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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호주의 중요한 유적에 대한 발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굴기술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호주의 모든 발굴기술은 궁극적으로
해외에서 유래하며, 주로 일본과 미국 및 영국에서 유래하지만, 이러한 기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거나 혁신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발굴기술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발굴
작업에 참여하면서 도제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역사시대 유적 발굴에 대한
경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발굴기술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이드 파크 배럭과
로열 조폐국 같은 최근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발굴과 함께 시드니, 퍼스트(정부청사,
시드니, 포트 아서, 태즈메이니아)와 같은 발굴현장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립 바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 발굴 과정에서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법의 변화는 과학, 또는
예술이 발전하는 주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고고학자들의 경험은
호주의 역사적 고고학과 관련이 있다. 영국의 고고학과 호주의 역사 고고학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고고학적 퇴적물에 적용되는 층서학의 원리는 보편적이어서, 유적이 어디
있더라도 유적을 발굴하는 데 같은 수준의 발굴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주장은
휠러와 바커를 포함한 많은 고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 고고학에는
발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명백한 것은 발굴계획의 설계 뿐
아니라, 유적에서의 표본 추출과 관련하여 역사적 기록과 현존하는 구조물들의 연구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영국에서의 발굴기술의 개발에 대해 논하고, 두 번째로
호주의 역사적 고고학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2. 영국에서의 고고학적 발굴기술의 발전
'올바른 발굴 방법은 없지만 잘못된 방법은 많다' (휠러)
많은 고고학자들이 영국 고고학 역사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지만, 왜 발굴 기술이
다른 방법보다는 한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서는 이 주제에 대한 엄격한 역사적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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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지질학적, 그리고 오늘날의 고고학적 층위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발굴기법의 논리적
발전을 추적할 것이다. 접근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발굴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며 때로는 명백하고 일상적인 관찰에 의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법이 없다면,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높은 과학적 기준으로 발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논의에서 단지 통상적으로 지역적 또는 국가적 틀에서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맥락에서 발굴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Mortimer Wheeler

Sir Mortimer Wheeler, Director of the Institute from 1937 to 1944,
shown here at Maiden Castle, which he excavated from 1934 to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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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 유적에 층위를 적용하기 훨씬 전에 층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상대연대라는 측면에서 층위(층서)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한 연구자들은
17~19세기의 스테노(Steno), 스미스(Smith), 라이엘(Lyell) 등이다.
층위를 관찰하는 가장 간단하고 노동 효율이 높은 방법은 트렌치를 파거나 작은 피트를
파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초기 발굴에서 시굴 트렌치와 테스트 피트가 유행하게
되었다.
고고학적 유적에 대한 질문들은 연대 및 순서와 관련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조사는 깊이와 시간의 3차원과 4차원에 집중되었다.
모티머 휠러(Mortimer Wheeler's)의 기차와 시간표 비유가 떠오른다.

‘수직적 발굴만으로는, 점유기간, 그것의 지속성 또는 단속성,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화에
대한

대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중요한 환경 즉 경제, 종교,

행정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과거의 문화나
문명이 들어맞는 바로 그 요소들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것을
재발견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기차가 없는 철도의 타임테이블이다.,
이 인용문에서 다른 곳에서 수평 발굴이라는 용어와 함께 수직 발굴이라는 용어에 대한
휠러의 사용에는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가끔 의문이 생긴다. 즉 수평 또는 수직적 발굴에 치중해야 하는가?
'수평 발굴'이란 완전히 밝혀내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대 유적의 특정 단계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 발굴'은 제한된 지역을 발굴하여
문화의 연속성을 확인하거나 유적의 시간 규모 또는 문화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과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고고학자는 유적의 유구 배치와 개별 유구들의 기능에 대해 즉시 질문하기를 원함에
따라 몇 가지 선택사항을 사용할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추가적인 시굴 트렌치나 테스트
피트를 발굴하면서 여전히 수직 발굴에 몰두하고 있었다. 선택적으로 주안점이 수평
발굴로 바뀌어 갔다. 서남아시아에서 10m 이상 고고학적 퇴적물이 깊게 층을 이루고 있는
유적에서, 트렌치들은 가장 깊은 곳을 조사하기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선택사항이었다.
그러나 휠러(Wheeler)는 수평 발굴이 필요한 유적에서 여전히 트렌치와 피트를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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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들을 매우 비판하였다. 수직 발굴에 대한 초기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수평 발굴
또한 초기 고고학적 조사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다. 몇몇 주목할만한 초기 사례들은
1881~1896년 사이에 크랜본 체이스(Cranborne Chase)에서 피트 리버스(Pitt Rivers)가
수행한 세심한 발굴과 1892~1907년 사이에 Bulleid와 Gray에 의한 Glastonbury 호수
마을의 거의 대부분을 발굴했던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고고학자들이 영국의 발굴기술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이러한 발굴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920~1960년대까지
유럽의 수평 발굴기술 개발에서 반 기펜(Van Giffen), 핫트(Hatt), 스텐스버그(Steensberg),
베르수( Bersu) 등이 담당한 역할은 오래전부터 과소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영국의 1930년대 수평 발굴에서는 둑 단면들의 그리드 배치에 방해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예를 들어, 휠러(Wheeler)가 인용한 부쉬-폭스(Bushe-Fox)의
리치버러(Richborough) 발굴).

Cranborne Chase유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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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borne Chase유적 발굴

Cranborne Chase 유적 발굴

따라서 휠러가 「Archaeology from the earth」를 저술할 무렵인 1950년대까지, 둑 또는
구획의 간섭없이 시굴 트렌치, 테스트 피트, 수평 발굴 등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전체
발굴기술의 전체 범위가 잘 테스트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휠러는 사각형의 그리드 구획에
의해 수평 발굴기술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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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tonbury 호수 마을 시굴(?)

1

Glastonbury 호수 마을 발굴

2.1 그리드 배치(The grid layout)
면(area) 발굴이라는 용어는 이제 수평 발굴로 대체될 수 있다. 면(area) 발굴 찬성자는
휠러가 그리드 배치를 면 발굴이라고 칭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상 면 발굴이라는 용어는 발굴
둑이나 구획의 간섭없이 발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그리드 배치라는 용어는
휠러의 면 발굴 방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고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휠러는 수직
기록뿐만 아니라 수평기록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동일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깊이와 시간의 3차원과 4차원의 중요성을 1, 2차원의 발굴에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휠러의 답은 발굴 그리드 배치나 그리드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면 발굴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기록과 제어를 위해 편리하고 명확하게 세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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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비 기준선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임의의 모든 방향으로 쉽고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함
(c) 발굴의 최종 단계까지 완벽한 많은 수의 수직 단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d)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일정 지역 발굴에 쉽게 통합할 수 있어야 함.
(e) 발굴된 표면을 가로질러 장애물이나 절개면 없이 퇴적토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지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f) 필요한 모든 깊이에서 햇빛이 잘 들어와야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구를 제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유형 즉, 정사각형에
기초한 배치이다. 발굴작업이 끝날 때까지 인접한 사각형의 사이에 둑이 남도록 하여
일련의 사각형이 여섯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 윌러(Wheeler)는 그리드
배치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1960년대까지

영국

고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발굴 방법이었으며, 여전히 호주 역사 고고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2.2

발굴에서 그리드법의 결과

'반복적으로 고고학자에 의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그
진리는 그 자신과 시대, 그리고 그의 기술들의 피조물이다.' (Fowler)
휠러는 격자 사각형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각형의 측면이 같거나
더 커야 하며 길이는 층위의 예상 깊이보다 길어여 한다. 최소한 그는 길이가 약 3m인
사각형을 주창했고, 그 후에 격자법을 사용한 많은 고고학자들은 더 작은 정사각형에
의존했다. 아래에서 논의될 것처럼 3m 미만의 격자 사용은 이 기법의 단점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Bark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티머 경[Wheeler]은, 많은 혁신자들처럼, 그의 혁신의 한계를 초월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대규모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증거를 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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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대개는 넓은 열린 공간에 대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의 추종자들, 즉 1930~1960년대 사이에 영국에서 작업했던 거의 모든 발굴자들은 대개
훨씬 작은 규모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샘플은 너무 작아서 종종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트렌치나 작은 그리드, 심지어 가끔 아주 작은 트렌치들이 크고 복잡한 유적들을
가로질러 설치되었다.'
그리드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목재 건축물의 충분한 해석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주 상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리드 방법의 실패는
발굴기술의 상당한 발전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드법에 의한 면 발굴만으로는
증거의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인식되지 않거나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

영국에서

그리드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한

결과,

로마

시대와

포스트

로마

시대(Anglo-Saxon) 시대의 고고학은 여러 가지 오해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그리드 발굴에
의해 얻어진 로마 도시 계획은 각 블록의 비율을 포함한 석조건물이 있는 블럭이나
집단주택의 정기적인 배치를 보여주었다(예: Caerwent, South Wales). 그 이후 모든 빈
공간이 들판과 구역이 아니라 빈번하게 인식되지 않는 목재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영국의 로마(Roman Britain) 도시 생활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앵글로 색슨 시기에 발견된다: 다른 방법으로 면 발굴이 증명될
때까지, 로마 시대와 노르만 정복자 사이에 사람들이 수혈주거지에서 살았던 암흑시대가
정말로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히 그리드
발굴의 단점들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1950대와 1960년대의 두 가지 중요한
면 발굴이 마침내 그 신화를 깨버렸다. 즉 앵글로 색슨 목조 궁전 유적이 1953~1958년
예버링(Yeavering)과 1960~1962년 체다르(Cheddar)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 건축물들의
울타리에 말뚝을 박는 구멍의 패턴은 단지 면 발굴에 의해서만 인식되었다. 위에 주어진
예제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호주의 역사 고고학에서, 유용한 상세 역사 기록이 있는 경우, 큰 오해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리법을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면 발굴에서 회수된
고고학적 증거의 세부정보가 복구된다. 그리드 발굴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인 G.
웹스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요약했다.

예를

들면,

Hen

Domen,

Montgomery에서 바커(Barker)에 의해 복구된 대단찮은 유적들의 배치도 또는 Moel Y
Gaer, Clwyd에서 길버트(Guilbert)에 의해 발굴된 장방형 건축물의 증거를 보라. G.
Webster는 그리드 발굴의 가장 큰 지지자들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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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위에 그리드를 설치하고 사각형을 발굴하는 구식 방법'은 건축물 전체를 제대로
발굴할 수 없다. 건축물 전체 또는 건물의 상당 부분의 동시대 점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둑이 있고 건축물이 깊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m 사각형
그리드에서의 둑은 조사 대상 영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 용도는 있다.
둑은 수직 층위를 보존하고 발굴된 지역을 걷지 않고 현장을 가로지르는 길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일부 둑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나중에 구조물의 연구를 방해할 때
제거하면 된다.‘
이것은 분명히 과거의 잘 다듬어진 방법들을 버리기를 매우 꺼려하는 고고학자의 면
발굴에 대한 중요한 양보다.

2.3 면 발굴(Area excavation)
'수평 발굴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발굴된 표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단면도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Barker)
모든 고고학적 층위가 하층토 또는 기반암의 표면을 절개한 곳에 그 유적들이 위치한다.
단순히 상부토를 제거함으로써 그 유적들이 나타났으며, 그리드의 둑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면
발굴의 장점이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한 구역에서 표토층의 깊이만을 기록하고,
다른 모든 구역들 또한 같은 정보를 기록한다면, 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곧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며, 하나의 구역은 제거되거나 또는 최초 면을 연장할 것이다.
불필요한 둑이 제거됨에 따라, 면 발굴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현장의 전반적인 배치가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 심경(深耕)
등의 개발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유적에 가해진 대규모 위협이 그리드 방식에 의한 발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표토층이 얕은 유적에 대한 면 발굴의 채택은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깊게 층위화(층서)된 유적에서는 그 경우가 매우 다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고학적 유적지의 층위적(층서적) 측면에서 이분법이 중요하게 된다.
P. 바커는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고, 발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물론 유일한 증거가 토양의 색깔과 질감의 수평적 변화로 구성되는 발굴과 잔존석벽,
자갈 표면 및 기타 구조물 조각의 존재로 복잡하게 겹친 층이 있는 발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의 유적은 특히 중첩된 층이 매우 얇고, 후대의 구조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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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얇은 층의 일부를 제거했다면, 그들의 불연속성에 의해 그들을 추적하고 해석하기에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영국의 층위가 얇거나 단순한 유적에서의 면 발굴의 장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즉, 동일한 기법을 복잡하고 층위화(층서화)된 유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획의 목적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수직적 증거를
기록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휠러의 '철도 시간표'의 3차원과 4차원의 깊이와 시간을 기록하는 구획의 사용은 이미
언급되었다. 단면도에는 첫번째 층위(층서)적 관계, 두 번째, 적어도 문서상으로 고고 유적의
완전한 복원을 감안한 계획을 그리기 위한 상호보완적 증거 등 두가지 유형의 정보가 기록된다.
모든 발굴로 인해 기록이 파괴되기 때문에 기록은 가능한 한 완전하고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염두에 두고, 층위(층서) 관계의 기록, 그리고 3차원 복원 등, 그러한 증거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단면과 둑은 전통적인 방법이며, 휠러의 그리드 배치는
재구성 요건을 충족시켰다. 기타 방법으로는 등고선 조사 또는 수준 측량, 누적 단면 및
네트워크 분석(해리스 매트릭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래전부터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고고학적 발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920년대까지
유럽에서 하트는 발굴 중 고고 유적들의 상세한 수준(levelling)작업을 한 개척자였으며,
나중에 단면을 어떤 선택된 선을 따라 그릴 수 있었다.

Barker 1993.(Cumulative section)

Barker 1993.(Cumulative section)

13

발굴조사 실무

(Cumulative section)

14

유구의 인식, 조사 절차 및 방법

1

(Cumulative section)

15

발굴조사 실무

해리스 매트릭스, 또는 이전의 해리스 윈체스터 매트릭스는 1967~1971년 사이에 햄프셔
윈체스터의 고고학적 유적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것은 고고학적 퇴적물을 상호
연관시키고

층위적(층서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깊이

층위화(층서화)된

유적에서

필수적인 방법이 되었다. 해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한 유적에서, 몇 개의 단면에서 대표적인 유적의 층위 순서가 파악될 수 있다.
복잡한 유적에서, 표면위 유구 배치의 층서화에 대한 "대표적인 수직적 견해"를 나타내는
단면에 선을 선택하는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단면은 특정 지점에서 층서의 물리적
관계만을 기록한다. 단면에서 떠나면, 다른 관계들이 종종 발견되고 따라서 단면들은 복잡한
유적의 층위적 순서 또는 대표적인 층위화의 견해 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견해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윈체스터의 로어 브룩 스트리트(Lower Brook Street) 발굴작업 시 20
X 30 X 2m의 지역에서 만 개가 넘는 층위가 작성되었다. 그러한 도시 유적의 복합 층위로
인해 단면 그 자체보다 조금 더 대표할 만한 단면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넓은 면적의 발굴에서 많은 작은 유구들이 기존의 도면이나 기록들을 사용함으로써
트렌치를 주위의 주요 단면들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해리스 매트릭스는 층위의 모든
단위가 상호 연관되도록 함으로써 이 틈을 메운다. 바커에 의해 해리스 매트릭스에 제안된
수정사항은, 특히 호주 유적의 경우 유의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규모 수평 발굴은는 페이지 전체에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는
적은 숫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구/맥락(정황) 번호의 상자가 정사각형이면 양식이 더
유연해질 것이다. 또한 실제로, 매트릭스를 인쇄물 형태로 옮기기 전에 대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때로 많은 줄을 그어 지우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구멍 열이 달린 보드는 천이나 금속 띠 중 하나로 만들어져서 번호가 매겨진 카드가 그
안에 끼워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 대신에 일련의 이동 가능한 번호를 가진 펙 보드가
시간을 절약하고 명확한 사고를 돕게 될 것이다.'
다룰 맥락이 거의 없는 많은 작은 발굴에서는 행렬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더 복잡한 유적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층서적
관계를 분류하고 표시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변경과 재배열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프로그램은 1975년 이후에 설립된 영국의 중앙 발굴대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인 둑과 구역의 단점을 인식하면서, 면 발굴은 다른 이용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지만, 기존의 확립된 기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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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과 다른 수직 단면은 여전히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대개 전체 유적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개별 맥락에 국한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술을 사용하여, 유럽에서 깊은
퇴적층이 있는 유적에는 면 발굴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3. 발굴기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최근 몇 년간의 중요한 기술적 진보 중 하나는 발굴과 기록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완전한 층서적 원리의 필요와 조우하고 있으며, 발굴 과정에서 고고학자의 사무적인
필요성보다는 유적의 고고학적 필요성에 훨씬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다.' (Fowler)
지적된 점들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수반하면서, 대부분의 발굴기술에 관한 교과서에는
다양한 발굴법의 단점이 수록되어 있다. 비슷한 접근이 여기서 사용될 것이지만, 호주의
역사 고고학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논의될 것이다.

3.1 시굴 트렌치 설치와 테스트 피트
시굴 트렌치와 테스트 피트 구획의 오용에 대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다. '시굴트렌치는
거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것을 찾아라'는 말은 여전히
진실처럼 들린다고 Wheeler는 주장했다. 휠러는 시굴 트랜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 유적을 엉망으로 만들고,
2. '트랜치가 너무 깊고 지나치게 좁아 일하기 어려우며,
3. 그 층위가 '포괄적이고, 적절한 범위에서 보여야 한다'는 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4. 정확성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 없이 측면으로 확대될 수 없다.
휠러의 첫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 외에 거의 코멘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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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전에 발굴된 시굴 트랜치들로 이미 벌집같이 만든 유적을 발굴하는 발굴자들은 이
시굴 트랜치들이 얼마나 필연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파괴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구조 사이의 관계가 테스트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말이다.' (바커)
트랜치의 규모가 궁극적으로 일의 효율과 안전을 결정한다는 것을 모든 고고학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고고학자들이 깊은 트랜치 속에서 트랜치 벽의 붕괴로
사망하였다.
트렌치의 너비가 깊이와 같거나 커야 한다는 기존의 규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트랜치에 버팀목을 받쳐야만 하며, 이에 따라 단면을 가려서 해석을 어렵게 한다.
발굴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어느 지점에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층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삽과 손수레.(대규모적이며 몰이해적인 발굴 방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당연히 연관된 층의 두께, 물질의 출처 및 중요한 유물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곡괭이와 삽 모두 길이가 약 1m이므로 트랜치의 너비가 이보다 작다면
이러한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스트 피트에서처럼
트랜치의 길이와 폭이 모두 제한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작은 손도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다가 이미 정리된 조사 표면을 밟지 않기란 어렵다. 결과적으로, 좀 더 큰
발굴에서보다, 테스트 트렌치나 시굴 트렌치에서 주어진 많은 수의 맥락을 발굴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동일한 문제는 어떤 맥락의 발굴 시 둑과 단면에 의해 방해될 때
발생한다. 그러나, 테스트 피트와 시굴 트랜치에 대한 보다 중요한 비판은 고고학적 특징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고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토양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거나 단면에 의해 부분적으로 불분명 할 수 있다. 따라서
작은 트랜치에 내재된 표본 편향의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퇴적물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한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한 대답은 물론 확실히 넓이 1m에서 2~3m
정도로 넓은 시굴트렌치를 파는 것이다. 오거와 같은 기술은 작은 테스트 피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확실히 덜 파괴적이다. 휠러의 네 번째 비판은 당시의 기록
기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들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휠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었다. 현대의 기록 기법은 확장되는 고고학적 발굴의 문제를 극복한다. 즉,
오늘날에는 단일 숫자의 순서가 전체 유적의 모든 맥락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지만, 과거
기록은 여러 순서로 나뉘었다. 각 사각형이나 트랜치를 확인한 후, 숫자들의 개별 순서가
각 층에 사용되며, 때로는 피트, 기둥구멍 및 아마도 각각의 사각형의 다른 범주에
대해서도 그렇다. 당연히 그러한 시스템은 트랜치를 확장하면 복잡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현재 시굴 트랜치나 테스트 피트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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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 그것들은 선형 특징의 교차단면이나 고고학적 유적의 예비적 위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은 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 부분적 특징 또는
종방향 변화에 있어 변화를 얻기 위해 상당한 길이를 발굴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3.2 그리드법(The grid method)
목재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그리드법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되었다.
고고학적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굴 트랜치가 표본 편향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과는
달리, 그리드법의 실패는 보다 분명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다. 다양한 저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열거했는데, 브라운이 발표한 목록은 대표적이다.
1. 분리된 사각형은 발굴 진행속도가 달라 발굴이 단계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2. 둑은 증거를 모호하게 하고,
3. 둑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4. 사각형 사이에 조정이 부족하다.
또한 단면과 둑으로 공간이 제한되어 적절한 발굴 도구의 사용이 방해를 받을 때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드법이 목재와 육안으로 잘 관찰되지 않는 구조들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드법에 대한 웹스터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는 적어도 유적의 3분의 1은 둑에 의해 가려질 수 있다고 말한다. 목재
건물을 형성하는 기둥구멍이 둑 아래에 위치하는 비율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또한 자갈
바닥, 벽 또는 다른 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기둥구멍과 같을 것이다. 발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둑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고고학적 유구 및 유물이 완전히 인식되거나 완전히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늦은 단계에서 둑을 제거한다면, 그들의 발굴은 또한
유적의 나머지와 완전히 서로 맞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유적의 층서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어떤 구조물의 전체 평면 사진을 찍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둑 발굴은 이미 발굴된 것과 함께 각 맥락을 인식, 기록, 계획 및 상호 연관시키는
데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굴 트랜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로 발굴에서
뒤늦게 둑을 제거하면 종종 단편적이고 성급한 방식으로 제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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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불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 많은 수의 둑을 양산할 것이다.
그리드 배치를 이용한 둑의 잘못된 위치설정에 대한 가장 놀라운 반응은 휠러 자신이 한
것이었다. 원래 하나의 그리드는 대각선으로 위치하며. 휠러의 의도대로 발굴되어져야만
했던 삼각형과 좁고 길다란 트렌치들은 물론 원래 그리드에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구들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경우 그의 발굴 문제는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다.
둑의 그리드 배치가 일부 층위 관계를 반복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둑들이 중요한 정보를 가릴지라도 일부 단면은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한 단면을 주축과 직각으로 이분면이나
사분면으로 절개하여 얻을 수 있다. 유구를 대각선으로 분할하려면 최소한 한 차원을
왜곡한다. 하지만, 작업 상태는 수많은 분리된 단면이 발굴되고 기록되지 않는 한 그리드
방식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수직 구간의 존재를 최소화해야 한다. 고고학자들은
얼마나 자주 층위 관계 이해의 중요한 부분에 걸쳐 무너진 단면, 침식된 표면, 실트와
진흙의 흐름을

보아왔는가! 과도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기계식 굴착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드법을 사용함으로써 금지된다. 유적을 기계적으로 발굴한 다음 그 위에 그리드를
적용하려면 그리드 시스템의 모든 기술적 어려움을 물려받아야 하며, 이점은 하나도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휠러의 그리드 시스템은 유적의 레이어 전체 윤곽을 기록하는
장점이 있어 3차원으로 종이에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등고선 측량 또는 다른
적절한 기술을 초기에 사용하지 않는 한 기계식 굴착기의 사전 사용으로 좌절된다.
브라운이 지적한 사각형 사이의 조정 부족은 기록 기법을 말한다. 현대의 서식과 관련된
기록지를 사용하더라도 그리드 발굴 기록에는 복잡성이 있다.
기록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각 맥락별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두 맥락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그들은 두 개의 별도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기록에 있어 그리드 방법의 비효율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유적이 단일층으로
덮혀 있고, 그리드 발굴을 여러개의 사각형으로 나눈다면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층위적 등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단일 층은 사각형만큼
기록해야 한다.
기록과 계획에서 문서가 너무 많으면 발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발굴 후
작업이 극도로 복잡하고 부담스러워진다. 그리드법의 단점과 샘플 편향을 최소화하고
그리드 발굴법의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주범은
구획이 아닌 고정 그리드 둑이다. 어떤 고고학자도 수직적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면 발굴의 지지자들은 둑 없이도 정보를 기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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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둑이

남아

있다면,

큰

사각형의

그리드는

이

방법의

1

단점을

최소화하지만, 작은 사각형의 격자는 단점들을 증가시켜, 어느 지점에서 단지 사각형의
그리드가 하나의 테스트 피트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 휠러는 최소 3m 길이의 사각형을
권장했지만, 최대 9m나 그 이상을 지지했다.

3.3 면 발굴(Area excavation)
면 발굴에서, 완전히 둑의 그리드를 없앤다며, 그리드법에 의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제거되지만,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일련의 전체 수직 단면에 대한 지속적인 참조가 없다.
2. 조사 그리드는 발굴된 표면에 직접 배치하여야만 한다.
3. 발굴조사 시 발생한 흙의 처리는 발굴된 표면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필요로 한다.
4. 감독과 통제를 위한 명확한 배분이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면 발굴은 전통적인 단면을 포함한 수직적 증거를 기록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기법의 지지자들은 영구적인 참조를 위해 단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휠러가 구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현재 영국이나 호주에서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휠러의 초기 발굴은 잘 훈련된 감독, 몇 명의 숙련된 직원,
그리고 비숙련된 대규모 팀에 의존했다. 휠러 및 다른 조사자들이 각 사각형의 모서리에
지속적인 참조를 위해 컨트롤 피트나 영구 단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당연하다. 컨트롤
피트의 사용에 대한 휠러의 언급은 매우 유익하지만, 이 인용문의 전제에 따라, 오늘날
발굴조사단이 과다한 컨트롤 피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그리드를 파다 보면, 고고학적 발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커트롤 피트의 사용. 컨트롤 피트의 사용은 감독자 자신의 특별한 의무이며,
일반적인 발굴의 정확성은 대부분 이것에 좌우된다. 사각형을 약 30cm 정도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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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책임자가 직접 절개하거나 고고학 조사에 훈련된 사람이 평균 작업수준보다 낮은
15~60cm 정도로 절개한다. 그것의 목적은 발굴단에 의해 정리된 층의 개연성 있고 당연한
수직 범위를 예상하기 위한 것이며, 토층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책임연구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의 토층 작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조사책임자나 맹목적으로
작업하는 그의 조사원이 한 층의 하부 토층의 아래 부분이 그 아래 부분의 위쪽
부분이라는 혼란을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즉 숙련된 고고학자들은 물론 토양의 작은 변화라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휠러가 오늘날 훈련된 자원봉사자가 아닌, 그의 발굴 대부분을 노동자들이라는
'주요 집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면 발굴에 대한 다른
비판들은 간단히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m가 넘는 넓은 면 발굴일 경우에, 조사면에
직접 조사 그리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말목은 민감한 지역에 둘 필요가
없고, 지나치게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적이지
않다.
조사면의

사용하지

않는

끝부분을

가로지르는

통로에

대해

말한다면,

비금속제

스카폴드발판이 물에 잠긴 유기물층을 포함한 가장 부드러운 토양에 수례가 다니기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면 발굴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리드 발굴보다 쉽다. 즉,
기록을 위한 유적의 분할 또는 감독은 그리드 조사를 사용하여 쉽게 달성된다. 면 발굴의
단점은 그 장점보다 훨씬 크다. 전체 유적에 걸쳐 유구의 형태와 분포를 즉시 볼 수 있는
능력은 과대평가할 수 없다. 이것은 해석, 기록, 계획, 사진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유적의
중요성과 성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방문자가 그리드 발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둑인데 반해, 면 발굴에서는 고고학적 특징 그 자체다.
아주 넓은 둑이 없다는 것은 또한 사소한 흔적 조차도 이해하고 충분히 해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브라운이 표현하듯이:

그러므로 많은 목재 건축물이 있는 넓은 유적을 파기 위한 유일한 적절한 방법은 표토층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유물과 다른 유구의 분포를 실측하면서 손으로 연속된 발굴 면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 작업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결과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단조롭고
심리적으로 우울할 수 있지만, 고고학적 보상은 크다. 이것은 아마추어들이 다루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실제로, 이 작업의 교훈은 소규모 발굴의 부적절한 증가와
그것의 잠재적 위험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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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희미한 흔적을 남기는 목재 건축물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심지어
심지어 부서지기 쉬운 퇴적물을 동반하는 석조 구조물도 종종 가장 유익하지만, 그것은
효율적이고 세심한 발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4. 역사고고학에서 발굴 기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미래의 동료들에게 훼손된 해독
불가능한 기념물 유산을 남기지 않도록 말이다.'(바커)
어떤 발굴이든 간에 객관성, 효율적 작업, 고고학적 자원의 보존을 위한 고고학자의
책임이 있다. 결국, 모든 발굴은 완전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발굴과 고고학 자원의 보존은
처음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일련의 맥락(상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그 발굴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야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관된 현장
기록뿐이다. 그 기록의 품질은 철저함과 계획, 메모, 획득된 사진의 우수성에 달려 있다.
발굴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려면, 감소하는 고고학적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사용은 발굴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해석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발굴을 의미한다. 유적을 부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고학
자원의 일부를 보존하기를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는 비윤리적이다.
유적의 해석에 있어, 만일 기둥구멍이 출입구 기둥구멍, 베란다 기둥구멍, 울타리
기둥구멍,

헛간의

모서리

기둥

등

다양한

기둥구멍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둥구멍으로만 잔존한다면, 고고학자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모티머 휠러 경(Sir
Mortimer Wheeler)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의 문화나 문명에 맞는 바로 그 요소들을
인간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서 그것을 회복할 가치가 있게 한다'! 완전한 해석
없이 고고학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는 것 외에도,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고고학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리드법의

비효율성과

완전한

해석의

어려움은

이미

지적되었다.

남은

결정은

고고학자가 묻는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발굴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은 각 시기, 문화, 문명 또는 국가간 고고학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립하는
연구 설계로 정리된다. 이 연구 설계는 필요한 발굴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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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자가 더 유리한 조사 방안으로서 발굴에서 현장 조사 또는 역사 연구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 호주의 역사 고고학에서는 역사적 기록의 풍부함과 현존하는 유적의 빈도
때문에 발굴에 의한 질문에 답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발굴기술마다 장단점은
여전하다. 선형 유구를 절개하기 위해 시굴 트렌치를 사용하거나 예비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하다. 역사적 기록은 건축물이나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같은
가장 간단한 질문들을 제외하고 모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굴 트랜치는 필요로 하는
모든것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오거 작업이나 지질 조사와 같이 고려 될 수있는
다른 조사 방법이 종종 있다. 바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능한 트랜치 조사를 할 때,
첫 번째 고고학적 층의 표면 아래를 파서는 안 된다. 그 층이 바로 가장 늦은 시기의
점유층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후의 발굴이 시굴조사에 의한 파괴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굴 트랜치 조사가 가능한 유일한 발굴 형태일
경우, 바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록은 특히 엄격해야 한다.
각 표면, 층 또는 유구를 ± 1cm의 정확도로 정밀하게 수평적으로 그려야만

시굴 트랜치

조사 결과와후속 조사자가 얻은 결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양에 대한 지질학적 설명을 '회색 사질층' 또는 '적색 점토 무더기층'으로
기록하기보다 더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성도 추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약 연구 전략이 정밀 발굴조사를 요구한다면, 더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본 편향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 기록과 현존하는 유적의 세부사항은 이
요소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중요치는 않다. 한 예를 들면, 도로를 가로지르는 시굴
트랜치는 하나의 기둥 구멍을 발견할 수 있다. 발굴된 샘플은 그 기둥구멍에 대해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가장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더이상 땅을 파지 않고 그 기둥구멍의 고고학적 맥락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의 더 광범위한 발굴에 의해 증거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가장 파괴적인 접근법은 트랜치 범위 내에서 발굴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둥구멍을 완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발굴하여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다른 맥락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선택은 최소한 비용과 기간이 아닌 여러가지
상황에 달려 있다. 위의 예는 그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로서 그러한 시굴 트랜치 위험성을
강조한다. 표본 편향을 피하기 위해, 발굴의 크기는 조사 대상의 맥락과 어느 정도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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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유적마다 고유하며, 역사적 기록의 세부사항 또는 현존하는 유적의
완전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유적이 지표상에서 관찰되지 않거나 역사적 기록이 희박할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현장의 샘플을 발굴해야 할 수
있다. 충실한 연구 설계의 중요성은 과대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지향적인 발굴은
역사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가의 발굴
전략에서 원주민의 주거지나 흔적이 거의 없는 구조물이 예기치 않게 발견될 수 있다.
이들은 그 농가와 그 농가의 별채를 짓는 동안 소작농들과 토지 소유자를 위한 임시
거처를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연구

설계가

유연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그 발견에 적합한 발굴이 아니면 이 항목들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전의
예를 다시 언급하자면, 도로를 가로 지르는 그 시굴 트랜치에서 확인된 하나의 기둥구멍에
대한 고고학자의 반응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

5. 결론
모티머 윌러경(Sir Mortimer Wheeler)의

「Archaeology from the earth」의 인용문을

가지고 이 글을 결론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잘못 판단된 발굴은 피트와 트랜치의 혼란으로 발전하기 쉬우며, 결국 작업을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고비용이 들게 하는 2차 흙 제거의 원인인 거슬리는 흙더미에 의해
감독 및 기록하기 어렵고, 종종 당황스럽다. 발굴에 접근하면 훈련된 관찰자는 그 효율성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배치에 있던, 세부적인 실행에 있던 어수선한 발굴이
나쁜 발굴이 된다는 것은 공리와 같다. 현장 지도 원칙은 어렵지 않다:

"계획을 세워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질서 있게 실행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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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고학은 인간의 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남긴 일체의 유적·유물의 분석을
통해 과거 인간의 역사·문화·생활방식·문화과정 등을 연구·복원·해석하는 학문이라
정의해 볼 수 있다. 고고학의 중요한 연구 활동 중 하나는 유적의 발굴조사이다.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은 각각의 유적 발굴현장에서부터 이후의 유물정리 작업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글과 도면, 사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으로
발굴조사의 최종 단계이다.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수반되지만 유적을 대신하여 남겨지는 유일한
기록임으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에 배포되어 한반도의 역사, 지역사, 고고학을 연구하는 기초 사료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도로 훈련된 고고학 연구자들은
남겨진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특권이 부여되지만 발굴 상황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는 임무가 동시에 부여된다.
이러한 발굴조사 보고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문화유산협회(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이하 협회)에서는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에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고학계와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발굴조사 보고서의 체제와 구성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표준이 될 만한 자세한 예시가 되어 있어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참고가 된다.

Ⅱ.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문화유산은 공공재로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문화재 발굴과 관리에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발굴조사보고서 역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보고서 수록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발굴조사보고서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제출기한과 그 책임을 명시한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서의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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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까지 일일이 열거하여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발굴조사보고서의 발간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현 실태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발굴조사보고서의 체제와 내용은 법률에서 제시한 틀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통령의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행규칙과 문화재청의 고시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함을 더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먼저 법률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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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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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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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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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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8.6.25. 문화재청 고시 제201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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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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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로 작성하되,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되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위치 도면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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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치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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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영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
ㅇ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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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

유구배치도

ㅇ 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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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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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표시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
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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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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실시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향후 정비·복원
사업의 기초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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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조사기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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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발굴조사보고서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는 보고서의 작성요령과 도면 작성방법,
제출기한, 연장신청과 사유, 발간부수, 배포처, 저작물공개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표]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 중 최근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매장문화재 및 발굴조사지역 위치표시에 대한
shape파일의 작성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문화재 파괴를 현저히 줄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어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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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

2007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발굴조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발굴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발굴조사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주도하게 되었다.
발굴보고서 평가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으나 발굴기관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매장문화
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입찰참가자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제도에서 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발굴기관에서는 발굴조사보고서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에서 제시한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청의
규정에는 보고서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은 규정의 세부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하고 있다. 이 매뉴얼
에는 발굴조사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양식은 앞서 언급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발굴보고서의 구성요소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일러두기, 출토유물목록 등이
필수적으로 수록되고 원색사진 등이 필요에 따라 추가 첨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보고서
구성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 평가점수까지 명기되어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고, 보고서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고서에 담겨야 할 기본항목을
제시하고 다양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평가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 작성 및 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 지표
구분

주요항목

세부항목

체제

보고서체제(5점)

범례(1), 목차(1), 구성(3)

조사경위와 목적(2점)

조사 경위와 목적(2)

머리글

발굴조사 인력(1)
조사단구성(3점)

보고서 작성 참여인력(1)
발굴조사 요약(1)

자연환경입지(2점)
자연고고 환경
고고환경(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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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자연환경(1)
유적의 입지(1)
역사적 배경(1)
관련 유적의 분포와 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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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범위(3점)
조사범위와
방법

2

조사범위와 대상(1)
유구의 분포와 배치(2)

조사방법(1점)

조사방법(1)

유적의 층위(1점)

전체층위(1)
유구 및 층위 내용(6)

본문(20점)

유물내용(5)
도면, 사진, 본문구성(4)
유구, 유물의 출토상황(5)
유물의 실측(6)
유구의 실측(6)
필수기호(3)

조사내용

도면(25점)

유구도면의 편집(3)
유물도면의 편집(3)
축소비율(2)
도면의 선(2)
유적사진(4)

사진(15점)

유구사진(4)
유물사진(5)
사진의 편집(2)
유구와 유물의 종합적 분석(8)
관련 연구성과의 반영(2)

맺음말

맺음말(고찰 등)(15점)

편년(3)
전체내용의 요약(1)
초록(1)
인쇄상태(1)

편집·인쇄

편집·인쇄(5점)

제본상태(1)
판형과 지질(2)
각종 과학적 분석 등(3)

가산점

전문가의견반영(5점)

전문가 의견 반영(1)
회의 개최 및 의견 반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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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서 각 요소별 작성과 유의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발굴조사보고서는 큰 틀에서 이미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제시된 틀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정되고 획일화되어 가는
시스템이지만 세부적인 요소에서 각 기관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부터는 보고서 체제의 각 요소별로 작성 및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 보고서 작성 계획 수립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은 해당 유적의 발굴을 담당한 조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에 앞서 발굴조사자와 보고서
작성자 등이 참여하여 발굴 진행상황, 조사방법, 유구와 유물의 내용이나 상호관계 등
발굴조사 전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도면이나 일지, 사진 등 각종의 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적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기록물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적의 성격이나 연대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에 수록될 유구의 전체적인 위치와 각종의 정보를 수록한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핵심내용, 조사 성과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이나

도면을

선정하는

작업도

본

단계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보고서 작업량은 크게 달라지므로 보고서 작성기간, 작업자, 비용 등을
충분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작성은 현장조사가 완료된 직후 곧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억이
선명한 시점에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조사 성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보고서를 2년 이내에 발간하도록 한 규정은 적절하다.

2. 제목과 일러두기·목차
보고서의 제목은 발굴된 유적의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근래에는 매년 수백권의 보고서가 지역별·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유적명칭으로 부여되고
있어 그 규칙을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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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보고서 제목의 유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서 작성법 교육에서 잘
정리되어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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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유적 등)
→ 동일 성격인 유적의 경우 유적명을 통일하고 그 뒤에 유구번호 또는 지번을 응용하여
붙임. 유적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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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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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하여 각 지구별로 나누어 보고서를 내는 경우.(평거 3지구, 평거 4지구,
제주 삼화 나지구유적 등)
→ 해당 사업명을 그대로 이용하여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는 절대 삼가고 필요하다면
문화재청 허가 당시의 조사명을 부제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문화재청에서 권유하고 학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온 기준은 기본적으로 지역명+동·
리명+유적 혹은 성격별 유구명이라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부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적명칭 부여의 경우 절대기준이나 강제
성을 띠는 법적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러두기와 목차는 보고서의 기본 체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러두기는 기본적으로,
용역명, 허가번호, 방위 토층색조, 도면의 축소비율, 유구형태구분, 유물번호 부여, 유물기술
및 표현 방법의 세부, 유물명칭 부여의 기준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명기한다. 이외
연차 발굴 또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기 발행물의 안내, 분권의 경우 수록된 내용의 설명,
인용된 자료의 출처 주요 유구의 구조와 세부용어에 관한 정의 모식도, 유물의 선별 및
수록 방법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목차의 경우도 보고서에 따라 편집의 모양이 다른 경우는 있으나 기본적인 체제는

1) 배성혁, 2013,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절차와 주의 할 점」, 『보고서 작성법』 2013년도 매장문화재
전문교육 유적조사 과정,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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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전체목차가 들어가고 그 뒤로 도면, 사진 또는 삽도, 표목차
등이 부가되는 형태이다. 목차는 전체 보고서의 체제와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으로 목차를 통하여 보고서에 담긴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페이지가 명기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표 2. 유물의 일러두기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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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글
머리글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와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머리글은

해당유적에 대해 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유적의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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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 과정과 결과, 각종 자문회의
개최와 결과 등 발굴조사에 일어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발굴조사
이후 유적의 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발굴조사단 구성은 발굴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구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발굴조사자와 보고서 담당자는 동일하거나 연계되어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머리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유적의 위치 : 지번 또는 도로주소명이 포함된 행정구역 명칭, 경도 및 위도, 자연
지리적 및 인문지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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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역할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분담한 사항 등 명기.
· 발굴조사시 이루어진 각종 분석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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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연환경입지 및 역사·고고학적 환경
“5세기 8월 여름날 해자 안에는 가시연꽃과 다른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고, 연못바닥을
파서 열지어 나무기둥을 세워 그 사이를 판재로 연결하고......연못 주변은 풀이 자라
시야가 비교적 확 트인 공간이고, 지금의 계림과 소하천인 발천 일대에는 느티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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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녹음을

펼쳤고......더

멀리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숲을

둘러쌓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 월성 해자 발굴과 출토된 신라시대 씨앗 및 열매 63종,
그리고 신라시대 당시의 꽃가루와 규조 등을 분석해서 복원한 5세기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다.
자연환경의 분석이 필요한 점은 고고학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거 사람들의 생활 범위는
자연환경이나 형성 입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의 대상이 되는 유적은
과거의

생활흔적이며

생산양식과

밀접히

관련된

자취이므로

자연환경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조사하고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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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종합하여 조사지역의 경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형조건의 경우 유적의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형도, 지세도, 단층도, 지질도, 토양도 등이 이러한 분석을
조사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지질은 주변의 지사(地史)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 지질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지질도, 지질단면도, 지질조사보고서 그리고 유적 인근의
지질조사보고서와 같은 토목공사 자료들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지질조사는 유적
주변의 자원 활용 범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수계 조사를 위한
자료로는 하천유량, 유역 면적, 하계망도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이러한 자연환경 분석자료의 활용방법은 해당 자료에 유적과 더불어 주변유적의
분포범위를 표기하여 고고학적 환경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제시되는 도면 들은 해당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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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고유적의 분포와 시간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문헌으로 파악되는 지역사의 변천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역사환경의 경우 유적 주변의 역사적 풍토, 주변 문화재 특성, 역사 구성요소, 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조사(선사, 고대, 근세), 역사의 연속성 밝히기 등이 있는데, 조사자료에는
유적분포도, 민속조사자료, 문헌, 사료, 옛그림, 사진, 지도 향토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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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해 봉황토성, 대성동고분군 고지형분석(강동석 2018)

고고환경의 검토는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시대구분에 따라 시대별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사대상 유적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는 시기의 유적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 참고되는 기록물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여지도서』 그리고 각종 지방읍지와 같은 고문헌이 있고,
일제 강점기 이후 주변 유적을 소개한 각종 발굴조사보고서, 지표조사보고서가 많이
활용된다. 최근에는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웹사이트를 많이 참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문사회 환경은 대상유적과 조사목적에 따라 토지이용 현황, 관련법, 사회활동과 같은
지역구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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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에는
충분히 원본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일부 주변유적의 범위와 위치가 잘못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이미 잘못된 보고서를 검증 없이 그대로
베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오류는 반복
되고 후에 심각한 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주변유적 뿐만 아니라 해당 보고서의
유적 위치까지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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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지도, 근세지형도 활용(대동여지도 거제도, 나주일대 1895년 지형도)

5. 조사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조사범위는 주로 1:50,000, 1:25,000, 1:5,000 축척의 지형도에 주변유적을
함께 표기하여 고고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보통이다. 발굴조사 내용 전개에
필요한 지형도나 유구분포도의 편집은 대부분 도북을 중심으로 북쪽을 위쪽으로 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이 아닌 동서방향으로의 편집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형도 또는 조사범위가 표시된 유구분포 배치도의 경우 반드시 방위표와 축척
그리고 도엽번호 등을 게재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지표조사를 통해 선정된 표본조사나 시굴조사의
범위에 대한 기술 그리고 표본 및 시굴조사의 트렌치 배치도와 설정 이유 그리고 정밀
발굴조사 범위를 확정한 근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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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규정(발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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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도 명기하였듯이 DGPS, RTK 등과 같은 고정밀 GPS를
사용한 좌표측정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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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불어 부득이 자체 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절대

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측지기준계
(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GS84), 투영법(TM, UTM)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GPS좌표의 경우

X와 Y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GIS 통합 시스템에 Q-GIS를 사용하여 만든 shape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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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유적의 성격과 매몰과정은 주변지역의 영향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발굴조사 역시 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자의 인식이나 조사능력, 경험의 정도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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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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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무덤, 경작유구, 생산유구, 제철유구 등의 대한 조사경과, 측량, 구획,
층위, 기술, 도면, 사진 등에 조사방법 및 조사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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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다. 따라서 발굴조사 시에도 이러한 점을 참고해 조사 및 기록을 남기고 보고서의
작성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

그림 3.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범위의 표현(아산 풍기동 앞골유적, 나주 오량동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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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내용
조사의 내용은 발굴조사보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조사내용은 유적의 층위, 유구 및 유물에 대한 기술과 도면 그리고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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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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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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되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층위에 대한 기술은 단순히 토색과 토양의 성분 등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토층은 전체유적을 시기별로 나누거나 동시기성을
찾을 수 있어 상대편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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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관계, 개별유구의 매물상황 등 전체 유적의
형성시점으로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기술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의
내용을 증명해 줄 도면과 사진을 부가하여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유구 및 유물
개별유구에 대한 기술은 유적 전체의 조사과정과 더불어 해당유구의 조사과정과 현상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기술내용은 유구별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유구의 위치,
주변유구와의

관계,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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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넣기 위한 도면작성 및 사진촬영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유구 도면에 정확한 방위 및 축척표시.(최근 GPS측량장비의 활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별 유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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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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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배치도상의 해발고도와 개별유구도면의 해발고도가 일치하도록 확인 및 작성.
· 유구도면과 같은 방향으로 조사과정별 사진촬영.
· 토층, 입면, 내부시설, 유물출토상태 등 도면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촬영.
· 기술내용과 도면, 사진의 내용이 일치 그리고 용어의 통일.
· 사진의 크기와 해상도 확인. 일반적으로 인쇄용의 최저 해상도는 300dpi이므로 발굴 조사
시 사진의 용량을 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
· 유물번호의 일치 및 유물수록 순서의 통일.
이러한 사항들은 현장조사 당시부터 보고서 편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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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자 뿐만 아니라 보고서 편집자 그리고 최종
교정자는 평소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서로 인식 및 공유하고 유구조사에 확인되는 내용
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각 보고서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조사내용의 편집이다. 과거 발굴조사
현장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지 않았고, 도면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진과
도면이 원고사이에 편집되기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의 일반적인 편집방식은 원고와 도면을
먼저 편집하고 그 뒤쪽에 사진을 일괄 첨부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도 이러한 방법이 여전히
선호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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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보고서 편집에 대한 내용은 권귀향2)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편집방식1 : 본문에 유구․유물의 원고+도면 수록, 사진은 뒤쪽에 일괄 수록
- 유물의 구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고, 분업(원고, 도면, 사진) 작업 가능
2) 권귀향, 2016,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법」,『발굴보고서 작성법』, 한국매장문화재협회,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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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번거로움. 유물의 크기 등 사진의 왜곡을 즉시
이해하지 못함.
o 편집방식2 : 본문에 개별 유구․유물의 원고+도면+사진 수록
- 원고 기술 내용, 도면, 사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가독성, 정보전달 강점
- 도면, 사진의 비교를 통해 유구, 유물의 특징을 파악하기 용이함
- 편집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원고와 도면, 사진의 편집에 오류 발생 빈번
o 편집방식3 : 본문에 유구의 원고+도면, 유물의 원고+도면+사진 수록, 유구사진 보고서
뒤쪽에 일괄 수록 , 편집방식 2를 보완한 방식
보고서는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성과물과 연구 내용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유구나 유물 설명과 도면, 사진 등이 동시에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좋다. 간혹 연구기관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복잡한 유구나 유물을 동시에 편집하여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발굴조사 현장에서 유구도면 작성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D스캐너
또는 사진을 활용한 3D스캔기술들이 많이 도입 및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보고서는 단행본의
형태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러한 3차원 자료들이 다시 2차원의 도면으로만 보고되고 있다.
3D스캔의 결과물은 보고서에 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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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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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의 제작방법, 용도의 구분, 문양표현, 석기의 표현 등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공자의 상시적 보완과 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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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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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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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굴조사보고서 편집방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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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찰, 맺음말
고찰과 맺음말은 발굴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는 장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시대별·성격별

장에

유구와

해당한다.
유물에

현재

대한

일반적으로

종합분석과

발간되는

편년·특징적

보고서의
유구와

고찰에는

유물에

대한

분석·기존의 연구성과와의 비교를 통한 유적의 성격파악이 주를 이룬다. 이때 유물이나
유구의 전체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거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모식도, 도면,
사진 등을 보충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유구와 유물에 남겼던 문화행위의
복원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편년은 특정한 연구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편년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유적과 유물의 분석을 통한 편년 절차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찰은 현장의 발굴조사와 이후 진행된 유물의 분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수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실시되었던 자연과학분석과 같은 타 학문과의 공동작업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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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하며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한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고찰에 실어주는 것이 좋다.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발간한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보고서는 발굴조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특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모범이 된다. 2017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한 『창원 석동 복합유적』
보고서는 유구, 유물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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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 『창원 석동 복합유적』보고서 종합고찰,
하: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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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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유사한 발굴조사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

8. 인쇄
사진은 유물의 제작기법과 질감, 세부적인 특징과 문양을 효과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원색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년이나 유구의 중복 등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층은 원색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을 고려하여
전체를 원색도판으로 편집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유구나 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할 필요도 있다.
최근 인쇄 기술이 향상되면서 인쇄나 제본, 지질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고
있으나 간혹 지나치게 두꺼운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연구기관 보고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내용과 맞지 않는 과도한 크기의 판형을 고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고서는 500p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면의 앞뒤 내용이 서로 간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벼운 지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9.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조사기관은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 15조에 따라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약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조사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한다.
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조사기관은 그 보고서를 국 ․ 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 관련공문을 제출할 경우
발굴조사보고서 제출확인서 및 발굴조사보고서 초록을 동시에 제출한다. 동시에 보고서
전자파일, 제출확인서 및 보고서 초록 등은 문화재 협업포털에 입력한다.

54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과 유의사항

2

Ⅴ. 맺음말
한국의 발굴조사보고서는 규정과 평가에 얽매어 고정되고 획일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된 육체노동과 쫓기 듯 결과물을 쏟아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혼’이 담긴 보고서를 접할 때 감동을 받는다. 규정과 평가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가는 것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여건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로 새롭고 참신한 발굴조사보고서들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고고학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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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발굴조사에서 남겨지는 기록에는 야장, 유구실측도･유물실측도･탁본과 같은 도면, 사진,
일지 등의 자료가 있을 것이다.
‘조사야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발굴조사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와 동일한
문제이다. 발굴조사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경험을 가장 빠른 시간에
축적시키는 방법이 매일 야장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발굴자란? = 발굴을 잘하는 사람이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조사자를 말할 것이다.
○ 유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사하는 사람.
○ 제토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
○ 유구확인 작업을 잘하는 사람.
○ 중복관계를 잘 밝히는 사람.
○ 발굴 계약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
○ 발굴 계약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종료하는 사람.
○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람.
○ 조사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 인부, 장비기사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질서를 발굴종료시점까지
유지하는 사람.
○ 본인의 경험을 후임자에게 잘 전수하는 사람.
○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사람.
○ 발굴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학계에 발표하는 사람.
○ 발굴조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행하는 사람.
위의 사항이 보고서나 논문에는 게재 혹은 표현될 수 없지만 야장에는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또 ‘자료를 어떻게 잘 정리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발굴조사가 가지는 공공성,
공익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발굴조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조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료관리가 부실해지면 그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면 전문기관설립의
학술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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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토과정에서의 야장 작성

사실 발굴조사의 성패(?)는 제토에서 결정
된다. 제토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루어
져야 유구조사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
이다. 제토는 역시 조사자의 축척된 경험이
중요하다. 최소한의 경험으로 능숙하게 제토
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제토현장마다
야장을 꼼꼼히 작성하여 시행착오를 반복
하지 않아야 한다.
○ 야장은 작게 제작해서 항상 휴대할

<그림 1> 제토 광경(울산 교동리 192-37유적)

수 있어야 함.
○ 야장에는 방안을 넣어서 약식 실측이 가능하게.
○ 1일 투입되는 장비, 인부가 할 수 있는 제토량을 반드시 체크.
○ 굴삭기 크기별 제토량을 체크. 굴삭기의 크기별로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
(예 : 표토의 두께가 20㎝일 때 06굴삭기 1대+02굴삭기 1대의 1일 제토량 1,000㎡)
○ 생토층 위에 퇴적된 흙의 두께와 제토량을 체크.
○ 제토된 흙의 반출문제. 유적 내에 적토장이 있는지? 유적 외부로 반출해야 하는지?
○ 표토의 두께 보다 약 두 배의 흙이 쌓이기 때문에 표토의 양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
○ 굴삭기로 옮기는 것이 유효한가?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가?
○ 유구별 내부토는 어떻게 다른가?
○ 유구가 축조된 시기에 따라 내부토가
어떻게 다른가?
학부 때의 실습생부터 경험이 축척된 조사
단장까지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한다. 발굴조사 기간의 대부분을 제토
작업에 허비(?)해 정작 개별 유구조사가 소홀해
졌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런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야장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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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구별 야장 작성 시 강조할 점

우리가 조사하는 유구는 항상 마지막 폐기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조사자는
축조 당시 혹은 유구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유의하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1. 주거지
○ 왜 토층을 구분하는가? 토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 벽쪽 토층의 중요성.
○ 물에 의한 퇴적이라면 층은 모두 수평으로
퇴적되어야 하지 않는가? 큰 물에 의한
퇴적이라면 하루에도 주거가 매몰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토층구분이 의미가
있는가?
○ 굵은 목탄이 없으면 화재주거지가 아닌가?
실측도에 표현되지 않는 작은 목탄이
바닥에 퇴적된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음. 오히려 이러한
예가 완전 전소된 주거가 아닌지?
○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

<그림 3> 주거지 조사의 사례(진주 대평리유적)

맞는 말인가? 어떤 면이 바닥(床面)인가?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면은 실제 주거 축조 당시 최초의 굴착면이
아닌가? 실제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면을 찾을 수 있는가?
○ 단단한 바닥은 불다짐인가? 눌러 다진 흔적인가? 바닥 처리의 방법은?
○ 바닥에 있는 많은 구멍 흔적을 근거도 없이 주혈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가?
○ 주혈내부토에서 목주 흔적이 확인되는가?
○ 기둥은 주혈 내에 그대로 놓아서 설치했는가? 기둥의 끝을 뾰족하게 깍아서 바닥에
박아 넣었는가?
○ 주거지 모서리에 있는 구덩이는 모두 저장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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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벽구는 배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벽구 바닥의 레벨을 현장에서 체크.
○ 바닥에서 뜬 유물은 어떻게 퇴적된 것인가?
○ 발굴현장에서 주거지는 대부분 한쪽 벽면 이상이 유실된 경우가 많은데 원래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은?
○ 주거지 별 유물이 접합되는가? 다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편이라도 복원이
된다면 동시기에 존재했을 가장 적극적인 증거.

2. 무덤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축조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유물 수거가 발굴의 주목적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유구의 축조 방향의 1기준은 방위인가? 지형인가? : 주변의 미지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상석을 받치는 굄돌이 정말 전형적인 지석인가? 실제 상석과 같이 큰 돌을 놓을 때는
안정적으로 놓기 위해 작은 돌을 받치기 마련. 그러한 돌을 지석이라고 판단하여
많은 개석식지석묘가 기반식지석묘로 보고되기도 함.
○ 개석이 놓인 방향으로 매장주체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 개석 상부에서 출토되는 유물(파편?)은 어떻게 퇴적 혹은 안치되었는가?
○ 벽석과 묘광선 사이는 어떻게 충전하는가?
○ 시상석과 벽석의 축조 순서 파악
○ 최초에 놓인 시상석은 어느 것인가? : 시상석 축조 순서(대부분의 보고서에 표현되지
않고 있음)
○ 최초에 놓인 벽석은? (대부분의 보고서에 표현되지 않고 있음)
○ 벽석을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 바닥에 홈을 굴착하였는가? 또 작은 고임돌을 두었는가?
○ 사용된 돌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인가?
○ 목관이 사용된 경우 토층이나 바닥에서 그 흔적이 잔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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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밀양 가인리유적 1호 석관묘 야장(벽석과 묘광 관련)

<그림 5> 밀양 가인리유적 1호 석관묘 야장(촤하단석 축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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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동기시대 : 지석묘와 석관묘
그림 4와 5는 밀양 가인리유적 석관묘 조사
당시의 야장 일부이다. 그림 4는 벽석과 묘광
굴착면 사이가 어떠하였는가와 관련이 있고 그림
5는 최하단석 축조과정과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이 석관묘는 6단으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그림 5와
같은 야장이 6매가 작성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그림

6과

같이

벽석과

시상석의

축조순서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
2) 삼한시대 : 목관묘
○ 통나무관인가? 판재관인가? 이런 문제가

<그림 6> 최하단석과 시상석의 축조순서
(밀양 가인리유적 1호)

토층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 관을 설치하고 시신을 안치하였는가?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관을 무덤에 넣었는가?
○ 관과 묘광 사이에 왜 일부만 돌을 채웠는가?
○ 목관묘의 토층에서 어떤 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목관 상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레벨과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
3) 삼국시대 :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1) 목곽묘
○ 최초 유구확인 과정에서 보강토 선이 나타나는가?
○ 매장주체부 내에 퇴적된 흙은 모두 봉토인가?
○ 보강토와 봉토는 어떻게 다른가?
○ 규모가 작은 목곽의 경우 一자 트렌치만으로도 十자 트렌치 조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 바닥에서 목곽의 흔적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 목곽 아래 홈이 통나무관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2) 석곽묘
○ 무덤 축조 순서를 염두에 두어야 함.
○ 수적인가? 와적인가? 평적인가? 횡적인가?
○ 목개가 사용된 것은 어떻게 토층에서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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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실묘
○ 횡구식의 경우 입구는 어느 쪽인가?
○ 몇 차례에 걸쳐 추가장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 추가장의 증거를 유물의 출토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가?

<그림 7> 석실묘의 시상석에서 보이는 추가장의 사례
(김해 구산동유적)

3. 수혈
수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된다. 그 동안 폐기장, 저장혈, 가마,
의례 유구, 토취장 등 다양한 용도로 이해되어 왔다. 이 유구의 용도는 결국 현장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유구가 위치하는 입지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 의례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가? 또는 인위적으로 파쇄된 유물이 있는가?
○ 바닥흙에서 탄화종실이 확인되는가?
○ 토양이 토기를 제작하는데 적당한 곳인가? 주변에 가마 혹은 가마와 관련된 유적이
분포하는가?
○ 수혈 내부에서 검출되는 소토는 수혈에서 형성된 것인가? 외부에서 퇴적되어 들어온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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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면 작성 및 관리

발굴된 결과는 결국 도면으로 남겨짐. 발굴조사 자체가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유구는
파괴되거나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러나는 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 유구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도면에 옮겨지는 것이다.
전문가검토회의 결과 보존되는 유구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발굴조사 된 유구 이외에는
도면에 점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선으로 표현되는 선은 추정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8> 지석묘 조사의 사례(사천 이금동유적 A-1호)

<그림 9> 석관묘 조사의 사례(사천 이금동유적 A-1호 매장주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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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곽묘나 석실묘의 묘광 단면선, 시상석 아래 바닥면의 단면선.
○ 주거지 주혈 단면선.
○ 단면형태가 상협하광인 유구의 바닥선.
실측도는 발굴자의 발굴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 유구에 대해 숙지한 정도가
도면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한 유구에 평면도가 한 장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발굴기간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9는 사천 이금동유적 A-1호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이다. 그림 8의 하부구조인 것이다. 이 하나의 유구에 평면도가 모두
8장이 작성되었다. 그림 8은 평면도 8장의 입단면도이다. 평면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입단면도는 가능하면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된다면 그 유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장의 평면도가 작성되는 유구에서 입단면도는 한 장으로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운(?)도 필요하다.

Ⅴ. 사진 자료의 관리
사진 자료 역시 도면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혹은
지하에 묻히는 유구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칼라, 흑백,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사진의 보관 관리가 매우 편리해졌다. 하지만 절대
안전한 보관 방법은 없다는 위험성을 동반한다.
앨범보관 → 플로피디스크 → CD 혹은 외장하드,
플래시메모리의

순서로

사진

자료를

보관하는

방법이 바뀌어 왔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방법이
훨씬 편리해졌으나 자료가 삭제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0> 서버 보관 기기의 사례

개인용 CD나 외장하드가 손실되어 자료를 망실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곳 이상의 CD나 외장하드에 사진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
웹하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망실을 막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비용이
추가되지만 서버에 자료를 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제작되었던 칼라･
흑백･슬라이드 필름의 영구 보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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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일지작성의 유의점

일지는 그 현장의 일기. 현장 담당자는
일지를 반드시 매일 작성하면서 전체 발굴
조사 기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원, 인부, 장비이 누적된 수량
반드시 기재. 현장에서 투입되는 인력,
장비를 상시적으로 파악해야 함.
○ 날씨는 일지를 매일 작성하는 지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 특히 우천 시
작업 내용도 반드시 기재.

<그림 11> 작업일지의 예

○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을 때 반드시 기재.
○ 현장 방문자 등을 기재.
○ 학술위원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반드시 기재.
○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에 입각해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일지는 조사의뢰자와 발굴기관의 법정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지를 충실히 작성하고 보관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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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헌법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것(국민투표)

ㅇ 법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국회표결)

ㅇ 명령

일정한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행정기관)

ㅇ 시행령

법률 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대통령령)

ㅇ 규칙

법령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한 규칙. 총리령(총리가 만든 법), 부령
(장관이 만든 법)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없다”

1)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 및 제정
ㅇ 법률이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헌법이나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는 것임.
ㅇ 예를 들어 법조문에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라고 하여 하위법인 명령에 그 세부사항을 적시
하도록 위임. 즉, 시행령은 시행에 관한 명령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이 제정하여 공포하며, 규칙은
각 부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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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굴조사와 관련한 법령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2.4. 제정 후 7차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28. 제정 후 12차의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2.16. 제정 후 7차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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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055호, 2018. 12. 24. 일부개정]

(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1.]
[대통령령 제29406호, 2018. 12. 24. 일부개정]

(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2017. 6. 30.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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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하위법 개념 : 행정규칙 – 예규, 고시 -

2. 발굴조사 법령의 이해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구성

법률
(전체 7장 38조)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제10조)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제16조)
제4장 발견신고된매장문화재의 처리
(제17조~제23조)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제25조)
제6장 보칙(제26조~제30조)
제7장 벌칙(제31조~38조)
부칙

법률 시행령
(전체 6장 34조)

시행규칙
(15조항)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제7조)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8조~제16조)
제4장 발견신고된매장문화재의 처리
(제17조~제26조)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7조)
제6장 보칙(제28조~제34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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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임조문 3단비교표
법률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제5조(지표조사 절차)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제7조(지표조사의 절차 등)

제5조(지표조사 절차)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제9조(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 등)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내용과 절차 등)
보존조치)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0조(보조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
자의 의무 등)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제8조(발굴허가의 방법)
제9조(허가 취소 등)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3조(발굴완료의 보고)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3조(발굴완료의 보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발굴)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절차 등)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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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
제6조(발굴허가의 신청)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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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 시행령

4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제17조(발견신고 등)

제17조9발견신고)

제10조(발견신고 등)

제18조(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제18조(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처리방법)
제20조(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절차)
판정 및 국가귀속)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제22조(국가귀속대상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방법)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등)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방법)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
문화재의 소유권판정과 국가귀속)
재의 소유권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
기준 등)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고시)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가중죄)
제33조(미수범)
제34조(과실범)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부칙

부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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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장문화재조사관련 타법의 이해

1) 필요 사유
․ 최근 매장문화재발굴조사는 순수 고고학적인 학술조사를 넘어 개발사업과 연동한 용역
사업의 성격으로 변질함, 매장문화재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발굴법인의 정체성은 ‘고고
학적 조사인 유적조사가 용역화되어 있는 형국에서 고고학조사용역은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구제발굴이라는

것과

그

대상이

철저하게

학문의

고유영역이라는 양면성이 공존’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가져옴.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간과하고 있음
․ 유적조사는 구릉지 외 충적지의 조사사례가 급증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음.
․ 근년 매장문화재발굴조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110여기의 발굴법인은 발굴조사현장과 관련
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음.(일반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실습생,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 이와 관련한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처 미비 시 민형사상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2) 타법의 이해
ㅇ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
▶ 발굴법인 허가증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과학적 보존처리 등에 소홀하거나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기타 목적사업 수행 활동 등이 문화재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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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법률】
◉ 민법
◉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ㅇ 발굴현장을 포함한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
▶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ㅇ사고건수: 총 24건의 일반재해, 27명의 사고자 발생
ㅇ연령; 20대 48%, 30대 19%, 40-50대 4%, 60대 26%
ㅇ사고원인: 토사붕괴, 추락사고, 기계기구․수송구
▶ 최근 10년간 중대재해
ㅇ사고건수: 총 7건 발생, 사망자5명, 부상자13명
ㅇ사고원인: 토사붕괴
※ 출처: 한국문화유산협회, 2017.1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표준안전 작업방법

【주요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ㅇ 노무관리 관련 법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노무관리 주요 키워드
ㅇ 근로계약서

ㅇ 최저임금

ㅇ 근로시간

ㅇ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ㅇ 연차유급휴가

ㅇ 퇴직급여

ㅇ 현장내 성희롱 예방

ㅇ 용역과 파견근로 등

ㅇ 유급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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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률】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 최저임금법

4. 매장문화재발굴조사 행정실무
1) 매장문화재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절 차

건설공사시행자는 해당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
지표

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 건설공사의 경우 토지.내수면.연안지역(3만㎡이상), 다만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내수면, 연안지역(15만㎡이상)

사업시행자→협업포털등록→문화재청승인
→지표조사실시→협업포털보고서등록
→문화재청조치 통보

- 상기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명함
매장문화재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 입회조사명령(지자체)→입회조사
입회

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기관선정(사업시행자)→입회조사

조사

-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실시→결과보고서제출→입회조사

공사 또는 시굴, 발굴로 전환된다.
표본
조사

발굴

시굴

조사

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로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것

(정밀)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발굴 조사로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전체에 대하여
조사 매장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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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통보(지자체)
표본조사실시→결과보고서제출→
표본조사결과조치통보
사업시행자→협업포털사업신청→
문화재청승인→시굴조사(조사기관)
→자문회의→협업포털 완료신고→
문화재청조치통보
사업시행자→협업포털사업신청
→문화재청승인→시굴조사(조사기관)
→자문회의→협업포털 완료신고
→문화재청조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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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문화재조사 절차도

자료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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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실무를 위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이해

규정내용

발굴조사 진행과 연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1조제4항에 ....세부적인 사항을
ㅇ 조사협의 단계
규정...... 한다.
사업시행자와 조사협의를 위한 조사기관의 정의 및 발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는..... 같다.
굴예산 기준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 기
1.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
준을 정의
2. "문화재 조사기관"........
제2장 발굴허가의 신청 및 발굴허가
제3조(발굴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
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굴조사 계획서
2. 규칙 제7호서식에 따른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조서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
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에 대한
처분사실.....
③ ...................시굴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허가신청
◇사업시행자의 발굴허가신청
(협업포털 등록)
-발굴조사계획서
(2019년 5월 시행 표준양식 적용)
-토지 또는 임야조서
-건설공사 계획서
규칙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등)
〔제5호서식〕매장문화재발굴허가신청서
〔제5호서식〕발굴조사 계획서
〔제7호서식〕매장문화재 발굴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제4조(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 별지 제1호의4서식... 발굴을 허가할 수 있다. ㅇ 허가신청
②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지1호4서식〕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
③ 별표 1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1〕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발굴조사 계획 변경승인) ① ........ 조사인력의 투입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발굴조사를 의
뢰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문화재청장에게 그 ㅇ 조사착수 및 진행
사유와 내역을 적시하여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허가신청 이후 조사착수 단계에서 조사단변경 또는 조사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된 내역을 검 진행중 조사단변경사유 발생 변경신청
토하여 합리성 및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제6조(발굴비용 및 기간) ①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② .... 발굴비용은 대가기준......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발굴기간은........대가의 기준(조사원 기준)’........ 조사일수에
따르되, .................. 부득이 조사기간이 변경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발굴허가일로부터 발굴허가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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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착수 및 진행
비용의 부담
발굴비용의 산정 기준“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발굴기간: 조사원일수 기준(실작업)
기간변경사유: 유구밀도의 차이로 조사여건변경, 악천후
등 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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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발굴비용의 지원
제7조(국비지원 발굴의 절차) ① ...............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하고자 하는 자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② .........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발굴허가를 신청한다.
제8조(국비지원 발굴허가 신청서류) 건설공사의 시행자.....
발굴허가를 신청.........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
계획,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2. ........협의 서류(관련 공문 및 ..... 협의내용 등)
3. ..........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국비지원 발굴단) ① .......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하
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 발굴을 허가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한국문화재재단........... 발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비지
원 발굴단과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발굴을 실시
한다.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시행령 개정, 연면적관련삭제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 이하, 농어업시설과
공장은 대지면적 2천644㎡ 이하이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국비로 지원. 다만 개인 사업자는 ‘대지면적 792㎡ 이하,
연면적 264㎡ 이하’라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

제10조(지원된 국비의 회수) 국비를 지원받아 발굴을 실
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허위 자료의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 참고: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2018.11.30.)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 한국문화재발굴지원단 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한다.
제11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보
고서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여 발굴한
조사현장을 묶어서 년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비용의 지원) ① 영 제 ㅇ 지자체의 국비지원 발굴
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조사비용을 지원 영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① .....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류를 ........ 제출.....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1. 발굴조사가 필요한 사유서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발굴조사 계획서(......) 및 조사비용 견적서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3. 매장문화재 및 주변경관 사진 자료
대한 조사
4.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계획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장문화재의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
단체의 장은 예산지원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
......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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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굴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제13조(발굴조사 착수 통보) ① 조사기관은 발굴허가서를.... ㅇ 조사착수
통보받은 후 조사에 착수하고 ...... 문화재청장 및 해 착수통보서 제출: 문화재청, 지자체
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별지1호서식〕발굴조사착수통보서
② ...... 발굴조사 착수통보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제14조(전문가 검토회의) ① 문화재청장은 ............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본조사·시굴조사 완료 단계에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
2. 발굴과정에서 중요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
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 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
3.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4.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③ 전문가 검토회의의 구성 및 운영기준........
1.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전문위원 또는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
2. 전문가 검토회의는........ 5인 이내로 구성
3.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
하며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별지로 작성
4. 해당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기관의 임원(비상근
포함)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외
④ 조사기관은 ..........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
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토층도, 트렌치별 유구·유물 도면)
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근경, 토층사진, 트렌치별
유구·유물 출토당시 사진)
3. 유구·출토유물 현황 및 유구 성격 등 조사내용
⑤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문화재청장이 위촉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한다.
제15조(학술 자문회의) ① 조사기관은 발굴조사(규칙 제5
조의 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를 말한다)
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유적의 성격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술자문회의는 조사기관이 주관하여 운영하되 참여하
는 전문가의 자격과 범위 및 인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과 범위
가. .........매장문화재 전문가(당해 조사기관 조사원제외)
나.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유적정비 등 학술목적의
조사에 한 한다) 및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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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진행 및 완료시점
전문가 검토회의 사유
유적의 여건에 따라 사전 문화재청과
협의 후 전문가검토회의 실시 여부 결정
필요시 전문가 검토회의 요청서 작성

ㅇ 조사진행 및 완료시점
학술자문회의 개최 사유
- 발굴조사과정에서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할 시
- 유적의 성격 및 보존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학술적
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전문가검토회의와 학술자문회의의 성격이 모호함
〔별지1호5 서식〕자문위원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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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
가. 최소 2인 이상..... 조사기관 소속 조사원은 1인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문은 현장방문, 관련자료 및 조사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관련 자료 포함)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 및 유구가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
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 등) ① ............ 발굴
허가를 받은 자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ㅇ 조사진행 및 완료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 허가를 신청
◇ 발굴허가사항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② 기존에 허가받은 정밀발굴조사의 위치 및 면적 범위
면적 변경 없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이내 기간
내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현
연장 신청
장조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발굴변경허가신청 필요
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
게 제출함........
③ 제1항에 따라 기존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별지1호3 서식〕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 기존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
〔별지2호 서식〕발굴조사 기간연장신청서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그 발굴된 문
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발굴조사 부분 완료) ① .........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ㅇ 조사진행
발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조사구역내 부분완료처리
제3호서식에 의해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작성 -약식보고서
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견서
1. 조사기관 의견서
-공사계획서
2. 공사 범위 및 일정을 포함한 공사계획서 (감리자 확인)
② 발굴조사의 부분완료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10
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
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간별 부분완료 외 면단위 조사지역에서 점단위의 부
분완료는 지양
〔별지3호 서식〕발굴조사 부분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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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제18조(보존조치 필요성 판단) 문화재청장은 ......... 매장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3. .................... 학술자문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제19조(보존조치 평가단) ① 문화재청장은 ........................... 매장문화재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평가
단은 3인 이상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해당 조사기관에 재직 중인 자는 제외)
4.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관
5.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 평가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한다.
제20조(매장문화재의 평가) ① ................ 매장문화재 평가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조사기관
에게 그 매장문화재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매장문화재 평가단이 평가하는 매장문화재 평가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물과 이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존
조치를 결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한 보존조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그 보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존조치 결과 통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이행 완료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면 (지적도 상 보존유적 경계가 표시된 유구배치도)
2. 사진자료 (이행 경과 및 결과, 안내판 등 관련시설 설치상황을 포함)
3. 향후 관리계획
제23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이행한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제24조(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존조치의 해제 여부 등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 자연적, 인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존조치를 이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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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
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ㅇ 조사완료
약식보고서 제출(출토유물현황 포함)
유물의 출토수량이 많을 경우, 출토유물현황 자료작성 소용
기간이 20일이상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유물정리
작업(세척, 복원, 분류)이 병행되어야 함

ㅇ 보고서작성
제26조(위치 도면 작성방법) .........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 규칙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하는 경우.......별표 제3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준수..... 〔별표 3호 서식〕
발굴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7조(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한 경우......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 다만,
표본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표본조사·시굴
조사 약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조사기록, 출토
유물 등)를 정밀발굴 조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정밀발굴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
보고서를 제출한다.
1.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지 아니한 경우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 및 유물
이 출토되었으나 제4조에 따른 발굴실시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발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굴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발굴이 진
행되는 경우 조사기관은 매 2년마다 그 중간 보고
서를 제출하고 발굴이 종료된 후 이를 합본하여 종
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유적의 정비 또는 복원을 목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개요 ( ....... 등)
2. 실측 자료 ( ....... 등)
3. 위치 기준점 ( ....... 등)
4. 정비 또는 복원에 대한 조사기관 의견

ㅇ 보고서작성
보고서제출 기한 2년
약보고서 대체: 표본,시굴후 정밀발굴전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약보고서 제출 사유
- 표본, 시굴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을 시 표본, 시굴에서
조선후기에서 일제강점기의 경작유구, 삼가마 등에서
유물이 확인될시 매장문화재조사 실시기준 4. 정밀발굴
제외 대상유적

ㅇ 보고서작성
제28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 조사기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을 보고서발간 연장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출기한 완료일 30일 전 구체적인 사유 명시, 진척률 등
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인력부족, 현장조사착수, 보고서진척율 50%이하 등
사유로는 연장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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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발간) ① .........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와 전자파일(PDF)을 함께 제출..
ㅇ 보고서발간 및 배포
② ......발간 부수는 500부로 하되, ............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
제30조(발굴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 학술연구 또는 ㅇ 보고서작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 공개할 수 있다.
②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발굴조사보고서의 저작물 공개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
보고서표지에 구체적으로 표기
제7장 조사기관
제31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

ㅇ 조사기관
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별표3)
-조사기관의 등록기준(별표4)
-조사기관등록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조사기관 등록증(별제 제16호 서식)

제32조(인력 또는 시설 변동 통지)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ㅇ 조사기관
1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규칙〔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
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
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
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8장 보칙
제34조(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의 발굴) 매장문화재가 아닌 매장물이 국유의 토지나 바다(해저를 포함한다)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
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과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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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발굴경과 정보공개) 조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 착수 통보 이후 발굴조사 계획과 비교한 현장발굴의
진행경과를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입력함으로써 그 발굴경과의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82호, 2018.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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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근 발굴법인 징계처분 사례
ㅇ 근거 : 매장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및 매장법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참조(2018.8.~2019.3.)
【사례1】

【사례2】

ㅇ 사유: 지표조사 보고서부실
ㅇ 내용: 기 조사했던 지역을 중복조사함,
사전조사 부실
ㅇ 처분결과: 경고

ㅇ 사유: 유적보호조치 부적정성
ㅇ 내용: 발굴중지 기간 중, 유구 보호조치 미흡,
토사적치공간에서 유물 출토
ㅇ 처분결과: 경고

【사례3】

【사례4】

ㅇ 사유: 허가조건위반, 법령위반
ㅇ 내용: 보존과학요원을 허위로 채용,
현장 조사원참여일수를 허위로 신고
ㅇ 처분결과: 영업정지

ㅇ 사유: 허가조건위반
ㅇ 내용: 전문가검토회의 의견 미 준수
ㅇ 처분결과: 경고

【사례5】

【사례6】

ㅇ 사유: 지표조사 보고서부실
ㅇ 내용: 조사지역내 고분군 누락, 기존유적 누락
ㅇ 처분결과: 경고

ㅇ 사유: 발굴조사보고서 부실
ㅇ 내용: 미실시 지역을 발굴완료 한 것으로 보고
ㅇ 처분결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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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국시대 주거지 조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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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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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방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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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는 원삼국시대라는 시대 명칭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삼국시대 명칭은 ‘原三國時代’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金海文化’
(金元龍 1964)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原三國時代라는 명칭은 1972년 김원룡(1972)이 처음
제안하였는데, “先史와 三國古墳期를 이어 주는 過渡期로서 종래 고고학에서는 金海 時代라
불러 왔고 歷史에서의 三韓時代가 이에 해당되지만 原初 三國時代 - 原史時代의 三國時代라
해서 原(프로토) 三國時代”(金元龍 1973: 109; 최병현 2017: 25 재인용)로 정의 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철기시대(철기Ⅱ)로서 낙랑의 영향이 시작되는 시기(기원전후)부터 AD 250년까지로
설정하고, 중국식 灰陶의 기술이 가미된 打捺文硬陶, 풍납동식조질토기,1) 단야조업 취락의
등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金元龍 1977: 127-136). 당시 원삼국시대 유적 으로 제시한
사례들은 대부분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金元龍 1973: 109-110) 지금의
편년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초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전무하다. 그러나 당시의 발굴조사
성과와 고고학적 연구 수준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연구 성과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낙랑군
설치, 백제의 등장이라는 큰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시점을 획기로 원삼국시대를 정의한 점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원삼국시대는 선사시대의 방형 및 원형 주거2)와 차별화되는 여·철자형 주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기존의 방형과 원형 주거는 수직방식으로 출입이 이루어졌지만 여·철자형 주거가
등장하면서 수평 방식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면서 건축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권오영
2009; 박경신 2018a: 267). 원삼국시대 방형과 원형 주거 구조는 노시설이 다양해지는 점을 제외하면
큰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사시대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노시설의 채용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노가 사라지는 점이 대비된다.
여·철자형 주거는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특징적인 주거 구조이다. 청동기시대 및 초기
철기시대의 (장)방형 내지 (타)원형 구조와 달리 출입구가 부가되어 있고, 통풍과 채광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분포범위는 대체로 중부지역(영동 및 영서지방 포함)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호서지역에서도 발견예가 증가하고 있다. 여·철자형 주거는 한반도 동북지방의 단결-끄로우노브까로
1) 풍납동식조질토기는 중도식무문토기를 의미한다. ‘경질무문토기’, ‘중도식토기’ 등으로 불리는데 “경질
이라는 표현이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보다는 화도가 높아졌다는 상대적인 의미이지만, 원삼국-삼국시대의
환원염 경질토기와 혼동을 준다는 비판을 감안”한 최병현의 견해(崔秉鉉 1998: 108)를 따라
중도식무문토기로 부르고자 한다.
2)‘住居’는 가옥의 구조를 의미하고 ‘住居址’는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적인
면을 기술할 때는 ‘주거’로,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를 의미할 때는 ‘주거지’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爐’와 ‘爐址’ 역시 같은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박경신 2018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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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입되었다는 설이 유력한데 그 근거는 평면형태 및 외줄구들, 중도식무문토기로부터 찾고
있다(Anastasia Subbotina 2005: 81; 유은식 2006). 여·철자형 주거는 임진·한탄강, 북한강, 남한강,
한강 하류(하구 제외), 영서지역 등 광범위한 분포 범위를 보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분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기준
으로 중부지역은 중동부문화권과 중서부문화권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중동부문화는 중도
유형과 가평리유형으로, 중서부문화는 운양동유형과 청당동유형으로 세분된다(박경신 2018a:
25). 각각의 유형권은 분묘의 구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도면
1∼3>과 같다. 우선 중도유형권은 적석분구묘가 분포하고, 가평리유형권은 별다른 분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운양동 유형권은 분구
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중부 내륙지역에 분포하는 청당동유형권은 주구토광 묘가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면 1>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문화권 분류도(박경신 2018a: 그림 2-1 전재)

<도면 2>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분묘 분포도(박경신 2018a: 그림 2-2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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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자형 주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도유형Ⅱ-1기 후반(원삼국Ⅰ-4기)3)인 AD 1C
후반으로 철원 와수리, 춘천 신매리, 춘천 천전리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중도
유형Ⅱ-2부터 본격적으로 중동부문화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는 낙랑을
통해 漢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는 시기이다.
한편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영남지역=고분, 중부지역=취락을 중심으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남지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취락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여타지역에 비해 고고학적 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중부지역은 취락 및 주거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공간분석, 위계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영남지역은 이러한 상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도면 4).

<도면 4>영남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연구 현황 분석 결과(이성주 2009: 표 1 전재)

3) 원삼국시대는 원삼국Ⅰ-1기=BC 1C 전반, 원삼국Ⅰ-2기=BC 1C 후반, 원삼국Ⅰ-3기=AD 1C 전반,
원삼국Ⅰ-4기=AD 1C 후반, 원삼국Ⅱ-1기=AD 2C 전엽, 원삼국Ⅱ-2기=AD 2C 중엽, 원삼국Ⅱ-3기=AD
2C 후엽, 원삼국Ⅲ-1기=AD 3C 전반, 원삼국Ⅲ-2기=AD 3C 후반, 한성백제병행기=AD 4C부터로 정리할
수 있다(박경신 2016: 6). 그리고 ①중도식무문토기, ②다양한 평면 형태의 여·철장형 주거, ③외줄구들,
④적석분구묘가 분포하는 ‘中島類型圈’은 획기에 따라 3분기 5소분기로 세분할 수 있다. 즉,
중도유형Ⅰ기=BC 1C, 중도유형Ⅱ-1기=AD 1C, 중도유형Ⅱ-2기=AD 2C, 중도유형Ⅲ-1기=AD 3C 전반,
중도유형Ⅲ-2기=AD 3C 후반, 한성백제병행기=AD 4C부터로 정리할 수 있다(박경신 2018b: 47∼52).
한편 100년을 기준으로 2분(전반, 후반), 3분(전엽, 중엽, 후엽), 5분(초, 전엽, 중엽, 후엽, 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박경신 20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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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은 200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규모
취락이 다수 조사되었다. 자연스럽게 취락 연구에 대한 많은 양질의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특히 호남 지역 내에서의 지역별 연구와 공간 분석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은정 2018; 임동중 2018; 이영철 2018). 이에 비하여 호서지역 주거
연구에 대한 연구성과는 1990년대 초반 천안 장산리 취락이 조사되면서 시작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취락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청주
송절동 테크노폴리스 유적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표되면서(이재돈 외 2018; 이정아 외 2018)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물리적 배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Ⅱ. 연구사 및 개념 정의

1. 연구사
주거지

조사방법에

문화청(文化廳)은

대한

글이

처음으로

표준화된

발굴

매장문화재

소개된

것은

조사방법에

일본이다.
대한

1966년

종합적인

일본의
지침서를

제작한다(文化廳文化財保護部 1966). 이후 각 지방의 공공단체 단위로 각종 발굴매뉴얼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많은 개인 연구자들도 개별적인 조사방법론에 대한 단행본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용어와 조사방법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통일성이
있는 종합적인 조사방법 입문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문화청은 199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水ノ江和同

2016) 2005년부터 나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여 단계별로

새로운 발굴조사 입문서를 제작하기 시작한다(奈良文化財硏究所 2005; 山中敏史 2006: 6).
그리고 2010년에 새로운 발굴조사 입문서를 완성하게 된다(文化廳文化財部記念物課 201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초기부터 발굴조사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이 제작되면서 조사방법론이 다양화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사연구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수혈주거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사이클에 초점을 맞춘
연구서는 등장하지 못했다. 주로 조사 결과, 실측, 기록 등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을 뿐
조사 절차에 따른 미묘한 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선사부터 역사시대의 다양한 주거를 다루지 못하고 수혈주거로 통칭하여 검토하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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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특별한 발굴조사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 대체로 발굴조사의
과정과 절차보다는 학술적인 개설서 발간이 주를 이루었다. 발굴조사 방법론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 특히 일본의 발굴조사 방법론을 소개한 도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조사

절차를

소개한

책은

매산(梅山)

김양선

교수가

집필한

考古學이다(金良善 1958). 이 책은 제1장.고고학연구의 방법, 제2장.선사시대의 유적
유물과 그 문화, 제3장.유적의 조사와 그 방법으로 장을 세분하였다. 제3장은 다시
1.유적의 위치와 종류, 2.유적의 조사, 3.유적의 발굴과 방법으로 나누어 발굴조사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사진 2).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창산(昌山) 김정기
선생이 수혈주거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를 제출하였다(이형원 2017). 특히 일본에서 배운
발굴조사 기법을 우리나라 발굴 현장에 접목시켜 많은 학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굴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구조 및 계통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발 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이 본격화하면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 기관의 설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기관의 증가세에 비하여
조사연구원의 수급은 쉽지 않았고, 대학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양산된 양질의 전문
인력은 더욱 부족하였다. 그 결과 현장 조사 시 기관과 전문인력의 조사능력 차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유적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에
대한 연구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9년 탄생한 것이 취락연구회이다.
취락 연구회에서는 표준화된 주거지 조사연구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2004년
단행본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적인 수혈주거지 조사방법론 도서
이다(취락연구회 2004). 그러나 이 도서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대폭 수용하고 있으며 선사
시대 주거에 중점을 둔 조사방법론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2005년에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현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설립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즉 기관지인 발굴사례연구논문집(현 野外考古學)이 매장문화재
조사방법론과 관련된 유일한 전문 잡지로 자리잡게 된다. 자연스럽게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에 대한 다양한 조사방법론이 소개되기 시작한다(이현석 외 2004; 李榮澈·金美蓮
2005; 정상석 2006). 주로 특정 유구 및 내부시설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주로 발굴조사 현장에서 연구자가 경험한 내용을 글로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시기 및 지역에 따른 주거의 건설과 폐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관의

조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수혈주거지에 대한 조사방법론을 시기별, 지역별로 교육
하고, 현장에서 실습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형태의 교육 포맷을 완성하게 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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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수혈건물지 조사법’이라는 주제 하에 수혈주거지의 개념, 시기별·지역별
조사방법론을 소개하였다(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1). 무엇보다도 원삼국∼삼국시대
주거를 한강유역, 마한·백제지역, 신라·가야지역으로 대별하여 소개하고, 여·철자형
주거에 대한 조사방법론을 최초로 소개한 점에서 학사적 의미가 크다(오승환 2011). 다만
주거의 건축구조 조사방법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조사 과정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소개하지는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2012년에는 주거 내부시설에 대한 조사방법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외줄구들, 부뚜막, 노, 취사용기 등에 대한 조사방법론이
폭넓게 소개되었다(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a). 그러나 연구자 간 용어의 이해 및
적용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2012년 가을에는 다시 수혈건물지
조사법이란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2011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b). 다만 여·철자형 주거 조사방법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 따른 기술, 건축적인 요소와 내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점에서
여·철자형 주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기술이 시도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사에 대한 설명이 소략한 아쉬움을 남겼다(박경신 2012). 이후 수혈주거
조사법에 대한 교육 방향은 전국을 대상으로 통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략적인 절차만을
소개할 뿐 세부적인 조사 절차에 대한 기술에 한계를 드러냈다(김도헌 2017).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매장문화재 조사법과 관련된 단행본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 조사법은 2권으로 발간되었다. 우선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에서는 선사시대 주거의 노, 출입, 저장 시설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를 소개하고 있다(장경호 2005). 매우 개략적인
설명으로 조사방법 보다는 여·철자형 주거 조사 역사에 더 가깝다.
다음으로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Ⅲ(국립문화재연구소 2007)에서는 수혈주거를
건물지의 하부 디렉토리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삼국시대 수혈주거는 선사시대
수혈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철기시대로 설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의
평면형태에 따라 주거를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내부시설에 대한 세부적 소개가
소략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원삼국시대 수혈주거 조사방법론은 공통적으로 주거를 건물의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건축학적 구조 설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선사시대 속에서 원삼국시대 수혈주거를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삼국시대에 대한 조사
과정에 대한 기술이나 세부적인 조사방법론 보다는 개설에 가까운 글들로 채워져 있다.
최근 건축학적 구조 연구에 있어서는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집이 발간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성백제 건축유적 유형분류와 복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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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2014)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여·철자형 주거의 벽면, 지붕, 노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다. 다만 고고학적 검증보다는 형식분류 및 규격화에
집중한 결과 실재 유적에서 확인되는 양상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 전반적으로 여·
철자형주거 조사방법과 관련된 논문들은 다른 지역 주거의 조사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개괄적으로만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나치게 건축구조 파악에 집중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아울러 주거의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한 조사과정 상의 설명이 부족하였다.
여·철자형 주거는 방형 또는 육각형 주거에 출입구가 부가된 주거지이다. 최근
조사기관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면서 중부지역에는 호서, 호남,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재단법인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여·철자형 주거에 대한 조사기법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특히
타 지역 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기관별 조사 성과 및 범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주거와 확연한
차별성을 보이는 여·철자형 주거에 대한 조사기법의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명칭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한 여·철자형 주거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육각형
계통에 출입구가 부가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입구 부가 주거지라는 견해 등이 있다.
또는 주거부의 평면형태가 한성백제의 육각형 주거와 일치하는 점에서 육각형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영동과 영서지역을 고려해 볼 때 영동은 주로
주거부가 방형에 가깝고 영서는 육각형의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는 검토가 필요하다(박경신
2009).
여·철자형 주거가 처음 발견된 것은 수원 서둔동
유적(조사 시기 1979∼1984년 : 숭실대학교박물관)과(도면
5) 중도 유적(국립중앙박물관: 1980)이다. 그러나 당시는
출입구 시설 조사 사례가 없었던 관계로 (장)방형 주거지에
출입구가 돌출된 정도로 소개되었다. 분명한 형태의 여·
철자형 주거가 처음 소개된 것은 강릉 안인리 유적이다.
당시에는 영동지역의 특수한 주거 구조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하남 미사리 유적이 조사되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주거지임이 밝혀졌다.

<도면 5> 수원 서둔동 1호 주거지

이후 북한강 및 남한강 등 한강 수계를 따라 다수의 사례가 조사되면서 중부지역의
특징적인 주거 구조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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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자형 주거의 출현과 계통에 대하여 한반도 동북지방의 단결-크로우노브카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출입구를 포함한 평면형태, 외줄구들과 같은 특수한
노시설이 공통된다. 또한 원삼국시대 새롭게 등장하는 중도식무문토기도 이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철자형 주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확인된 유적은
원삼국Ⅰ기에 해당하는 춘천 천전리, 춘천 신매리, 철원 와수리 유적이다. 대체로 그 출현
시점에 대해서는 기원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여·철자형 주거 조사방법론은 주로 수혈유구의 조사방법론을 여·철자형 주거
조사법에 적용한 예가 많았다. 여·철자형 주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론은 2011년에
처음 소개되었다(오승환 2011). 앞서 설명한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은 일본의 유구
조사방법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편집한 내용이다. 이에 비하여 여·철자형 주거
조사방법론은 출입구, 노시설 등과 같은 내부구조의 조사법과 상부 가구구조의 잔존 형태
파악을 통한 폐기과정의 이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적으로 여·철자형 주거의
특수성에 따른 조사방법론의 적용이 난해하고, 전체 공정에 대한 순차적인 설명보다는 특수
시설에 대한 조사법에 집중하여 주거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소략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거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기초로 조사 전 단계부터 주거지 해체까지
과정을 여·철자형 주거의 특수성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공정별로
필요한 기록 방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중부지역의 충적대지에서 발견되는
여·철자형 주거 가운데 구제발굴에 의해 보존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유구를 전제로 한다.
조사방법은 유적의 여건 및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사가 곧 유적 파괴행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2. 개념 정리
여·철자형 주거의 등장으로 이전 시기의 원형 및 방형주거와는 다양한 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취락 구성과 주거 축조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여·철자형
주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취락 내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주거, 분묘, 방어 구역이 복합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여·철자형 주거가 등장하면서 취락 내 분묘 및 방어 구역이
취락 외의 다른 지역으로 분리된다. 또한 취락 내 중심 주거구역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거 단위로 조정된다.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이 구릉에서 천변의 충적대지로 바뀌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연스럽게 초기철기시대의 소규모 취락에서 다시 확대되어 대규모 취락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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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자형 주거는 이전시기의 주거와 달리 인위적인 축조 의도가 투영됨 점이 특징이다.
초기철기시대까지 주거의 주축방향은 입지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철자형 주거가
등장한 이후부터 인위적인 주축방향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는
북서-남동 방향을 주축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가 늦을수록 편서향의 정도가 뚜렷해진다.
이것은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원시적인
방위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인 특징을 감안할 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선택적 결정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의 주축방향상 특징이다. 즉 삼국시대 백제의 등장과 함께 남-북 방향으로
주축방향을 통일하면서 주축방향이 급격하게 편동한다. 이 점은 편서풍 지역에서도 일정한
방위개념이 적용되어 계획적인 취락의 조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방증해주는 증거이다.
여·철자형 주거가 발견되는 지역은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최근 영남북부, 호서·호남지역까지 폭 넓게 발견된다. 특히
영남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철자형 주거는 영서지역 계통과 영동지역 계통이 혼재해
있다. 영서지역 계통은 상주 양범리, 문경 신기동 유적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영동지역권은
영주 반구리, 울진 오산리 931번지 유적, 울주 입암리 유적 등이 있다. 영서지역 계통은
중부지역의 여·철자형 주거와 계통이 동일한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낙동강 상류의
상주·점촌 지역은 4C 중엽까지 중부지역의 문화권에 포함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서지역에서는 갈매리(고려대), 용원리(A지구), 송절동(테크노폴리스), 탑평리, 언남리,
지족동, 복룡동 등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호남지역은 부송동 242-73번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호서 및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여·철자형 주거는 중부지역 여·철자형 주거가
주로 하천변의 충적대지상에 입지하는 것과 달리 주로 구릉에서 발견되고, 내부 구조에
있어서 4주식이 결합되는 특징적인 양상이 관찰된다. 자연스럽게 출입구의 방향도 중부지역은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지만 호서지방은 구릉의 위치에 따라 출입구가 결정되는 구조를 띤다.
또한 호서지방은 노시설에 있어서 외줄구들4)의 빈도가 낮다는 점 역시 특징이다.
주거 구조에 있어서도 이전의 원형 및 방형 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원삼국시대 원형(방형) 주거와 여·철자형 주거의 차이점
평면형태

축조

가구구조

출입형태

노시설

규모

원형, 방형

수혈식

맞배지붕

수직식

무시설식

소형

여(철)자형

반수혈식

맞배지붕,팔짝지붕

수평식

무시설식, 점토띠식, 외줄구들, 부뚜막

대형

4) 쪽구들 등의 용어가 있으나 한국고고학강의 명칭 통일에 따라 외줄구들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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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평면형태와 노시설의 결합양상은 <도면 6>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도면 6> 주거 및 노시설 결합양상(한지선 2017: 그림 1 전재)

원삼국∼삼국시대 원형 주거의 주된 분포 범위는 전남동부, 경남서부, 호서동부 등에
밀집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희 2012: 203). 특히 이 지역에서 확인된 원형 주거
가운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유적을 감안할 때 원형 주거의 전통을 송국리형
주거의 원형 플랜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이동희 2012: 203∼204). 그러나 중부지역에서
전통적인 방형과 여·철자형 주거가 분포하는 점이지대에 원형 주거가 주로 분포하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체로 원형 주거 집단이 주구토광묘 분포권과
일치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철자형 주거는 건축 구조상으로도 가구구조가 복잡한 형태로 발달하고, 노시설이
다양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 것은 부뚜막과 같이 외부 바람의 영향에 민감한 노시설의
등장과도 관련있는 구조이다. 수직식 구조에서는 외부 바람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부뚜막과 같은 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출입방식이
수직식에서 수평식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5) 즉 수직 출입의 수혈식 구조에서 수평 출입의
반수혈식으로 지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주거지가 반수혈화 되면서 주제(周堤)
시설이 미약해진다. 이를 대신하여 벽면의 구조가 견고해지고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주혈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 특히 주거부의 평면형태가 방형이나 원형의 기본 구조에서 육각형
구조로 변화하면서 상부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평면형태별 주거의 세부
명칭(평면)은 <도면 7∼8>과 같다.

5) 수혈방식 및 횡혈방식이라는 표현(오승환 2011)은 유구의 굴착방식에 따른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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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여·철자형 주거의 부분 명칭(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265·268)

<도면 8> 방형 및 원형 주거의 부분 명칭(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264·266)

104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조사법

6

일반적으로 여자형 주거와 철자형 주거의 구분에 있어서 삭평 정도에 따라 평면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무의미한 분류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자형 주거의 출입부는
건축학적으로 보조공간의 개념이 적용된 구조물로 철자형 주거의 출입부와는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자형 주거의 출입부는 주거부의 구조와 유기적이다.
그러나 철자형 주거의 출입부는 간단한 돌출 구조로 주거부의 구조와 반드시 유기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자형 주거는 출입부에서 넓어져 벽주와 주혈을 이루는데 삭평이
심하기는 하지만 주혈이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출입부에 대한 조사 시 주혈이
규칙적으로 발견된다면 철자형 주거와 구분해야 한다.
■ 출입부 : 여·철자형 주거의 돌출부
ㅇ 조사대상 : 벽구, 주혈
■ 통로부 : 여자형 주거 출입부와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ㅇ 조사대상 : 벽구, 주혈, 구조, 퇴적 소결면
ㅇ 통로부 퇴적 소결면 : 출입구 상부 구조물, 통로부 벽채 구조물
ㅇ 구조(표 2) : 경사면 구조, 계단 구조, 문지방 구조
<표 2> 여자형 주거지 통로부 및 철자형 주거지 출입부 형태
구분

경사면 구조

계단 구조

문지방 구조(목재)

문지방 구조(석재)

발안리52주

하중도21주

발안리21주

철정리Ⅱ14주

형태

유적

■ 주거부 : 여·철자형 주거의 출입부 및 통로부를 제외한 생활공간
ㅇ 조사대상 : 벽구, 주혈, 노시설, 침상시설, 상부구조
ㅇ 벽구 및 주혈(표 3) : 내주식, 벽주식, 벽구식, 외주식
<표 3> 여·철자형 주거 벽구 및 주혈 종류
구분

내주식

벽주식

벽구식

외주식

장현리40주

대성리경기10주

장현리38주

발안리27주

형태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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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시설(표 4, 도면 9) : 무시설식노지, 점토띠식노지, 부뚜막식노지, 외줄구들, 부뚜막
<표 4> 여·철자형 주거 노시설 종류
구분

무시설식노

점토띠식노

지각식노

외줄구들

부뚜막

하중도한강10주

하중도고문연6주

대성리경기10주

발안리17주

자작리2주

형태

유적

■ 단면상에서 확인되는 세부 명칭(사진 1)
ㅇ 상부 퇴적토 : 주거지 폐기 후 폐기면 위에 퇴적된 내부퇴적토
ㅇ 폐기면 : 주거지 폐기 당시의 가장 상면
ㅇ 점토 함몰부 : 여·철자형 주거지의 통로부에서 확인되는 점질퇴적토
ㅇ 바닥 퇴적토 : 주거지 바닥면과 폐기면 사이에 퇴적된 내부퇴적토
ㅇ 바닥면(생활면) : 주거지의 주 생활면
ㅇ 최초 굴광선 : 주거지 축조를 위하여 처음 굴착한 면
ㅇ 충전토 : 주거지 벽선의 최초 굴광면과 벽면 시설 사이를 충전한 토양
ㅇ 기타 : 벽구, 주혈, 주제 외

<사진 1> 주거 내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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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조
가구 구조는 주거의 지붕 하중을 분산하여 집을 지탱하기 위해 시설한 기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둥은 대부분 부식되어 사라지고 기둥을 받치기 위해 시설된 주혈만이 확인된다.
주혈의 형태는 발견 위치에 따라 주거 내부에 시설된 내주식과 주거 외부에 시설된 외주식으로
구분된다.

<도면 9> 노 종류 및 부분명칭(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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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방법
조사 방법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의 여·철자형 주거가 충적대지상에서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지 조건을 충적대지로 제한한다. 또한 구제발굴 조사 시 조사 후 주거지가
폐기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1. 계획 및 계약
여·철자형 주거로 구성된 유적은 대부분 대규모 취락이다. 현재의 매장문화재 조사
대가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보다 투입 인력, 비용,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시(발)굴조사를 통합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채집된다면 대규모
취락일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충분한

조사비용과

조사기간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조사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산출된
조사비용과 기간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유적을 조사하는 것은 유적의 파괴행위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냉정한 판단과 조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유적의 밀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사비용 및 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사 전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뒤따라야
함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실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Life Cycle이다.
즉 조사 전 주거지의 최초 굴착에서부터 사용, 개․보수, 폐기, 매몰이라는 큰 흐름을
감안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층위 확인, 조사 준비, 제토
본격적인 발굴조사의 첫 단계는 제토 및 층위 확인 작업이다. 구릉의 경우 삭평이
심하여 조사지역의 중심토층은 층위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하천변의 충적대지는
누적 퇴적이 많고 하천의 침식 및 퇴적 운동에 따른 지형상의 변화가 매우 심한 편이다.
최근 조사는 조사지역에 대한 전면 제토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토층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 토층을 남기더라도 조사경계구역의 토층만을 기록하여 조사구역 내부의 다양한
퇴적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부지역 충적대지 유적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전면제토 방식이 도입된 것은 하남 미사리 유적(고려대 조사구역)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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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토층의 변화양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 후
전면제토를 실시한 것으로 지금의 전면제토 방식의
조사와는 개념적인 차이가 크다.
전체 유적의 층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Pit 조사법이다. 그러나 시간과 인력, 조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단점이 있어 구석기 유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한 것이 그리드별로
토층둑을 설정하고 내부를 전면 제토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심토층둑은 복수로 설정해야 하며 구간에 따라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지점을 선택하여 Control Pit를
굴착한다(사진 2). 이를 통해 고지형을 복원하고 평면으로
보이는 유적의 입체적 고지형을 파악한다. 콘트롤 피트는
중층 문화층의 확인에도 사용된다. 이렇게 파악된 각

<사진 2> Control Pit(미사리숭실대)

지점별 층위양상을 기록하였다면 토층둑을 제거하고
문화층까지 하강 조사한다.
제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유적의 현황측량과 유구별 실측을 위한 기준점을 설정한다.
이 때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는 건물의 벽면, 전봇대 등에 기준 Level 및 기준점을 복수로
남긴다. 문화층까지 제토한 후에는 복수의 가기준점을 추출하여 유적 내에 설정한다. 이 가
기준점은 측량과 실측 시 원기준점과 비교하여 항시 보정해야 한다.

3. 윤곽 확인
문화층까지 제토가 이루어지면 유구 윤곽은 크게 2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전체가 부정형으로
발견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벽선을 찾는 경우이다. 전자는 복수의 유구가 중복된 결과
윤곽선이 부정형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제토면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구의 상부에
퇴적된 부식토층으로 인해 부정형으로 윤곽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거지의 삭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윤곽선을 잡으려
해도 만족할만한 윤곽선을 확인하기 어렵다. 충적대지 조사 시 건조기에는 더욱 윤곽 확인이
어렵다. 이 경우 식사전 물을 뿌리고 상부를 덮은 후 식사후 윤곽확인을 하는 방법이 사용
되기도 한다. 여·철자형 주거는 대부분 바닥면을 소결다짐하기 때문에 마르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주 연양리 유적(국립중앙박물관)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점질토
성분으로 구성된 유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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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확인 시 정확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긴타원형 형태로 확인된다면
여·철자형 주거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시에는 여러 번에 걸쳐 평면조사를 실시하지 말고
적정한 회수를 정하여 평면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한 순간에 탐색 시굴갱을 굴착하여 유구의
윤곽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평면조사를 통해 유구의 대략적인 장단축을
파악한 후에는 과감하게 시굴갱을 굴착하여 정확한 유구의 윤곽을 확인한다. 여기서 한가지
팁은 여·철자형 주거의 경우 주축방향이 거의 일정하다는 점이다. 즉 원삼국시대는
편서향하여 북서-남동 방향의 주축방향을 하고 출입구가 남동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남-북 방향으로 출입구가 남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부정형이라도 주축
방향을 미리 고려하여 시굴갱을 굴착한다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유구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고 실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재 내부조사가
진행되면서 벽선과 주축방향 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실측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4. 사전 내부조사
여·철자형 주거는 내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구조 또는 형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구의 장축면을 따라 토층둑을 설정하고 내부조사를 진행한다. 이 때 여·철자형
주거의 특징상 출입부와 통로부에 대한 조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층둑은 출입부,
통로부, 주거부에 각가 단축 1개씩과 주거지 주축방향을 따라 길게 1개를 설정한다(도면
10). 이후 이 토층둑에 잇대어 폭 약 30㎝ 내외의 내부 시굴갱을 굴착하여 주거지의 수직적
규모와 구조를 파악한다. 유구의 윤곽선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면 시굴갱 굴착시 벽선을
파괴하면 안된다. 다만 유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시굴갱을 연장하여 유구의 일부 벽선을 절개할 수 있다. 또한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는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구의 선후관계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굴갱에 의한 벽선 절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시굴갱을 통한 벽선의
절개가 결정되었다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절개 깊이와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면
절개한 효과가 전혀 없다. 시굴갱 조사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닥면 깊이, 중심 토층,
내부 구조, 노 시설 등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부식토는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건조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시굴갱 조사와 함께 바로 토층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철자형 주거는 다양한 노시설을 하고 있고, 특히 무시설식 노지나 점토띠식 노지는
주거지 주축방향 축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시설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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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의 경우 목탄과 소토 및 소결면이
시굴갱 조사시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닥면 조사는
반드시 조사원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시굴갱의 깊이는
상부퇴적물이 끝나는 레벨까지 진행한다. 한편 화재의
흔적이 없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바닥면까지 하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결 처리한 바닥면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시굴갱 조사를 통하여 주거지의 수직적 정보가 파악된
후에는 토층둑을 제외한 상부퇴적토를 모두 제토한다.
이 때 토층둑을 기준으로 구역을 정하고 조사는 다음
<도면 11>과 같이 진행한다. 조사는 노시설이 없는 구역에
대한 제토를 먼저 하되 주거지의 절반을 먼저 조사하여
전체적인 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노시설이 있는

<도면 10> 사전 내부조사 시굴갱

주거지의 동쪽 구간은 서쪽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토층둑을 기준
으로 전체 구간을 동시에 하강 조사할 경우
북동쪽 구간은 반드시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작업진행시 주거지
외곽 윤곽선에서부터 일정 부분 안쪽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결국 조사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계획이 필요하다. 여·철자형 주거는
대부분 주거부-통로부-출입부 순으로 레벨이 높아
진다. 같은 레벨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주거지
바닥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층위를 참고
하여 조사원이 조사 레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도면 11> 제토 계획

한다.

5. 토층조사
제토가 완료되면 토층둑을 통하여 주거지 내부의 층위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의 폐기 정보와 후퇴적 양상, 구조적 특징이 파악된다. 우선 주거지 외형적인 구조와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최초 설정한 윤곽선의 주축방향에서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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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다음으로 정확한 바닥면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는 화재주거지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부구조가 퇴적된 것을 바닥면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 주거지의 토층 즉 퇴적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주거지의
전체적인 퇴적 매카니즘과 순서, 퇴적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부구조의
퇴적레벨을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최초 폐기가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까지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지 폐기 정보이다. 주거지가 어떠한 원인으로 폐기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화재의 흔적과 양상, 유물의 분포 특징과 빈도 등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사진 3∼4).

<사진 3> 상․하부 퇴적면(장현리38주)

<사진 4> 폐기방향(석우리먹실6주)

토층둑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후에는 토층둑 단면도를 작도하고 단면 사진을 촬영한다. 토층둑
단면도 작도시에는 하강 조사를 감안하여 중심토층둑이 지나가는 지점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남긴다. 토층둑 작성시에는 퇴적토층과 포켓을 구분하여 유의미한 토층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색과 질감 구성물질에 따라 구분하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퇴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혹 의무적으로 토층을 구분하여 폐기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단면도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토층 단면도는 표준토색첩을 기준으로 층위를 구분한다. 주의할 점은
표준토색첩의 칼라챠트를 보고서에 게재할 때 색보정이 뒤따라야 한다. 즉 토색첩에서 제시한 색과
실재 인쇄된 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편 토층 단면도 작성시 장축과
단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장축과 단축 가운데 한 쪽의 부분 토층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는 단축을
살리고 장축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여·철자형 주거의 단축으로는 노시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축보다는 단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단축에 대한 토층 단면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끊어진 장축 단면도에 대한 보완 실측이 뒤따라야 한다.
토층둑 단면 사진 촬영을 위하여 간혹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사진은 대상물과 수평이
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장 낮은 각도에서 토층둑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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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 유의사항으로 주변의 노출 변화와 토층둑의 노출을 유기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즉 촬영 시
주변이 밝은 경우 측정치보다 몇 단계 밝게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외부의
노출량을 계산하여 실재 촬영 시 토층둑이 어둡게 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겨울철이나
일몰후의 촬영 시에는 셔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촬영 시 반드시 보조 받침대(삼각대
등)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그리고 그림자가 지는 방향에서 촬영할 경우 토층둑 전체를 그늘지게
만들어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진촬영이 가장 용이한 날은 흐린날로 그림자와 광선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사진의 감도가 떨어져 세밀한 촬영은 기대하기 어렵다(사진 5).

<사진 5> 토층 사진의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좌:과다 노출, 우:정상 노출)

마지막으로 유적의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체 촬영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상방에서 촬영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상방 촬영을 활발히 하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면 사다리를 이용하여 최대한 직상방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표 5). 특히
여·철자형 주거지는 출입구 방향에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가구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간혹 후벽쪽 또는 측벽쪽에서 촬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인 주거지의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사진 6). 주의할 점은 단계별로 같은 높이,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는 것이다.
<표 5> 올바른 사진 촬영 예(자작리2주)
조사 전

제토 과정

제토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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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여·철자형 주거지 사진 촬영의 잘못된 사례
(좌: 연천 삼곶리 2호 주거지, 우: 광주 곤지암리 서울-2-2호 주거지)

6. 토층둑 제거 및 1차 조사 완료
토층 조사가 완료된 후 토층둑을 제거할 때 유의할 점은 토층둑이 위치했던 지점을 정확하게
남겨 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강 조사시 토층도에 대한 보완 실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지 외곽에 설정한 토층둑 기준선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측시 기준점을 재확인한다.
토층둑 제거는 폐기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는다. 폐기면에 근접하면 반드시 조사원이
직접 제토작업을 마무리한다. 한편 토층둑 제거시 여·철자형 주거의 경우는 <도면 3>과 같이
주거부와 출입부가 연결된 부분의 토층둑은 바닥면 조사 직전까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토부에 대한 해석과 출입부 내지 통로부의 구조, 축조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토층둑 제거가 완료되면 1차 평면도를 작도한다. 최근 조사는 대규모 취락단위 조사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전 설정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주거지를 작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체 유구배치도에 대한 현황측량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드를
기준으로 각각의 유구 평면도를 작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철자형 주거의
주축방향을 기준으로 자체 그리드를 설정하고 방안을 설치하여 평면도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자체방안의 방위를 표시할 때 추후 이루어질 유구배치도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위는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또한 여·철자형 주거는 10m 이상의 대형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때 1/10으로 평면도를
작성한다면 최소 방안지 4장을 한 셑트로 할 수 밖에 없다. 이 것은 추후 도면의 보관과 보고서
작성시 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주거지 장축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1/20로 평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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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하는 것이 좋다. 폐기면 상부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부여 후 작도한다.
촬영은 유물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대한 세부 촬영을 실시한다. 특히 여·철자형 주거의 촬영시
대략적인 규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 우측 장벽 외곽에 수평하게 스타프나 폴대를 놓고
촬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트표(유구번호, 촬영날짜 등)와 방위표를 출입구쪽 외곽에 놓고 촬영한다.
위와 같이 평면도 실측과 촬영이 완료되면 유물을 수습한다. 이 때 반드시 중요 유물에 대한
레벨을 측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폐기 후 재퇴적 과정에서 유입된 유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유물이지만 하부퇴적토 내지 바닥면
에서 출토된 유물이 접합된다면 폐기시에 튕겨져 나간 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 당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한편 유물 수습시 가장 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평면도를
그리고도 유물에 번호나 인식표를 하지 않아 유물의 위치정보를 상실하는 경우이다. 즉 평면도에
기재한 유물과 수습된 유물이 일지하지 않아 레벨 정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1차
평면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평면도를 복사하여 유물번호와 레벨을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복사된 도면에도 반드시 주기를 기입하여 원도와 함께 같은 장소에 보관한다.
유물 수습 및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예로 횡성 둔내 유적(강원대학교박물관)이 있다. 횡성
둔내 유적의 보고서에는 유물별 위치와 그리드가 기입되어 있다. 보고된지 약 30년이 흘렀지만
이 기록을 바탕으로 유물의 정확한 위치, 폐기 상태, 유구배치도를 복원할 수 있었다(도면 12).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유물 수습은 곤란하며 평면도, 레벨정보, 사진 등을 통한 3차원적 조사
기록을 남겨서 지금 당장 밝힐 수 없는 유적정보를 후손에게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7. 상부구조, 가구구조, 시설구조 조사
1차 유물 수습 후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 전 주로
가구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는
바닥면에서 약 30㎝ 이상 높은 곳에서 가구구조의
잔여물이 확인된다. 특히 벽면 가구의 경우 경사진
각도로 넘어져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목탄의 노출시
유의사항은 이 것이 어느 위치의 가구구조인가를 판별
하는 것이다. 즉 상부구조, 가구구조, 시설구조를 구분
하는 것이다. 상부구조의 특징은 바닥면에서 이격하여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가구 구조의 경우 벽쪽에서
안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누운 경우가 많다(표 6).
따라서 조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면 12> 보고서 재편집 예(둔내강원대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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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의 예
구분

상부구조(서까레)

가구구조(상:후벽벽채, 하:후벽횡대)

석우리먹실6주

상:자작리2주, 하:장현리44주

형태

유적

시설구조인 경우에는 바닥면에 밀착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구분된 이후에는
부식토를 제거하여 목탄을 전면 노출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 노출된 목탄은 쉽게 건조하여
부스러진다. 따라서 노출작업은 단시간 내에 실시하고 사진과 도면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는 작업 시작과 동시에 진행하여 단시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한다. 전체적인 윤곽이
노출된 이후에는 2차 평면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토층단면도에 대한 보완 실측을 실시한다. 사진
촬영시에는 반드시 목탄의 세부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한다. 즉 주거지 상부구조의 복원을
위하여 동일 목탄이라도 수평적, 수직적 등 3차원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목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 한다. 목탄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연륜연대측정, 수종분석 등이 가능하다. 여기서 방사성탄소연대 및 연륜연대는
일반적으로 절대연대라고 부르지만 어디까지나 통계적 절대연대에 해당한다. 즉 확정된 절대연대
개념과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소량의 목탄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시료의 오염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크기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료 채취시에는 유기물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바로 냉동 보관한다. 보통 분석은 조사 완료 후 진행되지만 안정적 측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채취 직후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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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닥면 및 내부구조 조사
바닥면 조사는 하부 퇴적물을 모두 제토하고 부뚜막과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단계이다(사진 7). 이 때
바닥면에 있는 유물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부 퇴적물에
포함된 유물만을 수습한다. 여·철자형 주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철면이 심한 최초굴광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바닥면을 점토 등으로 보강하고 소결시켜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소결면은 노출된 이후 장기간
공기와

접촉하면

2차

부식이

진행되면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닥면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우기에는 잦은 침식으로 바닥면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노출된 바닥면을 대상으로 고지자기
측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 완료 후에는 토층 단면도를

<사진 7> 노출된 바닥면(자작리2주)

보완 실측한다.
노시설
가장 중요한 내부시설은 노시설이다. 특히 부뚜막이나 외줄구들은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이

글에서는

여·철자형

주거의

일반적인

노시설인

외줄구들과

부뚜막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부뚜막이나 외줄구들은 구조상 고래(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석재 뼈대를
세우고 점토로 발라 보강한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원삼국시대에는 점토로만 만든
경우가 다수이다. 그리고 의도적인 폐기 행위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많아 자칫 노시설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포천 자작리 1호 주거지와
남양주 장현리 47호 주거지가 있다(사진 8∼9). 당시 부뚜막의 내부와 외부 소토 및
부식토가 혼재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하부퇴적토 위에 부뚜막의 소결된 소토들이 퇴적되어
있었다. 조사자는 이를 상부구조물의 잔존물로 판단하여 하부퇴적물까지 모두 제거하였다.
결국 바닥면까지 하강하고 나서야 부뚜막임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조사자는
부뚜막이나 외줄구들에 대한 위치적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부뚜막이나 외줄구들이 있는
위치에 대한 조사시 소결면이나 소토가 발견된다면 노시설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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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부뚜막 조사 실패의 예(자작리1주)

<사진 9> 부뚜막 조사 실패의 예(장현리47주)

부뚜막 조사시 우선은 전체 토양을 제거하지 않고 부뚜막과 직교하게 여러 개의 토층둑을
남긴다. 이 토층둑을 통하여 부뚜막 상부의 구조물을 복원하고 폐기 과정을 기록한다. 화구에는
봇돌과 이맛돌을 1/2이상 걸친 위치에 시굴갱을 굴착하고, 구들에도 복수의 토층둑을 직교하게
설정한다(사진 10). 화구에 십자상으로 토층둑을 남기는 이유는 상부구조 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소결면 조사를 위한 것이다. 여·철자형 주거 부뚜막 화구의 소결면은 누층적으로 발견되는 예가
많다(사진 11). 이를 통하여 부뚜막의 개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진 10> 화구 시굴갱 조사(자작리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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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 단면 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측과 사진촬영을 마치고 부뚜막의 상부구조물 상면까지
제토한다. 제토가 끝나면 부뚜막에 대한 세부 평면도 및 단면도,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이 때
주거지 전체 사진촬영도 병행한다. 점토띠식노지 조사는 소결면을 제거하고 부석까지 노출하지
않는다. 우선은 소결면에 대한 조사 완료 후 절개하여 누층 구조를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부석을
노출한다. 한편 점토띠식노지의 북쪽으로는 대부분 주혈이 위치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능을 알
수 없으나 상부구조를 받치기 위한 주혈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사와 관련된 시설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2∼13).

<사진 12> 점토띠식노지(가현동20주)

<사진 13> 노지 후면 주혈(철정리Ⅱ8주)

벽구
벽구의 조사 역시 여러개의 토층둑과 시굴갱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벽구 내부로는 판재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작은 보조 주혈이 시설된 경우가 많다. 벽구가 시설된 부분은 주로
소결처리되지 않은 최초굴광면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쉽게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벽구와 주거지 외곽선 사이에 공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공간에 점토를 이용해 벽구 외부를 보강한 보강토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주거지 외곽선 밖으로 연장된 시굴갱을 굴착하여 생토면과 보강토,
시설물이 존재하는 토양을 단면상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직으로 세워진 중심 기둥열과
함께 수평방향으로 끼운 판재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때 판재를 댄 위치가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주의깊게 조사한다.
주혈
주혈은 바닥면 조사시 벽구를 따라 시설된 주혈 이외에 내부의 많은 주혈은 주거지 바닥면
밑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주거지 바닥면 상부로부터 확인되는 주혈은 윤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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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후 사진촬영 및 평면도 실측을 보완한다. 여기에서 주혈 조사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우선 주혈의 형태에 따라 1/2를 설정하고 1/2를 절개하여 내부토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장점은 평면도 및 사진촬영에 용이하나 좁은 지역에 대한 조사로 인해 유구가 인위적으로
조사될 수 있으며 바닥면의 끝을 찾기가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주혈의 상부를 약 5㎝ 정도
전체적으로 굴착하여 주혈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1/2를 절개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위의 방법은 주혈 가운데 중심 기둥이 있었던 위치를 파악하는데는 유효하나 토층
단면이 기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본의 대형 건물지 조사시 정확한 기둥
자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여·철자형 주거 주혈은 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다만 삼국시대 중부지역의 4주식 주거지는 대형의 중심 주혈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주혈의 형태를 확인
하고 평면도를 작성한 후 주혈의 1/2 부분에 시굴갱을 굴착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혈의 단면적 형태를 조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평면도 작성시 잔존한 1/2
부분의 상태를 고려한 추정 도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실재 기둥이 시설된 방향이
다를 경우 기형의 기둥 형태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바닥면 조사 완료 후 여·철자형 주거의 해체 과정에서 주혈의 정확한 조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재 가평 대성리 유적(겨레문화유산연구원)의
조사시 주거지 해체 과정에서 주혈에 대한 시굴갱 조사 결과 평면상에서 조사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절개 조사는 유구가 조사 후 완전히 폐기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주혈조사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체 과정에서 세 번째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주혈 조사시
단면토층의 촬영은 삼각대를 이용한다. 깊이가 깊을수록
노출이 부족하여 셔터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계산된 노출정보 보다 더 밝게 촬영해야 한다. 한편
삼국시대 여·철자형 주거는 벽구 전면으로 각진 내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탄화된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14> 각진 내주(자작리2주)

기타 시설물
기타 시설물로 잿간과 침상시설이 있다. 잿간은 부뚜막과 인접하여 발견된다. 주로
초대형 주거지에서 발견되는데 부뚜막과는 별개로 노지와 같이 돌을 돌리거나 토광형으로
시설하는데 바닥면은 소결되어 있다.(표 7). 주로 부뚜막의 불씨를 보관하는 장소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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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침상시설은 침상을 놓았던 작은 주혈이 열을 지어 발견된다. 이 외에 초본류를 엮어
만든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표 7> 기타 시설물
구분

잿간

침상시설

초본류

자작리2주

석우리6주

대성리원22주

형태

유적

출입구
바닥면 조사 단계에서 함께 조사되는 것이 여·철자형 주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출입구
(출입부+통로부) 시설이다. 출입구 조사시는 점토퇴적층, 문지방 시설, 벽구, 주혈 등이 조사
된다. 우선 여자형 주거지의 통로부, 철자형 주거지의 출입부에서 확인되는 점토퇴적층은
일반적으로 상부구조가 무너져 퇴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사진 15～16).

<사진 15> 출입부․통로부 점토퇴적층(장현리45주)

<사진 16> 점토퇴적층 퇴적양상(자작리2주)

문지방은 목재나 석재를 활용한 경우가 많으며, 목재의 경우 부식되어 굴광선만 확인
되거나 목탄이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지방 시설은 주거지 바닥면을 만든 후에 시설
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부식토로 오인하여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시 앞에서
살펴본 토층의 일부를 남기고 시굴갱을 주거지 주축방향에 맞춰 굴착하여 구조를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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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이다. 대형의 여·철자형 주거는 출입부와 통로부에도 벽구와 최초굴광선
사이를 보강토로 보강한 구조가 많다. 조사시 우선 벽구의 윤곽을 확인한 후 시굴갱을
굴착하여 보강토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된 통로부의 형태는 주로
각재를 이용하여 방형에 가까운 벽구 구조를 보인다(표 8).
<표 8> 자작리 2호 주거지 출입부 및 통로부 조사 내용
구분

출입부 벽구 노출 상태

통로부 벽구 보강토

통로부 벽구 노출 전경

형태

통로부중심주혈과 출입부중심주혈은 주혈의 지름에 비하여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이
많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최초굴광선 조사시 반드시 1/2가량을 절개하여 정확한
깊이와 형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사진 17). 이 부분의 기둥은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매우
깊다. 또한 환재(環材) 보다는 각재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사진 18).

<사진 17> 통로부중심주혈 단면(대성리겨레2주)

<사진 18> 통로부중심주혈 각재(철정리Ⅱ3주)

주거지 바닥면에서는 다수의 유물과 유기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닥면 조사
에서 얻어진 토양은 폐기하지 말고 별도로 모아 둔 후 일괄적으로 플로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완료 후 유물 수습을 위하여 레벨링을 실시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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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한다. 이 때 완형의 토기류 내부에 남아 있는 토양은 반드시 정확한 표시를 한 후
플로테이션 및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하여 따로 보관한다. 특히 바닥면에서 수습된 유물은
주거지의 공간활용 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9. 주거지 해체
바닥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내부 시설물 및 바닥면에 대한 절개조사를 실시
한다. 전통적인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주거지를 전면 해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유구의 원형을 보존하는 원칙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구제발굴과 동시에
유적 자체가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최근의 발굴조사에서는 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주거지를 철저하게 해체하여 최대한 고고학적 단서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노시설에 대한 해체작업을 실시하고 바닥면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한다.
부뚜막 및 외줄구들
조사는 축부를 제외한 부뚜막의 상부구조물을 제거한다. 구들을 노출한 후에도 역시 도면을
보완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화구에 대한 절개조사와 더불어 축부와 직교하게 작은 시굴갱을
다수 굴착하여 축부의 구조를 단면상에서 파악한다. 화구의 소결면을 노출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토층둑을 제거하지 말고 충분히 정보가 파악된 이후에 제거한다. 화구의 소결면은
다른 위치보다 매우 단단하다. 절개 조사 후에는 단면도를 수정하고 사진촬영 등 세부 기록을
남긴다. 한편 구들 조사시 중요한 것이 구들의 미묘한 레벨변화이다. 즉 화구에서 연도까지
구들의 레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변화를 측정해 둔다. 이를 통해 구들의 기능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성 발안리 21호 주거지 조사예이다. 한편 부뚜막이나 외줄
구들의 화구 소결면은 매우 양호한 자연과학적
분석 시료이다. 특히 고지자기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노출과 더불어 적절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고지자기측정에 따른 절대연대 측정
결과는 대부분 중부지역의 편년보다 다소 늦은
결과가 많다. 절개조사가 마무리되면 고래(축부)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를 드러내고 바닥면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사진 19).

<사진 19> 부뚜막 고래(축부)제거후(여월동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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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
조사는 중심 토층둑이 있었던 자리에 잇대어 생토면까지 시굴갱을 굴착하여 진행한다.
굴착 완료 후 최초 굴광선이 파악된 후에는 토층 단면 도를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바닥면을
전체적으로 제거한다. 바닥면의 제거시 바닥면 하부에서 다수의 주혈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상부구조와 관련된 주혈을 구분한다. 바닥면은 심하게 요철면을 띤다(사진 20). 이것은
최초 주거지 제작시 형성된 흔적으로 정지층이
발견되거나 생활하면서 주거면이 눌려 요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간혹 점토층에 형성된
주거지의 경우 바닥면에서 굴착 행위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노시설이 있는 위치의
해체

조사시

노시설과

바닥면의

<사진 20> 주거부 바닥면 정지층(대성리경기2주)

선후관계를

파악해 둔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 도면을
작도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주거지의 최초

굴착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다.
주혈 및 벽구
해체 조사의 마지막 과정은 주혈과 벽구 등
가구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체이다.
즉 마지막으로 횡적인 형태 및 상호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혈열에 수평하게 1/2을 전면
제토하여 마지막 조사를 실시한다(사진 21). 간혹
절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이 과정
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는 평면도
및 주혈의 단면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단면도 보완 및 세부촬영을 실시
하고 조사를 마무리 한다.

<사진 21> 벽주 단면조사(대성리겨레4주)

10. 조사 후 작업
조사 후 작업은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 작업시 주거지의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사진이 각각 유구별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발간된 보고서를
살펴볼 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이 것은 각각의 도면과
사진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 의해 작도되면서 인위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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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평면도를 기준으로 단면 및 입면의 도면을 적절하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별 유구에 대한 기술이다. 조사과정, 외형적인 특징,
내부시설, 세부 기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유구마다 설명
순서가 달라 일관성 있는 기술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고서 기술 전에 기술
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개별 유구에 대한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단위 취락에 대한 해석(고찰)이 중요하다. 특히
여·철자형 주거는 연속점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동시기의 주거군을
추출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부지역 편년의 기본 방식은 출토유물에
대한 해석과 출입구 반대벽면의 각도 변화이다(송만영 1999). 그리고 여·철자형 주거로
구성된 취락은 동일 시기 주거군별로 주축방향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박경신 2011).
따라서 전체적인 유구배치 현황에서 주거지 주축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타 여·철자형 주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원안이 제시되곤 한다. 원형 및
방형 주거지에 비하여 상부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도면 13～14)

<도면 13> 여자형 주거지 복원도(강내리27주)

<도면 14> 철자형 주거지 복원안(강내리34주)

원형 및 방형 주거의 복원안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다양한 복원안이 제출되었다(도면
15∼16). 중부지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당시 발견된 모든 주혈을 기둥으로 인지
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다수의 기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중심 기둥과 보조
기둥간의 구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최초 주거지
정지 작업에서 형성된 정지공이 주혈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되는 주거지의 복원안은 건축학적 구조를 좀 더 고려하여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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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방형 및 원형 주거 복원안(복천박물관 2018: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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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방형 및 원형 주거 복원안(복천박물관 2018: 50,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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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여·철자형 주거 조사법에 대하여 조사 과정별로 살펴보았다. 여·철자형 주거
조사는 수혈 주거지 조사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여·철자형 주거는 전통적인 방형 및 원형계 주거지와 달리 외부에서 유입된 주거
구조인 만큼 조사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출입구 및 노시설, 내부
시설 및 가구구조에서 다른 수혈 주거지와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고고학적 조사
프로세스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조사의 기초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철자형 주거는 중부 및 호서지방에 국한된다. 그러나 노시설은 도입 계통에 차이가
있을 뿐 구조적으로 공통되므로 중부지역과 영남지방의 합리적인 조사방식을 상호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사원이 상호 교류하고 교차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고학적 조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유적 조사는 고고학의 한 과정이지만 그와 동시에 유구의 파괴행위라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사원이 조사한 후에는 다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조사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유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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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1)

조선시대 전기의 유학자인 양성지가 조선을 ‘東方城郭之國’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곽이 축성되었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확인된 성곽은 약
2,137여개 정도인데2), 특히 전국토의 75%가 산지이므로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였다.3)
이러한

산성의

축조는

우리나라의

방어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즉,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고구려 이래의 전통적인 수비방책은 청야입보 이일대로책(淸野入保以逸待勞策)
이었다. 조선시대 태종대 이후 유사즉고문방어(有事則固門防禦) 무사즉진추전야 (無事則盡趨
田野)의 목적으로 평지에 읍성을 축조하였으나4),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다시 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삼국시대 초기부터 전통적인 산성과 달리 강안이나
해안을 따라 토성이 집중적으로 축성되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성곽들은 동시기, 동일한 국가에 의해 집중적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되었다. 특정 시기의 성곽에 대해 논할
때에는 동시기에 속하는 것들은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곽유적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성벽과 부속시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거칠게 정의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대국가에 있어서 성곽은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국방이나 교통의 요지에
설치하였던 방어시설인 동시에 생활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가 완성된
후에는 성곽을 중심으로 지방의 행정구역이 짜여 졌으며, 국가의 중요한 하부구조인 동시에
정치 ‧ 군사 및 경제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5) 따라서 성곽내부에는 각종
건물지, 수혈주거지, 저장시설, 저수시설, 제사유구, 가마터, 제철유구, 폐기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된다.6)
이러한 유구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쟁점을
살펴본 후 성벽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이 글은 2013년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발간한『한국성곽조사방법론』의 석성 및 토성 부분과
필자가 작성한 졸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이춘근, 2007,「조선시대 성곽과 봉수 관리정책」,『한국성곽학보』제12집, 1쪽.
3) 심정보, 2004,『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14쪽.
4) 정의도, 2008,「동래읍성 해자 출토 무기의 성격」,『동래읍성과 임진왜란-경남문화재연구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105∼106쪽.
5) 고용규, 2001,「南韓地域 版築土城의 硏究」, 木浦大學校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請求論文, 3쪽.
6) 서영일, 2008, 「성곽조사방법론」,『한문협 연구원교육자료』, 한국문화재조기관협의회,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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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곽연구의 쟁점
성곽연구는 대부분 성벽의 축조수법이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축조시기와
국가를 파악한 후 영토 확장 및 지방지배, 국경선과 교통로 등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 -이를테면 성곽의 축조수법이나 시기적인
특징, 관방체제, 교통로, 개별성곽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토성
토성의 축조수법은 성토와 판축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토성벽은 석축성벽에 비해
붕괴에 취약하므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내·외피토루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석축부를
부가해야만 성벽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대부분 성벽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경험이나 건축학적 관점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성벽의 토층과
중복관계를 근거로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 토성벽의 기울기
토성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는 견해7)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8) 안식각의 사전적 의미는“흙을 자연 상태로 쌓아
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는데, 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25∼40°내외9)”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붕괴되지 않은 안식각을 토성벽이나 봉분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는 주장의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으나 토목공학적인 측면과 온전한 상태로 잔존하는 성벽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상으로 쌓은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부가
붕괴되어 가장 안전한 각도로 잔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셈이 된다.
7) 심광주, 2014,「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곽과 축성기법」,『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19∼53쪽.
8) 안성현, 2015a,「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65∼91쪽.
9) 심광주, 2014, 앞의 글, 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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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쌓는 구조물은 외벽을 마감하는 재료에 따라 축조수법이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마감재가 석재일 경우에는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별도의 마감재 없이 성벽을 쌓을 경우는 성토기법와 판축기법 중 어느
방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축조수법이 달라지므로 이 둘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토토성 중 발굴조사 이루어진 길성리토성, 소근산성, 멱절산토성, 증평 추성산성, 함양
성산토성 등의 외벽이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멱절산토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외벽 경사도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4트렌치에서 확인된 성벽의 기저부는 풍화암반을 토제상으로 마련하였고,
성벽 외부는 외벽과 인접한 곳부터 급경사를 이루지만 성벽을 보강하는 외피토루를 설치하지
않았다.10) 멱절산토성만으로 한정 할 때 성토토성의 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되었으며,
성토기법이 적용된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외피토루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판축토성은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높게 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벽과 같은
방어용 시설을 축조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어 왔다.11) 이 공법의 특성상 영정주을
세우고, 영정주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횡장목과 종장목을 설치한 후 협판을 대고 다지는 과정을
반복하여 축조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성벽의 상부가 붕괴된 경우라도 영정주의 기울기는 성벽의 기울기와 동일하다.
② 협판의 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성벽의 경사도와 상관없이 내․외벽 라인은 직선이 가까워야 한다.
초축 성벽이 잔존하는 홍성 신금성, 목천토성, 사천 선진리토성, 고성고읍성, 김해
송정리토성, 충주 호암동토성, 청주 우암토성, 공주 수촌리토성, 옥천 이성산성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판축토성들은 앞의 설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설과는 달리 내·외피토루의 설치 유무는 차치하더라도 판축토성은 수직에
가깝게, 성토토성 역시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양 멱절산유적(성토토성)

공주 수촌리토성(판축 토성)

그림 1. 성벽 기울기
1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고양 멱절산유적(1차)』.
11) 신희권, 2014,「판축토성 축조기법의 이해-풍납토성 축조기술을 중심으로-」,『문화재』제47집, 국립문화재연구소,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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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외피 토루
다수의 성곽연구자들은 토성의 성벽을 수직에 가깝게 쌓더라도 장마와 같은 우기나
자연적인 붕괴 등으로 인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내․외벽을 보강하는 토루를 쌓아야지만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축토성과 내·외피 토루는 자연스럽게
set관계로 설정되어져 왔다. 하지만 판축토성의 성벽은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으므로
외피토루가 설치되었다면, 성벽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됨에 따라 수축흔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12) 그 예로 홍천 신금성과 거창 정장리 토성의 성벽은 내·외벽을 쌓은 후
토축벽을 가축한 형태이므로 원성벽에서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는다.13)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가 토성의 성벽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1) 외피토루를 상정하기 힘든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① 수축부가 성벽의 기저부에 연접되거나 아니면 근접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부소산성 북벽14), 울주 화산리토성15), 울산 반구동토성16), 사천 선진리토성17), 남해
대국산성 외성18), 행주산성19)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토성에서 확인된다. 이 중 부소산성
북벽의 경우 외벽 외부의 토층을 외벽보강토루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보강부 내부의 성벽
에서 붕괴흔적 확연할 뿐 아니라 외벽의 잔존부는 추정 외벽라인에서 100㎝정도 내부에
위치하므로 보강부로 보기 어렵다. 또한 남해 대국산성 내성의 기단보축은 토성의 상부에
위치한다. 만일 토성에 내․외피 토루를 설치하였다면 기단보축 설치 시 선축된 토성과
외피토루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잔존
성벽이 기단석렬이나 토성벽의 일부만 잔존하는 성벽 역시 외피 토루를 상정할 수 없다.
② 토성벽에서 석성벽으로 개축된 것으로 파주 덕진산성20), 부산 구량동성지21)․강릉읍성22)․
양양읍성23)․부산 당감동성지24)․의령 호미산성25)․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등과 더불어 다수의
12) 안성현, 2016a,「남한지역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한 연구」,『야외고고학』제25호, 한국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회, 27쪽.
13) 거창 정장리토성의 경우 원성벽의 내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한다. 이는 외벽을 덧대어 쌓기 이전의
수축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벽 축조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4) 백종오, 2006,「부소산성의 축성기법과 특징」,『扶蘇山城을 다시 본다』, 주류성, 153∼194쪽.
15) 東亞大學校博物館, 1990,『蔚州 華山里城址』.
1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울산 반구동성지』.
17)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사천 선진리토성』.
18) 경남문화재연구원, 2003,『南海 大局山城-南門址·蓮池-』.
19) 서울大學校博物館, 1991,『幸州山城-整備復元을 위한 土城址 試掘調査報告書-』.
20) 波州市․中部考古學硏究所, 2104,『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21) 동양문물연구원, 2013,『부산 구랑동성지-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부지(H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2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a,『江陵邑城』.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b,『강릉 성내동 11-1번지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3)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양양읍성-추정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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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에서 확인된다.26) 이 중 양양읍성의 성벽은 초축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석축성으로 개축되었으므로 토성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정선 고성리산성의 경우 선축된 토성의 성벽을 굴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뒤 석축성벽을 쌓았으며, 잔존상태로 보아 토성벽에서 석축성벽으로의 전환은 각 구간
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27) 또한 강릉읍성 역시 이전 시기 토성을 절개하고 읍성의 성벽을
축조하였다. 용마산 2보루의 치의 외벽은 한 차례 수축이 이루어졌는데, 수축부의 적심은
선대 유구를 절개한 흔적이 확연하다.
③ 기장 고읍성은 초축 외벽과 인접한 부분을‘L’자 형태로 절개한 후 수축성벽을 축조하였다.28)
또 회원현성29)의 수축성벽은 초축 기단석렬 상부 약 100㎝지점에 위치하지만 초축 기단석렬
보다 외부에 설치되었다. 앞서 살펴본 거창 정장리토성과 신금성과 같이 수축부의 기저부에서
외피토루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④ 선진리토성의 북벽은 성벽 외부에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물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상태로 조사되었다.30)
따라서 위의 토성들은 내·외피 토루를 쌓았다고 상정할 수 없으며, 외벽 기저부에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기저부를 보강하는 정도였다.
(2) 성벽의 수축부가 성벽의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진 경우인데, 고성고읍성31), 사천
선진리토성 남문지 주변, 동래고읍성32), 대전 월평동성지33), 회진성34)에서 확인된다. 고성
고읍성과 사천 선진리토성은 성벽 기저부에 사질점토를 30∼50㎝정도 덧대어 보강하였는데,
이중 고성고읍성은 성벽과 보강토의 경계지점에 수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달리 월평동성지는 판축토성 기저부 보강토를 높이 100∼120㎝로 쌓았으나 잔존
성벽의 높이가 426㎝임을 감안할 때 외벽을 피복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성지의
석축벽은 보강토를 단면 ‘ ’자상으로 굴착한 후 설치되었다.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堂甘洞城址Ⅰ』.
경상문화재연구원, 2011,『의령 호미산성』.
안성현, 2016a, 앞의 글, 6∼15쪽.
안성현, 2013, 앞의 글, 122∼123쪽.
부경문물연구원, 2012,『기장고읍성 학술조사 보고서-기장고읍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
문화재 기초조사-』.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7,『馬山 會原縣城-馬山 會原縣城 整備復元을 爲한 發掘調査 報告書-』.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고성 서외리 4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조신규,
2015,「고성 서외리 49번지 유적 발굴조사의 소개」,『한국성곽학보』제27집, 한국성곽학회,
165∼184쪽.
慶南文化財硏究院, 2007,『東萊 古邑城址-釜山 望美洞 共同住宅敷地內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3,『大田 月平洞城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羅州 會津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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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풍납토성의 성벽은 중심토루를 축조한 후 내·외피 토루를 덧대어 쌓았다고 알려져
왔다. 이 견해로 인해 판축토루와 내·외피 토루를 공정상의 차이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다. 하지만 동성벽 단면에서 확인되는 사방향의 분할선을 수축흔으로 판단한
연구35) 이후 풍납토성의 성벽을 수·개축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인듯하다.
따라서 이들 토성들 역시 내·외피 토루를 상정할 수 없으며,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거창 정장리토성

사천 선진리토성

고성고읍성

기장고읍성

회원현성

김해 송정리토성
그림 2. 토성 성벽

35) 신희권, 2001, 「풍납토성의 축조기법과 성격에 대하여」, 『풍납토성의 발굴과 그 성과-한밭대학교 개교
제47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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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벽에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청주 우암토성 남벽36)·
김해 송정리토성37) 등이다. 이들 토성들은 단면상에서 외벽의 상당한 높이까지 보강토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우암산성의 성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하므로 보강부의 높이는
현재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김해 송정리토성은 내·외벽에 보축을 하였는데,
보강부의 토층은 성벽 내․외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다만 이들 보강부가 성벽 전
구간에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취약 부분에만 축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성의 성벽에는 내·외피 토루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기저부를 보강한 것, 성벽의 상단부까지 보강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3) 토심석축공법
토성의 경우 축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석축벽을 덧대어 쌓았다고
보는 견해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38) 이에 대해 심광주는 ‘토심석축공법’
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 공법은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연천 당포성·연천 호로고루
등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특징으로 보았다.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홍련봉 1·2보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의 축조수법을 4개 공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토축으로 구축할 내벽과 외벽 너비만큼 영정주를 벌려서 세우고, 영정주와 영정주를
종장목으로 연결한 후 협판을 대고 판축으로 영정주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
② 이후에 영정주와 종장목은 그대로 둔 채 협판만 제거하고, 외벽과 내벽을 석축으로 마감.
③ 토축 후 석축성벽을 쌓을 때에는 일반적인 석축성을 쌓을 때처럼 비계목을 설치.
④ 석축 후에는 석축부의 바깥쪽에 일정한 높이까지 흙다짐을 하여 외벽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토심석축공법으로 성벽을 쌓았을 때의 효용성으로 첫째, 축성입지 선정이 자유로움.
둘째, 성 내부 공간의 획기적으로 확장됨. 셋째, 防禦力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39)
이에 반해 박태우는 토축부와 석축부가 결합된 형태의 성벽을석축부가 판축토성(石築附加
版築城壁)이라고 지칭하였다. 씨는 부여 나성과 대전 월평동산성의 축조수법이나 토층의
중복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석축부가 후대에 가축되었음을 밝혔다.40) 또 부소산성을
발굴한 조사단은 토축부가 백제, 석축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는
36) 백영종, 2015,「청주 우암산성의 성격과 특징」,『한국 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한국성곽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4∼26쪽.
37)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1,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 약보고」.
38) 심광주, 2013a, 「淸州 父母山城과 周邊 堡壘의 築城技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한국성곽학회, 37∼76쪽.
39) 심광주, 2013b,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
대회』, 경기문화재연구원, 57∼84쪽.
40) 박태우, 2006, 「월평동산성 석벽축조기법과 시기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3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75∼100쪽, 2007,「百濟 사비羅城 築造에 대한 檢討」, 『湖西考古學』제16집, 호서고고학회, 5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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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석축부는 후대에 개축부로 보는듯하다.41) 필자는 졸고에서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를 분석한 결과 동시에 쌓은 것과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나누어지며, 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42)
최근 들어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를 동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쟁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전자의 견해가
통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토성의 내·외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성벽을 보강해야지만 붕괴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싶다.43) 이에 대해 필자는 동의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의 관점이다. 외벽과 내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축조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나동욱은
석축형토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44),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한다. 증평 추성산성 북성
남문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축형토성은 면석과 토축부를 동시에 쌓아 올리면 절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45) 이에 비해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한지역
고구려성곽의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 사이에 절개선이 확연할 뿐 아니라 홍련봉 1보루와
시루봉 2보루·아차산 4보루 성벽의 경우 다짐토 상부에 석축의 기저부가 위치한다.
그러므로 토축부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덧대어 쌓은 게 아니라 석축부가 설치된
부분만큼 절게 한 후 성벽을 축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토성벽의 수축부와 동일하다.
만일 이들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가정하다면, 토축부를 먼저 축조한 후 석축부를
덧대어 쌓거나 아니면 잔존 성벽보다 넓은 폭으로 성벽을 축조한 후 토축부를 절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성벽에 비하여 더 많은 공력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순수판축토성과 기단석축형판축토성의 성벽 축조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성에 대한 관념은 최소한의 공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축성관념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축부를 먼저 쌓고 석축부를 부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1)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0,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Ⅳ』.
42) 안성현, 2016, 앞의 글, 5∼16쪽.
43) 심광주, 2014,「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곽과 축성기법」,『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19∼53쪽.
44) 羅東旭, 1996,「慶南地域의 土城 硏究-基壇石築型 版築土城을 中心으로-」,『博物館硏究論集』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59쪽.
45) 중원문화재연구원, 2014,『증평 추성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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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어력과 견고성의 관점이다.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과 같이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성벽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토성 외부에 석축이 부가됨으로써
석축성벽과 토성벽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로 토성보다 방어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46)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부가된 석축부 외벽의 축조수법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임진강과 남한지역 고구려보루의 성벽에 잔존하는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로 보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필자는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속성으로 외벽의 축조수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심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적심은 채운다고 기술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석과 동시에 쌓아올렸으므로 외벽이 붕괴되더라도 적심은 축조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성곽 전공자들은 자주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석축부가 가축된 성벽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석축부의 폭이 일반적인 석축성벽 보다 좁고, 토축부를 절개한 후 부가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43로 인해 외부의 충격과
상부에 흙을 다진다고는 하지만 연결부는 우수와 같은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한지역 내 고구려 보루의 성벽 모식도나 토층도를 검토해 보면 석축부는 토축부를 수직
및 완만한 경사로 절개하고 설치되었으므로 석축부가 슬라이딩 될 가능성 역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성벽은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벽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 양시은은 아차산 보루의 석축성벽은 높게 쌓는 것이
불가능하며,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되었다고 보았다.47) 하지만 씨가 주장하는
형태의 석축은 성벽보다 기단이나 축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석축부를 성벽으로 볼
것인지 아 니 면 기 단 으 로 볼 것 인 지 의 여 부 는 석 축 부 의 높이가 아니라 석축 상부에
토성벽의 축조유무에 있다.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의 기단석렬은 1∼2단 정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천토성 및 회원현성지와 같이 상당히 높게 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석축성벽이라고는 지칭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부에 성벽이 축조되기 때문이다.
씨의 주장과 같이 석축부를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하였다면 기단이나 축대로
보아야하며, 이러한 논쟁에 대한 입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 최근에 조사된 홍련봉
2보루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축부는 산 정상부보다 높게 쌓았음이 분명하다.
넷째, 현재 잔존하는 성벽을 토대로 축조수법을 파악하고 있는듯하다. 성곽과 관련된
구조물에는 보수·수축·증축 및 개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잔존하는 유구는
46) 심광주, 2015,「덕진산성 축성법 검토」,『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중부
고고학연구소, 135쪽.
47) 양시은, 2012,「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구조 및 성격」,『文化財』,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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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이 폐기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벽의 수․개축에 대해서는 남산신성비의 비문을 참고 할 수 있다. 비의
첫머리는591년(신해)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법에 따라 쌓은 지 3년 만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한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시작한다.48) 비의 내용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죄를 받는 기간이다. 왕경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성곽 중의 하나인 남산신성이 축조 후 3년 이내에 붕괴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에

축조된

다수의

성곽이

3년

이내에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성벽에는

다수의

수·개축흔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외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쌓은 성벽의 경우 동시기로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벽에는 다수의 수·개축흔과 성곽 내부에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각 시기별 유구를 구분한 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49)

아차산보루 축조수법(최종택 안)

아차산보루 축조수법(심광주 안)

호로고루 동벽

홍련봉 2보루
그림 3. 고구려 보루 성벽

4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浦項 中城里新羅碑』, 70∼74쪽.
49) 안성현, 2015b,「거창지역 성곽연구-신라산성을 중심으로-」,『거열산성의 역사적 가치조명』, 경남
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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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풍납토성의 변천
한성 백제기 성곽 연구는 왕성의 위치비정과 이동, 운영 체계와 축조시기, 왕성 외곽방어체계,
교통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왕성의 위치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양성체계로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50) 다만,
하북 위례성과 한산 및 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에
재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삼성동토성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한성 백제기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은 3중 환호에서
토성으로 변화되었으며51), 일정 시기 이후 몽촌토성이 축조되면서 양성제도가 완성52)
되었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물론 3중 환호와 토성 사이에 소규모 토성이 축조되었다는
의견53)도 있으나 전체적이 변화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도성과 그 주변에 대한 정확한 경관은 밝혀진바 없다.54)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호 내부의 토층양상 및 주거지와의 중복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첫째, 환호 내부의 토층은 ‘U’자상의 퇴적층이 확인될 뿐 대지조성층은 잔존하지 않으므로
인위적인 폐기양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환호는 일정기간 노출된 상태였으며,
폐기 이후 자연퇴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환호와 후행 중복된 주거지는 가-6호와 8호주거지 등인데, 조사사진과 토층도를
분석해보면 환호의 상면이 아니라 상부의 유물포함층인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다.55)
따라서 유물포함층의 형성과정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2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① 자연퇴적층으로 볼 경우 생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포함층이 형성된 이후 주거지가
구축된 것이므로 토성을 축조에 참여한 집단은 환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성벽의 축조시기와는 시기차이를 둘 수밖에
없을 듯싶다.

50) 신희권, 2002a,「풍납토성 발굴조사를 통한 하남 위례성 고찰」,『향토서울』62,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98~100쪽.
51) 박순발, 2012,「백제, 언제 세웠나-고고학적 측면」,『백제, 누가 언제 세웠다-‘백제사의 쟁점’집중토론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성백제박물관, 7∼24쪽.
5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風納土城Ⅱ-동벽 발굴조사 보고서-』.
53) 김성남, 2014,「백제 漢城期 편년의 현상과 성찰」,『쟁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한성백제기 물질 문화
편년』11회 매산기념강좌,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63∼73쪽.
54) 한성기 경관에 대한 연구는 이홍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이홍종, 2015,「한성
백제기 도성권의 지형변화」,『고고학』14-1호, 50∼60쪽.)
5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Ⅵ-현대연합주택 및 1지구 재건축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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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위적으로 조성된 층이라면 환호가 폐기된 이후 토성 축조와 관련된 대지 조성층이
되는 셈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몽촌토성의 북문지 일원과 신라왕경 유적의 조사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몽촌토성의 북문지 일원에서는 백제∼통일신라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각 시기
별로 대지조성이 이루어 졌으며56), 이러한 양상은 풍납토성 역시 유사하였다. 그 이유는 왕성
내부에는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였으므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대지조성이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환호 내부는 자연퇴적이 이루어졌으므로 환호가 폐기된
이후에 대지 조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3중 환호에서 풍납토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토층과
유구의 중복관계를 분석해 보면 3중 환호가 자연 폐기된 이후 토성이 축성되었으며,
토성을 축조한 집단은 3중 환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풍납토성 환호 마을 유적 전경

환호 토층

그림 4. 풍납토성 환호(경기도박물관, 2006,『한성백제』, 24∼25쪽. 전재)

2. 석성
우리나라 성곽 연구 중 가장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가 한성 백제기 석축산성의 존재
유무인데, 그 결과에 따라 한성기 도성 외곽방어체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 논쟁은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 소강국면에 들어섰으나
최근에 들어 긍정론의 재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듯하다.57) 발표자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견해를 정리 및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6) 한성백제박물관, 2016a,『夢村土城Ⅰ-2013·2014년 북문지 내측 발굴조사 보고서-』.
5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7,『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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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론
긍정론은 초반부터 포천 반월산성과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여러 논고를 통해 논지가 보강되어져 왔다.58) 이 견해는
산성내부에서 백제 유구나 유물이 출토되는 성곽들을 중심으로 기왕에 알려진 6∼7세기
신라산성들의 특징과 다른 축조수법을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시켜왔으나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백제 유물이 출토되거나 아니면 유구가 확인된 대부분의 성곽 중 포천 반월산성과
이천 설성산성 및 설봉산성을 중심으로 축성법을 비교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부정론자들에게
반론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즉, 기저부에 턱의 둔 것이나 성벽 진행 방향을 단상을
이루는 것, 외벽의 축조 수법, 기단보축 유무, 토축부 형태 층 초축성벽과 관련된 모든 성벽을
백제특징으로 파악한 후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부 조성방법은 지질과 지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축성국가를 파악할 수 있는 속성은 아니다.59) 기단보축 역시
성벽 전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서울·경기지역에는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성 시기와 국가를 구분하는 속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성곽내부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문화층의 해석문제이다. 설봉산성 서문지의 배수로
주변 및 토축부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60)들과 설성산성 초축 성벽의 회곽도를 굴착하고
조성된 백제주거지 등을 근거로 백제 초축설을 주장하고 있다.61) 특히 후자의 경우 백제가
산성을 축조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시기적 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회곽도와 백제주거지 사이의 중복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 토층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③ 긍정론자가 주장하는 산성들이 한성기 백제성곽이라면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을 보이는

58) 박경식, 2002,「이천 설봉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제45회 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집』, 한국고고학회.
김호준, 2002,「抱川 半月山城의 時代別 活用硏究」-삼국·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이천 설봉산성 축조기법 고찰」-서문지 및 주변 정비구간 백제성벽을 중심
으로-,『문화사학』21집; 2007,「한성 백제시대 산성 축조방식에 대하여」, 『학예지』第14집.
백종오, 2004,「百濟 漢城期 山城의 現況과 特徵」,『白山學報』第69號, 백산학회.
서영일, 2009,「고대산성의 축조 공법 비교 연구」-석축공법의 보편성과 특수성-,『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병희, 2017,「경기지역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와 신라의 개축과정 검토」,『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59) 안성현, 2016b, 「고찰」, 『연천 대전리산성Ⅱ』, 고려문화재연구원.
60) 김호준, 2017,「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7∼71쪽.
61) 서영일, 2017,「한성기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기법과 성격」,『경기도 백제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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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산성들과 충주 장미산성이나 성흥산성 역시 백제 한성기에 축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백제는 전남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소형의 산성들을
포함한 임실 성미산성, 부여 석성산성 등 허튼층쌓기를 한 산성과 잘 치석된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한 백령산성 등 전혀 다른 축조수법을 가능 3개의 축성세력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성법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데, 한성백제기 최고의 공법으로
축성하는데 반해 웅진기 도성인 공산성과 전남 동부지역의 백제 산성들의 축조수법은
허튼층쌓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축성수법은 퇴보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2) 부정론
부정론은 심광주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62), 논지는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고63), 이에
다른 연구자도 동참하게 된다.64) 이 견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① 백제의 도성인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웅진기의 공산성, 사비기의 부소산성이 토성이란
이유로 웅진·사비기에 가서야 석성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었다.65) 하지만 신라의 왕성인
월성은 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명활성과 남산신성 역시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또한 지방에는 강문동토성과 옥천 이성산성, 양산 순지리토성, 울주 화산리토성 등이
석축산성과 같이 축조되었다.
최근 들어 추정 아라왕궁지와 합천 성산토성, 김해 봉황동토성과 나전리보루의 발굴조사 결과
성토와 판축기법으로 축성된 성곽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국시대 도성과 왕성은
토성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66) 따라서 백제만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② 서울·경기 지역의 백제 석축 산성들은 6∼7세기 신라산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성곽 연구의 수준을 감안할 때 고대의 건축술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설봉산성 서문지는 신라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진 현문식이

62) 심광주, 2002,「서울·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고고학』1, 서울경기고고학회.
63) 심광주, 2004,「漢城時期의 百濟山城」,『고고학』제3-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2012,「양주 대모산성
축조방법과 축성시기」,『양주 대모산성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2013,「계양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조시기」,『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조기법」,『한국성곽학보』24.
64) 김영, 2010,「경기지역 백제초축설 제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심광주, 2002,「서울·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현황과 과제」,『고고학』1, 중부고고학회, 96쪽.
66) 안성현, 2018,「김해지역 삼국시대 성곽의 축성 배경」,『문물』제7호, 한국문물연구원, 6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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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어긋문일 가능성67)이 있다. 이 경우 배수로와 그 주변에서 유물이 출토된 부분을
간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고총고분과 석축성벽 축조수법68)
고분전공자들 중 일부는 고총고분과 성곽을 축조하는 기술력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하다. 즉,
석성의 축조 기술이 석재를 가공한 후 쌓는 것이므로 묘제의 구축 기술과 동일하다고
전제한다.69)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고총고분과 축성에 적용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고분은 매장주체부와 봉토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둘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매장주체부는 지하식과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지하식은 암반이나
기저부를 굴착한 후 면석 및 적심(충전토)을 동시에 쌓은 형태로 적심의 두께가 얇다.
복천동 22호분과 같이 면석 부근에만 석재로 돌을 채운 경우도 확인된다.70)
지상식 역시 면석과 봉토, 호석을 동시에 쌓은 구조인데, 면석과 인접한 곳은 할석으로 채우기도
하므로 성벽과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장주체부의 경우

적심 대부분을 흙으로

다졌다는 점에서 나동욱이 주장하는 석축형토성71)과 유사하지만 면석과 적심을 할석으로 축조하는
전형적인 석축성벽과는 차이가 있다. 그 예로 면석 뒤에 적심을 채운 계남리 1·4호분은 면석과
인접한 부분에만 돌로 채우고 나머지는 흙으로 다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송현동 6·7호분, 경주
방내리 1호 석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곽 및 석실묘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72)
이에 반해 성벽은 지상으로 높게 쌓아올리는데 삼국시대의 경우 높이와 폭이 최소
4∼5m이상이며, 면석과 적심을 맞물게 축조한다. 면석의 축조수법은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부의 적심은 고총고분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전술한바와 같이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적심이라고 본다. 실제 성벽에 대한 조사 중
면석이 붕괴된 상태에서도 면석과 연접하는 적심만은 붕괴되지 않고 면을 맞추고 있는
사례를 종종 목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외벽과 적심을 맞물리게 쌓지 않으면 성벽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장주체부와 성벽은 전혀 다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67) 김병희, 2017, 앞의 글, 56쪽.
68) 안성현, 2015b,「거창지역 성곽연구-신라산성을 중심으로-」,『거열산성의 역사적 가치 조명』, 경남
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89∼90쪽 수정.
69) 趙皛植·金旼撤, 2006,「대가야 성곽의 연구-고령 대가천 주변 성곽을 중심으로-」,『伽倻文化』
第十九號, 伽倻文化硏究院, 91∼142쪽.
최재현, 2014,「발굴조사 성과로 본 대가야 주산성」,『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재)대동문화재연구원, 187∼224쪽.
70) 김두철, 2007,「소위 四方式積石木槨墓의 검토」,『考古廣場』 創刊號, 釜山考古學硏究會, 299∼254쪽.
71) 羅東旭, 1996, 앞의 글, 15∼109쪽.
72) 김강남, 2012,「5∼6세기 신라 고분의 매장주체부 위치에 따른 봉토 구조와 변화-낙동강과 금호강의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야외고고학』제1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39∼174쪽.

149

발굴조사 실무

② 봉토는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흙으로 층층이 다졌으며, 단면형태는 반구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야지역의 고총고분이 신라의 영향에 의해서 축조 되었다는
견해와 자체 발생하였다는 견해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다만 고총 고분의 기원은 차지
하더라도 고총고분이 사라질 때까지 성토기법이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다.
이와 달리 고대의 토성은 성토토성→순수판축토성→기단석축형토성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총고분의 수가 많은 영남지역만으로 한정할 때 성토토성이 확인된 바 없었으나 최근들은
합천 성산토성73), 함안 추정아라왕궁지74) 등의 성토토성이 조사되고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길성리토성과 소근리산성, 증평 추성산성 등 일찍부터 성토토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영남지역(가야의 고지) 역시 중부지역과 유사한 발전 단계를 거쳤음을 반증한다.75)
순수판축토성은 5세기 중∼6세기 중·후반경에 축조된 양산 순리지토성76), 임당토성77), 봉황토성78)
등이다. 축조 시기는 양산 순리토성과 봉황토성이 5세기 중·후반, 임당토성이 6세기 대이다.79)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은 7세기 전반 경에 축성된 남해 대국산성 외성에서 확인되었다.80)
봉토와 토성은 동일한 성토기법으로 출발하였으나 성벽에 판축토성이 도입됨으로써 다른
73) 東西文物硏究院, 2013, 앞의 책.
7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이춘선, 2018b, 「아라가야 추정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제10회 아라가야
국제학술심포지엄,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3∼21쪽.
조사자는 성벽의 축조수법을 “판축상의 성토다짐”이라고 지칭하였다. 하지만 판축과 성토다짐은 동일한
단어 내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판축과 성토는 전혀 다른 구조물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성토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돋아 쌓는 것을 말한다. 주변의 흙을 이용해 일정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 마감 높이
에서 두들겨 일정한 성벽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성벽을 축조함에 있어 축조 중에 다짐은 하지만
판축법처럼 일정한 두께씩 의식적으로 펴서 깎고 다져 축조하지 않는 방법을 지칭한다.”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판축은“‘판(版)’은 성벽이나 담장 등을 쌓을 때 흙의 양쪽에 대고 쌓는 판자(牆版)을 이야기
하며,‘축(築)’은 흙을 다지는 방방이[저(杵), 공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벽, 담장, 건물의 기단, 단상
(壇狀)의 지형조성을 위해 판으로 틀을 만들어 가운데 흙이나 모래 등을 층상(層狀)으로 넣어 방망이로
찧어서 단단하게 하고 차례로 쌓아 올리는 기법, 또는 그 쌓아 올린 흙 자체를 가리킨다.” (韓國文化財
硏究所, 2011,『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 727·1239쪽.)
따라서 성토와 판축은 전혀 다른 축조수법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실견한 바로는 기저부에는 토
제의 흔적이 확연하며, 성벽 단면에서‘L’자 상의 절개흔적이 2곳 정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후대 유구인
목책을 설치하기 위한 다짐층이 잔존하므로 추정 아라왕궁지는 최소 3차례의 수·개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구조물은 당연하지만 토성이 폐기되는 시점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75) 안성현, 2018b,「경남지역 가야시기 관방시설」,『경남지역의 성곽과 봉수』,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소,
85∼92쪽.
76) 동아대학교박물관, 1983,『梁山 蓴池里土城』.
77)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慶山林堂遺蹟Ⅰ-F, H地區 및 土城-』.
78) 경남고고학연구소, 2005,『鳳凰土城-金海 會峴洞事務所∼盆城路間 消防道路 開發區間 發掘調査報告書-』.
79) 임당토성은 순수판축토성으로 내벽을 2중으로 쌓았으며, 공정상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 임당토성의
축성 시기에 대해서는 4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내벽의 주혈에서
6세기대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임당토성의 시기를 기왕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6세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0)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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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면
형태(기울기)라고 생각된다. 봉토의 단면 형태는 반구형이므로 내·외벽을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리는 판축기법이 적용될 수 없다. 토성 역시 성토기법으로 축조될 당시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순수판축토성으로 변화된 이후부터는 수직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게
된다.81)
따라서 고총고분의 매장주체부와 석축성벽은 기술적으로 계통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봉토는 토축성벽은 동일한 기술로 출발하였으나 성벽의 경우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한성기 백제지역의 석실묘에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하남 감일동에서 이 시기 대규모 석실묘군이 조사되어 고분과 산성의
축조수법을 비교 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석실묘의 특징은 첫째, 입지는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부에서 위치하며, 중복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2-5지점의 경우 4개의 석실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둘째, 지하식이나 반지하식이다. 셋째, 장방형의 현실에, 양 장벽은
동장기법으로 축조하였다. 넷째, 우편재 연도이며, 묘도는 계단식과 경사식·수평식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지하식이나 반지하식에 해당한다. 여섯째, 바닥은 점토와 할석으로 관대를 마련하였고,
후자에는 대부분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일곱째, 석실묘는 반구형으로 성토하여 묘역을 조성한
후 묘역을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묘역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지만 장방형도 있다. 여덟째,
천정은 궁륭 상으로 천정석은 대부분 1매이며, 8호묘는 2매를 사용하였다. 아홉째, 현실과 연도의
벽석은 (장)방형과 부정형 할석으로 조잡하게나마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 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쐐기돌로 사용한 부분과 흙으로 채운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다.82)
즉, 하남 감일동에서 확인된 백제 석실묘 벽석은 조잡하게나마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나
부정형할석의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잘 쌓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특히 각단은
균일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편이며, 면석 사이에 빈틈은 잔돌과 흙으로 다져서 보강하였다.
그리고 적심은 암반을 굴착한 부분인 지하의 경우 최대 100㎝를 넘지 않는다. 지상부는
벽석을 좁혀 쌓으면서 내부는 흙으로 다져서 붕괴를 방지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석실묘의
축조는 영남지역의 고총고분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적심의 폭과 봉토의 축조에
성토기법이 적용된 것은 동일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성기 백제 석축성곽의 축조 유무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결과와
81) 약사동 유적이나 구위양지 등의 예로 보아 제방 역시 성토기법이 통일신라시대까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제방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제방은 내부에 물을 저장해야 하므로 토성보다 쉽게 붕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나 계단상으로 쌓은 후 점토나 할석을 피복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약사동 유적의 경우 기저부에 토제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한다.
82) 고려문화재연구원, 2018,「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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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기왕의 연구에서 백제 석축산성의 축조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백제의 마지막 왕성인 부소산성이 토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백제는 사비기까지 석성을 축조하지 않았다는 견해.83) 둘째, 경기 지역 석축산성들 중 성벽
기저부와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백제 토기를 근거로 한성 백제기부터 석축산성이 축조되었다는
견해.84) 셋째, 한성 백제시대에는 석축산성이 축조되기 어렵고, 백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석축산성을

성흥산성(가림성:

501년

축조)으로

보고

6세기

전반경이나

그

이후인

웅진·사비기부터 축조하였다는 견해85)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의 분석결과 경기지역 한성기 백제 석축산성 내·외부에서 주거지 및 수혈유구들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들 유구들과 성벽 및 회곽도와의 중복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토층도와 사진을 제시한 논고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의왕 모락산성의 성벽 중 석축부를
수축된 성벽으로 보거나86) 풍납토성의 석축성벽과 최근 조사된 고모리산성의 외벽 및 적심
축조수법이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반월산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성기
백제 석실묘의 축조수법과 성벽의 축조에는 다른 공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만 한정할 때 한성 백제기 석축산성이 축조되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최근 들어 경남지역에서도 가야에 의해서 축성된 석축산성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제 역시 석축성벽을 축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내부 유구와 성벽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3. 중간벽 유무87)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축조수법은

산정선부를

두르는

보루와

임진강

일대의

83) 심광주, 2005,「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고구려발해연구』, 고구려발해학회, 269∼304쪽.
84) 박경식, 2002, 앞의 글.
심정보, 2001,「百濟 石築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韓國上古史學會』제35집, 한국
상고사학회, 117∼161쪽.
차용걸, 2004,「漢城時期 百濟山城의 諸問題」,『湖西考古學』第10輯, 湖西考古學會, 5∼20쪽. 백종오,
2004, 앞의 글, 135∼176쪽.
서영일, 2005,「漢城百濟時代 石築山城의 築造 背景 硏究」,『文化史學』, 韓國文化史學會, 99∼123쪽 /
2009, 앞의 글, 55∼397쪽.
85) 忠南發展硏究院·忠淸南道,『聖興山城-門址發掘調査報告書-』.
86) 김길식, 2017,「백제 한성기 화성지역의 성곽 축조과정과 그 배경」,『古代華城-고대의 화성을 그리다-』
화성시, 211∼214쪽.
87) 발표자의 졸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안성현, 2017,「경남지역 통일신라시대 토성에 대한 재검토」,
『경남연구1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02∼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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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평지성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형적인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된다.
임진강 유역의 성곽에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을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겹성(二重星)이라고도 불리며,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이 대표적이다.88)
하지만 중간벽이 설치된 성곽으로 자주 인용되는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은 기왕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 등 3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성벽들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중간벽이 외벽과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계단식으로 성벽을 쌓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수축의 흔적이 나타날 수 없다. 소문봉 주변
성벽은 외벽과 중간벽 사이 간격이 380㎝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바깥벽이 낮았다면
성벽을 보강하는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벽에 대한 입론의 여지는 없어진다. 따라서 축조
당시에는 현재의 중간벽의 높이와 같거나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벽의 상부는 하부와 달리 축조수법이 조잡할 뿐 아니라 가구목인
목주흔이 잔존하므로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간벽은 외벽과 달리 부정형에 가까운 할석으로 허튼층쌓기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대략 200㎝ 간격으로 목주흔 확인되지만 높이는 불규칙적이며, 축조수법은 잔존
목주의 최상단부를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가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목주가 설치된
성벽은 소문봉 주변 성벽 외벽과, 연천 호로고루 및 당포성 등의 고구려성곽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의 덕진산성 보축성벽, 그리고 중세산성으로 알려진 보은 성점산성89), 제천
와룡산성90), 충주 대림산성91), 춘천 삼악산성92), 영월 태화산성93) 등과 이 이외 많은 산성
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중세산성의 기둥홈은 상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구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94)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에서 나타나는 목주는 초축당시
성벽의 상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부는 수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와는 달리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은 지상에
노출된 외벽이었으며, 현재의 외벽은 후대에 가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검토해 보면, 아차산 일대의 보루 중 홍련봉 1보루와 아차산 3보루의
성벽 역시 2겹∼ 3겹의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하였다.95)
88) 서길수, 1999,「고구려 축성법 연구(1)-석성의 체성(體城) 축조법을 중심으로-」,『高句麗山城硏究』,
학연문화사, 303~361쪽.
89)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8,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90)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0a,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山城 地表調査報告書』.
91) 祥明大學校 博物館, 1997, 『忠州 大林山城-情密地表調査 報告書-』.
92)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0b, 『春川 三岳山城』.
9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0c, 『寧越 王儉城』.
94) 조순흠, 2007,「韓國 中世의 기둥 홈을 가진 石築山城에 대한 硏究」,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95) 심광주, 2014a, 앞의 글,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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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석축 성벽의 기저부 위치가 다양하다는 점과 증평 추성산성 남성 수문의 측벽 역시
유사한 형태이지만 수축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파주 덕진산성의 고구려 성벽 하단부에서
단상을 이루므로 한 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대소문봉 주변 성벽 단면

소문봉 주변 성벽 외벽

소문봉 주변 성벽 중간벽

그림 5.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

Ⅲ. 사전(예비)조사

사전조사는 발굴조사를 수행하기 이전 원활한 현장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괄하여
지칭한다. 이 조사는 조사 착수 이전 대상유적의 대략적인 축조시기와 산성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예비조사의 준비여하에 따라 현장조사의
기간이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현장답사
성곽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조사대상인 산성을 직접 답사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곽의 축조에는 당대의 토목기술과 관념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성곽들은 유사한 축조 수법과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발굴조사 이전 해당
산성을 답사하여 산성의 위치, 형태 및 구조, 성벽 진행라인, 내부 시설물에 대한 대략적인
양상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이후 이루어질 예비조사와 발굴 조사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조사대상인 산성의 대략적인 축조시기와 사용 시기를 조사 전에 파악할 수 있다.

2. 기조사내용 정리
해당 산성과 인접한 곳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지표조사·문화유적분포지도·시굴 및 발굴

154

성곽유적 조사법

6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정리 및 숙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곽은 후대의 훼손과 무관심으로
인해 일반인들이나 전공자들에게조차 망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96)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97)의
내용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조사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므로 대상 지역 성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조사 완료 후 보고서의 자연환경과 역사 및 고고학적 환경을 작성하는 데
유리하다.

3. 지도(지형도・지적도)와 항공 및 위성사진
① 지도는 지형도와 지적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지형도는 1/5,000도와 1/50,000도를
기본으로 한다. 이 중 1/5,000도는 해당 산성과 주변이 표시된 것만 구입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1/50,000도의 구입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산성이 축조되는 시기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최근에 작성된 것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를
모두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를 구입하기 힘들 경우에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작된 1970∼80년대 제작된 것을 구입하여도 무방하다.
1/50,000도를 구입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조사대상인 성곽과 그 주변에 위치하는 지역 전체의 성곽을
표시할 경우인데, 주로 내륙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성곽을 조사할 경우에 유리하다. 이와
달리 조사대상인 성곽이 강안에 위치할 때에는 내륙성이나 도서지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고대에 있어서 강은 교통로와 국가 및 소국들의 방어선이거나 국경선의 기능을
하였으므로, 국가나 소국 간의 대치관계나 관방체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강이나 해안을 통한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므로 교통로가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안의 성곽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조사대상인
산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현실적 여건이 허용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좋다.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1/1,200의 축척으로 제작되므로 조사지역이 표시된 부분만 확보하면
된다. 지적도 역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것을 구하는 게 좋은데, 일제강점기의 지적도는
산성보다 읍성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96) 朝鮮總督府, 1920,『朝鮮古蹟調査報告(大正六年)』.
97) 朝鮮總督府, 1942,『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昭和十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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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 및 위성사진
항공사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촬영한 것이 있으면, 조사 전 지자체와 협의 후 스캔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지자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은 대부분 조사 착수 시점보다 이전에 촬영한 것이므로
촬영 당시 산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최근 들어 드론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예전과 달리 항공촬영의 시간적인 제한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드론을 촬영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한국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1950년대와 그 이후에 촬영한 항공촬영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 역시 중요한데, 그 예로 함안 남양동산성을 들 수 있다. 이 산성은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나, 이후 지표조사에서는 성지봉산성을 남양동산성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1950년도
사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남양동산성을 재확인 하였고, 현재 남양동산성으로 알려진 성지봉산성은
별도의 성곽임이 밝혀졌다.98)
㉢ 위성사진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위성사진은 지도에 비하여
시각적으로 조사대상 산성의 주변 및 산성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위성사진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조정해 가면서 해당지역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효용성이 크다. 다만
지역별로 해상도의 차이가 있고, 군사지역에서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흠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점이 개선된다면 위성사진은 활발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9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와 사진이 확보되었다면, 마지막 작업으로 구입한 지형도
및 사진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성곽을 표시해야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방어는
개별 성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성곽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방어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별 성곽에 대한
조사일지라도 주변의 성곽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도에 표시되는 성곽들이 동일한 시기에 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곽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되었으므로

동일한

지역

내의

성곽역시

축성시기가

달랐다고

전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예로 필자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한 몇몇 지역의 경우 기존의 조사나 연구에서는
신라에 의해서 축조되었다고 알려진 성곽들을 재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조사에서
98) 함안군·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2017, 『함안군 성곽문화재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99) 김호준, 2010, 「관방유적 조사방법론—산성 성벽을 중심으로—」, 『2010년 중부고고학회 창립기념
워크샵 —조사방법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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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알려진 성곽들 중 실제 신라에 의해 축성된 성곽들도 있지만
가야나 고려·조선시대에 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성곽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100) 그러므로 이제까지 알려진 성곽의 축조 시기 중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창녕지역 성곽 배치도

정선 고성리산성 주변 성곽배치도

경기지역 고구려 성곽 배치도

임진강 유역 성곽 배치도

함안지역 지형도

함안지역 일제강점기 범람지역
그림 6. 지형도 및 항공지도

100) 안성현, 2011, 「창녕지역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낙동강 연안에 축성된 성곽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제19집, 한국성곽학회, 2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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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헌기록 및 고지도 분석
조사대상 성곽과 관련된 금석문과 고문서 및 고지도를 분석·정리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해당 산성의 시기적인 변화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곽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시기별
성곽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중 산성과 관련된 금석문은 산성이
축조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명활성작성비, 남산 신성비, 단양 적성비 등이 있을 뿐이며,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문헌기록과 고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헌기록
문헌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시대 왕조실록
및 각종 지리지, 그리고 개인문집 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고려시대 이후에 제작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산성들은 대부분 무명성이며, 삼년산성과 같이 문헌기록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 소략하여 축성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문헌기록에 대한 분석에서 3가지 정도를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인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것이므로
삼국시대 산성에 대한 당대의 기록은 없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고려시대의 역사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조선시대의 문헌인 왕조실록이나 각종 지리지는 지방에서 올린 자료를 중앙에서
취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대에 제작되는 것들은 별도의 조사 없이 이전 기록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그 예로 김해 양동산성의 규모는 860m 정도인데,
조선시대의 모든 문헌기록에는 600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지리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③ 조선시대에 제작된 각종 지리지의 성곽조나 고적조 중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근거로 폐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헌기록과 다른 시기의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고지도
고지도는 문헌기록을 보충해 주는 자료 중의 하나이지만, 문헌기록과는 달리 지도가 제작된
시기에 성곽과 부속시설들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유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효용성이 크다. 다만 고지도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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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전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지도
역시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① 고지도는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서 제작되어진다는 점이
있다. 그 예로 동래부순절도는 현재 두 종류가 잔존하는데, 각 순절도에 표현된 성벽이나 내부의
건물들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순절도의 제작 목적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동래부순절도는 동래부사 송상현의 충절과 동래성에서 도망가는 이각의 행위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읍성의 구조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실제 동래부순절도에서
그려진 동래읍성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전기읍성이 아니라 후기읍성을 표현하고 있다.
② 전술한 바와 같이 고지도는 어떤 특정 시기의 성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고지도와
실제 조사에서 확인되는 유구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조선 후기 지방지도의 김해 분산성도와 같이
고지도가 제작된 시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도 있다.101) 이에 반해 18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김해부내지도’와『여지도서』에서는 경상도 지역의 성문 대부분을 개거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발굴조사에서는 개거식 성문과 더불어 홍예식 성문도 잔존한다.

5. 전승자료 분석
조사지역 및 대상유적과 관련된 구비전승 자료, 지명유례 등과 학설상의 이설을 포함한
향토관련 자료 수집한다.102)
이상의 사전조사는 발굴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유적의 성격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예비조사 내용과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조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차이를 보이는 유구나 유물 등이 조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1) 분산성도에는 4개의 성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 잔존하는 분산성은 성벽의 붕괴가 심하여 남문과
북문, 그리고 서암문 만 육안으로 확인될 뿐 동문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아세아
문물연구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동문지가 확인됨으로써 고지도의 사료적 가치가
증명되었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분산성 동문지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
102) 김호준, 200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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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성 고지도

동래부 순절도 1

그림 25. 동래부 순절도 2

그림 26. 상당산성 고지도

그림 7. 성곽관련 고지도

Ⅳ. 현장조사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는 토목공사와 관련된 구제 발굴도 있으나 성벽 및 부속시설의
축조수법과 출토유물 등의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문화재지정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사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성곽에 대한 조사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보아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첫째, 조사
의뢰기관에서 조사지역을 결정한 후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면적이 좁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사지역을 정확히 설정한 후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다만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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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유구의 성벽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자는 조사지역이 원래보다
확장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둘째, 조사 의뢰기관에서 성곽의 현황파악과 더불어 성벽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지역을 해당 기관에서 설정한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성벽은 지형이나 지질적인 차이에 따라 축조수법이
차이를 보이므로 곡부나 능선 등 지형이 다른 곳에 최소 2~4개소 이상의 트렌치나 Pit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1. 유구조사
우리나라의 성곽은 크게 석성과 토성으로 나누어지며, 조사방법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노출 및 토층 파악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 구획작업
구획작업은 그리드를 설치하는 작업과 실측을 위한 방안작업을 지칭한다. 그리드 작업은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만 성벽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기 힘들 경우에는
현대층을 일부 제토한 이후나 성벽과 직교하는 트렌치를 설치하여 성벽의 진행방향을 파악한
후에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구획작업은 성벽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설치하는 것이 향후
작업을 위해서 편리하며, 간격은 대략 5~20m 내외에서 현지사정에 맞게 설정한다.
성벽의 경우 성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들다. 이
작업에는 트렌싯과 광파기가 사용되는데 필자는 후에 이루어지는 방안작업을 감안할 때
전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구획작업에 있어 중심말목의 위치는 내벽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① 성벽은 초축 이후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필요에 의해서 재사용된다. 문제는 수축된
성벽의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부속시설 역시 설치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벽의 외부나 내부에 후대 성벽 및 부속시설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벽 상부에서 중심말목을 설정할 경우 원활한 구획작업이 어렵다.
② 일반적으로 성벽의 내부는 성벽이 설치되는 부분에 비하여 해발고도가 높다. 따라서
중심말목의 높이가 내벽의 잔존 높이보다 높으므로 구획작업에 유리하다. 중심말목을
설정한 다음 성 내부는 다른 유구의 구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드를 설치한다.103)
103) 이 라인의 말목작업을 할 때 성벽과 직교하는 구획작업용 각목을 상부에 고정시킨 뒤 못을 박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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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 내부에서 성 외부의 말목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성 내부에
대한 구획작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성벽 가장자리에 설치한 말목에 장비를 세운 후 성벽 외부로
최대한 먼 지점에(조사지역 바깥이라도 상관없음) 무한대 말목을 박은 후 장비를 세운 말목과
무한대 말목과 방안사를 연결한다. 그 후 성 외부에 사다리를 놓고 자와 추를 이용해 미터 점에
못이나 말목을 박은 뒤 광파기로 보정을 하는 것도 정확한 구획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조사자들 중 가장 숙련된
연구원이 하는 것이 좋다. 중심말목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면 조사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말목에서 구획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조사현장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사다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정용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트렌치 설치 및 제토작업
(1) 트렌치 설치
트렌치를 설치하는 곳은 성벽의 붕괴가 심한 곳이나 후대에 훼손으로 인해 절개된 곳이
좋지만, 조사지역 내에 붕괴된 곳이 없다면 중심 말목의 축선상에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트렌치는 성벽과 직교하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벽과 외벽의 고도 차이가
심한 경우는 성벽 내부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① 먼저 성벽 내부에는 등성시설이나 배수구 및 집수지, 건물지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외벽 기저부에는 성벽을 보강하는 구조물이나 치 등의 시설, 그리고 성벽과
이격해서 해자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트렌치는 해발고도가 높은 내벽과 성 내부를 먼저 작업하는 것이 좋다. 붕괴된 성석의
상부는 중장비로 제거하고, 하부는 인부들로 하여금 적심과 면석을 제거하게 한다. 이때
나온 석재들은 포크레인을 이용해 조사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성벽에 설치하는 트렌치의 길이는 부속시설이나 해자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
10m 이상, 성벽 외부가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에서는 급경사가 시작되는 부분보다
1∼2m외부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트렌치의 폭은 붕괴된 성석이나 후대 퇴적토의 높이를
고려하여 3m 내외가 타당하다. 그리고 트렌치의 깊이는 성벽 하부에 다짐층이나 성벽 축조
이전 문화층 확인을 위하여 암반까지 굴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트렌치의 설치작업과 토층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트렌치의 토층작업이 완료된 이후 바로 제토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토층의 양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트렌치의 토층은 대부분 성벽의 기준 토층이 되므로 세심하고
신중하게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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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성 동문지
그림 8. 성벽 내외 트렌치

(2) 제토작업
트렌치 상에서 성벽의 구조를 확인되었다면 토층을 기준으로 제토작업을 시행한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곽에는 다양한 생활면이 잔존한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한다. 따라서
최후에 사용된 성벽과 관련된 층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최후 생활면까지 제토하기 힘들므로 이보다 약간 높게 제토한 후 인부들을 동원해
면을 찾는 것이 좋다.
3) 노출작업 및 절개조사
성벽의 노출작업 및 절개조사는 성벽이 어떠한 공정으로 축조되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수·개축 및 보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다만,

초축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노출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단계는 석성과 토성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성
노출작업은 붕괴된 성석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유구와 달리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인부를 추가 투입하는 것도 좋다.
특히 이 작업에는 반드시 숙련된 조사원들이 직접 작업을 진행하며, 해발고도가 높은 내벽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① 내벽
내벽은 단면 형태에 따라 노출 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벽의
단면 형태는 협축과 편축, 산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협축과 편축 성벽은 등성시설이나
배수시설, 내적대 등과 같은 부속시설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염두 한다면 외벽을 노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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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탁은 외벽만 석축으로 쌓고 별도의 내벽을 두지 않는 형태를 통칭하지만104),
세부적으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듯하다.
㉠ 외벽은 협축 및 편축과 유사하지만 높이가 낮고, 별도의 내벽은 두지 않았으며, 외벽
상부에는 미석 없이 평여장을 쌓았고, 여장의 내벽쪽 바닥에는 좁은 회곽도(보도)를 설치한
형태이다.
㉡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한 형태로, 선축된 토성을 ‘L’자상으로 절개한 뒤 석축을 쌓았으며,
적심은 돌이나 흙으로 쌓은 성벽이다.
㉢ 외벽만 석축으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다진 형태의 성벽이다.
㉠의 성벽은 대부분 여장이 붕괴되어 있으므로 붕괴된 성석과 회곽도를 노출하면 된다.
그리고 ㉡과 ㉢의 성벽은 붕괴된 성석과 흙을 제거하고 다짐층 상면까지 노출해야 되며,
선대의 성벽이 하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술하겠지만 중심트렌치의 토층에서 성벽의
중복 여부를 파악한 후 순차적으로 노출작업을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 또한 이 형태의
성벽은 상부나 하부에 할석이나 기와를 깔았을 가능성과 성벽 상부에 설치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퇴적되었을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노출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외벽 및 적심
외벽과 적심은 잔존하는 성벽의 최상단부터 외벽 방향으로 제거한다. 적심은 인력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크레인이 받아서 적재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중장비의 무게로 인해
외벽이나 적심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성벽 축조 당시의 적심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조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외벽에는 다양한 부속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붕괴석 제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붕괴된 성석이 면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자주 확인되는데, 이 부분이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퇴적되면서 면을 맞추게 된 것인지를 최대한 빨리 파악한
후 제거하는 것이 작업의 속도를 결정한다. 특히 성벽의 외벽에는 성벽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부속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삼국시대
석축산성에서는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단보축이나 부석, 그리고 다양한 기저부
조성이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수축 성벽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출작업을 진행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출작업에는 상기의 내용 외에도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면석과 적심을 어느 정도
깊이로 노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현장 조사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104) 내탁은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에서 주로 축조된다. 읍성에서의 내탁은 내벽을 계단식으로
쌓기나 아니면 비스듬하게 쌓은 뒤 흙으로 덮은 형태와 일정 높이까지 내벽을 쌓은 후 그 위부터는
외벽은 돌로 쌓고 적심은 흙으로 다지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는 안흥진성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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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중 성벽은 잔존하는 부분까지 노출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적심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술한바와 같이 석축산성의 보고서에서는 적심을 ‘채웠다’라고 기술하지만 성벽의
면석과 적심을 유심히 살펴보면 면석과 적심을 맞물리도록 쌓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벽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축조하였으므로 현재 잔존하는
적심보다 1~3단 정도를 더 제거하면 적심과 면석의 축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파주 덕진산성 북서치

파주 덕진산성 북서치1

하남 이성산성

백령산성 성벽
그림 9. 성벽 및 치 노출

둘째, 성벽의 내벽과 외벽을 어느 면까지 노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말하면
트렌치에서 확인된 축조 당시의 구지표(생활면)까지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저부까지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조사기간의 단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의 조사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조사자를 비난하기 힘들다. 다만, 필자는 각 시기별
생활면까지 노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출된 생활면을 사진촬영과 실측작업 후 기저부까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05)

105) 노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구획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구지표면까지 노출 후 사진촬영과 실측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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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벽에 대한 노출은 적심이나 노출된 성석들의 끝부분이 보일 정도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고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받지만 성벽의 노출작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성벽에 대한 노출을 성석의
끝부분이 보일 정도로 해야 하는 이유는 ㉠ 성벽이 잘 노출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 실측시 조사원들이 성석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 성벽 및 부속시설과의 중복관계를 평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였던 석렬이나 부속시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토성
토성 역시 장기간 사용되면서 수·개축이 이루어지므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제토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트렌치의 길이는 성벽이 축조된
위치에 따라 달리하는데 평지의 경우 성 안쪽은 20m, 바깥쪽은 30m정도로 연장하여 내황과
외항 또는 해자와 건물지 등 유구의 존재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산지의 경우는 성벽
주변 평탄지까지 설치하는 것이 좋다. 판축토성의 경우 제토작업 범위는 조사대상 유구나
조사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성벽은 대부분 판축거푸집에 의한 작업공정을 통해
축조되므로, 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성벽 상면의 잡목과 수풀을 포함한 표토층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제토작업은 중장비의 사용을 피하고 수작업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평면상에 드러나는 판축거푸집 규모와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주변
유구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위를 성벽 안팎으로 넓혀 표토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성토토성은 목조 구조물을 구축한 후 성벽을 축조하는 판축성벽과 달리 “주변의 흙을 돋다
쌓는 것을 말하며, 주변의 흙을 이용해 일정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 마감 높이에서 두들겨
일정한 성벽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성벽을 축조함에 있어 축조 중에 다짐은 하지만
판축법처럼 일정한 두께씩 의식적으로 펴서 깎고 다져 축조하지는 않는 방법을 지칭한다.”
따라서 판축성벽에 비해 다양한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정확한 평면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길성리토성의 조사결과 평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며106), 성벽 축조에 다양한 성토제가 사용되므로 노축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06) 이혁희, 2016,「백제 토성 축조기법의 특징과 변천」,『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성곽』, 국립중앙박물관,
241∼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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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축 토성 모식도

강화 중성 성벽(판축토성)

길성리토성 성벽

증평 추성산성 남성 동벽

6

그림 10. 토성 평면 및 단면

4) 정리 및 기록
정리 및 기록은 사진촬영 및 실측과 야장기록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야장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규모 및 특징과 더불어 조사자의 느낌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리하다. 주지하다시피 석축산성은 성벽의 내부와 외부의 고도 차이가 심해
사진촬영 및 실측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 사진촬영
사진촬영은 평면과 입면으로 나누어지며, 기본적으로 다른 유구와 같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산성의 원경과 근경은 조사 중 산성 외부에서 촬영하고, 산성의 조망권을
표현하기 위해 4방향의 성벽과 산 정상부에서 보이는 지역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실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전경은 성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두 방향에서 찍어 두는 것이 보고서 작성에 유리하다.
유구의 사진 역시 최소 두 방향에서 촬영해야 한다. 세부사진은 성 내부와 성벽, 그리고
성 외부 중심에 두고 각각 1컷씩, 내벽과 외벽을 중앙에 두고 각각 1컷씩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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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벽과 연접한 부속시설이나 보강시설에 대한 세부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평면사진은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에 주로 의존하며, 드론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만
최근에는 유구를 입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입면 역시 잔존상태가 양호할 경우는 드론을 이용하지만 노출된 성벽과 수평하게 찍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성벽은 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 외부는 급경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근경 사진은 드론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자가 직접 촬영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유구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107)
(2) 실측작업
도면작업은 유구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및 입·단면도와 토층도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유구배치도는 산성에 대한 현황측량도에 표현하면 별 무리가 없다. 다만 부속시설이나
조사지역 내부에 유구가 확인될 경우 별도의 유구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석축성벽의 실측작업은 그 분량이 다른 여타 유구에 비하여 압도적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석축성벽에 대한 실측작업을 많이 수행하지 못한 준조사원과
보조원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3D스캔과 사진실측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3D스캔과 사진실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D스캔은 노출된 성벽을 실측자의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기계로 표현하는 것으로 축조 당시의 성벽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3D스캔의 정확도에 관한 것으로 3D스캔은 실측작업 후 많은 보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108)
사진실측은 고분이나 수혈건물지의 평면실측 작업에 실제로 사용된 바가 있으며, 그
방법을 다룬 논문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성벽은 고분과 달리 내·외벽의 고도차와 음영
역시 심해 사진실측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조사자의 필요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조정해 가면서 유구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효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3D스캔이나
사진실측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107) 조사는 그 현장의 책임자에 의해 주도됨으로 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조사자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사진촬영과 도면의 수준은 조사의 수준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성벽에 대한
트렌치를 설치하거나 확장할 경우와 노출작업 시에는 보고서 작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즉, 보고서
작성시 트렌치와 피트의 위치를 선정한 이유와 노출시킨 층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08) 실제 3D스캔 전문가 역시 3D스캔으로 작성된 도면은 일반인에게 보여 주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고고학
전공자들이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말을 실제로 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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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면실측
성벽의 평면실측은 구획된 말목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작업부터 시작된다. 방안작업은
말목에 트랜싯을 세우고 기준선에 맞추어 1m 간격으로 못을 박는데, 못은 기계의 정중앙에
오게 한다. 이때 사용하는 못은 대가리가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m나 2m
간격으로 트랜싯을 세우고, 90°로 꺾은 뒤 돌출된 성석은 매직으로 점을 찍어 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후의 방안작업은 여타 유구와 동일하게 작업하면 된다. 방안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본격적인 실측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성벽에 대한 실측은 내벽 및 외벽과
부속시설, 그리고 내·외벽과 적심의 연접부를 중심으로 실측하는 것이 좋다. 먼저, 적심은
내・외벽과 연접부는 상세히 실측하고, 그 외는 적심석의 크기와 사용한 석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조사자가 생각하였을 때 축조수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정확하게 그려야 하며, 내·외벽을 실측할 때에는 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109)

파주 덕진산성 평면 방안

파주 덕진산성 평면 방안 1

하남 이성산성 성벽 평면도

백령산성 성벽 평면도

그림 11. 평면 방안 및 평면도

109) 성벽의 높이는 다른 유구들에 비하여 높으므로 어떤 각도로 내려다보는가에 따라 보이는 면석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추를 떨어뜨려 동일한 시각으로 실측작업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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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면 및 단면실측
입면실측을 할 때에는 3가지 정도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산성의 성우(城隅)나 돌출부를
실측할 경우 가장자리는 정면이 아니라 사면을 실측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면실측
후 성우를 중앙에 두고 그릴 것인지 아니면 평면도에 맞추어 정면으로 보고 실측할 것인지는
조사자가 선택해야 한다.
둘째, 선축된 성벽에 덧대어 중복이 이루어졌거나 성벽 기저부에 보강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돌출된 면을 기준으로 선축된 성벽을 당겨서 그려야 되므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평면도와 입면도를 동시에 그릴 것인가 아니면 평면실측 후 입면도를 그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입면도는 평면도를 그리고 난 다음 평면도에 맞추어 실측해야
한다. 하지만 평면도에 맞추어 입면도를 그릴 경우에는 작업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파주 덕진산성 입면 방안

파주 덕진산성 입면 방안 세부

김해 분산성 입면도

김해 분산성 단면도
그림 12. 입면 및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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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면도 작성 이후 입면실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면도와 평면도를 동시에 실측한
후 수정을 할 것인지는 조사자가 판단해야 된다. 이 이외 성벽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기단보축과

방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치나

옹성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된다.

조사지역에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성벽과 같이 입면도를 작성해야 한다. 부속시설 중
기단보축이나 보축성벽은 상부로 갈수록 성벽쪽으로 기울여 쌓았으며, 부속시설인 치나
옹성은 평면형태가 제형이나 원형일 경우에는 방안선과 더불어 중간에 보조선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입면실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벽의 축조수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크게 바른층쌓기와 허튼층쌓기로 나누어지며, 그에 맞게 실측하면 별 무리가
없다. 다만, 노출된 성벽에는 면석 사이에 흙이 끼여 있어 축조 당시의 성벽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성벽이 축조될 당시에는 치석한 석재를
이용하였는데, 산성이 폐기된 이후에 면석 사이에 흙이 끼여 현재와 같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면 실측 시 면석 사이의 흙을 무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단면도 작성시
면석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토층도
토층도에는 성벽 축조공정과 수·개축 및 보수흔, 그리고 각 시기 산성의 생활면과 폐기
이후의 퇴적 양상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토층도는 석축산성이 축조된 시점부터 폐기 이후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타임캡슐과 같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토층도의 질은 유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10)
토층도를 작성할 때에는 내·외벽과 적심의 짜임새에 주의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벽은 지속적으로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사용된다. 이 경우 각각의 수·개축 시점에 따라
축조수법이 다르게 나타난다. 석축성벽의 수·개축흔은 외벽에서 확인되지만 성벽을 절개한
면에서는 더 많이 잔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토층도 작성시 이 부분을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된 성벽의 토층도는 토성벽과 석축성벽의 특징을 모두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므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110) 최근의 성곽조사 보고서를 보면 토층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즉, 약식으로 토층도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토층을 세분하지 않고 공정 단위를 표시한 것들, 성벽과 직교하는 토층도 자체가
없는 보고서도 간혹 보인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조사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재분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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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덕진산성 트렌치

남해 대국산성 남문지

파주 덕진산성 외성

이천 설봉산성 성벽 단면 및 토층도
그림 13. 성벽 및 문지 토층

마지막으로 성 내·외부의 지형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벽의 축조수법은 지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벽 주변 상황은
성벽의 구조와 축조방식을 살피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토층도는
최대한 많이 작성하는 것이 좋고, 한 트렌치에 최소 장벽과 단벽 등 두 면 이상을
실측한다. 또한 양 장벽의 토층 양상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양 장벽의
토층도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성벽의 축조수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측량작업
발굴조사 이전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현황측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산화된
수치도면과 좌표를 받고서 발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지역에 대한 지형측량이 불가피하다. 발굴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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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밀하게 측량할 필요가 있다.111)
산성에 대한 측량작업은 노출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성벽은 붕괴가 심하므로 정확한 내벽과 외벽의 진행방향이나 부속시설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물론 잔존상태가 양호한 부분에서는 성벽의 내·외벽 라인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성벽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출작업에서 확인된 성벽과 육안으로 확인되는
성벽을 연결시키면 보다 정확한 측량도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벽의 외벽은 현재 붕괴된
성석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한편,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유적을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유구의 존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유적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 -문화재 지정, 승격지정, 보수와 정비 등- 목적으로 시행하는 발굴조사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토지분쟁과 같은 민원에 말려들 여지가 있다. 둘째, 지적도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근래 전산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112) 따라서 측량작업은 설계사무소에 별도의 용역을 주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사무소 직원들은 성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현장책임자가
측량작업에 참여해야 하고, 1차 도면이 완료된 후 수정 및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다.

홍련봉 3보루 측량도

아미성 현황도

아미성 그리드 구획도

그림 14. 측량도 및 그리드 구획도

111) 김호준, 2010, 앞의 글.
112) 김호준, 2010,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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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물수습
일반적으로 성곽의 축조시기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곽 내부 및 성벽에서
출토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축조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113) 전술한 바와 같이 있어 방어는 개별 성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포와 구조의 틀을 가지고 배치된 성곽들의 유기적 협력으로 이루어지므로 방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체계가 유지될 경우 성곽 축성 이전에도
주변지역을 조망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간단한 시설물 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변 유적의 유물이 유입되었거나, 성곽 축조 이전에 유구가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성벽 기저부나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역시 성곽의 축조시기와
사용 시기를 파악하는 하나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114)
석축산성 성벽이나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대부분 표토층에서 출토되며, 성벽과
관련된 층에서는 소량의 유물이 출토된다. 특히 성벽에 대한 트렌치나 절개부 단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성벽의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층위대로
수습해야 한다.
트렌치나 성벽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정확한 층위를 파악하기 힘들므로
상・중・하층 정도로 나누어 수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벽과 연접한 부분과 기단보축을
보강하는 보강토 상부에 기와를 깐 성곽들이 종종 확인되는데 그 양이 많아 수습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 이 경우 기와를 수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평면을 실측하기
위하여 작업한 방안대로 수습하고 완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습봉지에 담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113) 성곽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곽의 축조시기보다 이른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 예로 6세기 초반경과 7세기 중반 경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김해 양동산성과 김해
분산성에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만 산성의 축조시기를 점토대토기와 동일한 시기로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축조된 창원 진례산성의 경우는 문헌기록과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삼국사기의 진례성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산성의 축조수법이나 형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통일신라시대 산성으로 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예는 안성 망이산성이나 증평
이성산성 등 다른 지역에 축성된 많은 성곽에서 흔히 확인된다.(안성현, 2015a, 앞의 글.) 따라서 성곽
내부나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성곽이 축조된 시기의 상한을 알려줄 뿐 성곽의 축조시기와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심광주, 2008, 「고구려의 관방체계와 경기지역의
고구려성곽」, 『경기도 고구려 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특히, 성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초축 시기를 논한다면 경남지역에 있는 많은 성곽들이 현재까지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가야성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상기의 예는 성곽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초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114)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물 역시 성곽의 초축 시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근의 성곽 연구는 유물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축조시기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성곽의 축조시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유물을
다른 여러 속성들의 분석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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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된 유물들은 현장에서 세척 및 1차선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이후 보고서 작업에
유리하다. 유물은 안정된 층위에서 출토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며,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들은 제작 시기를 잘 파악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선별하면 된다. 출토된 유물 중
기와는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량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기와의 선별 방식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출토된 기와들 중 완형이나 특이한 것들을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다. 둘째, 출토된 기와들을 동일한 형태로 분류하여 총 개체수와 각 형태의
비율을 파악한 후 각 형태의 비율에 맞게 선별하는 것인데, 필자는 후자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Ⅴ. 맺음말

성곽은 당대의 군사, 경제, 문화, 교류, 기술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른 유구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성곽에 대한 일반화된
조사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곽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벽에 대한
조사에 임할 때 최소한 몇 가지는 명심해야 한다.
먼저, 성곽에 대한 조사는 다른 유적에 비해 작업량이 압도적일 뿐 아니라 중복이 심해
해석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발굴조사는 축성의 역순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성벽 및
부속시설의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정보를 밝혀내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조사자들은 유구의 노출과 해석, 그리고 토층작업 등과 더불어 현장과 인부를
관리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둘째, 조사의 과정을 잘 지켜야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굴조사는 축조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 각 과정마다 사진촬영과 도면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셋째, 발굴조사의 준비기간이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과 지속적인 분석 및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성곽들은 단기간에 사용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

동안

사용된

것들로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성곽이

어떠한

배경에서

축조되었고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조사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특정시기 성곽의 특징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성곽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으며, 각 시기마다 형태와 위치, 해발고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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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수법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성곽이 어떤 시기의 성곽과 동일한
지를 비교·검토해야지만 보다 정확하게 축조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고고학을 증거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보고서 원고의 기술이나
해석이 도면과 동일해야 되며, 도면을 중심으로 유구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 성곽 보고서 중 있을 수 없는 도면이 존재하는 것 역시 현실이므로 최소한
재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도면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고고학을 시작할 때 여러 선배나 선생님들에게 항상 듣던 이야기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글에서 다룬 내용 역시 조사방법 역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후 성곽 조사방법론에 대한 보다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지만 성곽의 초축 및
사용시기와 각 시기별 경관을 밝히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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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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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구조와 분류

1. 구조
① 개념과 기본구조
가. 개념
- 가마(窯) : 도자기를 굽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
- 공방 : 태토의 저장·수비·성형·건조·문양시문·시유 등 그릇을 가마에 적재하여
구워내기 이전에 행해지는 일련의 제작 공정이 진행되는 곳.
- 요장(窯場)3) : 생산공간(가마·공방)·주거(생활)공간·자원(원료)공간
나. 기본구조
- 요전부·봉통부·번조실(1·2차)·연도부로 구성됨
- 요전부: 불을 지피기 위한 공간
- 봉통부: 불을 지피는 공간
- 번조실: 그릇을 적재하고 구워내는 공간
- 연도부 : 연기가 빠져나가는 공간
- 내부시설로는 불기둥·불창기둥(격벽)·측면출입구 등이 있음

3) 승정원일기에는 분원과 관련하여 官廳·假家·庫間·工作廳·草家·草屋 등이 등장하고, 분원을 이설
하는데 公·私家가 100여 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관청·작업장(공방지)을 비롯하여
장인들의 생활시설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관요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장인들의 생활시설로 특정할 만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인들의 생활공간이
草家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지방도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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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요·수혈요

지하식·지상식요의 개념도

단실요의 개념도

분실·연실요의 개념도

7

(도면은 강경숙, 2005, 앞의 책에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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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① 분류 기준과 유형4)
기준
형태
굴착 방식

분류
등요
입요5)
수혈식
횡혈식
지하식

굴착 깊이

비고

반지하식
지상식

중국
자기가마는 모두 횡혈식(등요)임
토(도)기가마
자기가마

단실요
번조실의 숫자

분실요

불창기둥(격벽)의 유무로 단실·분실요 구분
천장의 구조로 분실·연실요(?) 구분

연실요(?)
재료
계단의 유·무

화염의 흐름

평면형태

내부시설

전축요

고려 초기(중국 越州窯 영향)6)

토축요

고려∼조선

무단식

고려, 조선 15∼16세기 계단의 시원적 형태

계단식

17세기 이후 본격화

승염식

수혈식 가마

횡염식
반도염식

등요(와요(臥窯))

도염식

입요(立窯, 중국)

일자형

고려시대∼16세기

역사다리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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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둥(천장지주)

15∼16세기

불창기둥(격벽)

16세기 이후
(단, 관요에서는 17세기까지 확인안됨)

4) 강경숙,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시공아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염식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493년(성종 24) 사옹원의 제조인
유자광이 입부를 제작해서 시험하자는 건의를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成宗實錄
卷277, 成宗 24年(1493) 5月 18日 辛巳. “사옹원 제조 유자광(柳子光)이 흙으로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입부(立釜)와 와부(臥釜)의 형상을 만들어 와서 아뢰기를, "와부(臥釜)는 불꽃이 그 안에서 가로
어지러워지므로 사기가 찌그러지기 쉽습니다. 이제 오신손(吳愼孫)으로 말미암아 중국에서 입부(立釜)로
구워 만드는 방법을 들었는데, 이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입부는 불기운이 곧게 올라가므로 구운 그릇이 다
평정(平正)합니다. 그러나 입부를 만들려면 이천(利川)의 점토(粘土)를 써야 하니, 부근의 고을을 시켜
흙으로 사기소(沙器所)에 날라 오게 하여 시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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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마는 모두 등요(횡혈식)·지상식요이기 때문에 번조실의 숫자와 계단의 유·무,
내부시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② 가마의 변천과정
- 노천요 → 수혈식 → 횡혈식
- 지하식 → 반지하식 → 지상식
- 단실요 → 분실요
- 무단식 → 계단식
- 승염식 → 횡염식 → 반도염식
- 일자형 → 역사다리꼴형
- 무시설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 일반적으로 가마 내부의 온도와 번조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음
③ 시기별 변화
가. 고려시대
- 초기는 중서부지방 대형의 전축요(시흥 방산동·배천 원산리·용인 서리·여주
중암리)와 남부지방 소형 토축요(강진 용운리 10호, 삼흥리 D·E지구) 혼재
길이

너비

경사도

평면형태

측면
출입구

유형

비고

1

시흥 방산동 가마

39.1

2.22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2

배천 원산리 2호 가마

38.9

1.8∼1.9

10

일자형

7

단실요

전축요

3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

10

1∼1.3

13∼15

일자형

2

단실요

토축요

- 중기는 중형의 토축요(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요지 등). 길이 20m 내외 번조실
너비 1.2∼1.3m 내외, 후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
나. 조선시대
- 15∼16세기는 전체적인 양상은 고려 중기 이후와 유사함. 가마의 평면형태는
일자형이지만 번조실 내부에 불기둥·불창기둥(격벽)(산청 방목리·대전 정생동
가마 등)과 계단이 발생함. 16세기 중·후반에는 번조실 뒷부분과 연도부가 약간씩
넓어지면서 역사다리꼴로 변화되기 시작함(광주 대쌍령리 2호 요지 등)
6) 李鍾玟, 2004, ｢고려시대 청자가마의 구조와 생산방식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5, 한국상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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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기 이후에는 가마의 평면형태가 역사다리꼴로 변화됨. 번조실에 불창기둥
(격벽)이 설치됨(분실)(단, 관요의 경우 불창기둥+격벽의 형태가 확인되지 않음).
17세기 후반 ∼ 18세기를 전후로 가마의 평면형태가 부채꼴(영동 노근리, 순천
후곡리·문길리, 대전 장안동, 광주 분원리 가마 등)로 변화됨. 불창기둥의 수가
증가하고 높이가 낮아지며 격벽이 일반화됨

Ⅲ. 현장조사

1. 지표조사
① 주변 유적 검토
- 조사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가마가 밀집하여 분포할 가능성을 고려
② 조사지역의 지리적 여건 파악
- 가마는 하천·바다와 인접한 구릉의 사면에 밀집
- 고려∼조선시대 자기가마는 등요(불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이기 때문에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임
- 원료(땔감) 확보가 중요, 주변에 삼림이 우거져 있으면 가마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음. 조선시대 관요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약 10년을 주기로 이동7)
-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수비)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이 필요. 주변에 하천 등의
수원(水源)이 위치함. 조선시대 관요 주변에는 경안천·곤지암천·노곡천 등의
하천이 분포하고 있음
- 그릇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처까지의 운반경로(해·수로 등)도 고려해야 함.

7) 승정원일기 103책 (탈초본 5책), 인조 26년(1648) 11월 9일. 김광욱(金光煜)이 사옹원 관원으로서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분원(分院)의 사기를 굽는 곳을 庚辰年(경진, 1640)에 옮겨 설치한 지
10년이 다 되어 땔감으로 쓸 나무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거주하는 백성과 공장(工匠)들이 여러 차례
소장(訴狀)을 올려서 옮겨 설치해 주기를 청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 255책 (탈초본 13책), 숙종 2년(1676) 8월 1일. 이관징(李觀徵)이 사옹원 관원으로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분원사기번조소는 시장(柴場)을 설치하여 나무를 취하고 약 10년 정도 되면 수목이
다하여 번조를 계속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의 번소를 설치한지 이미
12년이 지나 나무를 벨 길이 이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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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명 확인8)
-

조사지역의

현재

지명을

확인.

사기점(沙器店)·사기소(沙器所)·점(店)·도장골

(陶匠谷)·옹기점(甕器店)· 독점·사기담골·와야리(瓦冶里)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면
가마가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④ 현장조사
- 요지에는 실패한 자기를 비롯하여 생산과 관련된 요도구(갑발·도침), 그리고
가마벽체편 등이 산재해 있음
- 구릉 사면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유물의 밀집도가 낮더라도 생산과 관련된
유물(요도구·가마벽체편 등)이 1점이라도 수습되면 주변에 가마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⑤ 시굴조사 범위 결정
-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다면 지형 등의 제반여건 고려하여 시굴조사 범위를
넓게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현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백자편이나 요도구, 가마부속물이지만
조사자는 자원공간·생산공간(가마와 공방)·주거(생활)공간 등9)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시굴조사 범위를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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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淺川巧 著, 鄭明鎬 譯, 1991, 朝鮮陶磁名考, 경인문화사, pp. 109-112. 지명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을 참고.
9) 韓盛旭, 2008, 앞의 책, p.353.

185

발굴조사 실무

② 그리드 설정
- 기준점을 설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10×10m 정도의 그리드를 구획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시굴Tr. 구획 및 제토
- 가마는 등고선과 수직으로 축조되기 때문에 시굴Tr.를 수직으로만 구획·제토하면
시굴조사에서 가마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시굴Tr.는 등고선과
평행한 횡방향으로도 구획해야 됨. 즉, ‘ㄱ’자 또는

‘ㄴ’자 모양으로 시굴Tr.를

제토할 필요가 있음
- 가마는 현 지표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굴Tr.를 제토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소토와 유물이 섞여서
나온 다음 소결면이 일정한 폭으로 길게 연결되는 양상이 보이면 가마로 판단해야 됨
- 원지형이 삭평·절토되었다면 번조실과 연도부는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
러나 원지형이 어느 정도 절토되었다고 하더라도 봉통부는 사면의 가장 하단부에 깊
게 굴착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가 잔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됨.
사면의 상부에 구획한 시굴Tr.를 기준으로 유구가 모두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면 봉통
부를 찾지 못하거나 시굴조사에서 파괴할 가능성이 높음.
④ 유구 확인
- 시굴Tr.에서 가마로 추정되는 피열흔이 확인되면 추가로 시굴Tr.를 구획하여 가마의
시작(봉통부)과 끝(연도부), 너비를 파악해야 함. 이는 추후 발굴조사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됨.
- 가마가 확인되면 주변에 다른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3. 발굴조사
① 전면 제토
- 시굴조사 시 확인된 문화층까지 전면 제토하지만 종·횡 방향의 둑을 남겨 전체
토층양상을 파악해야 함
- 가마를 노출할 때 가마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적심·주혈·구상유구 등), 그리고
수혈(진단구)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가마 주변에 (축요 또는 가마의 수리를 위해 굴토한) 미상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이
수혈의 내부는 가마폐기물로 채워져 있음. 교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수혈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방지는 전면 제토를 할 때 일차적으로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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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조사
가. 가마
가) 봉통부
-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는 공간이지만 번조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함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평면형태·불턱의 유무(형태) 파악
- 축조재료(점토·할석·갑발·벽돌 등)와 축조방법 규명
- 아궁이 폐쇄흔적 확인
- 1·2차 봉통 사용 여부 파악
- 요전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양쪽 벽면), 아궁이·바닥·불턱 등)
나) 번조실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및 경사도 확인
- 가마의 바닥(모래+요도구), 좌·우벽(유리질화) 확인
- 천장부가 남아 있거나 가마의 바닥에 그대로 무너졌을 경우 가마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음
- 초벌·재벌칸 및 노리칸 확인, 일반적으로 제일 마지막 칸을 초벌칸(초벌편이 집중적
으로 노출)으로 사용하고, 봉통부와 연결되는 첫 칸을 노리칸으로 사용함. 특히 제일
마지막 칸의 경우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번조실보다 깊게 축조하는 경우도 있음
- 불기둥·불창기둥·격벽 유무, (계단식)불턱 등 가마의 구조를 파악하여 가마 분류
- 일반적으로 측면출입구는 유물폐기장 방향과 동일함
- 측면출입구 부근에 장작을 던졌던 공간(일정한 범위에 도침 등의 요도구가 놓여 있지
않고 목탄의 흔적) 확인
- 가마 바닥 및 벽체 수리 여부 확인
- 가마 바닥에 남아 있는 도침이나 갑발을 통해 한 번에 번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음
- 사진촬영(전경(앞→뒤·뒤→앞) 번조실 칸별 전경(앞→뒤, 뒤→앞, 양쪽 벽면), 불기둥·
측면출입구·불턱 등 내부시설 세부사진)
다) 연도부
- 배연로와 굴뚝을 포함하는 구조로 번조실을 통과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
- 가마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할 뿐 아니라 후대의 삭평으로 온전히
잔존한 사례가 드문 편임
- 기본적인 규모(길이·너비·깊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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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조재료 확인
- 배연구·개자리 등 확인
나. 유물폐기장
- 구제발굴조사일 경우 전체 유물을 수거하는 것이 원칙임
- 가장 두껍게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표준층위로 활용하고 층위별로 유물 수습
- 유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흘러내려와 다시 퇴적되기 때문에 안정된 층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유물은 현장에서 기종·기형별로 분류하고 보고서에 수록할 유물을 선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일단 전량 수거한 다음 추후에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공방지
- 기본적으로 방형 또는 원형에 가까움. 범위와 규모 확인
- 수비공은 굴착한 다음 점토로 다짐, 바닥에 디딤돌(판석) 노출
- 건조시설은 대부분 온돌을 사용, 평면형태는 대부분 고구마를 옆으로 자른 듯 중간이
볼록한 형태임
- 연토장은 점토나 할석을 이용해 축조. 바닥은 점토로 다짐
- 물레공은 주혈 등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갓모나 봇극 등 물레부속품 등이 수습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음
- 성형과 관련해 굽칼이나 굽깎이 통, 갈돌 등이 수습됨
- 시유 관련 수혈(불다짐), 도기 사용
③ 기록
- 야장 작성 및 정리(사진 활용)
- 비디오 촬영
- 사진 촬영
- 3D 스캔(주변 지형까지)

Ⅳ. 보고서 작성

1. 유물 정리
→ 유적의 편년과 성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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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백자) 명칭
- 보고자에 따라 상이
- 일상기명 : 발·접시·잔 등
- 특수기명 : 대발·병·호·뚜껑·향로·지석 등
② 주의점
- 대접은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발과
대접의 구별하지 않고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종자(지)도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 제작되었고 문헌에서도 확인되지만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발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백자에 완(찻잔)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③ 출토유물의 현황
- 전체 수량 → 분석 대상 수량 → 기종별 수량 → 기형별 수량
- 출토지별 수량도 제시
-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함
- 도표 등 시각적 자료 활용
④ 유물의 제작 기법
- 유물 분류 기준으로 활용 가능
- 가능하면 적절한 도면과 사진을 제시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음
- 굽 모양(역삼각형·(낮은)수직굽·넓은굽, 죽절굽·오목굽)
- 구연·동체 모양
- 내저원각(유·무, 굽지름 대비 크기)
- 번조법(갑번·개별번조·포개구이)
- 번조받침(가는 모래·태토빚음·모래빚음·굵은 모래·흙물+굵은 모래 등)
- 시유방법(전면·부분(굽 제외))
- 문양·명문(시문방법)
- 품질(양질(상·중품)·조질(하품))

2. 유물 설명10)
- 유구·유물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물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기종·기형별로 분류가 필요할 때는 유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서술할 수도 있음.
10) 최근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서술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저서가 출간되어 많은 도움이 된다
(강경숙·김세진, 2015, 유적 출토 도자기 바로 보기. 진인진). 이 책에는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들의
다양한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 유물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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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

(3) 백자의 제작기법

(1) 가마

① 굽 형태

(2) 유물폐기장

② 번조법과 번조받침

(3) 공방지

③ 시유방법
④ 장식기법
⑤ 백자의 품질

2) 유물

(4) 유물의 형식분류와 출토양상

(1) 출토유물의 현황

① 백자

(2) 출토유물의 종류

② 요도구

① 백자

③ 기타

② 요도구

- 출토지(층위), 잔존상태, 굽·구연·동체 모양, 내저원각 유무, 번조받침(내저면도
포함), 태토 및 유약의 상태, 문양·명문 등
ex1) 유물폐기장 2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가 일부 훼손되었지만 완형에 가까운 발이다. 굽은
역삼각형으로 굽 깎음새가 비교적 단정하고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개별번조하였다.11) 동체는 ‘S’자
형으로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선으로 이어지고 구연에서 외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과 유사한 크기의 원각이
있다. 태토는 백색(색조)로 비교적 치밀하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용융상태는 양호하다. 굽 안바닥에
유면을 긁어 ‘좌(左)’명을 새겨 넣었다(철화로 국화를 그려 넣었다).
ex2) 유물폐기장 3층 적갈색 사질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약 1/3 정도 남아 있는 접시로 도상복
원하였다. 굽은 죽절굽으로 접지면에 태토빚음을 4군데 받치고 번조한 흔적이 확인된다. 동체는 저부에서 구
연까지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에서 외반된다. 내저면에 굽 지름보다 큰 크기의 원각이 있고, 태토빚음이 붙어
있어 포개어 구운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회색(색조)로 비교적 치밀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
는데, 유색이 일정하지 않다. 외면에 물레흔이 강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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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번호

도면
【사진 46】

<49>

크기(㎝)
유약
잔존
유물명
내저 굽 번조
출토지 상태 높이 구경 저경
태토
(형식)
원각 형태 받침
유색 시유
(복원) (잔존) (복원) (복원)

백자발
【도면 37】 (Ⅰ-1-c)

유폐
(3층)

1/3
10.4 (14.5) (6.3)
(완형)

<

비고

내저면에 굵은 모래를 받치고
역삼 가는
회백색 회색 전면 기물을 포개어 구운 흔적이 있
각형 모래
음. 유색이 일정하지 않음.

11) 기물만으로 갑발을 사용한 갑번(개별번조)과 갑밥을 사용하지 않은 개별번조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개별번조하였다라고 표현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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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록
① 절대연대분석
- 고고지자기 분석
- 방사성 탄소 연대분석
② 태토·유약성분 분석
- 분석 전문가와 상의하여 시료를 선택
- 주변 유적과의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③ 발굴조사 시 수습된 시료 분석
- 유적에서 수습된 백자편에 대한 분석 자료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 백토는 수습된 자기와 함께 분석하여 태토로 사용되었는지, 유약의 재료인지를
확인해야 함
- 수비찌꺼기는 분석을 통해 어느 단계의 수비찌꺼기인지 확인해야 함

4. 고찰
- 유구와 유물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유구의 편년과 성격에 대해 언급
- 소비유적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지 비정
- 생산·소비라는 큰 틀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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