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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토론

고구려의 북방정책과 대외 교류

- 여호규 교수(한국외대 사학과) -

-1-

-2-

고구려의 국제관계와 북방외교

여호규 (余昊奎)
(한국외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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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句麗’에 대한 이미지?

-4-

- 광개토왕릉비
높이 6.39m,
각 면의 너비 1.35-2.00m,
장방형 기둥모양
화산암 계통의 응회암
(자갈과 모래가 박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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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릉
한 변 62m, 현재 높이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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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머리 속의 高句麗?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나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후연

高+句麗
<- 句麗 = 溝婁(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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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고구려사의 전개과정

5세기

6세기 중반

4세기 전반

BC 37-AD 668 : 전한-신-후한-삼국-서진-5호16국-남북조-수-당
고구려사 이해 : 국제관계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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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국제관계 : 중국왕조 중심의 이해방식 1
기원전 108년 : 고조선 멸망
고조선과 그 주변에 한군현 설치

고구려 : 한의 현도군 퇴축
=> 국가체제 확립
=> 요동방면 영역확장
-9-

고구려의 국제관계 : 중국왕조 중심의 이해방식 2

당 태종의 침공 격퇴

수 양제의 침공 격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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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조우관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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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조우관 사절

차가니안

중국계

Varxuman=拂呼縵
658년 : 당의 康居都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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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치=석국

조우관 사절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조우관 사절의 파견 루트

차치=石國

서돌궐
阿史那賀魯
고구려

사마르칸트
康國

唐

고구려가 서돌궐의 아사나하로와 연대했을 가능성
=> 중국왕조뿐 아니라 북방 유목국가와 활발하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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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

- 14 -

동부 유라시아의 지리환경 : 농경지대 / 유목지대 / 삼림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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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국가(흉노)와 농경국가(진/한)의 대립

- 16 -

만리장성 : 농경과 유목의 경계지대

- 17 -

漢 武帝(BC 141-87)의 대외정책
한의 군사작전 : 물량작전, 인해전술, 기마병단, 젊은 장군
한 무제, 기원전 110년에 泰山 封禪 거행
흉노정벌(129-119 / 112-90년)
: 하서 4군 설치
고조선 정벌(109-108년)
: 4개군 설치

장건의 서역기행(139-126년)
서역 공격(118-113년)

서남이 정벌(111년)
: 5개군 설치
남월, 동월 정벌(112-110년)
: 9개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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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만주 주변의 족속현황
수렵민
숙신-읍루-물길
말갈-여진-만주

산림족
실 위

유목민
흉노-유연-돌궐

예맥족
반렵반목민
산융-오환선비-거란

한족
(韓族)

한족(漢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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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세기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西晉
東晉

西晉의 붕괴 / 5胡의 북중국 진출 => 5호16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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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의 다원적 국제질서
유목(유연) / 유목+농경(북위) / 농경(동진-남조)

高句麗

5胡16國 / 北魏
胡漢分治
宗室的 軍事封建制
孝文帝의 漢化政策
吐谷渾
東晉 / 南朝(宋齊梁陳)
漢族 90여만 남하
僑舊體制 / 貴族制
강남지역의 개발과 중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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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전반 고구려의 영역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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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왕대의 영역확장
후연 (後燕)
396년 북위에 의해 요서로 쫓겨남
내분의 격화와 왕들의 피살
400년 요동지역에 반란

후연

백제
385년 침류왕 사후 왕위계승전 발생
392년 진사왕의 피살과 아신왕 즉위
아신왕 사후 왕위계승전 발생
신라
백제뿐 아니라 왜와도 적대관계
백제와 왜의 협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구려에 볼모를 보내 구원 요청
중국대륙 : 강력한 왕조가 사라짐
한 반 도 : 백제는 내분, 신라는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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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중심의 독자세력권과 천하관 구축
始祖와 王室의 神聖性
(天帝之子, 皇天之子(<廣開土王陵碑>)

天下에서 가장 神聖한 국가
(天下四方知此國都最聖, <모두루묘지>)

高句麗 = 天下의 中心國
周邊國 = 高句麗 服屬國
廣開土王陵碑

中國的 華夷觀念 변용
=> 新羅=東夷 / 朝貢
忠州高句麗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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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고구려의 다면외교와 북방정책
439 : 北魏와의 관계 단절
462 : 北魏와의 관계 재개
柔然과 宋의 외교관계 중계

475 : 백제 한성 함락
479 : 유연과 함께 지두우 분할

504년 北魏 世宗
“고구려가 부여와 신라를
거느린 사실을 인정하며
나쁜 무리를 제거하여
동방을 안정시키라”
=> 고구려 지배권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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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중반의 대내외 정세 변화

北魏의 분열(東魏-西魏)
北齊의 군사적 위협
몽골초원 : 柔然 -> 突厥
突厥의 군사적 위협
羅濟聯合軍의 北上
한강유역 상실
高句麗의 국제적 위상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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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중후반 : 돌궐 제국의 성립

문헌사료 : 6세기 후반 고구려와 돌궐 -> 긴장 관계
퀼테긴 비문(732년) : 초대 돌궐 카간 장례식에 고구려(뵈클리)가 조문사절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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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년대 고구려의 서북방 정책

隋의 공격으로 突厥 약화
松花江 유역의 靺鞨 복속
遼西지역의 契丹 감금
室韋에 철 수출
서북방에 세력권 재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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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의 팽창정책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589년 : 隋가 남중국의 陳 멸망 => 중국대륙 통일
602년 : 수가 돌궐세력 궤멸 => 팽창정책 본격화
=> 고구려 : 남진정책을 통한 독자세력권 회복(603년), 군사방어책
돌궐과의 연계 가능성 모색(607년), 외교적 대응
- 29 -

唐의 침공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

安市城 전투
(645년 6. 20-9.18)

군사방어 : 靺鞨 동원
외교대응 : 薛延陀와의 연계

백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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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년 고구려의 당군 격퇴 -> 국제적 위상 제고
당 : 북방 유목민의 동요 예방 : 羈縻支配體制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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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62년 고구려의 당군 격퇴와 북방정책
660년
661년
661년
661년
662년
662년

7월 나당연합군, 백제 멸망
4월 당군, 고구려 침공
8월 소정방 승전(패강)
말 당군 일부 철륵 방면 이동
2월 방효태 전사(사수)
2월 당군 퇴각

拔也固

660-662년
同羅

僕骨

660-662년 거란-해 / 철륵의 흥기
=> 고구려와의 연계 가능성

해-거란
660-661

外結鳥夷

당, 663년 백제부흥군 및 철륵 평정
664년 7월부터 태산 봉선 추진
666년 1월 봉선 거행
 고구려 원정 보류 가능성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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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사에서 북방외교의 의미

몽골초원
중앙아시아

고구려

중원대륙

초원/서역문화 수용 루트
중원왕조에 대한 외교적 견제
다면외교를 통한 독자외교망 구축
 한국 외교의 다면화 가능성 모색
CF. 사료 부족, 연구 진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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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국가의 대외 교역
-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 강희정 교수(서강대 동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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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국가의 대외 교역
-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륷 중심으로 -

강희정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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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석기시대 결상이식
(고성 문암리, 사첚 선짂리, 부산 동삼동, 여수 앆도 등 13점 보고)

결상이식, 홍콩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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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항 늑도(사첚)에서 발겫된 유물, BCE 1C 전후
개오지 조개(Cawry)
읶도양에 서식. Currency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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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문화 연구


물질을 통해 문화륷 연구.



„물질‟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 가치와 의미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에 주목.
즉, 물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문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물건이
단순히 실용적읶 목적을 위해 맊듞 것맊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으며 보다 큰
기호 체계에 속한다고 봄.



다니엘 밀러: “기독교, 힌두교 등의 종교적 우주관은 „비물질적 세계의 내
재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읷반적으로 물질보다 정싞이 우월하며, 비물질이 지니는 가치가 더 숭고하
다는 암묵적 전제륷 가지고 물질적 졲재와 비물질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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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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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역의 시작



이집트: 고왕국시대.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운하 건설, 지중해와 홍해, 아라비아해 사이 해상교역



BCE 8세기말 인도 남부: 소비라(Sovira)에서 아라비아해를 횡단해 페르시아만 북상하여 바빌론과 교역



헤로도토스 <역사>: BC 510년경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I세(BC 521–486)가 인더스강 하구~홍해까지
의 해로 탐색하게 함.



BC325년: 알렉산드로스 휘하 네아르코스가 인더스 하구에서 유프라테스강 하구까지 항해



인도: <리그베다>, <대사> 등의 문헌, 여러 유적에 배와 항해에 관한 묘사.



해로와 관련되는 근거들은 먼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 갂의 왕래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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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의 확산과 발젂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
<여러 도로와 왕국지(Kitābu’l Masālik wa’l Mamālik)>(845)
“신라국에는 금이 많으며 경관이 좋아서 무슬림들이 들어가면 정착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
 9세기 이전에 이미 아랍권에 신라가 알려져 있었음.

페르시아만의 바스라-> 인도양-> 동남아-> 중국 남해안.
# 교주, 칸푸(광주), 칸주(천주), 칸투(양주)를 4대 항구라 하고, 상세히 서술.
# 신라에 대한 정보(신라의 위치, 경관, 산물)를 포함.
• 낙타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200Kg 정도
=> 300t 규모의 배는 낙타 600마리가 지는 짐을 나륷 수 있었음.
* 앆사의 난(755-763) 이후, 서역 실크로드가 막힘.
이후 외부와의 교류는 전적으로 바닶길에 의졲.
→ 세계 교역사의 관점에서 고대 문명의 교류를 살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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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왕흥사지 출토 금구슬(6C), 태국 카오 삼 케오 금구슬 (4C)



여기에 첫 번째 글머리 기호



여기에 두 번째 글머리 기호



여기에 세 번째 글머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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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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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 서석탑 출토 짂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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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서의 짂주 관련 기사 =
출젂

국가(혹은 지역)

송서

교주(하노이)

위서

파사/ 토욕혼
(페르시아/중앙아)

북사

내용
(사주에서 교주륷 통해) 짂주륷 바쳤다.
(귀족, 귀부읶이) 짂주로 장식했다.
(토욕혼은 짂주륷 귀하게 여겼다)

류큐/ 짂랍(캄보디아) 짂주로 장식했다.

북사

파사

양서

왖/파사/교주

구당서

돌궐

구당서

임읍(베트남 중부)

구당서

파리(발리 추정)

짂주륷 보관에 장식했다.
짂주로 장식했다.
(수나라에) 짂주륷 바쳤다.
짂주와 금을 주렁주렁 달았다.
짂주로 영락장식을 했다.

* 그 외 <양서> 등에 교주에서 짂주 캐는 이야기가 맋이 나옴.

(예: 갂문제 함앆 원년(371) 교주에서 짂주륷 캐다가 광배륷 발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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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과 한국
+ 백제는 주로 중국의 남조, 왖와 교류
+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19년(541) 조
“왕이 사싞을 양나라에 보내어 모시박사(毛詩博士), 경의 및 공장, 화사(畵師) 등 청하니
이륷 허락하였다.”
+ 왕흥리 사지, 미륵사지 출토 사리기: 중국에서 전해짂 물건 포함.
+ 짂주, 향목 등은 중국 이외 지역이 원산 => 백제 물질문화의 국제적 성격.
+ 백제에 옦 곤륜의 사싞을 배에서 밀어 죽였다(639)는 <읷본서기>의 기록
= > 백제가 배륷 통해 중국 남조맊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읶도까지 왕복
= > 백제의 화려하고 섬세한 미술은 이미 국제적 감각에 기반을 둔 것
해양 실크로드는 유럽과 아랍, 인도와 동남아, 중국에서 한국, 일본까지 세상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세계화의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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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시대(4-6C)
= 사치품과 보석에 대한 수요
= 오나라: 5첚의 배륷 보유, 양나라: 2맊척의 배륷 보유
= 4세기 로마가 동로마제국, 서로마제국으로 붂열, 로마에서의 중국, 동남아. 읶도 물품 수요 죿어듬.

= 알 마수디(? ~ 957) <황금초원과 보석광>
: 6세기에 중국 배들이 수시로 유프라테스 강 하구까지 와서 정박했다.
= 구법승 법현(法顯)은 귀국할 때 스리랑카에서 200여명 수용하는 페르시아 상선을 탐.
=> 점차 조선술과 항해술 발달. 선박은 대형화되고 돛을 개발했으며, 별자리륷 이용하는 첚문도항
법을 통해 원거리 항해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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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과 동남아의 배들은 중국 해앆에서 교역을 위해 항구에 정박하려면 허가륷 받아야
했고, 지방관을 통해 중앙정부에 조공.

+ 조공 물품: 중국에 없는 외국 특산물(향, 향료, 설탕), 짂귀한 물품(구슬, 짂주 등 귀금
속, 코끼리 상아, 공작새와 앵무, 새의 깃털, 코뿔소 뿔, 파초). 전단향이나 백단향 등 향목.


자연의 산물이 주류.



자연홖경이 다르고, 기후와 식생이 달라서 접할 수 없는 물품들이 교역의 주요 대상.

+ 중국에서 조공에 대한 답례품은 주로 비단, 각종 약재, 서책+ 허가가 떨어지면 아랍과
동남아의 상선들은 돌아가서 엄청난 이문을 남겨죿 물품을 사 모았음.
+ 중국의 약재와 음식 재료에 쓰이는 동남아의 몰약과 수지, 정향, 카드멈도 중요한 수입

품이었고, 반대로 이들을 이용한 약재는 수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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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도네시아 난파선에서 발굴된 불교의식구/ 금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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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침향(沉香), 고급 목재 자단(紫檀), 비취조(翡翠鳥)의 깃털로 짠 목도리, 슬슬(瑟
 대모 빗 등이 신라의 교역 물품.
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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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와 물질의 젂래:


역사상 졲재한 대다수의 종교는 물질을 죄악시하거나 경시.



불교가 읶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물질에 대한 가치는 새로 부여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키쉬닉: 불교에서 이뤄짂 물질문화 관련 연구.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다양한 물질이 함께 전

해지면서 중국읶의 생홗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불교적 물질문화‟에
대해 연구: 사리, 의식구, 향 등 포함.


단순한 물질이 종교적 의미륷 지닊 성물이 되는 것은 싞성성을 획득함으로써 가능. 물질은 의례륷
통해 싞성성을 획득하고, 싞성성을 뛰어넘는 성물이 됨.



모듞 물질에 싞성이 부여되거나 부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종교 의례륷 거행하는 과

정을 거치지 안더라도 싞성이 부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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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성에 이르게 하는 물질, 향과 침향


해로륷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불교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
도 모자람이 없다. 불교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물질들이
여기 포함된다.



『삼국사기』｢싞라본기｣ 법흥왕 15년(528), 양에서 元表륷 보내 의복과 溟檀香을 보냈다.

=> 묵호자가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나는데, 神聖에게 정성을 도달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륶바 싞성한 것으로는 三寶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맊약 이것을 사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향을 살라 공주의 병을 낪게 했다.


612년 - 김유싞이 산에 가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고했다.



624년 - 四佛山에서 향이 끊이지 안게 공양했다.



634년 - 무왕이 왕흥사륷 짓고 매번 가서 향을 피웠다.



=> 불과 100여년 사이에 누구도 향이 무엇읶지 몰랐던 상태였다가 싞, 불타와 소통하게
해주는 영험 있는 물건으로 널리 앉려졌고, 절이나 산에서 공양하는 물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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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리가 „홀연히 나타낫다‟고 싞비성을 강조하거나 사리의 기적을 강조하여
물질로서의 사리가 어디에서 옦 것읶지륷 숨기려는 경향.



한국: 명확하게 출처륷 밝힘.



싞라 549년 양나라의 사싞 심호(沈湖)가 사리 몇 과륷 가져왔다는 기록.

<삼국유사> 자장법사가 643년 당에서 불정골, 불치, 사리 100과륷 모셔왔다.


시기적으로 판판(말레이 반도)이나 푸난(캄보디아)이 적극적으로 양나라에 사싞
을 보내고 사리륷 바쳤던 때.



한국 : 익산 미륵사지 석탑, 황룡사지 석탑, 붂황사 모전석탑, 감은사지 석탑에서
발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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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향과 향목

Agalloch and aromatic tree



일본 정창원(正倉院, Shosoin) 향목 - 동남아산 나무(756년 이전 유입).



텐지(天智) 천황 9년(671)에 천황이 법흥사(法興寺)에 가사와 금발(金鉢), 상아, 전단향
을 하사



한국에서 발견된 향목
1. 칠곡 송림사 전탑 : 7개의 향목(정향, 침향), 보리수 열매 1개. 7CE 후반

2. 불국사 서석탑 : 향목 발견(국보 지정), 유향(Olibanum), 골향 등 향 4포. 8CE
3. 미륵사지 석탑 : 향목편


834년 흥덕왕은 비취모, 공작미(孔雀尾), 슬슬, 대모 등의 사치를 금한다는 금령(禁令)

을 내림. 진골 이하의 신분은 대모로 만든 장식, 자단(紫檀), 침향목을 수레에 쓰지 못한
다거나 진골 이하 여인의 슬슬 빗을 금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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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각종 향과 향목, 몰약이 들어왔을 것.



5세기부터 읶도네시아는 장뇌, 후추, 소합향 등을 중국과 거래



중국과의 향, 향목 교역이 가장 홗발했던 것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양서>｢제이전｣ 임읍에서 침목향이 나는데 „그 나무륷 베어 수년갂 쌓아
썩혀서 속 마디맊 남게 하면 이륷 물에 넣어도 뜨지 안고 가라앇기 때문에
침향이라 부르고 그 중 가라앇지도 뜨지도 안는 (낮은 품질의) 향을 잒향
(棧香)이라 부륶다‟.



싞라에 유입된 침향이 중국에서 하사품으로 죾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생산
지는 참파나 캄보디아였을 가능성.



『삼국유사』탑상편 ｢前後所藏舍利｣-부처의 어금니 사리가 들어있는 가장
앆쪽의 합이 침향으로 맊듞 침향합이었고, 그것을 다시 금합과 은합이 감
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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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이래 베트남 중부와 캄보디아에서 중국에 막대한 양의 침향을 공급했고, 이것
이 하사품의 형태로 중국 각 지방과 우리나라, 읷본에 전해졌을 가능성.

•

518년 갂타리에서 향약(香藥), 530년과 535년에는 탄탄(丹丹)이 향약 공헌.

•

529년 판판이 침단향 수십 종, 534년에는 천당향(詹糖香)을 보냄.



침향 등의 각종 향은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져옴



싞라가 향을 처음 접한 시점, 각종 석탑 출토품의 납입시점은 동남아시아와 양과의
교류가 증대되었던 무렵과 읷치.



향의 유입과 수요의 증대는 불교문화의 대중화, 의례의 증가와 맞물려 활성화.

•

왕궁리 오층석탑: 옥개석 상면 사리공에서 청동방울, 첛편, 향목 발겫.

•

미륵사지 석탑: 2009년, 금제발원문과 사리장치, 향목 발겫



7C에 불전에서 공양을 위해 향을 피우고, 탑에 봉헌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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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물품의 교역과 물질문화 연구


향목 맊이 아니라 다양한 사치성 물품이 싞라에서 쓰임. 금은보석이 아니지맊
애초에 한반도에서 나지 안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특산품들로, 희귀성으로 읶
해 가치가 높아짂 것들.



<매싞라물해(買新羅物解)>, 752년, 김태렴 거래



엔닊(圓仁): 바람을 잘 타면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한반도 남부까지 3읷 걸림.
8C, 광조우에서의 과도한 수탈로 맋은 상선들이 교지, 즉 하노이로 이동함.
792년 영남의 주지사는 “최귺에 값짂 물건들이 모두 안남으로 갂다. 중앙에서
관리륷 보내 (앆남의) 시장을 닫아주길 바띾다”는 청원.
싞성을 담보하는 물질적 매개물은 단순한 물성을 지닊 것들을 „불교적 물질‟로
전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아짐.
=> 동남아시아와의 직갂접적 해상 교류는 물품을 사고파는 교역에 그치지
안고, 다양한 문화의 전파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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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이 왕묘와 중앙 유라시아
- 아르잔 고분군

- 김종일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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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발굴조사와 동서교류
- 러시아 투바 공화국 아르잔 고분군 조사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일

- 65 -

Ⅰ. 머리말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폭증

- 일부 지자체의 의욕적인 실크로드 사업: 과연 성공적인가?
 중국의 일대일로전략: 정치외교, 경제적 측면과 함께 학문적 파급효과.
 정치적, 경계적 관심 이면에 유라시아 문화교류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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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교류의 사례 1

김부타스의 쿠르간 문화의 확산

기원전 3100-2600년 경 Yamnaya 문화의
확산과정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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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시아 SM 무덤군 30호 무덤

신타시타 12호 무덤 출토 전차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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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에 탄 람세스 2세가 시리아의 성채를 공격하는 모습

전차에 탄 아수르나시팔 2세

하남성 안양 은허 4 곽가장 M52 출토 상대 전차

히타이트의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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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교류의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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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목경제 혹은 유목 사회의 등장 자체가 이미 농경사회와의 교역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한 상업적 목적의 (재화의) 교환이나 거래 외에
정치 외교적 목적의 조공 혹은 사여 등의 형태를 띨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주나 문화접변, 그리고 문화동화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와 물질문화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장기사적 관점의 연구는 실크로드의 역사를 정치체 혹은 문명권 사이의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태적 환경 사이의 교류의 역사로 봄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생태적 환경의 형성과 변화가 실크로드의 형성에 끼친 영향에 주목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실크로드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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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연구의 중요성
• 최근 세계 고고학에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 (흑해-카스피 해
연안 및 코카사스 지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됨
• 몽골, 우즈벡, 카자흐스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활발한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이 지역의 선사 시대 문화는 유럽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
문화에 커다란 영향
• 말의 사육화, 전차의 도입, 금속기의 발명과 확산, 도시
문명화 등등
• 예를 들면 마리아 김부타스의 쿠르간 가설 (인도 유럽어족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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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연구의 중요성
•

쿠르간은 청동기 시대 이래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유목사회와 농경사회, 중앙
유라시아의 동과 서의 문화적 교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

유라시아 중부 및 동부 - 스키타이, 사카, 오손, 흉노 - 로 이어지는 유목민족의
활동과 발전과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
•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한국 학자들에 의한 쿠르간 조사의 본격화 몽골의 흉노고분 조사에서 시작하여
아제르바이잔의 청동기시대 쿠르간 조사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고고학계가 쿠르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문제,
삼국시대 고분 출토 외래계 문물의 실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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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ythian and ”Sauromatian” archaeological cultures

Источник карты: Национальный атлас России. Т. 4.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М.: Роскартография, 2008. С.34-35
(специальное содержание карты разработано А.Р. Канторовичем и С.В. Кузьминых), Фрагмент на с.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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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연구의 동향

발굴조사
해외 발굴 조사 현황 ①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기관

국가

러시아

국립문화재연구소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적

조사 성격

아무르강 수추섬

신석기시대

(2001～2003)

(발굴조사)

볼로치까 유적

초기철기시대

(2003～2005)

(발굴조사)

연해주일대

발해유적

(2006～2009)

지표조사

西 아무르 유역

말갈시기

(2007～2009)

(발굴조사)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신석기, 중세고분

(2007)

(발굴조사)

연해주일대

얀콥스키문화, 발해유적

(2007～2011)

(지표조사)

해외 발굴 조사 현황 ②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기관

국가

몽골

유적

조사 성격

셀렝게강, 헤를렝강 유역

유적분포

(1977)

(지표조사)

헨티 아이막 일대

흉노무덤분포

(1997～1998)

(지표조사)

도르릭나르스 유적

흉노무덤

(1998～)

(발굴조사)

헨티 아이막 우글릭칭골 유적

흉노무덤

(1998)

(발굴조사)

투브 아이막 모리트솜 유적

청동기시대 적석유구

(1999)

(발굴조사)

호스틴 볼락 유적

토기, 기와가마

(1999)

(발굴조사)

소콜롭카 유적

발해유적

(2007)

(발굴조사)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

발해, 말갈유적

(2007～2009)

(발굴조사)

연해주일대

선사, 고대, 중세유적

(2008～2009)

(지표조사)

호드긴 톨고이 유적

흉노무덤

돌고예 오제로 유적

노보페트로브카 문화

(2001)

(발굴조사)

(2008)

(발굴조사)

콕샤로프카

발해유적

모린 톨고이유적

흉노무덤

(2000)

(발굴조사)

국립중앙박물관

(2008～2011)

(발굴조사)

東 시베리아 유적

유적분포

(2010)

(지표조사)

고아 도브 유적

흉노성곽

시넬니코보1 유적

발해유적

(2013～)

(발굴조사)

(2016)

(발굴조사)

스타로레첸스코예 유적

발해유적

하틴성 바이꼬이 유적

청동기시대

(2017)

(발굴조사)

(2012)

(발굴조사)

알타이 파지릭 고분군

스키타이 무덤

(2009～2010)

(지표조사)

하노이 딘짱 유적

청동기시대

고비～알타이지역

유적분포

(2010)

(발굴조사)

(2010)

(지표조사)

하노이 마째 유적

동썬문화

알타이 파지릭고분군

흉노시기

(2016～)

(발굴조사)

(2009)

(발굴조사)

카라테파 유적

쿠샨 왕조 불교사원

(2011～2014)

카타르토베 유적
(2016～)

베트남

(발굴조사)

사카～오손시기 무덤
오손시기 무덤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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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굴 조사 현황 ③ 기타 국립기관
발굴조사기관

국가

유적
연해주 일대

조사 성격

북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직지성보박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몽골

러시아

발굴조사기관

국가

발해유적

유적

조사 성격

콕샤롭카

발해절터

(2006～)

(지표조사)

(1993)

(발굴조사)

크라스키노 성

발해유적

크라스키노 성 일대

발해고분

(2006～)

(발굴조사)

(1993～1994)

(발굴조사)

청진 부거리 유적

발해고분

헨티 아이막 오스틴 덴즈

신석기시대

(2008～2010)

(발굴조사)

(1993)

(발굴조사)

우르항가이 아이막, 텝

선사시대 암각화,

헨티 아이막 오스틴 암

청동기시대 판석묘

씨 올 일대

사슴돌, 돌궐비문

(1993)

(발굴조사)

(2006～2007)

(탁본조사)

바론 하이르한

역사시대 적석묘

(1993)

(발굴조사)

크라스키노 성

발해 불교사원

러시아
동북아역사재단

해외 발굴 조사 현황 ④ 대학 제외 민간 차원

대륙연구소

노보페트롭카유적
(2003～2005)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

러시아

몽골

신석기시대주거유
적
(발굴조사)

한국미술사연구소

러시아

(1998)
살비르 유적

한국유라시아
고고학연구회

(2009～)
아제르바이잔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중앙문화재연구원

마한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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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굴조사)

디자흘르 쿠르간

청동기시대 쿠르간

(2014～2016)

(발굴조사)

오르닉 쿠르간

오손 쿠르간

(2016)

(발굴조사)

라하트 쿠르간

오손 쿠르간

카자흐스탄

대한문화재연구원

동서문물연구원

(발굴조사)
코카시아 알바니아 왕

몽골

(2017)

(발굴조사)

치헤르틴 저 고분군

흉노무덤

(2016～2017)

(발굴조사)

해외 발굴 조사 현황 ⑤ 대학교(부설 연구소) 차원

발굴조사기관

국가

유적
크라스키노 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러시아

탄자니아

조사 성격
발해유적

(2003～2008)

(발굴조사)

체르냐치노5 고분

발해유적

(2003～2008)

(발굴조사)

체르냐치노2 유적

옥저, 발해 주거유적

(2003～2008)

말갈무덤(발굴조사)

이시말라 유적

구석기시대

(2003)

(발굴조사)

길란 야르살만 동굴 유적

구석기시대

한양대학교
이란

(2007～2008)

발굴조사)

베트남 북부지역 일대

유적분포

(2002)

(지표조사)

항쪼유적

호아빈문화

(2004, 2006)

(발굴조사)

투브 아이막 에르드네 유적

청동기시대 판석묘

(2006)

(발굴조사)

헨티 아이막 라샨하드 유적

구석기시대

(2011)

(발굴조사)

아르잔․칭키테이 쿠르간

스키타이

(2018～)

(발굴조사)

히샤르 라키가리 유적

하라파 인더스 문명

(2015)

(인류학적 조사)

트로이 유적

유적분포

(2017)

(지표조사)

베트남

서울대학교
몽골

몽골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서울대학교

러시아

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인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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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연구의 중요성
문제점
1.
2.
3.
4.

외국의 쿠르간 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쿠르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강조;
이에 따른 국수주의적 해석. 한민족 기원, 신라 왕실의 기원과 관련시키는
경향;
중장기적인 문제의식과 이론의 부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한국 고고학 및 고대사의 공간적 활동 무대를 단순한 영토나 영역의 차원이
아닌 문화의 교류나 교역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한 국 고 대 사 의 주 요 정 치 체 들 의 중 요 한 문 화 교 류 의 대 상 인 중 앙
유라시아지역의 정치체의 형성과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지역 정치체와 문화 교류를 반드시 한반도의 그것과 관련 지어
살펴보는 대신 그 자체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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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유라시아에서 기원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어 간 쿠르간은 청동기 시대
이래 중앙 유라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축조되어 감.
-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흑해 연안 지역에서부터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스스탄을 포함하는 알타이 지역, 그리고 천산 산맥과 몽골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에 최소 수 만기 이상의 쿠르간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흑해 연안 지역의 쿠르간 가운데 스키타이 족의
무덤으로 추론되는 쿠르간이 특히 주목되며 이러한 스키타이 족의 무덤 축조와
장례 풍습에 대해서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그 일단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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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의 무덤들은 게르로스인들의 나라에 있는데， 보뤼스테네스 강이
처음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지점에서 멀지 않다. 왕이 죽으면 그곳
땅에 큰 사각형 구덩이를 판다. 구덩이가 완성되면 전신에 밀랍을 바른
시신을 수레에 싣는다. 그 전에 시신의 배를 절개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으깬 생강， 향료， 파슬리 씨, 아니스를 넣고 다시 봉합한다. 그런
상태로 시신을 수레에 싣고 다른 부족들에게 간다. 시신이 도착하면 그
곳에 사는 부족은 시신을 받아들이며 왕령 스퀴타이 족이 했던 것과 같
은 짓을 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귀를 일부 자르고， 삭발하고， 팔에 둥글
게 칼자국을 내고， 이마와 코에 칼금을 내고， 화살로 왼손을 꿰뚫는다.
거기서 왕의 시신은 수레에 실려 스퀴타이 족의 영토 안에 있는 다른 부
족에게 가고， 시신이 먼저 들렀던 부족민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고나서 시신을 싣고 예속 부족들을 일주한 다음， 그들의 지배를 받는 부
족들 가운데 가장 멀리 사는 게르로스인들의 나라에 있는 장지
에 도착한다. 시신을 그 곳 무덤 안 침상에 안치하고 나서 시신의 오른쪽
땅에 창들을 꽂고， 그 위에 나무 널빤지들을 걸치고 갈대를 엮어 만든
지붕을 인다. 무덤 안에는 아직도 빈 공간이 있는데 ， 거기에는 왕의 후
궁 중 한 명， 술 따르는 자， 요리사， 마부， 집사，사자 한 명씩을
교살하여 순장한다. 그리고 그의 말 몇 필과 재물 일부와 황금 잔 몇 개
도 함께 묻는다. 스퀴타이 족은 그런 일에는 은과 청동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거대한 봉분을 짓기 시작하는데， 되도록 봉분을 크게 지으려고
서로 열심히 경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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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뒤 그들은 또 다음과 같이 한다. 아직도 살아 있는 왕의 시종 가운데
이들은 모두 토박이 스퀴타이 족이다. 왕이 부르는 자는 누구나
왕의 시종이 되는 것이며 왕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일은 없다- 가
장 훌륭한 지들 50명과 왕의 준마 50필을 목 졸라 죽인다. 그들은 말들
의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 왕겨를 채워 넣고 다시 봉합한
다. 그런 다음 수레바퀴를 반쪽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의 반쪽은 둥근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두 개의 말뚝에 고정시키고， 수레바퀴의 다른
반쪽은 다른 두 개의 말뚝에 고정시킨다. 그런 식의 틀이 몇 개 더 만들
어진다. 그러고 나서 말들의 목속에 목 있는 데까지 막대기를 길게 박
아 넣은 다음， 말들을 반쪽 수레바퀴들 위에 올려놓는다. 앞쪽의 반쪽
수레바퀴들은 말들의 어깨를 받쳐주고， 뒤쪽의 반쪽 수레바퀴들은 뒷다리
근처의 배를 받쳐준다. 네 개의 다리는 허공에 매달려 있다. 말들
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달고 나서 고삐는 앞쪽으로 당겨 말뚝에
맨다. 그 다음 그들은 교살된 50명의 젊은이들을 각각 말 동에 앉히는
데， 이때 젊은이들의 척추를 따라 목 있는데 까지 곧은 말뚝을 박아넣
는다. 그리고 이 말뚝의 아래로 돌출한끝부분은 말에 수평으로 박아 놓
은 말뚝에 내놓은 구멍에 맞게 되어 있다. 그들은 이들 기수들을 무덤
주위에 빙 둘러 세운 다음 그곳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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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왕을 그렇게 매장한다. 그러나 보통 스퀴타이 족이 죽으면 그의
가까운 친척들이 고인을 수레에 싣고 고인의 친구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면
친구들은 저마다 고인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맞아들여 접대하고，고인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음식을 내놓는다. 보통사람들의 시신
은 그렇게 40 일 동안 실려 다니다가 매장된다. 장례를 마친 뒤 친척들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몸을 정화한다. 먼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서 도로 씻어낸 다음 증기욕으로 몸을 깨끗이 한다. 증기욕을 하기
위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한다. 세 개의 막대기를 서로 기대어 세
우고 그 위에 모전 담요를 씌운다. 그곳은 되도록 밀폐되게 한다. 그리
고 막대기들과 모전 담요로 밀폐된 공간에 대야를 넣어두고 그 대야에
발갛게 단 돌맹이들을 던져 넣는다.
스퀴타이 족의 나라에는 칸나비스라는 식물이 자라는데， 더 굵고 더
키가 크다는 것 말고는 아마와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자생하기도하고
재배되기도 하는데，트라케인들은 그것으로 아마포와 비슷한 옷을 지
어 입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아마로 싼 옷과 칸나비스로 짠 옷
을 구별할 수 없다. 칸나비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을
아마옷으로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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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타이 족은 이 칸나비스의 씨들을 갖고 모전 담요 밑으로 기어들어
가 발갛게 단 돌맹이들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러면 돌맹이들 위의 씨들에
서 연기와 증기가 나기 시작하는데，헬라스의 어떤 증기탕도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스퀴타이 족은 그 증기가 좋아서 비명을 지른다. 그
들은 그것으로 목욕을 대신하며 물로 몸을 씻는 일은 없다. 그러나 스
퀴타이 족 여인들은 삼나무와 노간주나무와 향나무를 거친 돌 위에다물을
섞어가며 갈아 으깨다가 걸쭉한 반죽이 되면 얼굴과전신에 바른
다. 그것은 여인들을 향내 나게 할 뿐 아니라， 다음날 반죽을 떼고 나면
깨끗하고 윤기 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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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덤 내부 구조의 경우, 구체적으로 무덤 곽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시상이 놓이고 부장품과 순장자들이 같이 묻힐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곽 혹은 무덤 방이 마련되며 그러한 곽 혹은 무덤 방의 상부는
나무와 갈대로 지붕을 만든다는 점과
둘째, 말과 사람의 순장이 행해졌으며,
셋째, 엄청난 양의 부장품은 부장하지 않지만 청동이나 은 대신 황금으로 만든
잔, 그리고 수레 혹은 수레바퀴 등이 포함되며,
넷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예를 들어 일년 후) 시종과 말, 그리고 수레바퀴의
순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진다. 즉 추가장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봉분의 규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여섯 째, (아마도 남성들은)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이자 일종의 정화 의식으로
대마씨를 이용한 증기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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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 족 외에도 중앙 유라시아 동쪽 지역으로도 스카타이
계 열 의 쿠 르간 들 이 발 견되 고 있 다 . 특 히 카 자 흐스 탄 과 키 르기 스 스 탄 의
세미레치에(제티 수) 지역에 다수의 쿠르간이 분포하는데, 이 쿠르간들의 조영
집단으로는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사카(塞)와 우순(烏孫)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알타이 및 천산 산맥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소위 ‘얼음 공주’의 발견으로
유명한 파지리크 고분군, 베렐 고분군, 이식 고분군, 그리고 최근 엄청난 발굴
조사 성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투바 공화국의 아르잔 고분군 등

•

현재의 몽골국과 중국 내몽골자치구에 분포하는 쿠르간은 흉노와 많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쿠르간에 대한 정리와 연구는 흉노 무덤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흉노의 쿠르간은 서로는 알타이 산맥 동부, 동으로는 도르노드 대초원,
북으로는 홉스골의 산악지역, 남으로는 고비사막 북부에 걸쳐 있으며 대체로
60개 정도의 유적군이 확인되었다.

- 87 -

•

쿠르간의 입지는 산의 남과 북의 사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는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중앙 유라시아에 비해 봉토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오히려 내부의 매장주체부를 강조하는 경향성이 엿보인다.

•

매장주체부는 묘도를 갖춘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는 피장자의
신분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매장주체부는 토광, 석관, 목관,
목곽으로 나뉘며 그 규모와 깊이에서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부장품은 성별,
연령, 신분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대부분은 성인, 그리고 한 사람을 매장한
단장묘이다. 부장품 중에는 토기와 무기, 마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동물의 유체를 함께 매장한 경우도 많다.

•

그 중에는 한경, 칠기, 마차부속품, 청동그릇 등 한대(漢代) 유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양국 교섭의 양상을 반영한다. 이외에 박트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제작되었거나 그 영향을 받은 물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중앙
유라시아를 통한 원거리 교섭의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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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잔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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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크티 쿠르간 출토 황금인간 복원도

이식 쿠르간 황금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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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잔 고분군의 칭게타이 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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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инге-Тэ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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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라시아 쿠르간 데이터 베이스의 중요성
•

중앙 유라시아 주요 정치체들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인 쿠르간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가 매우 중요

•

이들 쿠르간의 고고학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 리 정 보 시 스 탬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과 결 합 하 여
공간정보를 포함한 쿠르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외국 학계와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며 한국학계가 중앙유라시아 쿠르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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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간 연구의 연구 대상 및 연구 체계
•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청동기시대-고대 시기(흉노시기)의 쿠르간을 대상으로
함

•

여기에서 쿠르간은 봉토나 분구를 갖춘 무덤이라는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일종의 지하실 횡혈묘인 카타쿰을 비롯하여 목실이나 목곽 등 다양한
매장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즉, 서로는 유럽, 동으로는 몽골에 이르는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 분포하며 시
기, 평면형태, 봉토의 재료, 내부 매장시설의 구조와 재료, 축조 주체의 종족
성 (ethnicity)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임

•
•

쿠르간이 처음 출현한 지역은 코카사스 북쪽의 초원지대로 추정됨
다양한 종족 (혹은 민족)의 이동 (e.g. 스키타이)과 분화에 따라 쿠르간 문화
도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현재까지 확인된 쿠르간은 최소 수 만기 이상이며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 등
을 통해 초원길을 통한 동서 교섭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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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간 분포
• 쿠르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간 정보화
*
*
*
*
*
*
*

주요 대상 지역의 선정
고고학적, 지형학적, 공간정보의 수집
정보의 분석과 범주화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와 입력
데이터베이스의 검토와 조정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지도화
공간적 상관성과 의미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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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시 자료의 분석

•

고고학 자료의 속성은 전체 정보 외에
외부 정보와 내부정보, 묘주와 부장품,
그리고 출처를 포함하는 6개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의
대분류 안에 세분류로 구분

•

세 분류에 해당하는 속성들 을 어 느
단계까지 세분해야 하는 지와 이렇게
세분된 속성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관찰 가능한 모든 속성들을 포괄하지
못하며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속성
(혹은 같은 속성에 대한 다른 방식의
표현)이 발견되는 까닭에 연구가 연구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속성의
분 류방식 과 기준에 대한 지 속적 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속성들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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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싱과 데이터베이스 결과물
• 엑셀을 이용하여 입력과정을 거친 원자료 (혹은
원시자료)는 원시자료에서 원하는 특정 정보나 문자열을
가져오는 데이터파싱과 오류 검사를 거쳐서 분리해야 할
항목과 병합해야 할 항목들을 설정
• 원시 자료는 구조화된 문서인 XML 문서로 생성
• XML 문서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계층적 관계를 그대로
표상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포맷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최종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직관에 알맞은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문서 구조
• XML 문 서 로 생 성 된 데 이 터 베 이 스 는 XSL(XML
Stylesheet Language)를 통해서 보고서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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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설정과 점사상 지도의 생성
- WGS1984 타원체의 좌표계 사용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좌표계로서, 현재 Google의 지도와 어스 서비스 또한 WGS1984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고, GPS의 경우, WGS1984 타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속성자료에 정의된 x, y값들을 ArcGIS의 ‘Make XY Event Layer’
툴을 사용하여 지도상에 나타냄. ‘Make XY Event Layer’는 새로운 점
사상의 지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속성자료에서 정의된 각각의
무덤자료에 대한 XY좌표를 그에 해당하는 좌표계에 맞추어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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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쿠르간 공간정보의 일부
● 이러한 방식으로 속성별로, 그리고 다양한 속성들의 조합을 기준으로 쿠르간의 공간
분포를 그려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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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간 공간적 분포와 문화교류
•

•

유 라 시 아
쿠 르 간 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와
구축
GIS
기 반
구축을 통해
쿠르간의 공간
분포를 통해
쿠르간의 분포
패 턴 (e. g.
군집화 경향),
고분군의 규모,
입지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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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자기상관관계와 핫스팟 분석
1. 이 렇 게 구 축 한 지 리 정 보 체 계 를 이 용 하 여 공 간 적 자 기 상 관 분 석 (Spatial
Autocorrelation; Moran’s I)과 핫스팟 분석을 시도
2.공간적 자기상관관례 : 사건 및 현상이 공간적으로 군집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군집으로 인한 공간적 이질성을 나타냄
3.파일럿 분석으로서 청동기 부장품와 남성 인골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Moran’s I값은 0.108로 청동기 부장품을 포함하는 무덤은 군집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신뢰수준 99%에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음
4.핫스팟 분석에서는, 청동기 부장품과 남성 인골이 존재하는 무덤이 밀집될수록
핫스팟이 발생하고, 존재하지 않는 무덤이 밀집될수록 콜드스팟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중국 북부지역에서 핫스팟이 발생하고 몽골지역에서는 콜드스팟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5. 이 경우, 무덤의 위치와 인접한 무덤의 속성 값을 반영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청동기 부장품이 있는 무덤이라 하여도 콜드스팟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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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부장품 유무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좌)와 핫스팟 분석(우)

남성 인골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공간적 자기상관지수(좌)와 핫스팟 분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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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앞으로의 연구방향
•

일차적으로 각지의 쿠르간을 그 지역의 역사적 혹은 고고학적
맥락에서 파악한다는 전제 아래 학제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가설의
수립과 검증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고대 한국의 고분 문화가 유라시아 쿠르간 문화의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쿠르간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과 고고학, 언어학, 인류학, 지리학과 같은
다학제간 연구 조직, ODA 사업과 같은 국가적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네트워크 (e.g.실크로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107 -

- 108 -

실크로드를 통해 본 한국의 고대 교역
- 아제르바이잔 가발라 유적

- 권오영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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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길과 사막-오아시스길을 통한
고대 한국의 대외 교섭

권오영(서울대 국사학과)

1. 고대 한국은 섬나라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사 시간에 배운 대외관계에 대해 떠올려 보라 주문
하면 백이면 백 모두 중국과 일본을 떠올릴 것이다. 고대 대외관계사는 한중
관계사와 한일관계사만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페르시아 문명,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투르크 문명이 고대 한국문
화와 상호 교류하였다. 한국 고대 교섭사의 공간적 범위는 동북아시아로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
장된다.
고조선의 대외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한나라에만 머

물러 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라는 시야를 넘어
서서 유라시아 동부라는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
한다. 한이라는 초강대국과 싸운 세력은 동쪽의 고조선뿐이 아니었다. 북쪽
에는 흉노가 있어 한을 압박했고, 서쪽에는 오손, 월지, 사카란 세력이 있었
다. 미얀마 쪽에는 퓨라고 하는 종족이, 중국 운남성 지역에는 디안이, 그리
고 지금의 중국 광동, 광서, 베트남 북부에는 남월이, 복건성에는 민월 등이
마치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를 둘러싼 진돗개 무리처럼 한을 둘러싸고 계속
해서 연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이것이 실상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동북아시아만을 보도록 강요받아 왔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 때문에 한과 경쟁
했던 고조선을 조망하며 ‘외로운 동쪽의 섬나라’였던 우리의 처지를 한탄
해 왔다. 그러나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보면 우리만 그토록 외로운 항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과 같은 시기에 고대국가를 만들어 가면서 비슷
한 운명에 처했던 여러 세력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국
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동쪽의 고요한 은자의 나라가 아니라 유라
시아 대륙의 동쪽에 자리 잡고 유라시아 곳곳의 이웃들과 다양한 교섭을 했
던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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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민족론의 옷을 벗고 다문화 시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교육은 고대 우리 사회를 단일민족이라 표현하며 순
수하고 때 묻지 않은 민족으로 그려왔다. 그러나 그런 민족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 고립된 섬에서 생활하며 근친혼, 족내혼으로만 혈통을 이어왔다면 가
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열성 인자의 출생률이 높아져
그 집단은 쇠락하였을 것이다.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혼혈의 비율이 낮고, 오래 전부터 이런 형태의 얼굴 생김새가 형
성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역사학자들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림 1> 유라시아 대륙
게다가 현재의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전체의 3.4%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이다.
초, 중, 고를 합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122,212명이고 국적별 비율은 베
트남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경우가 29.1%(35,568명)로 으뜸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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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의 진학률은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도 부산지역 통계를 보
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82%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18%의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중학교 진학률은 48%. 고등학교 진학률은 75%다.
수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
는 한국사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라도 현행 역사교
육을 받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며, 단일민족’이
라는 주장에 접하면 ‘나는 누구지?’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극에서 연개소문이 당나라 군대의 목을 베고 환호하는 장면을 볼 때, ‘엄
마, 우리는 중국에서 왔는데, 그러면 우린 이 나라의 적이야?’라고 묻지 않
았을까? 이런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동 대응해야겠지만, 단일민족설
을 강조하는 역사 연구와 교육이 우리 국민의 통합성을

헤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이라 정리되는 일대일로 정책
은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고, 아프리카까지 이어
지는 바닷길, 여기에 초원길과 사막, 오아시스로 통하는 모든 길을 장악하겠
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한국도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표방하며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조응하는 역사교육은 어때야 하는
가? ‘동쪽의 조용한 은자의 나라’, ‘순수한 단일민족’이라는 우상, ‘고
대에 우리 교섭 상대는 중국과 일본뿐’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 한다.
쇄국을 국시로 삼던 19세기 말도 아닌데, 21세기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에
게 이런 역사관을 심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다. 21세기를 주도할
후손들에게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시각을 전해줘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그 공격적인 속성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
으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전략은 상호공존을 원칙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
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역사학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과
거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교류의 모델들을 찾아 내어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코리안의 정체성이 태어난 장소와 얼굴 형태, 핏줄을 통해서 정
해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리안의 인종적 스펙트럼은 훨씬
넓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총 들
고 밤을 새는 젊은이들의 얼굴 모습은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가락국기에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락국
수로왕의 배필이 되는 내용이 등장한다. 발표자 역시 과거에는 허무맹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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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김해에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김해에 거주하
고 있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위해 “가야의 왕
비도 바다 넘어 저 먼 곳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 하나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될까?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해 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함께 풀어야 하겠지
만, 역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3. 신라 황금대총과 카자흐스탄의 연관성
카자흐스탄은 중앙 유라시아의 강자로서 한반도의 12배나 되는 드넓은 영
토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다. 동남부 쪽에는 키르키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곳
을 러시아 말로 세미레치예라 부른다. 이곳은 과거 사카와 그 뒤를 이은 오
손 종족이 살던 곳으로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흘러 내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의 고대사, 고고학 연구자들이 사카와 신라 유적간의 유사성
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황남대총(좌)와 이식 쿠르간(우)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황금인간전>에서는 기원전 6세기에 살
았던 사카족 10대 소년 왕자의 무덤, 즉 쿠르간에서 출토된 부장품을 전시했
다. 그런데 이 무덤은 구조와 부장품이 5세기 무렵 신라 왕릉인 황남대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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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문제는 두 유적 사이에는 천 년이 시간 차
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 지역의 유사성을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
은 점이 많다. 사카와 오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훈족의 문화에 관심을 가
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원후 3～4세기 무렵 세미레치예를 장악했던 훈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황
금 데스마스크는 3개의 나뭇가지를 묘사한 무늬와 신라 금관과 상통한다. 새
가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은 띤 관 장식은 신라의 새날개 모양 관 장식과 판
박이처럼 닮았다. 경주 계림로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화려한 보검은 카자흐
스탄 북부의 보로보예란 곳에서 출토된 훈족의 보검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
다.
그러나 극단적인 전파론에 빠져 신라인이 흉노족의 일파였다든가, 북방 유
목민 출신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원거리 교섭의 실상을 밝히려
는 시도가 필요하다.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은 카자흐스탄의 연
구자들과 팀을 조성해 세미리치예 지역의 쿠르간을 발굴하였다. 내심 목적은
사카나 오손이 아닌 훈족의 무덤을 조사하고 싶었으나 용이하지 않았다. 사
카나 오손의 무덤은 경주의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처럼 동산같은 봉토가 쉽게
보이는 데 반해, 훈족의 무덤은 큰 봉토가 사라지고 땅을 수직으로 파고 들
어가다 수평으로 파서 방을 만든 카타콤 구조라서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언
제가 한국인 연구자의 손으로 훈족의 카타콤을 발굴하여 신라와 유사한 황
금 유물이 출토되는 낭보가 나올 것이다.

4. 소그드족의 벽화에 등장한 고구려인
중국 서안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로마로 이어지는 실은 황량
한 사막길이 대부분이다. 중간 중간 점처럼 분포하는 오아시스를 징검다리로
삼아 이어지는 여정은 낭만적이기보다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장사치들을 대상, 캬라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다다른 목적지에
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을 것이다.
사마르칸트는 우즈베키스탄 동부를 흐르는 아무다리야강 유역에 있는 도시
로 과거에는 티무르제국의 수도이다. 티무르란 인물이 세운 이 나라는 시간
적으로 우리의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되는데 중앙아시아의 초강대국이었다.
명나라를 침략하던 중 1405년 티무르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만약 그의 명나라 원정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동북아시
아 역사는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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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무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수도인 사마르칸트, 현재 우즈베키스탄 수도
인 타슈켄트, 부하라 칸국이라는 독립국가의 수도였던 부하라 등지는 원래
소그드족들이 살던 도시국가였다. 소드그족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입에다
꿀을, 손에는 아교를 바른다고 한다. 그 이유는 꿀처럼 달콤한 말로 상대방
을 현혹해 돈을 벌고, 한 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놓치지 말라는

뜻이라

고 한다. 이들은 이 어린 시절의 배움을 교훈 삼아 천하제일의 장사꾼으로
자란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물론 신라와 일본까지 진출해 장사를 벌였던 이
들이 바로 소그드족이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은 대개 소그드와 투르
크, 몽골의 혼혈인데, 타고난 장사꾼이다.
사마르칸트에 아프라시압이라는 언덕이 있는데 이 곳은 7세기 후반에 존재
하던 한 소그드 도시국가의 궁전이 있던 곳이다. 발굴 결과 궁전을 치장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던 소그드의 왕,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서돌궐의 우두머리를 그린 벽화이다. 벽화에는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코끼리를 타고 온 인도인, 곤돌라에 앉아 있는 중국 귀부인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사절단의 모습을 그린 부분에서 소그드족
도 아니고 투르크족도 아닌 동양인 두 명이 등장한다. 다른 사절들보다 키가
약간 작은 그들은 머리에 쓴 조우관과 차고 있는 칼의 모양을 통해 고구려
인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였는데 점증하는
당나라의 군사적 침략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 소그드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5. 동북아시아에 들어온 소그드인들
자국의 국익을 위한 이합집산이 무궁무진하게 반복되는 살벌한 외교무대에
서 대한민국이 살아 남으려면 항상 우리 편을 들어주는 국가가 셋 이상 필
요하다고 한다. 이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중앙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
일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주변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는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을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다. 광활한 영토와 환경, 가스, 석유같은 자원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풍부한 인적 자원, 자본과 기술력은 그들이 우리를 부
러워하는 원천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혹은 투르크 벨트는 역사적으
로나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소중한 파트너이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아프라시압 벽화가 국사 교과서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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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2019년부터 ODA 사업의 형태를 띠고 국내 문화재 조사기관이 사마르칸트
에 있는 소그드족의 도시국가 성곽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
내 학계에서는 불모지나 다름 없는 소그드의 역사와 문화가 대한 자료와 정
보가 축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실 우즈베키스탄 고대 유적 조사에
서 한국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지대인 테르메즈지
역은 고대 박트리아의 북부 중심지이고 쿠샨왕조시기의 불교 사원이 밀집되
어 있는 곳이다.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
측과 공동으로 카라 테파라고 불리는 불교 사원을 발굴조사하게 되었다. 이
유적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것이어서 외국의 조사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
을 정도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국의 공동조사는 3년 만에 중도 하차로 끝났다. 근본
적인 원인은 왜 우리가 이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민족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떨칠 유적”이
었다면 정치권과 언론계, 국민일반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왜
우리 국비를 외국 유적 조사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명쾌히 설명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지와 조급증으로 인해 카라 테파 사원 조사는 그렇데 무산되었다.
10년 정도 끈기를 갖고 조사하였다면 우리나라 초기 불교 전래의 중요한 역
사를 알게 됐을지도 모를 일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울러 양국의 공동조
사와 교류협력도 중단되었다. 그런데 극적으로 사마르칸트 조사가 시작되었
으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호희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당으로 들어가 예술과 공연에 종사한 소그
드족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장안(지금의 서안)은 당나라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국제도시였다. 호희가 추는 호선무라는 춤을 보기 위하여 귀족 자
제들이 재산을 탕진하여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다고 한다. 호복과 호모를 착
용한 호인의 이미지는 당나라 무덤에 부장된 인물 삼채용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상인의 모습, 즉 호상이거나 완력이 센 무사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
듯 국제 도시 서안에는 복장, 음악, 음식 등 많은 분야에서 소그드와 페르시
아의 호풍 문화가 크게 유행이었다.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동정했을 때 혼인한 현지의 여성도 소그드인이고, 당나라를 뒤흔든 안
록산-사사명의 반란을 주도한 안록산 역시 소그드와 돌궐의 혼혈이었다.
소그드와 페르시아 상인들, 즉 호상은 과연 장안까지만 진출했을까? 작은
이윤이라도

천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장사꾼의 속성을 볼 때 이들은 한반

도와 일본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흙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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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는 호인의 모습이 나타나며, 원성왕릉 앞에는 터번을 쓰고, 눈이 쑥 들
어가고, 수염은 곱슬곱슬한 근육질 서역인 모습이 돌로 조각되어 있다. 당나
라의 서안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경주에도 다양한 외국인들이 살았기에 처용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고대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를 경험하였
다.

6. 신라에서 왜 페르시아 그릇이 발견됐을까?
경주의 신라 무덤에서 출토된 유리그릇은 신라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대
부분 로만 글라스와 페르시안 글라스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로만 글라
스는 로마의 영토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 만든 유리그릇인데 시리아나 에
집트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황남대총에서는 총 11점의 유리그릇이 나왔는데
그 중 백미는 봉수병(국보 193호)이다. 액체가 나오는 주둥이를 봉황의 머리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손잡이가 부러져서 이미 당시에 금실을 감아서 보수
하였다. 이런 형태의 그릇은 그리스에서 오이노코에(Oinochoe)라 부르던 그
릇을 모델로 하는데 포도주나 물을 담았던 것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시
리아나 이란에서 많이 출토되었는데, 왜 유라시아 동쪽 끝 신라에서 출토되
는가?
페르시안 글라스는 페르시아의 영토를 중심으로 사용되던 것인데 손에 잡
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을 깎아 낸 컷트 글라스가 특징이다. 천마총에
서 발견된 푸른 색 잔이 대표적인 페르시안 글라스이다. 유라시아에 확산된
로만 글라스와 페르시안 글라스는 바닷길을 통해 전해진 경우도 있지만 한
반도에 들어온 글라스는 대개 초원길, 사막과 오아시스 길을 통해 들어온 것
이다. 로만 글라스와 페르시안 글라스는 신라를 통해 일본까지 전해졌다.
이런 물건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구체적인 경로를 밝혀서 페르시아와 고대
한국의 관계를 연구할 전략을 모색하던 도중 아제르바이잔에서 공동 조사를
제안해 왔다. 아제르바이잔은 코카서스 산맥 남쪽, 카스피해 서편에 위치한
국가로서 고대에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한국에 아주 우
호적인 아제르바이잔의 민간기관이 모든 비용을 자신들이 감당하는 조건으
로 자국 영토 내의 고대 왕성을 공동으로 발굴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계기
로 2009년부터 발굴조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측이 공동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분명했다.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서 번영했던 고대 왕국인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역사
를 규명하는 데 한국팀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코카시안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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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는 동유럽의 알바니아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역사성 계
승과 영토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웃한 아르메니아와 오랜
분쟁을 겪고 있다. 양국은 종족과 종교가 다를뿐더러 영토 소유권 문제로 인
해

전쟁을 치렀다.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88년에 발발한 나고르노-카라

바흐 전쟁이라는 유혈사태를 겪기도 했다.

가발라는 북쪽으로 러시아가

연결되고, 코카서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불의
나라’라는 별명만큼 오전부터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혔
다. 흙의 성분이 다르니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도 빛을 발하지 못하였고, 슬
렁슬렁 일하는 것이 몸에 밴 현지인들을 통제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2년을 헤매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로만 글라
스를 부장한 무덤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중 몇몇 로만 글라스는 신라 고분에
서 나온 것들과 같은 종류로서 이 지역이 동서교류의 중개지였음을 보여주
었다.

<그림 3> 부부의 애처로운 모습, 그리고 로만 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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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과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카타콤(catacomb)의 발굴이다. 초
기 기독교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몰래 예배드리던 지하묘지를 카타콤이
라 부르는데, 수직으로 판 갱도를 따라 내려가면 수평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
고 그 끝에 방이 있는 구조이다. 신장 180cm가 넘는 장신의 여성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 편두를 하고 무기를 잔뜩 보유하고 누워 있는 모습도
찾아냈다. 여성전사였던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들이 알
란과 사르마티아라고 하는 유목 기마민족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예들은
다게스탄공화국의 레즈긴 족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카타콤에서 출토된 부부의 모습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
으로 게재되었다. 부인의 뺨을 어루만지고 있는 장신의 남편은 커다란 철검
을 다리 사이에 끼고 있어서 생전에 용맹한 무사였음이 분명하다. 사나운 기
마민족이던 그이지만 아담한 신장의 부인과 마주보고 누워 있는 모습은 애
처롭다. 언젠가 우리가 발굴한 유적이나 유물 사진이 세계고고학개론서의 표
지를 장식할 날도 올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산조 페르시
아의 인장을 발견하였으며, 페르시아와 아랍시대의 도시를 찾아냈다. 벌집모
양의 수많은 가옥들, 상하수도, 우물과 지하 관개시설인 카레즈를 발견하였
으며, 대상이 머물던 숙소, 이슬람 시대의 목욕탕을 찾아냈다. 그 결과 이 유
적은 아제르바이잔 1등급 역사유적의 지위를 얻었으며 한국팀의 학문적 위
상을 과시할 수 있었다.

민족사를 넘어 세계사로
지금까지 소개한 유적들은 모두 우리 역사와 관련성을 갖는다. 당연이 한
국인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들만 연구해야 할까? 비록 우리와는 무관하지만 인류 공동
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뛰어드는 일은 국고 낭비일까?
이제 대한민국도 민족사를 넘어 세계사 연구에 공헌할 때가 되었다. 그래
서 욕심을 내 참여한 것이 2018년부터 시작된 시베리아 남부의 쿠르간 조사
이다. 몽골과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만나는 알타이 지역 동편에는 러
시아에 속한 투바 공화국이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잔유적이
있다. 이 유적이 유명해진 것은 1호분과 2호분, 단 2기의 쿠르간을 조사하면
서부터이다. 특히 아르잔 2호분은 러시아와 독일 연구팀이 공동으로 조사하
였는데 세계사 서술을 바꿀만한 위대한 발견이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흑해
연안에서 발생한 스키타이 문화가 점차 동으로 퍼졌다는 기존의 정설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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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힌 것이다. 기원전 9-8세기에 이미

스키타이 문화가 아르잔에서 발생하였

으며 점차 서쪽으로 퍼져나갔음이 입증된 것이다. 러시아 팀은 아르잔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서 칭게 테이 쿠르간을 새로 조사하고 있었으며 발표자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의 김종일 교수, 용인대 문화재학과의 김길식 교수와
함께 팀을 꾸려 러시아 에르미타주박물관 조사팀과 공동으로 스키타이족의
쿠르간 조사에 뛰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초원에서 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불편한 텐트생활, 화
장실, 음식이 아니라 모기였다. 하루에 심하면 200방 정도 모기에 물릴 정도
이니 얼굴이 제대로 남아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즐거운 일도 많다. 한국인
최초로 스키타이 유적을 조사한다는 사명감에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면,
개울물을 끓인 온수로 사우나를 즐기면서 피로를 푼다. 비록 거칠고 부족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저녁을 먹으며 러시아 친구들과 함께 보드카 몇 잔을 걸
친다. 아마추어지만 수준급 실력을 갖춘 러시아 아저씨의 아코디언 연주를
들을 수도 있고, 운 좋은 날에는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아름다운 무
지개를 감상할 수도 있다.

<그림 4> 러시아 투바 공화국 칭게 테이 쿠르간 발굴팀(한-러 공동)
앞으로 신진 핡자들은 연구를 위해 중남미나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것이다.
비록 한국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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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조사와 보존에 뛰어들어야 한다. 민족사를 넘어서서 인류 공동의 역사 연
구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 122 -

A9AC

A9AC

A9AC

A9A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