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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논문은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특징과 존재양상에 대해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소그디아나는 고대 소그드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
스탄 사마르칸드 일대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에 관한 연구는 중국사서에서 기록된 내
용을 기초로 문헌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아프로시압 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
려 사신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분석 특히 도시유적의 구
체적인 고고학적 접근은 빈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
으며, 도시유적의 세부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쿨도르테파에 대한 현황과 조사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쿨도르테파는 『隋書』 「西域傳」을 통해 ‘米國’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Maymurgh’로 音譯
된다. A.D. 4세기 무렵부터 도시기능이 확립되었으며, 8세기 이후 아랍세력에 침입으
로 도시 곳곳이 파괴되어 도시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생활공
간으로써 활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시유적은 입지와 분포 그리고 시타델
(Citadel)과 샤흐리스탄(Shakhristan), 라바드(Rabad)로 구분된 내부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나, 도시의 규모와 기능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세부적인 구조 변화와 특징이 다르
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와 특징 그리고 대체적인 존재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시타델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검토, 도시의 확대에 따른 샤흐리스탄의 형태와 경관
변화, 그리고 거점 도시와 중·소도시들의 형태와 규모 차이 등 도시유적에서 관찰되는 다
양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소그디아나, 도시유적, 사마르칸드, 쿨도르테파, 시타델, 샤흐리스탄, 라바드

6

제40호

Ⅰ. 머리말
지난 2019년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및 고고
학 기초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적 보존 및 관광개발 역량강화와 사
마르칸드 지역의 역사·고고학·미술사 관련 학술가치 규명, 그리고 고고학 조사를 통
한 기초자료 축적 및 활용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산하 고고학연구소와 소그드시대 도시유적으로
알려진 쿨도르테파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사마르칸드 일대의 다양한 고대문화를 파
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쿨도르테파는 그동안 다른 도시유적에 비해 정밀조사
미비와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고고학 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자료의 획득과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
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특징과 존재양상”이란 제목으로 소그드인들이 남
긴 도시유적에 대해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소그디아나는 소그드인들
이 사는 지역이란 뜻으로 오늘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와 그 주변지역
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는 제라프샨강 유역과 주변 일대의 옛 지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라프샨강은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판자켄트를 거쳐 사마
르칸드, 나보이, 부하라로 연결되며, 강과 지류 주변에 많은 도시유적이 분포해 있다.
특히 사마르칸드 일대는 『隋書』 「西域傳」에서 康國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앙아시아에
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며, 실크로드의 중심에 위치한 국제상업도시였다. 더욱이
사마르칸드 시내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프로시압은 강국의 都城으로 소그디아나 도시유
적 가운데 대표적인 유적이다.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의 서벽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의 존
재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양 지역 간의 관계는 2019년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도 문화교류의 주제로 등장해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필자는 기록에 보이는 도시유적의 위치와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으며, 3장에
서는 도시유적 가운데 구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었던 쿨도르테파에 대해서
현황과 조사내용을 토대로 도시유적의 존재양상을 세밀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그
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양상, 구조 등 도시유적의 전체적인 존재양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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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록에 보이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지역과 인
근 부하라·나보이·카슈카다리야, 타지키스탄 판자켄트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이 지
역은 대체로 B.C. 7세기 무렵부터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A.D. 5∼8세기대에 국
제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하였다.
이러한 소그드인들의 활동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쪽으로 隋·唐을
필두로 중국의 역대왕조와 다양한 접촉이 확인된다. 이에 중국사서에는 소그드인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위치와 풍속, 정치적 변화와 외교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등장
한다.
① - 康國은 강거의 후예이다. 이동하는 것이 일정치 않고 정해진 터전에 항상 머물지 않
는다. 한나라 때 이래로 상호 계승하며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
·
·
·
·
·
·도읍은 살보수
(薩寶水)가에 있는 아록적성(阿祿迪城)이며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大臣 3명이
공동으로 국사를 관장한다.·
·
·
·
·
·
·강대한 나라로 유명하며 서역의 많은 나라들이 귀
부하고 있다. 米國, 史國, 曹國, 何國, 安國, 小安國, 那色波國, 烏那曷國, 穆國 등이
모두 거기에 귀부하였다.·
·
·
·
·
·
·사람들은 모두 눈이 깊고 코가 높으며 수염이 많다.
1)

장사에 능하고, 교역하는 여러 이적들 다수가 그 나라에 모여 든다 .
② - 米國의 도읍은 나밀수(那密水)의 서쪽에 있는데 옛 강거의 땅이다. 왕은 없으나, 그
성주의 성은 소무이며 강국왕의 갈래이고 자는 폐졸(閉拙)이다. 도성은 사방이 각
각 2리이고 정예병사가 수백 명이다. 서북쪽으로 강국과는 100리, 동쪽으로 소대사
나국과는 500리, 서남쪽으로 사국과는 200리, 동쪽으로 과주와는 6,400리 떨어져 있
2)

다. 대업 연간(605∼618)에 자주 방물을 바쳤다 .
③ - 米는 彌末 혹은 弭秣賀라고도 부른다. 북쪽으로 백리 떨어진 곳에 강국이 있다.

그 군주의 치소는 발식덕성(鉢息德城)인데 영휘 연간에 대식에게 격파되었다.
3)

·
·
·
·
·
·
·開元 연간에 벽(璧)·무연(舞筵)·사자(師子)·호선녀(胡旋女)를 바쳤다 .
1) 『北史』卷97, 列傳 第85「康國傳」,“康國者, 康居之後也, 遷徙無常, 不恒故地, 自漢以來, 相承不絕.……都於薩寶水上阿祿迪城,
多人居. 大臣三人共掌國事.·
·
·
·
·
·
·名爲强國, 西域諸國多歸之. 米國·史國·曹國·何國·安國·小安國·那色波國·烏那曷
國·穆國皆歸附之.·
·
·
·
·
·
·人皆深目·高鼻·多髯. 善商賈, 諸夷交易, 多湊其國.”
2) 『隋書』卷83, 列傳 第48「西域傳」,“米國, 都那密水西, 舊康居之地也. 無王. 其城主姓昭武, 康國王之支庶, 字閉拙. 都城方二里.
勝兵數百人. 西北去康國百里, 東去蘇對沙那國五百里, 西南去史國二百里, 東去瓜州六千四百里. 大業中, 頻貢方物.”
3) 『新唐書』卷221, 列傳 第146下「西域傳」“米, 或曰彌末, 曰弭秣賀. 北百里距康. 其君治鉢息德城, 永徽時爲大食所破.·
·
·
·
·
·
·開
元時, 獻璧·舞筵·師子·胡旋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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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에서 언급한 康國은 소위 “昭武九姓 ”으로 알려진 주변 소그디아나 도시 가운데 가
장 유력한 세력이었다. 강국의 도성인 아프로시압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왕과 대신 3명
이 함께 정국을 운영하는 정치형태까지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살
고 있는 소그드인들의 외모를 눈여겨 보았으며, 사마르칸드가 정치의 중심지 뿐만 아니
라 교역의 중심지로 수많은 隊商이 드나드는 교역지로 기록하였다.
②③에 기록된 米國은 康國의 남동쪽에 위치한 小國으로 왕은 없으나, 성주는 존재한

다. 彌末 혹은 弭秣賀라고도 하며, 이는 ‘Maymurgh’를 音譯해서 옮겨 적은 것이다. 米國

의 위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타지키스탄의 판자켄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5)

는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쿨도르테파를 米國의 중심 도시로 추정하고 있다 . 미국
의 위치를 쿨도르테파로 추정하는 근거는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판자켄트에 대한 다
양한 자료가 축적됐지만, 쿨도르테파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며, 존재 인식 또한 빈
약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실체와 구체적인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米國으로 기록된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위치가 쿨도르테파일 가
능성을 염두에 두고 3장에서 유적의 실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康國 주변에
는 왕이 지배하는 것으로 기록된 거점 도시들이 존재했으며, 남쪽 카슈카다리야의 史國,
부하라의 安國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④ - 史國의 도읍은 독막수(獨莫水) 남쪽 10리 되는 지점에 있으며, 옛 강거의 땅이다. 그
왕의 성은 소무이고 자는 적차(逖遮)이며, 역시 강국왕의 갈래이다. 도성은 사방이

각각 2리 이고 정예병사가 천여 명이다. 풍속은 강국과 동일하다. 북쪽으로 강국과
는 240리, 남쪽으로 토화라와는 500리, 서쪽으로 那色波國과는 200리, 동북쪽으로
6)

米國과는 200리, 동쪽으로 瓜州와는 6,500리 떨어져 있다 .
⑤ - 安國은 한대의 안식국이다. 왕의 성은 昭武氏이고 강국의 왕과 같은 종족으로, 자는

4) 중국 수·당대 소그디아나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9개 성씨의 민족을 가리킨다. 『新唐書』 「西域傳」에 의하면 이 9성은 康·安·
曹·石·米·何·火尋·戊地·史로 구분된다(정수일 2013).
5) 米國의 위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迷密國, 혹은 米國, 彌末, 弭秣賀 등으로 표기되던 Maymurg를 音寫한 것이며, 『魏書』에 의하
면 室萬斤(＝사마르칸드)의 동쪽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그 위치는 Panjakent로 추정된다(『魏書』卷102 列傳 第90 西域傳 迷密
國 해제내용 中-역주 : 김호동).”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쿨도르테파가 米國의 중심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
명하기 위해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6) 『隋書』卷83, 列傳 第48「西域傳」,“史國, 都獨莫水南十里, 舊康居之地也. 其王姓昭武, 字逖遮, 亦康國王之支庶也. 都城方二
里. 勝兵千餘人. 俗同康國. 北去康國二百四十里, 南去吐火羅五百里, 西去那色波國二百里, 東北去米國二百里, 東去瓜州六千
五百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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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력등(設力登)이다. 처는 강국의 왕녀이다. 도읍은 나밀수(那密水) 남쪽에 있으며,
성은 5중으로 되어 있고 강물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궁전은 모두 꼭대기가 평평
하다.·
·
·
·
·
·
·풍속은 강국과 동일한데, 자매를 처로 삼는다는 것과 모자(母子)가 서로
섞이며 금수같이 행동한다는 점, 오로지 이것만이 다르다.·
·
·
·
·
·
·나라의 서쪽 100여
리 되는 곳에 畢國이 있는데 대략 천여 가로 되어 있다. 그 나라에는 군장이 없고 安
7)

國이 통치한다 .

④에 언급된 史國은 ‘Kesh’를 音譯해 기록한 것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카슈카다리야
주 북동쪽에 위치한 샤흐리삽스 지역에 해당한다. 史國은 康國에서 남쪽으로 제라프샨
산맥을 넘어 산맥의 말단에 넓게 형성된 평야지역에 자리했다. 카슈카다리야강(獨莫水)
의 남쪽에 도성이 위치하며,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카슈카다리야 주 지역에는 史國
과 함께 서쪽에 那色波國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 ‘Nasaf’를 音譯해 기록한 것으로 추정
되며, 이곳 역시 왕이 통치하는 지역으로서 주변 카슈카다리야강 중·하류역에 존재했
던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을 아우르는 거점 지역으로 파악된다.
⑤에서 언급된 安國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지역에 있던 소그드인의 거점 도시
로 추정된다. 安國 역시 康國과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과 대신 3명이 함께
통치하는 정치형태로 강국과 유사하다. 흥미로운 것은 安國의 도성에 대해 비교적 자세
히 기록하였다. 도성은 제라프샨강 남쪽에 있으며, 성벽과 해자 등 5중의 방어시설로 둘
러싸여 있고 특히 성 내부 가장 높은 언덕에 궁전이 보이며, 궁전 주변은 평평하게 조성
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도시유적 내 시타델의 형태를 매우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
한 것이다. 이밖에 安國의 풍속은 강국의 그것과 동일하나, 이 지역의 특징인 近親婚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康國의 북서쪽에 위치한 중·소 도시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기록
에서는 曹國과 何國으로 확인된다.
⑥ - 曹國의 도읍은 나밀수(那密水) 남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옛 강거의 땅이
다. 나라에는 군주가 없고 강국의 왕이 아들 오건(烏建)으로 하여금 통령케 하고 있
다. 도성은 사방이 각각 3리이고 정예병사가 천여 명이다. 나라 안에는 득실신(得悉
神)이 있어, 서해의 동쪽 여러 나라들이 모두 그를 공경한다. 그 신으로는 금인(金

7) 『隋書』卷83, 列傳 第48「西域傳」,“安國, 漢時安息國也. 王姓昭武氏, 與康國王同族, 字設力登. 妻, 康國王女也. 都在那密水南,
城有五重, 環以流水. 宮殿皆爲平頭.·
·
·
·
·
·
·風俗同於康國, 唯妻其姊妹, 及母子遞相禽獸, 此爲異也.·
·
·
·
·
·
·國之西百餘里有畢
國, 可千餘家. 其國無君長, 安國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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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이 있으며, 금파라(金破羅)의 넓이는 1장 5척이고 높이도 그와 맞먹는다. 매일 낙
타 5마리, 말 10필, 양 100두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1천 명이 그것을 먹지만
다 먹지 못한다. 동남쪽으로 강국과는 100리, 서쪽으로 하국과는 150리, 동쪽으로
8)

과주와는 6,600리 떨어져 있다 .
⑦ - 何國의 도읍은 나밀수 남쪽 몇 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옛 강거의 땅이다. 그 왕의
성은 소무이고 역시 강국왕의 족류이며 자는 돈(敦)이다. 도성은 사방이 각각 2리
9)

이고 정예병사가 1천 명이다 .

⑥⑦에서 언급된 曹國과 何國은 康國에서 북서쪽으로 약 55∼60㎞ 떨어진 제라프샨강
주변에 위치한다. 이곳은 사마르칸드 주의 중앙부에 자리하며, 서쪽으로 제라프샨강을
따라 나보이를 거쳐 부하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한다. 현재는 이쉬티혼(Ishtixon)과
카타쿠르칸(Kattakurgan)의 행정지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지역은 비교
적 규모가 작은 도시로 존재했으나, 何國은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풍속이나 문화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曹國에서는 우상숭배와 종교행사가 크게 이루어져
관련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기록하였다.
曹國으로 기록된 이쉬티혼(Ishtixon) 지역은 1979년도에 도시의 성벽과 시타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도시의 역사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들이 획
득되었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8세기 이전까지 중·소 도시로 남아있던 이 지역은 8
세기 이후 사마르칸드에 아랍세력의 침입과 정복으로 인해 많은 수의 소그드인들이 이
쉬티혼으로 이주 정착하여 도시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10세기 무렵에는 주변지역을 아
우르는 대도시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암리딘 베르디무로도프 외 2016: 116).
한편 앞서 살펴본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隋書』에 기록된 내용이
다. 이전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정보들이 隋代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다. 즉 사마르칸드(康國), 부하라(安國), 마이무르그(米國), 케시(史國), 이쉬티혼(曹國),
나사프(那色波國), 쿠샤니야(何國) 등 ‘昭武九姓’으로 알려진 소그드인들의 중요 도시들
이 역사의 전면에 기록되게 된다.
특히 隋代 서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양제(煬帝, 604

8) 『隋書』卷83, 列傳 第48 「西域傳」, “曹國, 都那密水南數里, 舊是康居之地也. 國無主, 康國王令子烏建領之. 都城方三里. 勝兵
千餘人. 國中有得悉神, 自西海以東諸國並敬事之. 其神有金人焉, 金破羅闊丈有五尺, 高下相稱. 每日以駝五頭·馬十匹·羊一
百口祭之, 常有千人食之不盡. 東南去康國百里, 西去何國百五十里, 東去瓜州六千六百里.
9) 『隋書』卷83, 列傳 第48 「西域傳」, “何國, 都那密水南數里, 舊是康居之地也. 其王姓昭武, 亦康國王之族類, 字敦. 都城方二里.
勝兵千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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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때 시어사(侍御史) 위절(韋節)과 사예종사(司隸從事) 두행만(杜行滿)이 명을 받아

사신으로 카슈미르(罽賓), 인도 북부의 라자그리하(王舍城), 케시(史國) 등지를 다녀왔

고, 또 문희공(聞喜公) 배구(裴矩)가 하서회랑(河西回廊)의 무위(武威)와 장액(張掖) 일대
를 왕래하며, 서역의 사신들을 인도하여 오도록 하였으며, 이때 총 44국에서 외교사절단
이 입조하였다.
요컨대 서역의 도시들은 그 이전의 「西域傳」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으로, 수대
이후 서역과의 다양한 접촉 그리고 소그드인들이 중원으로 들어와 중국식 성(姓)을 취하
고 활동하게 되면서 소위 ‘昭武九姓’으로 대표되는 소그드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이
이루어졌다. 즉 『隋書』 「西域傳」은 A.D. 7세기를 전후한 서역의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 아
10)

주 중요한 사료라고 하겠다 .

Ⅲ. 쿨도르테파 유적현황과 조사내용
1. 쿨도르테파 유적개요
쿨도르테파(Kuldortepa)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시내에서 남동쪽 약 35㎞ 떨어진
우르구트(Urgut)군의 바흐린(Baxrin) 지역 주변에 위치한다. Kuldortepa란 지명은 ‘노예
언덕’이란 뜻으로 A.D. 8세기 중엽 이후 이 지역에 진출한 아랍세력에 의해 붙여진 지명
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예인 소그드인들이 정착해 있었던 지역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사서에 의하면 이 지역은 米, 彌末, 弭秣賀 등으로 기록되어 있

으며, 현지에서는 ‘Maymurgh’로 알려져 있다.

도시는 기원 전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늦어도 A.D. 4세기 무렵부터 시타델
(Citadel)이 조성되고 샤흐리스탄(Shakhristan) 외곽에 성벽이 축조되며, 내부에 생활공간
과 방어시설 등 도시기능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암리딘 베르디무로
도프 외 2016). 특히 A.D. 5세기 이후에는 아프로시압, 판자켄트 등과 함께 소그드인들의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영유하였다. 더욱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서로 외교사절을 보
내고 무역활동을 하면서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기왕에 이루어졌던 발굴조사 현황과 조사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소그디아나 도시
유적의 구체적인 특징과 존재양상을 파악하여 유적의 실체에 대해 한 발 더 접근해 보고
자 한다.

10) 동북아역사넷 홈페이지, 사료라이브러리(http://contents.nahf.or.kr/library/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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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쿨도르테파의 위치와 주변지역(출처-google 지도)

①

②

③

<그림 2> 쿨도르테파 전경 ①전체 ②시타델 주변 ③남쪽 외성벽구간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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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기본구조는 크게 시타델(Citadel), 샤흐리스탄(Shakhristan), 라
바드(Rabad)의 3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시타델은 도시의 중심 공간으로 내성에 해당한
다. 내부에는 왕이나 위정자 등 최고위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궁전 등이 조성되어 있었
다. 입지상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외곽에는 성벽이 축조되어 있고 성벽 밖으로 해
자가 구축되어 있다. 도시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만큼 탁월한 경관과 뛰어난 방어 시스
템을 갖추었다.
샤흐리스탄은 시타델의 바깥쪽이자 외성의 내부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유적의
공간적 형태를 따르거나 혹은 도로구획에 맞추어 형성된다. 샤흐리스탄에는 관청이나
군영을 비롯해 상점, 숙박시설, 시장, 종교시설, 주거지 등 도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라바드는 샤흐리스탄의 성벽 밖 공간으로써, 교외 주거구역의 한 형태를 이르는 말이
다. 라바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시 정부로부터 납세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며, 20세
기 초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으로 파악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
소 외 2019: 25).
그동안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시타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샤흐
리스탄과 라바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두 지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특히 라바드의 성격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수공업시설 그리고
공동묘지 등으로 활용된 양상도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접근
이 필요하다(Г. Л. СЕМЕНОВ 1996).

<그림 3> 쿨도르테파 평면 및 조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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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도르테파의 전체면적은 약 17ha이며, 해발 750∼760m 지점에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
형이며, 서쪽지역 외곽에 원형의 시타델이 돌출되어 있다. 유적의 중앙부는 샤흐리스탄
으로 구분되며, 도시 대부분의 기능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으로 성벽을 축성한 양상도 확인된다. 성벽은 ‘ ’자 형태로 확인되며, 잔존 길이는
약 620m, 높이 6∼7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퇴적층을 정지한 후 흙벽돌을 이용해 높게
성벽을 쌓은 다음 표면을 피복하였다. 성벽의 남동쪽 일부가 남아있지 않아 문지로 판단
된다.
11)

쿨도르테파는 비교적 뚜렷하게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3> . 먼저 시타델은
유적의 서쪽 가장 높은 공간에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이루어졌고 서쪽은
하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동쪽은 반원형으로 해자가 구축되어 있다. 해자를 구
축하고 안쪽에 내성벽을 축조하면서, 샤흐리스탄과 뚜렷하게 구분된 공간을 마련하였다.
샤흐리스탄은 평면 장방형으로 이루어졌다. 북쪽구역은 해발 760m 내외의 퇴적층 위
에 도시의 대부분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남쪽구역은 외곽에 ‘ ’형태로 외성벽을
구축하여 라바드와 뚜렷하게 구분된다. 시타델과는 해자를 경계로 맞닿아 있으며, 남서
쪽 저지대는 저수조로 추정되는 공간이 존재한다(암리딘 베르디무로도프 외 2016). 샤흐
리스탄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외곽지역에는 소하천이 인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유적은 삼면이 소하천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해당하며, 이러한 지형은 도시가 운영될 당
시 용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추측케 한다.

<그림 4> 쿨도르테파 내부 주요시설

11) 쿨도르테파에 대한 사전 조사는 2019년도에 이루어졌다. 유적에 대한 전체 측량작업과 함께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대체적인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유적의 평면도를 작성하였으며, 평면도를 토대로 기왕에 조사된 지역을
도면에 표시한 후 조사년도를 기준으로 Ⅰ∼Ⅶ지점으로 세분하여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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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도르테파에 대한 조사는 1950년대 중반 이후 국립 예르미타주 박물관과 사마르칸드
문화예술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유적의 대체적인 현황과 성벽 등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
루어진 바 있으나, 이후 약 60여 년간 정밀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에서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과 함께 남쪽 성벽 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듬해인 2019년에 사
마르칸드 지역의 고고학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축적 및 연구 활용을 목적으로 중앙문화
재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본격적
인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적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에 아래에서는 쿨도르테파에 대한 조사현황을 살펴 유적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1955∼1957년 발굴조사
쿨도르테파에 대한 발굴조사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Б.
Я. СТАВИСКИЙ·М. Х. УРМАНОВА 1958, Б. Я. СТАВИСКИЙ
1960).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문화예술박물관과 예르미타주 국립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유적의 대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평면도 작성과 일부지역에 대한 탐색조사 성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총 4지점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시타델의 북쪽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Ⅰ지점). 또한 남쪽과 동쪽 성벽에 대한 단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Ⅱ·
Ⅳ지점), 샤흐리스탄 북동쪽 평탄지역(Ⅲ지점)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그림 3>.
먼저 Ⅰ지점은 유적의 핵심 지역인 시타델의 북쪽 가장 높은 지역 해발 766m에 해당하
고, 조사 당시 궁전의 위치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총 4개의 건물지
가 확인되었으며, 건물지 간 시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В건물지에서 건물의 존재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건물
의 벽과 바닥 일부가 남아있었으며, 바닥에서는 하수구가 노출되었다. 하수구는 모두 4
개의 토관으로 만들었으며, 규모
는 잔존길이 약 100㎝, 토관길이
18∼26㎝이다.
Б건물지와 А건물지에서도 건
물의 잔해가 일부 관찰되었는데,
주목되는 것은 건물에 사용된 흙
벽돌의 규모가 차이를 보인다. Б
<그림 5> Ⅰ지점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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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에서 확인된 건물의 흙벽
돌은 대체로 길이 25∼50㎝, 두께
8㎝ 정도이나, А건물지의 흙벽
돌은 23∼43㎝, 두께 8㎝이다. 결
국 시간에 따라 흙벽돌의 규모 차
이가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
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발형토기와 완, 컵

<그림 6> Ⅰ지점 출토 토기류

형토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
형의 일상용기와 저장용기인 호·옹도 함께 출토되었다. 유물의 특징은 В·Г건물지에
서 발형토기와 완의 출토 예가 다수를 차지하며, 토기의 구연 처리에 있어 직립구연 혹
은 내만구연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А·Б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측면에 손잡
이가 부착된 컵형토기의 등장, 외반구연과 이중구연 형태가 특징이다.
출토유물 가운데 도기류와 유리제품 등 토기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유물들이 출토되
었다. 도기류의 경우 기면에 기하학적인 문양이 시문된 양상이 관찰되며, 기종은 손잡이
가 부착된 주전자 또는 꽃병 그리고 일상용기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유리제품은 컵, 꽃병, 주전자, 완 등 다양한 기종이 확인되었으며, 총 500점이 넘는 유
리제품이 출토되어 고대 사마르칸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리제품의 유통과 생산체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유리제품들은 A.D. 7∼8세기 토기
잔 등을 대체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A.D. 9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크게
유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유적의 편년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①

②

<그림 7> Ⅰ지점 출토유물 ①도기류 ②유리제품

Ⅱ지점은 샤흐리스탄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조사전 일부 구간이 결실되어 단
면이 노출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성벽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모두 10개 층으로
구분되며, 축조방법은 기반토를 정지한 다음 점토와 모래 등을 순차적으로 채워 성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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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초 를 마련한 다음, 상부는
흙벽돌로 이용해 쌓았다. 마지
막으로 점토로 피복하였다.
1955∼1957년 발굴조사 가운
데 주요 지역은 Ⅲ지점이었다.
샤흐리스탄의 북동쪽 평탄지역
에 위치하는데, 조사전 지표상

<그림 8> Ⅱ지점 성벽 실측도

에서 10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도기류나 유리제품 등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소그드시대
의 유구만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대형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 내부
①

는 4개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간 사이에 벽
은 두께 약 1m로 흙벽돌(46㎝×15㎝)을 쌓아 만들었
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는 중앙에 장방형의 중심
건물이 위치하며, 서쪽에 남-북 방향으로 길게 축조
된 세장방형의 부속시설이 확인된다. 또한 중심 건물
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자 형태로 출입 공간이 조
성되어 있으며, 건물의 출입문은 남서쪽 모서리에 위
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입구는 아치형태로
문을 조성하였다.

②

중심건물의 내부는 4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었던 것
으로 추정하였으며, 건물 사이에 벽의 잔존 높이가 3
∼4m 정도로 높게 축조되어 있어 복층 구조일 가능
성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토기류로 대각 달린 토기, 굽 달
린 토기 등 소형의 일상용기와 대형의 옹이나 호 등
저장용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의 측면에 손잡
이가 부착되지 않은 점이나, 구연의 형태가 대체로
<그림 9> Ⅲ지점 건물지 ①실측도
②출토유물

직립 혹은 내만 되게 성형되어 Ⅰ지점 В·Г건물지
유물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2) 현지에서는 이러한 성벽의 하부 축조형태를 ‘Bakhsa’로 표현한다. 성벽의 상부를 흙벽돌로 쌓기 전에 하부를 고운 점토를 활용
하여 단일층으로 두껍게 채우거나, 여러겹으로 얇게 조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성벽의 기초 이외에도 담장의 하부도
Bakhsa라고 표현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점토로 조성한 기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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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2019년 발굴조사
쿨도르테파에 대한 조사는 1950년대 중반 이
후 60여 년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유적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본격적인 조사에 앞
서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 일환으로 2018년도에
샤흐리스탄의 남쪽 성벽조사(Ⅵ지점)를 실시하
였다.
조사결과 성벽의 대체적인 축조양상과 성벽

<그림 10> Ⅵ지점 성벽조사 실측도

13)

내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부르즈(Burj) 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부르즈는 성벽의 측면 모
서리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형태로 약간 돌출되게 축조한다. 성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
고 멀리까지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비교적 높게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벽의
모서리 부분에 배치하나, 쿨도르테파의 경우 성벽 중간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쿨도르테파 부르즈

판자켄트 부르즈(복원도)

부하라 성채 부르즈(복원)

<그림 11> 부르즈(Burj) 형태 비교

2019년도 조사는 사마르칸드 지역의 고고학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축적과 연구 활용의
목적으로 중앙문화재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고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쿨
도르테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적에 대한 사전 조사 일환
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총 3개소(Ⅴ∼Ⅶ지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다.
먼저 남쪽부분에 위치한 Ⅴ지점은 시타델의 샤흐리스탄으로 연결되는 문지의 존재 가
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문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시타델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13) 부르즈(Burj)의 어원은 힌디어에서 확인되며, ‘탑 또는 작은 뾰족 탑’으로 해석된다. 성벽의 모서리나 성벽 중간에 감시와 방어의
목적으로 구축된 방어시설이다. 국내 성곽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는 치(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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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Ⅴ지점 실측도와 전경

표토와 상부 퇴적토를 일부 제거하는 과정에서, 총 4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최
소 2기 이상의 조성 및 운영 시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
는 장방형 내지 원형이며, 유구 간 중복으로 조성된 양상도 관찰되었다. 확인된 수혈유
구 가운데 가장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 2호 수혈유구와 1호 수혈유구에 대한 내부
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①

②

③

<그림 13> Ⅴ지점 1호 수혈유구 실측도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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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수혈유구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북서쪽 모서리는 안쪽으로 만입
된 형태이다. 규모는 동-서 길이 626㎝, 남-북 너비 412㎝, 깊이 608㎝ 이상이다. 특히 유
구의 깊이는 금번 조사에서 바닥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조성되었다. 단면형태는
역사다리꼴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양상이다. 북벽과 남벽은 계단식으로 짧게
단을 두어 조성했지만 서벽은 수직으로 굴착한 특징도 관찰된다. 내부시설로는 남벽 일
부에 벽공이 횡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어깨선에서 150㎝와 250㎝ 깊이에서 확인되며,
방형과 사다리꼴 형태로 규모는 지름 40㎝, 깊이 150㎝ 정도로 깊게 굴착하였다.
Ⅵ지점은 2018년도 성벽조사에 대한 추가조사로 성벽 안쪽 절반을 바닥까지 절개하여,
성벽의 전체적인 축조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Bakhsa를 하부에 구
축한 뒤 흙벽돌을 쌓아 축조한 형태로 총 3차례에 걸쳐 성벽 축조 및 보수가 이루어진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4> Ⅵ지점 성벽 단면도

1차 축조는 암갈색점토 혹은 흑회색점토로 조성된 자연 퇴적층의 상면을 편평하게 정
지한 후 흙벽돌을 ‘品’자 형태로 촘촘하게 쌓아 올렸으며, 모두 4단이 남아있고 흙벽돌의
크기는 길이 35∼40㎝, 두께 10∼12㎝이다. 흙벽돌을 쌓은 다음 점토를 이용해 1차례 피
복한 흔적이 확인된다.
2차는 1차 성벽의 측면 일부를 정리한 후 흑회색점질토→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점
질토→암갈색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채워 Bakhsa를 구축한 다음 흙벽돌을 쌓아 올렸다.
흙벽돌은 모두 16단이 남아있으며, 크기는 길이 45∼50㎝, 두께 18∼20㎝이다. 2차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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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역시 마지막 공정에서는 점토로 피복한 양상이 보인다.
성벽 축조방법에 큰 변화는 없으나, 세부적인 차이는 감지된다. 먼저 1차 성벽 축조 시
하부를 자연퇴적층 정지 후 곧바로 흙벽돌을 쌓아 올린 반면, 2차 성벽은 점토와 사질점
토를 활용하여 Bakhsa를 구축한 다음 흙벽돌을 쌓아 올렸다. 둘째 1차 성벽의 흙벽돌 축
조는 ‘品’자 형태로 비교적 정연하게 쌓았으며, 흙벽돌 간 간격도 매우 조밀하게 배치하
였다. 반면 2차 성벽의 흙벽돌 축조는 정연함이 관찰되지 않으며, 흙벽돌 간의 간격 또한
불규칙한 편이다. 더불어 흙벽돌의 크기도 길고 두껍게 변화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3차는 2차 성벽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에서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하부는 흑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해 Bakhsa를 먼저 조성한 다음 흙벽돌을 8열 정도
쌓아 올렸으며, 점토로 피복하였다. 이후 보수한 지점에 균열이 생겨 성벽이 일부 유실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Ⅶ지점은 성벽의 외측 부분을 절개하여 축조양상을 관찰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크게
2번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5> Ⅶ지점 성벽 단면도

먼저 기반층을 정지한 후 1차 공정이 이루어진다. 갈색점토 등을 활용하여 Bakhsa를 구
축하는 등 성벽의 기초부를 조성한 다음, 외곽에 흙벽돌 9매 정도를 쌓아 올리면서 동시
에 안쪽과 바깥쪽을 점토로 채워 성벽 절반가량 높이까지 축조하였다. 2차 공정은 1차 공
정 후 성벽 외측에 암갈색점토를 두텁게 쌓아 올린 다음 안쪽에 점토를 순차적으로 채워
성벽의 형태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벽의 표면은 점토로 피복하여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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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성과와 의미
쿨도르테파에 대한 발굴조사는 총 4차례 이루어졌으며, 조사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았다. 비록 유적의 전체적인 특징과 존재양상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나,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Ⅰ지점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유적의 편년이 일부 가능하였다. 토기류의 기
종 변화를 중심으로 Ⅰ지점 В·Г건물지의 연대는 A.D. 4∼6세기, А·Б건물지는 A.D.
7∼8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А·Б건물지에서 출토된 도기류의 경우 기면에 시문
된 기하학적인 문양 표현은 대체로 A.D. 8∼9세기에 유행하며, 특히 유리제품의 경우
A.D. 9세기 후반에 토기를 대체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적이 늦은 시기까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쿨도르테파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유적이 존재했으며, 본격적인 도시 기능의 시
작은 늦어도 A.D. 4세기∼6세기 무렵 유적의 서쪽에 해자와 성벽 등 방어시설을 갖추고
14)

내부에 건물을 배치하여, 시타델을 구축한 이후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후
쿨도르테파는 A.D. 8세기 이후 아랍세력의 진출로 인해 생활유구와 성벽 등이 파괴되어,
도시 기능 대부분을 상실하였으나, 유적 곳곳에서 산발적인 거주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Б. Я. СТАВИСКИЙ·М. Х. УРМАНОВА 1958：235).
둘째, Ⅴ지점에서 조사된 1호 수혈유구는 유적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저장시
설로 추정된다. 수혈유구는 시타델의 성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대체로 8세기 이후
도시 기능이 상실된 뒤 생활유구가 산발적으로 들어서면서, 유적의 마지막 단계인 A.D.
15)

9∼12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Ⅱ지점과 Ⅲ지점 발굴조사를 통해 A.D. 4∼6세기 쿨도르테파의 도시 기능이 본격
화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Ⅲ지점에서 조사된 대형 건물지는 Ⅰ지점 В·Г건물지와 유
사한 A.D. 4∼6세기로 편년된다. 따라서 시타델 뿐만 아니라 샤흐리스탄 곳곳에 중요 건
물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샤흐리스탄 외곽 성벽이 남쪽지역 뿐만 아니라 동
쪽지역에서도 확인되어, 샤흐리스탄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 샤흐리스탄과 라바드로 구
분되는 도시 경관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Ⅵ지점과 Ⅶ지점에 대한 성벽조사를 통해 당시 성벽 축성방법의 일면을 파악할 수

14) 보고자는 발굴조사 결과에서 유적이 늦어도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제라프샨강 주변에 존재
했던 유적들과 비교를 통해 대체적인 시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Ⅰ지점 추가조사 시 최하층에서 3∼4세기대로 보이는 유물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명확한 자료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고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
15) Ⅰ지점 출토 도기류와 유리제품의 경우 문양과 기형을 토대로 A.D. 8∼9세기 무렵에 유행하며, 대체로 A.D. 11∼12세기까지
출토되어, 유적의 마지막 단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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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먼저 Ⅵ지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1·2차 성벽 축조양상의 차이가 관찰됨에 따
라 양자 간 시간성이 존재했음을 추정케 하며, 더불어 2차 성벽 상부에 부르즈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성벽과 성벽 내 주요 지점의 축조방법이 상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Ⅶ지점 성벽조사에서는 성벽 조성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이 확인되
었으며, 성벽 축조 시 취사나 건조 등을 위해 불 땐 흔적으로 보이는 암회색∼적갈색 점
토 소성층도 확인되어, 성벽 축조 시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Ⅱ지점과 Ⅴ지점 성벽에서 관찰되는 흙벽돌을 활용한 성벽 축조와 Ⅶ지점의 성벽
축조 방법이 상이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성 혹은 성벽 축
조 집단의 변화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
가 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요컨대 쿨도르테파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도시유적의 세부적인 구조와 특징을 복원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도시는 대체로 8세기 이후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9세기 무렵 시타델 주변에 소그드 시대 이후의 건물들이 새롭게 축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후 A.D. 11∼12세기 무렵에 일시적으로 건물들이 축조된
흔적이 확인되나, 도시 기능은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유적의 북동쪽 평
탄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대형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건물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아랍 정복 당시 이미 버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출토유물을 통해 추정할 수 있었다
(Б. Я. СТАВИСКИЙ 1960: 120∼121).

Ⅳ.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와 존재양상
1.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
소그디아나 혹은 소그디아는 고대 이란족 계열의 유목민족인 소그드인들이 사는 지역
으로 오늘날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위치한 사마르칸드, 카슈카다리아,
나보이, 부하라와 타지키스탄의 서쪽 판자켄트 일대가 그 중심지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북쪽을 관통하는 시르다리야강과 남쪽 아프가니스탄과 투
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아무다리야강 상류 지역의 중간을 동-서로 가로지
르는 제라프샨강 유역과 주변 일대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소그드인들은 늦어도 B.C. 6세기 말∼5세기 초 무렵 이 지역에 존재했으며(민병훈
2010), 북으로는 타슈켄트 일대까지 강역을 확장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A.D. 3∼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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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소그디아나 위치와 주변(출처-두산백과)

무렵에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였다. 제라프샨강과 카슈카다리
야강을 이용해 관개농업에 종사했으며, 특히 수·당대인 A.D. 6세기 이후 대중국 무역에
집중하면서 실크로드의 주인으로서, 동∼서양의 물질문화를 중계하는 隊商으로서 우리
에게 알려져 있다.
<그림 17>은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도이다. 소그드인들의 정치체 형태는 단독의
오아시스에 의한 독립국이 아니라 각각 같은 계열의 왕을 지닌 오아시스 군을 이루어,
일종의 연합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다(민병훈 2010: 10). 사마르칸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프로시압과 주변지역, 카슈카다리야 주의 케시와 주변 그리고 나사프, 서쪽으로 부하
라와 주변지역에는 거점 도시와 주변에 중·소 도시들이 함께 분포하였다.

<그림 17>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3∼7세기 무렵)(출처-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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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적의 분포 특징을 좀 더 구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카슈카다리야 주 카
르시 지역 일대를 살펴보았다<그림 18>.
카르시 지역은 현재 카슈카다리야 주의
州都로 당시에는 나사프(Nasaf)로 불렸으
며, 중국사서에는 那色波國으로 기록되
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시유적은 거
점 도시와 주변의 중·소 도시 그리고 산
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취락까지 수백

<그림 18> 카르시 지역 도시유적 분포

개소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
게 분포한다.
도시유적은 카슈카다리야강과 핏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지류를 따라 형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정치체의 역량에 따라 주변지역을 흡수·통합하면서 성장하였다. 또한 도시는
정치체의 흥망성쇠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장되거나, 중심지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점차 세력이 약화하여 소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거점 도시의
경우 대부분 왕이 존재했으며, 중·소 도시들은 왕이 부재하여 성주 혹은 군주가 운영했
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도시유적의 특징과 존재양상
이번 장에서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왕에 조사된 도
시유적들의 특징과 존재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유적의 내부는 시타델(Citadel), 샤흐리스탄(Shkhristan), 라바드
(Rabad)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타델은 도시유적의 핵심공간으로, 왕 혹은 최고통치자
가 상주하는 왕성 혹은 내성, 궁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도시유적의 가장 높은 지역에
조성되며, 외곽은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하고 외부와 크게 구분되게 축조
한다. 시타델의 위치는 샤흐리스탄의 중앙부에 위치하거나 외곽지역에 치우쳐 자리하는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시타델의 위치는 대체로 도시유적의 자연지형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식수원과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순히 물
의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기능 또는 도시유적의 확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타델의 위치
변화에 주목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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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르칸드 주 이쉬티혼

타지키스탄 판자켄트

사마르칸드 주 카피르칼라

카슈카다리야 주 파즈다바

<그림 19> 도시유적 내 시타델의 위치

카피르칼라 도시유적의 경우 아프로시압에서 남쪽으로 12㎞가량 떨어져 있으며, 제라
프샨강의 지류인 다르곰 강 주변에 자리한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연결
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확인되며, 아프로시압과 쿨도르테파, 판자켄트 등 비슷한 시기의
도시유적들과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유적 내 시타델의 위치와 축조방법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카피르칼라의 시타델은 외곽에 성벽을 축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해자를 조성
하여 그 흙으로 20m가량 쌓아 올린 후 둘레 75×75m 정도로 방형의 시타델을 구축하였
다.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와 특징 및 조성연대 등 다양한 조사성과가 축적되었다(Simone
Mantellini, Amruddin Berdimuradov, 2005). 특히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프로시압과
깊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아프로시압에 상주하던 왕의 별궁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국립중앙박물관 2009: 207), 이러한 근거에는 유적의 규모와 시타델의 축조방
법 및 위치 등이 기왕에 확인된 도시유적의 특징과 차이를 보이는데 기인한다. 이와 유
사한 예로는 아프로시압의 서쪽에 위치한 코이테파(kojtepa)에서도 확인된다. 코이테파
(kojtepa) 역시 시타델의 축조양상과 위치 및 전체적인 유적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도시
유적 사이에 조성된 특수형태의 유적으로 군사적인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은 유적의 규모와 시타델의 축성방법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
이며, 특히 시타델의 형태와 구조, 위치 등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할 가능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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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0> 특수기능의 도시유적 ①카피르칼라 ②코이테파(출처-google)

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앞의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도시유적의 확대와 함께 시타델이 추가로 축조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유적
이 아프로시압이다. 유적은 사마르칸드 시내의 북동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
는 아프로시압 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연구(이재
성 2016)가 진행된 바 있으며, 2009년과 2010년에 특별전(국립중앙박물관 2009)과 국제학
술대회(국립중앙박물관 2010)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아프로시압은 A.D. 13세기 초 몽골에 의해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다가 A.D. 19∼20세
기 초에 발굴조사를 통해 도시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유적의 전체 면적은 약
219ha(약 2.2㎢)에 이르는 넓은 규모이다. 북쪽으로 제라프샨강의 지류와 맞닿아 있으며,
4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도시 내부에
는 궁전과 사원, 주거지, 목욕탕 등의 유구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도시의 외곽에
는 공동묘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프로시압에서 확인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타델은 유적의 북쪽 외곽
에 치우쳐 있다.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여 있
으며, 북쪽에는 제라프샨강의 지류와 맞닿아
있어 천혜의 요새지역이다. 시타델의 남쪽
내성벽 밖에는 샤흐리스탄이 넓게 형성되어
<그림 21> 아프로시압 도시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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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외곽에는 외성벽이 축조되어 있다. 둘째 유적은 4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 이는 도시의 확장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최초 도시는 북쪽에 치우쳐 있었으
나, 도시가 점차 팽창하여, 도시 외곽에 성벽을 다시 구축하였다. 도시의 확대에 따라 시
타델의 위치와 규모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도시의 주요 기능이 존재했던 샤흐리스
탄 지역은 크게 넓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역이 바로 아프로시압
궁전벽화가 발견된 지역이다. 1965년에 사마
르칸드와 타슈켄트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적의 존재가 알려졌으며, 발견된
유구는 A.D. 7∼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
정된다. 30여 기의 건물들이 존재했던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벽화가 발견된 유구는 복
층의 구조로 알려져 있다. 벽화 내용을 토대
로 아프로시압의 별궁이 존재했으며, 그 기
능은 왕과 주변지역의 외교사절단이 조우하

<그림 22>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출토지

는 장소로 추정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적의
외곽에는 내부 공간을 방어하고, 외부 공간과 차이를 두기 위해 성벽을 축조하였다. 이
러한 형태는 북쪽 외곽에 있는 시타델의 형태와 유사하다.
결국 아프로시압은 최초 일반적인 도시구조를 갖추었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필요에
따라 샤흐리스탄 지역을 크게 넓혀 외곽에 외성벽을 재차 축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
시의 중앙에 궁전과 부속시설 등 별도의 시타델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시타델과 함께 샤흐리스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샤흐리스탄은 시타델의 바깥쪽이자 외성의 내부에 위
치한다. 내부에는 관청, 군영, 시장, 종교시설, 주거시설 등 도시 기능의 대부분이 이곳
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그디아나 도시들의 형성과정은 대체로 샤흐리스탄이 먼저 존재
했다가 이후 시타델의 축성과 함께 샤흐리스탄 외곽에 외성벽이 축조되면서 도시 기능
이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일부 도시유적의 경우 계획도시 형태로
시타델의 축조와 함께 샤흐리스탄과 라바드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러
한 계획도시의 특징은 도로를 중심으로 뚜렷한 구획이 관찰되는 양상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소그디아나 도시유적 내 샤흐리스탄의 확대와 함께 도시유적의 구조
혹은 경관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아프로시압 도시유적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아프로시압은 소그디아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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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적 가운데 정치·사회·문화·교통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이 지역의 도성(都城) 역
할을 유지했던 곳이다. 유적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적은 4
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도시의 팽창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도시 기능이 변화되었다. 이
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샤흐리스탄의 변화가 가장 주목된다. A.D. 7세기 무렵 도시 중앙
에 별궁과 부속건물들이 축조되면서 시타델이 추가되나, 기존 시타델은 도시의 확대와
무관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도시의 팽창과 변화는 샤흐리스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아프로시압의 경우
A.D. 9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도시 가장 외곽에 나성형태의 성벽을 축조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어, 도시의 팽창에 따라 샤흐리스탄 지역의 변화가 상당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결국 도시의 팽창에 따른 샤흐리스탄의 확대와 경관의 변화를 통해 당시
아프로시압 도시유적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프로시압과 사마르칸드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일대의 거점 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23> 9세기 이후 사마르칸드 지역 도시 경관의 변화

한편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도시팽창은 샤흐리스탄 외곽에 위치한 외성벽의 축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시는 시타델과 샤흐리스탄의 분리와 함께 샤흐리스탄과 라바드
의 구분도 비교적 뚜렷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목되는 것은 라바드에 거주
했던 주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된 점인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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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시를 관리하던 정부와 관청에서는 샤흐리스탄 외곽에 성벽을 축성함으로써 주민
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함께 외부 세력에 대한 침입에 안전보장을 대가로 조세의 의
무를 부과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프로시압과 함께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거점 도시로 알려진 카슈카다리야주에 카
르시지역과 부하라 주에 부하라지역에서도 다양한 변화와 특징이 관찰된다. 카르시의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에르쿠르간(Yerkurgan)에서는 1948년 발굴조사를
통해 도시유적의 존재양상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나사프(Nasaf)’로 알려져 있고, 중국사
서에는 那色波國으로 기록되었다.
도시유적에서는 궁전과 성채, 종교시설, 주거 공간 등 다양한 고고학 자료가 조사되었
으며, 유적은 A.D. 8세기 무렵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현재 이곳에서 출토된 일부 유물이 아프로시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М.Е.
Массон 1973).
도시유적은 샤흐리스탄 북쪽 외곽에 시타델이 조성되어 있다.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갖
추고 있으며, 내성벽을 축조하였다. 샤흐리스탄의 외곽에 외성벽을 축조하였는데, 다른
도시유적과 달리 2중의 외성벽을 축조한 특징
도 관찰된다. 또한 도시 외곽에는 아프로시압
과 유사하게 나성형태의 성벽을 축조하여 외
부 이민족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추정케 한다.
부하라 도시유적 역시 安國으로 기록된 거
점 도시로 왕이 도시를 다스렸으며, 주변지역
의 중·소 도시들을 함께 관장하였다. 도시 내
부는 시타델과 샤흐리스탄, 라바드로 구성되
<그림 24> 나사프 도시유적

었으며, 도시의 팽창과 함께 샤흐리스탄의 규
모가 크게 확대되어 2∼3차례 외성벽의 축성

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샤흐리스탄 내부 구조가 장방형 형태로 매우 규칙적
으로 구획되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는
대대적인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구획도시로서 변모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밖에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특징은 중·소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부
하라 주 파이켄드(Paykend) 도시유적은 시타델과 샤흐리스탄, 라바드로 구성되어 있으
나, 라바드의 위치가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유적은 중앙에 소하천을 경계로 동쪽과 서
쪽으로 크게 구분되며, 서쪽지역에 시타델과 샤흐리스탄을 조성하고, 도시의 팽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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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부하라 도시유적

라 샤흐리스탄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유적의 동쪽지역에 위치한 라바드는 도시의 확
대와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해 일반적인 도시구조와 대별되는 특징으로 관찰된다.
부하라 주 바르단제(Vardanzeh) 도시유적의 경우 북동쪽 외곽지역에 장방형의 시타델
을 조성하였으며, 샤흐리스탄의 중앙부에 대로를 개설하여 양쪽으로 구획한 특징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중국의 수·당대 장안성과 낙양성의 주작대로와 유사하
다. 더불어 부하라 주 로미탄 도시유적은 도시 전체를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구획하여,
활용한 특징도 관찰된다.

파이켄드(Paykend)

바르단제(Vardanzeh)

로미탄(Romitan)

다부시야(Dabusiya)

<그림 26> 소그디아나 중·소 도시유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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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금까지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특징과 존재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그디아나는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5,000㎞ 떨어진 현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와 주변일대에
해당하며, 소그디아 혹은 서투르키스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지역에는 고대 이란족
계열의 유목민족인 소그드인들이 살았으며, 제라프샨강과 카슈카다리야강 그리고 주변
지류에 수많은 도시를 건설하였다.
소그드인들은 A.D. 3∼7세기 무렵 도시 국가 형태로 존재하였고 관개농업에 종사했으
며, A.D. 6세기 이후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물질문화를 중계하는 隊商으로서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수나라 역사서인 『隋書』 「西域傳」에 소그드인의 도시들에 대한 위치와
풍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지역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활동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에 대한 구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마르칸드에
서 남동쪽으로 35㎞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쿨도르테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쿨도르테파
는 ‘Maymurgh’ 란 지명으로 서역전에서는 ‘米國’으로 기록되었다. 도시유적에 대한 조사
는 1950년대 이후 정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에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입지와 시타델(Citadel), 샤흐리스탄(Shakhristan), 라바드
(Rabad)로 구성된 일반적인 도시유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구조와 성벽의 축조방법 및 방어시설의 존재 등 중요한 조사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쿨도르테파에 대한 조사성과를 토대로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의 분포와 특징 그
리고 대체적인 존재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시타델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검토, 도
시의 확대에 따른 샤흐리스탄의 형태와 경관 변화, 그리고 거점 도시와 중·소도시들의
형태 등 도시유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보았다.
그동안 소그디아나 도시유적에 대한 검토는 중국사서에서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문헌
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아프로시압 궁전벽화에 그려진 외교사절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고고학 자료에 대한 분석 특히 도시유적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접근은 빈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본 논문이 작성되었으며, 향후 도시유적
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
대해 본다.
▶논문접수일(2020.8.12.) ▶심사완료일(2021.2.16.) ▶게재확정일(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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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Existence of the
Sogdiana City Ruins
Kang, ji-won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archaeological data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existence of the Sogdiana city ruins. Sogdiana is an area where ancient Sogdians
lived and is located in Samarkand, Uzbekistan, Central Asia.
Until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Sogdiana city ruins in Korea has been mainly
conducted on the basis of what is written in Chinese history,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Goguryeo envoys painted in the Afrosiab Palace murals. But the analysis of archaeological
data, especially on the city ruins, has been lacking. This paper was written i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the current status and investigation details of Kuldortepa were closely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ty ruins.
Kuldortepa is recorded as ‘Rice Country(米國)’ in the ‘Western Regions(西域傳)’section
of the ‘Chronicles of the Sui Dynasty(隋書)’, and is referred to as ‘Maymurgh’. Its urban
function was established around the 4th century A.D., and after the 8th century, this urban
function was lost due to the destruction of various parts of the city by invading Arab forces.
However, it was later found to have been used sporadically as a living space. In addition,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ity ruins, as well as the internal structures separated
by the Citadel, Shakhristan, and Rabad, were generally similar, but the detailed structu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ize and
function of the city.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gdiana city
ruins in addition to their general presence. In particular, various factors observed in the
city ruins were identified, such as reviews on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Citadel, the
change in the shape and landscape of Shakhristan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i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hapes of the hub cities and those of the middle and small cities.
Keywords : Sogdiana,

City Ruins, Samarkand, Kuldortepa, Citadel, Shakhristan, Ra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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