 항목과 부합하여야 한다. 기타 기록 자료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발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인계하고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교접 수속을 이행하고, 서류에 기재한다.
출토 유물의 처리는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후, 발굴 기관이 제출한 방안에 대해 관할 행정 당국이 비
준한 다음 진행할 수 있다. 발굴에서 획득한 유물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문물보호법》
제34조에 의하면 발굴된 유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 혹은 국무원 문물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수장 문물 단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점유하여 보호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물 수장 기관은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설립한 유물 보관 기구로 수장고와
전문 인력, 기타 안전 시설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유 박물관 등은 출
토 유물을 진열 전시하고 충실히 연구할 책무도 있다.
한편 발굴 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후 6개월 이내에 박물관 등에 유물을 인계한 후 일부의
출토 유물과 표본을 남겨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즉 관계 당국의 비준을
얻어 발굴 기관이 출토 유물 소량을 연구 표본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발굴 기관이 보관하는
1) 우리나라에서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여 국공립 도서관이나 문화재 담당 기관,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배포
하는 것이 관례이나, 중국에서는 행정 보고 후 출판하여 판매,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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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문 보관 인력을 두고 유물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 보관 시설
과 표본실을 건립하여 유물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2)

3. 자료 관리와 보관

1) 수장고 관리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이나마 수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시 수장고는 적절한 유물 보존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을 지우
며, 완비된 관리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수장고에 출토 유물을 즉시 입고하여 유물 안전
을 확보해야 한다.

<사진 2> 발굴 현장 사무실 임시 수장고

출토 유물을 입고할 때는 ‘입고 등기표’를 작성하여 종류별로 잘 보관한다. 입고 시 철저히 인수인계
를 이행하고, 검사자는 등기표와 실물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임
시 수장고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수장고가 출토 유물의 보존 보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조건이 맞는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2) 발굴 기관이 표본 유물을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발굴 기관을 단순 조사 기관으로서
만이 아니라 전문 문물 연구 기구로 인정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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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자료 종합과 당안 보존

발굴이 완료되면 유구별 단위 자료와 그리드 자료, 발굴 구역 자료 등 발굴 현장에서 작성된 기록을
종합해서 심사를 거친 후 당안 보존고에 보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완전한 자료 당안을 만들고, “유
구 단위 – 그리드 – 발굴 구역 – 연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자료고를 만든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전자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각 문자, 영상과 실측 기
록을 통일되게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유효한 연결 체계를 만든다. 또한 각 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요구에 부합토록 하여, 관리, 검색, 찾기, 데이터 확충과 업그레이드를
편리하게 한다.

Ⅴ. 결론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고고학 연구의 기초이며,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 수단이다. 발굴조사는 유적의
입지와 범위,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지만, 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반드
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고 그때부
터 발굴조사에 대한 관리 작업도 이루어졌는데, 특히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을 시행
하여 고고 유적의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과학적 요구에 부합하는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야외 고고 작업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발굴 현장에서 작성되는 고고 기록은 고고학 연구와 문화유산 보호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그 기록은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전면적이고 계통적이어야 한다. 발굴조사 기록은 문자, 실측
도, 촬영 등 세 가지 형식으로 하되, 각각의 통일된 기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3년 이내에 발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유적의 자연 지리 환경, 역사 연혁, 이전의 작
업, 발굴 작업 경과와 발굴 방법, 문화 퇴적과 분기, 유적과 유물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집필자의 인
식, 유관 전문 기술 분석 보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굴된 유물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물 행정 부서 혹은 국무원 문물 행정 부서에서 지정한
국유 박물관과 도서관, 또는 기타 국유 수장 문물 단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발굴 기관은 발굴조사
현장에서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 동안 유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고서를 발간한 후 6개월 이내에 박물관 등에 유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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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문헌 기록을 이용하는 데에는 얼마든 그 자료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굴한 유적은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 발굴이 끝나면 유
적은 사라지고 출토된 유물과 관련 기록만이 남는다. 그래서 발굴자의 기록이 더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발굴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과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 기록한 메모가 사료와 같은 원초적인 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유구와 유물의 발견 위치, 층위, 중복 관계 등을 비롯한 기록은 발굴자뿐만 아니라
다른 고고학자들에게도 관련 유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발굴 상황을 사실대
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는 일이야말로 현장 고고학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발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술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유적을 파괴하는 대신 얻어낸 최종 결과
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굴된 사실을 통해 과거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고 당시 문화를 복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발굴 유적에 대한 고찰과 해석이 담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굴 보고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어려워 연구자들에게만 공유될 뿐 일반인들이 이
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발간하는 것 외
에 현 시점에서는 발굴된 사실과 연구를 통해 밝혀낸 내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할 필요도 고민해야 한다. 잡지나 신문 같은 출판물이나 TV, 인터넷 같은 매체 등을 이용하여 대
중들이 발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대중과의 만남을 지
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고고학자들의 활동이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대중들
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다. 과거의 유적과 유물은 고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
에 발굴조사 과정과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물과 연구 내용을 일반 대중과 공유
하는 것 또한 고고학자들의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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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Ⅰ. 야외 작업 기술 요점
(1) 유적 측량

1. 유적 측량은 유적의 환경 지리 특징이 반영된 지형도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지형도에는 등고선,
수계, 교통망, 지모(地貌)와 토질, 식생, 기타 표지성 지형지물, 지리명칭 주기 등이 들어가야 한다.
2. 지형도는 유적의 미세 지형 특징과 해당 지역의 인문, 자연 경관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형도의 축
척은 1:10000보다 작으면 안 된다.
3. 유적 측량에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3D 측량 좌표 시스템을 건립해야 하고, 영구적인 측량 통제점을
설정해야 한다. 대형 유적의 경우 여러 곳에 측량 통제점을 설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유적 각 구역의 측량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4. 지형도 작성 시에는 측량 통제점 자료, 대축척 지형도, 항공 및 위성 사진 등 여러 종류의 기존 자
료들을 충분히 이용하여야 하는데, 단, 유적 3D 측량 좌표 시스템 건립과 연관되어야 한다. 지형도
는 서로 동일한 좌표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고, 항공 사진과 위성 사진도 반드시 정확히 교
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5. 유적 측량은 반드시 고고 문물 보호 작업의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적당한 구역 구분을 실시해야
한다.
6. 유적 측량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측양법》의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정밀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고고 조사(생략)

3) 중국《야외 고고 작업 규정》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관련 조항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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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고 발굴

1. 그리드(트렌치) 발굴
(1) 발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유적의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유적의 구역 구분은 그리드 일
련 번호로 하고, 세 자리 숫자의 출현은 피하며, 매 구역은 400×400m로 한다.
(2) 그리드(트렌치)는 야외 발굴의 기본 공작 단위로 야외 발굴 중 문화 퇴적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
여 다른 크기의 그리드(트렌치)를 선택한다. 보통 그리드의 규격은 1×1m, 5×5m, 10×10m의 여
러 종류가 있다.
1×1m는 그리드는 구석기 유적 혹은 신석기 유적의 석기 가공장 등 특수한 유적의 발굴에 이용된
다. 일반적으로 작은 수평층의 방법으로 발굴한다.
5×5m 그리드는 유적 발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이다.
10×10m 그리드는 궁전 건축이나 무덤 등과 같이 퇴적 현상이 단순하거나 규모가 큰 유적 발굴에
이용된다.
(3) 그리드(트렌치)는 보통 정방향을 취하고, 3D 실측 좌표 계통과 일치시킨다. 지형이 좁은 강가나
하천가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지세에 따라 그리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4) 그리드의 일련 번호와 유적의 구역 구분과 3D 실측 좌표 계통이 관건이 되는데, 번호 방식은 간
단 명료하고 찾기 쉽게 한다. 번호는 “T＋남북향 번호＋동서향 번호” 혹은 “유적 구역 구분 번호
＋T＋그리드 번호(남북향＋동서향)”의 일련 번호를 따른다. 에를 들면 “TS08W06” “ⅢT7274”.
(5) 그리드 발굴 과정 중 동변과 북변 각 1m 너비의 둑과 그리드 동북부에 1×1m의 토층 기둥을 남겨
둔다. 둑과 기둥은 그리드 내 지층 퇴적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효과적인데, 변화 상황을 제 때에
둑 단면에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둑과 기둥이 지층과 유적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단면도를 그린 후에 제거할 수 있다.
(6) 탐색트렌치는 탐색그리드의 특수한 형식이다. 트렌치 발굴의 주요한 목적은 유적의 퇴적 지층 관
계를 해부하여 관찰하는 데 있고, 작업 방법은 그리드를 참조할 수 있다. 트렌치의 깊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하되, 계단의 너비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지층 퇴적 발굴
(1) 퇴적 단위와 유적 단위는 고고 발굴 중 관찰, 발굴, 기록 작업의 양대 핵심 개념이다.
퇴적 단위는 발굴 현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최소 퇴적으로, 야외 고고 작업 중 문화 퇴적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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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최소 단위이며, 일개 퇴적 단위는 한 장의 발굴 기록표를 작성한다.
유적 단위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퇴적 단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완전한 기능 단위이다.
(2) 그리드와 유적 단위 부호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병음 첫 자의 발음을 대문자로 표시한다 ; T- 그리
드, H- 수혈, F- 주거지, M- 무덤, G- 도랑, J- 우물, L- 도로, Y- 가마, 예를 들면 H1①은 수혈 H1의
퇴적토 제①층이라는 표시이다.
(3) 서로 다른 퇴적 단위간의 선후 관계의 판단은 평·단면을 결합한 방법을 취하되, 우선 관계가 분
명한 퇴적 단위부터 착수한다.
(4) 중요한 유적 단위는 제 때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을 보고 현장 보존 방법을 취
하거나 또는 해체하여 실험실로 옮겨서 발굴하거나 보존한다.

Ⅱ. 채집 및 표본 채취 요점
(1) 요구

1. 중요 유구는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보존이 곤란할 때에는 전체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흔적을 채집할 때에는 사람의 손과 발이나 공구의 흔적이 남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채집 시에는 전체 혹은 부분 절개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최대한 완전성을 유
지해야 한다.
2. 유물 채집은 연구 수요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야 하되, 반드시
채집 방법의 계통성, 적합성, 유효성을 보증해야 한다.
(1) 계통성 : 유물 채집과 샘플 채취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적합성 : 어쩔 수 없이 유적 내 각종 자료를 전부 채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적 발굴의 목적에
따라 채집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3) 유효성 : 채집 방법은 규범을 따라야 하고, 채집 종류, 샘플 수량과 크기는 작업의 필요를 만족시
켜야 한다.
3. 유물은 퇴적 단위에 따라 고르게 채집, 샘플 채취, 번호 부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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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장품, 주거지 혹은 저장혈 내 유물, 인류와 동물 유해 등은 실측, 영상 기록, 번호 부여 후 수거한다.
5. 모든 채집품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채집품의 종류, 지질, 소속 단위, 채집 방법, 채집자와 채
집 일시 등을 분명히 써야 한다.

(2) 종류

1. 인공 유물
인공 유물은 석옥기, 골각기, 도자기, 목칠기, 금속기 등과 같이 인류가 제조, 가공 혹은 사용한 물품이
다. 유물의 원료,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 생산된 미완성품, 버려진 재료, 남겨진 물건 등의 유물도 주의해
서 채집해야 한다.

2. 자연 유물
유적 내 인류 활동을 상세히 해석할 수 있는 관련 동식물(인류 유해 포함), 광물 등
(1) 인류 유해 및 기타 인류학 표본
(2) 육상과 수상 동물류, 곤충, 기생충 포함
(3) 식물류 및 식규석, 화분, 포자, 미식물 등
(4) 토양, 소토, 침적물 표본

(3) 방법

1. 전부 채집
전부 채집은 문화 퇴적층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을 채집하는 것이다. 여건이 허락되면 중요 퇴적 단위
의 토양은 분석용 샘플 외에는 전부 체질하여 각 종류의 유물을 수집하여야 한다.

2. 표본 추출 채집
표본 추출 채집은 전부 채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분으로써 전체를 인식하기 위해 채용하는 채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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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계통(연속) 표본 추출, 목적 표본 추출 등을 포함한다.
(1) 무작위 표본 추출 : “간단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는데, 무작위성 원칙으로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표본 추출 방법이다. 매 표본은 독립적이고 등확휼적으로 추출
채취하여야 한다.
(2) 계통(연속) 표본 추출 : “등거리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전체를 평균하여 몇 개의 부분으
로 나눈 후 미리 선정한 원칙에 따라 매 부분에서 1개체씩을 추출 채취하여 필요한 표본을 획득하
는 방법이다.
계통(연속) 표본 추출은 매 표본이 추출 채취될 가능성이 같다는 동일하다는 점을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체 개체 수가 많은 경우에 유용하고, 동시에 조작이 간단하며, 오류를 낼 가능성이
작고, 널리 응용할 수 있으나, 단, 사용 과정 중 계통의 오차를 낼 가능성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목적 표본 추출 : “판단 표본 추출”이라고도 하는데, 전문가 혹은 연구 인원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
여 선택할 표본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해를 한 연후에 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채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아울
러 전형적인 방법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
목적 표본 추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상황에 적용한다.
① 탐색성 연구로 정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거나 전부를 채집할 기초를 닦기 위한 설계를 위해 진행한다.
② 전체 범위가 작아서 지극히 소수의 표본 추출만 가능한 경우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시에중요하거
나 혹은 대표성을 지닌 것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한다.

(4) 기술

1. 직접 채취
유물의 채집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중요 유물은 채집 전에 공간 위치(3d 좌표), 매장 상태 등 정보를
기록한 후 번호를 부여하고 채취한다. 기물 안에 포함된 물질은 주의하여 남겨 둔다.

2. 체질
체질법은 체를 사용하여 토양 샘플 중의 유물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주로 개체가 작은 유물을 골라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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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데 사용한다. 동일 유적의 체질 작업에 사용하는 체는 망의 규격을 통일해야 하는데, 보통 0.8㎜
× 0.8㎜ ~ 1㎜ × 1㎜ 망의 체를 사용한다. 체질법은 건체질법과 습체질법으로 구분된다.

3. 수선(水選)
수선법은 “부선법(浮選法)”이라고도 하는데, 물의 비중 원리를 이용하여 유적 문화층 내의 샘플을 골라
서 채취하는 방법이다. 경선법(輕選法)과 중선법(重選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4. 주상단면 채집
주상단면 채집은 한 지층 단면 상에서 연속성 있는 샘플을 채집하는 방법이다.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반
드시 지층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하고, 층위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서 위로 채집하고,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5) 채집 및 표본 채취 기술 방법 예

1. 동물 골격 채집
다른 유형과 개체의 동물 골격은 아래 방법으로 채취한다.
(1) 완전한 동물 골격은 필요시 전체를 채취
(2) 부분적인 포유동물, 조류, 어류 등의 파쇄 골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체질로 전부 채취
(3) 부분적인 곤충, 어류, 연체동물, 조류, 소형 포유동물 등의 파쇄 골격은 표본을 추출하여 토양 샘
플을 채취하고, 물에 씻어서 식물 유존체를 채취할 때에는 重選 수집하며, 또는 작은 단위의 체를
이용하여 직접 체질을 진행한다.

2. 식물 유존체 채집
(1) 목탄, 과실, 종자류와 같이 큰 식물 유존체는 충분한 양의 토양 샘플을 표본 추출하여 부선법을
실시한 후에 경선법으로 표본을 채취하고, 그늘에서 말린 후 실험실로 보내 감정한다.
(2) 식물규산체, 화분, 규조류와 같은 미식물 유존체는 충분한 양의 토양 샘플을 표본 추출하여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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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나 주상단면법을 이용하여 토양 샘플을 채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밀봉 포
장 후 실험실로 보내 진일보한 방식으로 채취할 수 있다.
(3) 화분, 식물규산체 토양 샘플과 같이 오염되기 쉬운 미식물 유존체를 채집할 때에는 신선한 지층
단면 또는 지층 퇴적 내에서 깨끗한 공구를 사용하여 채집한다. 한 단위의 채집을 완료한 다음에
는 반드시 채집 공구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른 단위를 채집하여야 한다. 채집한 샘플은 즉시 밀
봉 포장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가급적 농작물이 개화하는 계절이나 큰 바람이 불 때는 샘플
채취를 피해야 한다. 마땅히 샘플을 채취할 때의 환경과 기후를 기록해야 한다.

3. 토양, 소토, 침적물 샘플 채집
(1) 소토는 포본 추출 채집 방법으로 직접 채취한다.
(2) 토양과 침적물은 주상단면법으로 채취한다.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신선한 지층 단면에서 채집한
다. 샘플의 토양 구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샘플 채집은 오염을 피하고 단단한 포장으로 견
고함을 더하며, 겉 포장에는 샘플의 단면상의 방향과 서열 등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 샘플의 토양
구조가 운송 과정 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4.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샘플 채취
(1) 층위 관계가 명확한 퇴적 단위를 골라 필요한 샘플을 채취한다.
(2) 퇴적 서열에 따라 연속성 있는(계열) 샘플을 채취한다. 연속성 있는(계열) 샘플이란 하나의 연속
퇴적층에서 퇴적 단위에 따라 채집한 샘플을 가리킨다. 만약 한 지점의 연속 퇴적이 전체 유적의
퇴적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점에서 몇 개의 연속성 있는 샘플을 채집한다.
(3) 한 퇴적 단위에서 가급적 많은 샘플을 채취하되, 목탄, 종자, 골격 등 다른 유형의 연대 측정 샘플
을 채집할 때에는 최대한 샘플 자체의 연령 오차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동일 퇴적 단위에서 채집한 샘플은 완전한 종자, 골격, 목재, 가죽 등과 같이 완전성을 보증해야
한다. 다른 개체의 샘플을 혼합 채집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
(5) 채집 샘플의 고고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동일 퇴적 단위의 매 샘플의 공간 위치에 주의해야 한다.
(6) 샘플 채취 수량
인공 유물을 전부 채집하는 것 외에 각 류의 자연 유존은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필요한 최
소한의 토양 샘플을 참고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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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록 요점
(1) 기본 요구

1. 야외 고고 기록은 야외 고고 작업 과정과 작업 대상에 대한 묘사와 기술로서 고고학 연구와 문화 유
산 보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야외 고고 기록은 객관적이고, 진실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야외 고고 기록의 즉시성을 보증해야 하는데, 당일 작업이 종료되거나 매 야외 공작이 완성되면 가
능한 신속하게 기록을 완성해야 한다.

(2) 문자 기록 요점

1. 작업 일지
(1) 작업 일지는 야외 고고 작업 과정을 기술한다. 고고 작업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상응하는 작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상세하게 풀어 쓰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내용은 표 등 기타 문자 기록 형식
으로 작업 일지에 기입한다.
(2) 작업 일지는 조사 일지, 현장 총 일지와 그리드 일지 등이 포함된다.
① 조사 일지
야외 고고 조사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다. 일자, 날씨, 조사 구역의 자연과 인문 환경, 지표 식생,
조사 인원 구성과 직무 분담, 작업 진행 상황, 중요 유구 현상의 발견 상황, 유물 수집 상황, 기록
상황, 공구 사용 상황, 초보적 인식, 기록자, 기록 시간 등이 포함된다.
② 현장 총 일지
야외 고고 발굴 현장의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기록한다. 고고 대장이 작성한다. 일자, 날씨, 고고
작업 인원 조성, 공구 사용 상황, 각 그리드 작업 진도, 유구 현상 발굴 상황, 유물 채집 상황, 각
기록 완성 상황, 다음 작업 계획, 기록자, 기록 시간 등이 포함된다.
③ 그리드 일기
야외 고고 발굴 중 각 그리드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다. 매 그리드를 독자적으로 기록한다. 일자,
날씨, 발굴자, 공구 사용 상황, 그리드 발굴 진도, 층위 관계와 유구 현상의 판단, 퇴적 단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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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의 발굴 상황, 중요 유구 유물의 시의도, 각 기록의 완성 상황, 기록자, 기록 시간 등이 포
함된다.

2. 기록표
(1) 작업 기록표와 작업 등기표가 포함된다. 작업 기록표에는 구역계통조사기록표, 유적조사기록표,
고고조사단면관찰기록표, 시추기록표, 발굴기록표, 묘장발굴기록표, 샘플채취기록표 등이 표함
된다. 작업 등기표에는 유구번호등기표, 실측등기표, 영상등기표 입고등기표, 출토유물(표본)번
호등기표 등이 포함된다.
(2) 작업기록표의 내용과 요구
① 구역계통조사기록표
매 조사 성원이 작성. 조사 설계 구획 기입. 유적 명칭과 유적 번호, 구획 번호, 구획 크기, 3D 지
리좌표, 지표 식생 및 기타 지장물, 날씨 상황, 지표 유구 유물 노출 상황, 유물 채집 방법 및 수
량, 기록자, 기록 일자와 시간, 심사자, 심사 시간 등 포함
② 유적조사기록표
매 유적은 각각의 유적조사기록표를 갖는다. 유적 명칭, 번호, 지도번호, 소속 행정구역, 위치(지
리 좌표, 해발고도, 부근 수계 명칭과 거리, 하천면 고도 등), 지모와 환경(지형, 지모, 상대 고도,
수계, 토양, 식생, 동물, 기후, 자원, 도로 등), 이전 작업 상황, 유적 퇴적 상황(유적 면적, 유적 유
형, 문화층 깊이, 문화층 두께, 노출 유구 현상 상황, 문화 함의, 보존 상황 등), 문화 성질과 연대,
단면 관찰 상황, 표본 채집 상황, 유적 평가 및 작업 건의, 조사 인원, 조사 일자 등이 포함된다.
③ 고고조사단면관찰기록표
구역 계통 조사와 유적 조사 둥 노출된 유구 현상 단면 관찰 기록이다. 매 단면 관찰 지점마다 각
각의 기록표를 갖는다. 유적 명칭, 유적 번호, 일자, 날씨, 단면 서술(번호, 길이, 깊이, 방향과 경
사도), 관찰 지점 서술(번호, 너비, 깊이, 위치), 노출 퇴적 혹은 유구 단위의 층위 관계, 퇴적 혹
유구 단위 서술(유형, 번호, 퇴적 서술, 유구 현상 서술), 유물 채집 상황, 도면번호, 사진번호, 기
록자, 기록 일자, 심사자, 심사일자 등을 적는다.
고고조사단면관찰기록표와 구역계통조사기록표, 유적조사기록표를 배합 사용할 때는 번호를
통일시킨다.
④ 시추기록표
유적 조사 과정 중 시추 기록표로서 매 시추공마다 하나의 기록표를 갖는다. 유적 명칭, 시추구
역, 시추공 번호, 위치(3D 좌표), 퇴적 깊이와 두께 및 서술(시추 각 층의 토색, 토질, 치밀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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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질, 포함물, 채집 유물), 시추자, 기록자, 시추 일자, 심사자 및 의견 등을 적는다.
⑤ 발굴 기록표
발굴 기록표는 야외 고고 발굴 중 퇴적 단위의 표격을 기록한 것이다. 유적 명칭, 작업 단위, 그
리드 번호, 유구 단위 번호, 퇴적 단위 번호,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영상 번호, 지층 관계 서술(발
굴 퇴적 단위와 직접 중복되거나 파괴된 각 퇴적 단위간의 관계), 퇴적 특징 서술(퇴적 깊이, 두
께와 경사도 등), 퇴적 서술(토질, 토색, 치밀도, 퇴적 형상, 포함물, 보존 상황, 퇴적 성질, 발굴
방식), 형상 서술(평면, 단면 형상, 구경, 저경, 깊이, 벽면 등 주요 기록), 유물 채집 상황, 시의도,
기록자, 기록 일자, 심사자, 심사 일자 등이 포함된다.
⑥ 샘플 채취 기록표
야외 발굴 과정 중 자연 유물 샘플 등의 채집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기록표의 형식이 다양한데,
유형에 따라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샘플 유형, 샘플 번호, 유적 명칭, 토양 샘플이 포함된 퇴적
단위 토양 총량의 백분비, 샘플 규격, 채취 방식, 샘플 무게, 채취 공구, 채취 시 날씨 상황, 샘플
포장 방식, 오염 상황, 유관 문화 퇴적의 배경 설명, 채취 목적, 샘플 발송 지점과 책임자. 도면번
호, 사진번호, 영상번호, 채취자 와 채취시간 등을 적는다. 샘플이 소재한 퇴적 단위의 공간 위치
및 퇴적 단위간의 층위 관계는 시의도 형식으로 설명을 부가한다.
(3) 작업 기록 표의 기록 내용 예시
① 퇴적 단위의 서술
1) 토색 : 깊이, 색조, 주색
2) 토질 : 점토, 분사토, 세사토, 조사토, 역석
3) 치밀도 : 성금, 비교적 성금, 비교적 치밀, 치밀
4) 퇴적 형상 : 수평상, 파상(坡狀), 파상(波狀), 볼록거울상, 오목거울상, 기타
5) 포함물 : 비율, 입자 크기와 고른 정도, 둥근 정도와 파쇄 정도 등
② 유구 단위 형상 서술
1) 평면 형상 :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 조형(條形), 불규칙형 등
2) 어깨선 : 명확, 비교적 명확, 불명확
3) 단면 형상 : 송곳형, 통형, 주머니형, 호형(弧形) / 첨저, 원저, 평저 등 벽부와 저부 묘술
4) 벽면 : 가공 흔적 유무, 경사도, 매끈한 정도
5) 저부 : 명확, 비교적 명확, 불명확
6) 저면 : 가공 흔적 유무, 매끈한 정도
7) 기타 : 주혈이 있으면 경사각과 방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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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구단위종합기록표
(1) 한 유구 단위는 통상 여러 개의 퇴적 단위로 조성된다. 매 퇴적 단위는 한 장의 발굴기록표로 채
운다. 한 유구 단위를 발굴한 다음에는 모든 퇴적 단위 기록 자료를 종합 보고한다.
(2) 유구단위종합기록표는 발굴 과정과 방법의 기술, 연대와 성질의 판단, 구성 유구 단위의 각 퇴적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기타 유구 단위간 층위 관계 묘술, 퇴적 종합 서술, 유구 단위 형제, 채집
유물과 샘플 상황 묘술 등을 포괄한다.

4. 퇴적 혹은 유구 단위 관계 “계락도”
“계락도”는 도형의 형식을 이용해서 퇴적 단위간, 퇴적 단위와 유구 단위간 및 유구 단위간의 층위 관
계를 표현한 것이다.

(3) 발굴 구역 실측 기록 요점

1. 발굴 구역 실측 기록은 측량, 실측도를 통해 각 유구의 공간 위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2. 발굴 구역 실측 기록은 전체 평·단면도,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
각 유구 평·단면(측면)도를 포함한다. 단면도의 단면선과 측면도의 시각은 평면도에 표시하고 비
율을 일치시킨다.
(1) 발굴 구역 전체 평·단면도는 전체 발굴 구역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상을 1:50 혹은 1:100의
축척으로 그린다.
(2) 그리드의 총 평면도, 4벽 단면도, 각 층 유구 노출 평면도는 각 그리드 내의 지층 퇴적과 유구 현
상을 1:20 혹은 1:50의 축척으로 그린다.
(3) 유구 평·단면(측면)도는 각 유구의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1:10 혹은 1:20의 축척으로 그린다. 주
거지 내의 부뚜막과 주혈 등 기능이 다른 유구의 평·단면도를 그리고, 유구가 중복된 경우는 합
쳐서 평·단면도를 그린다.
3. 실측도의 요소
(1) 평면도는 2개 이상 측점의 3D 좌표를 표시하고, 고도 변화가 있는 곳은 고도치를 표기한다. 단면
(측면)도는 고정치를 표기하되, 평면도에 단면 혹 측면도의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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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도면은 도면명, 도면번호, 축척, 실측 방식, 실측자, 심사자, 실측 일자, 방향 등을 기록한다.
(3) 발굴 과정 중 발굴 대상의 판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실측하되, 원도는 남긴다.
4. 전자 전참의(全站儀) 또는 고정밀 GPS 수신기와 같은 고정밀 실측 기기를 이용한다. 실측점의 좌표
는 유적의 3D 좌표 계통을 따온다.
5. 모든 유구 실측점 좌표는 기록표에 상세히 기록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6. 유구의 실측은 주요하게 세 가지 실측 방식이 있다.
(1) 현장 수기 실측
① 현장 수기 실측은 기기 측량과 수기 실측도를 결합한 기록 방식이다.
② 측량점은 원시 수치로서 변경할 수 없으며, 그들을 선으로 연결할 때에는 측점을 남기고, 실측
도면에 과도한 수식을 제한한다.
(2) 사진 실측
① 사진 측량 방식을 이용한 유구 실측으로 윤곽이 복잡한 유구, 예를 들면 인류와 동물의 골격, 출
토 유물이 풍부한 무덤, 석기 제작장 같은 유구에 적용한다.
② 촬영 시 양호한 실측점의 위치와 수량을 선택한다. 사진기의 촬영 위치, 각도, 렌즈 곡률 등을 참
고하여 도상 교정을 한다. 실측점의 위치와 좌표를 원도에 표시한다.
③ 렌즈 곡률이 작은 사진기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④ 교정 후의 사진을 축소한 후 손으로 그리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벡터 묘사한다.
(3) 홀로그라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
홀로그라피 3D 레이저 소묘 실측은 전용 레이저 소묘 실측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유구
의 외형 윤곽을 실측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석굴사원, 전실묘 등과 같이 외형 윤곽이 복잡
한 유구에 이용한다.
7. 그리드 발굴이 끝난 후, 자세한 대조 검토, 각 도면 자료(유구도와 그리드도 포함)를 종합하여 실측
등기표에 상세기 기록한다.

(4) 영상 기록 요점

영상 기록은 사진기, 영상기 등 영상 촬영 기재를 이용하여 조사, 발굴 과정과 유구 현상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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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다.

1. 작업 과정 영상 기록
발굴 조사 전후 전경, 작업 인원 단체 사진, 발굴 단계별 현장 전경, 각 그리드 발굴 과정, 중요 유구 발
굴 과정, 중요 샘플 채취 과정 및 기타 중요 작업 장면 등 영상 자료를 포한한다.

2. 유구 영상 기록
유구 발굴 전후의 다른 각도 촬영 영상 자료, 유구 형상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여야 하고, 특수 지점
을 촬영 기록한다.
(1) 동일 조건 하에서 사진, 디지털 사진을 동일하게 촬영한다.
(2) 고고 발굴 구역은 반드시 전경 사진을 찍는다. 규모가 큰 유적은 소형 비행기, 기구 등을 이용해
촬영한다.
(3) 모든 영상 자료는 기록이 끝나면 등기표를 작성한다. 사진등기표는 사진유형, 필름번호, 필름권
수, 사진번호, 사진내용, 촬영방향, 날씨, 촬영지수(속도,각도,초점 등), 사진기유형, 시간, 촬영자
를 기록한다. 촬상등기표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 디지털 영상자료는 컴퓨터에 분류 정리한다.

Ⅳ. 수장고 관리 요점
(1) 수장고 관리

1. 임시 수장고는 유물 보존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을 지우며, 완비된 관리 제도
를 확립해야 한다. 출토 유물은 제 때에 입고하여 유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출토 유물 입고는 입고등기표를 작성하여 종류별로 잘 보관한다. 입고시 인수인계를 이행하고, 검
사 확인 서명은 실물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3. 임시 수장고가 출토 유물의 보존 보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조건이 맞는 곳으로 옮겨 보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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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 자료 종합과 당안 보존

1. 기록 자료 종합은 고고 발굴 현장의 종류별 기록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유구별 단위 자료와 그리드
자료, 발굴 구역 자료 종합을 포함한다.
2. 모든 기록 자료는 종합 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3. 모든 기록 자료 종합이 끝나면 당안 보존고에 입고한다. 유구 단위 자료 종합은 그리드 정리 존당에
의거하고, 그리드 자료 종합은 발굴 구역 정리 존당에 의거하고, 발굴 구역 자료 종합은 발굴 연도
정리 존당에 의거한다.

Ⅴ. 자료 정리 요점
(1) 정리 복원

1. 재질이 다른 특징에 근거하여 유물의 세척, 복원 혹은 기타 필요한 기술 처리를 취한다. 유물 관찰
시 기물의 제작, 사용(전용), 폐기와 매장 과정의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한다.
2. 수량이 많고 복원이 불가능한 유물은 재질, 색깔, 중량, 수량, 치수, 형상, 부위, 표면 문양과 흔적 등
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측량하며, 분류 통계를 진행하여 기록표를 작성한다.
3. 유물 표본은 퇴적 단위에 따라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출토유물(표본)번호등기표에 기록한다. 일련
번호는 유물의 불명확한 곳에 표기한다.
4. 유물 표본은 각종 속성 관찰과 측량을 진행하여 유물등기카드에 기록한다. 토기등기카드에는 유물
번호, 출토지점, 유물명칭, 사진번호, 실측도면번호, 탁본번호, 크기(구경, 저경, 높이, 기벽두께, 중
량, 용량), 제작법(재료, 성형, 수리, 장식, 불의 세기와 시간, 소성 후 장식), 사용(사용흔, 수리흔,
전용흔), 형식(형태, 장식, 문양의 형식분류), 검측, 보관지점, 표본장번호, 기록자, 심사자와 일자
등을 기록한다.
5. 유물 표본은 실측도, 모사, 사진과 탁본 및 등기표를 유물등기카드에 부착한다.
실측도는 가능한 큰 축척을 채용하되, 통상 1:1, 1:2, 1:4를 택한다. 관찰 결과는 원 도면에 직접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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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록한다. 실측도는 정면 투영 방법으로 그리고, 단면과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구체적인 도회
방법은 상관 규범을 따른다.
촬영 실측, 3D 레이저 소묘, 수치 모델링 등 현대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것을 제창한다.
유물 표본 촬영 시 비례척을 놓는다. 유물 표본은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찍고, 필요시 세부 촬영을
한다.
탁본은 유물 표본의 표면 혹은 내면의 문자, 문양, 부호, 제작흔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탁본은
어느 부위를 한 것인지 명기한다.

(2) 표본 입고

표본은 유구 단위 – 그리드 – 발굴 구역 – 연도 순으로 분류하여 입고한다.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유물
은 적절히 보존한다.

(3) 샘플 송검

샘플을 보내기 전에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검측 후에 목록에 따라 검측 결과를 받고,
잔여 샘플을 회수한다.

(4) 자료고 건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자료고
유구 단위에 따라 모든 야외 발굴 기록과 자료 정리 기록을 종합하고, 완전한 자료 당안을 만들고, “유
구 단위 – 그리드 – 발굴 구역 – 연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자료고를 만든다.

2. 전자데이터베이스 서버
전자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야외 공작의 각 문자, 영상과 실측 기록에 기초한다. 그 중 기록표는 데이테
베이스 서버의 주체가 된다. 기타 문자, 실측도와 영상 기록을 통일되게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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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유효한 링크를 만든다. 각 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요구에 부합토록 하여,
관리, 검색, 찾기, 데이터 확충과 업그레이드를 편리하게 한다.
각 고고 항목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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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정식 보고서를 간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표 및 표본, 시굴조사 약식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전국에서
매년 셀 수도 없이 많은 보고서들이 간행되고 있고,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의 자료실은 이로 인해 보고
서 홍수를 맞는다. 그 홍수 속에서 필자도 ‘좋은 보고서’를 내놓는 일에 늘 고민한다.
발굴조사 보고서는 조사현장의 상황과 조사내용을 종합해 읽는 이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
는 가장 1차적이고 공식적인 매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적(유구)과 유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
하게 전달하는 매체가 보고서이고, 보고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구와
유물도면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한에 맞춰 보고서를
발간하는 일 자체에 치중하다보니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보고서 사례를 중심으로 유구와 유물도면의 작성과 편집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절대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주어진 유구와 유물을 보고서의
발간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조금이나마 향상
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Ⅱ. 도면의 작성
1. 유구도면의 작성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보고서 작성자(집필자)라 하더라도 조사현장에서 얻어낸 정보
가 충분치 않다면 유구도면은 평면도와 입 ․ 단면도, 토층도로 구성된 그저 형식적인 도면이 되고, 유
물도면은 외곽선과 단면으로 구성된 단순 평 ․ 단면도가 될 뿐이다. 따라서 충실한 조사과정과 출토유
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유구나 유물의 성격에 맞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유구의 성격과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처음 접하는 유구에 대해서는 조사(계획)단계부터
관련 서적이나 논문, 보고서 등을 참고한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석
기~고려 ․ 조선시대 수혈건물지(2012), 건물지(2010), 목관묘(2010), 탄요(2010), 분묘(2011), 경작유
구(2011), 기와가마(2011), 취사난방시설(2012), 자기가마(2012), 고려 ․ 조선시대 분묘유적(201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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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유적(2013) 조사법 등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유구의 구조와 축조방식 등에 근거한 조사방법
을 공유하고 있다1).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을 참고해 조사과정에서 유구도면을 작성하며 유구의 특성
을 감안해 입 ․ 단면도를 작성한다. 각각의 유구도면 작성상의 주안점을 여기서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
지만, 유구의 축조방식 등 몇 가지 특징들을 감안하면 비교적 충실한 유구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표 1> 유구 축조방식에 따른 유구의 분류
축조방식
구지표 자체가 유구인 경우

구지표를 굴착해 축조한 경우

구지표상에 축조한 경우

유구종류
유물노출면(한데유적)
수혈주거지, 굴립주유구, 구상유구, 수혈유구,
매장주체부를 지하에 둔 분묘(석곽 ․ 석관묘, 토광묘 등)
굴착을 요하는 각종 생산유구((반)지하식 토 ․ 도 ․ 자기 ․ 기
와 가마, 논 ․ 밭 등)

시대
선사(구석기 ․ 신석기)

선사~역사시대

건물지(초석 및 적심, 대벽), 성곽(성벽)
매장주체부를 지상에 둔 분묘(탁자식 지석묘)
굴착하지 않고 구지표에 시설한 생산유구

역사시대

먼저 구지표2) 자체가 유구인 경우에는 일정 간격의 그리드를 설치한 후 도면상에 유물의 위치를 표
시해 유물의 빈도를 표시한다. 주로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굴 칸마다 층위별로 작성하며, 강변이나
해안, 능선사면 등에 위치하는 신석기시대 한데유적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유적 내 구지표에 노출된
유물의 빈도나 불 맞은 석재, 유기물의 분포범위를 표시함으로써 유구도면을 대체한다.
다음으로 구지표를 굴착해 수혈의 형태로 축조한 경우이며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축조되는
방식이다. 선사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수혈주거지와 각종 수혈형태의 시설들을 비롯해 매장주체부
가 지하에 있는 분묘와 토 ․ 도 ․ 자기 및 기와의 가마, 논 ․ 밭유구 등의 생산유구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
축조한다. 이 경우 유구도면에는 수직적인 굴착범위, 굴착흔 유무, 굴착면과 사용면의 처리방식(보강 ․
다짐 등)과 같은 축조방식 뿐만 아니라 개보수 흔적이나 폐기유형 등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유구도면에 이러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트렌치 등의 절개 및 토층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정보들을 다시 세부사진과 비교해 평면도와 토층도, 입단
1)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홈페이지(http://www.kaah.kr/) 자료실 교육교재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여기서 다루는 구지표는 해당 유구를 축조한 시점 즉, 층위상으로는 해당 시기의 문화층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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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에 꼼꼼히 기록한다. 예를 들어, 석재를 쌓아 축조하는 석곽(관)묘 도면에는 관 또는 곽의 축조방
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단벽에 대한 입면도를 제시하고, 목관묘는 평면도와 토층도에 목관
의 범위와 보강방식 등을 표시한다. (반)지하식의 가마 도면에는 바닥의 경사와 단 유무, 분염주 설치
유무 등 바닥면의 형태와 요 천장과 잔존하는 벽면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단면도를 작성
한다.
마지막으로 구지표상에 축조한 유구의 경우이며, 초석이나 적심의 형태로 노출되는 건물지가 대표
적이다. 건물지의 경우 동일한 구지표상에 노출된 초석 또는 적심열을 구분해 건물지의 규모나 좌향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기초를 축조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절개조사와 연계된 적심과 축대
의 입단면도를 수록해야 한다. 또한 구지표상에 축조하더라도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성토하거나 다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토층도면을 수록해야 한다.
유구도면은 기본적으로 평면도와 입단면도, 토층도로 구성한다. 기본이라 함은 어떠한 성격의 유구
라도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도면이 갖추어져야 유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필요할 경우 유구 내부시설에 대한 세부 평면도나 입단면도, 토층도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다
(도면 1).

<도면 1> 유구도면구성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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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1차 도면작업(실측도면의 수정과 보완 / 입단면도 작성)
현장에서 작성한 유구의 실측도면은 되도록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야 하지만, 구제발굴의 특성상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조사 시 세부사진을 꼼꼼히
촬영하고 기록해 현장조사 공백기나 조사완료 직후에라도 정리된 세부사진과 기록을 참고로 도면을
우선 수정할 것을 권한다.

<도면 2> 1차 유구도면작업의 예 - 화천 거례리유적 3구간(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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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도면은 평면도와 토층도를 먼저 수정한 후 측정된 레벨값을 근거로 입단면도를 작성해야 정확
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3). 입단면도는 유구 내 단면표시선을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방향의 특징 즉,
바닥면의 고도차, 내부시설의 깊이와 단면형태 등을 2차원으로 표시하는 유구도면의 중요한 구성요소
이다. 수혈주거지의 입단면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유구에 대한 다수의 레벨값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단면표시선을 기준으로 단면도를 작성한 후 양측 어깨선을 연결하는 방식의 형식적인 입단면도를 작
성하는 사례가 아직 많아 현장조사 시 유구실측과정에 반드시 입단면도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레벨값
을 측정, 기록해야 한다.
토층도의 주기도 유적 전체의 문화층이나 유구확인층 등 전반적인 층위양상과 다른 유구의 내부퇴
적양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4). 바닥면 보강토나 다짐토, 굴착면을 명확히
하고, 내부층위가 복잡할 경우에는 바닥면을 별도로 표시해 두꺼운 선으로 제도할 수 있도록 한다. 유
물선별과 목록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평면도상에 실측된 유물의 최종번호를 표시해 둔다5).
위에 제시한 도면 2는 화천 거례리유적의 유구실측도면이다. 당시 실측 담당자는 조사원과 의논 후
세부사진을 참고해 평면도와 토층도를 수정, 보완한 후 입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이 때 야장에 기록했
던 유구 또는 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실측도면에 함께 표기하였다.
대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구도면을 제도한 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에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에 거치게 되면 완성도 높은 도면을 완성할 수 있으며 특히 유구
가 많은 보고서 작성 시 도면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유구기술, 출토유물의 맥락을 종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1차 도면작업에 다소 시간은 소요되지만, 이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면 2차 도면 작성
(제도) 후 수정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절감된다.

⑵ 2차 도면작업(제도작업)
2차 도면작업은 제도작업이다. 최근에는 유구의 제도는 캐드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도
면으로 제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차 도면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도면 담당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마무리된 도면을 함께 검토해 2차 도면작업에 앞서 유구도면의 개별 축소비율을 결정6)하고 각각 작업
할 도면을 배분한다.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유구는 축소비율이
3) 조사과정에서 실측한 평면도와 토층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입단면도 역시 정확할 수 없다.
4) 현장조사자와 보고서작업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원도면의 수정과 기초도면의 작성과정에는 현장조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5) 토기1,2,3,.., 석기 1,2,3... 등 원도면에 임시로 표기했던 유물번호를 보고서 수록 유물번호와 일치시킨다.
6) 최근에는 캐드나 일러스트프로그램으로 전자도면화하면서 일단 선작업을 마친 후 축소비율을 결정하기도 한다.

197

발굴보고서 작성의 이해

너무 크지 않도록 유의하고 작은 유구에 큰 유구와 동일한 축소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단, 비슷
한 규모의 유구는 동일한 축소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보고서상의 유구도면을 인용할 경우 접지도면은
스캔이나 복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형유구를 제외한 유구는 되도록 판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비
율을 고려한다.
이 때 제도 선의 굵기, 단면 및 토층표시선의 굵기와 길이, 삽입될 글씨체, 글씨크기(폰트), 범례, 특
수효과(색조, 음영도 등)을 통일7)된 안을 적용해 제도할 수 있도록 한다(도면 3). 조사기관마다 차이
는 있지만 유구의 바닥면과 벽면, 어깨선은 다른 선들과 구분되도록 적어도 2pt 이상의 굵기 차이를
두는 것이 좋고, 단면 및 토층표시선 등 반드시 삽입되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한다.

<도면 3> 2차 유구도면작업의 기준안 –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작업 배포
(한국문화재재단 2017)

7) 기관마다 도면작업 시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한다. 손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을
결정한 후 동일한 굵기의 펜으로 제도해야 일률적인 선 굵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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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도면의 작성

유물도면의 작성은 크게 유구도면과 동일한 맥락에서 유물의 실측-제도(전자도면)과정으로 구분된
다. 실내에서 작업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한정적인 유구 원도면의 작성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양
질의 도면을 작성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다. 유물실측에 대해서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유
물실측의 이해’라는 강의(2013, 2016~2017)를 여러 차례 강의하고 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8). 유
물실측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유물의 실측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물을
실측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유물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실측한다면 보고서를 보는
이로 하여금 도면만으로도 유물의 제작방식과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도면 4).

<도면 4> 유물실측도면의 예
8)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실측과정을 간단히 다루므로, 실측과정과 제도과정을 세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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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유물실측도면의 예

실측에 앞서 최종 작성된 유물목록은 도면의 편집과 유물기술을 고려해 재질별로 먼저 구분한 후 잔
존상태에 따라 구분한다. 토기류와 석기류를 예로 들면 「완형토기((심발형-호형)-파편」의 순으로,
파편은 다시 「구연-동체-저부」의 순으로 작성하며, 석기류는 「석검(창)-석촉-석부-석착-석도-지석방추차/어망추류-연석-작업대-기타」의 기능 순으로 작성한다. 이외의 유물에 대해서는 논저들을 참
고해 분류순서를 정한다.
목록을 작성한 후, 유물원고작성과 실측 담당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실측 전에 수록유물들을 함께
기종별로 관찰하며 기종에 따른 실측방식을 제안하거나 제작방법(정면흔, 제작흔 등) 등 서로 관찰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권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유물도면에 유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간혹 보고서에서 보이는 유물기술과 도면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없다. 유
물도면은 평면도와 종 ․ 횡단면도로 구성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평면도(측면도)와 단면도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전개도(펼친 그림)를 그리듯이 실측하는 구석기 도면
을 참고한다. 유구도면과 마찬가지로 실측도면이 완성된 후에는 보고서 집필 책임자 또는 도면담당
책임자가 유물과 대조해 수정하고 통일시킬 부분이 있다면 보완한다.
전통적인 유물도면의 작성은 실측 후 펜을 이용한 제도(트레이싱)과정을 거친다. 동일한 보고서 내
에서 동일한 선 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상에 수록되는 축소비율을 적용해 실측도면을 축소
한 후 트레이싱한다. 축소비율은 보통 토 ․ 도 ․ 자기류 1/3 축소, 석기 및 철기류(토제품 포함) 1/2 축
소, 기와류 1/4 이상 축소비율을 적용한다. 유물 중 소형 파편은 예외로 두어 1/2 축소하고, 소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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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유물은 일대일로 수록하기도 한다. 반대로 대형유물은 1/3 이상의 축소비율을 예외로 적용하며 이
처럼 예외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 편집도면과 캡션에 반드시 별도의 축소비율과 축척을 표시한다. 따
라서 펜을 이용해 제도할 때에는 스캔을 받아 50% 축소하는 대지편집을 대비해 토 ․ 도 ․ 자기류
2/3(67%) , 석기 및 철기류(토제품 포함) 일대일(100%), 기와류 50% 이상으로 축소한 후 동일한 선굵
기 기준을 적용해 제도한다.
제도를 마친 후에는 세부문양이나 흔적들을 탁본한 도면을 붙인다9). 와전류는 전 ․ 후 ․ 측면을 모두
탁본해 단면도와 함께 배치하지만, 도 ․ 토기류는 일부만을 탁본해 추가한다. 일부 문양이나 내박자흔
을 생략하고 탁본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신석기시대 토기나 인화문토기 등 문양이 있는 토 ․ 도기류
의 경우 시문구의 특징이나 시문방식 등은 탁본에 표현되지 않으므로 실측도면과 함께 배치하거나 실
측도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한다(도면 5 ․ 6).

<도면 5> 낙랑(계) 토기(분형토기-완형토기-단경호)의 제작방식 표현의 예

9) 도면 편집과정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한 도면을 완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유물도면 작성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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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실측으로 탁본을 대체한 경우(위)와 탁본 스캔방식이 적절치 않은 경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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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 후 원본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 보고서 내에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사기
를 이용해 농도를 조절한 탁본을 일정부분 오려내 제도한 도면에 붙인다. 전자도면을 만들 때에는 농
도를 조절한 탁본을 스캔해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린 도면에 붙이는데, 스캔은 반드시 회색음영(면)이
아닌 흑백2계조(점) 모드로 받아야 한다(도면 6). 최근에는 3D스캔도면으로 탁본을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농도를 조절하고 편집이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회색음영(면) 모드로 스캔
한 탁본도면과 동일한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캐드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도면을 작성한다. 초기에는 세부적인 표현이 불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세부표현방식이 다양화되고 있고 수정이 용이
하며 편집과 보관이 편리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표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도면 7> 전자도면 작업 시 선굵기 및 표현 기준(안)

<도면 8> 전자도면 작업 시 선굵기 및 표현 기준(한국문화재재단 2017)

203

발굴보고서 작성의 이해

그러나 적용기준은 일률적이여야 하며, 전자도면이 점을 찍어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초의 실측(원도면)이 세밀하지 않다면 제도과정에서 실측도면을 그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도면
7 ․ 8). 때문에 회전판을 이용해 제작하는 도기류나 자기류의 경우 실측시 평 ․ 단면도 외곽선에 변곡점
내지 중요한 부분을 선과 기호(측점)를 이용해 반드시 표시하고 설명을 부가해 전자도면에 명확히 반
영되도록 해야 한다. 석기류는 잔손질한 부분이 세밀하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는 도면을 축소하지 않은 원도면 상태에서 제도해 도면을 만든 후에 축소하는 편이 낫다. 반
대로 석기 내부에 제작흔(특히 고타 ․ 마연흔) 표현에 치중하다보면 완성된 후에 선과 점이 뭉쳐 식별
이 불가능한 도면이 되기 때문에 축소된 상태를 고려해 표현한다. 최근에는 토 ․ 도기류의 소성흔이나
자비흔, 내외면 슬립의 범위와, 도 ․ 자기류의 문양 등을 음영이나 색조로 표시하기도 한다. 유물의 세
부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유물도면을 축소해 인용하는 경우에
는 도면의 색조나 음영이 지나치게 진해질 수 있다. 또한 인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두께 0.1pt 미만의
선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Ⅲ. 도면의 편집
유구 ․ 유물도면의 편집은 유구와 유물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종 완성된 도면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과정이다.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마다 일정한 기준이나 방향이 있겠지만, 보고서
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점이나 개별 작업을 끝낸 유구 ․ 유물도면의 크기, 종류 등 고려해야 할 사항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할 수 있으므로, 편집 담당자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1. 유구도면의 편집10)

개별유구의 제도가 끝나고 난 후에는 유구별로 제도가 완료된 평면도와 입단면도, 토층도를 적절히
배치한다. 전자도면(일러스트 도면)은 보고서 판형(일반적으로 160×220㎜(A4)판)을 기준으로 평면도
를 먼저 배치하고, 안내선을 이용해 입단면도와 토층도를 명확한 위치에 배치한다. 이 때 토층도와 종
․ 횡 입단면도가 서로 맞물리지 않도록 배치하되 도면마다 여백이 허락하는 경우가 모두 다르므로 반
드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토층도 도면과 주기의 간격은 되도록 유지하고, 기준이
되는 해발기준선은 10㎝ 간격의 선으로, 해발고도는 50㎝ 간격으로 표시함으로써 동일 보고서 내에서
통일성11)을 갖추도록 한다. 1차 도면작업에서 출토유물의 번호표시를 뒤로 미뤘다면 편집에서는 유
10) 유구도면의 전자편집은 유물도면에 비해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여기서는 전자편집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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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목록을 참고해 최종유물번호를 표시한다(도면 9).
마지막으로 방위표와 축척(스케일), 도면 내에 표시된 음영이나 색조에 대한 범례 등을 삽입한다. 유
구도면에 사용된 효과들은 모든 유구도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범례를 삽입하는데, 효
과에 여러 색상을 사용할 경우 보기 어려운 도면이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구분 가능한 흑백음영을 투
명도(%)를 달리해 사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분담해 편집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조사원 내지 집필책임자가 모든 도
면을 체크해 유구기술 완료 전 또는 최종편집 전까지 적어도 세 차례 정도 수정한다. 현장조사원은 되
도록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구도면과 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조사기관 내에서 출판사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고서 원고-도면-사진을
편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된 도면(캐드 및 일러스트 도면)을 JPG(TIFF)파일 등 한글 프로그램에
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로 변환해 한글 프로그램에서 대략적인 전체편집이 가능하다. 이는 유물도면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면 9>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구도면의 전자편집 – 춘천 천전리 64-11번지 내 유적
(소규모 발굴조사) 유구도면(2017년 작업)
11) 도면 제도 시에 기준안을 마련해 통일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나은 방향의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여
지를 두어 기준에 너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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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도면의 편집

유물도면의 편집은 개별 유물도면을 유구별로 모아 편집한다. 펜으로 제도한 도면은 A4판형을 2배
확대한 트레이싱 페이퍼나 흰색 모조지에 직접 배치하며(도면 10), 전자도면은 유구도면과 동일한 방
식으로 저장된 그림파일을 불러와 캐드나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배치한다(도면 11 ․ 12). 대지편집은
편집자가 완성된 도면을 동시에 펼쳐서 직접 분류한 후 여러 방식으로 배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편집 내내 제도된 도면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기관별로 해마다 증가하는 편집본의 보관문제
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파일로 보관이 가능한 전자편집이 편리하다. 펜으로 제도했다 하더라도 고해상
도의 그림파일로 스캔 받아 편집할 수 있다.
유구도면도 마찬가지지만 유물도면의 편집에도 편집자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여
럿이 편집을 진행할 때에는 편집기준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 유적 발굴보고서의 발
간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물도면의 편집은 개별유물간의 간격을 넓게
두고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물편집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되도록 출토유물을 유구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자료의 효과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고서의 발간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재질별, 잔존상태별로 구분한 유물목록의 순서를 되도록 따르며 동일 재질유물일 경우 기종이
나 기형에 따라 구분해 편집한다. 동일 기종이나 기형일 경우에는 완형과 파편부분별로 구분한다. 이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유물들은 도면의 상단에 배치한다. 도면을 상하로 이분할 경우 상단의 좌측에
크기가 작은 유물을 배치했다면 하단 좌측에는 큰 유물을 배치해 전반적인 균형을 맞춘다. 만약 작은
유물이라 하더라도 동일 계열의 유물이 여러 점이 라면 위치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함께 군집으로
편집해 유물의 출토맥락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다른 재질의 유물을 한 도면 안에 편집하더라도 토기(도기 ․ 자기)류-석기류-철기류의 순서를 구분하
는 원칙은 지킨다. 이 구분에 따라 축소비율이 다르므로 유물들을 순서없이 섞어 배치하면 비율이 다
른 축척을 여러 개 삽입해야 해서 번거롭고 혼란스럽다. 토기류 중 석기류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토제
품들은 비슷한 위치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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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유물도면의 대지편집 예 – 평창 후평리 ․ 방림리 ․ 주진리유적(2017)

<도면 11> 유물도면의 전자편집 예(1)- 동일 재질유물의 기종 ․ 기형별 배치(춘천 고성리 도요지)

만약 편집된 유구도면의 크기가 작고 출토유물의 수량도 적다면 같은 도면에 함께 배치하는 것도 효
율적이다(도면 13). 유물의 배치가 최종 결정되면 적절한 위치에 유물번호, 스케일, 색조나 음영에 대
한 범례, 캡션 등을 삽입한다. 이 때 캡션에는 유물의 스케일을 별도로 표기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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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유물도면의 전자편집 예(2)- 다른 재질유물의 배치(춘천 천전리 64-11번지유적)

<도면 13> 유구 ․ 유물도면의 전자편집 예(3)- 유구도면과 함께 편집(춘천 신매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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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유물도면의 효율적인 편집만으로도 출토된 유물의 종류는 물론 세부기형이나 문양의 조합,
제작과정과 도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유물도면을 작성할 때 조사
자 및 실측자, 편집자가 함께 유물에 대한 사전검토 하기를 권하는 이유도 유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효과적으로 최종 편집도면에 담기 위해서이며, 유물에 대한 일종의 스토리텔링으로 보아도 좋다.
이렇게 완성된 유구 ․ 유물도면파일은 출판사에 넘기기 전에 보고서 원고와 함께 편집해 출판사에서
보고서집필자(편집담당자)의 의견이나 편집방향이 반영되도록 한다(도면 14). 이 과정에서 한글 프로
그램이 아닌 전문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집방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도면 14> 한글 프로그램에서의 최종편집

Ⅳ. 맺는말
이제까지 실제 보고서의 사례를 들어 유구와 유물도면의 작성과 편집과정들을 살펴보았지만 도면의
작성과 편집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해당 유적을 최초로 보고하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접하
는 이로 하여금 유구와 유물의 제 속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을 작성하고 편집하는데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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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유구와 유물도면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된 결과
를 반영하는 것이니 만큼 그만큼 현장조사자와 도면 담당자의 협업은 물론,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도면 등의 현장조사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보고서 집필진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학술자료로서 유구 ․ 유물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보고서마다 통일성을 갖
춰 편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매우 고되고 경직된 작업으로
여기지만, 보고서 발간의 기본목적인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간
후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보고서 집필
진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기관마다 발간 보고서들을 함께 검토해 의견을 나누고, 도면
과 편집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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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자연과학적 방법은 내부의 형상과 형태의 관찰부터 원소의 정성·정량적
분석이나 화합물·동위체 분석까지 다양한 조사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중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비롯하여 연륜연대법(Dendrochronology), 고고지자기연대측정
법(Archeomagnetic Dating), 광루미네센스연대측정법(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 OSL), 피션
트랙연대측정법(Fission-track Dating)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탄소14연대측정법은 1976·77년 미국
과 캐나다에서 가속기질량분석을 이용한 미량원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1), 1980년대부터 실
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속기질량분석은 영문 표기인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의 이니셜인
AMS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AMS의 특장점은 종래의 베타선계수법(β-counting Method)에 비해
고정밀 측정이 가능해졌고, 측정에 필요한 탄소의 양이 1㎎ 정도(순수한 탄소의 양)이며, 측정시간도
한 시료에 수 분에서 수십 분으로 짧기 때문에 수십 개의 시료를 짧은 시간 내에 측정 가능하다. 오래
된 시료일수록 방출되는 베타선이 적어지기 때문에 5만년전 이상의 시료도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 이
로 인해 특히 고고학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대상이 광범위해졌다. 측정장치는 자동화 되었고, 민
간의 측정시설도 증가하고 있어 고고학에서도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주류는 AMS를 이용한 방법이
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탄소14연대측정법이란 AMS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의미한다.
본 강의에서는 연대측정법에 관한 개론적 내용은 지양하고, 유적조사에서 탄소14연대측정법을 활용
함에 있어 시료의 선정과 채취, 보고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고서 작성 시의 유의
사항과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탄소14연대측정법2)에 대한 신뢰도 문제
탄소14연대측정법은 시료의 탄소14농도를 측정하여 연대를 구하는 방법으로 탄소가 포함된 목탄,
토기부착탄화물, 칠, 직물, 탄화곡물, 뼈 등 유기물을 기원으로 하는 다양한 유물이 측정 대상이 된다.
한국고고학에서는 전 시대에 걸쳐 목탄이 압도적으로 많은 측정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시료의 보

1) 1977년에 캐나다의 맥마스터대학과 미국의 로체스터대학의 탄뎀가속기를 이용한 가속기질량분석법에 의해 처음으
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행해졌다(Nelson et al. 1977; Bennett et al. 1977).
2) 탄소14연대측정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도1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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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환경에서 기인한다. 근년에는 탄소14연대측정법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다양한 유물이 시료의 대상
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구제발굴조사, 해당 보고서를 통해
탄소14연대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고고유적 관련 탄소14연대가 1만 6천 건을 훌쩍 넘은 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고 있다3). 양적으로만 본다면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에 속한다. 그러나 탄소14연대의 일
반적인 활용도를 차치하고, 과연 측정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명확히 제시되었는가라고 한다면 냉정
히 평가할 때 미진한 면이 많다. 이는 자연스레 탄소14연대의 선택적 이용과 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졌
고, 여전히 고고학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탄소14연대의 치명적 약점으로 손꼽히는 고목효과(Old wood effect)와 해양리저버효과(Marine
reservoir effect)는 사실상 탄소14연대의 역연대 판정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탄소14연대에 대한 신
빙성을 떨어뜨리는 대명사로 오용되어 왔다. 전자는 고고자료에서 수목의 벌채연대와 유구나 유물의
폐기연대와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해양 기원 생물의 탄소14연대가 동시대의 대기 중 탄소
만을 흡입한 생물보다 이르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자 모두 측정된 시료의 특성에 기인하
는 것이지 탄소14연대측정법과 그 결과와는 무관하다.
기존의 연대관과 어긋나는 측정치 중 특히 목탄의 탄소14연대가 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 흔히 고목
효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주거지 건축에 사용된 목재는 주혈의 크기나 잔존
목심 자료로 보아 50~100년 이상의 연륜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100년도 넘어
가는 이상치를 고목효과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창희 2016). 최근에는 선사시대의 목재와 종자
시료의 탄소14연대 비교 실험을 통해 고목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역사시대의 경우에도 그 영향
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황재훈·김장석 외 2016).
해양리저버효과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할 만한 시료가 우리나라의 유적조사에서 확인되는
자료에서는 탄소14연대측정용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어패류 유물
은 주로 패총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패총에서는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동물뼈가 출토되는 사
례가 많고, 패총이라는 보존환경으로 인해 그 외의 유기질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함께
출토된 유물 중 더 양호한 자료로부터 시료를 샘플링하면 된다. 다만, 토기 내부에 남아 있는 음식물
기원의 부착물은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100%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과의 분석에 신
중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 측정을 통해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또한 패각을 이용한 탄소14연대측정 결과는 비교 측정을 통해 이상치로 볼 수 있는 경험적
사례가 많아 시료로 이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3) 이 중 약 1/3정도가 청동기시대의 탄소14연대인 것을 보더라도 시료의 보존 환경이 결정적이다. 즉 주거 유구가 많
은 취락유적에서는 화재주거지를 비롯하여 노지와 관련된 인위적 행위(취사, 난방 등)로 인해 목탄이 검출되는 사례
가 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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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료를 분할하여 서로 다른 측정기관에 의뢰하였는데 탄소14연대는 왜 다른가? 같은 유구에
서 출토된 복수의 시료를 같은 측정기관에 의뢰하였는데 탄소14연대는 왜 다른가? 때때로 나타나는
이상치의 존재는 여전히 탄소14연대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탄소14연대가 유구의 중복관
계와 역전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물음은 탄
소14연대와 보정연대에 대한 몰이해와 기존의 고고학적 연대관과 충돌하는 탄소14연대에 대한 불신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수의 탄소14연대가 다른 이유와 이상치 발생 원인에 대한 고고학자의 고민은
상존하지 않았다. 즉, 과연 동일한 시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일 유구 출토 복수 시료가 무엇인지, 이
상치로 측정된 시료의 출토정황은 어떠하였는지 면밀한 검토 없이 분석이 행해졌다. 시료채취부터 전
처리, 오퍼레이터, AMS의 조작까지 여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구와 시료의 동시성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측정결과
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한 주거지 상면(床面)에서 집적(集積) 출토된 탄화미의
측정기관별 비교와 목탄의 임의 분리 및 상이한 출토 위치 시료의 측정기관별 비교는 천양지차의 결
과가 나올 수 있다. 발굴조사자의 샘플링과 시료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사성탄소국제비교(International Radiocarbon Inter-comparison)사업에서는 연륜연대가 결정되어
있는 목편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시료를 참가한 실험실 및 측정기관에 배포하여 그 결과를 가속기질량
분석국제회의를 통해 비교·보고하고 있다. 블라인드테스트를 원칙으로 하여 전처리, 오퍼레이터, 측
정 시점 등 다양한 비교테스트를 통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측정치의 양적인 축적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한국고
고학에서의 탄소14연대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고고학자는 유물의 상대편년을 통해 인간의 한 세대 간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
지만, 탄소14연대는 오차폭(적어도 ±30~±50)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근년에
는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올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15~±20 수준의 측정오차에 도달했다.
보정곡선의 형태에 따라 보정연대 및 역연대의 추정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역사시대에
서도 탄소14연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신라·가야토기의 분기별 편년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요컨대, 이상한 측정치의 문제는 탄소14연대의 신빙성 논란의 소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상·복
수측정치를 조정원칙을 세워 취사선택하거나 통계학적 처리를 통해 선별, 틀린 연대를 판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김장석 2012; 황재훈·양혜민 2015; 이창희 2016)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분석 결과의 활용 이전에 가장 기초적인 컨텍스트가 될 수 있는 보고서의 게재 내
용에서 비롯된다. 이상치에 대한 여과와 해석은 보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한다. 본 교육의 전체 주제와도 관련이 깊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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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_일러스트로 배우는 탄소14연대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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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어느 연대측정법이든 측정결과의 활용 가치는 시료의 선정에서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탄소14연대측정법의 경우 단순히 유기질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연대측정을 해서
는 곤란하다. 공반유물을 중시하는 한국고고학에서 동시성에 하자가 있는 시료는 무용지물이다. 엄밀
하게 조사된 유적의 층위관계와 유구의 중복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토층의 순서에 따
라 복수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측정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탄소14연대의 시간순서 검증에도 탁월하
며, 대체적으로 지층의 누중순서와 측정결과는 정합적이다(이창희 2010; 2014).
전술하였듯이 복수로 채취된 시료를 크로스체크라는 미명하에 고민 없이 여기저기의 측정기관에 의
뢰해서는 안 된다. 층위를 이용한 샘플링이나 동일 유구·유적의 시료는 대체로 동일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크로스체크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AMS장치의 동일 타겟(target wheel)에서 측
정함으로써 동일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대상 시료는 미국국립표준국(NIST)에서 제공
된 표준시료와 백그라운드 시료의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적어도 동일 타겟 복수 시료의 탄
소14연대측정 결과는 정확한 연대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역연대 변환은 차치하더라도
탄소14연대의 중심치 비교는 매우 유용하다.
유적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다종다양하다. 이 중 탄소14연대측정이 가능한 자료는 주로 유기물
을 기원으로 하는 유물이다. 탄소14연대측정법은 탄소시료의 탄소14농도를 측정하여 연대를 구하는
방법이므로 탄소가 포함된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 그 중 한국의 유적발굴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확
인되는 사례가 많고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목재
출토 정황이야 다양하겠지만, 저습지와 유사한 보존환경이 아니고서야 부식, 탄화되지 않은 목재가
그대로 남아 있기란 어렵다. 따라서 목탄(charcoal)이 시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의 선사시대 유적은 생활유적이 많으므로 주거시설 등의 부재나 취사, 난방 등에 사용되는 연료가 불
에 의해 타고 남은 목탄이 많다. 실제 발굴조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목기를 비롯하여 건축
이나 매장시설에 사용된 기둥, 판재 등이 생목의 상태로 양호하게 잔존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
은 시료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목재시료가 출토된 유구, 그 유구에서 공반 출토된 유물, 층위 등의 연
대를 알기 위함이 측정의 목적이지만, 엄밀히 말해 이용된 목재의 벌채연대를 추구하는 측정이다. 한
편, 목재는 각종 기물의 자루로 출토되는 경우도 있는데, 철부와 같은 금속유물에 남아 있는 목질은 금
속의 부식과정에서 수착되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료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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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種子)
생활유적에서는 쌀이나 잡곡과 같은 곡물을 비롯하여 도토리, 호두와 같은 견과류, 복숭아씨, 오이씨
와 같은 과채류(果菜類)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주거지에서 탄화곡물이 출토되거나 분묘의 부장토
기 안에서 복숭아씨 등이 출토되는 등 출토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종자 시료는 대체로 단년생
식물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연륜이 많은 목재나 연륜 파악이 어려운 목탄보다 더 좋은 시료로 볼 수
있다. 즉, 측정된 연대는 종자의 생몰연대를 의미한다.

3. 칠(漆)
주로 칠기에 도포된 칠도막편을 시료로 이용한다. 칠기의 원료가 되는 수액은 채취 시기가 한정적이
고 장기 보존이 어려워 칠의 연대는 도포 시점, 즉 칠기의 제작연대를 의미한다. 단년생 식물과 마찬가
지로 볼 수 있다. 또한 열과 산성에 강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고, 전처리나 그라파이트
(graphite) 과정에서 양질의 순수한 탄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출토양상이 정확하다면 이상치로
측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4. 토기부착탄화물
토기의 내면에는 각종 식료에서 기인하는 탄착물이, 외면에는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토기의 사용기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토기형식의 역연대를 추정하는데 유리하다. 이 외에도 토기 속의
식료나 액체가 끓어 넘쳐 부착된 탄화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토기의 기형에 따라 부착되어 있는
부위가 다르지만, 대체로 구연부나 경부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취사 방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탄화물이 모두 식료나 취사와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주거지에서 출토된 다량의 목탄이 토기 위에 수착되면, 마치 토기부착탄
화물처럼 오해할 수 있다. 만약 토기의 단면에 부착된 탄화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취사 행위와 상
관없는 목탄의 수착으로 봐야 한다.
토기부착탄화물은 유물의 세척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업 과정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발굴현장에서 조사자의 관심이 중요하며, 후보가 될 수 있는 유물은 세
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세척으로 인해 소실된 경우에도 세심한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사례
도 많다. 예를 들어 타날이 베풀어진 토기의 외면에는 각종 타날문의 요철 속에 탄착물이 박혀 있어
세척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탄착물을 긁어모으면 탄소14연대측정에 충분한 시료의
양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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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골
인골은 주로 무덤에서 출토되는데, 콜라겐을 추출하여 탄소14연대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시료
들보다는 측정 사례가 적고, 콜라겐 추출 과정은 다른 대부분의 탄소14연대측정 전처리 과정처럼 보
편화된 매뉴얼이 측정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측정 경험치가 풍부한 안정적인 측정기관에 의뢰
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식료를 섭취하는 인간의 특성상 인골의 탄소14연대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자주 회자된다.
예를 들어 사천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에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이
창희·김헌석 2010), 일본의 홋카이도에서는 100~200년의 해양리저버효과 영향이 있다는 연구성과
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반 출토된 육상생물 기원의 시료를 함께 측정하여 비
교해 보는 방법이 있다.

6. 동물뼈
인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량이 많다. 분묘에서는 공헌제사에 의해 각종 기물 속에서 다양한 동물
뼈가 출토되기도 하며, 패총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뼈는 대
체로 잡식성과 초식성 동물의 것인데, 사슴과 멧돼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동물뼈 역시 콜라겐 추출을
통해 탄소14연대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식성의 사슴뼈는 해양리저버효과 영향이 없고, 멧돼지
는 잡식성이긴 하나 섭취하는 식료를 고려할 때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포유류 외에도 닭이나 꿩과 같은 조류나 어류의 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해양리저버효과를 감안할 때 어류의 뼈는 지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7. 초본류
짚이나 갈대 등의 초본류는 인간의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된다. 건축물의 지붕재, 엮어 만든 용기
류, 점토 속의 첨가제, 기물과 자루의 결박 등 다양한 형태로 잔존한다. 단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종자
와 같이 측정연대는 초본류의 생몰연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생몰 후 사용과 폐기로 바로 이어지는 종
자와는 달리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직물류, 지류(紙類), 활자판에 남은 먹흔, 거푸집에 남은 그을음 등 다양한 탄소시료
가 측정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시료의 특성을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측정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해
서도 생각해 볼 때이다. 이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시료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측정된 탄소14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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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제작, 사용, 폐기 과정을 고려하면, 대상 시료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된다. 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연대가 과연 무엇인지-목적-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책정할 수 있는 자연
과학적 분석비의 예산문제와도 관련 있다. 한 건의 탄소14연대측정 비용이 50~60만원을 상회하는 점
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적에서 목곽묘가 조사되었는데, 판재로 결구된 목곽이 잔존하고 있고, 목곽 안에서는 인
골과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유물로는 칠기와 각종 토기류가 부장되었는데, 토기 안에서는
복숭아씨와 개뼈 등이 출토되었다. 예산상의 문제로 한 건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시료
를 선정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분묘의 경우 그 축조연대를 추정하려고 한다. 황남대총과 같이 긴 축조
시간이 소요되는 초대형 분묘, 무령왕릉과 같이 추가장이 가능한 분묘, 수릉이나 빈장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묘의 축조연대는 피장자의 몰년과 폐기연대를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경우 복숭아씨를 선정할 것이다. 목곽으로 이용된 판재는 가공된 목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벌채연대를 알기 어렵다. 인골은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칠기는
전술한 제작의 특성을 고려하면 부장된 시점이 아닌 피장자의 생전 사용 기물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제
작연대와 부장연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개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1%
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면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복숭아씨라는 양
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다. 공헌물로 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과채류는 장기로 보존된
것이 부장될 수 없고, 적어도 그 해의 생몰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숭아씨의 생몰년은 부장된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분묘의 축조연대와 직결된다. 목곽으로 이용된 가공된 판재를 제외하면 대체로 우리
가 알고 싶어하는 삼국시대의 편년 연대폭(25~50년)의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상과 같은
사례를 든 이유는 측정결과의 적확한 활용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시료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Ⅳ. 시료를 어떻게 채취할 것인가
샘플링은 일종의 유물 파괴가 행해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AMS를 이용한 탄소14연대측정
법이 개발되면서 미량의 시료로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 유물에 큰 손상을 주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목탄으로 대표되는 목재가 대상시료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설
명한다.
건축부재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화재주거지의 경우 가공이 거의 행해지지 않은 환목(環木)이 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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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하면서 탄화된 경우가 있다. 연륜을 판독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수
피나 수피직하의 형성층 부분을 시료로 채취한다면 벌채연대를 알 수 있다. 주거지라면 기둥의 벌채
연대가 주거지의 축조연대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연륜을 확인할 수 있다면 탄소14연대 위글매치법
(wiggle matching)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연대를 구할 수 있다(강의에서 따로 설명). 수피나 형성층
이 남아 있지 않다면 가능한 한 변재부의 최외곽 연륜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벌채연대에 가깝다. 이러
한 목재가 출토된 경우 함께 출토된 목탄 파편들을 굳이 측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시료를 신뢰도를
높인다는 미명하에 섞어서 복수의 샘플을 무작위로 채취·의뢰하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다. 건축부재가 다량으로 남아 있는 화재주거지는 탄소14연대측정에 매우 양호한 조
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양호한 목재가 아닌 소량의 목탄편이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면 우선은 출토상황을 면밀
히 체크해야 한다. 당연, 상면(床面) 출토품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지와 유물, 그리고 시료의 동
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동일 유구의 복수 측정이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복수의 목탄편이 다른 나무, 혹은 원래의 생목에서 각각 다른 부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측
정결과에 작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계처리를 통해 구해진 단수의 탄소14연대를 이용
하면 좋다. 3건 이상의 동일유구 복수측정치가 있다면, 이상치가 발생한 경우에도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료 채취의 방법과 도구에 정답은 없다. 시료의 전처리 단계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이 제거되지만, 시
료를 채취할 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의 오염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채취한 시료를 휴지나 종이가 아니라 호일에 싸서 보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휴지나 종이에
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구 역시 소독을 반복하면서 녹이 슬지 않는 스텐레스제의 금속
류를 이용하는데, 커터나이프나 면도날 등 시료 종류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면 된다.
시료의 양은 대체로 전처리 후의 중량으로 5~10mg이 안정적인데, 출토 당시의 보존상태에 따라 차
이가 있다. 대체로 목탄덩어리의 경우 평면적으로 엄지손톱보다 적은 양으로 충분하다. 초본류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며, 종자의 경우 예를 들어 탄화미라면 하나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칠도막편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전처리 과정에서 시료의 손실이 적으므로 목탄보다도 적은 양으로 충분하다. 토기부
착탄화물은 채취 과정에서 토기표면의 태토가 혼입되므로, 전처리 과정에서 상당량 제거된다. 이를
감안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캡슐약에 든 가루 정도의 양이라면 안정적이다. 인골이나 동물뼈는 채취
후 분쇄를 거친 분말 상태의 시료를 이용해 콜라겐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
이 필요하다. 전용 글라인더를 이용한 커팅 작업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약간의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이상의 시료량은 수십 차례의 샘플링을 통한 경험적 적정량이므로 시료의 종류와
보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탄소14연대의 활용 가치를 생각할 때 시료 채취가 유물의 파괴라는 부
정적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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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보고 방법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의 일련의 작업에 대한 기록이다. 전장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우리가 알
고 싶어 하는 연대는 일차적으로 시료의 선정에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시료가 원형을 갖추고 있던
출토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혹여 발생한 탄소14연대의 이상치를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탄소
14연대를 이용한 연구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기초자료가 되는 보고서의 내용은
답보 상태이다. 시료의 선정부터 측정결과의 보고까지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보고서의 말미에 간단히 보고되는 탄소14연대는 의외로 그 기록이 매우 부실하다.

① 시료로 채취되기 이전 대상 자료의 출토 상태를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 측정에 이용된 시료가
어디서 출토된 것인지 평·단면적인 단순한 위치 기록조차 되고 있지 않다. 유구의 실측도면에 유물
의 위치를 표시하듯이 시료의 위치를 명기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바로 채취하는 경우와 수습된 후의 유물로부터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 양자 모두 채취
전후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래픽 작업을 통해 채취한 부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예를 들어 연
륜이 보이는 목탄의 경우 최외곽 연륜쪽을 채취할 것인데, 그 부위를 사진상에 표시해 둔다.
①은 보고서 상에서 조사 내용의 유구 파트에 도면과 본문에 기술해 두고, 부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분석결과 파트에서 다시 간단히 언급해 둔다. ②는 각 시료에 대한 사진을 분석결과 파트에 함께
게재한다.
③ 시료 및 결과 카드를 작성한다. 대체로 표로 작성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작성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중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

연번
a

시료
번호

기관
번호

출토
위치

b

c

d

중량

시료
탄소14연대
종류 전처리 전처리 탄소
14C BP
1σ (68.2%)
전
후 함유량
e
f
g
h
i
j

a. 복수의 측정결과를 구분하기 위한 단순한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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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샘플러, 혹은 의뢰자가 부여한 고유번호이다. 유적의 소재지나 유적명의 이니셜 및 숫자를 이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 측정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이다. 알파벳은 기관명을 뜻하고 숫자는 연번을 의미한다.
d. 시료가 출토된 유구 등의 위치를 기록한다. 표와는 별개로 ①에서 언급하였듯이 유구 내의 세부
위치도 따로 기술해야 한다. ex) ○호주거지 바닥, ○호구상유구 ○층
e. 목탄, 칠, 복숭아씨, 탄화미 등 시료의 종류를 기록한다. 목재나 식물의 경우, 동정이 행해졌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f. 샘플링한 시료의 전체 중량을 기록한다. 만약 샘플링한 시료의 일부를 측정 의뢰하고 일부는 남
겨두는 경우, 의뢰한 시료의 중량을 기록한다.
g. AAA(산/알카리/산)처리 등의 전처리가 끝난 후의 시료량을 기록한다.
h. 그라파이트 작업을 마친 후 AMS장치에 세팅되기 전의 순수한 탄소함유량, 혹은 CO2나 그라파이
트 회수율 등을 기록한다.
i. 측정기관에서 보고한 탄소14연대를 기록한다. 0000±00 14C BP
j. 측정기관에서 보고한 보정연대를 1표준편차(68.2%)의 확률로 기록한다.
000 cal BC-000 cal BC
k. 측정기관에서 보고한 보정연대를 2표준편차(95.4%)의 확률로 기록한다.
000 cal AD-000 cal AD
위와 같은 표는 측정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측정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서 기술
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현재의 측정기관 보고서는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한 편이다.
④ 시료의 전처리 방법과 과정을 기술한다. 시료가 많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방법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만 기술해 둔다.
⑤ 보정곡선과 함께 표시되는 보정연대의 확률밀도분포그래프를 삽입한다. ③의 표에서 보정연대는
이미 기록되었으며, 보정연대 환산 프로그램(OxCal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게재할 필요는
없다. 보정연대는 탄소14연대측정치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⑥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정보와 연구성과를 이용한 연대적 고찰이 행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는 전적으로 보고서 담당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상 ①~⑥의 내용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분석결과로 보고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고 할 수 있으며,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이상치 발생 원인의 파악과 선별작업의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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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의뢰자의 요구
측정기관별로 보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의 보고서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측정기관이
제출한 대강의 보고서를 그대로 발굴조사보고서의 부록으로 카피해서 붙이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 전장에서 제시한 상세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측정기관에 요구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량 측정은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이므로, 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는 측정기
관에는 시료를 의뢰하면서 보고서에 기록해 줄 것을 미리 요구해야 한다. 전처리 방법과 과정도 마찬
가지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뢰 받은 측정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샘플링한 시료를
AMS장치의 동일 타켓에서 동일 조건으로 측정해달라는 요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는 어디까지나
측정의뢰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측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Ⅵ. 마치며
발굴조사자와 보고서 담당자, 그리고 자연과학적 분석결과를 이용하는 연구자, 그들은 서로 중복된
위치에 있기도 하면서 동상이몽을 한다. 여러 분석 사례 중 발굴조사보고서에 가장 자주 게재하는 탄
소14연대는 연대학적 연구 소재로도 활용 사례가 많고 가치도 높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고고학
계에서는 탄소14연대의 이용에 대한 비관론이 유난히도 심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기까
지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연구의 성장세에 비해 샘플링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과 보고 내용의 질적인 면은 수준 이하이다. 탄소14연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
해서, 보다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신뢰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할 작업이 기초
적인 컨텍스트의 충실한 보고이다. 자연과학적 분석결과는 사전과 마찬가지이며, 보고서를 기술하는
사람은 사전을 만드는 사람이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는다. 사전이 잘못 기술되어 있으
면 틀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적 컨텍스트의 충실한 보고가 거듭되면, 자연스레 자연과학적
분석결과의 비관론은 줄어들 것이며 활용 가치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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