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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 신라(Silla)는 황금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명성에 맞게 신라에는 현존하는 세계 고대 금
관 중 가장 많은 수의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 하나의 그 무게가 1kg 이상이라고 하니 당시 권력과 황금의 상
관관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의 무게보다 이를 매우 정교하고 화려한 예술품으로 재
탄생시킨 세공기술입니다.
이러한 신라와 유사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입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온 몸에 황금 장식을 두른 ‘황금인간(golden man)’이 출토되어 국가적 상징
물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인간이 출토된 유적은 쿠르간(Kurgan)이라 불리는 돌
무지무덤이며, 이것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비록 이러한 문화가 융성한 시간과 공간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두 나라는 고분의 형태와 출토유물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당시 스키타이, 사
르마티아로 대표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 의해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 고대 역사와 문화의 교류 양상을 복원하기 위해
2014년 카자흐스탄공화국 고고학연구소와 공동학술교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체육부 국립박물관과 약정을 이어가며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등의 문화재 전반에 걸쳐 공
동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가
2015년부터 조사한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동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발굴조사 결
과와 유적 분포현황 조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제티수지역 고분문화 전
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류 문화의 변화와 발전이 현재처럼 급속도로 진행되진 않았겠지만, 분명 당시에도 세계 곳곳의
영향관계 속에서 문화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이를 밝히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
원하며, 멀리 타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조사를 수행해 온 직원들께 격려와 감사를 표합니다.

2019년 12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최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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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입니다. 국가 간 문화 협력의 시작은 1995년 5월 16일
국부 N.A. 나자르바예프의 대한민국 첫 공식방문 기간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부 사이의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9년 4월 22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
상회담에서 “실크로드부터 시작된 양 국가 간의 문화·무역 관계는 수 세기 동안 번성하였습니다. 카자흐
어와 한국어가 같은 우랄-알타이 언어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은 민족의 역사적 친밀성을 말해 줍니다.”라
고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에는 과거의 관습, 가족과 사회에서의 관계 예절을 전제로 하는
특별한 문화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존
재 역시 양 국의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는 언제나 통일, 민족과 국가 간의 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화적 의사소
통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와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반
도와 카자흐스탄의 고대 문화 교류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티수 지역에서 공동으로 고고학 조사
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공동 연구 조사의 결과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양 국가
의 고대 문물에 대한 비교 연구의 첫 걸음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과학적 분석 결과와 귀중한 유
물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고대 국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공동 조사의 결과가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위대한 문화와 훌륭한 전통에 대한 공동의 깊은 뿌리와 수 세기에 걸친 교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9년 12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관장 아리스탄베크 무하메디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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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민족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으로 2014년 카자흐스탄공화국 마르굴란 고고학연구소와 공동학술교류 약정서를 체결하고,카자흐스탄
적석계 무덤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2017년 이후 고고연구실은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산하 문
화유산연구소와 협약을 갱신하며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기마민족의 대표무덤인 ‘쿠르간’은 신라 적석목곽분의 기원, 성립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에
서 거론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이러한 ‘쿠르간’이 영토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신라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출토된 황금보검과 유사한 보로보에 보검이 발견되
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간의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진전된 결과, 두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긴 어렵지만, 서로의 문화에 발현된 각각의 요소를 따지고 본다
면, 유라시아 곳곳의 문화는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형성되어 온 교류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에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공동 발간하는 책자이다.
제1장에서는 공동 연구의 대상 시기인 카자흐스탄의 초기 철기시대(B.C. 8C~ B.C. 2C)에 해당하는 고고
학 문화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는다. 제2장에서는 초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제티수지역의 자연·고고환
경을 알아보고, 이 지역의 유적 연구사를 소개한다. 제3장에는 2012년 마르굴란 고고학연구소, 2015년~2017
년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제티수지역 남동쪽에 위치한 카타르토베 고분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굴조사
결과와 2018년의 제티수지역 고분 분포현황조사 내용을 담았다. 제4장에서는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출토
유물과 시료에 대해 자연과학분야가 동참한 학제간 융복합 연구수행 결과를 수록하였다.
그밖에 발굴대상 유적과 주요 유적에 대해서는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탐사 결과는 고
고연구실에서 발간한 고고물리탐사Ⅴ(2019)에 수록되어 있다.
세계 많은 연구기관에서 ‘교류’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실크로드로 대표되는 고대 문화 네트워크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연구동향이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한 중앙아시아 고고학적 조사연구 성과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카 양국 국가 기관의 학술공
동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연구 교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문화사 복원은 물론 세계 문명교류사 복원에 일조
하기를 기대한다.
그간의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기간과 조사내용,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부서명과 직위는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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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차 발굴조사
조사 기간 2015. 7. 23.(목) - 8. 29.(토)
조사 내용 2군 1호 고분, 2군 1-1호 고분, 3군 10호 고분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지병목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자문위원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
심영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최병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책임조사원

유은식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조사원

변영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보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박형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홍식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원 겸 통역

정윤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탐사

오현덕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권문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A. 온가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장

조사원

A. 누스카바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보조원

S. 두만 등 21명

한국측

카자흐스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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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차 발굴조사
조사 기간 2016. 7. 12.(화) - 8. 27.(토)
조사 내용 2군 1호 고분 추가 조사, 2군 8호 고분, 4군 10호 고분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자문위원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
박보현 대전보건대 교수
홍보식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장

책임조사원

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조사원

변영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태민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이홍식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소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조사원 겸 통역

김영현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탐사

오현덕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권문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A. 온가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장

조사원

A. 누스카바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A. 카이르마감베토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A. 사우이트베코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M. 키지르하노프 마르굴란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조원

B. 베세타예프 등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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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발굴조사
조사 기간 2017. 7. 11.(화) - 8. 26.(금)
조사 내용 4군 10호 고분 추가 조사, 4군 10-1호 고분, 4군 14호 고분, 투주성城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임승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자문위원

강인욱 경희대학교 교수
김낙중 전북대학교 교수

책임조사원

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조사원

변영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강소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소은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조사원 겸 통역

김영현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탐사

오현덕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의성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A. 온가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장

조사원

A. 누스카바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K. 아실베코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A. 카이르마감베토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A. 사우이트베코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A. 코프틸레우오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연구원
M. 키지르하노프 마르굴란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조원

B. 베세타예프 등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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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분포현황조사
조사 기간 2018. 7. 31.(화) - 9. 1.(토)
조사 내용 케겐지역 일대 고분유적 분포현황조사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임승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책임조사원

소재윤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관

조사원

남상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강소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원 겸 통역

김영현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탐사

신종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권문희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장한길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A. 온가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장

조사원

A. 누스카바이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K. 아실베코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A. 카이르마감베토프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M. 키지르하노프 마르굴란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B. 베세타예프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강사
A. 아이트칼리 터키 아크데니즈대학교 박사과정

한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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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업은 한국 측과 카자흐스탄 측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보고서 작업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조사 현장에서의 유구 사진은 변영환, 남상원(이상 국립문화
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예연구사), 김보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김영현, 강소희, 이홍식,
김태민, 정윤희(이상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 박형열(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A.
온가르(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장), A. 카이르마감베토프(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
유산연구소 연구원)이 분담하여 촬영하였으며, 유구 도면의 전산화는 김영현, 강소희, 서강민(국립문화
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이 전담하였다. 유물 사진은 A. 카이르마감베토프가 촬영하였고, 유물 실
측은 B. 마르굴란(화가), 유물 도면의 전산화는 A. 누스카바이(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가 담당하였다.
머리말은 남상원, 김영현, 제1장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고고문화, 제2장 자연·고고 환경은 A. 온
가르가 작성한 원고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제3장 조사 내용 중 Ⅰ. 제티수지역 고분 분포현황조사는 김
영현, 강소희가 초안을 작성한 후, A. 온가르가 1차 보완하였으며, 남상원, 김영현이 최종 수정 · 보완하였
다. Ⅱ.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는 변영환, 김영현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A. 온가르가 1차 보완하였으
며, 남상원, 김영현이 최종 수정 · 보완하였다. 제4장 학제간 연구의 과학적 분석과 원고 작성은 Ⅰ. 카타르
토베 고분군의 형질인류학적 분석 결과-키토프 E.P.(러시아 과학원 민속학 · 인류학연구소 형질인류학센
터 선임연구원), Ⅱ.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동물고고학적 분석-코신체프 P.A., 김라노프 D.O.(러시아 과학
원 우랄지부 생물생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Ⅲ.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자료의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
과-아나니옙스카야 E.(리투아니아 빌뉴스대학교 역사학부 고고학과 박사과정), Ⅳ.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토기 분석-라힘자노바 S.Zh.(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 선임연구원), Ⅴ. 카타르토베 고분
군 출토 머리뼈 자료에 따른 사카 사회 인물의 외형적 복원-포즈냐코프 D.V.(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
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선임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맺음말은 남상원이 작성하였다. 텍스트에 대한
한-러 번역은 김영현, 스토야킨 M.A.(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한글요약문
의 영어 번역은 이승은(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연구원)이 진행하였다.
보고서의 전체 편집은 남상원, 김영현, 서강민이 하였으며, 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학
예연구관)이 교열하고, 이주헌(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이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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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카자흐스탄
공동 조사연구 보고서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Ancient tombs
in Zhetisu Kazakhstan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의 2015-2017년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
사 및 2018년 제티수지역 고분 분포현황조사 성과를 종합한 것이다.
2. 보
 고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고고문화, 제2장 자연·고고 환경, 제3장 조사 내용, 제4장
학제간 연구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 부록에는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목록을 수록하였다.
3.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내용 중 1군 2호 고분, 3군 1호 고분은 2012년도에 카자흐스탄 측에서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부록에도 포함하였다.
4. 부록-출토 유물 목록의 유물 사진 촬영 및 도면 실측은 카자흐스탄 측에서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며, 유물 유형별(토기류, 금속
류 등) 도면의 스케일은 동일하지 않다.
5. 유구 실측도면은 재질별로 다른 색상으로 표기하여 범례에 명시하였다.
6. ‘쿠르간’이라는 용어는 튀르크어 ‘кургон’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통상적으로 스키타이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초기철기시대 유목
민들의 대형 고분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분으로 통일하였다.
7.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집필진들의 원고는 러시아어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의 번역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학계에서 통용
되는 관례에 따라 제목, 용어 등을 번역하였고, 필요한 경우 역자 주석을 달았다.
8. 카자흐스탄 측의 원고에 수록된 사진은 해당 집필자로부터 제공받았다.
9. 러시아어 고유명사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규정에 따랐으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고유명사 등
은 이를 준용하였다.
10. 참고문헌은 러시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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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중앙 유라시아에 위치하는 대초원 국가로서 면적은 2억 7249만㎦이다. 카자흐스탄의
영토는 서쪽의 볼가 강 하류에서 동쪽의 알타이에 이르기까지 약 3,000㎞, 서시베리아 평원에서 남쪽의
천산 산맥에 이르기까지 1,650㎞에 걸쳐 뻗어있다(그림 1).

그림 1

유라시아의 중심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광대한 영토에서는 산악 툰드라에서 건조한 아열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
들을 마주할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은 중부카자흐스탄에서 독립된 낮은 산괴에 의해서 단절되지
만 카자흐스탄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직 동부와 남동부에만 천산 산맥(한 텐그리, 6995m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알타이 산맥(벨루하 산, 4506m) 그리고 제티수(준가르) 알라타우(베
스바칸 산, 4622m)가 솟아 있다. 가장 저지대 분지인 카라키야(-132m)는 카자흐스탄 서부(만기스타우 반
도)에 위치하고 있다. 카스피해 저지대의 많은 부분들도 해수면 아래에 있다.
카자흐스탄의 영토에는 다양한 자연 지대(초원, 삼림, 삼림초원, 사막, 반사막, 산악)가 존재한다. 오
랜 시간 동안 각각의 자연 지대는 천연 자원을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유형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카자흐스탄은 고대 문명 세계의 교차로이면서, 동시에 동과 서, 남과 북의 교통 요충지, 사회와 경제,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축업에 종사하였던 카자흐스탄 중부의 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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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주석의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 “주석”의 길을 통하여 주
석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였다(바르폴로메예프 등 2017). 카자흐스탄에서는 동사리아르카의 켄트 유적(면
적 30㏊), 악케젠 유적(면적 45㏊, 60여기의 건물지)과 같은 후기청동기시대의 초기 도시나, 예르티스 강
우안의 세미야르스코예 주거유적(면적 45㏊)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주거유적의 분포는 대
량의 금속이 생산되는 카자흐스탄의 야금 산지와 일치한다.
기원전 2천년기 즈음에 카자흐스탄의 건조지대화가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1천년기 초에는 자연과
기후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현대에 가까워졌다. 건조한 기후는 목축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
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은 그 당시 유라시아의 모든 초원 지대에서 확인되는 거의 모든 물질적·정신
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화가 이 지역에서도 형성되었
다(Samašev Z., Ongar A. 2013). 공동체의 엘리트들은 이 새로운 문화의 첫 주민들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2

카자흐스탄의 기원전 8세기-기원 전·후 주민들의 외형
①
②
③
④
⑤
⑥

남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8-7세기,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지배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4-3세기, 베렐 11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남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4-2세기, 비지(비제), 제티수
남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4-2세기, 카타르토베 4군 10-1호 고분, 제티수
남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4-2세기, 테렌 성소, 우스튜르트
남자 인물 복원상, 기원전 2세기-기원 전·후, 아랄토베 2호 고분, 북카스피해

제1장 _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고고문화

카자흐스탄_책.indb 25

25

2020-01-03 오후 6:23:00

고생물학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1천년기 초 카자흐스탄의 영토에는 코카소이드 인종이 거주하였는
데, 이들과 청동기시대 주민들과의 유전적 연속성이 분명하게 확인된다(그림 2). 기원전 1천년기 말부터
는 몽골로이드 특징을 가진 이민자들이 나타나면서 인종적으로 혼합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스마굴
로프 O., 이스마굴로바 A. 2017; 키토프 E.P., 마메도프 A.M. 2014).
새로운 경제 형태와 이동성의 향상은 부족의 이동, 개인 재산의 빠른 축적, 사회의 계층화, 권력 구
조의 형성 및 다양한 접촉의 확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신진 문물이 광대한 지역으로 빠르게 보급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원전 8세기부터는 문화 간의 접촉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라시아 공간에서
통일된 상호 관계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드넓은 초원 공간의 유목 세계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체계의 국가 구조가 필요하였
다(아키셰프 K.A. 2013). 기원전 8-2세기 대초원 국가의 공간에는 초기 국가연합과 복잡한 사회계층이 존
재하였다. “국가”의 가장 위에는 ‘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동시에 군 지휘관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
하였던 최고 통치자가 있었다. 사카인들은 자신들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예식(이식) 고분 출
토 은제 완의 바닥에 적힌 아직 해독되지 않은 26글자의 명문과 시릭라바트의 토기에 적힌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그림 3).
①

②

③

그림 3

사카의 문자
①② 명문이 새겨진 토기, 기원전 4-2세기, 시릭라바트성, 동아란해
③ 이식 명문, 기원전 4-2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세계 문화·역사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사카-사브로마트 세계(거대한 영토, 공통의 가치, 목표
등)는 동쪽의 문명 세계(진, 한 시기의 중국, 오르도스 목축인들)와 서쪽의 문명 세계(흑해 연안의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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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와 그리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문화적 교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엘리트
고분에서 높은 비율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들(그리스 토기, 중국 거울, 다양한 곳에서 제작된 구슬, 리
톤(뿔모양 잔), 그리파이아 껍질, “페니키아”유리로 만든 그릇 등)이 수입되었다(구찰로프 S.Yu. 2009). 고
대 문명 세계들의 접촉과 교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세계에는 자신들만의 경제 구
조, 물질적 · 문화적 · 정신적 가치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 세계의 구성 요소를 연구할 때에는
어떠한 문화적 권력이나 지배력이 아니라 문화 간의 상호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원전 5세기부터
는 정기적인 인적 · 문화적 교류가 “초원”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초원 길”은
흑해 연안에서 알타이까지 이어졌다. 기원전 2세기부터 유라시아의 무역 경로를 따라서 비단 길이 작동
하기 시작하였다. 무역 경로는 결코 한 쪽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았으며, 유라시아의 초원 지대를 따라
①

②

③

④

그림 4

카자흐스탄 사카인들의 성과 마을유적
①
②
③
④

시릭라바트성, 기원전 4-2세기, 동아랄해
라하트성, 기원전 4-2세기, 제티수
석축 주거지 복원도(A.Z. 베이세노프), 타기바이불라크 마을유적, 사리아르카
알틴 아사르성, 기원전 4-2세기, 동아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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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무역 경로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층위를 포
함하는 고분에서 수입품들이 출토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시대의 성城과 주거유적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반세기 동안에 확인되었다(그림
4). 북카자흐스탄 삼림초원지대에 위치하는 기원전 5-3세기의 악타우성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
다. 마을의 기본적인 평면은 토축 성벽과 해자로 구성된 방어 구조이다. 주거지는 통나무를 이용하여 축
조하였으며, 지상식이다(하브둘리나 1994). 동사리아르카(카르카랄린 지구)에서는 50기의 주거지-겨울집
이 확인·조사되었다. 주거유적은 넓고 낮은 석축 담장과 편평한 지붕을 가진 몇 기의 석축 주거지로 이루
어져 있다(베이세노프 A.Z., 로만 V.G. 2009). 사리아르카 주거유적은 주거지 크기에 따라 10-40기의 구조
물(타스코라, 타스코라I)로 이루어진 대형군과 3-4기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소형군으로 구분된다. 초기 사
카시기의 주거지는 지상식이며, 면적이 20-40㎡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초기 사카시기의 잔형, 호형 토기
는 바닥이 편평하며, 문양이 없거나, 1열의 공렬문 또는 진주문이 있는 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출토 유물 중 수량이 많은 것은 석재 괭이, 공이, 도끼이다. 알마티시 부근에서는 사카와 오손의 주
거유적이 약 40곳 확인되었고, 초기 사카시기부터 오손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보이는 제
티수의 투주사이, 치간카 주거유적은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다(바이파코프 K.M. 2007). 2017년에는 사카
시기 라하트성에 대한 카자흐스탄-중국 공동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거유적들은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고분들이 존재하는 유적 복합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기원전 9세기)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분열의 시작 부분 또는 고분군의 중
앙 부분에 위치하는 “왕급”고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5-12). 많은 수의 대형 고분으로 이루어
진 고분군은 대형 연합의 정치적 중심지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작동하였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시대
에 대한 최신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왕급”고분에 대한 연구이다. “왕급”고분이란 국가 통치자, 종족 연
합이나 개별적 가문의 지도자, 군대의 지휘자, 사제장의 매장 유적을 의미한다(온가르 A. 2003).
자연 기후와 경관의 특징은 고분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온가르 A. 2002).
성스러운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은 2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직선형으로 고분열이 북쪽에서 남
쪽으로 뻗어있으며, 두 번째는 원형으로서 주요 고분을 두고 그 주변으로 다른 고분들이 위치하는 것이다.
고분열의 발생 및 지상 구조물의 규모 증가는 당시 사회의 사유재산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이 높으며, 그 결과 통치자, 대형 가문-종족 구조에 속하는 대형 고분 복합체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전체
고분군 내에서 개별 고분의 위치는 각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 혈연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고대 유목민의 관념에서 고분은 죽은 사람이 다른 존재로 전환되는 장소이면서 이와 동시에 가족
및 친척에게는 다양한 의식과 의례를 통해 영혼 및 높은 신과 소통하는 장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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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1
대형 고분의 축조 단계 복원도, 기원전 8-7세기, 실릭티, 동카자흐스탄

제1장 _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고고문화

카자흐스탄_책.indb 29

29

2020-01-03 오후 6:23:02

그림 6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2
베스샤티르 고분의 지상식 건축물 구조, 기원전 8-7세기, 동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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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3
테미르 고분, 기원전 7-6세기, 북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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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4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기원전 8-7세기, 동카자흐스탄

그림 9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5
사바 매장-의례 복합유적, 기원전 7-6세기, 중부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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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0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6
엘리트 고분, 기원전 7-6세기

① 누르켄Ⅱ 고분군 2호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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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⑤

그림 11

⑥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7
동아랄해 매장 구조
① 투기스켄(타기스켄) 2호 영묘 ② 투기스켄(타기스켄) 5a호 영묘
③④ 투기스켄(타기스켄) 4호 영묘 ⑤ 투기스켄(타기스켄) 6호 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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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2

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매장유적 8
베렐 고분, 기원전 4-2세기, 동카자흐스탄
① 11호 고분의 지상 구조물 복원도 ② 10호 고분의 목곽 및 매납된 말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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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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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마사게타이 및 사브로마트-사르마트 매장유적에 대한 연구 단계는 각각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난 20년 동안 초기철기시대 사회의 상층과 중층 계층에 대한 수많은 매장 구조물들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주안토베, 오이자일라우, 울잔, 카르카라, 카스판, 카타르토베(이상 제티수), 베렐, 마이
예메르, 실릭티, 악수아트(이상 타르바가타이), 누르켄Ⅱ, 탈디Ⅱ, 나자르, 악베이트(이상 사리아르카), 키릭
오바, 예센아만타우(이상 레베뎁카), 사피불리크, 토르토바(이상 서카자흐스탄) 등이 있다(그림 13).
엘리트 복합체의 지상 구조물은 여러 단계에 걸쳐 축조되었다. 이것은 고분 봉분의 토층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매장 구조물의 각 건축 단계에서, 고대인들은 불과 태양을 숭배하는 어떠한 의식-의례뿐만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는 의식과 의례를 치렀다.
초기 사카의 지상 구조물은 피라미드형(실릭티, 주안토베, 베스샤티르) 또는 원형(돔형 또는 유르트
형)(젤디오제크,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카르카라, 마이예메르)이었다. 지상 구조물의 건축에는 돌, 진흙
벽돌 또는 파흐사 1, 흙 블록 및 잔디가 주로 사용되었다.
기원전 8-5세기 카자흐스탄에는 목곽·목실과 지붕식 갈대-목제 구조물, 돌,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몇
가지 유형의 매장주체부 상부 구조물이 존재하였다. 서카자흐스탄에는 기원전 6-5세기말로 편년되는 유
적에서 불의 숭배와 관련된 의식을 진행하면서 태운 목제 구조물이 확인된다. 상기한 시기의 고분들에
존재하는 또 다른 특징은 동쪽, 남동쪽, 남쪽에 연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기원전 8-7세기로 편년되는 동카자흐스탄의 실릭티 고분군은 다음과 같은 건축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 구지표면 상부에 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목제 및 석제 구조물을 축조하고, 그 위를 표토, 황토(뢰스),
쇄석, 점토 등으로 보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절두截頭 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게 하였다. 구조물의 동
쪽에는 돌과 흙으로 메운 연도가 존재한다. 고분의 가장자리에는 경계 석렬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또한
고분의 정상부에는 석비가 세워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체르니코프 S.S. 1965; 톨레우바예프 A.T. 2013).
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되는 제티수의 베스샤티르 고분군의 엘리트 고분들(아키셰프 K.A., 쿠샤예프 G.A.
1963)은 지상의 목제 구조물이 특징적이다. 이 고분은 지상식 목조 구조물: 묘도-현실 직전까지의 연도현실(문턱이 있는 개구부)과 지하식 카타콤; 정방형의 목실 기저부와 원형 덮개로 이루어져있다. 고분의
봉분은 3-16개의 층(쇄석과 돌이 섞인 흙을 번갈아가면서 쌓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부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누르켄Ⅱ 고분군의 1호 고분에는 석제 구조물과 진흙 블록으로 덮은
방형에 가까운 형태의 현실 및 연도가 존재한다(베이세노프 A.Z. 2007). 동일한 고분군의 2호 고분에서
는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유사 궁륭 기법으로 축조한 석실을 보강하였던 두터운 점토가 확인되었다. 이
고분들은 잠정적으로 기원전 7-6세로 편년된다. 고분의 주변에는 제단-석렬이 존재한다. 탈디Ⅱ 고분군
에서는 묘광 내부에 석곽이 있고, 연도가 있으며, 매장주체부의 구지표면에 기둥 구멍이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베이세노프 A.Z. 2011). 고분의 지상 구조물은 점토 및 석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단계(기원전 8-6세기)에는 피장자를 구지표면 또는 얕은 묘광에 시설한 석실에 매장하였다. 기

1 압축 점토를 말하며, 주로 근동 및 중앙아시아에서 어도비 벽돌의 재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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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추가 매장이 없는 1회장이었고, 1인의 피장자만 매장하였다.
타스몰라문화의 초기 단계에서, 엘리트들의 대표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흥미로운 전통은 머리뼈
절개술이다. 남성의 머리뼈에서 사후에 수행된 13건의 머리뼈 절개 구멍이 확인되었다(베이세노프, 키토
프 2014). 타스몰라인들은 매장되는 순간까지도 몸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절개술을 시행하였
다. 동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엘레케 사지Ⅱ 고분군의 4호 고분에서는 피장자의 어깨뼈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방부 처리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 구조물의 주변은 일반적으로 고리형 석렬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통하여 죽은 자의 경계와
산 자의 경계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스샤티르 고분의 주변에는 멘기르(최대 93개)와 의례
용 석렬이 존재하는데,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 온 사람들의 정화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던 장소이다. 북카자
흐스탄에 위치하는 기원전 8-7세기 매장유적에는 봉토 주변으로 고리형 주구뿐만 아니라 “콧수염”형태의
소형 고분이 존재한다. 불과 관련된 의식 행위의 흔적은 묘실과 봉분에 남아있다(하브둘리나 M.K. 1994).
기원전 1천년기 후반부터 고분의 축조와 배치에 일정한 전통이 형성되었다. 몇 단계(3-12단계)에 걸
쳐 축조되는 지상 구조물은 피라미드형(카타르토베, 노보알렉세옙카(바이테렉), 주안토베, 투르겐)과
원형(보랄다이, 울잔)으로 마무리하였다. 각 단계에서 조밀한 점토층을 덮었고, 그 위에는 1~2겹으로 강
돌을 덮거나 또는 다시 점토를 덧발랐다. 또한 1기의 봉분 내에 1기 또는 그 이상의 말각장방형의 묘광을
파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피장자를 매장하였다.
동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베렐 고분의 석제 지상 구조물은 묘광의 가장자리부터 비늘 모양의 가로
①

②

③

④

그림 14

동아랄해의 사원과 성소-우스튜르트의 사원 1
① 바이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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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질우이크

③ 악판

④ 타사스타우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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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림 15

②

동아랄해의 사원과 성소-우스튜르트의 사원 2
① 타사스타우Ⅱ

② 카이나르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16

만기스타우의 숭배유적
① 이킬타스 복합체

② 아이기를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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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베지크Ⅱ

⑤ 투베지크Ⅰ

⑥ 바스쿠디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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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 방법으로 축조되었다. 묘광 상부에는 유사 궁륭이 올려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봉분주변에는 판석
을 이용하여 뾰족한 형태로 크레피스(석벽)를 둘렀다. 마지막 단계에는 산에서 운반해 온 작은 판석이나
강자갈을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기원전 4-3세기 베렐 초원에 살던 고대인들은 피장자와 함께 그들의 동
행자로 1-16마리의 말을 순장하였다. 부장된 말에는 굴레와 안장이 착장되었고, 일부의 말머리에는 야생
염소의 뿔을 달고 가죽과 금박으로 장식한 나구 가면을 씌웠다(사마셰프 Z. 2011).
지금부터는 아랄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대초원에 거주하였던 고대인의 세계관과 종교관의 표현된
유적으로서, 카자흐스탄 고대 유목민의 유적 중에서 독특한 유형에 속하는 사원-성소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그림 14-17).
우스튜르트와 만기스타우의 초기철기시대 숭배 복합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현
재는 규모가 15m가 넘는 약 60여 곳의 성소가 알려져 있다. 바이테Ⅲ, 카라몬케, 카나이, 디킬타스, 메레
트사이Ⅰ, 메레트사이Ⅱ, 투베지크Ⅰ, 투베지크Ⅱ, 키질우이크, 카이나르Ⅰ, 타사스타우Ⅰ, 타사스타우Ⅱ, 아
크판 등 약 20여 곳의 크고 작은 성소가 조사되었다(제니토 B. 등 2000, 온가르 A 등 2012, 사마셰프 Z. 등
2011; 온가르 A. 등 2017).
성소의 중심 요소인 사원은 외면이 원형이고, 돌 블록을 쌓아서 축조하였으며, 큰 판석으로 마감을
하였다. 사원은 1단 또는 다단의 건축 구조물이다. 성소에서 가장 주된 숭배 구조물이자 중심 시설은 분
명 고리형 벽체 또는 2개의 중심 대칭적 벽체를 가진 석제 구조물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유적에서
고리형 또는 십자형 벽체로 둘러싸인 내부 구조는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성소에는
중앙에 원형 또는 방형의 돌 제단이 있었다. 제단은 신에게 술을 올리고, 불을 피우며, 다양한 재물을 바
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성소는 분명히 영웅화한 조상의 숭배, 시조 영웅의 숭배와 관련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동시에 밝은 세계 시작과 “상계”세계의 상징인 태양과 관련된 영웅과 데미우르고스2의 숭배는 특
정 혈통이나 가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집단의 죽은 우두머리나 통치자에 대한 숭배와 충분
히 결합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석인상이 있지만, 그 유형은 단일하게 제작하였던
것이다. 석인상이 2-4개씩 무리지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성소를 축조한 부족 또는 부족 연합의 가족-혈
통 구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무리 하나하나는 부족의 일원인 특정 혈통(또는 대가족)의 가
족에 속했던 영웅화된 조상의 형상인 것이다. 즉, 각각의 혈통(가족)은 자신들의 조상에게 헌정된 “구역”
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족 전체 조상과의 관계도 유지하였다.
성소를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인간 형상의 조각상(올홉스키 2005)으로서 여러 점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구조물의 주변에는 완전무장한 전사(영웅화된 조상들로 추정) 형상의 석인상을 설치하
였다. 성소에서 확인되는 석인상 수는 2-3개에서 30-32개까지 다양한데, 그 수는 분명히 성소의 존속 기
간, 중요성, 성소를 축조하고 관리하였던 집단의 수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다수 석인상은 1

2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하는 존재로서, 최고의 선을 본따서 그 선의 본에 최대한 가깝게 물질 세계를 창조한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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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17

동아랄해의 숭배유적
① 바비시-물라Ⅱ 영묘(톨스토프 1962) ② 발란디Ⅱ 영묘(톨스토프 1962)
③ 시릭라바트 원형 사원(톨스토프 1962) ④ 카라오트켈 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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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형태의 유형으로서 오른손은 내려놓고 왼손은 배에 대고 서있는 남성 모습을 띠고 있다. 석인상이
고분에 시설되지 않았고, 석인상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른 매장유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
한 석인상이 장례용 목적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진 도상학적 원칙, 석인상이 그
룹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는 점, 북쪽 구역을 향하고 있는 점 등의 특징은 신성-추도의 목적으로 석인상
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석인상의 얼굴 쪽 면은 일부 어긋남이 있어도 북쪽을 향하고 있
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북쪽 방향은 많은 신화 체계에서 추위, 어둠 또는 죽음과 동일시된다. 이러한 사
실은 성소의 숭배 관련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며, 문화적 영웅 및 그의 “살아있는”화신, “이승”과 “저승”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관념의 총체를 뒷받침한다.
초기 연구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석인상(그림 18-20)은 현대에 와서는 이미 중요한 연
구 자료가 되었다. 현재 사르아르카지역에서는 기원전 7-5세기로 편년되는 석인상이 20개 이상 확인되었
다. 석인상의 의미에 따라 영웅화된 조상의 지위를 확인하고 고대 사카 민족의 세계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중부카자흐스탄의 석인상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돌출부”가 있는 독특
한 머리 모양이다. 이와 같은 머리 모양(“케킬”과 “아이다르”)은 카자흐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으며, 어린
이들이 주로 한다(베이세노프 A., 예르몰렌코 L 2014; 쿠르만쿨로프 Zh., 예르몰렌코 L. 2014).
대형 고분의 주변에는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있는 장소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숭배와
관련된 유물(제단, 제물용 탁자, 향로와 솥)(그림 21-22)도 출토된다. 카자흐스탄의 고대 주민들에게는 성
스러운 장소인 고분의 참배와 관련된 일정한 금기, 규칙 및 행동 규범이 있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또는

①

④
그림 18

⑤

②

⑥

③

⑦

⑧

사카인 및 사르마트인의 석인상-사리아르카의 초기 사카시기 석인상
①③ 사리토간 ② 아이바스 다라시 ④ 베가지 2호 고분 ⑤ 코스오바 2호 고분 ⑥ 바이달리 1호 고분
⑦ 탈디Ⅱ 7호 고분 ⑧ 질란디 고분(Zh. 쿠르만쿨로프, L. 예르몰렌코 2014; A. 베이세노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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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9

③

사카인 및 사르마트인의 석인상-유스튜르트와 만기스타우의 사르마트 석인상 1
①② 바이테Ⅲ 성소

③ 카라몬케(카라문케) 성소 1호 석인상

①

②

③

④

그림 20 사카인 및 사르마트인의 석인상-유스튜르트와 만기스타우의 사르마트 석인상 2
① 코나이 성소 ② 키질우이크 성소 ③ 투베지크Ⅱ 성소
④ 석인상 및 탐가가 표현된 판석, 메레트사이Ⅱ 성소 출토(온가르 A.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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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청동 솥, 제물용 탁자, 향로 등 예술성 높은 유물들이 포함된 매납 유구가 확인되
었다(주마베코바 G.S., 바자르바예바 G.A. 2013). 이와 같은 청동 유물은 하나하나 겹쳐서 놓거나 뒤집어
놓은 형태로 대형 고분 주변에서 매장 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일정한 의식을 치른 후 의도적으로 부
장하였다.
카자흐스탄지역은 고대부터 청동 야금과 예술품 주조의 거대한 중심지였다. 사카인들은 매우 높은
①

②

③

④

그림 21

⑤

고대인들의 의례 용품-제단, 향로, 솥 1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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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기원전 5-4세기, 수습 유물, 알마티시, 제티수
향로, 기원전 6-4세기, 수습 유물, 타르바가타이, 동카자흐스탄
대형 세미레치예 제단, 기원전 4-2세기, 수습 유물, 알마티시, 제티수
돌 제단, 기원전 6-4세기, 베스오바, 서카자흐스탄 ⑤ 제단, 기원전 6-4세기, 타스몰라, 중부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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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22 고대인들의 의례 용품-제단, 향로, 솥 2
①② 제단형 탁자, 기원전 4-2세기, 바이테 성소, 우스튜르트
③ 제단, 기원전 4-2세기, 아쿠이트 성소, 만기스타우
④ 청동 솥,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중반,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⑤ 청동 솥, 기원전 5세기, 키릭오바Ⅱ 8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⑥ 솥, 기원전 4-2세기, 수습 유물, 제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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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구리와 청동의 제련 및 주조, 금박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태양의
색을 띤 금속으로서 카자흐스탄 동부, 중부 및 동남부에서 채굴되고 가공되었다. 그 중 가장 이른 시기
의 유물은 청동기시대로 편년된다(예를 들면, 한 바퀴 반을 꼬아서 만든 금 귀걸이). 일부 금 제품만이 수
입되거나 교류를 통해 얻은 금으로 제작되었다. 하나의 작은 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세공 장인의
뛰어난 기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자신들의 “왕”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유물 자체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사마셰
프 외 2007).
1천년이 넘는(기원전 1천년-기원후 1천년 초) 역사적 기간 동안 유라시아의 많은 주민들의 생활, 특
히 그들의 표현 예술에서는 소위 “스키토-시베리아 동물 양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다. 고급 예술품은 한 사회의 기술 발전과 번영의 수준을 나타낸다. 각각의 동물 양식 일정한 의미와 동
물 형태론적 코드가 있었다. 사카의 동물 형상 예술품 중에는 초식 동물(말, 시베리아 산양, 산양, 사슴,
엘크, 영양), 육식 동물(고양이과, 늑대), 멧돼지, 낙타, 맹금류, 물고기, 복합적 동물(맹금류의 형상을 가진
고양이과 동물, 동물의 특징을 가진 맹금류) 등이 있다(그림 23-24). 중부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탈디Ⅱ
고분군(Bejsenov 2013)이나 동카자흐스탄의 엘레케 사지Ⅱ 고분군(사먀셰프 Z 외 2018)에서 출토된 황금
유물이 특히 흥미로운데, 투바의 아르잔Ⅱ 고분군이나 초기 사카시기로 편년되는 동카자흐스탄의 실릭
티, 마이예메르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카인의 외모는 석인상(사마셰프 Z. 외 2007), 암각화(사마세프 Z. 2013), 향로(사마셰프 Z., 그리고
①

②

③

④

그림 23 의복 장식 1
①-③ 2마리의 양 머리가 “卍” 모양으로 표현된 장식,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④ 독수리, 고양이과 맹수 모양 장식, 기원전 5-4세기, 탈디Ⅱ 2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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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24 의복 장식 2
① 독수리, 고양이과 맹수 모양 장식, 기원전 5-4세기, 탈디Ⅱ 2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② 고양이과 맹수 모양 장식, 기원전 7-6세기, 탈디Ⅱ 5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③ 그리핀 모양 투각 장식, 기원전 6-5세기, 세루바이 1호 구분, 중부카자흐스탄
④ 표범과 산 모양 장식(오른쪽 면),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⑤ 호랑이 머리 모양 장식,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⑥⑦ 장식, 기원전 3-2세기, 코스오바 9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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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예프 F., 주마베코바 G. 2005) 및 그 외 다른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카인의 의복
(아키셰프 K.A. 1978; 톨레우바예프 A.T. 2011)과 무구류(그림 25)를 복원 할 수 있다.
의복에는 민족, 사회, 성별과 연령 그리고 그 사람의 소속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알타이와 제
①

②

③

④

⑤

⑥

그림 25 고대 기마 전사상
① 사카-외교관, 페르세폴리스 부조, 이란 ② 기마 궁수, 향로, 습득 유물, 알마티
③ 금속판, 누르켄 2호 고분, 사리아르카 ④ 빗,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⑤ 사카 전사, 향로, 동투르키스탄, 중국 ⑥ 기마인이 표현된 금판, 기원전 3-2세기, 텐릭, 제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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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수 초기 유목민의 모자 장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족지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및
세계관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유사성이 많다(그림 26-27).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리띠 장
식이다. 허리띠 장식은 동사리아르카에 위치한 탈디Ⅱ, 테기스졸 고분군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에 금 귀걸
이, 토크, 칼집의 단검과 칼이 더해져서 전사의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사리아르카 지역의 초기 사카시기
를 대표하는 유물은 원뿔 형태의 누금된 금 귀걸이(카라쇼키, 사바)와 둥근 형태의 귀걸이이다(그림 28-35).

①

②

그림 26 카자흐스탄 사카인 및 사르마트인의 의복. 복원 의복 1
① 사카 엘리트의 의복 복원, 기원전 8-7세기, 실릭티, 동카자흐스탄
② 사카 엘리트의 의복 복원, 기원전 8-7세기,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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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27

카자흐스탄 사카인 및 사르마트인의 의복. 복원 의복 2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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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이 사제,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 중반,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황금 의복을 입은 전사,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원추형 모자 장식, 우르자르 사제, 기원전 5세기, 동카자흐스탄
전사의 의복 복원, 기원전 2세기, 아랄토베 고분군 2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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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④

⑤

그림 28 엘리트의 목 장신구
①
②
③
④
⑤

토크-목 장신구, 기원전 5-4세기, 악베이트Ⅰ 7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토크, 기원전 6-5세기, 베스오바 9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토크, 기원전 8-7세기,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카자흐스탄
토크,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중반,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토크,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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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29 드리개와 귀걸이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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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개, 기원전 6-5세기, 레베뎁카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드리개,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중반,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드리개, 기원전 6-5세기, 베스오바 3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6-5세기, 베스오바 8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6-5세기, 베스오바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6-5세기, 베스오바 9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수하식, 기원전 5-4세기, 키릭오바Ⅱ 15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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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30 드리개와 귀걸이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귀걸이, 기원전 4-3세기, 오블랍카Ⅰ 20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4-3세기, 오블랍카 1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3-2세기, 레베뎁카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3-2세기, 레베뎁카Ⅴ 49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2세기, 쿠미사이, 서카자흐스탄
드리개, 기원전 7-6세기, 사빈디콜 1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귀걸이, 기원전 5-4세기, 카라쇼키 8호 고분, 중부카자스흐탄
귀걸이, 기원전 7-6세기, 악베이트Ⅰ 7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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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31

드리개와 귀걸이 3
① 귀걸이, 기원전 7-6세기, 마이예메르, 동카자흐스탄 ② 수하식 달린 귀걸이,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③ 귀걸이, 기원전 4-1세기, 콕투마, 제티수 ④ 귀걸이, 기원전 3-2세기, 알라쿨 고원의 고분, 제티수

그림 32 반지와 팔찌 1
상상 동물에 의해 초식 동물이 고통받는 모습이 표현된 팔찌,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중반, 탁사이Ⅰ 6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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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33 반지와 팔찌 2
① 압인하여 태양인을 묘사한 반지와 문양이 없는 반지,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② 그리스-박트리아 유크라티데스 왕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 기원전 2세기, 벳카이나르, 남동카자흐스탄

①

②

그림 34 허리띠 1
① 허리띠, 기원전 5-4세기, 틸디Ⅱ 2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② 허리띠, 기원전 6-4세기, 타스몰라Ⅱ, 중부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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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허리띠 2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금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연대를 분석한 결과, 초기 사카시기의 기본적인 예복은 주로 주조한 금제
품을 이용해 제작하였으며, 금은 장식 재료로서 상당히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었다.
사회에서는 주로 전쟁에 참가하였던 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군사적 요인은 인종 집단 간의
갈등, 사회적 과정의 발전(이주 등), 군사 지휘관의 역할 강화 및 사회의 계층화 등을 야기하였다. 주민들
중에서도 군사적 용맹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전쟁에서의 공훈에 의해 결정
되었다(우트첸코 S.L. 편 1972). 군대는 주로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였고, 장거리 군사 행동을 통하여 노
획물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였다. 사카인들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한 쪽 또는 다른 쪽
과 싸워서 진귀한 귀중품으로 보상을 받았다. 서카자흐스탄에서 출토된 유목민의 머리뼈 나타난 부상
의 흔적을 연구한 E.P. 키토프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치유
되었던 상처가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는 군사적 갈등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갈
등은 그들의 유목 영토 밖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키토프 E.P., 마메도프 A.M. 2014).
①

②

그림 36 기원전 8-4세기 카자흐스탄 기마인들의 무기 1
① 검, 기원전 8세기, 누르만베트Ⅳ 1호 고분, 사리아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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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검,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제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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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시기에는 사회 내에서 기마인의 위상이 높아졌다. 무기는 전사-기마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림 36-38). 사카 엘리트의 무기는 주로 맹수(눈표범, 멧돼지, 늑대)와 상상 동물(그리핀) 장식으
로 장식되었고, 주로 귀금속과 보석이 사용되었다. 무기류, 전쟁에서의 전술, 그리고 전사의 충실한 동반
자인 말에 사용되는 마구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①

②

③

④

그림 37

⑤

기원전 8-4세기 카자흐스탄 기마인들의 무기 2
① 도끼형 무기(체칸), 기원전 7-6세기, 카자흐스탄
② 청동검, 기원전 7세기, 칼빈 매납유구, 카자흐 알타이
③④ 청동검 및 금으로 장식된 칼집, 기원전 8세기,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⑤ 금으로 장식된 화살통, 기원전 8세기, 엘레케 사지 4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기원전 1천년기의 무기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활과 화살, 근접용 무기류인 검(길이 60-80㎝)과 단검
(최대 길이 40㎝), 도끼, 학취부鶴嘴斧, 갑옷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가죽을 이용하여 전투용 및 고정용
허리띠와 투구 등을 만들었다. 전사의 왼쪽 허리에는 활과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을 걸었고, 앞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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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기원전 8-4세기 카자흐스탄 기마인들의 무기 3 청동 화살촉, 기원전 5-4세기, 나고르넨스크, 카자흐스탄

검이 위치하였으며, 오른쪽 허리에는 칼집을 끈으로 묶고 단검을 착장하였다. 서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사르마트 전사 고분에서는 10개에서 300개의 청동 화살촉이 들어있는 화살통 전체가 종종 출토되기도
한다. 무기에는 맹수(눈표범, 멧돼지, 늑대)를, 군사 장비(의복 등)에는 주로 초식동물(사슴, 말, 산 염소,
산양)의 형상을 장식하였다(쵸트바예프 2013). 기원전 4-2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카자흐스탄의 유목민은
찌르는 용도의 짧은 단검(아키나크)을 베는 용도의 긴 장검으로 바꾸는 등 군사 전술을 변경하였다. 고
분에서 출토되는 장검의 수가 단검에 비해 증가한다. 이 기간 동안 문화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장검,
단검 및 화살촉의 형태가 단순해졌다. 또한 화살통에 들어가는 화살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모시
코바 M.G. 1974; 타이로프 A.D. 2005; 젤레스치코프 B.F. 1980). 사르마트인은 군사 분야에 있어서 많은 혁
신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그들은 전설적인 무장 기병대인 철갑 기병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하였으며, 역사적으로도 뛰어난 전사로 유명세를 얻었다.
고대 유목민의 관념 사상 속에서 말의 형상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그림 39). 말의 역할과 그
와 관련된 숭배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말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는 다의적이다. 일상생활
에 있어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말의 기능은 매장 의식과 관련된 의례에도 반영되었다. 이를 특히 생생하
게 보여주는 것이 통치자 고분에서 출토된 베렐의 말이다.
말갖춤에는 2연식 재갈, 재갈 멈치, 안장 덮개가 포함된다(그림 40-42). 무기와 말갖춤은 말 주인의 사
회적 지위에 따라 “스키토-시베리아 동물 양식”의 형상으로 장식하였다. 동물 양식의 형상과 내용은 세계
의 구조와 그 세계관, 가치 지향 및 미적 규범에 대한 고대 유목민의 관념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시스템
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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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렐 영구 동토층의 고분에서 출토된 잘 보존된 훌륭한 유물들은 말의 의례 장비를 복원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스크를 쓴 말은 의례 도중에 학취부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대 주민들의 “왕급”고분과 성소는 그 자체의 구조적 특징, 웅대한 규모와
부장 유물들을 통하여 고대 주민들의 건축술의 발전 정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태도, 의식-의례의
복합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내의 고분에서 보이는 일부 구조적 특성의 근본적인 유사성
은 초기 유목민 시대의 인구, 종교 및 이데올리기 설정의 통일성이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부장 유물의 구성 및 지역적 측면에서 탈디Ⅱ 고분군은 의심할 여지없이 동카자흐스탄
또는 남동카자흐스탄에 위치하는 실릭티(바이게토베), 엘레케 사지, 잘라울리 등 초기 사카시기 유적의
범위에 포함되며, 투바지역의 아르잔Ⅱ 고분군과도 연결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그림 39 사카 세계관에서의 말 형상
①
②
③
④

양 뿔과 날개 달린 말 모양 장식, 기원전 5-4세기, 이식 고분, 남동카자흐스탄
날개 달린 말 모양 펠트 안장 장식, 베렐, 동카자흐스탄
뿔 달린 말의 마구 장식 복원도, 베렐 11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말갖춤 장식 복원도, 베렐 36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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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⑤

④
⑥

⑦

그림 40 말갖춤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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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갖춤 부속품, 기원전 6-4세기, 타스몰라Ⅴ, 중부카자흐스탄
말갖춤 장식, 기원전 5-4세기, 탈디Ⅱ 2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말갖춤 부속품, 기원전 6-5세기, 키릭오바, 서카자흐스탄
재갈멈치, 기원전 6-5세기, 일렉샤르Ⅰ, 서카자흐스탄
재갈멈치, 기원전 6-5세기, 키릭오바Ⅱ 12호 고분, 서카자흐스탄
재갈과 재갈멈치, 기원전 8-6세기, 수습 유물, 동카자흐스탄
말갖춤 부속품, 기원전 5-3세기, 베스오바,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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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③

⑤

④

그림 41

말갖춤 2
①
②
③
④
⑤

뼈 허리띠장식, 기원전 6-5세기, 타스몰라Ⅴ 3호 고분, 중부카자흐스탄
안장 덮개, 기원전 6-3세기, 베렐 10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산양 머리가 표현된 말갖춤 장식, 기원전 5-3세기, 베렐 11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말띠연결쇠 장식, 기원전 4-3세기, 베렐 11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3마리의 상상 동물이 표현된 말갖춤 장식, 기원전 4-3세기, 베렐 11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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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42 말갖춤 3
① 말갖춤 부속품, 기원전 4-3세기, 베렐 36호 고분, 동카자흐스탄
② 말갖춤 부속품, 기원전 4-2세기, 키질루이크 성소, 서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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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티수(세미레치예)의 기원전 8-2세기 대형 고분 분포도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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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케겐지역의 지구 · 물리학적 성격
조사지역은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주 남동부(현재 알마티주 라임벡 및 케켄지구)에 위치하고 있
다. 과거 해당 지역은 1936년 나린콜이라고 불렸던 지구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1993년에는 라임
벡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4월 2일에 라임벡지구는 케겐 마을을 행정중심으로 하는 케겐지구
와 분리되었고, 나린콜은 라임벡지구의 행정중심이 되었다.
나린콜 행정중심은 케겐에서 동쪽으로 98㎞ 떨어져 있으며, 메리디오날 산맥 북사면의 나린콜 강과
바얀콜 강이 합류하는 산기슭 지역의 온화한 농경 지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산맥들이 복잡하게 얽
혀있는 산악 지형이다. 지구 남쪽의 산맥들은 테리스키-알라타우 산계와 연결되는데, 정상부의 절대 높
이는 해발 6,000미터 이상에 이른다. 가장 높은 지점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
주 국경에 걸쳐있는 한텐그리(6,995m)이다. 한텐그리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는 러시아의 유명한 지
리학자이자 탐험가인 표토르 페트로비치 세묘노프(별칭 천산)가 1856-1857년에 천산 산맥 일대에서 행
한 탐험 도중에 한텐그리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기록(세델니코프 B.N. 1988)을 남긴 19세기 중반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1943년에는 소련 지형측량기술자들이 고대 연대기에서 한텐그리라고 알려진 고지대를
발견하였지만, “파베디(승리)(7439m)”라고 이름을 붙였다.
조사된 지역은 지형학적으로 침식 구조, 침식-퇴적 구조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에
는 강한 상승 운동 속에서 지각 운동과 퇴적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형이 포함된다. 즉, 한텐
그리 산괴의 북쪽에 발달한 빙하 유형의 높은 산악지역과 빙하 지대의 바깥쪽에 형성된 높은 산악 지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급된 2가지의 유형은 새로운 지각 운동에 의해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상승한 고
대의 수평표면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표면의 흔적은 중부 천산의 북사면에 남아 있다. 그 후 제3기층으
로 뒤덮인 고대 침식층의 광활한 표면은 완만한 사면의 사리자스 분지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 유형에는
지각 운동 및 침식 작용뿐만 아니라, 퇴적 작용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지형들이 포함된다.
바얀콜-테케스카 고원은 해발 1,700-2,000m의 높이에 위치한다. 고원의 주된 방향은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동-서 방향에 가깝다. 남부에는 테케스 강 계곡과 바얀콜 강의 동-서 부분을 구분하는 그리 높
지 않은 키질루시 산줄기가 뻗어 있다. 키질루시 산줄기는 데게레스 산의 동부로 이어지며, 과거 언젠가
바얀콜 강의 지류 중 하나가 가장 짧은 경로로 테케스 강에 도달하였던 좁은 지역을 분리한다.
바얀콜-테케스카 고원의 남쪽으로는 천산 중부 북사면의 연속적인 산괴가 뻗어 있다. 테케스 및 바
얀콜 계곡과 연결되는 곳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 후 산들의 절대 높이와 바얀콜 강 수원지까
지의 깊이가 점차 증가한다. 산악지역 북부의 해발고도는 3,000-3,500m 또는 그 이상이다. 바얀콜 강 중
류의 상부 지점에도 지형적으로 높은(200-300m) 단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테라스의 종단면에 형성된 두
꺼운 침식 단층에서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며, 높은 단을 형성한다. 언급된 단구의 남부는 전형적인 고산
지형이다. 산들의 절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정상부는 눈의 경계 위로 솟아 있으며, 빙하 한계 지형의 성격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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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얀콜 강 수원지의 남쪽과 북 이닐리첵 빙하 사이에는 V.D.케이델레 “중부1”라고 불리는 짧지만 날
카롭게 도드라져 있는 돌출부가 있다. 그 높이는 약 6,000m에 이른다. “중부” 산맥의 동쪽의 북사면에는
므라모르나야 스테나로 잘 알려진 웅장한 석회암 절벽이 형성되어 동바얀콜 빙하의 설산에 드리워 있
다. “중부” 산맥이 서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리자스 산맥이며, 남서쪽으로 약간 어긋나는 위도 방향
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중부” 산맥의 동쪽 말단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한텐그리 산괴에서 가장 중요한 산악 요소”인 메
리디오날 산맥이 뻗어 있다. 엄밀한 남-북 방향의 메리디오날 산맥 축은 지형에서 약 50㎞ 이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메리디오날 산맥을 향해서 거의 직각 방향으로 서쪽에서는 사리자스, 스탈린, 콕샬타우 산맥, 동쪽
에서는 천산 북부 산맥과 할릭타우 산맥이 합쳐진다. 이러한 5개의 길게 뻗은 산맥들은 그것들을 연결
하는 메리디오날 산맥과 함께 광대한 만년설 지대와 빙하로 이루어진 한텐그리 산괴라 불리는 하나의
대산괴를 형성한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강은 차린, 칠리크, 체케스, 바얀콜이며, 각각 수많은 지류를 가지고 있다(카라
블라크, 카인디, 시니시케, 이르수, 켄수, 오르타 메르케, 셰트 메르케 등등). 테케스 강의 가장 큰 지류인
바얀콜 강의 상류는 천산의 가장 높은 산간지인 한텐그리 산괴 내에 위치하고 있다. 바얀콜 강은 북쪽으
로 흐르면서 천산 중부 산맥의 북사면에 위치하는 모든 고생대 지층 구조를 관통하며, 가장 대규모의 단
층에 작용한다.
산에서 내려온 바얀콜 강은 급하게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북쪽에서 키질루시 강줄기의 남사면
으로 둘러싸이고, 남쪽에서 북사면으로는 다른 산괴의 폭넓은 계곡의 낮은 둑으로 흐른다. 또한 나린콜
마을의 북동쪽으로 뻗은 바얀콜 강은 테케스 강의 광대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지점의 너비는
약 35㎞에 이른다. 테케스 계곡 역시 케겐-테케스 분지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며, 카라타우 산에 의해서 2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이식쿨 분지와 동쪽으로 이어지며, 또한 쿤게이-알라타우와 천산 중
부 산맥을 연결하는 대각선 방향의 격벽에 의해 구분된다(게라시모프 B.A. 1959a).
바얀콜 강에는 “중부” 산맥의 가파른 북사면에서 내려오는 한텐그리의 세 지점에서 빙하가 유입되
는데, “중부” 산맥은 산기슭에서부터 산 정상부까지 영구적인 눈들로 덮여 있다. 바얀콜 강 수원지의 동
쪽은 최대 높이가 5,070m에 이르는 메리디오날 산맥의 서사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산맥의 동사면
에서부터 내려오는 일련의 작은 빙하들은 바얀콜 강의 오른쪽 지류인 사우룩사이 강과 알라아이기르
강으로 유입된다. 알라아이기르 강의 수원지에서부터 메리디오날 산맥은 북동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점차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기복도가 줄어든다. 바얀콜 강의 왼쪽 지류인 카라사이 강, 아시토르 강, 아
콜 강은 테리스케이-알라타우 산맥의 북동사면에 위치하는 작은 빙하로부터 시작된다.
바얀콜 강으로 유입되는 빙하는 연중뿐만 아니라 여름철 얼음이 녹는 기간 동안에 그 상태가 급격

1 천산 중부 산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산맥이며,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중부” 산맥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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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화한다. 여름 동안에 점차 감소하던 유입량은 7월과 8월 상반기에 최대치에 도달한다. 여름에는
날씨가 맑은 아침에 가장 적게 유입되고, 오후에 가장 많이 유입된다. 만약 날씨가 흐리면 하루 동안 물의
유입량은 변화하지 않는다(게라시모프 B.A. 1959b).
케겐 강은 카라수, 예시키 카라수, 티슈칸바이 카라수 등 3개의 강이 합류하여 형성된다. 카라수 강
은 샬코데 마을 근처 케트멘 산맥의 동사면에서 시작하는 숄라크 강과 울켄 시부트 강이 합류하여 형
성된다. 케겐 강의 길이는 144㎞이고, 강의 약 120㎞가 분지 지대를 따라 흐른다. 샬코데 마을 근처의 케
겐 강은 해발고도 1,943m의 평원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시르가나크(옛 카르카라) 마을 근처 분지의 해
발고도는 1,778m이다. 165m의 낙차는 길이 약 120㎞에 달하는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곡류를 형성하였다.
시르가낙 마을의 북쪽으로는 케겐 강의 거대한 왼쪽 지류인 카르카라 강이 케겐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리고리예프 V.N., 미트로파노프 V.V. 1976). 카르카라 강은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영토에 걸쳐 이식
쿨 호수의 동쪽 끝과 일리 강 사이(그 사이를 같은 간격으로)를 흐른다. 카르카라 강은 쿤게이-알라타우
의 빙하로부터 시작된다. 키르기스탄 영토에서 발원이 시작되며, 강의 중류는 키르기스와 카자흐스탄의
국경으로 이용되고, 하류는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흐른다. 거기에서 카르카라 강은 오른쪽 지류인 키
시 카르카라 강과 분리된다. 2개의 강은 모두 케겐 강의 오른쪽(차리나 강 상류)으로 흘러 들어간다(무
사바예프 G. 1971).
지역의 기후는 겨울이 길고 추운 강한 대륙성이며, 매년 평균 강수량은 300-400㎜이다. 토양은 쇄석
이 섞인 암회색, 갈색 및 흑색이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광물들, 예를 들어 금(자르클라크 매장지, 바얀콜
강 유역의 광맥), 납, 아연(투유크 매장지), 석탄(오이카라가이 매장지), 비철 및 희귀 금속(카라가일리, 악
타스코예 매장지)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지역의 동물군(특히 산악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늑대, 여우는 일상적으로 분포하며, 눈표범, 스
라소니도 있으며, 드물게는 곰도 확인된다. 고산 지대에는 아르갈리(산양), 산 염소(시베리아 아이벡스),
말사슴과 같은 우제류가 분포하며, 산에는 마멋이 산다. 새에는 설계류(산들칠면조), 메추라기닭류, 노란
부리 까마귀 등이 있다.

II. 제티수지역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연구사
7개 강의 경계인 제티수는 카자흐스탄 땅의 “황금 요람”이다.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한 이 역사지리적지역에는 7개의 큰 강(일레, 카라탈, 비엔, 악수, 렙시, 바스칸, 사르칸트) 이외에도 1,000여 개의 크
고 작은 강이나 호수, 하늘까지 우뚝 솟은 높은 바위산, 모래톱, 산간 분지 등의 지형이 존재한다.
이 지역에는 기원전 8-2세기에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편에서 싸웠고, 그 후 인도에
도달한 사카인들이 살았다.
사카시기 제티수에는 국가 연합이 존재하였고, 최고 지배자가 국가를 지도하였다. 하나의 혈통 또
는 부족이나 종족에서 권력이 지속되었고, 그 권력은 신성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의 뜻”에 따라 통치했으
며, 따라서 사카의 지배자들은 동시에 군 통솔자, 대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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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그림 2

③

카르갈리 매납 유구(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
① 디아데마

그림 3

②

② 사람을 무는 쥐가 묘사된 귀걸이

③ 낙타가 묘사된 반지

잠빌주 베리카라 고분군(기원전 4-3세기)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사카인들은 반유목, 반정주 생활을 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목축
업에 종사하였다. 자일라우 아시, 샬코데, 오이자일라우 등과 같은 산 정상부의 짙은 산악 초원·관목지가
동물들을 키우기 위한 필수 목초지라면, 이 산들의 기슭은 아름다음 가을 목초지이다. 또한 일리, 발하
시 호수, 카라탈, 슈 등의 강가 및 호숫가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장소로 사용되었다. 농업은 특
히 일리, 슈, 탈라스, 카라탈 강 유역에서 발전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제티수 유적들의 물질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은 1860년대에 등장하였다. 카자흐
스탄이 러시아에 편입된 이후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초원에 대한 세부적
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 작업은 19세기 중반 러시아 지리학회 서시베리아지부(N.A.아브라모프.
M.B.플로린스키)와 고고학 위원회(V.V.라들로프)의 활동 덕분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1879년에 이
지역의 고고학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되었다.
제티수지역의 고고학 유적에 대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에 큰 기여를 한 것은 19세기 말에 진행된
투르키스탄 고고학 애호 동아리이다. 이 기간 동안에 N.A.아브라모프, M.B.플로린스키, V.D.고로데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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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판투소프, B.B.바르톨트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고분에 대해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유
적 및 수행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N.리코시나의 “투르키스탄 고고학 애호 동아리 설립
이전 투르키스탄의 고고학 연구(1896년)”와 I.카스타니예의 “키르기스 초원과 오렌부르크 국경의 고대
(1910년)”에 기록되어 있다.
철기시대 매장-의례 유적 연구에 대한 다음 단계는 1928-1953년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가장 놀라
운 발견 중 하나는 1928-1929년에 M.V.보예보드스키와 M.P.그랴즈노프가 카라콜과 칠페크(이식콜과 추
강 계곡) 고분군에서 얻은 자료를 중국 사서와의 비교 분석 및 대조를 통해 새로운 민족문화 즉, 오손문
화가 존재하였다는 결론을 얻은 고고학적 작업의 결과이다(보예보드스키 M.V., 그랴즈노프 M.P. 1938).
그들의 연구 결과는 오손시기 유적의 연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1920-30년대에는 언어학자, 박물관학자, 고고학 애호가 등이 제티수의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알마티주 지역박물관장 B.N.두블리츠키가 단연 돋보인다. 그는 1928년과 1934-1939년에 알
마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던 초기철기시대 고분들에 대한 고고학 조사를 수행하였다(두
블리츠키 B.N., 문서번호 22-24).
소련 시기에는 소련 과학원 물질문화역사연구소뿐만아니라 소련 과학원 카자흐지부와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 산하 학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직한 고고학 조사단을 이끌었던
A.N.베른시탐 등에 의해서 대규모의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졌고, 출토 유물의 비교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1936-1937년 탈라스 계곡, 1938-1941년 추 및 일리 계곡, 1947-1952년 남부카자흐스탄, 1950-1952년
파미르와 페르가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38-1939년 탈라스 강 우안, 켄콜 지역에 위치한 고
분들(고분 11기), 빌리쿨 호수 연안 베리카라 지역의 카라타우 북사면(고분 32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
시하였다. 고분군에서 불규칙적인 수량이나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고분이 확인되는 경우 A.N.베른시탐
은 부족 또는 종족의 매장에서 그들을 구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고분열은 개별 가부
장 가족의 매장 유적인 것으로 보았다(베른시탐 A.N. 1943).
더욱 이른 시기(사카)의 매장에는 작은 돌이나 편평한 판석으로 크롬렉(환상석열)이 축조되었지만,
더 늦은 시기(오손)에는 그 구조적 특징이 사라졌다. 오손의 의례적 요소와 신성한 장소에는 샤머니즘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은 1939년 알마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카르갈리 계곡의 오손 샤먼 매
장 유적에서 발견된 황금관을 통해 증명되었다(베른시탐 A.N. 1940).
이 단계에서 제티수 초기 유목민들에 대한 자료는 A.N.베른시탐(1938년)과 L.Ya.말로비츠카야(1948
년)의 논문으로 출간되었다. 탈라스 계곡, 특히 북카라타우 및 북서카라타우 지역에서 매장 유적의 규모
와 구조는 베리카라 고분군과 탐디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진행된 후에 더욱 명확해졌다.
457기의 고분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있는 베리카라 부족 고분군의 봉분(규모와 구조)과 그 주
변 공간의 매장 건축(방형, 적석 봉분, 타원형 석렬 등)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바반스카야 G.G. 1956).
따라서 기원전 4-3세기에 이곳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우주관과 천체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
적인 자료로 여겨진다.
매장 방법(피장자 등의 위치, 머리의 방향이 서쪽 또는 북서쪽)과 출토 유물(주로 토제품, 동물 양식
으로 제작한 금 및 청동 장식, 드물게 출토되는 청동 화살촉)에 따르면 베리카라인들은 탐디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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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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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5

베스샤티르 엘리트 고분군(기원전 7-6세기) 2
①② “볼쇼이” 베스샤티르 고분 입석(멘기르) ③ 6호 고분 봉분 및 카타콤 단면도
④-⑥ 6호 고분 목실 구조 평·단면도 ⑦ 6호 고분 목실 및 카타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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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시사가 고분군(기원전 7-6세기)

그림 7

대형 고분

그림 8

바이테렉(노보알렉세옙카) 고분군(기원전 6-3세기)
피라미드형 고분, 알마티 소지역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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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토베 고분군(기원전 6-5세기)
원형과 피라미드형 대형 고분군

그림 9

수익사이 고분군(기원전 6-5세기)
대형 고분, 탈디코르간 소지역

비제 매납 유구(기원전 7-5세기) 출토 말갖춤새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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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였다(말로비츠카야 Ya.L. 1948).
사카 매장유적(카르갈리Ⅰ, 카라쇼키)의 첫 조사자인 A.N. 베른시탐의 연구 작업은 청동기시대에서
중세시대 후기까지 망라한다. 유적 연구에 있어서 그는 특히 그들의 민족에 큰 관심을 가졌다.
제티수 사카 고고학 발전의 다음 단계는 캅차가이 수력발전소 수몰 지구의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
진 것이며, 이 지역의 고고학 지도가 제작되었다.
1954년 캅차가이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일리 강 계곡의 수몰 위기에 처한 유적들에 대한 조
사를 목적으로 진행된 일리 고고학 조사단의 6년간에 걸친 연구는 이 지역의 사카-오손 문화와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조사단은 주안토베Ⅰ, 카디르바이Ⅲ, 베스샤티르, 키질라우이즈Ⅰ, 알틴에멜Ⅰ 등 기원
전 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되는 고분들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957년, 1959-1961년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화살촉, 단검 등을 통하여 연대가 결정된 베스샤티르 고
분군에서는 18기의 고분들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유적의 고대 건축 총체가 드러났다. 특히 베스샤티르
의 엘리트 고분의 특징은 지상식 목조 구조물: 묘도-현실 직전까지의 연도-현실(문턱이 있는 개구부)과
지하식 카타콤, 정방형의 목실 기저부와 원형 덮개, 탄화된 목조 구조물이다. 고분의 봉분은 기본적으로
깨진 큰 돌, 쇄석이 섞인 흙, 돌 등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대형 고분은 너비 1.3-1.7m, 높이 1.5m
인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직경 105m, 높이 17m인 “볼쇼이” 베스샤티르 고분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연인원 약 40,000명이 필요
하였다. 고분 봉분의 몇 층 아래에서 확인된 천산 산맥 일대에서 자라는 가문비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두터운 통나무 중 하나를 통해 고분은 기원전 7-6세기로 편년되었다.
지상식 목조 구조물의 모든 통나무들은 잘 다듬어졌으며, 심지어 도구 사용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묘
실 벽의 통나무는 표면을 치밀하게 다듬었고, 서로 잘 엇물리도록 고정하였다. 묘실 모서리의 통나무들
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묘실 벽에 수평으로 쌓은 통나무들이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 통나무들을 지지하
는 구조이다.
일리 고고학 조사단의 수년간에 걸친 조사 결과는 “일리 강 계곡 사카, 오손의 고대문화”(아키셰프
K.A., 쿠샤예프 G.A. 1963)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G.A. 쿠샤예프는 제티수 오손 유적을 처음으로 발견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4년, 1957-1960년 일리 강 유역에서 수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별도의 역사적인 시
기적 맥락에서 오손의 사회, 경제, 종교의 발전 변화 양상에 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였다(쿠샤예프 G.A.
1963). 그는 경계 석렬을 오손의 시대적, 문화적 지표로 간주하고, 경계 석렬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으며, 봉분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봉분 내부, 표면 및 가장자리) 오손의 우주관 표현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밝혔다(쿠샤예프 G.A. 1963).
1956년에는 “카자흐스탄의 고고학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레치예 고고학 조사단이 조
직되었다. E.I. 아게예바와 A.G. 막시모바는 알마티와 탈디코르간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8곳의 고대 유
목민 고분군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144기의 고분들을 발굴조사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8가지 유형
의 매장 구조를 구분하였다(아게예바 E.I. 1961). 그러나 한 편의 논문에서는 12가지 유형의 매장 구조가
있다고 하였다(막시모바 A.G. 1962). G.A. 쿠샤예프는 제티수 오손에서 확인되는 2가지 유형의 매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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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였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묘광의 형태, 두 번째는 카타콤의 형태이다(쿠샤예프 G.A. 1963).
자료의 수집과 체계화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1960년대에 약 50여기가 조사된 북카라타우의 자료에
대한 것이며, 막시모바의 학술 논문 “목축 부족의 매장 구조”에 기술되었다. 해당 논문에서 그녀는 이 지
역의 유적들이 오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봉분에 즙석된 봉토 묘광인지 또는 봉분에 즙석이 되지
않은 봉토 묘광인지에 따라 2가지의 매장 구조 유형을 구분하였다(막시모바 A.G. 1962).
베른시탐, 아게예바, 그 후의 쿠샤예프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특히 유적의 위치에 주목하였다(베
른시탐 A.N. 1952; 쿠샤예프 G.A. 1963; 아게예바 E.I. 1960).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적들이 탈가
르, 투르겐, 이식, 셸렉, 샤린 및 케겐 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티수 북동부지역에서의 고고학 조사
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안토베, 탈가르, 악테렉지역에 위치한 가장 대규모의 고분군에서 특별히 선정한
몇 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장-의례 복합체에서는 해당 종족들의 매장 과
정과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56년, 1973년, 1974년, 1976년에 조사된 탈가르 고
분군의 매장 구조는 일률적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묘광 벽체는 돌로 쌓고, 묘광은 통나무 덮개로 덮여 있
었으며, 통나무의 표면에는 돌이 덮여 있었고, 봉분을 축조하였다(막시모바 A.G. 1980).
1955-1956년에는 카자흐 교육학연구소 학생들의 고고학 실습을 위하여 코필로프가 노보알렉세옙
카 고분군의 피라미드형 고분들과 우슈사이 계곡의 고분 몇 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들은 나중에 그의
박사학위논문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본 시르다리야와 세미레치예의 사카 종족”에서 다루어졌다(코필로
프 N.N. 1953). 세미레치예 고고학 조사단의 활동은 196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63-1966년 알라콜과 레프시 강 계곡에서 G.A. 쿠샤예프를 단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과정
에서 오손의 매장유적을 발견하였고 이 유적들을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연
구 작업은 출간되지 않았다(쿠샤예프 G.A., 1968)
제티수 사카인들의 초기 사카시기(기원전 8-6세기) 유적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매납 유구”
에서 확인된 유물과 습득한 유물들만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비제 “매납 유구”에서 발견된 불완전한 4
점의 말굴레 세트(등자형 재갈, 3개의 구멍이 있는 재갈멈치, 띠 조절 장치 등)와 테켈리지역에서 발견된
버섯형 손잡이끝장식과 곧은 돌치를 가진 청동 단검이 포함된다. 제티수지역의 후기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과도기 단계에 해당하는 매납 유구는 수십 개가 있는데, 주로 일리 강 연안과 자일리스 알라
타우 북사면에서 발견되었다.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것은 카반바이 마을 근처의 안드레예프 매납 유구
이다. 1988년에는 잘라울리 마을 근처의 학생들이 펠트 자루에서 약 600여점의 초기 사카시기 금장식을
우연히 습득하였다. 이러한 유물은 케겐 계곡의 대형 고분군들에서 도굴한 것일 수도 있다.
소련 시기에는 누르무한베토프가 이끄는 긴급발굴조사단 및 물질문화 유적 복원을 위한 카자흐연
구소 고고학 알마-아타지부에 의해서 제티수의 초기 유목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그리고리예프 F.P. 1989; 1992).
수 년에 걸친 사카문화의 연구에서 가장 큰 고고학적 업적은 이식 고분을 조사한 것이다. 이식 고분
의 조사는 사카의 매장 의식, 세계관 및 종교-신화관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식 유목민의
의복은 보호 갑옷을 모방하였다. 방어 기능은 신성한 황금 태양의 주술적인 힘이다(아키셰프 K.A. 1974;
197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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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⑥

⑤

⑦

그림 11

⑧

잘라울리 매납 유구(기원전 7-3세기) 출토 유물
①-③ 산양 및 금제 알갱이 누금 동물 발톱형 허리띠 부속품(또는 의식용 마구)
④ 원추형 침상 장식 땜질 양털 모방 금판 ⑤⑥ 산양 및 금제 알갱이 누금 장식
⑦ 한 쌍의 사슴 묘사 허리띠 장식 ⑧ 허리띠 띠끝장식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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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고분군은 서로 다른 시기로 편년되는 200여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형의 고분들
은 대체로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열을 이루고 있다. 고분의 봉분은 강자갈과 쇄석-점토 덩어리가 섞인
층을 교대로 여러 겹(3-4층) 쌓아서 조성하였으며, 봉분 아래에서는 2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측
면 매장주체부(크기 3.5×4.2m, 깊이 2.7m)의 목곽 내부에서는 국가의 이데올리기를 반영한 뾰족한 관모
와 황금 예복이 있는 사카 지배자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제티수지역의 사카 예술품은 대륙의 다양한 문
화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토착의 장인들을 양성하였다(아키셰
프 K.A. 2011). 사카인들은 자체 언어(이식 고분군의 은제 완에서는 판독되지 않은 26개의 문자가 새겨져

그림 12

이식 고분군(기원전 5-4세기)과 황금 인간 의복 복원(K. 아키셰프)

그림 13

이식 고분 매장주체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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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 관모 복원도 앞면과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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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⑤

④

⑥

⑦

⑧

그림 15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기원전 5-4세기) 1
①-⑤ 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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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⑥ 의복 복원도

⑦-⑨ 의복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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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그림 16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기원전 5-4세기) 2
① 허리띠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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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리띠 장식

③ 금 토크

④ 금 반지

⑤ 명문이 새겨진 은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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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7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기원전 5-4세기) 3
① 검 손잡이

② 손잡이 끝장식

있음), 신화와 뛰어난 기술이 있었다.
“황금 인간”이 발견된 이식 고분 이외에도 1980-1990년대에는 탈가르 고분군과 다양한 초기 유목민
들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고분들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며, 피장자의 부에 대
한 정보는 습득된 개별 유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식 고분군 중 하나의 고분에서는
청동 향로가 출토되었으며, 탈가르에서는 여러 동물이 혼합되어 표현된 점토 인장이 출토되었다(아키셰
프 K.A., 아키셰프 A.K., 누르무한베토프 B.N., 문서번호 2080).
1970-1980년대에는 키질카이나르, 우진불라크, 쇼시칼라, 카라샤, 젯자르 고분군 등에서 소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막시모바 A.G. 1972; 1975; 1969; 오라즈바예프 A.M. 1980). 동제티수지역의 텐릭 고분
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카 귀족이 확인되었다. 피장자의 피복은 수 백 여 점의 꾸미개로 장식되었다. 그
중 기마인이 표현된 꾸미개가 가장 흥미로운 유물이다. 말은 두터운 가슴과 두꺼운 목에 거대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말의 몸통에는 마구가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즉, 머리에는 고삐를 포함한 굴레, 가슴에는 원
형의 장신구와 벨트, 엉덩이에는 문양이 표현된 덮개가 있다. 안장과 등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장자의
옆에서는 청동 거울, 금줄이 새겨진 목재 상자, 장미꽃 장식이 표현된 막대 모양 머리핀 또는 장식핀 등이
출토되었다.
제티수의 사카인들은 라하트, 오릭티, 치간카, 예르멘사이, 투주사이, 부탁티 등과 같은 대규모의 마
을 및 도시에 거주하였다(고랴체프 A.A. 2011). 마을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은 산악 계곡의 충적 선상지
나 강 계곡의 삼각주에 자리잡았다. 가축을 방목하였던 정착민들은 이와 동시에 건지 농업과 관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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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종사하였다. 또한 겨울 거주지와 같은 계절 유숙지도 존재하였다. 90년대 중반에는 카자흐스탄-미
국 공동 조사단이 “청동기-중세시대 제티수 동북지역 초원 사회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알마티의 소지역
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고고학자들의 주로 초기철기시대 마을 발견 및 위치 확인, 물질 자료의 분류
및 편년에 관심을 두었다. 10년 동안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투주사이, 치간카, 탈디불라크, 오이자이라우,
키질불라크Ⅲ, 오세르바이Ⅰ, 샤린, 세렉타스Ⅰ, 라하트 등 후기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
는 유적들이 조사되었다(Chang C., Tourtellotte P., Baipakov K.M., F.P.Grigoriev 2002). 제티수지역의 사카 마
을과 성에 관한 연구는 계속 이어져나가 2017년에는 이식 역사-문화 보호 박물관 주관으로 카자흐스탄중국 공동 조사단에 의하여 라하트성 유적이 조사되었다.

그림 18

텐릭 고분군(기원전 3-2세기) 기마인이 표현된 금단 장식, 탈디코르간 소지역

그림 19

라하트성(기원전 4-3세기 추정) 알마티 소지역

제2장 _ 자연·고고 환경

카자흐스탄_책.indb 85

85

2020-01-03 오후 6:24:43

1991년부터는 이식, 파브리츠니, 마이불라크, 슈바르, 타스티불라크, 루고보이, 메르케, 코르다이, 테
스케누, 카르갈리Ⅰ 등 다른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하였던 개별 연구자들이 학술적 결과로서의 새로운
자료나 정보, 관념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어려워졌다.
2000-2008년에 알마티 근처에 위치하는 니즈냐야 카멘가, 보랄다이, 주안토베, 샤니락, 울잔 고분군
에 대한 긴급-구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확보되었다(누르페이소프 M., 베세타
예프 B., 초트바예프 A., 키야스벡 G., 톨레게노프 E. 2008; 아미로프 E.Sh. 2008). 1,070기의 중소형 고분들
이 확인된 카라툼 고분군에서 대규모의 긴급-구호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일리 계곡에 위치하며
기원전 6-3세기로 편년된다. 고분군의 특징은 매장주체부 내부에 마구가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무구들
만 확인된다는 것이다(바이파코프 K.M., 보야킨 D.A., 자하로프 S. 2016).
21세기 초부터는 제티수지역의 사카 엘리트 고분들에 대한 연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2008-2009년에는 카자흐스탄-독일 공동 조사단이 케겐 근처의 “콧수염” 달린 대형 고분의 주변 공간과
일리 계곡의 주안토베 고분군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특히 고분의 구조와 의례에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
어, 주안토베 8호, 9호 고분은 카자흐스탄-독일 공동 조사단에 의해 2008년에 조사되었다. 8호 고분의 봉
분은 세 단계에 걸쳐 축조되었다. 묘광 주변에는 묘광 내부토를 부었고, 묘광 내부토 표면에는 두께 10-15
㎝의 점토를 발랐다. 묘광 내부토 위로는 점토 블록을 이용하여 층을 쌓았는데, 층의 높이는 약 1m에 달
했다. 장방형의 점토 블록들을 이용해 경사지게 기초를 닦고, 당시 건축가들이 원형 지붕을 건설하였다.
일부 구간의 몇몇 층위에서는 해당 층의 위쪽을 모르타르로 칠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위에는 둥근 돌을
일렬로 놓아서 적석하였다. 이 층 위에는 여러 층으로 돌을 쌓았고, 봉분의 기저부에서는 석제 층의 높이
는 최대 1m였다. 묘광 내부 구지표면으로부터 1m의 깊이에는 크기 2×1.6×4.1m, 높이 0.3-0.5m인 홈을 파서
결구한 2단의 제형 목곽이 놓였다. 묘광 벽과 목곽 사이에는 둥근 돌을 세로 일렬로 넣어 뒷채움하였다
(사마셰프 외 2009; Nagler et all 2010).
2012년부터는 알마티주 케겐지구 행정 중심지역에 위치하는 카르카라 매장-의례 복합체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졌다(온가르 A. 외 2014). 카르카라 매장-의례 복합체는 지상식 구조물(봉분), 주변 공간(담장
과 석렬), 주구와 고분 외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구는 주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복합체의 전
체 길이는 동서 125.74m×남북 127.51m이다. 2012-2017년에 걸쳐 주 고분의 호석과 흉노시기에 해당하는
45기의 고분-석렬이 밝혀지고 조사된 복합체의 주변 공간이 완전히 조사되었다. 조사된 흉노시기 고분담장은 직경 3-7.1m, 고대 표면으로부터의 높이 0.15-0.35m이다. 묘광은 깊이 0.2-0.9m로 얕고, 북-남, 북, 북
북-서-남, 남-동, 북서-남동의 방향이다. 피장자는 북(북-서)침앙와장으로 매장되었다. 4기의 유구에서(15,
20, 21, 22호)는 피장자의 뒤통수와 이마쪽에서 장방형의 금 과판과 지그재그 형태의 금박 철 유물 일부
가 확인되었다. 자일리스키 알라타우 북사면에 위치하는 주안토베 고분군의 대형 고분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와 규모, 얕은 묘광 그리고 유물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분-담장이 조사되었다. 지상식
구조물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동서 52.11m×남북 53.13m이며, 잔존 높이는 4.8m이다.
봉분 상층에는 다양한 크기의 둥근 돌들로 적석하였다.
2012-2016년에는 카자흐스탄-이탈리아 공동 조사단이 베스샤티르 고분군 지역에 위치하는 초기철
기시대의 카스판 유적을 조사하였다(베이세노프 외 2015; Beisenov et al 2017). 2015년부터는 케겐 계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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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카자흐스탄 조사단이 사카의 대형 고분인 카타르토베 고분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카인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인 무덤의 참배와 관련된 금기, 규칙과 행동 규범이 있었다. 제티수의
대형 고분들의 주변 공간에는 불을 피우고 의례를 지낸 흔적뿐만 아니라 제단, 제사용 상, 향로, 솥 등 의
례와 관련된 유물이 있는 의례 공간이 있었다. 사카의 매장 시설을 발굴하는 과정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그리고 종종 매납 유구에서 이러한 의례 관련 유물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주마베코바 G., 바자르바예바 G. 2013).
결론적으로 제티수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강력한 문화적 기질 위에서 당시의 높은 금속 제련술, 안
정적인 농업 시스템의 구축, 효과적인 무구 및 군사 등을 바탕으로 “다양성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림 20 울잔 고분(기원전 4-3세기) 지상식 구조물 복원도, 알마티 소지역

그림 21

매납 유구 출토 및 습득 유물(기원전 4-3세기) 알마티 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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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안토베 고분군(기원전 6-3세기)의 콧수염 달린 대형 고분 케겐 소지역

그림 23 보랄다이 고분군(기원전 5-3세기) 알마티 소지역

88

카자흐스탄_책.indb 88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24:49

그림 24 카르카라 매장-의례 복합체(기원전 6-3세기) 케겐 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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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tombs
in Zhetisu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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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티수지역 고분 분포현황조사
II.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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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켄지역 초기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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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켄 강 계곡의 기원전 8세기-기원 후 2세기 매장 유적 분포도
그림 2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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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티수지역 고분 분포현황조사
2018년에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후 5세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케겐 계곡을
따라 분포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악타스 마을-코미르시 마을-샬코데 마을-키시크-카타르토베알틴켄-악불라크-투즈콜 마을-카라사스 마을-케겐 마을-볼렉사스 마을-예레우일 마을을 거쳐 다시 케
켄 마을로 돌아오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분포현황조사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부터 중세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유적 108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유적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사카시기(기원전 7-6세기), 사카-오손시기(기원전 5-2세기)
및 흉노시기(기원전 2세기-기원후 5세기) 등 3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이와는 별도로 초기철기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유적도 확인되었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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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케켄 계곡 일대의 자연환경 2

그림 5

케켄 계곡 일대의 자연환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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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케겐 계곡 일대의 자연환경 4

1. 기원전 7-6세기 유적
1) 카르카라 고분군 N 42˚47'51.416", E 79˚20'20.508"
유적은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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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군 내 남쪽에 위치하는 대형 고분은 2012년부터 A. 온가르를 단장으
로 하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카르카라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2) 카르카라Ⅱ 고분군 N 42˚52'05.098", E 79˚13'44.610"
고분군은 카르카라 강의 두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400m 북쪽에는 카르카라
마을이 위치하며, 고속도로 역시 그 부근에 위치한다. 유적은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
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지
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군은 전체 15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있다. 봉분의 직경은 2095m, 높이는 2-9m이다. 봉분은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피라미드 형태이다.

그림 8

카르카라Ⅱ 고분군

3) 예레우일토베Ⅰ 고분군 N 42˚49'14.667", E 79˚15'23.640"
유적은 예레우일 마을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지표조사팀
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림 9

예레우일토베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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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은 몇 기의 대형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있다. 고분의 직경은 6090m, 높이 1.5-3m이다.
4) 볼렉사스Ⅰ 고분군 N 43˚58'54.561", E 79˚04'32.313"
고분군의 서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오티즈알티
마을이 위치한다. 유적은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
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군은 전체 3기의 대형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
은 40-93m, 높이는 3-1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
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다.

그림 10

볼렉사스Ⅰ 고분군

5) 볼렉사스Ⅱ 고분군 N 43˚57'49.800", E 79˚04'25.954"
고분군의 남서쪽에는 오티즈알티 마을이 위치하며, 북쪽에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남쪽은 산 능선
에 의해서 경계를 이룬다. 유적은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
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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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은 전체 대형 7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
은 20-90m, 높이 4-10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다.
6) 케겐Ⅰ 고분군 N 42˚57'40.912", E 79˚11'13.677"
고분군은 케겐 마을에서 남쪽으로 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
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
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모두 8기의 고분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
은 20-120m, 높이 2-10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피라미드 형태이다.

그림 12

케겐Ⅰ 고분군

7) 볼쇼이 케겐 고분 N 42˚57'46.799", E 79˚20'06.106"
케겐 마을에서 동쪽으로 8-9㎞, 케겐-나린콜 고속도로에서 북쪽으로 200-300m, 악타스티 마을을 향
하는 도로의 회전 교차로에서 서쪽으로 200-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
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

그림 13

볼쇼이 케겐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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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라임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은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서 다른 고분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직경 약 100m, 높
이 15-17m이다. 고분의 평면 형태는 궁륭형이고, 상부는 편평하며 정상부에는 2곳의 함몰부가 있다. 대형
의 함몰부는 봉분의 중앙에 위치하며, 그보다 크기가 작은 것은 봉분의 서쪽에 위치한다. 고분 봉분의
주변으로는 대지가 있다. 대지 바깥쪽에는 봉분 전체를 둘러싼 주구가 존재한다. 봉분의 북서쪽에서는
주구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분명하게 관찰된다. 통로는 대지에서 시작하여 주구의 끝까지 이어진다. 2009
년 카자흐스탄-독일 조사단이 대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봉분의 서쪽 지역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유적은 초기 사카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 “눈썹”달린 볼쇼이 고분 N 42˚58'53.396", E 79˚14'54.538"
고분은 케겐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8.5㎞ 떨어져있으며, 케겐-나린콜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
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단” 라임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봉분의 직경은 88m이고, 높이
는 15m 이상이다. 2009년 카자흐스탄-독일 공동 조사단에 의해 고분 주변 공간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14

“눈썹”달린 볼쇼이 고분

2. 기원전 5-2세기 유적
1) 악타스티Ⅰ 고분군 N 43°00'07.784", E 79°23'46.413"
유적은 악타스티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0.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
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2006년 알마티 고고학 지표조사단 투르겐팀, 2011년 유한회사 “고고학 전문조사
단” 라임벡 지표조사팀에 의해 조사되었다. 고분군은 20여기의 소형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직
경 10-15m, 높이 1-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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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악타스티Ⅰ 고분군

2) 쿠라일리Ⅰ 고분군 N 43˚00'54.550", E 79˚26'15.487"
유적은 악타스티 마을에서 동쪽으로 2.8㎞ 떨어져 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쿠라
일리 강의 두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고분군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14기
이다. 봉분은 흙과 돌을 섞어서 축조되었다. 고분 직경은 0.5-14m, 높이는 0.2-0.8m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고, 고분의 서쪽에는 제단 시설이 있다.

그림 16

쿠라일리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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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라일리Ⅲ 고분군 N 43˚00'21.050", E 79˚26'42.537"
유적은 쿠라일리Ⅰ 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
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고분군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동쪽 고분열은 서쪽 고분열의 고분과
는 대조적으로 더 높고 직경이 큰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33기이다. 고분의 직경은
7-18m, 높이 0.8-2m이다. 봉분의 기저부에는 너비 2-3m의 호석이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중단부, 상단부에도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다. 동쪽 고분열의 남-동쪽에서는 최대 직경 5m인 석렬 2기가 확인되었다.

그림 17

쿠라일리Ⅲ 고분군

4) 코자굴Ⅰ 고분군 N 43˚00'13.415", E 79˚28'17.981"
유적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7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40기 이상의 다양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일부 고분들은 열이 아닌 무작
위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6-12m, 높이 0.2-1m이다. 고분의 서쪽에는 제단 시설이 있다. 봉분 외
곽으로는 2열의 원형 경계 석렬이 확인된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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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코자굴Ⅰ 고분군 2

5) 코자굴Ⅱ 고분군 N 42˚59'52.279", E 79˚28'48.409"
유적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30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
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직경은 3-8m, 높이 0.2-0.8m이
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다.

그림 20 코자굴 Ⅱ 고분군

6) 카라쇼키Ⅰ 고분군 N 42˚59'27.139", E 79˚28'54.848".
유적은 코자굴Ⅱ 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0.2㎞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유적은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고분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68기가 확인되었다. 고분의 직경은 3-29m, 높이는 0.2-2.5m이
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
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2열의 원형 경계 석렬이 존
재한다. 고분 중앙열의 서쪽과 동쪽에는 몇 그룹의 고분들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일반적으로 6-7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가장 큰 4기의 고분에는 최대 너비 2m인 토루와 주구가
있으며, 그 중 일부에는 봉분 외곽에 방형에 가까운 경계 석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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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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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라쇼키Ⅱ 고분군 N 42˚59'23.979", E 79˚29'27.559"
유적은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 44기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
은 0.3-10m, 높이 0.2-0.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
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2열의 원형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일반적으로 7-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고
분군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능선 기슭에는 동-서 방향으로, 일부는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방형
에 가까운 구조의 기단이 확인되었다.

그림 22 카라쇼키Ⅱ 고분군

8) 카랴쇼키Ⅲ 고분군 N 42˚59'21.703", E 79˚29'49.250"
유적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 20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분열은 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 고분열은 5기의 고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26기이며, 직경 3-13m, 높이 0.2-0.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
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
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2열의 원형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1기의 고분에는
봉분 외곽으로 방형에 가까운 2열의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그림 23 카랴쇼키Ⅲ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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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카랴쇼키Ⅳ 고분군 N 42˚59'29.093", E 79˚30'10.383“
유적은 카랴쇼키Ⅲ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0.5㎞ 떨어져 있으며,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09기이며, 직경 3-26m, 높이 0.2-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
설한 원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2열의 원형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2기의 고
분에서는 최대 너비 1.5-2m의 주구가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그림 24 카랴쇼키Ⅳ 고분군

10) 카라쇼키Ⅴ 고분군 N 42˚59'25.29'', E 79˚30'28.47''
유적은 쿠라일리Ⅲ 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0.2㎞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5-10m, 높이 0.5m이고, 10기
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카라쇼키Ⅵ 고분군 N 42˚59'30.341", E 79˚30'50.903"
유적은 쿠라일리Ⅴ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0.4㎞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5-10m, 높이 0.5m이고, 최소
40기 이상의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고분의 서쪽에는 제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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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카라쇼키Ⅴ 고분군

그림 26 카라쇼키Ⅵ 고분군

12) 카라쇼키Ⅶ 고분군 N 42˚59'32.599", E 79˚31'08.437“
유적은 쿠라일리Ⅵ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0.4㎞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13기이며, 고분의 직경
5-10m, 높이 최소 0.5m이다.

그림 27

카라쇼키Ⅶ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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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카라타스Ⅰ 고분군 N 42˚59'38.389", E 79˚31'34.141"
유적은 쿠라일리Ⅶ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0.4㎞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 5-10m, 높이 최소 0.5m이다.

그림 28 카라타스Ⅰ 고분군

14) 카라타스Ⅱ 고분군 N 42˚59'47.009", E 79˚32'14.556"
유적은 카라타스Ⅰ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1㎞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다.
소형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경 약 5m, 높이 0.3-0.5m이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는 6기
의 고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29 카라타스Ⅱ 고분군

15) 악코라 고분군 N 43˚00'07.331", E 79˚32'49.545"
유적은 직경 약 5m, 높이 0.3-0.5m인 7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6) 수루사이Ⅰ 고분군 N 43˚00'25.647", E 79˚33'48.670"
고분의 직경은 5-13m, 높이 0.3-0.8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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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악코라 고분군

그림 31

수루사이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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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루사이Ⅱ 고분군 N 43˚00'40.215", E 79˚34'13.718"
유적은 3개의 고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최대 15m이다. 일부 고분에는 장방형의
경계 석렬이 있다.

그림 32 수루사이Ⅱ 고분군

18) 수루사이Ⅲ 고분군 N 43˚00'56.800", E 79˚35'18.739"
유적은 수루사이Ⅱ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1.7㎞ 떨어져 있으며, 산사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다. 봉분은 소형이며, 직경 5-10m, 높이 약 0.3m이다. 고분들은 남-북 방향으로 분포한다.

그림 33 수루사이Ⅲ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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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루사이Ⅳ 고분군 N 43˚01'27. 389", E 79˚36'04.632"
봉분의 직경 5-10m, 높이 약 0.3m이다.

그림 34 수루사이Ⅳ 고분군

20) 코미르시Ⅰ 고분군 N 43˚01'56.797", E 79˚37'00.592"
유적은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
체 고분의 수는 44기이다. 봉분의 직경은 3-33m이다. 봉분은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
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그림 35

코미르시Ⅰ 고분군

21) 부르삭사이Ⅰ 고분군 N 43˚02'32.558", E 79˚38'00.000"
유적은 4-5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
체 고분의 수는 50기 이상이다. 봉분의 직경은 3-20m, 높이 0.2-1.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
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
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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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부르삭사이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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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르삭사이Ⅱ 고분군 N 43˚02'58.203", E 79˚38'47.756"
유적은 2-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
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며, 직경 3-015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
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그림 37

부르삭사이Ⅱ 고분군

23) 부르삭사이Ⅲ 고분군
N 43˚03'06.506", E 79˚38'55.150".
유적은 2-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약간 어
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
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5기 이상이며, 직경
3-10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
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
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
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

그림 38 부르삭사이Ⅲ 고분군

이 존재한다.
24) 울켄 시부트Ⅱ 고분군 N 43˚09'48.336", E 79˚51'51.498"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쪽으로 1㎞ 떨어져 있으며,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2개의 고분열은 녹
은 물로 인해 인해 이루어진 수로에 의해 2구역으로 구분되는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고분들은 약
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60기 이상이다. 봉분의 직경은 6-15m, 높이
0.2-1.2m이다.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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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울켄 시부트Ⅱ 고분군

25) 울켄 시부트Ⅲ 고분군 N 43˚09'40.969", E 79˚51'28.231"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서쪽으로 1.5㎞ 떨어져 있으며, 2-3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들은 약
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다. 고분의 직경은 5-21m, 높이
0.2-1.4m이다.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그림 40 울켄 시부트Ⅲ 고분군

26) 울켄 시부트Ⅳ 고분군 N 43˚09'28.947", E 79˚51'20.179"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2㎞ 떨어진 테라스의 서쪽 경계 지점에 위치한다. 테라스의 기
슭에는 마른 하상河床이 있다. 고분군은 3-4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
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40기 이상이다. 봉분의 직경은 4-14m, 높이 0.2-0.5m이다. 고분의 봉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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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
부에는 원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제단이 있다.

그림 41

울켄 시부트Ⅳ 고분군

27) 울켄 시부트Ⅴ 고분군 N 43˚08'49.673", E 79˚50'46.027"
고분군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12-22m, 높이 0.5-0.7m이다. 고분의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7-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제단이 있다.

그림 42 울켄 시부트Ⅴ 고분군

28) 이인디사이Ⅰ 고분군 N 43º05'25.846", E 79º41'46.172"
유적은 코미르시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2.5㎞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1㎞ 떨어진 곳에는 샛길,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겨울집이 위치한다. 고분군의 동쪽 부분에는 얼
음물로 형성된 작은 도랑이 관통한다. 유적은 8-9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80기 이상이며, 봉분의 직경은 3-12m, 높이 0.2-0.8m이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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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
부에는 원형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그림 43 이인디사이Ⅰ 고분군

29) 이인디사이Ⅱ 고분군 N 43˚05'39.185", E 79˚42'31.964"
유적은 코미르시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3㎞ 떨어진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는 샛길이 있다. 고분군의 서쪽 부분에는 얼음물로 형성된 작은 도랑이 관통한다. 유적은 2
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40기 이상이
다. 봉분의 직경은 4-15m, 높이 0.2-1.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
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큰 돌로
축조한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그림 44 이인디사이Ⅱ 고분군

30) 이인디사이Ⅲ 고분군 N 43˚05'41.383", E 79˚42'57.556"
유적은 코미르시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3.2㎞ 떨어진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겨울집과 샛길이 위치한다. 고분군은 5-6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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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60기 이상이며, 봉분의 직경 3-20m, 높이 0.2-1m이다. 봉분
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5-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그림 45 이인디사이Ⅲ 고분군

31) 이인디사이Ⅳ 고분군 N 43˚05'38.325", E 79˚43'20.964"
유적은 이인디사이Ⅲ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의 남쪽에는 4
기의 겨울집이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
다. 전체 고분의 수는 30기 이상이며, 봉분의 직경은 4-14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
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
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은 5-8기의 큰 돌로 축
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그림 46 이인디사이Ⅳ 고분군

32) 이인디사이Ⅴ 고분군 N 43˚05'56.973", E 79˚43'38.631"
유적은 이인디사이Ⅳ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고분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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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14기 이상이며, 북-남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7-12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
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
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그림 47 이인디사이Ⅴ 고분군

33) 카라예시키Ⅰ 고분군 N 43˚05'58.701", E 79˚43'48.622"
유적은 이인디사이Ⅳ 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0.5㎞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서
쪽에는 얼음물로 형성된 작은 도랑이,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겨울집이 존재한다. 고분군은 2개
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30기 이상이다. 봉분의 직경은 5-22m, 높이 0.2-1.5m이다. 봉분
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34) 카라예시키Ⅱ 고분군 N 43˚06'09.159", E 79˚44'04.967".
유적은 카라예시키Ⅰ 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0.5㎞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북
쪽 50m 거리에는 겨울집이, 서쪽과 동쪽에는 얼음물로 형성된 작은 도랑이 있다. 남쪽에는 겨울집 몇 채
가 존재한다. 유적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군에는 20기 이상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석렬이
존재한다. 석렬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10m, 높이 0.2-0.3m이다. 유구는 대체적
으로 편평하면서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일부 방향에 가까운 형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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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카라예시키Ⅰ 고분군

그림 49 카라예시키Ⅱ 고분군

35) 톡타르바이Ⅰ 고분군 N 43˚06'23.984", E 79˚44'47.660"
유적은 톡타르바이 겨울집에서 북동쪽으로 200m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500m 지점에는 다른 겨울집이 있다. 유적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다.
고분들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4-14m, 높이 0.2-0.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
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
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36) 톡타르바이Ⅱ 고분군 N 43˚06'34.351", E 79˚45'13.480"
유적은 톡타르바이 겨울집에서 서쪽으로 50m, 톡타르바이Ⅰ 고분군에서 서쪽으로 0.4㎞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500m 지점에는 다른 겨울집이 있다. 고분군은 서로 구분된 2개의 작은 언덕 정상
부에 위치하며, 5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50기 이상이다. 고분들은 남-북 방향으로 배
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13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또는 방형 호석이 있으며, 봉
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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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톡타르바이Ⅰ 고분군

그림 51

톡타르바이Ⅱ 고분군

37) 코시카르Ⅰ 고분군 N 43˚06'55.518", E 79˚47'20.007"
유적은 톡타르바이Ⅱ 고분군에서 서쪽으로 0.4㎞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며, 동쪽과 서
쪽은 얕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 50m 지점에는 겨울집이 있다. 고분군의 동쪽에는 코시카르바
이 하상이 존재한다. 고분군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22기 이상의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4-12m, 높이 0.3-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원형 또는 방형 호석이 있으며, 봉
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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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코시카르Ⅰ 고분군

38) 코시카르Ⅱ 고분군 N 43º07'02.155", E 79º47'36.243"
유적은 코시카르Ⅰ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300m, 톡타르바이Ⅲ 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0.4㎞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5m 지점에는 샛길이 있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6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봉분의 직경은 5-14m, 높이 0.3-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
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53

코시카르Ⅱ 고분군

39) 코시카르Ⅲ 고분군 N 43°07'34.084", E 79°48'17.526"
유적은 코시카르 마을에서 동쪽으로 2㎞, 코시카르Ⅱ 고분군에서 같은 방향으로 200m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 30m 지점에는 샛길이 있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봉분의 직경은 5-13m, 높이 0.3-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
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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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코시카르Ⅲ 고분군

40) 코시카르Ⅳ 고분군 N 43°07'34.084", E 79°48'17.526"
유적은 코시카르 마을에서 동쪽으로 700m 떨어져 있으며, 남쪽 400m 지점에는 샛길이 있다. 고분군
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5기 이
상이다. 고분의 직경은 5-11m, 높이 0.2-0.3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
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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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샬코데Ⅰ 고분군 N 43°09'22.12", 79°53'47.50"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
성되며,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5기 이상이다.
고분의 직경은 5-31m, 높이 0.3-3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나,
그 중 1기는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
이 있다.

그림 56 샬코데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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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샬코데Ⅲ 고분군 N 43°09'42.41", E 79°53'56.11".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
성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다.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9m, 높이 0.2-0.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
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57

샬코데Ⅲ 고분군

43) 샬코데Ⅳ 고분군 N 43°10'17.11", E 79°53'43.61"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4-5개의 고분열로 구성
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다.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

그림 58 샬코데Ⅳ 고분군

128

카자흐스탄_책.indb 128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26:36

경은 2-15m, 높이 0.2-0.5m이다. 봉분은 편평하고,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
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
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44) 샬코데Ⅴ 고분군 N 43°10'01.94", E 79°54'11.38"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500m 지점에는 겨울집
이 있다. 고분군은 7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
의 직경은 3-6m, 높이 0.3-1m이다. 봉분은 편평하고,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
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59 샬코데Ⅴ 고분군

45) 아실리Ⅰ 고분군 N 43°09'52.21", E 79°54'32.25"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5㎞, 샬코데Ⅰ 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2㎞ 떨어진 높은 구
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전체 고분의 수는 19기이다.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4-17m, 높이는 0.2-1.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60 아실리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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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실리Ⅲ 고분군 N 43°09'42.95", E 79°54'48.77"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2㎞, 아실리Ⅳ 고분군에서 북쪽으로 0.7㎞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7기이며, 고분들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5-14m, 높이는 0.3-1.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61

아실리Ⅲ 고분군

47) 아실리Ⅳ 고분군 N 43°09'24.13", E 79°54'45.45"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3㎞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들은 남-북 방향으로
0.5㎞, 동-서 방향으로 0.6㎞의 범위에 분포한다. 각각의 고분열은 남-북 방향으로 뻗은 최소 10기 이상의
소형 고분들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5-10m이다.

그림 62 아실리Ⅳ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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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질란디Ⅰ 고분군 N 43°09'22.95", E 79°55'05.76"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2.7㎞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
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최소 20기 이상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3-12m, 높이
0.2-0.8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
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63 질란디Ⅰ 고분군

49) 질란디Ⅱ 고분군 N 43°09'26.88", E 79°56'32.87"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3.7㎞, 질란디Ⅰ 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진 높은 구릉
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4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3-6m, 높이는 0.3-0.8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50) 질란디Ⅲ 고분군 N 43°09'36.62", E 79°56'52.58"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4.2㎞, 질란디Ⅱ 유적에서 북동쪽으로 0.5㎞ 떨어진 높은 구릉
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6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4-10m, 높이 0.3-0.8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
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51) 질란디Ⅳ 고분군 N 43°09'48.18", E 79°57'21.87"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5㎞, 질란디Ⅲ 고분 그룹에서 북동쪽으로 0.8㎞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20기 이상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
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10-29m, 높이 0.5-1.5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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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질란디Ⅱ 고분군

그림 65 질란디Ⅲ 고분군

그림 66 질란디Ⅳ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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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바스타우 고분군 N 43°10'30.89", E 79°56'25.46"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5.1㎞ 떨어진 높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59기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12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
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67 바스타우 고분군

53) 사리토베 고분군 N 43°10'20.92", E 79°55'53.50"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4.5㎞ 떨어진 높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된다. 전체 고분의 수는 37기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직경은
4-11m, 높이 0.2-1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
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그림 68 사리토베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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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술리콕사이Ⅰ 고분군 N 43°10'25.94", Е 79°57'30.39"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7-8㎞ 떨어진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산이, 왼쪽에
는 3기의 겨울집이 있다. 또한 유적의 남쪽 15㎞ 지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있다. 고분군의 중앙부에는 카
자흐 마자르가 존재한다. 고분군은 북동, 남서방향으로 뻗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며, 봉토-적석 봉분
을 가진 소형 고분 약 30여기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직경은 7-18m, 높이는 대략 0.2-0.8m이다. 고분의 상
부는 편평하며, 일부 고분에는 함몰부가 존재한다. 봉분의 기단부는 직경 7-8m, 너비 30-40㎝, 높이 15-20
㎝인 호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8기의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그림 69 술리콕사이Ⅰ 고분군

그림 70 술리콕사이Ⅱ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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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술리콕사이Ⅱ 고분군 N 43°10'52.57", Е 79°57'34.77"
유적은 서쪽에서 흐르는 술리사이 강의 첫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골짜기
가 위치하며, 북서쪽 100m 지점에는 겨울집이 존재한다. 유적은 전체적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
다. 대부분의 봉분은 흙과 돌로 축조되었다.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부는 16기의 고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직경은 10-30m, 높이 0.3-1.4m이다. 고분 외곽으로는 너비 5m, 깊이 20㎝의 주
구가 있다. 봉분의 상부는 편평하고 그 직경은 약 10m이다. 고분의 동쪽과 서쪽에는 5-8기의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봉분의 중단부 둘레를 따라 너비 0.3-1m의 호석이 존재한다. 서쪽 고분열은
20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분의 직경은 7-18m, 높이 0.15-0.5m이다. 동쪽 고분열은 2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56) 쿠르콕사이 고분군 N 43°11'10.65", Е 79°58'09.80"
유적은 술리콕사이 겨울집에서 동쪽으로 1㎞ 떨어진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
로 구성된다. 서쪽에 위치하는 첫 번째 고분열은 8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기는 봉토분이며, 나머
지는 봉토-적석분이다. 고분열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다. 고분의 직경은 6-20m, 높이 0.3-0.6m이다.
두 번째 고분열은 9기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열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다. 고분
의 직경은 첫 번째 고분열과 유사하며, 동쪽 50m 지점에는 쿠르콕사이 겨울집이 위치한다.

그림 71

쿠르콕사이 고분군

57) 숄라크Ⅰ 고분군 N 43°10'26.23, Е 079°58'40.12"
유적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에서 북서쪽으로 2㎞ 떨어진 곳에는 술리콕사이 겨울집이 있
다. 북쪽으로는 산이, 유적의 남쪽 15㎞ 지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위치한다. 고분군은 동쪽과 서쪽의 2개
고분열로 구분 가능한 10기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 고분열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으며, 5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기는 적석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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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숄라크Ⅰ 고분군

적석분의 직경은 6m, 높이 0.2m이고, 직경 14m, 높이 0.4m의 경계 석렬로 둘러싸여 있다. 봉토-적석분의
직경은 24m, 높이 1.1m이며, 직경 약 10m인 편평한 정상부가 있다. 또한 고분 북서쪽에는 6개의 돌을 이용
해서 축조한 평면형태 원형의 제단 3기 및 소형 고분 1기가 위치하는데, 소형 고분 중앙부는 수직 방향으
로 돌에 의해 파묻혔다. 소형 고분의 직경은 4m, 높이 0.1m이고, 돌의 높이는 0.5m이다. 두 번째 고분열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5기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9-12m, 높이 0.15-0.6m이다.
58) 숄라크Ⅱ 고분군 N 43°10'33.55, Е 079°58'54.77"
유적은 숄라크Ⅰ 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500m 떨어진 2곳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남쪽에
는 숄락 겨울집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숄라크 하천이 흐른다. 남쪽의 첫 번째 고분열은 6기의 고분으로,
북쪽의 두 번째 고분열은 9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3

숄라크Ⅱ 고분군

59) 키시크Ⅱ 고분군 N 43°11'31.33", Е 80°03'09.39"
유적은 키시크Ⅰ 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0.5㎞, 투즈콜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진 키시크라
불리는 대지에 있으며, 유적의 동쪽으로는 강이 흐른다. 고분군은 깊지 않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는 2
곳의 고지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크게 북쪽과 남쪽,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쪽 고분열은 직경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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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키시크Ⅱ 고분군

9-18m, 높이 0.15-0.6m인 9기의 봉토-적석분이 일렬로 늘어서있다. 고분들에는 경계 석렬이 있다. 측정한
고분의 봉분 직경은 5m, 높이 0.5m, 경계 석렬 직경 14m이다. 일부 고분에는 직경 6m, 깊이 10㎝의 함몰부
가 있다. 또한 너비 2m, 깊이 0.5m인 주구가 봉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6기의 돌로 축
조한 방형 제단이 있다. 고분열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남쪽 고분열은 20기 이상의 봉토-적석분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2열로 구성된다. 고분의 직경은 14-22m, 높이 0.3-0.6m이다. 봉분에는 직경 5m, 깊이
10㎝의 함몰부가 존재한다.
60) 키시크Ⅲ 고분군 N 43°11'31.56'', Е 80°03'33.31''
유적은 키시크Ⅱ 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0.5㎞, 키시크 하천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고지에 위
치한다. 유적의 남서쪽 15㎞ 지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위치하며, 북쪽 300m 지점에는 카자흐 무덤 울타
리가 있다. 고분군은 7기 이상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한 봉분은 방형이며, 크기 23×23×
0.6m이다. 봉분 정상부에는 직경 4m, 깊이 10㎝의 함몰부가 있으며, 함몰부 주변에는 돌이 존재한다. 봉
분의 둘레는 너비 4m, 깊이 10㎝인 주구가 감싸고 있다. 다른 봉토-적석분의 직경은 18m, 높이 0.15m이다.
61) 키시크Ⅴ 고분군 N 43°11'12.96", Е 80°03'33.67"
유적은 키시크Ⅳ 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0.6㎞ 떨어진 편평한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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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키시크Ⅲ 고분군

으로는 키시크 하천이 흐르고, 북서쪽 500m 지점에는 겨울집이 존재한다. 남서쪽 15㎞ 지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위치한다. 고분은 기본적으로 봉토-적석분이다. 타원형 또는 원형의 봉분을 가지며, 북서-남동 방
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한다.
유적의 북부에는 열을 짓지 않고 무작위로 배치된 고분들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16기이다. 고
분의 직경은 6-12m, 높이는 0.05-0.5m이다. 봉분의 상부는 편평하며, 일부 고분에는 깊이 5-10㎝의 함몰부
가 있다. 기저부와 상단부에는 중·소형 크기의 돌로 설치한 너비 30-40㎝의 호석이 있다.
유적의 남부에는 2개의 고분열이 존재한다. 서쪽열은 직경 7m, 높이 0.2-0.55m인 소형분 12기로, 동쪽
열은 직경 12-32m, 높이 0.3-1.6m인 봉토-적석분 7기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서쪽에는 6기의 돌로 축조
한 원형 제단이 있다.

그림 76 키시크Ⅴ 고분군

62) 키시크Ⅵ 고분군 N 43°10'36.16'', Е 80°03'39.15''
유적은 서쪽 200m 지점에 키시크 하천이 흐르는 두 곳의 고지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서 1㎞ 지점에
는 겨울집이 있다. 고분은 기본적으로 봉토-적석분이며, 직경 8-18m, 높이 0.2-1.4m이다. 12기가 넘는 봉분
의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존재한다. 고분열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약 2㎞ 넘는 범위로 뻗어있다.
63) 키시크Ⅶ 고분군 N 43°10'36.16'', Е 80°03'39.15''
유적은 투즈콜 마을에서 북쪽으로 12㎞ 떨어진 고지에 위치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키시크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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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키시크Ⅵ 고분군

그림 78 키시크Ⅶ 고분군

이 흐른다. 고분군은 10기 이상의 중형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64) 카라가일리사이Ⅰ 고분군 N 43°13'19.23'', Е 80°12'25.64''
유적은 겨울집에서 남동쪽으로 100m, 샬코데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27㎞ 떨어진 완만한 고지에 위
치한다. 유적의 동쪽에는 골짜기가 있다. 고분열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다. 봉토-적석분의 직경은
15-24m, 높이 0.4-0.5m이며, 봉분 정상부에는 너비 2m, 깊이 10㎝인 함몰부가 존재한다. 일부 고분은 너비
5m, 깊이 10-15㎝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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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카라가일리사이Ⅰ 고분군

65) 자이다크 고분군 N 43°13'47.38'', Е 80°15'02.66''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32㎞ 떨어진 완만한 고지의 경사면에 위치한다. 동쪽 100m 지
점에는 자이다크 하천이 흐르고, 북쪽 1㎞ 지점에는 겨울집이 존재한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
되어 있다. 서쪽 고분열은 12기, 동쪽 고분열은 3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토분, 봉토-적석분의 직
경은 10-30m, 높이 0.2-1.6m이다. 봉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다. 일부 고분의 서쪽에는 8기의 돌로 축조
한 원형 제단이 있다.

그림 80 자이다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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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알틴켄Ⅱ 고분군 N 43°14'25.89'', Е 80°21'39.72''
유적은 알틴켄Ⅰ 유적에서 동쪽으로 1㎞ 떨어진 샬코데 강의 첫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한다. 고
분군은 9기 이상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측정한 고분의 크
기는 44×44×2m이며, 나머지는 대체로 직경 10m, 높이 0.4m이다. 고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으며, 단면
은 제형이다.

그림 81

알틴켄Ⅱ 고분군

그림 82 알틴켄Ⅲ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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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알틴켄Ⅲ 고분군 N 43°14'23.26'', Е 80°21'00.56''
유적은 북쪽으로 300m 떨어진 샬코데 강의 첫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9기의 봉
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2-24m, 높이 0.2-0.8m이
다. 봉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다.
68) 악불라크 고분군 N 43°08'46.97'', Е 80°10'46.53''
유적은 완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 700m 지점에는 산이, 남동쪽 300m 지점에는 악불라크 겨
울집이 있다. 고분군의 북부에는 동-서 방향의 소로가 있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고분열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있으며, 14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고분열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4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 직경은 20-32m, 높이 0.6-1.6m이다. 고분
의 단면 형태는 제형이다. 일부 고분은 너비 10-15m, 깊이 10-20㎝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고분의 서쪽
에는 돌 제단이 있다. 대부분의 봉분 중앙부에는 직경 3-6m, 깊이 10-25㎝의 함몰부가 있다.

그림 83 악불라크 고분군

그림 84 악불라크 고분군 일대의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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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샤크람발Ⅰ 고분군 N 43°08'21.91'', Е 80°06'44.49''
유적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 300m 지점에는 겨울집이 있다. 500m 북쪽으로는 카라수
하천이 흐른다. 고분군은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약 1㎞ 뻗어 있는 각각의 고
분열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고분열은 봉분 직경 20-24m, 높이 0.65-1.65m인 10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단면은 납작하며, 형태는 제형이다. 봉분 정상부에는 직경 3-6m, 깊이 5-15㎝의 함몰부가 존
재한다. 일부 고분은 너비 8-12m, 깊이 10-20㎝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일부 고분의 봉분 외곽에는
너비 1m인 2열의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두 번째 고분열은 첫 번째 고분열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져 있
으며, 8기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고분열은 다시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
쪽의 첫 번째 그룹은 직경 42m, 높이 2.2m인 대략 6기의 대형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고분의 봉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으며, 너비 10m, 깊이 20-30㎝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의 두 번째 그룹은
직경 5-8m, 높이 0.2-0.4m의 소형 고분 10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5 샤크람발Ⅰ 고분군

70) 샤크람발Ⅱ 고분군 N 43°08'16.36'', Е 80°06'02.08''
유적은 카라수 하천에서 남쪽으로 600m, 겨울집에서 북쪽으로 200m 떨어진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3개의 고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의 첫 번째 그룹은 12기, 서쪽 그룹은 10기, 중앙 그룹
은 5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 그룹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0-60m, 높
이 2-5m이다. 일부 고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으며, 고분 서쪽에는 8기의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그림 86 샤크람발Ⅱ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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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샤크람발Ⅳ 고분군 N 43°06'08.08'', Е 80°03'35.34''
유적은 겨울집에서 북동쪽으로 1㎞ 떨어진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북쪽 3㎞ 지점에는 하천이 흐른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고분열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5기의 봉토-적석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21-41m, 높이 1.4-3.5m이다. 붕분 정상부에는 직경 5-8m, 깊이 20-45
㎝인 함몰부가 있다. 일부 고분은 너비 8-12m, 깊이 20-45㎝의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첫 번째 고분열의
서쪽에 두 번째 고분열이 위치하는데, 직경 8-16m, 높이 0.3-0.6m인 고분 7기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열은
약 100m 뻗어 있다. 그 중 1기의 고분의 북쪽에는 기저부가 인접한 또 다른 고분이 있다. 해당 봉분은 직
경 6m, 높이 0.8m이다. 봉분의 표면에는 대형의 깨진 돌이 산재해 있다.

그림 87 샤크람발Ⅳ 고분군

72) 벨베이스Ⅰ 고분군 N 43°05'17.928", E 79°45'46.166"
유적은 탈라스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7㎞ 떨어져 있으며,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자리하는 톡타르바
이 겨울집에서 남쪽으로 2㎞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유적 남쪽 5m 지점에는 샛길이 있다. 또한 남쪽 40m,
북동쪽 30m 지점에는 각각 카자흐 무덤이 존재한다. 고분 그룹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2
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직경은 각각 21, 26m, 높이 1.4, 1.6m이다. 고분 봉분은 원형에 가까
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그림 88 벨베이스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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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벨베이스Ⅱ 고분군 N 43°05'14.986", E 79°45'05.426"
유적은 북쪽 산 능선 기슭에 자리하는 카라예시키 겨울집에서 남쪽으로 2㎞ 떨어져 있으며, 남동
쪽 400m 지점에는 또 다른 겨울집이 자리한다. 유적 남쪽 5m 지점에는 샛길이 있다. 고분들은 약간 어긋
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13기이다. 봉분의 직경은 4-8m, 높이 0.2-0.3m이다.
고분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그림 89 벨베이스Ⅱ 고분군

74) 사리타우Ⅱ 고분군 N 43°00'15.293", E 79°17'34.972"
유적은 유적의 남쪽을 흐르는 케겐 강의 세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한다. 전체 고분의 수는 5기
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35-41m, 높이 2-3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90 사리타우Ⅱ 고분군

75) 카라볼테크Ⅰ 고분군 N 43°00'15.293", E 79°17'34.972"
유적은 케겐 마을에서 동쪽으로 5.7㎞, 사라타우Ⅱ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 유적의 남쪽에는 케겐 강이 흐르며, 동쪽에는 2기의 겨울집이 자리한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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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10기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10-32m, 높이 0.2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
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91

카라볼테크Ⅰ 고분군

76) 카라볼테크Ⅱ 고분군 N 43°00'12.354", E 79°18'11.493"
유적은 카라볼테크Ⅰ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150m 떨어진 케겐 강의 두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
한다. 서쪽 3㎞ 지점에는 케겐 마을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40기 이상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
다. 봉분의 직경은 4-15m, 높이 0.2-1.2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
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다. 고분군 북쪽 산 능선 기슭에서는 남쪽에 출입
구가 달린 주거지 몇 기가 확인되었다.

그림 92 카라볼테크Ⅱ 고분군

77) 케겐Ⅱ 고분군 N 43°00'06.430", E 79°13'36.614"
유적은 케겐 마을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한다. 전체 고분의 수는 15기이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
되어 있다. 봉분의 크기는 15-40m, 높이 1.4-4m이다.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흙으로 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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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케겐Ⅱ 고분군

78) 사리타우Ⅰ 고분군 N 43°01'25.429", E 79°16'19.482"
유적은 케겐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3.7㎞, 동명의 강에서 2㎞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
500m 지점에는 겨울집이 자리한다. 남쪽 400m 지점에는 케겐 강이 흐르며, 남쪽 1㎞ 지점에는 고속도로
가 지난다. 고분군은 2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5기이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20-32m, 높이는 1-1.5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그림 94 사리타우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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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원전 2-기원후 5세기 유적
1) 코미르시Ⅱ 고분군 N 43°01'37.272", E 79°37'31.879
유적은 코미르시Ⅰ 고분군에서 남동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분은 열을 이루지 않고 배
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25기이다. 봉분의 직경은 8-26m, 높이 0.2-2.5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일부 고분의 경우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4기의 고분
은 너비 1.5-2m의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 95 코미르시Ⅱ 고분군

2) 코미르시Ⅲ 고분군 N 43°02'09.293", E 79°37'43.967"
유적의 중앙 부분에는 고속도로가 관통한다. 고분은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
의 수는 17기이다. 봉분의 직경은 6-15m, 높이 0.2-1.5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일부 고
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너비 1.5-2m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는 고
분도 존재한다.

그림 96 코미르시Ⅲ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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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미르시Ⅴ 고분군 N 43°01'37.88'', Е 79°36'59.24''.
유적은 코미르시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7㎞, 겨울집에서 북서쪽으로 400m 떨어진 편평한 고지에 위
치한다. 고분군의 북쪽 500m 지점으로는 길이 있다. 고분은 기본적으로 봉토분이며,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30기 이상이며, 봉분 직경 8-22m, 높이 0.3-1m이다. 고분은 북동-남서 방
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일부 고분은 너비 2-4m, 깊이 0.5-15㎝인 주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또한 봉분의
정상부에는 직경 1.5-4m, 깊이 0.5-10㎝의 함몰부가 존재한다.

그림 97 코미르시Ⅴ 고분군

4) 아미르사이 고분군 N 43°06'55.856", E 79°38'05.125"
유적은 코미르시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8㎞ 떨어진 편평한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확한 돌출부
에 의해 인근의 저지대와 구분된다. 높은 고원의 산기슭 남쪽에는 계곡이 흐른다. 유적은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 발견되었고, 1990년대 A.K. 아키셰프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굴조사되었다. 다만, 이
에 대한 자료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고분은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50
기 이상이다. 봉분의 직경은 5-20m, 높이 0.2-2m이다. 봉분은 일반적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방형에 가까
운 형태도 존재한다. 봉분은 돌이 혼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
는 큰 돌로 설치된 호석이 있다. 고분 8기의 표면에는 도굴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림 98 아미르사이Ⅴ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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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실리Ⅱ 고분군 N 43°10'08.74", E 79°54'43.48"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7㎞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30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는 열을 이루지 않는다. 봉분의 직경은 5-21m, 높
이 0.2-1.5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
한 호석이 있다.

그림 99 아실리Ⅱ 고분군

6) 투주 고분군 N 43°12'39.146", E 80°07'51.165"
유적은 탈라스 마을에서 서쪽으로 0.4㎞ 떨어진 산 능선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이 위치하는
테라스의 동쪽에는 투주 강이 흐른다. 전체 고분의 수는 50기 이상이며, 열을 짓지 않고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직경은 5-27m, 높이 0.2-1.2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고분군 가까운 곳에는 성이 위치한다.
7) 케겐Ⅳ 고분군 N 42°58'36.132", E 79°19'32.513"
유적은 케겐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9-1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고원의 가장자리에 위치
하며, 수십 여기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 30여기만 육안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고분은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으며, 고분의 직경은 10-30m, 높이 0.5-2.5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
이다. 2009년도에 카자흐스탄-독일 조사단에 의해서 17호와 27호 고분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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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투주 고분군 일대의 자연환경

그림 101 투주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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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케겐Ⅳ 고분군

8) 숄라크Ⅲ 고분군 N 43°10'42.58", Е 79°59'42.53"
유적은 숄라크Ⅱ 고분군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져 있으며, 숄라크 저수지의 서쪽 고지에 위치한
다. 고분군은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된 20기 이상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03 숄라크Ⅲ 고분군

9) 엘타이Ⅱ 고분군 N 43°09'47.78", Е 79°58'32.00"
유적은 숄라크 강에서 남-동쪽으로 300m, 옐타이Ⅰ 고분군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
한다.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된 40기 이상의 봉토-적석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5-15m, 높이
0.3-1.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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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옐타이Ⅱ 고분군

10) 키시크Ⅳ 고분군 N 43°11'21.64", Е 80°03'12.37"
유적은 동쪽에 하상이 남아있는 키시크 하천의 첫 번째 범람원 테라스 및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기본적으로 봉토분, 봉토-적석분이며, 원형 또는 방형의 형태이다. 고분끼리는 매우 밀집하여 분

그림 105 키시크Ⅳ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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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다. 방형 고분의 크기는 10×10×0.4m, 12×12×0.4m이다. 봉분 정상부는 편평하나, 일부 고분에는
직경 4-6m, 깊이 10-50㎝의 함몰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너비 3m, 깊이 10-15㎝의 주구에 의해 둘러싸
인 경우도 있다. 원형 봉분의 직경은 10-18m, 높이 0.25-0.5m이다. 방형분 중 1기의 서쪽에는 적석분이 있
는데, 크기 2×1.5m, 높이 10㎝이다. 또한 장방형분도 존재하며, 남-북 방향을 따라 배치되어 있다. 봉분의
크기는 19×7×0.4m이다. 2기의 고분에는 직경 4m, 깊이 10㎝의 함몰부가 있는데, 쌍분일 가능성이 있다.
11) 투즈콜Ⅰ 고분군 N 43°05'11.41'', Е 80°00'50.42''
유적은 완만한 산사면에 위치하며,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는 투즈콜 마을이 자리
한다.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된 40기 이상의 봉토-적석분들이 비교적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장축은 북
동-남서 방향이다. 봉분의 직경은 14-18m, 높이는 0.3-0.8m이다. 일부 고분에는 봉분 정상부에 직경 3-5m,
깊이 0.5-1.5㎝인 함몰부가 존재한다. 방형분의 경계 석렬 크기는 3×3m, 원형분의 경계 석렬 직경은 5m이다.

그림 106 투즈콜 호수 전경

그림 107 투즈콜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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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시기의 유적(초기철기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
1) 쿠라일리Ⅱ 고분군 N 43°01'00.024", E 79°26'51.031"
유적은 쿠라일리Ⅰ 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1㎞ 떨어진 쿠라일리 강 우안 강변에 위치하며, 1984년
알마티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유적의 북쪽 산 능선 기슭에서는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인
크기 53×16m의 장방형 형태의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유적 주변에는 열 사이의 거리가 1.2m인 석벽이 존
재한다. 석벽은 기본적으로 너비 1m의 큰 돌을 2열로 놓아 축조하였다. 또한 외곽에는 너비 2.5m의 해자가
위치하며, 동, 서, 남쪽에는 출입구가 있다. 동쪽과 남쪽에서는 최대 크기 4×8m인 또 다른 소형 장방형 구
조물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물에서 약간 떨어진 남쪽과 동쪽에는 고분이 위치한다. 전체 고분의
수는 13기이며, 직경 3-10m, 높이 0.3-0.5m이다. 고분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108 쿠라일리Ⅱ 고분군

2) 울켄 시부트Ⅰ 고분군 N 43°69'34.001", E 79°52'42.411".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북쪽 산 능선 가까운 곳, 울켄 시부트 강 두 번째 범
람원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는 테라스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고분군은
3-4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분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
는 60기 이상이며, 봉분의 직경 6-30m, 높이 0.2-2.5m이다. 고분 봉분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돌이 혼
합된 흙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

그림 109 울켄 시부트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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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또는
방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가장 대형의 고분은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3) 카라예시키Ⅲ 고분군 N 43°05'53.911", E 79°44'22.217"
유적은 겨울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북쪽 산 능선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3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25기 이상이다. 고분은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봉
분 직경 4-23m, 높이 0.3-2m이다. 고분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봉분의 형태는 원형에 가
까우며, 방형에 가까운 형태도 일부 존재한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호석이 있으며, 봉분
외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동쪽에 석비가 있는 2기의 방형에 가까운 튀르크 시대 석렬도 확인되었다.

그림 110 카라예시키Ⅲ 고분군

4) 코미르시Ⅳ 고분군 N 43°03'29.093", E 79°40'24.845“
유적은 테라스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고분군의 동쪽 50m 지점에는 얼음물이 녹아서 형성된 작은 도
랑이 있다. 고분군은 6-7개의 고분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80기 이상이며, 봉분 직경 7-30m,
높이 0.3-3m이다. 봉분은 돌과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시설한 호석이 있다. 일부 고분은 너비 1.5-2m의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고분
의 서쪽에는 6-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 석렬이 있다.

그림 111 코미르시Ⅳ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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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샬코데Ⅱ 고분군 N 43°09'36.93", E 79°53'25.56"
유적은 샬코데 마을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4-5개의 고분 그룹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고분의 수는 30기 이상이다. 고분은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
다. 봉분의 직경은 9-30m, 높이 0.3-3m이다. 봉토분이며,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고분의 기저부와 중단
부, 상단부에는 큰 돌로 설치된 호석이 있다.

그림 112 샬코데Ⅱ 고분군

6) 옐타이Ⅰ 고분군 N 43°09'50.47", Е 79°58'07.75"
유적은 양쪽으로 가파른 경사면이 있는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 200m 지점에는 북동-남
서쪽으로 진행하는 숄라크 강이 흐른다. 고분군의 북동쪽 2㎞ 지점에는 숄라크 겨울집이 있으며, 또 다

그림 113 옐타이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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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 채의 겨울집이 서쪽 300m 지점에 자리한다. 고분군은 20기 이상의 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는 봉토분이며, 각 고분들은 서로 이어지거나 멀지 않은 거리에 조밀하게 위치
하여 있다. 기저부에는 호석이 확인된다. 대형분은 평균 너비 5m, 깊이 0.5-10㎝인 주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대형 고분의 동쪽, 남동쪽에는 직경 2.5-3m, 높이 0.5㎝인 1열의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고분의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고분의 서쪽에는 6기의 큰 돌로 축조한 원형에 가까운 제단이 있다.
봉분의 직경은 7-10m, 높이 0.15-0.3m이다. 봉토-적석분이며, 형태는 원형 또는 방형이다. 원형분의 직경은
6-25m, 높이 0.25-1.6m이고, 봉분의 정상부는 편평하다. 방형분의 크기는 12×12-14×14m, 높이 0.3m이다. 봉
분은 너비 2m, 깊이 0.5㎝인 주구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 그룹에서는 38기의 원형 고분이, 북쪽 그룹에서
는 47기의 방형 고분이 각각 확인되었다.
7) 다르담비 고분군 N 43°10'54.89", Е 80°01'13.73"
유적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0기 이상의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의 장축은 북남 방향이
다. 고분군의 서쪽에는 다르담비 하천, 동쪽에는 키시크 하천이 흐른다. 북동쪽 2㎞ 지점에는 투겔바야
마자르가 위치하고, 남서쪽 15㎞ 지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자리한다. 고분은 기본적으로 봉토분이며, 직
경 7-22m, 높이 0.15-1.4m이다. 열을 이루지 않고 배치되어 있고, 고분의 정상부는 편평하다. 봉분은 너비
2-3m, 높이 0.5-15㎝의 주구에 둘러싸여 있다. 봉분 정상부에 직경 7m, 깊이 35㎝ 가량의 함몰부가 존재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고분의 서쪽에는 8기의 큰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유적에는 크기 5×5m의 석렬

그림 114 다르담비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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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도 존재하는데, 지면에서 35-40㎝ 돌출되어 있으며, 둥근 돌을 이용하여 1열로 축조하였다. 유적의
동쪽에는 봉토-적석분이 존재한다. 봉분 직경 7-8m 높이 15㎝이다. 그 중 일부 고분에는 경계 석렬이 있
다. 고분군의 북쪽에는 카자흐 무덤이 있다.
8) 키시크Ⅰ 고분군 N 43°11'50.70", Е 80°03'23.71"
유적은 키시크 하천 우안 첫 번째 범람원 테라스에 위치한다. 서쪽에는 겨울집이, 남서쪽 15㎞ 지
점에는 투즈콜 마을이 자리한다. 기본적으로 봉토-적석분이며, 남-북 방향의 장축을 가지고 있다. 봉분

그림 115 키시크Ⅰ 고분군

제3장 _ 조사 내용

카자흐스탄_책.indb 159

159

2020-01-03 오후 6:27:52

의 직경은 7-25m, 높이 0.15-0.8m이다. 직경 7-12m, 높이 15㎝인 고분의 기저부에는 너비 60-100㎝의 호석
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직경 5m, 높이 5㎝의 원형 호석도 확인된다. 성한 봉토분은 크기 18×18m, 높이
0.6m이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이 고분은 너비 3m, 깊이 10㎝인 주구에 둘러싸여 있다. 유적 북쪽에 위
치하는 일부 고분에는 봉분 정상부에 함몰부가 존재한다. 유적 북쪽의 고분들은 흉노시기에 해당하며,
봉분 직경 25-26m, 높이 1-1.6m이다. 봉분의 정상부는 편평하며, 편평한 부분의 직경은 6m이다. 또한 깊
이 0.5-10㎝인 함몰부가 존재한다. 1기의 고분은 봉분의 편평한 기저부에 호석이 설치되어 있다. 직경은
22m, 높이 1m이다.
9) 알틴켄Ⅰ 고분군 N 43°14'26.03", Е 80°20'15.18"
유적은 고지에 위치한다. 유적의 서쪽 150m 지점에는 하천이 흐르고, 남쪽 400m 지점에도 샬코데
수 하천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흐른다. 고분군에는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4기의 대형 봉토-적석분
이 확인된다. 봉분의 직경은 40-48m, 높이 2-3.5m이다. 고분의 단면 형태는 제형이며, 정상부에는 함몰부
가 존재한다. 고분의 서쪽에는 8기의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해당 고분열에서 북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는 두 번째 고분열이 위치하는데, 6기의 봉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분의 직경은 18-26m, 높이 0.51m이며, 정상부에 함몰부가 존재한다. 대형 고분에서 남동쪽 50m 지점에는 직경 14-38m, 높이 0.3-1.7m인
봉토분이 20기 이상 존재한다. 봉분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있으며, 고분의 서쪽에는 8기의 돌로 축조한
제단이 있다.

그림 116 알틴켄Ⅰ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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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샤크람발Ⅲ 고분군 N 43º07'27.06'', Е 80º05'21.95'’
유적은 완만한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 2㎞ 떨어진 곳에는 하천이 흐른다. 북동-남서 방향
을 장축으로 하는 원형의 봉토-적석분들이 밀집하여 자리하고 있다. 전체 고분의 수는 약 30여기이며, 직
경 8-22m, 높이 0.2-1m이다. 봉분의 정상부에는 함몰부가 존재하며, 일부 고분의 외곽에서는 너비 3m, 깊
이 20㎝의 주구가 확인된다.

그림 117 샤크람발Ⅲ 고분군

11) 투주 “토르트쿨1”
유적은 산기슭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송수관을 관통하고 있다. 유적의 남동쪽과 남서쪽에는 겨울집이 있다. 전체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성벽은 토벽이며, 성벽 상단에는 2
열의 석제 구조물이 남아있다. 토벽 밑으로 성벽 아랫부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벽의 길이는 각
각 북벽 129m, 남벽 132m, 동벽 117m, 서벽 120m이다. 성벽의 너비는 2.2-3.5m이고, 높이 30-50㎝이다. 유구
는 너비 4.5-10m, 깊이 30-50㎝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유구의 중앙부에는 평면 형태 방형의 시타
N

델(내성)이 위치한다. 내성 성벽의 길이는 각각
B’

북벽 45m, 남벽 44.5m, 동벽 46m, 서벽 42m이다.
B’

내성 성벽의 중앙부 및 모서리에는 반구형의 돌
출부가 있는데, 곡성曲城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B

추정된다. 내성도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유적의
추정 연대는 기원후 11-13세기 초이다.

B

A’
A

투주성의 남동쪽 모서리에는 2기의 방형 고
분과 1기의 원형 고분이 위치한다. 첫 번째 고분
1m

A’

0

A

의 크기는 남-북 19m, 동-서 20m, 높이 1.2m이며,

목재

그림 118 투주 “토르트쿨” 모서리 절개 조사 평·단면도

1

현재는 폐허가 된 고대의 성곽 유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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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4.4m, 깊이 40-45㎝의 주구에 둘러싸여 있다. 두 번째 고분의 크기는 남-북 15.5m, 동-서 16.58m, 높이
90㎝이고, 첫 번째 고분과 마찬가지로 너비 3.2m, 깊이 30㎝의 주구에 둘러싸여 있다. 세 번째 고분의 크
기는 남-북 13m, 동-서 12.5m, 높이 0.5m이며, 역시 주구에 둘러싸여 있다. 투주성의 동쪽에도 원형과 방
형의 고분들이 확인된다. 이 고분들은 열을 이루지 않고 서로 밀집하게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크기는 12
×12×35m에서 30×30×1.9m까지이며, 원형분의 직경은 7-25m, 높이 0.3-1.8m이다. 해당 고분들은 흉노시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2017년도에 내성 모서리 4×4m 구간에 대한 절개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벽을 축조하
기 위한 2열의 영정주 및 판축층이 확인되었다.

그림 119 투주 “토르트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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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학문 발전의 현 단계에서 유라시아 스텝과 고원 지역은 세계의 정주문명이 발달하였던 지역에 뒤쳐
지는 주변지역이 아닌 독자적인 문화-역사지역으로 간주된다.
카자흐스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유목민시대(기원전 8-3세기)로 제티수에서는 최
초의 정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초기(原)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제티수의 사카문화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유적의 명칭과 동일하게 카타르토베라고 불린다. 이러한 지명이 붙여진 이유는 고분들
이 1열로 분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은 샬코데 계곡의 편평한 산기슭에 위
치하며, 다양한 시기의 매장-의례 구조물 50기 이상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있다. 계곡은 산괴에
자리하며, 남쪽 부분은 천산 산맥, 북쪽 부분은 투주 산맥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 부분의 평균 해발
고도는 2,200m이고, 북쪽 부분의 평균 해발고도는 2,361m이다.
고분군은 잠정적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고분은 높이 1-4m, 직경 10-60m
에 해당된다. 고분 지상 구조물의 외부 형태에 따라 크게 장방형 혹은 방형, 원형의 2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 할 수 있다. 고분은 흙을 이용해 축조한 후 그 상면에 돌을 피복하였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핵심은 20기 이상의 지상 구조물로 이루어진 중앙 고분열이다. 그 중 일부 고
분의 주변에는 의례 행위를 하였던 장소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 외에도 주구 및 돌로 축조된 길 등이
고분 주변 구조물로서 존재한다.

그림 120 카타르토베 고분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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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카타르토베 고분군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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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카타르토베 고분군 북쪽 지역 원경 1

그림 123 카타르토베 고분군 북쪽 지역 원경 2

그림 124 카타르토베 고분군 북쪽 지역 원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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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카타르토베 고분군 북쪽 지역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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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카타르토베 고분군 남쪽 지역 원경 1

그림 127 카타르토베 고분군 남쪽 지역 원경 2

제3장 _ 조사 내용

카자흐스탄_책.indb 167

167

2020-01-03 오후 6:28:05

2군

3군

4군

그림 128 카타르토베 고분군 남쪽 지역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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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고분열과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2개의 그룹은 소형 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소형
고분들은 약 30여 기가 확인되었다.
산기슭 가까이에 위치하는 일부 고분에는 장방형의 석렬이 확인되지만 배치 상 뚜렷한 특징은 확인
되지 않는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2012년에 시작되었고, 2015~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루어졌다. 2012년 1군 2호 고분, 3군 1호 고분, 2015년 2군 1호 고분과 1-1호 고분, 3군 10호 고분, 2016년 2군 8
호 고분과 4군 10호 고분, 2017년 4군 10-1호 고분, 4군 14호 고분 등 4년 동안 총 9개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1. 1군 2호 고분
1군 2호 고분은 계곡 북쪽, 투주 산기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고분은 1950년대 중반에
절반가량 훼손된 2기의 고분 중 하나이다. 고분 지상 구조물 중앙부는 약간 어긋난 남-북 방향으로 나있
는 너비 약 4m의 참호에 의해 절단되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참호는 가축의 사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자갈礫石이 많이 포함된 생토층까지 굴착되었고, 일부 구간은 생토층 아래 약 10㎝ 깊이까지
훼손되었다.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흙은 봉분 가장자리에서 남쪽으로 2m 떨어진 곳에 쌓여 있다. 참호의
벽 또는 모서리는 3×2m 크기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흙으로 축조된 지상 구
조물의 상부에는 중·소형의 크기의 둥근 돌을 1겹으로 피복하였다. 표면의 퇴적층은 얇지만, 봉분 바닥
에서는 그 두께가 1m에 이른다. 지상 구조물은 원형이며, 높이 2m, 직경 40m이다.

그림 129 1군 2호 고분 조사 전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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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1군 2호 고분 지상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경계 석렬

그림 131 1군 2호 고분 지상 구조물을 감싸고 있는 경계 석렬(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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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의 가장자리에서 서쪽에서 2m 떨어진 곳에는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 표면에서 둥근 돌로 축조
한 평행하는 2열의 경계 석렬이 확인되었다.
봉분의 토층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술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제거한 후, 참호의 벽을 정리
하였고, 그 결과 지상 구조물에 남아 있는 일부 토층의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슬래브와 퇴적물 제
거를 통하여 봉분의 토층벽 2곳을 정리하였고, 토층의 단면 양상이 명확하게 노출되었다. 토층 단면은
문자 “A”, “B”로 표시하였다.
단면 "A"는 남-북 방향을 축으로 하는 동쪽 벽이며, 벽의 높이는 1m이다. 토층 양상에 따르면 지상 구
조물은 점토 혼합물 없이 단순 부식질 토양(흑토)을 이용해 축조되었다. 봉분은 퇴적토의 색상과 경계
선에 따라 구분되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층은 중앙 매장주체부 바로 위에 조성되었으며,
높이는 1m이다. 해당 층에는 많은 수의 동물에 의한 교란 구덩이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성토층
으로 토층 상에서 잘 드러난다. 사질점토로 조성하였으며, 봉분의 첫 번째 층과 구분된다. 세 번째 층은
적석층이며, 중·소형 크기의 둥근 돌을 이용하여 1겹으로 피복하였다.

그림 132 1군 2호 고분 경계 석렬(동→서)

그림 133 1군 2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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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1군 2호 고분 경계 석렬 주변 맷돌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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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1군 2호 고분 평면도

봉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른 구역에 비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구역 A를 정리하여 조사하
였다. 구역의 동쪽 표토층을 제거하는 중에 경계 석렬 주변의 구지표면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소형 토기
편들이 출토되었다. 또한 구역의 북동쪽, 석렬 외곽으로 0.37m 떨어진 곳에서는 맷돌이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상부와 하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맷돌의 직경은 28×30㎝이다. 맷돌의 중심부에
는 작은 돌출부로 둘러싸인 직경 3.5㎝의 둥근 투공이 있으며, 돌출부의 지름은 11㎝, 두께 1.5㎝이다. 상
부 맷돌의 두께는 2.5cm, 하부 맷돌의 두께는 1.5~2㎝이다. 상부 맷돌의 바깥쪽을 따라 2개의 깊지 않은
홈이 있으며, 깊이는 최대 1.5㎝이다. 2개의 홈은 서로 반대쪽에 배치되어 있다. 2개의 홈과 중앙부의 투
공은 단면 원뿔형이다.
트렌치 조사 결과 2기의 묘광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묘광은 봉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두 번재 묘
광은 첫 번째 묘광에서 남쪽으로 8m 떨어진 봉분의 가장자리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1호 묘광은 봉분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북동쪽 모서리에서 0.14m 하강한 지점에서는 나무 조각이
확인되었다. 돌로 덮인 중앙부에서 0.01m 하강한 지점에서는 뿔 달린 큰 가축의 아래턱뼈下顎骨가 노출
되었다. 같은 위치의 0.4m 깊이에서는 뿔 달린 큰 가축의 어깨뼈肩胛骨 윗부분이 확인되었다. 묘광 중앙부
0.9m 깊이에서는 말의 아래턱뼈가 노출되었는데, 이는 도굴 당시 형성된 돌더미 사이에 있었다. 1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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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1 군 2호 고분 중앙(1호) 매장주체부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그림 137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에서는 묘광 벽을 따라 둥근 돌이 노출되었는데, 1-2열로 쌓여있는 것으로 볼 때 묘광 내부 구조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깊이의 석제 구조물에서는 방형의 판석이 눕혀져있거나 흐트러져있는 상태로 확
인되었다. 이 판석들은 묘실의 덮개 또는 바닥 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묘광 바닥의 잔존 상
태가 좋지 않아 성격을 특정하기 어렵다. 1.19m 하강한 지점에서는 묘광을 따라 돌들이 남아있는 층위를
노출시켜 정리하였으나 특정한 규칙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층에서 뒤섞인 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아마 도굴자들에 의해
토기가 파손되면서 주변으로 흩어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여기에서 수습한 각각의 토기편에
대한 설명이다.
− 구연부가 남아있는 검정색의 동체부편은 묘광 동쪽 모서리, 1.19m 깊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및
토기편 전체의 형태로 볼 때 완형碗形 토기의 일부이며, 기고는 10㎝이다. 토기편 주위에는 심하게 부패
한 나무의 잔해가 남아 있었고, 이보다 약 0.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피장자 다리의 긴뼈長骨가 확인되었다.
− 구연부가 남아 있는 황색의 완형 토기 동체부편은 묘광의 북동쪽 벽 근처, 1.17m 깊이에서 출토되
었다. 토기편의 서쪽에서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피장자의 골반骨盤과 넓적다리뼈大腿骨가 확인되었다.
− 고리 모양의 파수가 부착된 황색의 동체부편은 1.24m 깊이에서 출토되었다. 토기편 주위에 피장자

그림 138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뒷채움석과 목곽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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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토기편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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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뼈들이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 무더기편으로 출토된 완형 토기편이며, 매
납된 상태에서 폭삭 내려앉아서 그대로 깨진 상
태이다. 묘광의 남동쪽 모서리에서는 썩은 나무
의 잔해가 확인되었다.
피장자의 뼈는 묘광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
었는데, 도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토
기편, 사람뼈편, 동물뼈편 등도 역시 전체적으로
흩어져있는 상태이다. 묘광의 남동쪽에서는 목곽
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의 흔적이 확

그림 140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사람뼈 출토

인되었다. 양의 엉치뼈薦骨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오손시기의 매장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매장주체부 바닥의 크기는 동-서 3.10m, 남-북 1.80m이다. 묘광 바닥의 가장자리에는 크기 8×10~20×
30㎝의 중·소형 돌이 깔려있다. 매장주체부의 동쪽 부분에서는 눕혀져 있는 판석 3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러한 판석이 북쪽 부분과 남쪽 부분에서도 각각 2기, 1기가 확인되었다.
사람의 턱뼈가 매장주체부의 서쪽 부분에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피장자는 머리를 서
쪽 방향으로 두고 매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41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바닥 노출 전경

그림 142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평면도

2호 묘광은 1호 매장주체부에서 남쪽으로 8.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이다.
생토층 높이의 매장주체부 구지표면은 현대의 저장 구덩이를 축조하면서 훼손되었다. 유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나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생토층 높이에서 묘광의 서
쪽 모서리에서는 전체 통나무의 개별 편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서쪽 모서리에서도 통나무의
조각편들이 확인되었는데, 통나무의 결구 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동쪽에서는 압착된 덩어리(유기물?)가
확인되었고, 덩어리 아래에서는 뿔 달린 작은 가축(양으로 추정)의 아래턱이 출토되었다. 나무 조각편은
묘광 바닥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해당 지점에서의 묘광 너비는 1.5m, 길이 2.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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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1군 2호 고분 측면(2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후 전경

그림 144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후 평면도

그림 145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목개 정리 후 전경

묘광은 작은 쇄석이 혼합된 흙으로 채워져 있으며, 개별로 사용된 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깊이
0.65m 지점에서 통나무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목곽 덮개木蓋로 추정된다. 통나무는 묘광 종단벽의 가
장자리에 위치하며, 중앙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일부는 묘광 벽에 상대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놓여있다.
깊이 1.04m 지점의 서벽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구연부가 파손된 완형 토기가 확인되었고 깊이 0.8m 지점
의 묘광 북서쪽 모서리에서는 철 단검이 출토되었다. 단검은 통나무 조각편 위에 위치하였으며, 검날이
서쪽을 향해 있었다. 단검은 길이 22㎝, 손잡이 길이 7.5㎝, 검날의 길이 12㎝이다. 검날은 양날이며, 단면
이 렌즈형이다. 단검의 돌치突齒와 손잡이끝장식劍把頭式은 단편적으로 남아있는데, 돌치는 나비 모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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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구부려져 있고, 손잡이끝장식은 낫 모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돌치는 단조, 손잡이끝장식
은 주조 기법으로 각각 제작되었다. 통나무 덮개는 묘광의 장축 방향과 직교하도록 적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묘광으로 무너진 통나무가 위치하는 깊이는 다르지만, 묘광의 장벽을 따라 1열로 놓았다. 무너진
통나무는 매장주체부 내부까지 함몰되었다. 묘광의 바닥에서는 어떠한 구조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146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그림 147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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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1m 지점에서 사람뼈 한자 인골人骨이 노출
되었다. 피장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머리는 서쪽을 향
해 있다. 피장자의 위에는 암갈색 물질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옷 또는 덮개용 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머
리뼈頭蓋骨의 왼쪽, 관자뼈側頭骨 부근에서도 붉은색으
로 채색된 유기물질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온머리뼈에
서 왼쪽으로 20㎝ 떨어진 편평한 곳에서는 3점의 뼈 화
살촉骨鏃과 1점의 철 화살촉鐵鏃이 출토되었다. 화살촉
은 슴베莖部의 형태에 따라 유공식有孔式과 유경식有莖
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 화살촉은 부식이 심한 반면,

뼈 화살촉은 잔존 상태가 양호하다. 잔존 형태로 볼 때
철 화살촉은 유경식 삼릉촉三菱鏃으로 추정된다. 뼈 화
살촉은 신부頸部의 형태에 따라 유공식有孔式(2점)과 무
경식無莖式(1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유형 화살촉의
투공은 촉두에서 약간 돌출되어 있다. 화살촉은 삼릉
형이며, 삼각형 형태로 절단된 촉두 아래쪽 부분이 작

그림 148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사람뼈 출토

은 미늘逆刺과 이어진다. 촉의 전체 길이는 3㎝, 촉두 아
래쪽의 너비는 2㎝이다. Ⅱ유형의 화살촉 역시 삼릉형이며, 촉두 끝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절단하여 미늘
화하였다. 촉의 길이는 5㎝, 촉두 아래의 너비는 1㎝이다.
묘광 북서쪽 모서리, 묘광 벽 가까운 지점에서 토기편 2점이 출토되었다. 피장자 아래에서는 매장주
체부 바닥의 흔적 일부가 확인되었다. 0.85m 깊이에서는 피장자의 머리뼈 뒤, 묘광 단벽과 가까운 지점에
서 토기가 뒤집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완형 토기이며, 저부의 바닥이 둥근 형태이다. 해당 토기와 머리
뼈 사이에서는 나무 기둥의 잔해가 확인되었다.
피장자의 오른쪽, 골반에서부터 묘광 서벽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에는 여러 점의 토기가 그룹을 이루
며 배치되어 있다.
- 1그룹: 묘광 남벽에 더 가까우며, 피장자와 평행하게 1열로 놓여 있다. 4점의 완형 토기로 이루어져

그림 149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단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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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철·뼈 화살촉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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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51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토기 출토
① 전체

②③ 세부

있으며, 서벽의 2번째 토기 근처에서는 뒷면에 방형의 장식이 있는 원형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다.
- 2그룹: 다양한 형태와 기형의 토기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3점은 사발형 토기인데, 서벽과
가까운 곳에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었다. 다른 1점은 경부가 길고 좁으며, 동체부가 구형이며, 3점은 경부
가 짧고 동체부가 볼록하다. 나머지 토기 1점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피장자 근처, 동쪽 벽 더 가까운 곳에서는 수평으로 배치된 통나무 조각들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하여 고분의 건축 구조와 매장 의례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에 알려진 카자흐스탄의 고대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크게 보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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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군 1호 고분
3군은 2군의 서쪽에 위치한다. 3그룹, 1호 고분은 고분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외관상으로는 높이 약
0.3m의 얕은 구릉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고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북 축을 따라 둑을 설정하
였다. 묘광은 단계적으로 하강하면서 조사하였는데, 여러 단계에서 토기편과 피장자의 뼈가 흩어져 있
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는 도굴에 의해서 완전히 교란되었다.
해당 군의 고분열은 5개의 소형 고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조사 전 고분은 표토층이 매우 두터운 납작
한 원형이었으며, 지름은 25m, 높이 1.5m이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돌로 축조한 지상 구조물이 확인되었
다. 지상 구조물은 둥근 돌을 이용한 적석의 형태로 드러났다.
묘광 위에는 적석층에 덮이지 않은 나무의 잔해가 남아 있다. 묘광은 말각장방형이고, 장축은 약간
어긋난 동-서 방향이다. 주구周溝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분 외부의 훼손 흔적도 없다.
남-북 방향을 따라 너비 50㎝의 둑을 설치하였다. 봉토를 제거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형 크기의(5×
10~15×20㎝) 돌을 이용하여 조성한 직경 21m의 적석부가 확인되었다. 적석부의 너비는 1.9-2m이지만, 붕
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일부 구간의 경우 2.5-2.7m에 이른다.
적석부의 외곽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분의 본래 경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봉분을 중심으로
14 × 15m의 조사구역을 설정하여 발굴을 진행하였다. 봉토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적석의 내부 경계 주변
에서 토기편, 나무 조각, 사람뼈 등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적석부 내부 전체 면적
을 조사하였다. 적석 내부를 85cm 깊이까지 하강하자 중앙 매장주체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사 지점의
벽에서부터 묘광까지 거리는 동쪽으로 2.6m, 북쪽으로 2.4m, 서쪽으로 2.5m, 남쪽으로 3.2m 각각 떨어져
있다. 묘광의 크기는 동-서 2m, 남-북 85㎝이다.

그림 152 3군 1호 고분 적석 노출 후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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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부 내부에서는 중앙 매장주체부 외에도 3기의 유구 윤곽선이 육안 상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하
나는 규모가 작고 약간 동쪽에 위치하는데, 중앙 매장주체부와 바로 인접하고 있으며 크기는 1.18 × 0.7m
이다. 유구평면상의 색깔은 선명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해당 유구가 아이의 무덤일 수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추정하였다. 나머지 2개의 유구는 이보다 규모가 크다. 하나는 적석부 내부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데, 적석의 아래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며, 적석부 중앙 방향으로 약 1.2m 가량 돌출되어 있고, 확인된 전
체 너비는 1.4m이다. 다른 유구는 적석부 내부의 동남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적석부 중앙 방향으로 50㎝
돌출되어 있고, 너비는 1.8m이다.
중앙 매장주체부에 대한 하강 조사 과정 중, 조사 지점의 동쪽 약 30㎝ 깊이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약간 비스듬히 놓인 상태의 나무 조각(묘광의 북동쪽에 해당)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목개의 일부였던 것
으로 추정된다. 20㎝ 깊이에서는 중·소형의 돌덩어리가 확인되었으며, 남쪽으로 15cm 떨어진 곳에는 나
무 조각편이 확인되었다. 묘광 동남쪽의 남벽에서는 대형 토기편 1점과 소형 토기편 몇 점이 출토되었다.
적석부는 돌을 1-2단으로 놓아 조성하였는데, 일부 구간은 비어있다. 단면상으로는 적석부 일부 구
간에 고분 중앙의 흙을 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석부 내부 전체 둘레를 따라 불특정한 형태의 명확하
지 않은 보강 흔적이 있다.
묘광 동쪽, 45㎝ 깊이에서는 목탄편이 흩어
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묘광 전체 둘
레에서는 작은 나무편이 확인되었다. 묘광 동
쪽, 50㎝ 깊이에서는 사람의 발뼈足骨가 무질서
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묘광의 중앙, 북벽 쪽 47
㎝ 깊이에서는 사람의 긴뼈가 드러났다. 묘광의
남동벽, 상술한 토기편의 주변에서는 얇은 나
무 조각이 확인되었는데, 자작나무 껍질인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굴 과정에서는 매장주
체부 전역에서 흩어져 있는 나무 조각편이 확
인되었다. 묘광의 중앙, 남벽 쪽에서는 지나치
게 불에 타서 어두운 색깔의 띄는 중형의 토기
편 2점이 출토되었다. 50㎝ 깊이에서는 생토가
확인되었고, 이 외의 출토 유물은 없었고 완전
히 도굴되었다.
묘광 동쪽에서 확인된 발뼈를 통해 본다
면 피장자의 머리는 서쪽을 향해 놓였으며, 묘
광 동쪽과 중앙쪽에서 출토된 토기편에 의하
면 부장용 토기는 피장자의 발 옆 즉, 남쪽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묘광의 크기는 동-서 2.30m, 남-북 1-1.2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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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3군 1호 고분 묘광(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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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에서 중앙 매장주체부까지의 거리는 동쪽으로 2.6m, 서쪽으로 2.5m, 남쪽으로 3.2m, 북쪽으로
2.4m이다.
묘광에서 유물 및 사람뼈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동쪽 남벽의 토기편 아래에서 크기 5×10㎝의 중·소
형 토기편 3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 내부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재검토를 위하여 생토층 일부를 굴착하였으나 아무런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중앙 매장주체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적석부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토층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석 주변 동쪽 둑 단면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고분의 봉분은
작은 돌이 혼합된 점토로 조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술한 2기의 유구 윤곽선과 중복되는 위치의 적석을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각각 1m
범위에서 제거하였다. 만약 해당 유구가 묘광이 맞다면, 적석에 아무런 훼손을 가하지 않은 채로 적석 아
래쪽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중앙 매장주체부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동남쪽의 유구 윤곽선으로부터 동쪽으로 1.1m 정도 위에 있는 돌과 흙을 제거한 후 유구의 경계(바
깥쪽 경계로부터 동쪽으로 70㎝)가 확인되었다. 유구 추정 부분은 너비가 70㎝이고, 북서쪽으로 지그재
그로 뻗어가면서 너비가 약 30㎝까지 줄어들다가, 적석과의 경계 부분에서는 다시 넓어진다. 이러한 점
에 근거하여 이는 유구가 아니라 설치류(마못)의 통로 및 굴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발굴 중에 발견된
마못의 뼈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동북쪽 역시 유사하다. 유구 윤곽선으로 추정되었던 얼룩의 경계 지점에서 2.5m 떨어진 곳에 대하
여 정리를 진행한 결과, 넓은 얼룩이 너비 약 50㎝까지 점차 좁아졌고, 다시 점점 진행되어 봉분의 바깥
쪽까지 진행되었다.
3. 2군 1호 고분
2군 1호 고분은 2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2호 고분에서 북쪽으로 20m 떨어져 있다.
표토층을 제거한 후 확인된 봉분은 거의 방형에 가까운 봉토-적석분이다. 봉분의 크기는 남-북

그림 155 2군 1호 고분 조사 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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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m, 동-서 24.5m이다. 봉분 외곽에는 묘역의 경계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 석
렬이 축조되었는데, 2호분의 경계 석렬에서 약 3m 떨어져 있다. 경계 석렬의 길이는 동쪽 31.3m, 서쪽
33.1m, 남쪽 31.1m, 북쪽 32.7m이며,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남쪽 석렬보다 북쪽 석렬이 다소 긴 역제형逆梯
形이다.

봉분 적석부의 사방四方 모서리와 경계 석렬의 사방 모서리는 그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며, 동일

한 방향을 기준으로 봉분 적석부에서 경계 석렬까지는 약 3~4m, 봉분 적석부의 모서리에서 경계 석렬의
모서리까지는 약 7m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석렬의 너비는 약 1~1.1m이며, 크기 20~30㎝ 내외의
냇돌川石을 2열로 배치하여 외곽을 조성하였고, 그 내부 50~60㎝의 공간에 크기 10㎝ 내외의 냇돌을 1~2
겹 부석敷石하였다. 석렬 상부에는 회백색의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다. 특히 모서리 부분의 경우 내부
는 각을 남겨 놓았지만, 외부는 각을 줄여서 원형에 가까운 말각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다. 즉, 내·외부 모
①

②

그림 156 2군 1호 고분 조사 둑 설정 후 전경 1
① 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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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57 2군 1호 고분 조사 둑 설정 후 전경 2
① 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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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축조 공정을 진행하면서 모서리가 꺾이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합이 맞도록 하
였지만, 외부의 경우 모서리 부분이 말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 공정을 거친 후 가장 마
지막에 축조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쪽과 서쪽 석렬의 중앙부에는 서로 대칭되도록 너비 약
2m의 출입 시설을 두었는데, 석렬 내부를 외곽 석렬과 동일한 크기의 석재로 막아 축조하였다. 고분 봉
분의 북쪽과 경계 석렬 사이에는 1-1호 고분이 위치한다. 흙과 돌을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직경 3.7m,
높이 0.3m이다.
봉분의 기저부 아래에는 2기의 매장주체부가 설치되었다. 봉분 북쪽은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
고 있으며, 남쪽은 완만하게 낮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2그룹 1호 고분에서는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
한 1차 성토, 봉분 외형 확장을 위한 2차 성토, 1·2차 성토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석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봉분의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의 단면을 통해 보면, 성토층 및 돌을 사용한 여
러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 트렌치의 단면에서는 쇄석이 섞인 회색 및 명황색 사질점토층인 묘
광 굴착토와 묘광의 목개가 확인되었다. 그 위로 작은 쇄석이 섞인 점성이 강한 회색 사질점토층, 작은 쇄
석이 섞인 회색 사질점토층, 작은 쇄석이 섞인 회색 및 명회색 사질점토층 각각 단계적으로 성토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봉토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대 건축가들은 최종 성토층 위에 적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석층 위에는 명황색 점토층, 회색, 암회색 부식토층이 존재하며, 표토층에 의해 전체 층
위가 완성되었다. 고분의 동-서 및 남-북 단면 중앙부 목개 위에서는 자갈과 쇄석이 섞인 회색, 명회색 및
암회색의 사질점토층이 뒤섞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도굴갱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방향 트렌치 단면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은 동-서 방향과 유사하지만, 묘광 굴착토층 및 명황색
점토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많은 동물 구덩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봉분은 마못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림 158 2군 1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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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2군 1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

그림 160 2군 1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북서→남동)

많이 훼손되었다. 또한 봉분의 남쪽에는 경계 석렬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중·소형 크기의 돌로 이루어진
적석부가 있다.
동-서 트렌치의 단면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은 매장주체부의 내부 토층이 암회색 사질점토, 회색 사
실점토, 황갈색 사질점토, 목개 조각과 뒷채움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고분의 축조 단계는 다음과 같다. 대지 조성→묘광 굴착(묘광굴착토는 동-서 방향에만 쌓음)→목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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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2군 1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북→남)

①

②

그림 162 2군 1호 고분 적석 노출
① 고분 북쪽

② 고분 남쪽

호 매장주체부) 설치→연도 폐쇄(1차)→목개 폐쇄→1차 성토→목곽(2호 매장주체부) 설치→2차 성토→연도
폐쇄(2차)→적석→최종 성토→경계 석렬 축조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성토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구조
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지 조성은 대체로 구지표면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분 축조 당시의 구지표면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완만한 완경사면을 이루고 있었으나, 대체로 평탄하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삭토나 성토 작
업 없이 구지표면의 표토를 제거하여 정지한 후 대지를 조성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앙 매장주체부(1곽)을 설치하기 위한 묘광의 굴착이 이루어졌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묘광의 규모는 길이 4.8m×너비 2.9m×깊이 1.5m이며, 구지표면을 포함하는 정지면 및 잔자갈이 혼
합된 층을 굴착하여 동-서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조성하였다. 묘광 굴착토는 묘광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적치하여 봉분 성토의 일부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연도가 축조되었는데, 묘광 남장벽 서쪽 끝
부분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이어진다. 묘광의 장축 방향과 직교하며, 너비 약 1m, 확인된 길이는 약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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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63 2군 1호 고분 적석 단면 양상
① 동-서 트렌치의 서쪽

② 동-서 트렌치의 동쪽

①

③ 남-북 트렌치의 북쪽

②

그림 164 2군 1호 고분 경계 석렬 1
① 전체 전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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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65 2군 1호 고분 경계 석렬 2
① 북동 모서리

② 북서 모서리

①

②

그림 166 2군 1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 1
① 서쪽 출입구(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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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167 2군 1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 2
① 남동 모서리

② 남쪽 석렬

③ 동쪽 석렬

④ 동쪽 출입구(북→남)

이다. 전면 제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연도 남쪽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연도는 묘광 바닥의 20㎝
높이에서 약 20˚의 경사로 상승하다가 1차 성토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수평에 가까운 완경사로 적석
부의 기저부까지 연장된다. 연도는 목곽 설치 및 피장자 안치 등 고분 축조뿐만 아니라 매장 의례와 관련
한 통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성토(심부 성토)는 묘광 동쪽과 서쪽에 각각 적치한 묘광 굴착토를 포함하여 묘광 굴광선 외곽
5~6m 지점까지 이루어졌는데,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고 봉분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성토층이다. 자갈이
소량 포함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층은 목개
주변에서만 약 60㎝의 두께를 보이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점차 얇아져서 완만하게 낮아진다. 판축이나
성토를 위한 구조물의 흔적 등 세부적인 축조 기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방의 1차 성토층 높이 및 너
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높은 수준의 고분 축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차 성토는 매장주체부를 포함한 1차 성토층을 보호하고 봉분의 외형, 즉 봉분의 높이와 너비를 확
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 구간에는 굵은 모래나 자갈이 포함된 정선되지 않은 성토제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먼저 1차 성토층과 동일한 높이로 바깥쪽으로 성토하여 봉분의 너비를 확장한 후, 위쪽으로 성토
하여 높이를 확장하였다. 그 범위는 연도가 설치된 남장벽 중앙부의 경사면을 제외한 전체에 해당한다.
2차 연도 폐쇄는 하단부 너비 약 5m, 상단부 너비 약 2m의 말각역제형 평면 연도 잔존 구간에 대하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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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그림 169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연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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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170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연도 조사 과정
① 남→북

② 동→서

③ 남→북

④ 남→북

여 자갈, 굵은 모래가 포함된 사질, 점성이 강한 점토 등을 교차하여 성토가 이루어졌다. 매장 의례와 관
련하여 의도적으로 봉분 조성의 최종 단계에 연도를 폐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도의 최종 폐쇄 이
후 봉분 중앙부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졌다.
봉분 외형 조성을 위한 성토가 완료된 후, 그 표면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석이 이루어졌다. 적석
은 깬돌割石을 이용하여 봉분 정상부 일부를 제외한 전체 범위 즉, 봉분 기저부에서부터 사면의 경사각
이 바뀌어 정상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봉분 중앙 약 1m 지점까지 이루어졌다. 전체 규모는 동-서 24.5m,
남-북 24.6m이다. 동쪽과 북쪽은 부지를 ‘ㄴ’자로 굴착하여 적석 기저부를 축조하였는데, 기저부는 크기
30~40㎝ 내외의 냇돌을 2열로 배치한 후 내부에 20㎝ 미만의 깬돌을 채워 넣었으며, 기저부 바깥쪽으로
크기 30㎝ 내외의 돌 3~4열 배치하여 사면 적석부의 하중을 견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평면 방형의 기
저부를 마련한 후 같은 크기의 돌을 2열로 배치하여 사방 모서리를 조성하였다. 다만, 적석 외곽 끝부분
의 외형은 자연스러운 말각을 이루도록 하였다. 말각 작업을 위해 기저부와 모서리를 조성한 후에 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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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2군 1호 고분 북서쪽 적석 양상 1

서리에서 사면 중앙부 방향으로 순차적인 적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부의 적석은 기저부와
모서리 조성에 사용한 돌보다 작은 돌 활용하였으며, 정상부는 1~2겹, 중단부 2~3겹, 하단부 3~4겹 등 하
단부로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사면 적석부 단면상에서는 적석의 상승각이 변화하는 지점
이 2곳 확인된다. 기저부에서 1.5m 높이 지점, 사면부와 정상부가 접하는 지점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지
점들에서는 30~40㎝ 크기의 돌이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다. 큰 돌을 사용하여 1차 적석을 한 후 크기 10
㎝ 내외의 푸른돌 靑石 등 깬돌을 이용하여 적석 상부에 대한 2차 적석이 이루어졌다. 2차 적석은 최대
4~5겹까지 이루어졌으며, 사면 하단부 및 기저부 적석을 통해 봉분의 외형(경사도, 체적 등)을 완성하였
다. 또한 기저부 모서리 부분의 적석을 통하여 전체 평면 형태를 말각방형으로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저부 및 기저부 마감돌을 포함한 봉분 전체에 대한 최종 성토가 이루어져 외형상 봉
토분이 완성되었다. 적석 기저부 상부에서 일부 확인되는 성토층 및 봉분 상부의 표토 대부분이 최종 성
토층인 것으로 보인다.
토층 양상으로 볼 때, 고분의 함몰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
거로는 ① 남쪽 상부가 붕괴된 것 ② 북쪽 토층에서 절개되거나 혼입된 양상이 확인되는 것 ③ 동-서 토
층은 안정적이며, 중앙부만 함몰된 양상이 있다는 점 등이다.
중앙 묘광의 매장주체부로는 목곽을 설치하였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4.3m×너비 2.5m×높이 0.6m이
며, 묘광 바닥에 3~5㎝ 크기의 잔자갈을 1겹 가량 편평하게 깔고,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로 묘광 바닥 약
60㎝ 높이까지 목곽의 장벽과 단벽을 조성하였다. 묘광 바닥에는 부석된 잔자갈 위에 약 10㎝ 내외의 공
간을 두고 목재를 장축 방향으로 놓아 목곽 바닥을 조성하였으며, 목재 사이의 공간에는 바닥에 부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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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2군 1호 고분 북서쪽 적석 양상 2

①

②

그림 173 2군 1호 고분 북서쪽 적석 양상 3
① 서쪽 트렌치 부분(남→북)

② 기저부 마감돌 세부

크기와 유사한 자갈을 채워 전체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장벽 최하단의 목재 고정을 위해서
는 5~10㎝ 가량의 자갈을 굄돌飼石로 사용하였다. 단벽과 장벽의 목재 결구는 단벽 목재의 끝부분을 ‘ㄴ’
자 형태로 홈을 파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상단과 하단의 결구 방식은 분명
하지 않다. 또한 단벽과 장벽을 1단씩 동시에 축조하면서 묘광 굴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에 크기 20㎝ 내
외의 천석을 뒷채움하여 목곽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피장자는 동단벽 중앙에서 확인되었는데,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몸을 똑바로 편 채로 누운 형태西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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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전경 1

그림 175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전경 2

伸展仰臥葬이다. 도굴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내부 교란이 심하여, 허리등뼈腰椎 이하의 뼈만 원위치에서

확인되었다. 남아있는 뼈의 특징으로 볼 때 대략 신장 160~170㎝의 여성으로 추정된다.
도굴로 인하여 매장주체부 서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훼손 및 교란된 상태이다. 부장품으로는
피장자가 직접 착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동 팔찌靑銅釧 및 각종 구슬, 금 장식(추정 귀걸이耳飾) 등이 출
토되었다. 이어 함께 동단벽 양 모서리에서는 적색 장경호가 각 1점씩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피장자 안치 후에는 1차 연도 폐쇄가 이루어졌다. 연도 바닥이 완경사를 이루는 1차 성토부 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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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76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전경 3
① 남→북

② 북→남

그림 177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세부

그림 178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절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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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굴에 의한 단층
A’

A
Ⅴ
Ⅴa

2273.0m

Ⅰ

Ⅳ

Ⅴb
교란

Ⅲ

Ⅳa

2273.0m

Ⅲ

Ⅱ

Ⅱ

2272.0m

2272.0m
Ⅰ 목곽 뒷채움석(서벽)-회색백 점토가 포함된 황색 사질점토
Ⅱ 암회색 사질점토
Ⅲ 회색 사질점토
Ⅳ 황갈색 사질점토
Ⅴ 회색 사질점토
Ⅳa, Ⅴa, Ⅴb 도굴갱에 의해 무너진 층

N

No.39

No.27, 29

A

A’

No.38

목재

사람뼈

유물

0

1m

그림 179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①

②

그림 180 2
 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1
① 유물 출토 전경 ② 사람뼈 세부

까지 폐쇄가 이루어졌는데, 묘광에서부터 약 1m 구간의 연도 바닥은 생토 굴착토로 폐쇄하였으며, 그 이상
은 구지표와 유사한 흑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였다.
목개는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묘광 장축 방향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으로 중첩하여 묘광 굴광선 바깥쪽
약 1m까지 4단으로 적재하였다. 목개 상부 및 그 주변에서 확인되는 두께 약 10㎝의 경도 높은 적갈색 사질
점토층은 목개 밀봉토로 추정된다. 남장벽 중앙부에는 온전한 개체의 동물 뼈(개) 1마리분이 동쪽 방향으로
매납되었고, 북장벽 중앙부에서는 적석된 다량의 깬돌이 확인되었다. 특히 깬돌 주변 목개는 화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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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그림 181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2
①
③
⑤
⑦

목곽 및 유물 출토(동→서)   ② 목곽 및 유물 세부(북→남)
피장자 팔뼈 주변 청동팔찌 출토   ④ 청동 팔찌 세부
금 귀걸이 출토   ⑥ 금 귀걸이 세부
북동 모서리 토기 출토   ⑧ 남동 모서리 토기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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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곽 결구 세부

그림 183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곽 바닥 세부

그림 184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화재 소실 세부

그림 185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상부 동물(개)뼈

그림 186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주변 동물뼈 출토

소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피열된 깬돌, 목개 상부에 형성된 소토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위적
으로 흙을 덮어 소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열된 깬돌은 목개와 상호 교차되도록 놓여 상·하의 층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목개 상부의 화재는 매장 의례의 일종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추가곽(2호 매장주체부)은 2015년 조사 완료 후 복토 과정 중에 봉분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목곽의
남쪽 일부분이 노출되었으나, 조사기간 상의 문제로 인하여 2016년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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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완료 후 전경

결과 추가곽은 1차 성토층과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지하식
N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5m×너비 1.1m×깊이
0.9m이며, 남-북 장축의 장방형 평면 형태이다. 매장주체부로는 통
나무로 제작한 목곽이 안치되었는데, 남쪽 부분 약 1/3이 유실되
었다. 목곽의 크기는 길이 2.4m×너비 0.7m×높이 0.9m이고, 바닥은

No.41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장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1겹의
통나무를 놓아 목개로 사용하였다. 피장자는 혼자 묻혔으며單葬,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몸을 똑바로 편 채로 누운 형태北枕伸展仰臥
이다. 부장품으로는 불명 철기 1점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차 성
토층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후 2차 성토층으로 피복된 점으
로 보아 주곽과 동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곽은 묘
광의 장축 방향이 중앙곽과 다르며, 묘광 및 목곽의 규모 역시 소

목재

형이다. 바닥 역시 중앙곽과 달리 별도의 처리 없이 굴착면을 그대
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중앙곽에 비하여 급이 낮
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앙곽에 딸린 순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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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0

1m

그림 188 2
 군 1호 고분 동쪽 추가
매장주체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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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그림 189 2군 1호 고분 동쪽 추가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① 목곽 1차 노출(남→북) ② 목곽 2차 노출
③ 목곽 3차 노출 ④ 사람뼈 출토
⑤ 사람뼈 세부

200

카자흐스탄_책.indb 200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29:18

4. 2군 1-1호 고분
2군 1-1호 고분은 직경 약 3.7m, 높이 0.3m의 원형분이며, 1호 고분의 봉분과 경계 석렬 사이에 조성
된 후대後代 무덤이다.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봉분이 중간 크기의 냇돌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
다. 적석층 아래에서는 회색과 명황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묘광 굴착토가 확인되었다.
①

②

그림 190 2군 1-1호 고분 적석
① 노출 양상

② 절개 조사

A

A’
Ⅱ
Ⅳ

2274.0m

2274.0m
Ⅲ

Ⅰ

Ⅰ 쇄석과 자갈이 혼합된 회색, 황색 사질점토
Ⅱ 쇄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
Ⅲ 채움돌
Ⅳ 회색, 황색 사질점토

N

A

1차 묘광 범위

A’

0

1m

그림 191 2군 1-1호 고분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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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2 2군 1-1호 고분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봉분 중앙부의 적석부를 제거하자 말각장방형 형태의 묘광이 노출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2.1 × 0.5m
이며,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평면 장방형의 묘광을 수직 굴착하는 과정 중 묘광 표면 15 ~ 55cm 깊이 지점에서 채움돌이 확인되
었다. 채움돌 역시 냇돌이며, 흰색이다. 채움돌은 묘광 장축을 따라 확인되었으며, 남-서벽 쪽에 놓여있
다. 카타콤 매장 형식의 매장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묘광의 남서벽 중앙부에 탐색 트렌치를 설치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묘광 아래 약 55㎝ 깊이에서 사람의 넓적다리뼈가 확인되었다.
북동-남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묘광 내부토는 쇄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 쇄
석과 자갈이 혼합된 회색 및 황색 사질점토로 채워졌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층의 윗부분은 돌로 막음하
①

②

그림 193 2군 1-1호 고분 묘광 채움돌
① 노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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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생토층은 회색, 황색 사질점토층이다.
묘광을 정리 및 조사한 결과 매장주체부는 카타콤 형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타콤은 묘광 바닥에
서부터 서쪽 방향으로 추가 굴착하여 단면 ‘ㄴ’자 형태의 매장주체부를 남서벽 아래에 설치하였다. 굴착
부 입구 측면은 중간 크기의 냇돌을 2~3겹 쌓아서 막음하였다. 매장주체부의 길이 2m×너비 0.6m×깊이
0.7m이다. 바닥에는 원위치로 놓인 피장자가 위치한다. 피장자의 머리 방향은 북서쪽이고, 얼굴은 남서쪽
을 향해있다. 등을 바닥에 대고 안치되었는데, 다리 및 오른쪽 팔은 뻗어 있고, 왼쪽 팔은 팔꿈치가 약간
구부려져서 손이 골반에 놓여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①

②

③

그림 194 2군 1-1호 고분 매장주체부 사람뼈 노출
① 노출 전경

② 전체 뼈대 세부

③ 상반신 세부

5. 3군 10호 고분
3군은 오손 문화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10호 고분은 2군 1호 고분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북쪽
완경사면의 중·상단부에 위치한다. 봉분의 규모는 동-서 12m, 남-북 14m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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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95 3군 10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
① 직상방

② 북→남

고분의 축조는 대지 조성→묘광 굴착→목곽 설치→목개 폐쇄→1차 성토(심부 성토)→2차 성토→적석→최
종 성토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5개의 주요 층위가 확인되었다. 1단계는 대지 조성층
으로 점성이 강한 회색과 명회색 사질점토층이며, 그 위는 굴착토인 쇄석이 혼합된 회색 및 명황색 사질
점토층이다. 그 위로는 자갈과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회색 및 명회색 사질점토층이 혼합되어 있는데, 주
로 봉분의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을 덮은 1차 성토층은 작은 쇄석이 혼합된 회색 사질점토층이다.
그 위는 쇄석이 혼합된 회색 및 명회색 사질점토층이며, 적석으로 마무리하였다.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도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남-북 방향에서
는 묘광 굴착토층이 보이지 않고, 적석층 위로 회색 및 암회색의 부식토층이 있다.
대지 조성은 대체로 구지표면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분 축조 당시의 구지표면은 남쪽으로
약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삭토나 성토 작업 없이 구지표
면을 정지한 후 대지를 조성하였다.
다음으로는 목곽을 설치하기 위한 묘광의 굴착이 이루어졌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묘광의 형
태는 평면 장타원형에 가까운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4m×너비 1.6m×깊이 1.4m이다. 묘광 바닥에
는 직경 1~2㎝의 잔자갈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다만, 도굴 등으로 인하여 내부가 완전히 훼손, 교란되어

그림 196 3군 10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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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98 3군 10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 3
① 동쪽 트렌치 세부

② 서쪽 트렌치 세부

목곽의 구조와 제원 등 구체적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목개를 폐쇄한 후, 묘광 외부 약 2m 너비까지 최대 두께 50㎝의 1차 성토가 이루어졌으며, 다시 1차
성토층 외부에 약 2m의 너비로 2차 성토하여 봉분의 외형을 확장하였다. 성토층 상부에는 크기 20㎝ 내
외의 냇돌을 이용하여 적석하였는데, 적석 기저부의 너비는 약 1m이며, 크기 30㎝ 내외의 냇돌로 약 4겹
정도 쌓아서 축조하였다. 적석 기저부 외면 조성에는 크기 20㎝ 내외의 돌을 활용하였다. 적석 상층부에
최종 성토하여 봉분을 완성하였다.
도굴갱 주변에서 토기편 다수가 확인되었으나 피장자의 뼈 일부가 매장주체부 상층에서 노출되는
등 도굴로 인하여 교란이 심각한 상태이다.

그림 199 3군 10호 고분 매장주체부 조사 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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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200 3군 10호 고분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① 절개 조사 전경 ② 사람뼈 및 토기편 출토
③ 사람뼈 및 토기편 세부 ④ 토기편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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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 3군 10호 고분 매장주체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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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군 8호 고분
2군 8호 고분은 북쪽 완경사면의 2군 중앙부에 위치한다. 7호분에서 남동쪽으로 42m, 9호분에서 북
서쪽으로 167m 떨어져 있다.
발굴 전 고분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정상부가 대체로 편평하여 단면상으로는 윗부분이 잘린 원
뿔 형태截頭圓錐形이다. 봉분 북쪽은 상대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완만하게 낮아진다. 봉
분의 규모는 직경 약 27m, 높이 2.1m이다. 봉분 표면에 함몰부 또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확인되지 않
았다. 다만, 설치류의 구덩이로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다수 존재한다. 봉분의 중앙부는 약간 오목하며, 둑
의 상단 사이 거리는 동-서 13.5m이다. 봉분 표면에는 재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봉분 주변으로 주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봉분 기저부의 남서쪽에는 직경 동-서 6m, 남-북 7m, 높이 0.6m의 소형 봉분이 존재한다.
고분 건축 구조와 출토 유물, 그리고 조성 단계 파악의 편의성을 위하여 A구역(북서 구역), B구역(북
동 구역), C구역(남동 구역), D구역(남서 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역은 폭 1m의 둑으로
분리되었다. 총 조사 면적은 40×40m이다.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구역에서 약 20㎝ 두께의 표토층을 제거하였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봉분의
중앙에서 21.50m 떨어진 A구역에서 2.5×3m의 규모의 석제 출입구가 확인되었다. 사용된 돌은 중·소형 크
기의 쇄석 및 자갈이다. 봉분 중앙 13m 지점에서 시작하여 서쪽 16.5m 지점까지에 해당하는 서쪽 둑의
봉분 표면에서는 봉분의 둘레를 따라 조성된 작은 돌이 섞인 명황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봉분의 상부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층은 서쪽 둑에서부터 북쪽 둑
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7.8m에 달한다.

그림 202 2군 8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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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 2군 8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북→남)

그림 204 2군 8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북-동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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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봉분 중앙에서 서북쪽으로 20.5m 떨어진 지점에서는 중형 크기(평균 크기 15×10×5㎝)의 돌들
이 확인되었다. 전체 6기이며, 석제 출입구까지 거리는 70㎝이다. 8호 고분은 봉분 상부 적석층 및 봉분 외
부 경계 석렬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고분의 토층 양상 및 지상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남-북, 동-서, 북
동-남서 방향으로 3개의 둑을 설치하였다. 각 둑의 너비는 2m이다.
남-서 섹터의 트렌치를 정리하는 과정 중, 동-서 둑 표면 1.45m 깊이에서 두께 15㎝, 너비 12㎝인 썩은
나무토막이 노출되었다. 나무토막은 남-북 둑과 평행한 방향이며, 둑에서 서쪽으로 3.15m 떨어져 있다.
또한 동-서 둑 쪽으로 1.5m 정도 돌출되어 있으며,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다.
동-서 둑의 가장자리에서 남쪽으로 2.1m, 남-북 둑의 가장자리에서 동쪽으로 5.65m 떨어진 고분 표
면 아래 1.8m 깊이에서는 철도자 鐵刀子 형태의 철제품이 확인되었다. 철제품의 길이는 약 15㎝이며,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 2점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쪽 날 부분은 손상되었다.
동쪽 트렌치에서는 나무토막으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물이 노출되었다. 주된 나무토막은 동-서 방
향을 장축으로 하여 놓여 있다. 남쪽 둑 가장자리에서부터 동쪽 면까지의 나무토막 길이가 1.9m이고, 동
쪽 둑의 가장자리에서 남쪽 면까지의 나무토막 너비는 0.8-0.9m이다. 나무토막은 고분 봉토면에서부터
1.4m 깊이에서 하나의 층을 이루며, 생토층에서부터는 0.7m의 지점에 위치한다. 나무토막의 보존상태는
좋지 않으며, 중앙부는 훼손되었다. 목제 구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목제 구조물에서 동쪽으로 30
㎝ 떨어진 곳에서 청동거울銅鏡이 출토되었다. 해당 지점은 봉토면에서부터 1.6m, 생토층에서부터 0.35m
에 해당한다. 청동거울은 부식토층 위에 위치한다.

그림 206 2군 8호 고분 청동거울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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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트렌치에서는 황색(작은 쇄석이 혼합된 황색 사질점토) 생토층과 대비되는 암회색 얼룩이 확
인되었다. 너비 2.8m, 너비 3.2m이며, 남동-북서 방향을 장축으로 한다. 남쪽 트렌치 동벽 단면에서는 중
앙에서부터 남쪽으로 4m 떨어진 지점부터 약 9m 지점까지 나무기둥으로 축조된 일련의 구조물이 확인
되었다. 해당 구조물은 생토층의 0.4m 높이에서 시작하여 0.5m 높이까지 이어진다. 구조물 바로 위에는
작은 돌이 혼합된 회색 사질점토층이 위치한다. 해당 층의 두께는 가장자리 부분은 약 3㎝이지만, 중앙
부는 최대 45㎝에 달한다. 또한 봉분 중앙에서 3m, 트렌치 서벽에서 0.7m 떨어진 지점에서는 봉토면 아래
1.1m 깊이에서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북쪽 둑에서는 생토층 깊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나무토막의 편들이 확인되었다. 중앙에서 가장 가
까운 나무토막까지의 거리는 8.3m이고, 남아있는 길이는 40㎝이다. 해당 나무토막은 생토층과 가까운
높이에 위치하며, 나머지 토막의 높이는 최대 15㎝이다. 나무토막의 바로 위에는 두께 약 40㎝의 점성이
강한 회색 사질점토층이 위치한다. 토양층 위에서 확인되는 2점의 나무토막은 북동 방향으로 약간 기울
어져 있다. 이 나무토막들 위에는 돌이 혼합된 점성이 강한 황회색층이 존재한다. 구조물에서 중앙쪽으
로 가까운 오른쪽 면에는 돌이 혼합되어 있는 황회색 묘광 굴착토층이 있다.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먼저 대지(점성이 강한 회색, 명회색 사질점토층)를 조
성한 후, 그 위에 묘광의 목개를 보호하기 위한 묘광 굴착토(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층)로
성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 위는 암갈색의 사질점토층,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층으로 성
토하였다. 봉분의 중앙부에서는 목개 위쪽으로 자갈과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회색, 암회색 사질점토층
이 확인되었다. 이 층들 위로는 표토로 덮인 부식토층이 존재한다. 단면상으로는 많은 수의 마못 구덩이
가 노출되었다.

그림 207 2군 8호 고분 목개 노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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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도 대체로 비슷하다. 봉분의 북쪽 면에서
는 쇄석이 혼합된 명황색 사질점토층이, 해당 층 밑에서는 점성이 강한 황색, 회색, 암회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다.
고분의 중앙부를 구지표면까지 하강하는 과정에서 3기의 묘광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
래와 같다.
1) 1호 매장주체부
봉분의 중앙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목개가 노출되었다. 목개는 묘광의 동벽과 서벽 위에 시설하였
다. 목개의 길이 6m, 너비 4.2m이고, 장축은 동-서 방향이다. 목개의 중앙부는 묘광 내부로 함몰되거나 썩
어서 없어졌다. 목개는 두께 10-20㎝의 통나무이며, 몇 단으로 쌓은 후 끝을 가로지르는 통나무로 고정하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개가 묘광의 굴착토층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208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후 전경

목개를 생토층까지 제거하자 묘광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묘광은 평면 형태 장방형이며, 나무편(함몰
된 목개)이 섞인 암회색, 회색 사질점토 토양으로 주변과 구분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4.5×3.2m이고, 장축
은 남서-북동 방향이다. 묘광 북벽 중앙부의 북동쪽에는 연도가 축조되었다.
동-서 방향의 절개 조사 단면을 통하여 묘광의 내부는 쇄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층, 쇄석이 혼합
된 회색 사질토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편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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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9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그림 210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절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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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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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광 남쪽 절개 하강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서쪽에서 목개로 사용된 통나무 더미가 노출되
었다. 묘광의 표면에서부터 깊이 40-60㎝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목개의 길이는 1-1.4m, 두께 10-20㎝이다.
통나무는 납작하게 압착되었으며, 약 20여 점의 통나무가 4-5단으로 적재되어 있다. 묘광의 동남쪽 30㎝
깊이에서는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또한 묘광의 중앙부, 묘광의 동벽 주변 1.15-1.30m 깊이에서는 토기편
들이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①

②

③

그림 212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1
① 동-서 절개면 토층 양상
② 목개 세부(단면) ③ 목개 세부(평면)

묘광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자 묘광 바닥에서는 두께 3-4㎝인 통나무를 놓아서 만든 나무 바닥과 목
곽이 드러났다. 목곽은 장방형이며, 크기는 2.15×3.85m이다. 묘광의 깊이는 1.55m이다. 목곽의 목재는 목
개의 목재와 유사하다. 목곽과 묘광 굴착면 사이의 거리는 10-20㎝이다. 묘광 굴착면은 작은 돌이 섞여 있
는 모래층이라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곽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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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2

그림 214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뒷채움석 세부

묘광 내부토의 성격과 다양한 층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으로 보아 고분은 이미 도굴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굴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매장주체부의 북쪽에 위치하는 연도이다. 연도의 내부 퇴적토는
부식토, 자갈, 나무편, 동물뼈, 토기편 등이 섞여 있는 회색 사질점토이다. 연도의 길이는 9.50m, 벽의 너
비는 1.5m, 입구의 너비는 80㎝이다. 연도는 입구 지점에서 시작하여 묘광 중앙부까지 이어지면서 점차
깊어진다. 단면상으로 확인된 벽의 높이는 1.1m이다. 연도 북벽의 단면에서는 여러 개의 층위가 확인되
었다. 가장 아래층은 회색 부식토층(두께 20㎝)이며, 그 위로 나무편과 동물뼈가 포함된 쇄석 혼합 사질
점토층(두께 30㎝), 회색 부식토층(두께 25㎝), 자갈층(두께 35㎝)이 순서대로 쌓였다. 묘광 굴착면에서
1.3m 떨어진 지점의 1m 깊이에서는 토기편 9점이 출토되었다. 연도의 크기와 출토 유물의 성격으로 미루
어볼 때 해당 연도는 도굴용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15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연도 토층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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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3차 하강 후 전경

그림 217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완료 후 전경

2) 2호 매장주체부
1호 매장주체부에서 남서쪽으로 2.45m 떨어진 곳에서 중·소형 크기의 돌이 섞인 암회색의 부식토
층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묘광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3.1×4m이고, 동-서의 장축 방향을 가
제3장 _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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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유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서 방향으로 절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면상으로 쇄석이 혼합된
사질점토와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목개편도 존재하였다.
묘광의 남동 모서리, 20㎝ 깊이에서는 뿔 달린 작은 동물의 뼈가 노출되었다. 또한 남서 모서리,
30-40㎝ 깊이, 60㎝ 깊이에서도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단면을 통하여 묘광 남벽 위쪽 토층은 두께가
20-25㎝이며, 돌이 혼합된 사질점토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아래쪽으로는 자갈층(작은 자갈이 혼합
된 알갱이가 굵은 모래)이 확인되는데,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묘광의 남동쪽, 20-30㎝ 깊이에서는 목개편이 노출되었다. 묘광의 남쪽에는 높이 약 80㎝의 목곽벽
이 남아있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중·소형 크기의 깬돌을 뒷채움하였다. 단면상에서 목곽의 윗부분, 정
확하게는 목개가 무너진 것이 확인되었다. 목개의 윗부분은 105㎝ 깊이에서 확인되었으며, 돌과 모래가
혼합된 두께 5-20㎝층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층은 단면상 반구半球의 토층선이 반복되는 형태이지만, 서
쪽은 묘광 표면에서 80-85㎝ 깊이까지 함몰된 상태이다. 아마도 묘광의 동쪽이 먼저 무너지고, 그 이후에
서쪽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북서쪽, 120㎝ 깊이에서는 철도자 형태의 철제품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깊이에서 금박으로 제작한 유물 1점, 머리뼈편, 사람뼈편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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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19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1
① 절개 조사

② 동-서 절개면 토층 양상

①

②

그림 220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2
① 2차 하강 후 전경

② 3차 하강 후 전경

묘광 바닥의 퇴적토를 정리하자 장방형의 목곽이 확인되었다. 목곽의 크기는 2.05×3.45m이고, 묘광
의 깊이는 1.45m이다. 사람뼈편, 토기편, 철제품과 금박제품 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흩어진 채로 노출되었
다. 이에 반해 10점의 토기가 목곽 동벽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특징이다. 사람뼈와 금
박제품은 목곽의 중앙부와 서쪽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①

②

그림 221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1
① 토기 출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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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222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2
① 완형 토기 세부 ② 발형 토기 세부
③ 붕괴된 토기 세부 ④ 사람뼈 세부

그림 223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차 하강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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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매장주체부
3호 매장주체부는 1호 매장주체부에서 북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장축은 동-서 방향이
다. 동쪽과 서쪽에서 목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쪽에는 4단, 동쪽에는 8단의 통나무가 각각 남아
있다. 통나무의 길이는 1-1.3m, 직경 10-20㎝이며, 끝을 가공하였다. 목개의 중앙부는 부분적으로 묘광 내
부로 함몰되거나 썩어서 없어졌다. 묘광 북벽의 동-서 방향 단면상에서는 묘광 굴착토의 흔적이 확인되
었다. 목개를 생토층까지 제거하자 크기 3.1×1.7m인 묘광의 흔적이 노출되었는데, 목개편이 섞인 회색, 암
회색 토양으로 주변과 구분되었다. 묘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묘광의 동쪽에 대·중·소형 크기의 돌과 함
께 목개의 통나무가 매장주체부 내부로 함몰된 것이 드러났다. 내부 정리 후 1.15m 깊이의 바닥에서는
목곽이 확인되었다. 크기는 0.9×2.35m이고, 통나무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묘광 굴착면과 목곽 사이의
거리는 25-30㎝이며, 목곽의 높이는 39㎝이다. 묘광의 바닥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아진다. 특히, 목곽이
위치하는 지점에서의 묘광 크기는 1.45×3.09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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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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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25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목개 노출 전경
① 목개 및 묘광 윤곽선 노출

② 목개 노출 세부

①

②

그림 226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1
① 절개 조사

② 동-서 절개면 토층 양상

피장자의 뼈는 묘광의 동쪽에서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머리뼈는 묘광 표면에서 76㎝ 깊이에서
출토되었다. 뼈 아래에서는 작은 목탄들이 노출되었다. 이 외에 뼈 화살촉 2점이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잔존 구조, 피장자의 뼈와 부장품의 위치로 보아 고분은 이미 도굴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분 단면의 토층에 의하면 1호 매장주체부와 2호 매장주체부는 동시기에 조성되었고, 3호 매장
주체부는 그 이후에 조성되었지만, 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①

②

그림 227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2
① 목곽 및 사람뼈 노출(직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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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곽 및 사람뼈 노출(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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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28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① 목곽 및 유물 노출 양상

② 사람뼈 및 뼈 화살촉 세부

그림 229 2군 8호 고분 조사 완료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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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군 10호 고분
4군 10호 고분은 북쪽 완경사면의 2군 중앙부에 위치한다. 13호 고분에서 북쪽으로 75m, 9호 고분에
서 남쪽으로 46m 떨어져 있다.
해당 고분은 긴급 구호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써 봉분의 남쪽과 중앙쪽은 이미 파괴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많은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한 연구를 목적
으로 해당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봉분을 양분하는 동-서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였고, 또한 묘광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봉분

그림 230 4군 10호 고분 조사 전 전경

그림 231 4군 10호 고분 적석 노출 후 전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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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32 4군 10호 고분 적석 노출 후 전경 2
① 동→서

② 서→동

중앙쪽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고분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직경 35m, 높이 3.1m이다.
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고분이 7개의 주요 층위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목개 위로는 작은 쇄석이 혼합된 점성이 강한 회색 사질점토층을 이용하여 견고성을 강화하였고, 그 위
의 굴착토층에는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가 포함되어 있다. 굴착토층 위에는 1) 점성이 강한 회색, 명갈색
사질점토층 2) 갈색,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층 3) 탄산 광물이 포함된 회색, 명회색, 황색 사질점토층이 위
치한다. 이러한 층 위에 적석을 하였고, 그 위에는 다시 갈색, 명갈색 점토로 보강하였다. 점토 보강층 위
에는 회색, 암회색 부식토층이 있고, 그 위에는 표토층이 있다. 봉분은 수많은 마못의 동물 구덩이로 인
해 교란되었다.
동-서 방향 단면의 적석층 아래에서는 3개의 기본 층위가 확인되었다. 즉, 굴착토층인 부서지기 쉬운

그림 233 4군 10호 고분 목개 노출 및 트렌치 토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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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암회색층, 부식토층,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로 적석층과 표토층이 위치한다. 적석은 중·소
형 크기의 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234 4군 10호 고분 목개 노출 및 트렌치 토층 2

고분 중앙부에 대한 정리 및 하강 작업 중 구지표면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통나무 목개가 노출되었
다. 목개의 크기는 7.4×6.2m이고, 직경 20-25㎝의 통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서쪽 부분은 이미 훼손되
었다. 묘광 위에 약 20기의 통나무를 적재하였으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목개의 중앙부는 함몰되거나
도굴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①

②

그림 235 4군 10호 고분 목개 노출 전경
① 동→서

그림 236 4군 10호 고분 목개 노
출 전경

② 북→남

①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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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237 4군 10호 고분 목개 노출 세부
① 목개 상부 적석 흔적 ② 북서 모서리
③ 남동 모서리 ④ 목개 세부

그림 238 4군 10호 고분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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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개를 제거하자 크기 4.45×2.25m의 묘광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묘광 서벽 중앙부에서 서쪽으로는
길이 1.7m의 연도 혹은 도굴갱과 연결된다. 묘광은 크고 작은 돌, 나무편 등이 섞인 회색, 암회색 사질점토
토양으로 주변과 구분되었다. 묘광의 북쪽에서는 오목하게 들어간 구덩이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는 도굴
갱으로 추정되는데, 내부 퇴적토에서 확인되는 황색 혼합층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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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4군 10호 고분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묘광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다. 단면 조사를 위하여 남쪽 절반에 대한 절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서 단면을 통하여 내부 퇴적토는 1) 쇄석이 혼합된 갈색 사질점토층 2)자갈과 쇄석이 혼합된 회색, 황
색 사질점토층 3)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층, 4) 자갈과 목재편이 혼합된 사력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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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4군 10호 고분 묘광 절개 조사

묘광의 서쪽은 지표면으로부터 90㎝ 깊이에서는 약간 좁아지는데, 위쪽에 비해 약 30㎝ 좁다. 길이
는 93㎝이다. 또한 서쪽 묘광 바닥 바로 위에서는 두께 약 10㎝의 쇄석층이 확인되었다. 묘광 단면에서는
통나무편(27×15㎝)이, 그보다 아래로 약 60㎝ 하강한 지점에서는 붕괴된 통나무편이 각각 확인되었다.

그림 241 4군 10호 고분 2차 하강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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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42 4군 10호 고분 조사 과정 1
① 자갈 채움 양상(북서→남동)

② 자갈 채움 양상(남동→북서)

①

②

그림 243 4군 10호 고분 조사 과정 2
① 3차 하강 후 전경

② 4차 하강 후 전경

묘광의 남동 및 남서 모서리에는 큰 돌이 채워져 있는데, 도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 93㎝ 깊
이에서는 사람의 다리뼈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묘광의 서쪽에는 지하 출입구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는
데, 연도의 형태이며, 크기는 1.8×0.7m이다. 묘광 내부퇴적토는 암회색 사질점토이다. 구지표면에서부터
묘광의 바닥면까지 하강하면서 조성되었다. 묘광 서쪽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연도의 너
비가 확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묘광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진행되자 묘광 바닥에서는 3.1×2m 크기의
목곽이 노출되었다. 묘광 굴착면과 목곽 사이의 공간에는 중·소형 크기의 자갈을 채웠다. 묘광의 깊이는
2m이다. 남동 모서리, 지표면 아래 1.37m 깊이와 묘광 바닥의 남서 모서리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었다.
①

②

그림 244 4군 10호 고분 조사 과정 3
① 4차 하강 후 전경

228

카자흐스탄_책.indb 228

② 남서 모서리 토기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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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분에 대한 도굴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도굴자들은 묘광의 서
벽부터 파 들어갔을 것이며, 목개의 중앙부가 매장주체부 내부로 함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 4군 10-1호 고분
10-1호 고분은 10호 고분의 북동쪽에 인접해있다. 흙과 돌로 축조된 봉분의 형태이며, 봉분 표면에
는 재래 식물이 자라고 있다. 표토층 제거 및 적석부 정리 후 고분의 크기는 남-북 6.5m, 동-서 6m, 남동-북
서 6.4m, 남서-동북 6.28m, 높이 0.35-0.4m이다.

그림 245 4군 10-1호 고분 적석 양상

그림 246 4군 10-1호 고분 적석 절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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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4군 10-1호 고분 적석 절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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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4군 10-1호 고분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10-1호 고분의 가장 바깥 층위는 중·소형 크기의 강돌로 이루어져 있다. 적석층의 아랫부분에는 부
스러지기 쉬운 흑토가 혼합되어 있다. 봉분의 단면을 확인하고, 묘광의 위치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분의
남쪽 절반을 구지표면까지 절개 조사하였다. 동-서 방향의 단면을 통하여 봉분의 길이는 6m, 높이는 47
㎝인 것이 확인되었다. 봉분 중앙부 적석층 아래에는 쇄석이 혼합된 암회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굴착
토층이 확인되었다. 굴착토의 높이는 25-30㎝, 길이 1.15-2.3㎝이다. 굴착토층 위로 적석을 하였다.
구지표면까지 정리 및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묘광은 남동-북서의 장축 방향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
었다. 묘광은 쇄석이 혼합된 회색 사질점토로 주변과 구분된다.
봉분의 남은 절반을 제거한 후 10-1호 고분의 묘광 굴광선에 대한 예비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 결
과 추정 묘광 굴광선의 길이는 2.3m, 너비는 1.4m이며, 장축은 북서-동남 방향이다. 추정 묘광 북동 모서
리에서는 쪼개진 쇄석이 섞여 있는 황색 모래층의 도굴갱이 확인되었다. 다른 부분은 쇄석이 섞인 암회
석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추정 묘광 굴광선은 쪼개진 작은 돌이 혼합된 갈색을 기본으
로 하는 생토층과 차이가 있다. 도굴갱과 추정 묘광 윤곽선의 경계 지점에서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놓여진 돌 2기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 추정한 묘광 윤곽선으로 드러났다. 소규모의 탐색 트
렌치를 설치한 결과 명회색 사질점토가 포함된 푸른색 중·소형 크기의 막음돌이 확인되었다. 돌의 크기
는 대체로 34×20, 12×10×16, 9×7×13, 14×6×4㎝이다. 막음돌의 장축은 남동-북서 방향이며, 길이 1.64m, 너비
45-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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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4군 10-1호 고분 매장주체부 묘광 막음돌

그림 250 4군 10-1호 고분 매장주체부 사람뼈 노출

묘광 표면 아래 약 40㎝ 깊이, 막음돌 아래층의 남동쪽에서는 뚜르개 형태의 뼈편이 출토되었다. 묘
광의 표면으로부터 45-55㎝ 하강한 깊이, 매장주체부 북벽의 남동쪽에서는 중간 크기의 돌들로 이루어
진 석렬이 확인되었다. 내부토를 정리한 결과 막음돌층의 두께는 30㎝이고, 그 아래에는 자갈이 혼합된
암회색 사질점토층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해당 층의 두께는 1m이다. 생토층은 쇄석이 혼합된 암회색과
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묘광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및 조사를 끝낸 후 카타콤 매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묘광 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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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약 90㎝ 하강한 묘광 북벽 아래에 카타콤을 시설하였는데, 묘광의 절반은 봉분의 북쪽 부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카타콤 바닥면에는 남성 피장자의 뼈대가 원위치(in situ)에 놓여 있었다. 카타콤의
크기는 1.8×0.5m, 높이 50㎝이다. 피장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동-남동쪽을 향해 있으며, 왼쪽 몸
통은 약간 어긋나 있다. 오른쪽 팔은 곧게 편 상태이며, 왼쪽 팔은 팔꿈치가 약간 구부려져서 손이 골반
에 놓여 있다. 다리는 약간 구부러졌고, 무릎은 북쪽을 향해 있다. 부장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동
쪽이 서쪽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다.
머리뼈는 골반 및 다리뼈보다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한다. 피장자의 전체적인 뼈 상태가 양호하다.
10-1호 고분은 10호 고분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1 4군 10-1호 고분 매장주체부 단계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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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군 14호 고분
14호 고분은 4군의 남쪽, 13호 고분에서 남쪽으로 45m, 15호 고분에서 북쪽으로 3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봉분 기저부에서 서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는 남-북 방향의 도로가 지나간다. 조사 전의 봉분
은 흙과 돌을 이용하여 조성한 평면 방형, 단면 제형梯形의 지상 구조물이다. 봉분 북쪽은 상대적으로 급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완만하게 낮아지는 형태이다. 봉분 주변은 2열의 경계 석렬이 둘러싸고
있다. 북쪽에는 평면 형태 타원형의 봉분1이 인접해 있다. 크기는 남-북 7.4m, 동-서 9.3m이고, 봉분 정상
중앙부에는 직경 2.7m의 함몰부가 존재한다. 봉분 중앙부의 표면에는 마못의 구덩이가 아주 많으며, 그
주변으로는 중·소형 크기(15×6×4㎝ 미만)의 흰색, 회색 자갈돌들이 무작위로 분포하고 있다. 아마도 이
돌들은 석축 구조물을 구성하는 일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표면에는 쑥이, 고분의 동쪽 기저
부 주변으로는 꽃이 자란다. 도굴갱으로 특정할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함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봉분의 정상부는 편평하며, 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봉분의 크기는 남-북 11-12.5m, 동-서 13-14m이고, 기
저부를 기준으로 하면 북 24.8m, 동 25.7m, 남 25.8m, 서 26.3m이다. 봉분의 높이는 2.5m이다.
고분 건축 구조와 출토 유물 파악의 편의성을 위하여 A구역(북서), B구역(북동), C구역(남동), D구역
(남서) 등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역은 폭 1m의 둑으로 분리되었다.

그림 252 4군 14호 고분 조사 전 전경

1 카타르토베의 대형 고분 주변에서 흔히 보인다. 외형상 소형 고분의 형태이지만, 도굴 당시의 흙을 쌓아놓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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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4군 14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 1

그림 254 4군 14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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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55 4군 14호 고분 조사 둑 설치 후 전경 3
① 북동 모서리   ② 북서 모서리

그림 256 4군 14호 고분 A구역 적석 양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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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4군 14호 고분 A구역 적석 마감돌 및 모서리 말각 조정

①

②

③

④

그림 258 4군 14호 고분 A구역 적석 양상 2
① 서사면(동→서) ②북서 모서리
③ 북사면(북→남) ④ 북사면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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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4군 14호 고분 B구역 적석 마감돌 및 모서리 말각 조정 1

그림 260 4군 14호 고분 B구역 적석 마감돌 및 모서리 말각 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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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③

그림 261 4군 14호 고분 B구역 적석 양상
① 동사면(북→남) ② 북동 모서리(북서→남동)
③ 북사면(북서→남동) ④ 북사면(북→남)
⑤ 북동 모서리(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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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북동→남서)

그림 263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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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4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남→북)

첫 번째 단계로 표토층을 제거하였다. 해당 단계에서 고분 및 석렬의 경계, 봉분의 구조, 그리고 다
른 유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토층을 제거한 후 봉분의 크기는 동-서 27.2m, 남-북 27.1m이다. 또
한 봉분에는 “석제 피복” 즉, 적석이 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 적석에는 중형 크기의 자갈, 흰색과 회색 돌

그림 265 4군 14호 고분 트
렌치 설치 후 전경(남→북)

이 사용되었다. 봉분 정상부의 편평한 면에는 적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적석이 확인되지 않
는 부분의 면적은 11×13m이다.
경계 석렬은 중간 크기(23~33×12~26×8~17㎝)의 적색, 황색, 갈색, 회색 돌을 2열로 서로 평행하게 배열
하여 축조하였으며, 2열 사이 공간에는 흰색의 작은 자갈을 채웠다. 자갈층의 두께는 5-15㎝이고, 자갈의
크기는 11×7×5, 15×8×4, 13×10×9㎝ 미만이다. 흰색 자갈 중에는 회색, 흑색, 황색, 적색 등이 섞인 매끈한 돌
도 있다. 석렬의 너비는 115-160㎝로 일정하지는 않으며, 석렬 동쪽과 서쪽에는 고분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다. 동쪽 출입구의 너비는 1.12m, 서쪽 출입구의 너비는 1.10m이다. 표토층을 제거한 후
석렬의 크기는 북쪽 안쪽 열 40.9m, 바깥쪽 열 42.95m, 동쪽 안쪽 열 41.9m, 바깥쪽 열 44.15m, 남쪽 안쪽
열 43.2m, 바깥쪽 열 45.3m, 서쪽 안쪽 열 43.2m, 바깥쪽 열 45.1m이다. 전체적으로 동-북 모서리 일부 구간
의 손상을 제외하고는 석렬의 잔존 상태는 양호하다.
레벨 측량을 한 결과, 조사구역에서 상대적 가장 높은 모서리는 B구역이며, A구역(50㎝), C구역(90
㎝), D구역(140㎝)의 순서이다. 그 다음으로는 봉분의 조성 단계와 지상 구조물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동-서 및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 단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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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북동 모서리)

그림 267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남동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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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남서 모서리)

그림 269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세부(북서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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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동쪽 출입구

그림 271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동쪽 출입구 북쪽 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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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 서쪽 출입구

그림 273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A구역, 북동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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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4군 14호 고분 경계 석렬(C구역, 남동 모서리)

①

②

③

④

그림 275 4군 14호 고분 봉분 정리 중 유물 출토
① A구역 적석층-말머리뼈 ② C구역 남쪽 트렌치-말 아래턱뼈
③ D구역-사람뼈 ④ 동-서 트렌치-토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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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을 통하여 봉분이 3개의 주요 층위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
다. 중앙부에서는 묘광의 목개, 점성이 강한 회색, 황색, 암회색 사질점토층 및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의 굴착토층이 확인되었다. 그 위층은 작은 쇄석이 혼합된 회색 사질점토층이며,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층이 해당 층을 덮고 있다. 그 후 봉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 크
기의 자갈을 피복하여 적석하였다. 또한 봉분의 중앙부에서는 자갈과 쇄석이 혼합된 사질점토층(회색,

그림 276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동벽 토층)

그림 277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서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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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색, 암회색)도 확인되었다. 단면상으로 많은 수의 마못 구덩이와 기타 설치류의 구덩이가 노출되었
다. 봉분의 둘레에는 경계 석렬이 존재한다.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 단면에서 확인된 토층 양상도 대체로 비슷하다.
고분 봉분의 중앙부를 구지표면까지 하강하는 과정에서는 통나무를 1단으로 적재한 후 그 위쪽에
나무기둥과 나뭇잎 등을 덮은 목개가 확인되었다. 통나무의 직경은 15-20㎝, 나무기둥의 길이는 3-9㎝이
다. 목개는 40여기의 통나무를 적재하여 축조하였다. 나무기둥의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목개의 북벽 길

그림 278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남벽 토층)

그림 279 4군 14호 고분 트렌치 설치 후 전경(북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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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6.4m, 나머지 길이는 6.3m이다. 목개의 중앙부는 훼손되었다. 도굴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훼손
부위의 크기는 2.9×4.4m이다.

그림 280 4군 14호 고분 목개 노출 후 전경 1

그림 281 4군 14호 고분 목개 노출 후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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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282 4군 14호 고분 목개 세부 1
① 북→남
③ 남→북

② 북동→남서
④ 동→서

그림 283 4군 14호 고분 목개 세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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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4군 14호 고분 목개 세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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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285 4군 14호 고분 남-북 트렌치 내 목개 세부
① 목개 상면의 나뭇가지 등 흔적
② 나뭇가지 세부 ③ 나무조각 세부

목개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굴착토가 확인되었다. 동쪽 부분의 크기는 3.9×6.8m, 높이 90㎝이고, 서
쪽 부분은 4.9×6.3m, 높이 75㎝이다.

그림 286 4군 14호 고분 목개 서쪽 굴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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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7 4군 14호 고분 목개 동쪽 굴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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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과 목재편이 혼합된 암갈색 사력층
점성이 있는 황색 사질점토
작은 쇄석이 혼합된 명황색 사질점토
목재편이 혼합된 암회색 사질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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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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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봉분의 서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길이 1.9m, 너비 90㎝의 연도가 확인되었다. 생토층에서 60-75
㎝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말의 갈비뼈肋骨, 70㎝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사람의 목뼈頸椎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묘광의 연도의 출입구는 작은 자갈돌을 깔아 조성하였다. 여기에서는 토기편과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또한 구지표면의 아래쪽에서는 토기편, 사람뼈편(갈비뼈, 목뼈, 이빨) 등이 출토되었다.
연도의 중앙부를 따라 구지표면에서 높이 0.6m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는 황색 금속 유물이 확인되었
다. 구지표면에서 묘광 중앙부 아래쪽으로 더 하강하는 과정에서는 생토층면의 통나무 목개가 연도와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출되었다. 연도의 서쪽에는 도굴갱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자갈이 많
이 쌓여있다.

그림 289 4군 14호 고분 연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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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4군 14호 고분 연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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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개 제거 후에는 회색의 묘광 흔적이 드러났는데, 황색과 암회색 기반의 생토층과는 분명한 차이
를 보였다. 묘광의 장축은 동-서 방향이고, 크기는 4.9×3.6m이다. 묘광의 서쪽에는 너비 1.30m, 길이 6.9m
이고, 생토층을 1.65-1.95m 굴착하여 조성한 연도가 위치한다. 묘광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그림 291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조사 과정에서 묘광의 내부 퇴적토에는 쇄석, 나무편, 점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분
의 토층은 묘광 벽에 의해 규명되었다. 묘광의 바닥으로부터 50-60㎝ 높이에는 자갈과 목재편이 혼합된
암갈색 사력층이 있으며, 그 위로 점성이 있는 황색의 사질점토층, 작은 쇄석이 혼합된 명황색 사질점토
①

②

그림 292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1
① 절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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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서 절개면 토층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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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목재편이 혼합된 암회색 사질점토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마지막 층은 쇄석이 혼합된 암회색 사질점토
층이다.
묘광의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자 바닥에서는 가공한 통나무를 이용해 조성한 평면 형태 장방형의
목곽이 드러났다. 목곽은 3-5단으로 쌓았으며, 높이는 60㎝에 이른다. 묘광 남쪽 기저부의 통나무 길이
3.85m, 북쪽 통나무 길이 4.05m이고, 통나무의 직경은 15-16㎝이다. 묘광 바닥의 북-서쪽에서는 바닥 절개
목이 확인되었는데, 15-16기의 절개목을 등면이 위로 향하도록 동-서 방향으로 놓아 조성하였다. 동쪽에
잔존하는 절개목의 길이는 2.15m, 직경 15㎝이고, 서쪽은 길이 2.2m, 직경 13-15㎝이다. 절개목 바닥의 너
비는 8-16㎝이다. 묘광과 절개목 바닥 사이의 공간에는 작은 쇄석과 자갈을 채웠다.

그림 293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조사 과정 2

잔존 상태가 좋은 남동쪽 목곽은 4단으로 조성되었으며, 이 주변에서 토기편과 사람뼈가 확인되었
다. 연도가 존재하는 서벽의 목곽 주변에서는 사람뼈가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목곽의 각 단은 쇠못
鐵釘으로 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의 남-서 모서리에서는 철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목곽의 서쪽 모서리서도 이와 유사한 유물
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굴착면과 목곽 사이 공간은 작은 자갈로 채워졌다. 사이 공간의 너비는 10-15㎝이
다. 목곽 외곽 측면에 비해 묘광의 모서리에는 크기가 더 큰 자갈돌을 채웠다. 목곽의 북서 및 남동 모서
리는 다른 구간에 비해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목곽은 생토층 높이까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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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곽 및 유물 노출

이는 묘광의 벽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목곽 동쪽의 바닥에서는 홍옥(또는 마노로 추정) 구슬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동쪽 모서리와 서북
쪽 모서리에서는 완형의 토기가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그 외의 토기편들은 묘광의 여러 지점과 높
이에서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편을 통해 묘광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매납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곽의 남쪽, 깊이 148㎝ 지점에서는 금박 조각이 확인되었다. 목곽 아래의 남동 모서리에서는 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도 남서 모서리의 내부 퇴적토에서도 토기편 및 금박편이 출토되었다.
①

②

그림 295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세부 1
① 동단벽 출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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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장벽 출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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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96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유물 출토 세부 2
① 토기 출토

② 토기편 출토

이와 같은 양상에 의거하여, 고분에 대한 도굴이 1회 이상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목곽
의 남쪽 부분이 훼손되고, 묘광 전체에 토기편과 사람뼈편이 흩어져서 존재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
다. 또한 오른쪽 넓적다리뼈가 2점 출토된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2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97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4차 하강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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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8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매장주체부-연도 연결부

그림 299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및 바닥 시설 세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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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300 4군 14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및 바닥 시설 세부 2
① 바닥 시설 세부 ② 북서 모서리
③ 북동 모서리 ④ 남동 모서리

상술한 중앙 매장주체부의 경계지점에서 남쪽으로 4m, 연도에서 남쪽으로 1.1m 떨어진 곳에서는
남-북 장축 방향의 타원형 묘광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윤곽선 내부토는 회색이며, 내부 퇴적토 역시 균일
한 사질점토층이다. 묘광의 크기는 2.5×1m, 깊이 3m이다. 피장자 및 부장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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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2211.0m

2211.0m
Ⅵ
Ⅴ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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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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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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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Ⅴ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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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회색 사질점토
쇄석이 혼합된 회색 사질점토
쇄석이 혼합된 회색, 명황색 사질점토
갈색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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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사질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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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1m

그림 301 4
 군 14호 고분 1A 매장주체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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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2 4군 14호 고분 1A 매장주체부 묘광 윤곽선 노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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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3 4
 군 14호 고분 1A 매장주체부 동-서 절개면 토층
양상

그림 304 4군 14호 고분 1A 매장주체부 조사 완료 후 전경

또한 4군 14호의 봉분 서쪽에서 목곽 남쪽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구상 유구도 확인되었다. 1차 성토
층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무덤 축조 당시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그림 305 4군 14호 고분 구상 유구 조사 과정

B

B’

C

B’

A’

A’

C’

B

A

C’

N

A

그림 306 4군 14호 고분 구상 유구 조사 완료
후 전경

1m
C

0

그림 307 4군 14호 고분 구상 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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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8 4군 14호 고분 전체 유구 노출 후 전경

그림 309 4군 14호 고분 복토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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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tombs
in Zhetisu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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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형질인류학적 분석 결과
키토프 E.P. | 러시아 과학원 민속학·인류학연구소 형질인류학센터(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서 의뢰한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되는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인골에 대
한 분석을 2018-2019년도에 진행하였다. 유적은 알마티 주 라임벡 군 샬코데 교외군에 위치하고 있다. 인
골의 분석은 현대 학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요 형질 인류학적 프로그램-두개골학 및 골계측
을 통해 진행되었다.
인류학적 자료의 보존 상태는 만족스러웠다. 성별과 연령의 판정은 M.M. 게라시모프(1955), B.P. 알렉
세예프·G.F. 데베츠(1964), B.I. 파시코바(1963), B.P. 알렉세예프(1966), 필립 워커 등(1988)의 표준화된 방법
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연령에 따른 치아 및 인골의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골학적 성격에 대한 측
정과 기술은 표준화된 인류학 및 법의학적 방법(알렉세예프·데베츠 1964; 부질로바 1998; 도브랴크 1960;
파쉬코바 1963)을 통해 이루어졌다.
매장 시설에서 확인된 14개체의 인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류학적 자료의 보존 상태는 만
족스러웠으며, 성별과 연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인골 개체의 성별 및 연령
고분/매장 시설

성별

연령

2군 1호 고분 북쪽 트렌치

여성

18-25

2군 1호 고분 북쪽 트렌치

아이

신생아

2군 1호 고분 인골편

남성

35-45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여성

25-35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남성

35-45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35-45

4군 14호 고분 D구역

여성

25-35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성

25-35

?

35-45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55 이상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45-55

2군 8호 고분 3호 매장주체부

남성

45-55

4군 10-1호 고분 카타콤

남성

35-45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여성

35-45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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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학
두개골학>
>
1. 남성 온머리뼈
1) 2군 1호 고분 출토. 온머리뼈1頭蓋骨는 일부만 남아있는데, 뇌머리뼈神經頭蓋가 잔존한다. 짧은머리
형2 온머리뼈는 중간 길이면서 너비가 매우 넓은 뇌머리뼈와 결합되어 있다. 전체와 세부 표면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2)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출토. 온머리뼈는 온전하지 않으며, 상단-중단 부분의 너비 및 광대
뼈관골顴骨 직경의 측면에서 볼 때 안면 골격의 너비가 넓다. 눈확眼窩은 넓고 그리 높지 않으며, 눈확 지
수3의 값은 낮다. 코는 아주 높고 너비가 넓으며, 측면상 매우 돌출되어서, 코 지수4가 매우 높게 나타난

그림 1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온머리뼈

1

국내 해부학 용어에서는 cranium을 아래턱뼈를 포함하는 머리뼈전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다만 법의학 등 일부 학문분야에서는 cranium을 아래턱뼈를
제외한 머리뼈, skull을 아래턱뼈를 포함하는 머리뼈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온머리뼈는 아래턱뼈를 포함하는 전체 머리뼈를 의미한다.

2 두개 지수는

머리뼈의 최대 너비
머리뼈의 최대 길이

×100으로 산출한다. 남성은 75.9 미만인 경우 긴머리형dolichocephalic), 76.0~81.0은 중간머리형(mesaticephalic), 81 이상인 경우 짧은머

리형(brachycephalic)으로, 여성은 75, 75~83, 83 이상인 경우를 각각 긴머리형, 짧은머리형, 짧은머리형으로 정의한다.
3 눈확 지수는

눈 확의 높이
눈 확의 너비

×100으로 산출한다. 비율이 75.9 이하인 경우 넓은 눈확(chamaeconchy), 76.0~84.9는 중간 눈확(mesoconchy), 85.0 이상은 좁은 눈확

(hypsiconchy)으로 정의한다.
4 코 지수는

코의 너비
코의 높이

×100으로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2가지가 널리 쓰이고 있다. 프랑스 학자인 P.브로카의 안에 따르면 비율이 48 이하인 경우 좁은 코(leptorrhiny),

48~53은 중간 코(mesorrhiny), 53~58은 넓은 코(platyrrhiny)로 정의한다. 프랑크푸르트 협약안은 47 이하는 좁은 코, 47~51은 (중간 코), 51~58은 넓은 코, 58 이상은 매
우 넓은 코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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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간眉間은 매우 높으며 너비는 중간이다. 얼굴의 수평 평면은 매우 넓은 얼굴의 너비로 인해서 위아
래로 편평하다. 송곳니오목犬齒窩 역시 편평하다. 아래턱뼈下顎骨는 매우 큰 아래턱관절돌기下顎關節突起를
특징으로 한다. 턱뼈몸통下顎體의 높이는 중간이며, 두께가 두껍다. 턱뼈가지下顎肢의 너비는 넓다.
3)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출토. 짧은머리형 온머리뼈는 길이가 작고 너비가 매우 넓은 뇌머
리뼈와 결합되어 있다. 계측점 po에서부터 머리덮개뼈頭蓋冠까지의 높이는 매우 높고, 계측점 b에서부터
는 중간이다. 계측점 g, po-br-po 수평활 및 시상활을 지나는 수평 둘레의 수치는 매우 큰 값을 가진다. 이
마뼈前頭骨는 매우 넓다. 계측점 n에서부터 이마 측면의 각도는 작으며, 이마 굴곡의 높이가 높다. 기본적
인 온머리뼈의 너비는 매우 넓다.
안면 골격은 상단 부분의 너비 및 광대뼈 직경의 측면에서 볼 때 폭이 넓으며, 중단 부분의 너비는 넓
지 않다. 눈확은 넓고 낮으며, 눈확 지수의 값은 낮다. 코는 높이가 낮고 너비가 넓지 않으며, 측면상 매우
돌출되었고, 코 지수는 중간의 수치를 보인다. 미간은 중간의 높이이고, 낮다. 얼굴의 수평 평면은 안면부
의 너비로 인해서 위아래로 편평하다. 송곳니오목은 중간의 깊이다. 아래턱뼈는 큰 아래턱관절돌기와 함
께 각이 지고 전면의 너비가 보통인 것 외에도 턱뼈몸통의 두께 및 높이의 값이 크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2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온머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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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온머리뼈
1) 2군 1-1호 고분(카타콤) 출토. 짧은머리형 온머리뼈는 중간 길이이고 너비가 아주 넓은 뇌머리뼈
와 결합되어 있다. 계측점 po 및 b에서부터 머리덮개뼈까지의 높이가 높다. 계측점 g를 지나는 수평 둘레
는 중간이고, 계측점 po-br-po 수평활 및 시상활을 지나는 수평 둘레 역시 중간값을 가진다. 이마뼈는 매
우 좁다. n에서부터 이마 측면의 각도는 작으며, 이마 굴곡의 높이는 높다. 기본적인 온머리뼈의 너비는 중간
이다.
안면 골격은 상단-중단 부분의 너비 및 광대뼈 직경의 측면에서 볼 때 폭이 넓다. 눈확은 넓고 낮으
며, 눈확 지수의 값은 낮다. 코는 높이가 낮고 너비가 넓지 않으며, 측면상 매우 돌출되었고, 코 지수는 보
통의 수치를 나타낸다. 미간眉間은 중간의 높이 및 폭을 가진다. 얼굴의 수평 평면은 위아래로 편평하다.
송곳니오목의 깊이는 중간이다. 아래턱뼈는 중간 크기의 아래턱관절돌기와 함께 각이 적게 지고 전면의
너비가 보통이면서, 턱뼈몸통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턱뼈가지의 너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
2) 4군 14호 고분 D구역 출토. 짧은머리형 온머리뼈는 매우 길고 넓은 뇌머리뼈와 결합되어 있다. 계
측점 po 및 b에서부터 머리덮개뼈까지의 높이가 높다. 계측점 g를 지나는 수평 둘레는 중간이고, 계측점

그림 3 2군 1-1호 고분(카타콤) 온머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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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군 14호 고분 D구역 온머리뼈

po-br-po 수평활 및 시상활을 지나는 수평 둘레의 수치 역시 중간값을 가진다. 이마뼈는 중간의 너비이다.
계측점 n에서부터 이마 측면의 각도는 작으며, 이마 굴곡의 높이는 높다. 기본적인 온머리뼈의 너비는 넓다.
안면 골격은 상단-중단 부분의 너비 및 광대뼈 직경의 측면에서 볼 때 폭이 매우 넓다. 눈확은 매우
넓고 높으며, 눈확 지수의 값은 보통이다. 코는 높이가 보통이고 너비가 넓으며, 코 지수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미간의 매우 높고 보통의 폭을 가진다. 얼굴의 수평 평면은 윗부분이 편평하며, 송곳니오목의 깊
이가 깊다. 아래턱뼈는 각이 크고 전면의 너비가 넓으며, 턱뼈몸통 및 턱뼈결합下顎結合의 높이가 매우 높
다. 턱뼈몸통의 두께와 턱뼈가지의 너비는 중간이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들은 높은 온머리뼈를 가진 짧은머리형의 형태를 보인다. 안면부는 넓고, 편평하
며, 온머리뼈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커지는데, 이는 카자흐스탄 산기슭 지대 일련의 사
카인들에서 보이는 외형적 특징이다. 눈확은 넓으며, 보통의 높이이다. 코는 보통의 너비에 높이가 높으
며, 측면상으로 매우 돌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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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계측법
뼈계측법>
>
매장 유적에서 온전한 뼈들이 원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이들 중 일부는 측정에 적합한
양상을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고분의 도굴로 인하여 뼈들이 심하게 파편화되거나, 그 원래의 위치를 잃
어버리기도 한다. 뼈계측표는 [표 5]와 [표 6]에 있다.
뼈의 절대 크기의 평균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A.A. 호흐로프와 A.P. 그리고리예프가 볼가-우랄 초원
지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구분법을 이용하였다. 측정이 가능한 그리 크지 않은 일련의 뼈들을 측
정하면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위팔뼈上腕骨의 길이와 너비가 중간 정도
이며, 빗장뼈鎖骨는 크다. 아래팔뼈下腕骨는 길다. 넙다리뼈大腿骨와 정강뼈脛骨는 매우 길고 묵직하다. 특히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개체는 그 뼈의 길이와 너비의 수치가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
하고, 고분군의 다른 개체들을 놓고 봤을 때, 피장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룹과 공통된 생물학적 기초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분군 내 남성 개체들과 충분히 동일한 인류학적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성의 위팔뼈는 크고 길며, 너비가 중간 정도이다. 두 개체의 아래팔뼈는 매우 크다. 일련의 빗장뼈
길이는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다리뼈下肢骨는 매우 길고 중간 정도의 너비이다.
결국 일련의 뼈 분석을 통하여 그들 사이의 성별과 각 개체의 변이성을 고려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충분히 동일한 유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8.0㎝에서 180.4㎝까지 다양하다. 여성의 경우 신장이 계산된 것은 171.4㎝인
하나의 개체뿐이다.
표 2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사람 뼈의 신장(cm)
고분/매장 시설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성별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여성

신장

171.6

168.0

180.4

178.2

171.4

정강뼈에서 골절이 되었다가 비정상적으로 치유된 흔적이 하나의 개체에서 확인되었다. 골절된 부
위에는 종아리근육腓腹筋 인대의 골화骨化 현상이 진행된 섬유연골성 가골纖維軟骨性 假骨이 형성되어 있
었다. 그 외의 다른 뼈에서는 다른 명백한 외상이나 병리학적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그 수량이 적다하더라도 카타르토베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체들의 형질학적 외형을 통해 볼
때, 고분군에 묻힌 고대 주민들의 본질적인 요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다는 것이다. 온머리뼈는 짧은
머리형이면서 높으며, 넓은 머리뼈를 가지고 있다. 그 중 10호 고분의 2호 매장주체부 피장자의 온머리뼈
와 신체뼈들은 크기가 특출나지만,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른 사람뼈들에 근거한 일반적인 형태학적 특징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개별적인 변이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두개골학적으로 볼 때 해당 고분군
의 피장자들을 코카서스 인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타스몰라문화-코르간타스 유형 주민들의 형태학적 특징은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피장자들과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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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다르다. 과거 S.S. 투르는 사카 주민들을 코카소이드와 몽골로이드 유형의 국지적 그룹에 포함시켰
다. 몽골로이드 역시 이질적인데, 긴 얼굴 유형의 중앙아시아형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몽골로이드는 짧은
얼굴 유형과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남부 및 서부 시베리아 기원과 관련하여 고대 우랄 요소에 참여한
지역의 인구 형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두보바 1992; 투르 1997). 인류학적 구성에 있어서 이
처럼 다수의 구성 성분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다양성은 서로 다른 외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국지화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아마도 초기 철기시대 및 국지적
인 후기 안드로노보 요소에 영향을 주던 시기의 세미레치예 주민들은 인류학적으로 다양한 유형 요소
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즉, 넓게 퍼져 있었던 사카 문화의 다양한 유형들이 결합하는 중요한 지역이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출토 왼쪽 정강뼈에서 확인된 골절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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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남성 온머리뼈에 대한 두개골학적 성격(mm)
카타르토베
5

Martin No.

계측 항목

2군 1호 고분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25-35

35-45

35-45

1.

머리뼈 최대 길이

183.0

-

175.0

8.

머리뼈 최대 너비

155.0

-

156.0

17.

머리뼈 최대 높이

-

-

135.0

20.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

-

-

121.0

5.

머리뼈 길이

-

-

95.0

9.

이마 최소 너비

-

100.0

108.0

10.

이마 최대 너비

-

140.0

130.0

11.

귓굼 사이 너비

-

-

137.0

12.

뒷머리 너비

119.0

-

124.0

25.

중앙시상활

455.0

-

369.0

26.

앞머리 표면 길이

125.0

-

128.0

27.

옆머리 표면 길이

115.0

-

122.0

28.

뒷머리 표면 길이

115.0

-

119.0

29.

앞머리 길이

109.0

-

113.0

30.

옆머리 길이

106.0

-

110.0

31.

뒷머리 길이

95.0

-

100.0

40.

얼굴 길이

-

-

97.0

43.

위얼굴 너비

-

116.0

109.0

45.

광대 직경

-

152.0

141.0

46.

중간얼굴 너비

-

110.0

93.0

47.

전체 얼굴 높이

-

114.0

124.0

48.

위얼굴 높이

-

72.0

71.0

51.

눈확 너비

-

44.1

44.7

51а.

눈물능선사이점-눈확 사이 너비

-

40.0

-

52.

눈확 높이

-

33.2

33.1

54.

코 너비

-

30.8

23.4

55.

코 높이

-

56.6

48.0

60.

이틀활 길이

-

-

54.0

61.

이틀활 너비

-

-

57.0

sc.

미간 사이 거리

-

8.1

5.5

5 Martin No. 세부내용은 R.Martin, 1914, Lehrbuch der Anthropologie, Fischer, Jena. R.Martin, 1928, Lehrbuch der Anthropologie 2, Fischer, Jena. 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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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5

Martin No.

계측 항목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25-35

35-45

35-45

ss.

코뼈의 최소 너비 선 정중면의 코 최소 돌출 거리

-

6.1

4.0

mc.

앞눈물능선점 사이 거리

-

20.8

16.5

ms.

두 앞눈물능선점을 연결하는 선 정중면의 콧날 최소 돌출 거리

-

6.8

6.5

dc.

눈물능선사이점 사이 거리

-

-

-

ds.

두 눈물능선사이점을 연결하는 선 정중면의 콧날 최소 돌출 거리

-

-

-

FC.

송곳니오목 깊이

-

0.3

5.2

이마굴곡 높이

-

25.0

23.3

이마 경사도

-

-

85.0

미간-이마 단면 경사도

-

-

73.0

72.

전체얼굴 경사도

-

-

88.0

73.

중간얼굴 경사도

-

-

90.0

74.

치조부 경사도

-

-

83.0

75.

코뼈 경사도

-

-

46.0

코뼈 돌출 각도

-

32.0

42.0

77.

안확 전면부-코뿌리점 각도

-

150.0

153.0

zm.

코밑점-광대위턱점 각도

-

134.0

137.0

8/1.

온머리뼈 지수

84.7

-

89.1

17/1.

온머리뼈 길이-높이 지수

-

-

77.1

17/8.

온머리뼈 너비-높이 지수

-

-

86.5

20/1.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머리뼈 최대 길이

-

-

69.1

20/8.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머리뼈 최대 너비

-

-

77.6

9/8.

앞머리 윗머리 지수

-

-

69.2

9/43.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위얼굴 너비

-

86.2

99.1

40/5.

얼굴 길이 * 100/ 머리뼈 길이

-

-

102.1

48/45.

위얼굴 지수

-

47.4

50.4

47/45.

전체 얼굴 지수

-

75.0

87.9

52/51.

눈확 지수

-

75.3

74.0

54/55.

코 지수

-

54.4

48.8

61/60.

치조 지수

-

-

105.6

ss/sc.

미간 지수

-

75.3

72.7

앞눈물능선점 지수

-

32.7

39.4

Sub.NB

32.
GM/FH

75(1).

m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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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25-35

35-45

35-45

-

-

-

미간

5.0

4.0

4.0

Затыл. бугор.

바깥뒤통수뼈융기

1.0

2.0

2.0

Сосцев. отр.

꼭지돌기

2.0

2.0

3.0

Пер.-носов. к.

앞코가시

-

2.0

2.0

65.

아래턱관절돌기 너비

-

132.0

128.0

66.

턱뼈각 너비

-

103.0

106.0

67.

턱뼈몸통 앞부분 너비

-

50.0

47.0

69.

아래턱결합 높이

-

35.0

-

69(1).

턱뼈몸통 높이

-

30.3

36.8

69(3).

턱뼈몸통 두께

-

13.4

13.5

턱끝가지 최소 너비

-

35.3

-

턱끝가지 높이

-

67.0

53.0

5

Martin No.

ds/dc.

Надпереносье

71а.
С.

계측 항목

눈물능선사이점 지수

표 4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여성 온머리뼈에 대한 두개골학적 성격(mm)
카타르토베

Marti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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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항목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여성

여성

(추정나이)25-35

25-35

1.

머리뼈 최대 길이

177.0

167.0

8.

머리뼈 최대 너비

143.0

140.0

17.

머리뼈 최대 높이

140.0

131.0

20.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

113.0

117.0

5.

머리뼈 길이

106.0

102.0

9.

이마 최소 너비

95.0

94.0

10.

이마 최대 너비

121.0

119.0

11.

귓굼 사이 너비

125.0

119.0

12.

뒷머리 너비

110.0

101.0

25.

중앙시상활

351.0

346.0

26.

앞머리 표면 길이

126.0

133.0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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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Martin No.

계측 항목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여성

여성

(추정나이)25-35

25-35

27.

옆머리 표면 길이

117.0

115.0

28.

뒷머리 표면 길이

108.0

98.0

29.

앞머리 길이

111.0

114.0

30.

옆머리 길이

108.0

103.0

31.

뒷머리 길이

94.0

85.0

40.

얼굴 길이

96.0

100.0

43.

위얼굴 너비

108.0

104.0

45.

광대 직경

138.0

133.0

46.

중간얼굴 너비

-

98.0

47.

전체 얼굴 높이

124.0

110.0

48.

위얼굴 높이

76.0

68.0

51.

눈확 너비

43.5

42.4

51а.

눈물능선사이점-눈확 사이 너비

-

39.3

52.

눈확 높이

36.1

32.2

54.

코 너비

25.0

25.1

55.

코 높이

53.3

52.6

60.

이틀활 길이

54.0

56.0

61.

이틀활 너비

65.0

62.0

sc.

미간 사이 거리

8.0

7.4

ss.

코뼈의 최소 너비 선 정중면의 코 최소 돌출 거리

4.7

5.3

mc.

앞눈물능선점 사이 거리

19.5

16.0

ms.

두 앞눈물능선점을 연결하는 선 정중면의 콧날 최소 돌출 거리

7.8

8.0

dc.

눈물능선사이점 사이 거리

-

20.0

ds.

두 눈물능선사이점을 연결하는 선 정중면의 콧날 최소 돌출 거리

-

16.0

FC.

송곳니오목 깊이

5.8

4.0

이마굴곡 높이

25.8

28.2

이마 경사도

83.0

84.0

미간-이마 단면 경사도

75.0

80.0

72.

전체얼굴 경사도

86.0

87.0

73.

중간얼굴 경사도

90.0

91.0

74.

치조부 경사도

76.0

75.0

75.

코뼈 경사도

-

58.0

Sub.NB

32.
GM/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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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구역 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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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Martin No.

75(1).

코뼈 돌출 각도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여성

여성

(추정나이)25-35

25-35

-

29.0

147.0

150.0

-

133.0

77.

안확 전면부-코뿌리점 각도

zm.

코밑점-광대위턱점 각도

8/1.

온머리뼈 지수

80.8

83.8

17/1.

온머리뼈 길이-높이 지수

79.1

78.4

17/8.

온머리뼈 너비-높이 지수

97.9

93.6

20/1.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머리뼈 최대 길이

63.8

70.1

20/8.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머리뼈 최대 너비

79.0

83.6

9/8.

앞머리 윗머리 지수

66.4

67.1

9/43.

귓굼위점-정수리점 높이*100 / 위얼굴 너비

88.0

90.4

40/5.

얼굴 길이 * 100/ 머리뼈 길이

90.6

98.0

48/45.

위얼굴 지수

55.1

51.1

47/45.

전체 얼굴 지수

89.9

82.7

52/51.

눈확 지수

83.0

75.9

54/55.

코 지수

46.9

47.7

61/60.

치조 지수

120.4

110.7

ss/sc.

미간 지수

58.8

71.6

ms/mc.

앞눈물능선점 지수

40.0

50.0

ds/dc.

눈물능선사이점 지수

-

80.0

미간

2.0

2.0

Затыл. бугор.

바깥뒤통수뼈융기

1.0

1.5

Сосцев. отр.

꼭지돌기

1.5

2.0

Пер.-носов. к.

앞코가시

3.0

2.0

-

113.0

Надперенось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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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 항목

65.

아래턱관절돌기 너비

66.

턱뼈각 너비

101.0

94.0

67.

턱뼈몸통 앞부분 너비

46.0

45.0

69.

아래턱결합 높이

34.7

32.0

69(1).

턱뼈몸통 높이

33.0

29.3

69(3).

턱뼈몸통 두께

11.0

12.9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31:48

카타르토베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2군 1-1호 고분
카타콤

여성

여성

(추정나이)25-35

25-35

턱끝가지 최소 너비

30.8

36.7

턱끝가지 높이

61.0

70.0

Martin No.

71а.
С.

계측 항목

표 5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남성 몸통뼈의 계측(mm)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35-45

25-35

35-45

45-5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팔뼈
1.

최대 길이

335.0

326.0

309.0

-

338.0

340.0

2.

전체 길이

332.0

324.0

304.0

-

332.0

336.0

3.

뼈끝 상단 너비

53.0

51.0

52.0

-

58.0

56.0

4.

뼈끝 하단 너비

68.0

67.0

63.0

-

68.0

70.0

73.0

72.0

5.

뼈몸통 최대 길이

24.0

24.0

23.0

-

28.0

31.0

26.0

25.0

6.

뼈몸통 최소 길이

19.0

18.0

15.0

-

21.0

22.0

22.0

22.0

7.

뼈몸통 최소 둘레

67.0

68.0

60.0

-

72.0

75.0

75.0

72.0

7a.

뼈몸통 중단 둘레

71.0

64.0

66.0

-

80.0

83.0

79.0

78.0

노뼈
1.

최대 길이

262.0

270.0

-

-

-

-

2.

생리적 길이

245.0

250.0

-

-

-

-

4.

뼈몸통 상하 직경

19.0

20.0

-

-

21.0

-

-

5.

뼈몸통 좌우 직경

12.0

12.0

-

-

14.0

-

-

3.

최소 둘레

47.0

47.0

-

-

51.0

-

-

자뼈
1.

최대 길이

289.0

283.0

-

-

292.0

286.0

-

-

2.

생리적 길이

254.0

247.0

-

-

251.0

249.0

-

-

11.

앞뒤 직경

14.0

15.0

-

-

14.0

16.0

-

-

12.

상하 직경

18.0

20.0

-

-

23.0

22.0

-

-

13.

상단 상하 직경

23.0

21.0

-

-

22.0

23.0

-

-

14.

상단 직경

28.0

27.0

-

-

29.0

31.0

-

-

3.

최소 둘레

40.0

38.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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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35-45

25-35

35-45

45-5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빗장뼈
1.

길이

154.0

157.0

-

-

152.0

158.0

-

-

6.

뼈몸통 중단 둘레

43.0

41.0

-

-

43.0

39.0

-

-

-

-

-

-

-

-

-

-

-

-

-

-

-

-

-

-

-

-

6/1.

강도(단단함)
어깨뼈

1.

형태적 높이

170.0

2.

형태적 너비

111.0

111.0
넙다리뼈

1.

최대 길이

454.0

459.0

-

-

503.0

504.0

-

488.0

2.

전체 길이

452.0

458.0

-

-

502.0

502.0

-

480.0

뼈끝 상단 너비

99.0

99.0

-

-

109.0

110.0

-

97.0

21.

관절 융기 너비

83.0

82.0

77.0

77.0

96.0

96.0

-

-

6.

뼈몸통 중단 좌우 직경

35.0

32.0

-

-

35.0

36.0

-

-

7.

뼈몸통 중단 상하 직경

29.0

28.0

-

-

30.0

31.0

-

-

9.

상단 상하 직경

33.0

32.0

-

-

35.0

37.0

-

-

10.

상단 좌우 직경

29.0

28.0

-

-

30.0

31.0

-

-

8.

뼈몸통 중단 둘레

97.0

96.0

-

-

104.0

105.0

-

-

정강뼈
1.

전체 길이

379.0

380.0

-

366.0

410.0

414.0

407.0

-

2.

관절-복사뼈 길이

375.0

375.0

-

359.0

403.0

407.0

398.0

-

1а.

최대 길이

358.0

356.0

-

341.0

384.0

187.0

376.0

-

3.

뼈끝 상단 최대 너비

80.0

81.0

-

75.0

87.0

87.0

82.0

-

6.

뼈끝 하단 최대 너비

56.0

57.0

52.0

51.0

59.0

61.0

57.0

-

8.

뼈몸통 중단 좌우 직경

34.0

33.0

28.0

27.0

34.0

34.0

30.0

-

9.

뼈몸통 중단 상하 직경

22.0

22.0

21.0

20.0

25.0

27.0

25.0

-

8а.

영양구멍 기준 좌우 직경

42.0

42.0

32.0

31.0

37.0

42.0

38.0

-

9а.

영양구멍 기준 상하 직경

24.0

25.0

22.0

21.0

28.0

28.0

27.0

-

10.

뼈몸통 중단 둘레

88.0

87.0

76.0

74.0

90.0

97.0

87.0

-

10в.

뼈몸통 최소 둘레

80.0

79.0

71.0

70.0

89.0

88.0

76.0

-

-

-

-

410.0

-

-

-

-

-

-

-

-

종아리뼈
1.

최대 너비

380.0

380.0
볼기뼈

1.

276

카자흐스탄_책.indb 276

골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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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D구역 남벽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추정나이)35-45

25-35

35-45

45-5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2.

골반 최대 너비

-

-

-

-

-

-

-

-

7.

폐쇄구멍 사이 너비

-

-

-

-

-

-

-

-

12.

엉덩뼈 너비

-

-

-

-

-

-

-

-

표 6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여성 몸통뼈의 계측(mm)
1군 1호 고분

2군 1-1호 고분
카타콤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추정나이)18-25
오른쪽

왼쪽

25-35

45-55

18-2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위팔뼈
1.

최대 길이

302.0

310.0

331.0

326.0

-

-

324.0

320.0

2.

전체 길이

297.0

303.0

328.0

323.0

-

-

319.0

314.0

3.

뼈끝 상단 너비

46.0

45.0

53.0

54.0

-

-

51.0

4.

뼈끝 하단 너비

-

56.0

69.0

70.0

-

-

60.0

59.0

5.

뼈몸통 최대 길이

20.0

20.0

23.0

23.0

-

-

20.0

20.0

6.

뼈몸통 최소 길이

15.0

15.0

17.0

17.0

-

-

17.0

16.0

7.

뼈몸통 최소 둘레

57.0

56.0

66.0

65.0

-

-

57.0

58.0

7a.

뼈몸통 중단 둘레

58.0

59.0

70.0

67.0

-

-

60.0

60.0

노뼈
1.

최대 길이

-

-

260.0

262.0

-

-

-

-

2.

생리적 길이

-

-

244.0

246.0

-

-

-

-

4.

뼈몸통 상하 직경

-

-

16.0

16.0

-

-

-

-

5.

뼈몸통 좌우 직경

-

-

12.0

11.0

-

-

-

-

3.

최소 둘레

-

-

41.0

43.0

-

-

-

-

자뼈
1.

최대 길이

-

-

283.0

285.0

-

-

-

-

2.

생리적 길이

-

-

246.0

248.0

-

-

-

-

11.

앞뒤 직경

-

-

12.0

12.0

-

-

-

-

12.

상하 직경

-

-

16.0

16.0

-

-

-

-

13.

상단 상하 직경

-

-

20.0

22.0

-

-

-

-

14.

상단 직경

-

-

23.0

24.0

-

-

-

-

3.

최소 둘레

-

-

37.0

35.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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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1호 고분

2군 1-1호 고분
카타콤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추정나이)18-25

25-35

45-55

18-2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빗장뼈
1.

길이

-

-

130.0

138.0

-

-

142.0

139.0

6.

뼈몸통 중단 둘레

-

-

38.0

38.0

-

-

34.0

35.0

강도(단단함)

-

-

-

-

-

-

-

-

6/1.

어깨뼈
1.

형태적 높이

-

-

163.0

-

-

-

-

-

2.

형태적 너비

-

-

108.0

107.0

-

-

-

-

넙다리뼈
1.

최대 길이

-

438.0

475.0

478.0

-

422.0

-

-

2.

전체 길이

-

435.0

470.0

474.0

-

417.0

-

-

뼈끝 상단 너비

-

-

90.0

90.0

-

85.0

84.0

-

21.

관절 융기 너비

-

79.0

82.0

81.0

-

83.0

-

-

6.

뼈몸통 중단 좌우 직경

25.0

25.0

32.0

32.0

-

29.0

24.0

24.0

7.

뼈몸통 중단 상하 직경

23.0

23.0

25.0

25.0

-

24.0

24.0

25.0

9.

상단 상하 직경

27.0

27.0

29.0

28.0

-

29.0

27.0

25.0

10.

상단 좌우 직경

24.0

25.0

23.0

25.0

-

27.0

23.0

24.0

8.

뼈몸통 중단 둘레

76.0

77.0

89.0

88.0

-

84.0

75.0

76.0

정강뼈
1.

전체 길이

362.0

-

390.0

391.0

-

-

352.0

-

2.

관절-복사뼈 길이

357.0

-

386.0

390.0

-

-

345.0

-

1а.

최대 길이

344.0

-

368.0

372.0

-

-

331.0

-

3.

뼈끝 상단 최대 너비

74.0

75.0

75.0

76.0

-

-

73.0

73.0

6.

뼈끝 하단 최대 너비

47.0

-

53.0

52.0

-

-

47.0

-

8.

뼈몸통 중단 좌우 직경

22.0

-

29.0

29.0

-

-

24.0

-

9.

뼈몸통 중단 상하 직경

20.0

-

21.0

21.0

-

-

19.0

-

8а.

영양구멍 기준 좌우 직경

24.0

-

31.0

33.0

-

-

27.0

29.0

9а.

영양구멍 기준 상하 직경

21.0

-

21.0

21.0

-

-

21.0

22.0

10.

뼈몸통 중단 둘레

67.0

-

79.0

78.0

-

-

69.0

-

10в.

뼈몸통 최소 둘레

62.0

-

72.0

72.0

-

-

63.0

-

-

378.0

-

-

-

-

107.0

-

-

-

-

-

종아리뼈
1.

최대 너비

-

볼기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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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1호 고분

2군 1-1호 고분
카타콤

2군 8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4군 14호 고분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추정나이)18-25

25-35

45-55

18-25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2.

골반 최대 너비

-

-

254.0

-

-

-

-

-

7.

폐쇄구멍 사이 너비

-

-

-

-

-

-

-

-

12.

엉덩뼈 너비

-

-

157.0

158.0

-

-

-

-

그림 6 계측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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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동물고고학적 분석
코신체프 P.A. | 러시아 과학원 우랄지부 생물생태학연구소(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고고학연구소(카자흐스탄, 알마티)
김라노프 D.O. | 러시아 과학원 우랄지부 생물생태학연구소(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고고학연구소(카자흐스탄, 알마티)

카타르토베 고분군은 알마티주 라임벡 지구 카라사스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43°11'27.93"N, 80°08'33.03"E).
유적은 대한민국-카자흐스탄 공동 조사단에 의해 2012년(1군 2호 고분, 3군 1호 고분), 2015년(2군 1호 고분, 3군
10호 고분), 2016년(2군 8호 고분, 4군 10호 고분), 2017년(4군 14호 고분)에 각각 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고분들
은 기원전 5세기로 편년되는 오손 문화에 해당된다(초트바예프, 온가르 2014).
고분내에는 다양한 교란굴들이 존재한다. 고분이 파괴되는 가장 심한 것은 마멋marmot에 의한 교란
굴이다. 그들의 파괴 활동으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구들의 많은 부분들이 교란되었고, 다양한 복합체들
에 존재하였던 동물유체들이 일부 뒤섞이게 되었다. 따라서 뼈 복합체에 대한 서술 이후에 동물고고학
복합체의 구성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복원 작업은 각각의 뼈들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적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풍화 정도, 식물 뿌리 흔적의 존재 등 뼈 표면의 상태. 둘째, 뼈의
완전성 즉, 전체가 남아 있는지 부분만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평가, 조각화의 정도와 특성. 셋째, 죽임당
하기 전·후 동물 뼈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와 특성, 도구 사용의 흔적, 다른 동물이 갉아먹은 흔적, 가
열의 흔적 등에 대한 징후이다.
뼈의 외부 형태에 따라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는 부식의 흔적이
있거나 식물 뿌리의 흔적이 있으며, 또한 뼈 표면에 서로 다른 정도의 풍화화 된 흔적이 있다. 두 번째 그
룹에는 이와 같은 흔적이 없다. 첫 번째 그룹의 뼈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고분 표면이나 표토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두 번째 그룹의 뼈들은 매장주체부 내부에 매우 빠르게 묻혔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
분과 동물유체가 매우 심하게 교란된 것을 고려한다면, 표토층 주변이나 토양에서 설치류의 굴착 활동
결과로 인한 식물 뿌리, 부식 및 풍화의 흔적들이 뼈에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부 뼈들에서는 동물
에 갉힌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뼈들은 곧바로 묻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뼈가 잘 남아
있는 경우에만 조건적으로 즉, 층 내부에 전체적으로 남아 있거나 발굴이나 운반 과정에서 일부만이 훼
손된 경우에만 그룹에 포함시켰다. 많은 뼈들이 골절 등으로 인하여 표면이 훼손되었는데, 이는 부러진
뼈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매장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뼈들은 이미 고대에 훼손되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뼈가 조각난 시간이나 과정을 항상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뼈들은 피
장자의 매장 또는 의례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수도 있고, 매장이 이루어진
후 토압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수도 있다.
동물유체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례 및 추도 의식에 대한 관념을 적극적으로 고
려하였다. 첫 번째 장례 풍습에서 뼈들은 “장례 음식”과 “제물”또는 그러한 것들의 일부로써 복합체에 포
함되었다. 두 번째 장례 풍습에서의 뼈는 “추모 의례” 음식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표면에 흔적이 있는 뼈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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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즉시 묻히지 않은)은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다.
동물들의 사망 나이 결정은 치아 상태(치아의 변화)와 뼈끝骨端(형성-미형성)(실버, 1969)에 근거하
여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말의 나이는 앞니의 마모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듀르스트 1936). 말뼈에 대
한 측정은 V. Eisenmann 등이 공동 저술한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었다(Eisenmann et all. 1969). 측정 결과는
본 논문에 숫자로 제시하였다. 다른 동물 종의 뼈에 대한 측정은 A. Driesch의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A. Driesch 1976). 측정 결과는 본 논문에 제시하였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카타르토베 고분군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과정에 발견된 동물뼈에 대하여 설
명하고, 동물유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

<2012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자료들>
자료들>
1. 카타르토베 3군 1호 고분
1) 봉분 출토 현황
· 말: 등뼈胸椎의 편-추간판椎間板 형성, 개에 물린 흔적, 오른쪽 2번 갈비뼈肋骨의 아래쪽 절반, 갈비뼈
머리가 자라지 않은 왼쪽 2번 갈비뼈 전체,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지골指骨Ⅱ 전체.
· 여우: 아래턱 전체; M11은 아직 나지 않음.
· 마멋: 아래쪽 앞니前齒 전체; 정강뼈脛骨 전체, 뼈끝 형성.
(1) 복원
· 말: 4-5살 정도 개체의 목 일부분, 앞가슴胸廓 오른쪽·왼쪽 갈비뼈, 1살 이상 된 개체의 앞다리前肢 아
랫부분. 목뼈頸椎는 곧바로 매장되지 않았으며, 일정기간동안 지표에 존재하다가, 개에 물려서 훼손된 것
으로 보인다. 아마도 말뼈는 서로 다른 복합체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갈비뼈는 “장례 음식”, 물
린 흔적이 있는 척추뼈脊椎, 지골은 “추모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여우, 마멋: 새끼 여우 및 다 자란 마멋의 뼈를 통해 볼 때 굴 안에서 죽은 동물로 추정된다.
(2) 측정(㎜)
· 말. 지골 Ⅱ: 전체 길이-45.6, 좌우 길이-35.3, 골간 너비-44.3, 상부 끝 너비-51.3, 상부 마디 너비-45.3, 하
부 끝 너비-30.3.

1 M1-M3(어금니), m1-m3(젖니 어금니), P1-P4(앞어금니), p1-p4(젖니 앞어금니), I1-I3(앞니), i1-i3(젖니 앞니)를 나타내며, 앞니쪽에서부터 번호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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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타르토베 1군 2호 고분
1) 1호 매장주체부, 묘광 내부토 출토 현황
· 양: 2개의 허리뼈腰椎 전체-추간판 형성, 꼬리뼈尾椎 전체-추간판 형성, 오른쪽 골반 뒷부분-엉치뼈薦
骨는 아직 붙지 않음, 왼쪽 발허리뼈中足骨 전체-뼈끝 미형성, 오른쪽 발허리뼈 아랫부분-뼈끝 형성, 지골Ⅰ

전체-뼈끝 형성.
· 말: 엉치뼈 전체-추간판 형성, 4개의 꼬리뼈 전체, 추간판 형성.
(1) 복원
· 말: 꼬리뼈를 포함하는 엉치뼈로 볼 때 성인 또는 노령의 개체로 보인다.
· 양: 허리쪽 일부, 등뼈의 꼬리쪽 일부, 오른쪽 다리 아래쪽 무릎뼈膝蓋骨 등으로 볼 때 4-5살 이상의
개체로 보인다. 오른쪽 골반뼈와 왼쪽 다리 아래쪽 일부, 복사뼈 관절의 절단면 등으로 볼 때 1살 미만의
개체이다. 아마도 “장례 음식”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2) 측정(㎜)
· 양. 오른쪽 발허리뼈(Mt Ⅲ+Ⅳ, dex.): 하부 마디의 너비와 직경-25.9, 16.4; 왼쪽 발허리뼈(Mt Ⅲ+Ⅳ, sin)
최대 너비 102.2; 뼈몸통骨幹의 너비와 직경-11.0, 10.5; 상부 끝 너비-21.6; 지골Ⅰ, 앞부분 : 상부 끝 너비; 21.6
2) 2호 매장주체부 상부 출토 현황
· 개 1: 머리뼈頭蓋骨와 오른쪽 아래턱. 거의 전체(그림 7). 왼쪽 광대활頰骨弓은 발굴 중에 훼손되었다;
앞니, 앞어금니小臼齒 및 송곳니犬齒의 일부가 조사 현장에서 떨어졌다. Р3은 혀쪽舌側을 기준으로 치아머
리齒冠의 중앙부에 돌출되어 있다. 오른쪽 M1 이빨齒牙은 생활 중에 떨어져 나갔으며, 이빨확齒槽 경계부
는 부분적으로 흡수 작용이 진행되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P4-M2의 윗부분이 상아질까지 닳았다. 이
마코봉합 등은 없어지지 않았다. 앞니 i1-i3 역시 상아질까지 닳았다. 뒷눈확돌기眼窩突起는 오목하면서 잔
구멍이 있는 위쪽 표면을 가지고 있다. 반원형의 선은 바깥면에 조밀하지 않고 깊지 않은 가로 방향의 고
랑 형태로 나타난다.
· 개 2: 머리뼈, 오른쪽 및 왼쪽 아래턱뼈下顎骨. 머리뼈와 왼쪽 아래턱은 전체적으로 잔존하며, 오른
쪽 아래턱은 조사 현장에서 턱뼈가지下顎肢 일부가 손상되었다(그림 8). 이빨의 일부 역시 조사 현장에서
떨어져 나갔다. 광대위턱봉합은 없어지지 않았다. 앞니뼈 몸통의 뒷표면, 위턱뼈 이마의 표면, 뒷눈확돌
기의 이마 표면 및 앞쪽 눈확 주변에는 잔구멍이 있다. 뒷눈확돌기는 심하게 오목하면서 뒷표면에 잔구
멍이 있으며 날카롭다. 앞니 이빨확 경계부, P1과 P4-M2 이빨확 바깥쪽 경계부 표면에는 잔구멍들이 존
재한다. 반원형의 선은 가로 방향의 고랑이 잘 남아있는 바깥면이 납작한 돌대의 형태이다. 앞어금니의
사기질琺瑯質은 상아질까지 닳았으며, 앞니뼈 몸통의 위쪽 표면에도 잔구멍들이 존재한다. 치아머리 뒷
면의 위쪽 첫째 송곳니에서는 법랑질 형성 저하증이 관찰된다. 왼쪽 아래턱: 이빨확의 혀쪽면 i1-m2, 치아
사이틈齒隙 및 p1-m1쪽 이빨 확의 볼쪽頰側 경계부에는 잔구멍이 있다. p4-m1쪽 혀쪽면의 아래턱뼈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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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그림 7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상부 개 1 머리뼈
① 옆에서

② 위에서

③ 아래서

④ 옆에서

그림 8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상부 개 2 머리뼈
①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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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에서

③ 아래서

④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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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는 잔구멍들이 존재하면서 부풀어있다. 오른쪽 아래턱: 볼쪽면과 혀쪽면의 p2-m1쪽 이빨확 경계
부의 표면에도 약하게 잔구멍들이 존재한다. m1의 사기질은 상아질까지 닳았다.
· 개 3: 머리뼈 전체(그림 9). 이빨의 일부는 발굴조사 도중에 떨어져 나갔다. 절치봉합, 구개봉합, 이마
코콩합 및 광대봉합은 없어지지 않았다. 앞니, 어금니大臼齒, P4의 사기질은 상아질까지 닳았다. 가운능선
(시상능)은 높아서 그 높이가 약 10㎜이다. 혀쪽 면의 Р3은 치아머리의 중앙부에 돌출되어 있다. 뒷눈확
돌기는 묵직하고, 약간 돌출되었지만 무디며, 뒷표면에는 약간의 잔구멍이 있다. 반원형의 선은 가로 방
향의 고랑이 잘 남아있는 바깥면이 납작한 돌대의 형태이다. 아래턱: i2, i3, p3, p4, m1가 개별적으로 존재
한다.

①

②

③

그림 9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상부 개 3 머리뼈
① 옆에서

② 위에서

③ 아래에서

· 개 4: 머리뼈 거의 전체(그림 10). 광대활 및 오른쪽 뒷눈확돌기는 발굴조사 중에 훼손되었다. 이빨
의 일부 또한 발굴조사 도중에 떨어져 나갔다. 절치봉합, 이마코봉합 및 광대위턱봉합은 없어지지 않았
다. P4-M2의 사기질은 상아질까지 닳았다. 뒷눈확돌기는 매우 심하게 오목하면서 잔구멍이 있는 뒷표면
을 가지고 있다. 반원형의 선은 가로 방향의 고랑이 잘 남아있는 바깥면이 납작한 돌대의 형태이다. 치아
머리 뒷면의 위쪽 첫째 송곳니에서는 법랑질 형성 저하증이 관찰된다. 왼쪽 아래턱–이빨확의 혀쪽 경계
부 i1-m2, 치아 사이틈 표면 및 이빨확의 볼쪽 경계부 p1-m1의 표면에는 잔구멍들이 존재한다. p4-m1쪽 혀
쪽면의 아래턱뼈 몸통 표면에는 잔구멍들이 존재하면서 부풀어 있다. 오른쪽 턱 – 볼쪽면과 혀쪽면의
p2-m1 이빨확 경계부의 표면에도 약하게 잔구멍들이 존재한다. m1의 사기질은 상아질까지 닳았다.

①

②

③

그림 10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상부 개 4 머리뼈
① 아래에서

② 옆에서

③ 위에서

(1) 복원
4마리의 개 머리뼈가 확인되었다. 일부 머리뼈에서는 1개 또는 2개 모두의 아래턱뼈가 없으며, 혀뼈
舌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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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래턱뼈가 있으며, 두 개체의 머리뼈에는 두 개의 아래턱뼈가 모두 남아 있지 않는 등 서로 다른 양
상을 보인다. 머리뼈에서 아래턱뼈를 자르거나 아래턱뼈를 자체적으로 자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래턱뼈는 머리뼈와 매우 조밀하고 튼튼한 뼈마디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자른 흔적이 없이 턱과 두
개골을 본래 형태로 분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 자란 개체의 턱뼈는 거의 완전하게 결합해 있기 때
문에 자른 흔적이 없이는 오른쪽과 왼쪽의 턱뼈를 본래 형태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턱뼈
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머리뼈가 매장된 이후에 발생하였던 과정과 관련이 있다. 혀뿌리(설근부)의 아래
턱뼈 사이에 위치하는 혀뼈는 머리뼈를 제거하여도 남아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혀뼈를 특별히 잘라냈을 가능성은 적다. 개의 혀뼈는 그 스스로 얇은 뼈 막대인데, 그것들이 존재하
지 않는 것은 머리뼈의 매장 이후에 발생하였을 과정과 관련이 있다. 전술한 모든 내용들은 온전한 머리
뼈가 매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개들은 충분히 자랐지만, 늙지는 않았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봉합의 존재 및 아주 심하게 닳은 치아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모든 개체의 뼈에는 구멍이 난
표면이 있는데, 이는 빈혈을 일으키는 뼈과다형성증過骨化症이 발생했었음을 의미한다(상술한 내용 참
조). 개2에 법랑질 형성 저하증이 있다는 것은 어릴 적에 영양분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개
들은 재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2호 매장주체부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오른쪽 어깨뼈-뒤쪽 경계부 손상(그림 11-①), 접시오목關節窩이 없는 왼쪽 어깨뼈,
두 번째 타격점에서 절단된 접시오목, 면이 손질된 엉덩뼈가시腸骨稜 및 상·하 경계부, 둥근 구멍이 뚫린
가시아래 부분(어깨뼈 중앙부)(그림 11-②③).

①

②

③

그림 11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뿔 달린 큰 가축 어깨뼈
① 오른쪽 어깨뼈

② 왼쪽 어깨뼈(바깥쪽에서)

③ 왼쪽 어깨뼈(안쪽에서)

· 양: 오른쪽 어깨뼈 거의 전체, 융기結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격되었고, 가시아래 부분에 구멍
이 뚫림, 뼈 조직은 회백색(그림 12-①②), 왼쪽 어깨뼈 앞부분의 엉덩뼈는 위쪽으로 타격되어 손상, 둥근
구멍이 뚫린 가시아래 부분, 개에 의해서 물어뜯긴 융기(그림 12-③).
· 말: 왼쪽 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남아있는 턱뼈가지, 닳아버린 m3(셋째 젖니 어금니) 이빨 앞부분
(코 부분)의 씹는 표면.
(1) 복원
뿔 달린 큰 가축과 양들의 뼈는 매우 특징적이며, 어깨뼈에는 자르고 가공한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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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2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양 어깨뼈
① 오른쪽 어깨뼈(바깥쪽에서)

② 오른쪽 어깨뼈(안쪽에서)

③ 왼쪽 어깨뼈(바깥쪽에서)

· 뿔 달린 큰 가축 복원: 오른쪽 어깨뼈의 왼쪽 부분은 아마도 요리 과정이나 음식으로 사용되는 과
정에 깎였을 것이다. 왼쪽 어깨뼈의 구멍은 포로 말리거나 훈제하기 위해서 걸기 위함일 것이고, 고기를
먹은 후, 어깨뼈로 도구를 만들고 이를 위하여 뼈마디를 깎고, 뼈의 모든 면들을 손질했을 것이다.
· 양: 오른쪽 및 왼쪽 어깨뼈에는 포로 말리거나 훈제하기 위해서 걸기 위한 구멍이 존재하며, 오른
쪽 어깨뼈의 뼈 조직 상태로 보아 고기를 먹은 후에는 뜨거운 재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왼쪽 어깨뼈는
버려진 후에 개가 갉았다. 융기 및 엉덩뼈가시를 깎은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말: 아래턱뼈로 볼 때 5-6살 정도에 해당하며, 치열의 끝 부분은 수평 방향의 타격에 의해 깨졌다.
비슷한 타격이 머리뼈의 수평 방향 절단면에서도 확인된다.
뿔 달린 큰 가축의 오른쪽 어깨뼈는 “장례 음식” 혹은 “추모 의례” 용으로 사용되었다. 뿔 달린 큰 가
축의 왼쪽 어깨뼈의 “활용”은 분명하지 않은데, 음식으로써 고기를 이용한 후에 손질된 것으로 보인다.
왼쪽 어깨뼈가 매장이나 “추모 의례” 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매장이 진행되는 중이거나,
“추모 의례”가 거행되는 중에 가공이 끝난 상태로 옮겨져서 이미 고분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
마도 이것은 매장 또는 추모 의례 또는 제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크기로 볼 때, 뿔 달린 큰 가축의 양
쪽 어깨뼈는 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의 턱은 머리를 자른 뒤 “추모 의례” 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양 어깨뼈 손상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어깨뼈의 크기가 매우 유사하
고(아래의 크기 참조), 몸통의 서로 다른 부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개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명히 어깨뼈는 얼마간은 고분에 매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는 뜨거운 재에, 다른 하나
는 개에 의해 손상되었으므로 “장례 음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이 뼈들은 제물에 포함될
수도 없었다. 어깨뼈 융기 및 엉덩뼈가시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자. 우선 토압에 의해서 부서
질 수 있는 크기가 작은 뼈 조각이 없고, 큰 토압에서는 훨씬 더 큰 뼈(전체 접시오목 또는 전체 엉덩뼈가
시)의 부분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은 매장된 이후의 사후 손상이라고 볼 수 없다. 어깨뼈가
두꺼운 근육 속(동물의 몸통 내)에 존재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근육과 인대가 타격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뼈의 작은 부분을 깨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타격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
축된 양의 몸통을 해체할 때, 앞다리는 어깨뼈와 함께 쉽게 잘리며, 그러한 이유로 관절 역시 쉽게 자를
수 있다. 우리가 고고학적 유적에서 확인한 수 천개의 앞다리뼈 관절에서는 각각 단 하나씩의 자른 흔적
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목축업자들이 매우 능숙하게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숙련
자가 몸통을 해체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하게” 올바르지 않은 타격을 했었다면, 어깨뼈에 의도적인 손상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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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남아 있었다. 융기가 손상된 동물들은 해체되는 동안 몸통이 왼쪽으로 누여져 있었으며, 목축업
자는 몸통의 축을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어깨뼈를 해체하였다. 엉덩뼈가시가 손상된 동물들은 아마도
몸통이 오른쪽으로 누여져 있었으며, 몸통을 따라 해체를 하면, 도구는 어깨뼈의 윗부분 근육에 맞닿았
을 것이다. 어깨뼈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구멍은 몸통에서 분리된 이후에 만들어진 흔적이다. 만약 매장
의식 전에 동물을 도살하고 해체하였다면, 포로 말리거나 훈제를 하기 위하여 앞다리의 이러한 구멍들
을 통해 매달았을 것이다. 만약 매장 의식 중에 동물을 매장하고 해체하였다면, 불에 굽기 위하여 구멍
들을 통해 걸었을 것이다.
동물유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공된 어깨뼈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체들이 “추모 의례”용으
로 이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측정(㎜)
· 뿔 달린 큰 가축. 오른쪽 어깨뼈: 융기를 포함한 높이-76.3, 관절 높이-60.6, 관절 너비-55.7, 어깨뼈의
목 부분 너비-60. 왼쪽 어깨뼈: 어깨뼈의 목 부분 높이-65.
· 양. 오른쪽 어깨뼈: 관절 너비-25.0, 어깨뼈의 목 부분 높이-22.8, 어깨뼈의 목 부분 두께-11.3. 왼쪽 어
깨뼈: 어깨뼈의 목 부분 높이-21.2, 어깨뼈의 목 부분 너비-11.4
· 개 4. m1(첫째 젖니 어금니) 길이 및 너비-23.0, 9.3. 다른 개들의 머리뼈 및 아래턱뼈는 표 7, 8 참고.
표 7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개의 머리뼈 크기(mm)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카타르토베 1군 2호 고분

일람
개1

개1

개2

개3

개4

1

190.5

182.0

197.6

200.5

183.5

2

180.0

173

187.5

190.0

173.0

15

74.1

69.2

74.9

75.2

68.1

17

52.0

49.9

52.6

55.9

51.5

16

19.5

19.5

19.0

19.3

18.4

13

97.2

96.7

103.0

103.4

95.3

30

110

-

104.8

114.0

-

31

38.9

33.6

35.2

40.4

40.5

33

38.3

37.2

36.2

43.5

37.5

36

38.8

39.4

39.4

40.5

39.9

23

66.2

65.3

67.0

71.8

66.6

29

38.3

37.8

39.4

37.9

38.6

32

62.8

58.3

62.8

67.3

62.0

39

55.7

53.1

53.4

-

-

18

57.3

53.4

52.5

57.8

59.5

18a

19.2

19.8

19.8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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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카타르토베 1군 2호 고분

일람
개1

개1

개2

개3

개4

M1 길이

10.4

10.9

11

11.5

11.5

M1 너비

14.3

13.8

14.4

13.7

-

M2 길이

14.6

15.5

15.8

15.3

-

M2 너비

8.0

7.5

7.5

7.6

-

표 8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개의 아래턱뼈 크기(mm)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카타르토베 1군 2호 고분

일람
개1

개2

개1

개2

4

131

130.8

134

5

123

123

127.5

7

86.4

84.3

87.8

85.1

8

78.2

76.7

81.3

78

11

37.4

41.4

43.8

41.6

10

39

37.4

39

38.1

18

55.5

52.8

m1 길이

22.9

23.2

22.5

22.6

m1 너비

9.3

9.5

9.5

9.7

61.1

<2015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자료들>
자료들>
1.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1) 봉분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등뼈의 가로융기 조각편, 오른쪽 어깨뼈의 접시오목, 왼쪽 노뼈橈骨의 위쪽 절반
편, 왼쪽 자뼈尺骨의 위쪽 절반-팔꿈치머리 형성되지 않음, 왼쪽 손허리뼈中手骨 위쪽 절반-뼈 표면에 식물
뿌리의 흔적. 어깨뼈의 뼈 및 관절에는 개에 물린 흔적.
(1) 복원
뼈들은 고대에 이미 손상되었다. 하나의 개체에서 확인된 노뼈와 자뼈는 1.5살에서 4살 사이이다. 크
기로 볼 때 모든 뼈는 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뼈는 어느 시간엔가 표토에 노출되었고 그 일부를 개
가 갉았다. 토양의 퇴적에 따라 뼈는 점차적으로 고대 토양층에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그곳에 존재하였
다. 뼈 개체들은 그 잔존 상태와 흡사 부엌 폐기물과 유사하다. 아마도 이것들은 “추모 의례” 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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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매장주체부 목개 상부 출토 현황
· 말: 뒤쪽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2개의 완전한 목뼈, 추간판이 형성된 첫째 등뼈 전체, 개에 물린
흔적이 있는 가로융기, 허리뼈 일부-추간판 형성, 오른쪽 어깨뼈의 어깨뼈가시肩甲棘를 포함한 접시오목,
개에 물린 흔적이 있는 접시오목 일부-왼쪽 궁둥뼈坐骨, 뼈끝이 형성된 왼쪽 요골의 위쪽 절반, 유제류(발
굽이 있는 포유류), 뿔 달린 큰 가축이 갉은 것으로 보이는 뼈끝.
뼈끝이 미형성된 왼쪽 정강뼈의 아래쪽 끝, 왼쪽 손허리뼈 위쪽 절반, 개에 물린 흔적이 있는 목말뼈
距骨 전체, 등뼈-어깨뼈 편, 볼기뼈골臗骨, 노뼈, 정강뼈, 손허리 및 목말뼈의 표면에는 풍화된 흔적 존재.

· 개 1: 뼈대 전체. 머리뼈(그림 13) 및 전체 뼈는 보존상태가 좋으며, 전체 뼈에는 뼈끝이 형성되어 있
다. 머리뼈-뒷쪽 부분의 가운능선은 약간 굴곡졌으며, 오른쪽면에서부터 왼쪽 목덜미능선의 중간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는데, 융기의 형태와 같은 뼈 돌기가 존재한다(그림 14).

①

②

③

그림 13 2군 1호 고분 매장주체부 목개 상부 출토 개 1 머리뼈
① 옆에서

② 위에서

③ 아래에서

그림 14 2군 1호 고분 매장주체부 목개 상부 출토 개 1 머리뼈(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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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래턱가지를 제외한 모든 봉합은 닫혔다. 왼쪽 코뼈의 앞부분 끝과 앞위턱뼈切齒骨 코끝돌기의
뒷부분에도 뼈 돌기가 존재한다. 이마뼈와 마루뼈頭頂骨의 표면에는 잔구멍들이 일부 존재한다. 왼쪽 송
곳니는 오른쪽 송곳니에 비해 심하게 닳았으며, 이빨뿌리齒根의 끝에는 해면골海綿骨이 만연하다. 앞니와
앞어금니는 상아질이 닳았다. 특히 어금니는 상아질이 심하게 닳았다. 왼쪽 P1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빨
확에는 해면골의 뼈조직이 무성하다. 왼쪽 M1도 존재하지 않으며, 많이 닳은 볼쪽 이빨뿌리만 남아있다.
M1과 M2 뿌리 주변 위턱의 뼈조직에는 잔구멍들이 존재한다. 오른쪽 M1의 혀가 눌러진 내부 부분은 크
게 닳았지만, 하이포콘(아랫니와 윗니가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융기된 부분), 프로토콘(이빨 안쪽 위에
있는 높은 부분), 메타콘(이빨 바깥쪽 위에 있는 높은 부분)의 구분이 가능하다. 아래턱-앞니, 앞어금니,
어금니는 상아질이 심하게 닳았다. 송곳니는 치아머리의 1/3까지가 닳았다. 오른쪽 아래턱에는 p1이 존
재하지 않는다. 척주脊柱: 등뼈의 등면 정상부 돌기에는 해면골의 뼈조직이 있다. 등뼈 및 1-3번 허리뼈의
등면 상부 돌기에도 해면골의 뼈조직이 있으며, 그 끝부분은 편평하다. 10번 허리뼈와 결합하기 위해 필
요한 11번 허리뼈돌기의 관절면關節面은 해면골을 형성한다. 아래쪽 끝의 뒷부분에 있는 왼쪽 노뼈에는
뼈융기가 있으며, 아래쪽 끝의 옆 관절융기에는 해면골의 뼈 돌기가 존재한다. 왼쪽 넓적다리-아래쪽 끝
위팔뼈활차軟骨輪의 옆 및 중앙 표면에는 해면골이 존재한다. 왼쪽 무릎뼈 그 주변에도 해면골돌기가 존
재한다. 왼쪽 콩알뼈豆狀骨의 융기 역시 그 주변에 뼈 해면골돌기가 존재한다. 하나의 왼쪽 지골 1의 뼈몸
통 옆, 중앙 및 아래면에는 해면골 뼈가 있다. 왼쪽 5번 발허리뼈中足骨(Mt V) 뼈막骨膜의 뒤, 옆, 아래면은
해면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음경뼈陰莖骨(길이 90.1, 너비 12)가 존재한다.
(1) 복원
· 말: 말뼈는 고대에 이미 손상되었다. 목뼈는 4-5살의 개체, 등뼈는 4-5살 또는 그 이상, 노뼈는 1.5살
이상, 정강뼈는 2살 미만 등으로 추정되는데, 다시 말해, 최소 두 개체 이상의 말이 존재하였다. 뼈는 최소
1년은 개와 뿔 달린 큰 가축에게 뜯길 수 있는 표토에 노출되었다. 그 이후 봉분에 매장되었다. 뼈 개체들
은 그 잔존 상태가 흡사 부엌 폐기물과 유사하다. 아마도 이들은 “추모 의례”의 잔재일 가능성이 있다.
· 개: 개는 노령의 수컷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뼈에서는 영양 장애와 인대골화증의 병리학적 징후가
확인되었다. 약간의 해면골 표면을 보이는 이마뼈前頭骨와 마루뼈 및 왼쪽 넙다리뼈大腿骨의 아래 활차는
빈혈에 대한 보상 반응, 즉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뼈과다형성증의 징후이다. 개에게는 빈혈이 있었
을 것이다. 기생충 감염률이 높으면, 만성 출혈이 발생한다. 또한 다른 기생충에 감염되면 만성 염증(만성
빈혈)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유전으로 인한 것이다. 왼쪽 송곳니 뿌리 끝의 해면골은 뿌리의 윗부분까
지 퍼지는 근첨성치주염根尖性齒周炎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근첨단농양齒根尖端膿瘍의 결과이다.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염증은 심하게 마모된 치아에서 발생한 충치를 통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왼쪽 P1
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물이 살아있을 때 이빨이 빠지면서 이빨확이 닫힌것과 관련이 있다. 부러진 M1
은 볼쪽 이빨확에 그 일부가 남아있다. M1과 M2 뿌리 주변 뼈조직에 잔구멍이 많은 확인되는 것은 이 동
물에 치주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로 인하여 이빨목齒頸에 염증이 생기면서 손상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빨이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무릎 인대와 왼쪽 다리 무릎뼈 관절에서는 골화가 시
작된 것이 확인된다(무릎뼈와 콩알뼈에서의 뼈 돌기, 골증식체). 병리학적 변화의 발달 정도는 크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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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는 수준이 아니며, 동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왼쪽 코 끝 앞부분과 앞니뼈 코 돌기 뒷
부분의 뼈 돌기는 아마도 주둥이 앞 끝을 맞아서 생겼을 수도 있다.
(2) 측정(㎜)
· 개. 발꿈치뼈踵骨: 최대 길이-46.2, 직경-20.7, 몸통 너비-8.2, 융기 너비-13.6. 목말뼈: 길이-27.7. 다른 뼈
들의 크기는 표 9~11 참고.
표 9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봉분 출토 개의 어깨뼈 및 볼기뼈 크기(mm)
어깨뼈 일람
HS

GLP

LG

BG

SLC

139.5

31.4

28.0

18.8

25.1

볼기뼈 일람
GL

LA

LFo

149.5

21.5

29.3

표 10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봉분 출토 개의 뼈 크기(mm)
개1

개2

일람

뼈
위팔뼈

노뼈

자뼈

넙다리뼈

정강뼈

정강뼈

종아리뼈

DL

172.0

173.0

202.3

181.5

190.8

-

179.5

GLC

162.3

-

-

177.0

-

-

-

Bp

28.9

19.0

-

39.3

36.5

-

-

Dp

42.1

12.8

-

-

-

-

-

SD

14.0

13.7

-

14.5

13.7

13.3

-

CD

15.9

9.9

-

14.5

13.4

11.9

-

Bd

33.7

24.7

-

31.4

23.4

24.2

-

BT

23.8

22.3

-

-

17.2

17.6

-

Dd

25.4

14.3

-

-

17.2

17.6

-

표 11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봉분 출토 개의 다리뼈 크기(mm)
개1
일람

다리뼈
McⅡ

McⅢ

McⅣ

McⅤ

MtⅠ

MtⅡ

MtⅢ

MtⅣ

MtⅤ

MtⅣ

DL

63.6

71.1

69.8

60.0

23.3

69.4

77.8

78.6

69.3

82.7

Bp

6.9

8.3

7.9

10.1

-

5.4

9.6

6.6

8.9

6.6

Dp

11.2

11.8

11.4

10.2

-

13.5

14.3

13.4

11.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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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
일람

개2
다리뼈

McⅡ

McⅢ

McⅣ

McⅤ

MtⅠ

MtⅡ

MtⅢ

MtⅣ

MtⅤ

MtⅣ

SD

7.2

6.8

6.6

7.1

4.7

6.4

7.6

6.7

5.7

7.0

DD

6.2

5.9

6.2

5.6

3.6

6.1

6.6

6.2

5.5

6.0

BT

9.4

8.3

8.3

9.0

-

8.9

8.3

8.1

8.2

7.8

Dd

9.0

10.4

9.9

9.2

-

8.7

10.1

9.7

8.4

10.0

3) 봉분 출토 현황(추정)
· 개2: 오른쪽, 왼쪽 아래턱 전체(그림 15), 갈비뼈머리를 포함한 오른쪽 갈비뼈 전체, 갈비뼈머리를 포
함한 왼쪽 갈비뼈 위쪽 끝, 뼈끝이 형성된 왼쪽 정강이뼈 아래쪽 절반-위쪽 절반은 고대에 훼손, 왼쪽 발
꿈치뼈 전체-융기 형성, 왼쪽 목말뼈 전체, 오른쪽 손허리뼈 전체-뼈끝 형성. 송곳니의 치아머리는 거의
완전히 닳았고, 왼쪽 턱에는 p1과 p3가 없으며, 이빨 확에는 해면골 뼈조직이 형성되었다. 볼쪽 면의 왼쪽
m1 일부는 떨어져나갔으며, p4 또한 떨어져나갔을 수 있다. 앞니와 앞어금니, m2 또한 닳았다. m3은 닳지
않았다. 오른쪽 송곳니 뿌리는 부분적으로 이빨흡수되었다. 왼쪽 송곳니 앞부분이 닳았다.

그림 15 2군 1호 고분 봉분 개 2 아래턱뼈(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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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원
뼈를 통해 볼 때 노령의 개체이다. 왼쪽 턱의 이빨 p1과 p3는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실되었고, 이
빨 확은 닫혔다. m1과 p4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 떨어져 나갔다. 오른쪽 송곳니 뿌리에서는 이빨흡수가
확인되는데, 이는 아마도 근첨성 치주염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일부 뼈에 생긴 손상은 동물의 매
장 후에 발생한 것이다.
(2) 측정(㎜)
· 개. 발꿈치뼈: 최대 길이-48.4, 직경-20.3, 몸통 너비-7.7, 융기 너비-13.0. 목말뼈: 길이-29.0.
4) 트렌치 출토 현황
· 말. 하나의 말 골격에서 뼈들이 확인되었다. 머리뼈의 뇌머리뼈 부분 2점편, 추간판이 형성된 둘째
목뼈(중쇠뼈), 뒤쪽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3점의 목뼈, 뒤쪽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등뼈 7점, 앞쪽 추
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엉치뼈, 1점의 전체 및 10점의 오른쪽 갈비뼈편-뼈머리 형성, 3점의 전체 및 7점의
왼쪽 갈비뼈편-뼈머리 형성, 왼쪽 전체 및 오른쪽 어깨뼈편, 뼈끝이 형성된 왼쪽 위팔뼈-네 부분으로 깨
짐, 뼈끝이 형성된 왼쪽 노뼈-세 부분으로 깨짐, 4점의 손목뼈手根骨 전체, 2점의 전체 및 1점의 발목뼈편足
根骨, 왼쪽 손허리뼈의 위쪽 절반-두 부분으로 깨짐,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손허리뼈의 아래쪽 절반-두 부

분으로 깨짐, 뼈끝이 형성된 왼쪽 발허리뼈-두 부분으로 깨짐,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지골Ⅰ 전체, 뼈끝
이 형성된 왼쪽 지골Ⅱ 전체.
(1) 복원
위팔뼈, 노뼈, 손허리뼈, 발허리뼈는 뼈몸통의 가운데 부분에 가해진 타격에 의해 부러졌다. 갈비뼈
는 토압에 의해 파손되었다. 뼈의 파손: 위팔뼈-위쪽 끝부분이 파손되고, 뼈몸통은 옆면에 가해진 타격
에 의해 깨졌다. 노뼈-위쪽 끝부분이 파손되고, 뼈몸통은 옆면에 몇 차례 가해진 타격에 의해 깨졌다; 왼
쪽 손허리뼈-좌우면(시상면)의 상부 마디에 가해진 타격에 의해서 아래쪽 끝과 위쪽 부분이 깨졌다; 오
른쪽 손허리뼈-위쪽 끝이 파손되고, 뼈몸통은 옆면에 가해진 몇 차례의 타격에 의해 깨졌다; 왼쪽 발허
리뼈-아래쪽 끝이 파손되고, 뼈몸통은 옆면에 가해진 몇 차례의 타격에 의해 깨졌다. 뼈몸통의 옆면에
가해진 타격에 의한 것이 뼈 파손의 특징적인 성격이다. 뼈를 통해 볼 때 개체는 4-5살에 해당하며, 평균
적인 키보다는 작다(말 어깨 128-136㎝). 이 뼈들은 아마도 “추모 의례”의 잔재인 것으로 보인다.
(2) 측정(㎜)
어깨뼈: 1-318.0, 2-61.3, 3-89.5, 4-57.5, 5-49.9. 위팔뼈: 7-72.7, 8-82.0, 10-33.5. 노뼈: 5-73.2, 6-37.9, 7-79.5,
8-60.8, 9-33.8, 9-74.7. 목말뼈: 1-59.5, 2-61.0, 3-30.3, 뼈활차 너비-49.5. 왼쪽 손허리뼈: 3-33.7, 4-25.4, 5-47.4,
6-28.6. 오른쪽 손허리뼈: 11-50.0, 14-27.3, 정중 뼈활차 하부 마디 최소 직경-28.0. 지골Ⅰ: 1-86.0, 2-77.2, 3-32.6,
4-55.1, 5-35.8, 6-43.5, 7-42.8, 8-24.7, 상부 마디 너비-51.0. 지골Ⅱ: 1-44.4, 2-35.7, 3-44.2, 4-50.9, 5-30.3, 6-48.3, 상부
마디 너비-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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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호 매장주체부, 묘광 내부토 출토 현황
· 양: 막 태어난 개체의 뇌머리뼈 부분과 함께 뿔 존재, 오른쪽 아래턱의 전체 이빨열齒列, m3 자람, 첫
째 목뼈 전체(제1경추), 오른쪽 어깨뼈가시 일부를 포함하는 접시오목-어깨뼈융기의 봉합선 존재, 오른
쪽 다리이음뼈骨盤 전체, 아래쪽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노뼈, 2점의 오른쪽 손목뼈 전체.
· 뿔 달린 작은 가축: 단독으로 남겨졌고, 심하게 닳은 위쪽 M1-M2와 약간 닳은 아래쪽 m1-m2, 뒤쪽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목뼈 전체,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서로 다른 개체의 등뼈 전체 2점, 허리뼈 가
로돌기편,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허리뼈 4점, 머리뼈가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갈비뼈 전체 6점, 오른쪽
갈비뼈 상부 2점 및 하부 3점, 오른쪽 노뼈 뼈몸통편, 정강뼈 뼈몸통편.
· 동정이 불가능한 포유류: 양의 것과 비슷한 크기의 긴뼈長骨 뼈몸통편.
(1) 복원
뼈들은 색이 다르고 조각화된 정도도 다르다. 갈비뼈는 토압에 의해 부서졌으며, 다른 뼈들의 파손
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결과이다. 뼈 복합체의 일부로써, 이들은 “장례 음식” 유형과 같은 제물 복합체와
부엌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례 음식” 유형과 같은 제물 복합체에는 막 태어난 개체의 머리뼈, 2점
의 목뼈 전체, 2점의 등뼈 전체, 4점의 허리뼈 전체, 6점의 오른쪽 갈비뼈 전체, 2점의 오른쪽 갈비뼈 상부
및 3점의 하부, 오른쪽 어깨뼈가시 일부를 포함하는 접시오목, 오른쪽 다리이음뼈 전체, 뼈끝이 형성되
지 않은 오른쪽 노뼈, 2점의 오른쪽 손목뼈 전체 등이 포함된다. 제물 복합체에는 막 태어난 개체의 머리
뼈, 4-5살과 4살 미만으로 보이는 최소 2개체의 척주 일부(목뼈, 등뼈 및 허리뼈 부분), 1.5살 미만인 개체
의 오른쪽 앞가슴뼈 일부, 0.5-1.0세인 개체의 오른쪽 어깨뼈, 다리에서 시작하여 자뼈와 손목의 중간을
따라 절단된 0.5-2.5살인 개체의 아래팔뼈前膊骨, 오른쪽 볼기뼈 등이 포함된다. 부엌 폐기물에는 2살 이상
된 개체의 아래턱뼈 이빨열, 1.0-2.0세인 개체의 개별 위쪽 어금니, 2살 이상된 개체의 개별 아래쪽 어금
니, 허리뼈 편, 노뼈 및 정강뼈 몸통 및 불분명한 장골 등이 포함된다.
(2) 측정(㎜).
· 양: 아래턱, 앞어금니 및 뒷어금니 이빨 확의 길이-84.1. 앞어금니 이빨 확 길이-24.3. 뒷어금니 이빨
확 길이-59.8. 치아 사이틈의 높이-16.4. m1 앞쪽 턱뼈 몸통의 높이-27.7. m3 길이-25.4, m3 너비-9.2. 어깨뼈:
융기를 포함한 접시오목의 높이-31.3. 뼈 너비-20.2. 목뼈 높이 17.
6) 카타르토베 3군 10호 고분(트렌치 서쪽, 석축 상부)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왼쪽 다리이음뼈. 뼈 표면이 풍화되었으며, 식물 뿌리의 흔적이 있다.
(1) 복원
노령의 동물. 복합체 유형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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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자료들>
자료들>
1. 카타르토베 2군 8호 고분
1) 1호 매장주체부, 남동부 출토 현황
· 말: 앞가슴 중간부분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절반; 뼈끝이 형성된 봉합선 존재하는 오른쪽 발허
리뼈 전체.
(1) 복원
오른쪽 앞가슴 중간 부분의 갈비뼈로 추정된다. 오른쪽 다리의 끝 부분을 통해 볼 때 키는 약 136144㎝의 중간 정도 크기이며, 나이는 2살 정도이다.
2) 2호 매장주체부, 중부
· 양: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엉치뼈 전체
· 작은 뿔을 가진 가축: 머리뼈가 자라지 않은 앞가슴 중간 부분의 왼쪽 갈비뼈 전체-목의 정중면에
는 날카로운 도구의 흔적이 위아래 방향으로 존재, 앞가슴 뒤쪽 부분의 오른쪽 갈비뼈 중간 부분 2점.
(1) 복원
· 양의 엉치뼈와 앞가슴 중간 및 뒤쪽 부분 갈비뼈로 볼 때 개체의 나이는 1.5살보다 어리다.
· 하나의 갈비뼈는 척주 쪽에서 절단되었다. 아마도 “장례 음식”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측정(㎜)
· 말. 발허리뼈(Mt Ⅲ): 길이-262.8, 위쪽 끝부분 너비-44.3, 위쪽 끝부분 상하 길이-38.4, 뼈몸통 너
비-24.5, 뼈몸통 상하 길이-23.3

2. 카타르토베 4군 10호 고분
1) 매장주체부, 목곽 바닥 출토 현황
· 말: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목뼈,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발허리뼈 아래쪽 끝부분.
(1) 복원
4-5살보다 어린 말 개체의 척주와 1.5세 이상된 개체의 오른쪽 발허리뼈 아래쪽 끝부분이 남아 있다.
2) 매장주체부, 남부 출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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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추간판이 형성된 2번 목뼈(중쇠뼈).
3) 매장주체부, 묘광 출토 현황
· 뿔 달린 작은 가축: 뼈머리가 자라지 않은 오른쪽 갈비뼈 전체-목의 정중면에는 날카로운 도구의
흔적이 위아래 방향으로 존재, 이미 고대에 척주에서부터 분리된 오른쪽 갈비뼈 위쪽 절반, 앞가슴 중간
부분의 갈비뼈.
· 말: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목뼈, 고대에 이미 위아래방향 가로돌기가 파손된 마지막 허리뼈, 허리
뼈에는 추간판이 형성되어 있으며, 엉치뼈의 위쪽 경계 및 가로돌기의 뒤쪽 경계에는 뼈돌출증의 흔적
이 존재, 추간판이 형성된 꼬리뼈.
· 마못: 위쪽 및 아래쪽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넓다리뼈.
(1) 복원
· 말: 4-5살 미만인 개체의 목뼈와 4-5살 이상인 개체의 허리뼈, 꼬리뼈가 확인되었다. 허리뼈와 꼬리
뼈 사이에서는 인대골화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척주를 엉치뼈에서 잘라내지 못하였고, 타격해서 분리
하였다. 인대골화증은 일반적으로 노령에 가까워졌을 때나 노령일 경우에 시작되므로 즉, 이 허리뼈는
분명 15살 이상의 개체에 해당할 것이다.
· 뿔을 가진 작은 가축: 1.5세 미만인 개체의 앞가슴 오른쪽 일부분이 남아 있다. 갈비뼈는 부분적으
로 파손되었거나, 끊어졌다.
· 마못: 막 태어나서 굴에서 죽은 개체이다.
4) 매장주체부, 출입구 출토 현황
· 양: 오른쪽 볼기뼈 전체; 뼈끝이 형성된 지골 Ⅰ 전체.
(1) 복원
· 지골은 1-1.5살 이상인 개체의 것으로 보인다.
5) 고분 전체에 대한 복원
모든 뼈는 매장주체부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뼈는 4-5세 미만인 말과 4-5세 이상인 말에 속한다. 하
나의 개체 또는 몇 개의 개체가 각 그룹에 속하므로, 정확하게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 2점의 목뼈는 어린
말 그룹에, 1점의 목뼈, 허리뼈 및 꼬리뼈는 나이든 말 그룹과 관련된다. 발허리뼈는 어디든지 속할 수 있
다. 양은 다리이음뼈와 지골 Ⅰ로, 뿔을 가진 작은 가축은 앞가슴의 일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개체의 것일 수 있다. 말 골격과 같은 유형적 유사성(거의 척주)과 파손적 특징(타격에 의한 허
리뼈의 파손)은 뼈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장례 음식” 유형의 잔재일 가능성이 배우 높다. 팔다리뼈편의
존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뿔 달린 작은 가축과 양의 잔존물 구성과 뼈에 남아 있는 흔적(갈비뼈가 잘
리거나 부러짐)은 “장례 음식” 유형의 잔재일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양 지골의 존재는 충분하게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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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아마도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확인된 어린 말 개체 및 다 자란(노령) 말 개체의 척주 일부분과
양의 오른쪽 앞가슴뼈와 뒷다리뼈 일부분은 각각 하나의 개체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장례 음식”에 해
당하는 대부분의 뼈는 설치류의 활동으로 인한 교란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
(2) 측정(㎜).
· 말. 둘째목뼈: 뼈몸통 길이, 너비-143.0, 45.0.
· 양. 다리이음뼈: 관절 직경-25; 뼈구멍의 길이와 너비-37.4, 24.4. 지골 Ⅰ: 좌우 길이-36.2, 위쪽 끝 너
비-12.7, 뼈몸통 너비: 11.1.

<2017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자료들>
자료들>
1. 카타르토베 4그룹, 14호 고분
1) C구역, 남쪽 트렌치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발허리뼈 아래쪽 절반, 표면 일부 풍화, 매장 이후에 파손.
뼈 색상 회황색.
· 양: 오른족 아래턱 뼈몸통 부분의 이빨열, m3는 많이 닮, 몸통뼈의 아래쪽 경계부와 턱뼈가지는 매

그림 16 4군 14호 고분 양 아래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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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에 파손, p2는 뒷면만 닮, m3의 뒷면은 매우 심하게 닮(그림 16), 뼈 색상 회황색.
· 말: 아래턱의 왼쪽 턱뼈가지(그림 17), 관절 및 갈고리돌기筋突起는 고대에 이미 손상, 모든 이빨 일정
함, 송곳니가 존재하며, i1에는 외부 잔존물 존재, 가슴 뒷부분의 등뼈-추간판 형성, 허리뼈의 대부분은
깨짐, 앞가슴 중간 및 뒷부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오른쪽 갈비뼈 위쪽 절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고대
에 이미 손상, 오른쪽 노뼈 뼈몸통편 3점,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왼쪽 손허리뼈 전체, 뼈끝이 형성되지 않
은 앞쪽 지골 Ⅰ. 아래턱뼈, 척주, 갈비뼈 및 노뼈의 색상 회황색, 손허리뼈, 앞쪽 지골Ⅰ 색상 갈색.

그림 17 4군 14호 고분 말 아래턱뼈 왼쪽 턱뼈가지(위에서)

· 개: 머리뼈 전체(그림 18). 이빨 중 일부와 왼쪽 광대활은 발굴 중에 손상, 뼈 봉합의 뒤쪽 부분 손상.
절치봉합, 구개봉합, 이마코봉합, 마루뼈봉합 및 광대위턱봉합은 폐쇄되지 않음. 뒷어금니와 P4의 가장
위쪽 사기질은 상아질까지 닳음. 가운능선은 높지 않고, 이마코-마루뼈 봉합까지 이어지지 않음. 왼쪽 뒷
눈확돌기는 오목하고 잔구멍이 있는 뒷 표면을 가지고 있음. 뼈 색상 회황색.
· 동정이 불가능한 포유류: 말-뿔 달린 큰 가축의 것과 비슷한 크기의 편평한 뼈 및 긴뼈편은 고대에
이미 부러졌다. 뼈 색상은 밝은 노란색, 표면은 약간 풍화됨.
(1) 복원
· 뿔 달린 큰 가축: 3살 이상인 소의 오른쪽 다리의 아랫 부분이다.
· 양: 2살 이상인 개체의 오른쪽 아래턱이 부러짐, 동물의 아래턱과 위턱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씹는 계통에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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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그림 18 4군 14호 고분 개 머리뼈
① 위에서

② 옆에서

③ 아래에서

④ 뒤에서

· 말: 8-10살 정도인 수컷 말의 왼쪽 아래턱, 6살 이상인 개체의 앞가슴 오른쪽 일부분이 남아 있으며,
오른쪽 노뼈의 뼈몸통을 따라 타격으로 인하여 깨어진 흔적이 있다. 1살 미만인 개체의 오른쪽 앞다리
아래쪽 부분으로 추정된다.
· 개: 현대에 일부가 손상된 머리뼈, 아래턱과 혀밑뼈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자란 개체의 머리뼈에서
는 빈혈을 일으키는 뼈과다형성증의 징후가 있음(상술한 내용 참조). 뼈 색상은 서로 다른데, 대부분은
밝은색이지만, 어린말의 손허리뼈와 지골은 짙은색이다. 이는 이와 같은 두 그룹의 뼈들이 서로 다른 조
건의 토양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양의 아래턱과, 노뼈, 말의 갈비뼈는 아마도 고대에 인위적으로 부러뜨려졌을 것이다. 말의 아래턱
은 깨졌는데(오른쪽, 왼쪽 절반이 부러지고, 뼈가시의 윗부분이 파손), 이는 머리를 자를 때 나타나는 현
상이다. 양의 아래턱, 말의 아래턱, 척주, 갈비뼈, 노뼈 및 불분명한 뼈 2점의 상태로 볼 때, “추모”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의 머리뼈와 새끼 말의 앞다리(발꿈치뼈와 지골)는 아마도 제물복합체의
용도였을 것이다. 소의 발허리뼈 아마도 “제물”복합체 또는 “추모”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측정(㎜)
· 뿔 달린 큰 가축: 발허리뼈 아래쪽 끝부분의 너비-53.0. 말: 최대 길이 및 발꿈치뼈 뼈몸통 중간 부
분의 너비-194.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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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구역, 동쪽 트렌치 출토 현황
· 말: 왼쪽 갈비뼈의 위쪽 절반, 고대에 머리뼈가 부러짐, 갈비뼈의 중간 부분, 오른쪽 어깨뼈 접시오
목편, 왼쪽 목말뼈 전체, 뼈끝이 형성된 지골 Ⅱ 전체, 상술한 뼈의 표면에는 약간 풍화된 흔적이 존재, 뼈
끝이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위팔뼈, 노뼈, 자뼈 및 지골 Ⅱ 전체.
· 동정이 불가능한 포유류: 말-뿔 달린 큰 가축의 것과 비슷한 크기의 편평한 뼈 및 긴뼈편 6점, 뿔 달
린 작은 가축의 것과 비슷한 크기의 긴뼈편 1점-고대에 이미 부러짐, 뼈의 표면에는 약간 풍화된 흔적이
존재.
(1) 복원
· 말: 오른쪽 위팔뼈, 노뼈, 자뼈 및 지골 Ⅱ는 1살 미만인 하나의 개체에 속한다. 말은 “제물”복합체의
일부분이었다.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은 뼈를 포함한 다른 나머지 뼈들은 조밀하고 치밀한 뼈조직을 가지
고 있으며, 다 자란 개체 또는 거의 다 자란 개체에 속한다. 어깨뼈의 접시오목, 목말뼈, 지골 Ⅱ 및 식별되
지 않은 뼈는 “추모”의례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갈비뼈의 일부는 “장례 음식”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
(2) 측정(㎜)
· 말: 위팔뼈 및 노뼈 뼈몸통의 최대 길이 및 최소 너비- 165.0, 26.0; 209.0, 27.0
3) B구역, 북쪽 트렌치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왼쪽 발꿈치뼈, 개에 물린 흔적, 뼈 표면 약간 풍화.
· 양: 추간판이 형성되지 않은 목뼈 전체, 오른쪽, 왼쪽 골반뼈, 오른쪽, 왼쪽 두덩뼈恥骨, 뼈끝이 형성
되지 않은 오른쪽, 왼쪽 넓적다리뼈, 아래쪽 뼈끝이 자라지 않은 오른쪽, 왼쪽 넓다리뼈, 뼈끝이 형성되
지 않은 오른쪽 정강뼈, 아래쪽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정강뼈,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왼
쪽 발허리뼈, 뼈끝이 형성되지 않은 오른쪽, 왼쪽 발꿈치뼈, 아래쪽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위팔뼈 아래쪽
절반, 고대에 이미 손상된 왼쪽 정강뼈의 몸통뼈, 위팔뼈와 정강뼈편의 표면은 약간 풍화.
· 말: 닳지 않은 젓니가 있는 아래턱뼈, 관절 및 갈고리돌기 파손, 갈비뼈의 중간 부분, 뼈끝이 있는 지
골 Ⅱ, 아래쪽 끝부분은 개에 물림, 갈비뼈와 지골 Ⅱ의 표면은 약간 풍화.
· 마못: 갈비뼈, 볼기뼈, 위팔뼈 전체.
(1) 복원
· 뿔 달린 큰 가축: 일정 기간 동안 표토에 노출되어 있었던 큰 가축의 왼쪽 무릎뼈 일부, “추모 의례”
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양: 제물 복합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갓 태어난 개체의 몸통 뒷부분 일부, “추모 의례”용 위
팔뼈 및 정강뼈편, 제물 복합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2살 이상인 암컷 양의 손허리뼈가 남아 있다.
· 말: 1-2개월 정도 된 개체의 아래턱뼈,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살 이상인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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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뼈 아래쪽 끝부분과 1살 이상인 개체의 지골Ⅱ가 남아 있다.
· 마못: 굴에서 죽은 동물의 뼈로 보인다.
양의 뼈로 볼 때 아마 3개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갓 태어난 양(머리뼈 일부), 2-3살 된 양(목뼈), 충
분히 자란 개체(위팔뼈 및 손허리뼈). 새끼 말의 아래턱은 아마도 섹터 C의 동쪽 트렌치에서 확인된 새
끼 말과 동일한 개체일 수 있다.
(2) 측정(㎜)
양: 손허리뼈 뼈몸통 중간 부분의 최대 길이 및 너비-135.0, 15.0.
4) D구역, 서쪽 트렌치 출토 현황
· 뿔 달린 큰 가축: 뼈끝이 형성된 왼쪽 발꿈치뼈 전체.
· 양: 아래쪽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위팔뼈 아래쪽 절반, 뼈 표면 약간 풍화.
· 말: 뼈끝이 형성된 왼쪽 발허리뼈 전체.
(1) 복원
· 뿔 달린 큰 가축: 제물복합체 또는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3살 이상인 가축
의 왼쪽 무릎뼈 일부이다.
· 양: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살 이상인 개체의 오른쪽 앞 지골 일부이다.
· 말: 2살 이상이고, 중간 정도의 크기(136-144㎝)인 개체의 왼쪽 뒷다리의 아래쪽 일부이다.
(2) 측정(㎜)
· 뿔 달린 큰 가축: 발꿈치뼈의 최대 길이 및 최소 너비-127.5, 15.9.
· 말: 뼈몸통 중간 부분의 최대 길이, 너비 및 아래쪽 발허리뼈 너비-270.5, 30.3, 48.2.
5) D구역, 서쪽 트렌치 출토 현황
출토위치 : 중앙-남쪽 둑에서 서쪽으로 5.3m, 중앙-서쪽 둑에서 남쪽으로 0.1m 떨어졌으며, 깊이 약
0.4m에서 출토.
· 말: 오른쪽 손허리뼈 위쪽 절반, 종아리뼈腓骨 거의 형성-고대에 깨짐.
(1) 복원
거의 다 자랐거나 다 자란 개체의 오른쪽 앞다리 아랫부분, 뼈는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2) 측정(㎜)
손허리뼈 윗부분 너비-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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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구역 출토 현황
출토 위치 : 남쪽 둑에서 서쪽으로 0.73m, 서쪽 둑에서 2.5m 떨어졌으며, 깊이 약 1.55m에서 출토.
· 말: 뼈끝이 성장한 발허리뼈 아래쪽 끝부분의 일부 편, 뼈 표면 풍화.
(1) 복원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살 이상인 개체의 오른쪽 뒷다리 아래쪽 부분이다.
7) 묘도, 매장주체부 서쪽 상부 출토 현황
· 말: 앞가슴 뒷부분의 오른쪽 갈비뼈 2점-뼈머리는 고대에 깨짐, 뼈는 치밀하고 조밀함.
(1) 복원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거의 다 자랐거나 다 자란 개체의 오른쪽 앞가슴 뒷부분
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잔존한다.
8) 고대 표토 출토 현황
출토위치 : 묘도의 중앙 경계부에서 남쪽으로 0.5m 떨어진 곳.
· 양: 아래쪽 뼈끝이 형성된 오른쪽 위팔뼈 아래쪽 절반, 뼈 표면 풍화.
(1) 복원
· 양: “추모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1살 이상인 양의 오른쪽 앞다리 위쪽 부분이다.
9) 고분 전체에 대한 복원
고분에서 확인된 뼈 잔존물들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몇 개의 복합 요소들이 포함된다.
제물복합체에는 개 머리뼈, 새끼 양(B구역, 북쪽 트렌치) 또는 새끼 말(C구역, 남쪽 트렌치; C구역, 동쪽
트렌치; B구역, 북쪽 트렌치) 개체의 뼈가 포함된다. 아마도 말의 목말뼈 전체, 발허리뼈, 지골 Ⅱ(B구역,
북쪽 트렌치; D구역, 서쪽 트렌치) 또한 제물복합체에 속할 것이다. 말의 갈비뼈와 척주(C구역, 남쪽 트렌
치; C구역, 동쪽 트렌치; 매장주체부 서쪽 상부의 묘도면), 양 손허리뼈 전체(B구역, 북쪽 트렌치)는 “장례
음식”의 일부에 해당할 것이다. 말, 양, 뿔 달린 큰 가축의 수많은 뼈 편들은 “추모 의례”에 속할 것이다. 말
의 노뼈(C구역, 남쪽 트렌치)는 1호 고분의 봉분(카타르토베 2군)에서 출토된 노뼈와 같은 방식, 즉 뼈몸
통 옆면에 타격을 받아서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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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카타르토베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성의 복합성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설치류들이 땅을 파는 활동의 결과로 인하여 다양한 단계로 교란된 몇 개의 구분된 복합체로 구성되었
다. 또한 뼈 복합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2가지의 주요한 화석화 과정 복합체를 통하여 뼈가 구성되었다
는 것을 밝혀 내었다. 첫 번째 화석화 과정 복합체는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뿔 달린 큰 가축, 양,
말, 개 등 가축화된 동물의 잔존물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화석화 과정 복합체는 마못, 여우와 같은 야생
동물의 뼈가 포함된다. 이러한 잔해는 굴에서 자연사한 동물들의 뼈이다.
동물유체는 제물, “이별 음식”, “추모 의례”와 같은 일부 복합체의 결과이다. 설치류들의 활동으로 인
하여 뼈들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들 복합체들을 완전한 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중에 개로 대표되는 제물 복합체의 일부를 복원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 먼저, 4마리 개들의 머리뼈
는 1군 2호 고분의 2호 매장주체부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제물 복합체에는 또한 2군 1호 고분의 봉분에
서 확인된 2개체의 개 뼈(매장주체부의 목개 위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고, 다른 1개체의 위치는 불분명),
4군 14호 고분에서 출토된 양 및 새끼 말뼈의 일부, 그리고 나머지 2개체의 머리뼈 등도 제물 복합체에
포함된다. 1군 2호 고분의 2호 매장주체부에서 확인된 뿔 가진 큰 가축의 손질된 왼쪽 어깨뼈 또한 제물
복합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장례 음식”에는 높은 확률로 양과 말의 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즉, 3군 1호 고분의 4호 매장주체부
출토 말뼈,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출토 말뼈, 양뼈, 2군 1호 고분 매장주체부 출토 양뼈, 2군 8호 고
분 2호 매장주체부 출토 양뼈, 4군 10호 고분 매장주체부 출토 양과 말뼈 대부분, 4군 14호 고분 출토 말
척주 및 갈비뼈가 이에 포함된다.
2군 1호 고분의 트렌치에서 확인된 측면에 타격을 받아 깨진 말뼈는 의심할 여지없이 “추모 의례”의
잔존물이다. “추모 의례”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2군 1호 고분 매장주체부 목개 출토 말뼈, 동일 고분의 내
부 퇴적토 출토 양뼈가 있다. 이 외에 1군 2호 고분 2호 매장주체부 출토 양 어깨뼈 및 소 오른쪽 어깨뼈,
4군 14호 고분에서 출토된 뿔 가진 큰 가축, 양, 말의 수많은 뼈 편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분 봉토의 식물 뿌리 흔적이나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 뼈들도 해당 복합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 뼈들은 표토에 일정시간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뼈들은 고분의 표
면에 있었고, 훨씬 나중에 (예를 들면 굴을 통하여) 고분의 표면과 봉분에 들어갔을 수 있고, 그러한 경
우에는 매장-추모 의례와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제물 복합체로 사용되어진 모든 개들은 빈혈을 가지고 있었다. 질병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설명한 복합체들은 카자흐스탄과 그 인접 지역 대초원의 다른 초기철기시대의 고분들
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코신체프 1995; 1996). 그러나 카타르토베 유적의 매장의례에서는 주로
개가 널리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연구는 ПЦФ BR05233709 “대초원의 역사와 문화”라는 연구과제 내에서 “대초원의 고대, 중세
역사: 민족과 문화의 기원-학제간 융합연구”라는 주제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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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자료의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
아나니옙스카야 E. | 빌뉴스대학교 역사학부 고고학과 박사과정(리투아니아, 빌뉴스)

고고학에 있어서 안정동위원소의 분석은 발굴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
의 영양 공급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해당 분석을 통하여 어류, 육류, 유제품, C3 식물(밀, 귀리),
C4 식물(기장, 옥수수) 등과 같은 음식이 사람의 식생활에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카자흐스탄
의 유적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들은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하여 수 차례 연구되었다(Ananyevskaya
et al. 2018; Lightfoot et al. 2015; Motuzaite Matuzeviciute et al. 2016, 2016; Svyatko and Beisenov 2017; Svyatko et al.
2015; Ventresca Miller et al. 2014). 본 논문에는 카타르토베 고분군에서 출토된 4점의 사람 뼈에 대해 수행
된 동위원소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카타르토베 고분군에 묻힌 피장자들의 기본적인 영
양 공급은 육류와 유제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장 또한 소량이 식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방법론
방법론>
>
동위원소 분석의 시료는 2019년 4월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소재)에서 선
별하였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에서 출토된 사람 뼈 5점을 선택하였는데, 그 중 4점의 시료에서 신뢰할 만
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점의 시료는 분석 과정에서 콜라겐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참조), 따라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자료를 배제하였다.
콜라겐의 추출 및 후속 측정은 물리학 연구 센터의 질량 분석 실험실과 생물고고학 연구 센터(이상
리투아니아, 빌뉴스 소재)에서 이루어졌다. δ13C과 δ15N의 값을 얻기 위하여 ConFlo Ⅲ 인터페이스의 동
위원소 질량 분석기(Flash EA1112-Thermo V Advantage)가 결합된 원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동위원소 분석은 뼈에 함유된 콜라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콜라겐의 추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
에 따라 진행되었다. 각각의 시료에서 약 0.5g의 뼈를 추출하여, 개별 플라스틱 튜브에 넣은 다음 0.5M 염
산을 사용하여 3-5°C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탈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탈염화 작업 후에는 각각의
시료를 정제수를 이용하여 3회 세척하고, CIENTZ-10N의 급속 냉동 기능을 사용하여 냉동한 후 건조시
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 튜브로부터 0.85-1.0mg의 콜라겐을 얻었으며, 이를 주석 캡슐에 담아서 동위원
소 질량 분석기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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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의 품질과 결과의 신뢰성은 C:N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DeNiro(1985)에 따르면 잘 남아있는
콜라겐의 경우 수치가 2.9-3.6사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료 1점의 C:N 지수는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결과를 제외하였다.
뼈 콜라겐의 δ13C과 δ15N 동위원소 지수를 통해 골격의 차이를 파악하여 일생에서 대략 마지막
2-30년 동안의 인간 또는 동물의 전형적인 식생활을 알 수 있다(Hedges et al 2007). δ13C과 δ15N 지수는
그 영양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각 단계마다 1-5‰ 증가한다(Ambrose and Norr 1993; van der Merwe and
Vogel 1978; O'Connell and Hedges 1999). 식물의 δ15N 신호는 거의 0에 가깝지만, 건조한 기후에서는 이 지
수가 5-10‰ 더 높게 나타난다(Chase et al. 2012; Liu et al. 2016; Shishlina et al. 2018). 밀, 귀리, 감자와 같은 C3
식물의 δ13C 지수는 기장, 옥수수, 사탕수수와 같은 C4 식물과 차이를 보인다. C3 식물의 δ13C 지수 평균
값은 –27.1±2.0‰인 반면, C4 식물의 δ13C 지수 평균값은 –13.1±1.2‰이다(O’Leary 1988). C3 식물은 카자흐
스탄의 모든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목초지에서는 동물들이 주로 C3 식물에 접근할 수 있다. 드물게 초
원 생태계에서 C4 식물이 확인되기도 한다(Winter 1981). 기장, 밀, 보리 등의 탄화 곡물은 카자흐스탄 남
동부의 유적들에서 발견되는데, 다시 말해 초기 청동기시대부터 이 지역에서 재배 식물의 이용이 이루
어졌다(Doumani et al. 2015; Frachetti et al. 2010). C3 식물이 자라는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동물의 유제품이
나 육류를 섭취하였던 사람은 C3 식물의 소비를 통하여 δ13C 신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C3 지
수와는 다른 높은 δ13C 동위원소 신호는 영양 성분 중에 기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도 있다. 민물 어류의 잦은 섭취는 동위원소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물 어류는 C3 식물과 거의 같은 δ
13C 신호를 갖지만 수상 생태계의 δ15N 수준은 육상 생태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생선은 먹이사슬에
다른 영양단계에서 더 높은 포식자의 위치를 차지한다(Ambrose 1993).
결과의 비교 분석 및 해석을 위하여 기존에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유적들에서 얻은 동위원소 자
료들이 사용되었다. 비교를 위하여 카라투마 고분군(모투자이체 마투제비추테 2016)의 사람 뼈 시료
에서 추출한 동위원소 신호 평균 지수와 해당 지역의 뿔 달린 큰 가축, 뿔 달린 작은 가축 및 말로부
터 얻은 동위원소 평균 지수(Motuzaite Matuzeviciute et al. 2015)를 이용하였다.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
FRUITS(Fernandes et al., 2014)는 식생활에서의 다양한 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결과 및 결론>
결론>
δ13C 동위원소 지수는 –18.5‰에서 –17.5‰, δ15N 동위원소 지수는 11‰에서 15.5‰ 사이의 값을 가진
다. 산점도(그림 19)는 카타르토베 사람의 δ15N 동위원소 자료가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뿔 달린 큰 가축,
뿔 달린 작은 가축의 비해 몇 퍼밀(‰) 더 높지만, 결국 δ13C 축에서는 같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가축의 육류와 유제품에서의 동위원소 신호가 계승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카타르
토베 시료의 δ13C 지수는 C4 식물에 더 가까우며, 이는 식생활에 기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제시한 카라투마 고분군 출토 사람 시료의 동위원소 평균 지수는 카타르토베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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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산점도에서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카라투마 고분군의 동위원소 평균 지수는 모투자이체 마투제비추테 2016(2016)가 발표한 연
구 결과에서 얻은 것이며, 동물의 평균 지수는 Motuzaite Matuzeviciute et al.(2015)와 Ananyevskaya et al.(미출판)에서 얻었다.

그림 20 FRUITS 컴퓨터 모델링으로 얻은 확률 분포도 3가지 요소-동물(herbiv), C3와 C4 식물(왼쪽), 2가지 요소-동물(herbiv), C4 식
물(오른쪽). “상자”는 68%의 확률 구간, “막대”는 95%의 확률 구간을 나타내고, “상자” 중간의 실선은 평균, 점선은 중앙값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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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묻힌 사람들의 식생활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라투마 고분군 사람들의 식생활에서는 기
장의 함량이 훨씬 높았다.
그림 19. 산점도에서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 중 카라투마 고분군의 동위원소 평균 지수는 모투자이
체 마투제비추테(2016)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얻은 것이며, 동물의 평균 지수는 Motuzaite Matuzeviciute
et al.(2015)와 Ananyevskaya et al.(미출판)에서 얻었다.
FRUITS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모델링은 두 차례 수행되었다(그림 20). 첫 번째의 경우 동물의
육류와 유제품, C3 식물과 C4 식물 등 3가지 식생활 구성 성분의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모델링 결과 육류
와 유제품이 약 50%의 확률로 일일 식단에 포함되었을 수 있고, C3 식물은 35%, C4 식물은 20%의 확률로
존재하였다. 두 번째의 경우 C3 식물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더욱 명확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식단에 고
기와 유제품이 약 80% 확률, C4 식물은 20%의 확률로 존재하였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동위원소 자료에 따르면 동물의 육류와 유제품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장이 소량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초기철기시대라는 맥락안
에서 기존에 발표된 다른 카자흐스탄 남동부의 동위원소 자료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Ananyevskaya et
al. 2018; Motuzaite Matuzeviciute et al. 2015; 모투자이체 마투제비추테 2016). 일반적으로 남부 카자흐스탄
초기철기시대 사람들의 식단에서는 기장의 존재가 동위원소 지수에서 두드러졌다. 분석된 시료는 축산
업에 종사하였고, 실제로는 C4 식물을 소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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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토기 분석
라힘자노바 S.Zh |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카타르토베 고분군 내 6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사발(24점), 접시(2점), 장경호(6점), 분형토기
(3점), 완(7점), 단경호(4점), 소형 병(1점), 컵(1점) 등 총 48점이다.
토기의 과학적 분석은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 카타르토베 고분군에서 출토된 48점의 다양
한 토기 중에서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A.A.보브린스키[1, 2, 9]와 그 제자[3-8]들에 의해서 고대 도예 연구에 대한 역사-문화적 접
근이라는 제목 아래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표는 토기 도예술의 연구를 통하여 당시 노동 기술의 재구성
및 문화적 전통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는 현미경과 실험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도예
의 연구에 있어서 기술적 흔적의 확인은 러시아과학원 고고학연구소(모스크바 소재) “토기의 역사” 연
구실 및 볼가 국립 인문사회과학원(사마라 소재) 토기 연구실의 물리적 모델링에 의해 제작된 표준 원
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기 속심에 대한 관찰은 현미경 MBS-1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카타르토베 고
분군의 토기 분석 결과는 준비, 성형, 소성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도예 과정에 맞추어 토기
제작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2012년, 카타르토베 3군 1호 고분>
고분>
1. 준비 단계. 1-4단계. 원료와 태토의 분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토기 5점을 선별하였다.
토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천연 점토(100%)를 사용하였다. 1호 고분 토기의 점토는 서로 다른 모래 함
량 즉, 니질(80%)-점토 1과 연질(20%)-점토 2로 구분할 수 있다. 소성된 토기에 대한 점토의 가소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연 모래에서의 혼합물 크기 및 농도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Е.В.볼
코바가 제안한 점토의 다양한 가소성에 대한 표준적 기준이 이용되었다(볼코바, 1996, p.33).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토에는 미세 모래(입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중간
모래(1.0㎜-1.5㎜), 석회암, 적철광,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불순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도예의 특징은 이 고분에 사용된 토기를 제작하
였던 도공들이 약 2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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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점토 1 + 모래 + 유기 용액

그림 22 점토 2 + 유기 용액

· 점토 1 + 운모 + 적철광-토기 4점(80%)
· 점토 2 + 모래(0.1-2㎜)+운모+적철광-토기 1점(20%)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물
질 혼합물은 다음이 이용되었다: 모래(0.5-1.5㎜) 1:3 농도, 불탄 뼈(0.1-0.2㎜) 미량이 사용되었고, 인위적
유기질의 성분으로 유기 용액, 습식 퇴비가 첨가되었다.
1호 고분의 토기를 제작하였던 도공들이 이용한 인위적 혼합물의 구성성분에 대한 모든 주어진 정
보를 요약해보면, 태토를 만드는 2개의 문화적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분된 태토의 2가지 방
법 중에서 더 널리 사용된 것은 “점토 1 + 모래(0.5-1.5㎜)+ 유기 용액”(80%)(그림 21)이며, 하나의 토기에는
“점토 2 + 유기 용액”(20%)(그림 22)이 이용되었다.
2. 성형 단계. 5-8단계. 1호 고분의 모든 토기들은 테쌓기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점토판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저부의 안쪽 부분에서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틀을 사용한 증거가 되는 털 자국의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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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토기에는 두드린 흔적이 남아 있다. 내·외부 표면은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손질하여 매끄럽게 하였다.
3. 소성 단계. 10-11단계. 시료에 나타나는 속심 및 표면의 색조에 따른 열처리(소성)가 확인되었다. 토
기편의 속심 및 표면의 색조는 5-8㎜ 두께의 연갈색 층으로 확인된다.

<2012년, 카타르토베 2군 2호 고분>
고분>
1. 준비 단계. 1-4단계. 원료와 태토의 분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토기 6점을 선별하였다.
2호 고분의 점토는 연질–점토 2(100%)의 성격을 가진다.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토에는 미세 모래(입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이하), 중
간 모래(1.0㎜-1.5㎜ 이하), 석회암, 적철광,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불순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도예의 특징은 이 고분에 사용된 토기를 제작하
였던 도공들이 약 2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점토 2 + 모래(0.1-0.8㎜) 1:4 + 운모 + 석회암-토기 4점(66.7%)
· 점토 2 + 모래(0.1-2㎜) 1:4 + 적철광-토기 2점(33.3%)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물
질 혼합물로서 불탄 뼈(0.1-0.2㎜) 미량이 사용되었다. 인위적 유기질의 성분으로 유기 용액, 습식 퇴비가
첨가되었다.
2. 성형 단계. 5-8단계. 2호 고분의 토기들은 테쌓기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점토판을 이용하여 성형
하였다. 4점의 토기를 분석할 때 저부의 안쪽 부분에서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틀을 사용한 증거가 되
는 털 자국의 전형적인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토기에는 두드린 흔적이 남아있다. 구연부는 동체부
가 어느정도 건조되었을 때 점토판-점토띠를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토기의 형태와 제작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13점의 완형 또는 도상 복원된 토기를 선별하였다.
1) 완(3점). 구연부는 곧으며, 구순은 약간 비스듬하다. 기고 4.5-6㎝, 구경 11.3-12.6㎝, 두께 6.5-6.8㎜
이다.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2) 사발(7점). 구연부가 외반하였고, 구순은 약간 비스듬하거나(3점), 타원형(4점)이다. 기고 5-5.83㎝,
구경 13-26㎝, 두께 6-9.5㎜이다.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3) 단경호(3점). 구연부가 외반하였고, 구순은 곧거나(2점), 약간 비스듬하다(1점). 기고 12-16㎝, 구경
7.7-8.5㎝, 동경 11.5-12㎝, 경부 높이 7㎝, 두께 5-9㎜이다. 동체는 구형이다.
토기 외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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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2점)
· 백색 점토를 칠하고 마연(2점)
· 백색 점토를 칠하고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정면(1점)
·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한 후, 광택(6점)
·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한 후, 구연을 따라서 수직방향으로 칼
로 깎음(단경호 3점)
내면은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함(6점)
3. 소성 단계. 10-11단계. 시료에 나타나는 속심 및 표면의 색조에 따른 소성이 구분되었다. 토기편의
속심 및 표면의 색조는 5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 한 층: 두께 5-8㎜의 연갈색(4점)
· 두 층: 위-두께 2㎜의 검은색, 아래-두께 3.5㎜의 연분홍색(1점)
· 두 층: 위-두께 2㎜의 모래색, 아래-두께 5㎜의 오렌지색(1점)
· 두 층: 위-두께 2.5㎜의 갈색, 아래- 두께 3.5㎜의 갈색(1점)
· 세 층: 위-두께 2㎜의 연갈색, 중간-두께 5㎜의 연회색, 아래-두께 1.5㎜의 연갈색(1점)

<2015년, 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고분>
1. 준비 단계. 1-4단계. 원료와 태토의 분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토기 6점을 선별하였다.
원료의 제작 기술 선정과 준비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1호 고분의 토기에는 3가지 유형의 모래 함량
을 가진 점토 즉, 니질-16.7%, 연질-33.3%, 조질-50%가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
(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
토에는 미세 모래(입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이하), 중간 모래(1.0㎜-1.5㎜ 이하), 석회암,
적철광,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불순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도예의 특징은 이 고분에 사용된 토기를 제작하
였던 도공들이 약 3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점토 1 + 운모-토기 1점(16.7%)
· 점토 2 + 모래(0.5-1.1㎜) 1:4 + 운모 + 적철광-토기 2점(33.3%)
· 점토 3 + 모래(0.5-2.5㎜) 1:3 + 운모 + 적철광-토기 3점(50%)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물
질 혼합물로서 모래(0.5-1.9㎜) 1:5, 불탄 뼈(0.1-0.2㎜) 미량이 사용되었고, 인위적 유기질 성분으로 유기 용
액, 습식 퇴비가 첨가되었다.
2호 고분의 토기를 제작하였던 도공들이 이용한 인위적 혼합물의 구성성분에 대한 모든 주어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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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을 요약해보면, 태토를 만드는 2개의 문화적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1호 고분의 세 가지 태토는 “점토 1 + 불탄 뼈 + 퇴비”(50%)(그림 23), “점토 2 + 퇴비”(33.3%)(그림 24),
“점토 3 + 불탄 뼈 + 퇴비”(16.7%)(그림 25)이다.

그림 23 점
 토1+
불탄 뼈
+ 퇴비

그림 24 점토 2 + 퇴비

그림 25 점
 토 3 + 불탄 뼈 +
퇴비

2. 성형 단계. 5-8단계. 1호 고분의 모든 토기들은 테쌓기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점토판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그림 26-28). 토기의 저부는 양가죽을 덮은 틀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점
토판-점토띠를 이용하여 저부의 표면이 약간 건조되었을 때 부착되었다.
1) 장경호(2점). 구연이 외반하였으며, 구순은 타원형이다. 기고 20-20.3㎝, 구경 7.9-8㎝, 저경 12.5㎝,
경부 높이 8㎝, 두께 6㎜이다.

그림 26 두 개의 점토 띠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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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점토 띠 부착

그림 28 동체부와 저부의 접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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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의 외면에는 백색 점토를 칠하였으며,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대각방향으로 매
끄럽게 정면하였고, 경부는 수직방향으로 칼을 이용하여 손질하였다.
장경호의 내면에도 백색 점토를 칠하였으며,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3. 소성 단계. 10-11단계. 내구성 및 방습성의 강화는 열처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성은 시료에 나타
나는 속심의 색과 표면에 따라 구분되었다. 토기편의 속심 및 표면의 색조는 3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 한 층: 두께 5-8㎜의 연갈색(50%)
· 세 층: 위-두께 2.5㎜의 연갈색, 중간-두께 3㎜의 회색, 아래-두께 2㎜의 연갈색(33.3%)
· 세 층: 위-두께 2㎜의 연갈색, 중간-두께 2㎜ 오렌지색, 아래-두께 2㎜ 연갈색(16.7%)

<2016년, 카타르토베 2군 8호 고분>
고분>
1. 준비 단계. 1-4단계. 원료와 태토의 분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토기 17점을 선별하였다. 원료의 제작
기술 선정과 준비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8호 고분의 토기에는 3가지 유형의 모래 함량을 가진 점토 즉,
니질-23.5%, 연질-64.7%, 조질-11.8%가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토에는 미세
모래(소립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이하), 중간 모래(1.0㎜-1.5㎜ 이하), 굵은 모래(2.0-2.5
㎜), 적철광, 석회암,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혼합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도예의 특징은 이 고분에 사용된 토기를 제작하
였던 도공들이 약 6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점토 1 + 운모 + 적철광-토기 1점(5.9%)
· 점토 1 + 운도 + 석회암-토기 1점(5.9%)
· 점토 2 + 모래(0.2-1.2㎜) 1:5 + 운모-토기 9점(52.9%)
· 점토 2 + 모래(0.2-1.1㎜) 1:4 + 적철광-토기 2점(11.8%)
· 점토 3 + 모래(0.2-1.1㎜) + 둥근 적철광 + 운모-토기 3점(17.6%)
· 점토 3 + 회색 모래(0.2-1.1㎜) + 적철광-토기 1점(5.9%)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
물질 혼합물로서 모래(0.5-1.5㎜) 1:4가 사용되었고, 인위적 유기질의 성분으로 습식 퇴비, 유기 용액이 첨
가되었다.
8호 고분의 3가지 태토는 “점토 1 + 모래(0.5-1.5㎜) 1:4 + 유기 용액”(11.8%)(그림 29), “점토 2 + 유기 용
액”(64.7%)(그림 30), “점토 3 + 유기 용액”(23.5%)(그림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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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점토 1 + 모래 + 유기 용액

그림 30 점토 2 + 유기 용액

그림 31

점토 3 + 유기 용액

2. 성형 단계. 5-8단계. 8호 고분의 토기들은 테쌓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바닥 부분을 먼저 제작한
후에 저부는 틀을 이용하여 점토띠를 붙여서 제작되었고, 나머지 부분 역시 점토띠를 이용하여 저부의
표면이 약간 건조되었을 때 부착되었다. 토기 성형 재료로는 짧은 점토띠가 사용되었다.
토기의 형태와 제작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18기의 완형 또는 도상 복원된 토기를 선별하였다.
1) 완(3점). 구연은 내만(1점) 또는 외반(2점)하며, 구순은 깎이거나(1점), 타원형이다(2점). 기고 6.18.3㎝, 구경 12.4㎝, 두께 4.2-8㎜이다.
2) 사발(12점). 구연은 곧거나(11점), 외반(1점)한다. 구순은 타원형이다. 기고 5.5-10㎝, 구경 12.5-17.4
㎝, 두께 5-6.5㎜이다.
3) 단경호(1점).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 타원형이다.
4) 컵(1점). 구연은 곧고, 구순 타원형이다. 기고 8.5㎝, 구경 5.8㎝, 두께 5㎜이다.
5) 파수 달린 장경호(1점). 구연은 외반하며, 구순 단면 타원형이다. 기고 16.7㎝, 구경 8.3㎝, 저경 9㎝,
동최대경 11㎝, 두께 6㎜이다. 부착된 파수는 원형이며 너비가 넓다.
토기의 표면을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외면: 토기 외면을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 양가죽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4점)
· 마연(11점)
· 양가죽을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한 후, 마연(3점)
- 내면
· 수평-대각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9점)
· 마연(3점)
316

카자흐스탄_책.indb 316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32:30

3. 소성 단계. 10-11단계. 내구성 및 방습성의 강화는 열처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토기편의 속심 및 표
면의 색조는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한 층: 두께 4.5-8㎜의 연갈색(66.6%)(완 3점, 컵 1점)
· 두 층: 위-두께 4㎜의 연갈색, 아래-두께 2㎜의 모래색(6.7%)
· 두 층: 위-두께 4㎜의 오렌지색, 아래-두께 2.5㎜의 연갈색(13.3%)
· 세 층: 위-두께 1.5㎜의 연갈색, 중간-두께 3.5㎜의 모래색, 아래-두께 0.5㎜의 검정색(6.7%)
· 세 층: 위-두께 2㎜의 연갈색, 중간-두께 2.5㎜의 갈색, 아래-두께 0.5㎜의 연회색(6.7%)

<2016년, 카타르토베 4군 10호 고분>
고분>
2016년도에 10호 고분에서는 완형 및 부분적으로 복원된 7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1. 준비 단계. 1-4단계. 원료와 태토의 분석을 위하여 서로 다른 토기 7점을 선별하였다.
원료의 제작 기술 선정과 준비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10호 고분의 토기에는 2가지 유형의 모래 함
량을 가진 점토 즉, 정질-28.6%, 조질-71.4%가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토에는
미세 모래(소립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이하), 중간 모래(1.0㎜-1.5㎜), 적철광, 석회암, 운
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혼합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도예의 특징은 이 고분에 사용된 토기를 제작하
였던 도공들이 약 2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점토 2 + 모래(0.2-0.9㎜) 1:4 + 운모 + 적철광-토기 2점(28.6%)
· 점토 3 + 모래(0.2-0.9㎜) 1:3 + 운모 + 석회암-토기 5점(71.4%)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물
질 혼합물로서 석회용 뼛가루 미량이 사용되었다. 인위적 유기질 성분으로 습식 퇴비와 유기 용액이 첨
가되었다.

그림 32 점토 2 + 불탄 뼈 +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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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고분의 2가지 태토는 “점토 2 + 불탄 뼈 + 퇴비”(28.6%), “점토 3 + 유기 용액”(71.4%)(그림 32-33)이다.
2. 성형 단계. 5-8단계. 제작: 테쌓기 방식, 제작 재료-짧은 점토띠, 서로 연결하여 부착. 양가죽을 덮은
편평한 틀을 이용하여 성형하였고, 두드려 완성하였다.
1) 완(1점).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은 타원형이다. 기고 6.2㎝, 구경 9.1㎝, 동경 11.2㎝, 두께 5㎜이다.
2) 사발(2점). 구연은 곧거나(1점), 외반(1점)하며, 구순은 장방형이다(2점). 기고 9㎝, 동최대경 26.3
㎝, 두께 7-10㎜이다.
3) 장경호(1점). 구연은 곧고, 구순은 약간 날카롭다. 동체는 구형이다. 기고 13.1㎝, 구경 5.8㎝, 동경
10.3㎝, 두께 4.5㎜.
4) 분형 토기(3점). 구연은 곧고, 구순은 타원형이다(3점). 기고 12.6-13.6㎝, 구경 7.6-10.3㎝, 동경 11.812.5㎝, 두께 5-6.5㎜이다.
5) 파수 2점이 확인되었다.
토기의 표면을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내·외면: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매끄럽게 정면, 박자(拍子)로 두드림, 마연, 백색
점토 칠(4점)
- 외면
· 광택 마연(1점).
· 부드러운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대각방향으로 내면을 매끄럽게 정면(1점)
· 단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대각방향으로 내면을 매끄럽게 정면(1점)
3. 소성 단계. 10-11단계. 열처리(소성)는 시료에 나타나는 속심의 색과 표면에 따라 구분되었다. 토기
편의 속심 및 표면의 색조는 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한 층: 두께 6-8.5㎜의 연갈색(3점)
· 한 층: 두께 4.5㎜의 갈색(1점)
· 두 층: 위-두께 2㎜의 연분홍색, 아래-두께 3㎜의 연갈색(1점)
· 두 층: 위-두께 2㎜의 검정색, 아래-두께 5.5㎜의 진갈색(1점)
· 두 층: 위-두께 7.5㎜의 연모래색, 아래-두께 1.5㎜의 오렌지색(1점)
- 문양
1) 완
문양 요소-압날문, 문양 형태-물방울
· 단순 양식
- 문양-1은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2열)
- 압날문 요소와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의 단순 문양
-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
- 무문대
· 이중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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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1(2열)과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 및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의 이중 양식
-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과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 및 압날문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의 이중
양식
-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과 무문대 이중 양식
- 무문대와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이 있는 이중 양식
· 삼중 양식
-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2열),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과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 압날문 무늬(지
그재그)의 복합 문양이 있는 삼중 양식
- 압날문 요소의 단순 문양과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과 무문대
가 있는 삼중 양식
-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 무문대와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이 있는 삼중
양식
- 무문대, 압날문 무늬(지그재그)의 복합 문양과 무문대가 있는 삼중 양식
2) 발형 토기
문양 요소-압날물, 문양 직경-1.8㎜
· 단순 양식
- 문양-1은 수직과 수평의 압날문 요소(2열)과 장식화되지 않는 부분의 단순 문양
- 압날문 요소(수평선)(문양-1)의 단순 문양
· 이중 양식
- 수직과 수평의 압날문 요소(2열)(문양-1)와 장식화되지 않은 부분, 압날문 요소(수평선)의 단순 문
양(문양-1)의 이중 양식
- 압날문 요소(수평선)의 단순 문양(문양-1) 및 무문대의 이중 양식
· 삼중 양식
- 수직과 수평의 압날문 요소(2열)의 단순 문양(문양-1)과 장식화 되지 않은 부분, 압날문 요소(수평
선의) 단순 문양(문양-1)과 무문대의 삼중 양식

<2017년, 카타르토베 4군 14호 고분>
고분>
1. 준비 단계. 1-4단계. 2017년도에 14호 고분에서는 완형 및 부분적으로 복원된 10점의 토기가 출토
되었다.
원료의 제작 기술 선정과 준비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14호 고분의 토기에는 2가지 유형의 모래 함
량을 가진 점토 즉, 니질-20%, 연질-80%가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점토는 중간 정도의 철 함량(100%) 및
천연 광물질 혼합물을 서로 다른 함량으로 포함하는 특징을 가진다. 천연 광물질 혼합물 중 점토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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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점
 토 2 + 불탄 뼈 +
유기 용액

그림 35

점토 1 + 불탄 뼈 + 모래 + 유기 용액

세 모래(소립자 크기 0.5㎜ 이하), 작은 모래(0.5㎜-0.9㎜ 이하), 중간 모래(1.0㎜-2㎜ 이하), 적철광, 석회암,
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소성 정도와 천연 혼합물의 조성을 통해 확인된 토기 요업의 특징은 해당 고분을 위한 토기를 제
작하였던 도공들이 약 4곳의 원재료 채취 “장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 점토 1 + 소량의 모래-토기 2점(20%)
· 점토 2 + 모래(0.4-1.1㎜) 1:4 + 운모 + 적철광-토기 2점(20%)
· 점토 2 +모래(0.1-0.7㎜) 1:3 + 석회암-토기 2점(20%)
· 점토 2 + 모래(0.1-1.8㎜) 1:4-토기 4점(40%)
태토의 구성에 있어서는 인위적으로 혼입된 유기질 및 광물질 혼합물들이 확인되었다. 인위적 광물
질 혼합물로서 미세 모래(0.2-2.2㎜) 1:5, 불탄 뼈 미량이 사용되었다. 인위적 유기질의 성분으로 습식 퇴비
와 유기 용액이 첨가되었다.
14호 고분의 토기를 제작하였던 도공들이 이용한 인위적 혼합물의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들을 요약
해보면, 태토를 만드는 2개의 문화적 전통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작 방법 중 많은 부분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원료와 결합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통은 최대 4가지로 증가한다.
3가지 태토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점토 2 + 불탄 뼈 + 퇴비”(60%)이며, 그 외에 “점토 2 + 불탄 뼈
+ 유기 용액”(20%)(그림 34), “점토 1 + 불탄 뼈 + 모래(0.2-2.2㎜) 1: 5 + 유기 용액(20%)(그림 35)이다.
2. 성형 단계. 5-8단계. 결합: 바닥 부분을 먼저 제작한 후에 점토띠를 쌓아 올리면서 제작하였다. 제
작 재료는 짧은 점토띠가 사용되었다. 결합은 편평한 틀을 이용하였고, 두드리거나 부분적으로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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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토기 4점).
14호 고분에서는 장경호(3점), 접시(2점), 사발(3점) 등 8점의 토기가 복원되었다.
1) 장경호(3점). 구연은 곧거나(1점), 외반(2점)하며, 구순 타원형이다(3점). 기고 18-20.5㎝, 구경 6.58.3㎝, 동경 8.5-13.3㎝, 경부 높이 5.4-7.7㎝, 두께 6㎜이다.
2) 접시(2점). 구연은 곧고, 구순 타원형이다. 기고 4-4.6㎝, 구경 17-18.1㎝, 두께 7㎜이다.
3) 사발(3점). 구경은 곧거나(1점), 외반(1점)하며, 구순 장방형이다. 기고 6.3-7.5㎝, 구경 16.5-22.7㎝, 두
께 8-10㎜이다.
토기의 표면을 손질하는 방법은 양가죽 또는 양털을 이용하여 내·외면을 수평-대각방향으로 매끄
럽게 정면하고, 양면에 백색 점토를 칠하고 마연을 하였다(8점).
3. 소성 단계. 10-11단계. 소성은 시료에 나타나는 속심의 색과 표면에 따라 구분되었다. 토기편의 속
심 및 표면의 색조는 6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 한 층: 두께 6-7㎜의 연갈색(4점)
· 한 층: 두께 4.5㎜의 검정색(1점)
· 두 층: 위-두께 1.5㎜의 갈색, 아래-두께 4㎜의 연갈색(1점)
· 두 층: 위-두께 1㎜의 갈색, 아래-두께 4.5㎜의 연분홍색(1점)
· 두 층: 위-두께 6㎜의 연갈색, 아래-두께 1㎜의 검정색(1점)
· 세 층: 위-두께 1.5㎜의 연갈색, 중간-두께 1.5㎜의 연회색, 아래-두께 1.5㎜의 연갈색(1점)

<토기 제작 기술의 비교 분석>
분석>
다음에서는 서로 다른 고분에서의 토기 제작 기술에 대한 데이터의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여
기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념이 고려되었다. 이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은 토기 제작 방법에 관
한 숙련된 기술과 관련이 있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의 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볼 때 모든 유구에서 확인되는 토기에 대한 도공들
의 관념은 충분히 동일하다. 모든 경우에 철분이 함유된 천연 점토가 원료로 사용되었다. 분석된 토기에
따르면, 분석된 모든 유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것은 운모와 미세 모래의 자연 함량을 가진 원료
를 선택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들 유구의 토기를 제작한 도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잠정적 원료 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료
산지에서는 점토 2 + 모래(0.1-1.8㎜) 1:4 + 운모, 점토 3 + 회색 모래(0.2-1.1㎜) + 운모. 원료의 다양성을 이해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산출한 잠정적인 장소 즉, 이는 원료 산지에서 근접한 곳에 위치한 까닭
에 동일한 질적 조성을 가지는 점토 무더기였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된 토기들을 제작한
도공들은 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한 점토 원료를 사용하였다. 가장 적은 수의 공통 원료 산지는 2012년에
제4장 _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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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1호 고분에 존재한다. 해당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기본적으로 모래 함량이 적은 니질 점토
(점토 1 + 운모 + 적철광)로 제작되었다.
태토 준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카타르토베 유적의 토기를 만든 도공들 사이의 높은 친연성을 보여
준다. 카타르토베 유적 출토 토기에서 가장 일반적인 토기 제조법은 “점토 + 불탄 뼈 + 퇴비”와 “점토 + 유
기용액” 방법이었으며, 나머지는 덜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점토 1 + 모래(0.5-1.5㎜) + 유기 용액”이
기본 제작법으로 사용되었던 2012년에 조사한 1호 고분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토기의 제작 단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도공들의 작업 방법이 확인되었다. 토기 속심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었던 토기 제작의 단계는 먼저 바닥 부분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든 경우에 점토띠가
토기 제작의 구성요소로서 이용되었다. 몇몇 토기에서는 저부의 안쪽 부분에서 털 자국의 전형적인 흔
적이 확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분석된 모든 토기에서는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틀을 사용한 접합
흔이 존재하고, 일련의 경우에 정면흔 즉, 두드린 흔적이 확인되었다. 구연은 점토대-점토띠를 이용하여
동체부가 일정 정도 건조된 이후에 부착되었다.
토기 표면에는 백색 점토를 칠하였으며, 매끄럽게 정면하고 마연을 하여 처리하였다. 장경호의 경부
에는 칼을 이용하여 점토 잔존물을 제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정면처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는 양가죽 조
각, 도공의 손가락, 조약돌 및 칼 등이 이용되었다.
견고화 단계에서는 제품의 내구성 및 방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열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방
형 노 또는 노천 소성으로 진행되었다. 속심의 특징을 통해 볼 때 대부분 토기는 산화 환경의 조건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소성되었으며, 일부 토기는 650-700℃ 이상의 온도에 잠깐 노출되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카타르토베 유적의 토기 제작 공정과 기술을 분석한 결과, 해당 유적에서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상
당히 동질적이고 공통의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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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머리뼈 자료에 따른
사카 사회 인물의 외형적 복원

포즈냐코프 D.V. |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카타르토베
카타르토베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남성 온머리뼈의 복원>
복원>
사카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의 복원을 위하여 가장 잘 보존된 4그룹 10호 고분 출토 온머리뼈를 선
택하여 조사하였다. 온머리뼈는 매장주체부 내에서 머리뼈의 위치와 관련된 뼈 조직의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없이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었다(그림 36).

그림 36 4군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출토 남성 온머리뼈

온머리뼈頭蓋骨는 크지 않고, 둥글며, 머리지수 상 매우 높은 아치형태인 짧은머리형이다. 안면부가
우세하다. 이마뼈前頭骨는 이마뼈융기가 선명하면서 넓고, 매우 비스듬하며, 눈확윗부분眼窩上部의 윤곽
이 매우 뚜렷하다. 미간眉間의 발달 정도는 4점이다. 이마뼈비늘前頭鱗은 적당하게 볼록하고, 뒤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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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하다. 마루뼈頭頂骨 선이 돌출되었다. 시상봉합矢狀縫合의 돌출이 매우 뚜렷하다. 깨물근咬筋이 위치
하는 곳은 약간 발달하였다. 마루뼈융기頭頂隆起는 평균 이상으로 돌출되었기 때문에, 뒤통수뼈後頭骨는
지붕 형태이다. 이마뼈의 코융기는 평균적인 높이이며, 너비는 넓고, 사다리꼴 형태이다. 코-이마 각도가
뚜렷하다. 이마뼈의 광대돌기觀骨突起는 윤곽이 잘 남아있다. 관자우묵側頭窩의 바닥은 뚜렷하다. 관자뼈
비늘側頭鱗의 방향은 수직에 더 가깝다. 관자뼈꼭지돌기側頭骨乳樣突起는 크고, 윤곽이 뚜렷하게 잘 남아서
돌출되었다. 바깥귀길外耳道은 작다. 관자뼈꼭지의 윤곽은 뚜렷하다. 눈확眼窩은 넓고 낮으며, 사각형 형태
이다. 눈확위모서리眼窩上緣와 눈확아래모서리眼窩下緣는 무디며, 닫힌 유형이다. 눈확결절은 적당하게 돌
출되었다. 눈확결절과 더 멀리 떨어진 눈확점 사이의 선은 아래쪽으로 비스듬한 형태이다. 코뼈鼻骨는 평
균적인 길이며, 좁고, 콧등의 옆모습은 울퉁불퉁하다. 코뼈에는 2/3 지점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휘어
진 흔적이 확인된다. 코뼈구멍鼻骨孔은 너비가 좁은 배의 형태이다. 아래코선반下鼻甲介는 구멍의 뾰족한
옆면 모서리가 서로 맞닿아 아래쪽으로 바로 연결된 형태이다. 앞코가시前鼻棘는 평균적으로 돌출되었
으며(2점),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 광대뼈顴骨는 바깥면이 돌출되었고, 다소 묵직하다. 광대활觀骨弓은 적
당히 돌출되었다. 송곳니오목犬齒窩은 평균적인 깊이이다. 수평면으로 볼 때 얼굴은 위쪽과 아래쪽이 편
평하고, 위턱上顎骨의 이틀돌기齒槽突起는 매우 높으며, 수직이다. 이빨의 열은 위쪽 앞니가 아래쪽 앞니를
덮지 않고 이빨끝이 서로 맞닿아 있으며, 이의 색깔은 누르스름하다. 이빨의 위, 아래 열은 균일하다.
얼굴의 정면에서 볼 때 턱끝결절頣結節은 넓으며, 다소 정사각형의 형태이다. 턱끝결절의 옆모습은
평균적으로 돌출되었다. 아래턱뼈가지下
顎枝의

방향은 비스듬하고, 아래턱下顎骨

의 턱뼈각은 적당하다. 아래턱의 아래턱
끝모서리는 평균적으로 돌출되었다.
이빨齒牙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매우
좋다. 충치의 흔적이 없고, 사기질은 조밀
하고 고르다. 다만 특별한 무는 습관으로
인하여 이빨머리齒冠는 전체의 약 1/3-1/2
이 닳았다. 모든 이빨뿌리齒根는 1/3이 노
출되어 있으며, 치석이 쌓인 흔적들이 확
인된다. 이 외에도 이빨확 齒槽의 가장자
리에는 고르지않은 형태의 다공성 뼈 조
직의 흔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증상은 치주 염증의 초기 단계에 해
당할 가능성이 있다.
봉합의 발달 정도와 치아의 상태로
판단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Maturus 즉,
35-45살 정도로 볼 수 있다.
해당 피장자의 코뼈에는 잘 치료된

그림 37

가운능선 옆모습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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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외상으로 인하여 코뼈의 아래쪽 1/3이 안쪽으로 이동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코
뼈 자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였다.
이 외상 이외에 무기에 의한 부상이 잘 치료된 흔적도 확인되는데, 이는 왼쪽 턱끝융기에 국한된다.
크지 않은 짧은 머리형, 매우 돌출된 윗눈확부를 가진 높고 넓은 뇌머리뼈神經頭蓋, 적당히 높고 넓으
면서 코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선이 수직에 가까운 평균적인 얼굴 옆모습 형태 및 잘 형성된 다소 좁은 코
는 코카서스 인종의 특성이 우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사카시기 카자흐스탄
산기슭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온머리뼈 측량 장치를 이용하여 온머리뼈의 정면과 옆모습 윤곽을 측정하였다. 측정을 통하여 윤
곽을 나타내는 그래픽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온머리뼈는 받침대에 장착되어 프랑크푸르트 수평면
을 기준으로 고정한 뒤, 목빗근胸鎖乳突筋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양쪽 아래턱 모서리부의 뼈 돌출 정
도, 이마뼈와 마루뼈에 깨물근이 부착되는 정도, 광대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깨물근(m.masseter,
m.temporalis)을 재현한 후 눈알眼球를 부착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이마뼈, 마루뼈 및 뒤통수뼈의 비늘, 코
뼈의 옆모습, 위턱과 아래턱뼈의 형태를 고려하여 가운능선矢狀稜 옆모습을 재현하였다(그림 37).
소상용 재료 능선은 온머리뼈의 오른쪽 절반에 겹쳐지는데, 그 두께는 작업 교수법에 정의된 값에
해당된다(게라시모프 1949, 1955; 레베딘스카야 1998; 니키틴 2009).
그 후 눈확의 형태, 눈확모서리의 특징 및 눈확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오른쪽 눈의 눈꺼풀을 복원하
였다. 또한 코의 왼쪽 절반은 배 모양의 코뼈구멍의 형태와 크기, 코뼈구멍모서리의 특징, 아래코선반의
수준, 코뼈의 형태와 방향, 뒤코가시後鼻棘의 형태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코 옆모습의 경우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코뼈 1/3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본래의 형태대로 복원하였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복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 옆모습은 코뼈 끝부분의 본래 위치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입술의 오른쪽 절반은 이빨확돌기와 이빨의 크기와 방향, 이빨활의 크기와 형태 및 씹는 습관적 특
성 등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턱의 오른쪽 절반은 턱끝결절의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복원하였다(그림 38).
얼굴의 왼쪽 절반도 같은 방식으로 복원하였다. 이 경우에 뇌의 구조와 온머리뼈 얼굴부의 비대칭
성을 고려하였으며, 왼쪽 절반의 얼굴을 세부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얼굴 오른쪽 절반의 복원된 부분
과 비교하였다(그림 39).
이 후 연령을 고려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그림 40). 헤어 스타일, 콧수염, 수염에 관한 정확한 자료
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원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소상용 점토 모형에서 틀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을 녹여 주조 방식으로 인물상을 제작하였다(그림
41). 플라스틱 주조틀을 제거하고 청동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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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오른쪽 절반 얼굴 복원

그림 39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얼굴 전체 복원

그림 40 복원 인물상

그림 41

최종 인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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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카타르토베 2군 1-1호 고분(카타콤)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여성 온머리뼈의 도상 복원>
복원>
아래턱뼈를 포함하는 여성의 온머리뼈가 뼈 조직의 파괴나 손상없이 잘 남아 있었다. 뼈의 색상은
밝은 갈색이었다(그림 42).
온머리뼈는 크고, 둥글며, 머리지수 상 높은 아치형태인 짧은머리형이다. 안면부가 우세하다. 이마
뼈는 매우 좁고, 직선적이면서 돌출되었으며, 이마뼈융기가 선명하고, 윗눈확부의 윤곽이 비교적 뚜렷하
다. 미간의 발달 정도는 2점이다. 마루뼈 선이 돌출되었다. 시상봉합은 약하게 남아 있다. 깨물근이 위치
하는 곳은 약간 발달하였다. 마루뼈융기는 평균 이상으로 돌출되었다. 이마뼈의 코융기는 평균적인 높
이이고 넓으며, 사다리꼴 형태이다. 코-이마 각도가 평균적이다. 이마뼈 광대돌기의 윤곽이 남아 있다. 관
자우묵의 바닥은 뚜렷하다. 관자뼈비늘의 방향은 약간 경사졌다. 관자뼈꼭지돌기는 평균적인 크기이고,
아래쪽으로 향해있으며, 뚜렷하게 돌출되었다. 바깥귀길은 작다. 관자뼈꼭지의 윤곽이 뚜렷하다. 눈확은
넓고 낮으며, 사각형 형태이고, 눈확 지수에 따라 넓은 눈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눈확위모서리와 눈확
아래모서리는 무디며, 닫힌 유형이다. 눈확결절은 적당하게 돌출되었다. 눈확결절과 더 멀리 떨어진 눈확
점 사이의 선은 아래쪽으로 비스듬한 형태이다. 코뼈는 평균적인 길이와 너비이며, 콧등의 옆모습은 울
퉁불퉁하다. 코뼈구멍은 평균적인 너비의 배 형태이다. 아래코모서리는 구멍의 뾰족한 옆면 모서리가
서로 맞닿아 아래쪽으로 바로 연결된 형태이다. 앞코가시는 평균적으로 돌출되었으며(2점), 아래쪽으로
향해있다. 광대뼈는 바깥면이 돌출되었고, 다소 묵직하다. 광대활은 적당히 돌출되었다. 송곳니오목은
평균적인 깊이이다. 수평면으로 볼 때 얼굴은 위쪽과 아래쪽이 편평하고, 위턱의 이틀돌기는 충분히 높
으며, 적당하게 돌출되었다. 이빨의 열은 위쪽 앞니가 아래쪽 앞니와 1/3만큼 겹치는 형태이며, 이의 색깔
은 누르스름하다. 이빨의 위, 아래 열은 균일하다.

그림 42 2군 1-1호 고분(카타콤) 출토 여성 온머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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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정면에서 볼 때 턱끝결절은 평균적인 너비이며, 옆모습 역시 평균적으로 돌출되었다. 아래턱
턱뼈가지의 방향은 비스듬하고, 턱뼈각은 크지 않다. 아래턱의 아래턱끝모서리 약간 돌출되었다.
이빨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매우 좋다. 남아있는 이빨 중에는 충치나 파손의 흔적이 없다. 사기질은
조밀하고 고르다. 이빨머리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치석이 쌓인 흔적도 없다.
봉합의 발달 정도와 치아의 상태로 판단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Adultus 즉, 25-35살 정도로 볼 수 있다.
해당 피장자의 성별을 고려해볼 때, 10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의 남성 온머리뼈와 매우 유사한 형태
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2기의 온머리뼈는 동일한 형태학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 도상 복원, 옆모습과 앞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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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학의 옆모습 및 앞모습 규정에 의거하고 러시아 학자들이 발전시킨(레베딘스카야 1998, 니키
틴 2009) M.M.게라시모프(1949, 1945)의 복원 방법론을 이용하여 외형 복원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연조직의 값을 해당 지점에서 연장한 다음 서로를 연결하였다. 코 외형이 재현되었고, 안구의 위치와 그
돌출 정도가 확인되었다. 눈확의 구조를 통하여 눈의 크기와 눈꺼풀 형태를 결정하였으며, 광대 외형이
복원되었다. 아래턱 턱뼈가지의 방향에 유의하였고, 관자뼈꼭지돌기의 구조와 관자뼈꼭지의 돌출 정도
를 고려하여 귀바퀴를 표현하였다.
그런 다음 온머리뼈의 돌출 정도와 다른 요소들의 구조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얼굴의 도상 복원이
진행되었다(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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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자료의 C14 분석 결과
표 12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자료에 대한 C14 분석 결과표
연대측정결과
번호

출토 유구

내용

종류

시료명

페이지
cal BC 95.4%(2σ)

1

2

3

2군 1호

2군 1호

2군 1호

북 Tr. 목개 상부

북Tr. 목개 상부
소토층

목곽 북쪽
적석부 하부

목탄

CWd150404

BC 370 - BC 160(95.4%)

BC 360 - BC 290(44.7%)
BC 240 - BC 190(23.5%)

333
①

CWd150405

BC 400 - BC 350(49.3%)
BC 310 - BC 200(46.1%)

BC 400 - BC 350(44.2%)
BC 290 - BC 230(24.0%)

333
②

Beta-423157

BC 350 - BC 295
BC 230 - BC 220
BC 210 - BC 105

BC 340 – BC 325
BC 205 – BC 170

333
③

CWd150406

BC 380 - BC 200(95.4%)

BC 370 – BC 350(6.6%)
BC 310 – BC 200(61.6%)

333
④

BETA-423158

BC 380 - BC 200(95.4%)

BC 360 – BC 345
BC 320 – BC 205

334
①

목탄

목탄

4

2군 1호

매장주체부
동-서 1층

목탄

CWd150407

BC 350 - BC 300(10.5%)
BC 210 - BC 50(84.9%)

BC 210 – BC 100(68.2%)

334
②

5

2군 1호

매장주체부
동-서 3층

목탄

CWd150408

BC 400 - BC 340(31.3%)
BC 330 - BC 200(64.1%)

BC 390 – BC 350(24.5%)
BC 290 – BC 230(43.7%)

334
③

CWd170217

BC 360 - BC 150(92.9%)
BC 140 - BC 110(2.5%)

BC 360 – BC 290(40.2%)
BC 230 – BC 170(28.0%)

334
④

BC 366-BC 192(95.4%)

BC 357 – BC 285(47%)
BC 235 – BC 204(21.2%)

335
①

CWd170218

BC 400 - BC 340(31.3%)
BC 330 - BC 200(64.1%)

BC 390 – BC 350(24.5%)
BC 290 – BC 230(43.7%)

335
②

CWd170219

BC 380 - BC 190(95.4%)

BC 360 – BC 340(7.3%)
BC 320 – BC 270(27.9%)
BC 260 – BC 200(33.0%)

335
③

BC 371-BC 199(95.4%)

BC 260 – BC 206(33%)
BC 320 – BC 275(27.9%)
BC 359 – BC 347(7.3%)

335
④

6

2군 8호

1호 매장주체부
북쪽 고분 조성면

목탄
Beta-463698

7

8

2군 8호

2군 8호

1호 매장주체부
목개 상면

1호 매장주체부
동벽 바닥

목탄

목탄

Beta-4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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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결과
번호

출토 유구

내용

종류

시료명

페이지
cal BC 95.4%(2σ)

9

10

11

12

2군 8호

2군 8호

4군 10호

4군 10호

3호 매장주체부
동벽 바닥

1호 매장주체부
목개

1호 매장주체부
목곽
북동 모서리
무덤조성면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목탄

cal BC 68.2%(1σ)

CWd170220

BC 390 - BC 200(95.4%)

BC 370 – BC 350(10.1%)
BC 300 – BC 210(58.1%)

336
①

CWd170221

BC 390 - BC 200(95.4%)

BC 370 – BC 350(10.1%)
BC 300 – BC 210(58.1%)

336
②

Beta-463700

BC 768-BC 476(92.4%)
BC 445-BC 431(1.8%)
BC 464-BC 453(1.2%)

BC 753 – BC 682(27.1%)
BC 669 – BC 612(20.8%)
BC 593 – BC 538(20.3%)

336
③

CWd170222

BC 370 - BC 190(95.4%)

BC 360 – BC 280(47.0%)
BC 240 – BC 200(21.2%)

336
④

Beta-463701

BC 309 - BC 209(55.7%)
BC 397 - BC 350(39.7%)

BC 285 – BC 235(36.2%)
BC 390 – BC 357(32%)

337
①

CWd170223

BC 400 - BC 340(31.3%)
BC 330 - BC 200(64.1%)

BC 390 – BC 350(24.5%)
BC 290 – BC 230(43.7%)

337
②

Beta-463702

BC 788-537(95.4%)

BC 644 – BC 552(46.4%)
BC 767 – BC 744(11.1%)
BC 687 – BC 665(10.8%)

337
③

목재

목탄

목재

13

4군 14호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남서 모서리

목재

CWd180293

BC 390 - BC 190(95.4%)

BC 370 – BC 340(6.8%)
BC 320 – BC 200(61.4%)

337
④

14

4군 14호

1호 매장주체부
목개 남동 모서리

목재

CWd180294

BC 410-BC 340(55.8%)
BC 320-BC 200(39.6%)

BC 410 – BC 350(51.3%)
BC 290 – BC 230(16.9%)

338
①

15

투주성

시굴 트렌치
구지표면

목탄

CWd180295

BC 390-BC 180(95.4%)

BC 360 – BC 340(7.9%)
BC 330 – BC 200(60.3%)

338
②

16

투주성

목주열

목재

CWd180296

BC 370-BC 90(95.4%)

BC 360 – BC 290(30.7%)
BC 240 – BC 160(33.7%)
BC 140 – BC 110(3.8%)

338
③

17

투주성

목주열

목재

CWd180297

BC 370-BC 170(95.4%)

BC 360 – BC 280(46.3%)
BC 240 – BC 190(21.9%)

338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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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국립박
물관 문화유산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실크로드의 요충지,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고분문화’라는 단어는 카자흐스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사전적
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을 뜻한다. 즉, 문화는 인간집단이
목적성을 갖고 해온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분문화는 단어 그대로 고분을 축조한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을 통해 당시 고분을 조영한 집단의 물질적·정신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쿠르간(Kurgan)’이라 불리는 적석계무덤은 카자흐스탄을 넘어 유라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
를 만들었던 집단은 기원전8세기-기원전2세기에 존재하였던 ‘사카(Saka)’라는 이란계 유목민족을 중심
으로 한다. 고대 문헌에는 이들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는 ‘스키타
이’, 아케메네스왕조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 다리우스 1세의 비문에는 ‘사카’, 중국의 한서에서는
‘사이(塞)’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활동영역은 고고학 자료로 볼 때, 동으로는 흑해 연안
의 동유럽부터 서로는 중국의 신강성까지 이른다. 과거 세계 각지에서 주도적 문화를 이끌었던 강대국
들에게 위협적인 상대로 기록된 만큼, 이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며 동시에 문화 교류의 주역이기
도 하였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기록하려 하지 않았으나 타인에 의해 기록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작업은 세
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돌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무덤을 자신들의 이동경로에 무
리지어 남겼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강력한 철을 바탕으로 한 무기, 인류 최초로 말을 탈 수 있게 한 마
구, 정교하고 화려한 동물장식 등을 부장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권력이 집중된 국가를 형성하지도 않고 본거지 없이 수 세기 동안 여러 장소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세계 강대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빠른 기동력과 강한 무기도 뒷받침되었겠지만,
여러 문화에 대한 흡수성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사카문화권에서 축적된 인골 mtDNA
분석결과와 이번 발굴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보아도 유럽계 인종(코카소이드)
요소 외에도 아시아계(몽골로이드) 요소가 많이 나타나 다양한 민족이 결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
의 금속공예에 묘사된 유럽계 인종의 형태와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이렇듯 세계 문명교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유목민들의 문화를 국가 간 공동연
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소개하여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고고학적으로 사
카인들의 고분 축조 방법을 밝히고, 그들의 매장의례와 내세에 대한 관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얻었고 이를 양 국가에 소개하였다. 또한 출토 인골, 동물뼈, 유물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을 통해 당시 인류의 형질학적 특성과 식생활 등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앞
으로도 한-카 양국은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영역을 확장하며 세계문명교류사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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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과 카자흐스탄공화국 문화체육부
국립박물관 문화유산연구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실크로드의 요충지 제티수지역의 고분
문화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조사는 크게 제티수지역 일대의 고분유적 분포현황조사와 발굴조사연구로 진행되었다. 분포현황조
사에서는 제티수지역 케겐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카자흐스탄의 초기 사카시기(B.C.7~6C), 사카-오손시기
(B.C.5~2C), 흉노시기(B.C.2C~A.D.5C)에 걸친 108개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알마티주 남동쪽에 위치한 사카-오손시기 카타르토베 고분군 중 9기를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사카시기의 무덤에서는 하나의 봉분 아래 다수의 매장주체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축조 방법과 층
위관계를 검토한 결과 추가장이 아닌 동시 매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봉분 확장과정과 붕괴 방지를 위한
토목공학적 요소를 착안한 점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부장품과 동물뼈 및 불에 탄 목곽 덮개 등은 매장당
시의 의례행위를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이번 공동연구에서 진행한 고고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에서는 고대
중앙아시아 유목문화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먼저 카타르토베 고분군 출토 목탄시료 분석은 동일 시료를 두 곳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대측정 결과 시료의 중심연대는 분석기관이 모두
B.C.5~2C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출토 인골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분석 결과, 당시 피장자들의 신장은 남성의 경우 대략
170~180cm, 여성의 경우 170c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대인들과 비슷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출토된 두개골들을 통해 피장자는 유럽계 코카소이드 인종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
카인의 얼굴 외형복원도 시도하였다.
아울러 인골에서 추출한 콜라겐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여 피장자들의 영양공급원을
파악하여 당시의 식생활을 복원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고대 사카인들은 주로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식
단으로 생활하고 밀, 귀리, 기장, 옥수수 등과 같은 소량의 식물성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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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조사 중 확인된 동물유체 분석은 뼈에서 확인되는 풍화 흔적, 식물뿌리 흔적, 도구흔, 가열흔,
다른 동물이 갉아먹은 흔적 등과 같은 물리적 흔적, 동물뼈 출토위치, 개체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동물의
사인死因과 용도를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당시 가축화된 개, 말, 양, 소 등을 “제물 복합체”로 사용하였고,
그 중 양과 말은 “장례음식”으로도 쓰인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물로 사용된 개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빈혈을 갖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토기 분석분야에서는 6기의 고분에서 토기 중 일부를 선별하여 태토성분과 제작기법, 소성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유목민들은 태토 준비에 있어 서로 다른 장소의 흙을 채취하여 혼합하고,
불탄 뼈, 습식퇴비, 유기용액 등을 첨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형단계에서는 틀을 사용하여 점토띠를
접합한 흔적과 양가죽이나 양털로 표면을 정면한 점이 관찰되었다. 소성은 모두 노천에서 700 이하의 온
도에서 산화소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유목문화에 대한 많은 토기 자료가 축적되어 토기 유형
분류 등을 통한 집단의 상정, 그들의 활동영역을 유추해 보는 연구도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세계 문명교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유목민들의 문화에 대해 국가 간 공
동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소개하고, 관련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교
류가 지속되어 양국의 문화사 복원은 물론 세계 문명교류사 복원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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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is a result of the joint research project between the Archaeological Studies Division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ROK and th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the National
Museum of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rom 2015 to 2018, which inquired into the
tomb culture of Zhetysu area, a key location of the Silk Road.
The research mainly consisted of distribution studies of the tombs in Zhetysu area and excavation explorations.
The distribution studies include research results of 108 sites dating from the early Saka Period (7–6C. B.C.), SakaWusun Period (5–2C. B.C.) to the Xiongnu Period (2C B.C.-5C A.D.) located along the Kegen valley at Zhetysu area.
9 Saka-Wusun tombs in the Ancient Tombs of Katartobe located in the Southeast of Almaty were excavated.
Multiple main burials were discovered underneath the mound of a Saka Period tomb, which turned out to be
simultaneous burials and not additional burials, according to the analyses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 and the layer
relations. Also an aspect that they took notice on civil engineering elements for the extension of the mound and to
prevent collapse, was confirmed. Burial goods, animal bones, burnt covers of the wooden coffins, etc. help analogize
the ritual activities of the time of the burial.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chaeology and natural sciences, conducted within this joint research project
provided various data required for restoration of the nomadic culture of the Ancient Central Asia.
First, the charcoal samples from the Ancient Tombs of Katartobe were commissioned to 2 different agencies for
higher reliability of Radiocarbon dating results. Both of the agencies dated the samples’ central period to 5–2 C B.C..
As for the physical anthropological analyses of the unearthed human bones, the heights of the buried men
turned out to measure between 170–180㎝, and the heights of the buried women above 170㎝, which would indicate
similar physical conditions as that of contemporary people. The buried could be analogized as of the Caucasoid race
through the unearthed skulls, and restoration of Saka-faces was attempted based 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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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table isotope analyses on the collagen extracted from the human bones tracked the source of nutriment
and provided active information on the dietary life of the time. It was confirmed, that the Ancient Sakas mainly
consumed meat and dairy, and small quantities of vegetable foods such as wheat, oats, millet, corn, etc..
As for the animal bones found during the tomb explorations, they were analyzed for cause of death and
function based on weathered traces, plant root traces, physical traces (tool traces, heat traces, nibble traces from other
animals), etc., location and integrity of the entity. As a result, it became clear that domesticated animals such as dogs,
horses, sheep, cows, etc. were used as a “sacrifice complex”, while sheep and horses were also used as funeral food.
Interestingly, all dogs used for the sacrifice suffered from anemia from an unspecified disease.
Some of 48 potteries discovered from 6 tombs were selected for research of their body compositions, production
techniques and firing methods. The nomads of that time were confirmed to have gathered clay from different
locations and mixed them together with burnt bones, wet manure, organic solvents, etc.. In the shaping stage, traces of
mould used to join clay bands, and traces of leather or wool used to refine the surface were observed. All of them were
confirmed to have been oxidatively fired in the open at under 700 . It is hoped that more data on nomadic culture
pottery would accumulate in the future, so that the distinction of the communities, and the analogy of their activity
areas through type classification, etc. of those potteries would be made possible.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nomadic culture, that had an important role within the history of
communication of world civilization,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and the views of the related fields of research have
expanded. It is hoped that such research exchanges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not only the cultural
history of both countries, but the history of communication of world 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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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1군 2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001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5 구경 26 기벽 두께 0.9㎝

0

20

40mm

2호 매장주체부
002 귀걸이 금제, 땜질 환 직경 1.2 전체 길이 2.6㎝

0

5

10mm

003 단추형 장신구 청동제, 땜질 직경 4.1 높이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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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화살촉 철제, 주조 크기 1.8×0.9㎝

0

5

10mm

005 철제편 철제 크기 2.5×0.9㎝

0

5

10mm

006 화살촉 골제, 마연, 천공 크기 ① 4.9×1.4 ② 3.3×1.6×0.9 ③ 3.2×1.4×0.9㎝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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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맷돌 석제, 마연, 천공 윗부분 직경 30㎝ 천공 직경 4㎝ 두께 2.6㎝ 아랫부분 직경 29㎝ 천공 직경 3㎝ 두께 2.6㎝

0

40

80mm

008 완 수제 토기 기고 5.7㎝ 구경 12.6㎝ 기벽 0.65㎝

0

20

40mm

009 완 수제 토기 기고 4.5㎝ 구경 11.3㎝ 기벽 두께 0.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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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완 수제 토기 기고 6㎝, 구경 12.2㎝ 기벽 두께 0.68㎝

0

20

40mm

011 사발 수제 토기 기고 5.8㎝ 구경 13㎝ 기벽 두께 0.7㎝

0

20

40mm

0

20

40mm

012 사발 수제 토기 기고 5.9㎝ 구경 14.8㎝ 기벽 두께 0.7㎝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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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사발 수제 토기 기고 8.3㎝ 구경 15㎝ 기벽 두께 0.6㎝

0

20

40mm

014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3㎝ 구경 17.2㎝ 기벽 두께 0.95㎝

0

20

40mm

015 사발 수제 토기 기고 7.5㎝ 구경 14.5㎝ 기벽 두께 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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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6㎝ 동체경 12㎝ 구경 7.9㎝ 기벽 두께 0.5㎝

0

20

40mm

017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3.5㎝ 동체경 11.5㎝ 구경 8.5㎝ 기벽 두께 0.5㎝

0

20

40mm

018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19.3㎝ 동체경 13.6㎝ 구경 8㎝ 기벽 두께 0.7㎝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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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2㎝ 동체경 11.5㎝ 구경 12.2㎝ 기벽 두께 0.9㎝

0

20

40mm

020 사발 수제 토기 기고 7.9㎝ 구경 17.5㎝ 기벽 두께 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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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2군 1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021 귀걸이 금제, 땜 나선 직경 0.95×1㎝ 연결금구 직경 0.1㎝ 유환 직경 0.4㎝ 유환 연결금구 직경 0.07㎝ 드리개 길이 1.23㎝
첫째 공구체 직경 0.3㎝ 둘째 공구체 직경 0.37㎝

0

5

10mm

022 구슬(금구체) 금제, 땜직경 7.6–7.8㎜ 높이 5.9-7㎜ 천공 직경 2.9㎜

0

5

10mm

023 구슬(금구체) 금제, 금박 직경 9.4㎜ 높이 6.5-9㎜ 천공 직경 4.7-7.5㎜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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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귀걸이(드리개) 금제, 금박 첫째편 길이 0.81㎝ 둘째편 길이 1.41㎝ 천공 길이 0.43㎝ 천공 직경 0.43㎝ 첫째 드리개 길이 0.81㎝
둘째 드리개 길이 1.41㎝ 공구체 길이 0.43㎝ 공구체 직경 0.25㎝ 연결금구 두께 0.04㎝

0

2.5

5mm

025 의복 장식 금제, 금박 크기 ①0.55×0.56×0.68㎝ ②0.55×0.50×0.65㎝ 천공 직경 0.07㎝ 금박 두께 0.01㎝

0

①

2.5

5mm

②

026 봉 금제, 금박 부분 길이 첫째 5.12㎝ 둘째 2,15㎝ 직경 2.3㎜ 무게 1.6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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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팔찌 청동제, 주조 크기 7.5×6.7㎝

0

10

20mm

028 구슬 파스타, 주조 길이 1.4㎝ 높이 1.9㎝ 천공 직경 4.5㎜

0

029-1

10mm

구슬 유리제 파스타 직경 0.53-0.98㎝ 높이 1.2-1.31㎝ 천공 직경 0.21-0.24㎝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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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2

구슬 유리제 파스타 직경 0.9-0.98㎝ 높이 0.63-0.65㎝ 천공 직경 0.29-0.38㎝

0

029-3

5

구슬 대리석제, 마연, 광택, 천공 직경 0.43-0.56㎝ 길이 0.11-1.15㎝ 천공 직경 0.22-0.24㎝

0

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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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mm

구슬 흑옥제, 마연, 광택, 조각(깎음), 천공 직경 0.64-0.82㎝ 높이 0.31-5.2㎝ 천공 직경 0.29-0.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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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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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구슬 흑옥제, 마연, 광택, 천공 직경 0.53-0.68㎝ 높이 0.17-0.56㎝ 천공 직경 0.17-0.32㎝

0

10

20mm

031 구슬 흑옥제, 마연, 광택, 조각(깎음), 천공 직경 0.55-0.7㎝ 높이 0.35-0.48㎝ 천공 직경 0.15-0.3㎝

0

10

20mm

0

2.5

5mm

032 구슬 유리제 직경 0.95㎝ 높이 1.15㎝ 천공 직경 0.3㎝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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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못 철제 길이 5.92㎝ 너비 0.66-076㎝ 못 끝부분 크기 0.3×0.33㎝ 무게 9.3g

0

10

20mm

034 못 철제 길이 6.45㎝ 너비 0.6-0.8㎝ 못 끝부분 크기0.5×0.53㎝ 무게 10.3g

0

10

20mm

035 못 철제 길이 4.28㎝ 너비 0.7-0.82㎝ 못 끝부분 크기 0.66×0.68㎝ 무게 5.7g

0

10

20mm

036 못 철제 길이 5.2㎝ 너비 0.8-0.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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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띠 장식 청동 길이 0.77㎝ 너비 0.47㎝ 두께 0.09㎝ 연결구 너비 0.19㎝,

20mm

10

0

038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20㎝ 동체경 12.5㎝ 구경 8㎝ 기벽 두께 0.5㎝

20

0

40mm

039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20.3㎝ 동체경 12.5㎝ 구경 7.9㎝ 기벽 두께 0.6㎝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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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토기편 수제 토기

동쪽 추가 매장주체부
041 철제편 철제 길이 4㎝ 고리 직경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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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파수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16.7㎝ 동체경 11㎝ 구경 8.3㎝ 기벽 두께 0.6㎝

0

20

40mm

카타르토베 2군 8호 고분
1호 매장주체부
044 못 철제

0

10mm

5

045 못 철제 길이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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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컵 수제 토기 기고 9㎝ 동체경 7.45㎝ 구경 5.9㎝ 기벽 두께 0.45㎝

0

10

20mm

047 사발 수제 토기 기고 7㎝ 동체경 13㎝ 구경 12.4㎝ 기벽 두께 0.55㎝

0 10 20mm

048 토기편 수제 토기

362

카자흐스탄_책.indb 362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33:58

2호 매장주체부
049 의복 장식 금제, 금박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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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거울 청동제, 주조 길이 19.7㎝ 손잡이부 길이 6.6㎝ 거울부 크기 13.2×12.9㎝

0

20 40mm

0

10 20mm

051 거울 청동제, 주조 길이 6.9㎝ 손잡이부 길이 1.6㎝ 거울부 크기 7.4×5.2㎝

052 철제편 철제 10.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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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철제편 철제

054 철제편 철제

0

10

0

20mm

055 철제편 철제 크기 3.1×1.7㎝

5

10mm

056 철제편 철제 크기 3.3×2.1㎝

0

10

20mm

0

10

20mm

057 못 철제 길이 5.3㎝

0

20mm

10

058 철제편 철제 크기 15.1×1.7×1.1㎝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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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7㎝ 구경 17.3㎝ 기벽 두께 0.57㎝

0

20

40mm

0

20

40mm

0

20

40mm

060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1㎝ 구경 16.4㎝ 기벽 두께 0.55㎝

061 사발 수제 토기 기고 5.5㎝ 구경 17㎝ 기벽 두께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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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5.3㎝ 동체경 15㎝ 구경 7㎝ 기벽 두께 0.5㎝

0

20

40mm

0

20

40mm

0

20

40mm

063 사발 수제 토기 기고 7.5㎝ 구경 17.4㎝ 기벽 두께 0.65㎝

064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7.5㎝ 구경 17.4㎝ 기벽 두께 0.65㎝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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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토기편 수제 토기

3호 매장주체부
066 못 철제 길이 3.6㎝

0

5

0

5

10mm

067 못 철제 길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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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철제편 철제 크기 1.4×1.2㎝

0

10mm

5

069 철제편 철제

0

10

20mm

070 철제편 철제 크기 6.7×1.5㎝

0

10

20mm

10

20mm

071 화살촉 골제, 마연, 천공 크기 ①4.8×1.4㎝ ②4.2×1.6㎝

①

②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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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3군 10호 고분

072 토기편 수제 토기 기벽 두께 0.5㎝

073 토기편 수제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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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_책.indb 370

카자흐스탄 제티수지역의 고분문화

2020-01-03 오후 6:34:36

카타르토베 4군 10호 고분

074 의복 장식 금제, 금박 직경 1㎝

0

2.5

0

5

5mm

075 의복 장식 금제, 금박 크기 1.4×1.2㎝

10mm

076 의복 장식 금제, 금박 크기 1.8×1㎝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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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mm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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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의복 장식 금제, 금박 크기 1.5×0.7㎝

0

5

10mm

0

20

40mm

078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13.1㎝ 동체경 10.5㎝ 구경 10.1㎝ 기벽 두께 0.45㎝

079 파수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2.5㎝ 동체경 12.5㎝ 구경 8.5㎝ 기벽 두께 0.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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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사발 수제 토기 기고 9㎝ 구경 26.3㎝ 기벽 두께 1㎝

0

40

80mm

081 파수 단경호 수제 토기 기고 13.5㎝ 동체경 11.8㎝ 구경 10.3㎝ 기벽 두께 0.5㎝

0

20

40mm

082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2㎝ 동체경 11.2㎝ 구경 10.3㎝ 기벽 두께 0.5㎝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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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토베 4군 14호 고분

084 금박편 금제 크기 2.4×0.7㎝

085 금박편 금제 크기 2.1×2.4㎝

0

5

10mm

0

5

10mm

086 금박편 금제 직경 0.6㎝

0

2.5

5mm

087 구슬 파스타 크기 1.1×0.8×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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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못 철제 길이 4.4㎝ 직경 0.9㎝

089 못 철제 길이 4.4㎝ 직경 0.5㎝

0

5

10mm

090 못 철제 길이 5㎝ 직경 0.6㎝

5

10mm

092 못 철제 길이 4.1㎝ 직경 0.8㎝

0

10

0

10

20mm

093 못 철제 길이 6.9㎝ 직경 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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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

5

091 못 철제 길이 5.5㎝ 직경 0.8㎝

0

출토 유물

0

5

10mm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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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접시 수제 토기 기고 4.6㎝ 구경 18.1㎝ 기벽 두께 0.7㎝

0

20

40mm

095 사발 수제 토기 기고 7.5㎝ 구경 20.3㎝ 기벽 두께 1㎝

0

20 40mm

096 접시 수제 토기 기고 4㎝ 구경 17㎝ 기벽 두께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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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6㎝ 직경 16.5㎝ 기벽 두께 0.8㎝

0

20

0

20

40mm

098 사발 수제 토기 기고 6.3㎝ 직경 22.7㎝ 기벽 두께 0.9㎝

40mm

099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20.5㎝ 동체경 13.3㎝ 구경 8.3㎝ 기벽 두께 0.6㎝

0

출토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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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장경호 수제 토기 기고 18㎝ 동체경 12.8㎝ 구경 8.5㎝ 기벽 두께 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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