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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중탐사(水中探査) 및 발굴(發掘)의 특성(特性) 

수중탐사(水中探査)는 최근(最近) 고고학계(考古學界)의 새로운 역(領域)의 한 부분

(部分)으로 부각(浮刻)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수중탐사(水中探査)의 초창기(初創期)라 

할 수 있는 1950年代 다이버(Diver)들이 여지껏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고기물(古器物)들을 수중(水中)에서 발견(發見)하기에 이르 기 때문이다.

실제(實際)로 수중탐사(水中探査)의 주(主)된 역(領域)은 지질학(地質學)이나 지정

학적(地政學的)인 면(面)에서의 해안연구(海岸硏究)(Coastal research)를 비롯하여 고대

항구(古代港口)와 정박지(碇泊地)에 대(對)한 연구(硏究), 호수(湖水)와 강(江)에서의 탐

사(探査), 더 나아가서는 고대난파선(古代難破船)의 연구(硏究) 등(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수중발굴(水中發掘)도 육상(陸上)에서의 발굴(發掘)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水

準)의 기록(記錄) 및 도면작성(圖面作成)(圖版1 참조(參照))을 요구(要求)하고 있으나 탐

색(探索)과 사진촬 (寫眞撮影) 및 조사과정(調査過程)은 육상발굴(陸上發掘)과 달리 제

한(制限)된 시간내(時間內)에 신속(迅速)히 하여야 할 특성(特性)을 지니고 있다. 즉(卽) 

조사자(調査者)가 잠수병(潛水病)(Caisson desease : bends)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

여는 조사자(調査者)(Diver)의 수중(水中)체류시간이 제한(制限)되어 있으므로 육상발굴

시(陸上發掘時)의 계획(計劃)이나 기록(記錄) 및 도면작성 방법(圖面作成 方法)을 병행

(倂行)하여 제반임무(諸般任務)를 수행(遂行)하여야만 하는데 특(特)히 수중(水中)사진

이나 특수(特殊)한 장비(裝備)를 이용(利用)하여야만 좋은 성과(成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중탐사(水中探査)는 발굴대상물(發掘對象物)을 사전(事前)에 정확(正確)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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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確認)하여야 한다. 인력(人力)을 이용(利用)한 작업(作業)은 비경제적(非經濟的)일 뿐 

아니라 많은 시간(時間)이 소요(所要)되므로 과학적(科學的)인 Sonar나 기타(其他) 다른 

과학장비(科學裝備)를 이용(利用)하여야 할 것이다.

[圖版 1] 야시야다 발굴시(發掘時) Frederick H. Doorn. inck, JR에 의하여 작성(作成)된 

圖面

Ⅱ. 발굴대상(發掘對象)으로서의 난파선(難破船)

수중탐사(水中探査)의 역(領域) 중(中) 고대난파선(古代難破船)에 대(對)한 연구(硏

究)의 범위(範圍)는 그 선박(船舶)의 구조(構造)와 장비(裝備)뿐만 아니라 그 배에 실려

진 선적물(船積物)까지를 포함(包含)한다. 난파선(難破船)의 선원(船員), 승객(乘客)의 

소지품(所持品)과 함께 선적물(船積物) 및 장비(裝備) 등(等)은 귀중(貴重)한 고고학자

료(考古學資料)가 되는 것이며, 고대교역사 연구(古代交易史 硏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난파선(難破船)에 대(對)한 연구(硏究)는 최초(最初)의 발견(發見)으로부터 시

작(始作)되는데 고문헌(古文獻)의 조사(調査)를 통(通)하여 침몰(沈沒)된 선박(船舶)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境遇)도 있다. 또한 발굴(發掘)에 앞서 그 난파선(難破船)의 형

태(形態)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程度)로 부숴졌나, 혹은 퇴적물(堆積物)등에 의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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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保存)되었는지를 빨리 파악(把握)하여야 한다. 선체(船體)가 비록 부숴져 형태(形

態)를 파악(把握)하기 힘들고 선적물(船積物)이나 장비(裝備)가 흩어져 있더라도 선적물

(船積物), 닻(정(碇)), 선원(船員)의 소지품(所持品) 등의 위치(位置)와 장비형태(裝備形

態)를 주의깊게 탐색(探索), 발굴(發掘)하면 훌륭한 고고학적 자료(考古學的 資料)를 얻

을 수 있다. 

난파선(難破船)의 여러 해역(海域)에서 발견(發見)된다. 즉 모래해안 근처(海岸 近處), 

산호초 주위(珊瑚礁 周圍), 암초 주변(暗礁 周邊), 깊은바다 등에서 발견(發見)되는데  

모래해안 근처(海岸 近處)에서의 발견(發見)은 모래사장에 흘러온 동전(銅錢)이나 기타 

흔적물로 추적(追跡)할 수 있다. 또한 Peter Throckmorton은 Italy의 San Pietro di 

Bavagna에서 로마시대(時代)의 대리석 교역연구(交易硏究)에 중요한 난파선(難破船)을 

발견(發見)하 으나, 그 선박(船舶)의 크기와 적재방법(積載方法)은 알 수 없었다. 그리

고 산호초(珊瑚礁) 주위에서 발견(發見)되는 난파선(難破船)은 화물(貨物)과 기타(其他) 

유물(遺物)들이 거의 흩어지게 되며 무거운 금속제품총(金屬製品銃), 동전(銅錢), 장비

(裝備), 포신(砲身), 포환(砲丸) 등이 단서(端緖)가 되어 발견(發見)된다. Ceylon Great 

Basses 등대(燈臺) 근처의 산호초(珊瑚礁)에서 진주조개잡이 잠수부(潛水夫)에 의(依)

하여 발견(發見)되고 A.C. Clark와 Peter Throckmorton의 지원(支援)으로 1962年부터 

1963年에 걸쳐 발굴 인양(發掘 引揚)된 난파선(難破船)은 전장(全長) 120 feet로 추정

(推定)되었고 333파운드의 국제 청동대포(英國製 靑銅大砲), 8내지 10 feet에 달하는 

21개의 포(砲)들, 두 개의 작은 회전포(回轉砲), 목재권총(木材拳銃)케이스 등을 발굴(發

掘)하 다. 또한 300파운드에 달하는 은화(銀貨)를 발견(發見)하 는데, 이는 매우 양호

(良好)한 상태(狀態)로 보존(保存)되어 있었으며, Surat rupees 고 연대(年代)는 

1701年내지 1702年으로 추정(推定)된 것이었다. 

난파선(難破船)의 발견(發見)은 우연(偶然)히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해안작업 중(海岸

作業 中)에서도 발견(發見)될 수 있는데 닻, 포신(砲身)이나 총(銃), 도자기류 파편(破

片)등의 발견(發見)은 난파선(難破船)의 존재(存在)를 알려 주는 단서(端緖)가 되기도 

한다. 즉 Peter Throckmorton이 터어키 해안(海岸)에서 최초(最初)로 행(行)한 탐사(探

査)는 그 좋은 예(例)이다.

난파선(難破船)이 발견(發見)되면 Ian Morison의 방법(方法)(후술(後述)한다)이나 기

타 방법(方法)에 의(依)하여 최초(最初)의 조사(調査)가 이루질 수도 있으며 중요(重要)

한 사항(事項)은 사진이나 도면(圖面)등을 이용(利用)하여 기록(記錄)으로 남겨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발굴(全體 發掘)(Total Excavation)을 할 난파선(難破船)의 결정(決定)은 

그 대상(對象)을 사전(事前)에 조사(調査)된 흔적(痕跡), 침몰(沈沒)된 이후(以後)의 원

형훼손정도(原形毁損程度) 등에 기준(基準)을 둬야하며 수중발굴(水中發掘)에는 많은 인

원(人員), 경비(經費), 장비(裝備) 및 시간(時間)이 소요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點)을 

고려(考慮)하여 결정(決定)하여야 한다.

(1) 모래나 뻘-퇴적물(堆積物)의 조건(條件) 이는 보존상태(保存狀態)를 파악(把握)하

는데 중요(重要)한 자료(資料)가 된다.

(2) 난파선 연대(難破船 年代)의 고고학적 가치성 여부(考古學的 價値性 與否)와 현재

(現在)까지 똑같은 형태(形態)의 발굴(發掘)이 행(行)하여 졌는지의 여부(與否)

(3) 발굴 작업(發掘 作業)에 있어서의 편의도(便宜度)와 그 위치(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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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자금(後援資金)과 발굴(發掘)팀의 구성(構成) 가능성(可能性)

또한 F.Dumas는묻혀있는 난파선(難破船)의 파악(把握)을 위하여 올바르고도 정확(正

確)한 위치(位置)를 팜으로써 발견품(發見品)들의 복원(復元)에 기준(基準)이 되어야 하

며 발굴(發掘)에 앞서 다음 사항(事項)들을 파악(把握)하여야 된다고 주장(主張)하 다. 

(Method of Defining a Wreak before excavation )

(1) 식별가능(識別可能)한 난파선(難破船) 더미의 축(方向)-주로 높은 부분(部

分)(crest)

  (2) 흩어진 화물(貨物)의 묻혀있는 범위(範圍)

(3) 침몰후(沈沒後) 해저(海底)에서 부숴지기 전 배의 기울기나 용골(龍骨)과 직각(直

角)을 이루는 측면의 방향(方向)(배가 뒤집어진 상태이거나 기울기를 정확(正確)히 파악

(把握) 못할 경우(境遇)에는 용골(龍骨)의 방향(方向)이나 이와 직각(直角)을 이루는 면

(面)을 다른 방법(方法)에 의(依)하여 기준(基準)을 정(定)하여야 한다. 이 사항(事項)은 

발굴전(發掘前)에 알 수 없더라도 발굴후(發掘後) 복원전(復元前)까지는 알아야만 한

다.)

위 사항(事項)들을 알기 위하여는 Core Sampler (圖版 2 참조(參照))를 사용(使用)

하여 윤곽(輪廓)을 확인(確認)한 뒤에 발굴지역 주위(發掘地域 周圍)를 Air Life로써 홈

을 판다.(이러한 발굴전(發掘前)의 파악방법(把握方法)은 현재 Magnetometer, Metal 

detector (圖版 3 참조(參照)) 탐침-Probe for the Core Sampler(圖版 4 참조(參照)) 

등을 이용(利用)하여 Core Sampler와 사용시(使用時)의 유물파괴(遺物破壞)에 대한 우

려를 줄이기도 한다.

이와같은 방식(方式)으로 발굴전(發掘前)의 조사(調査)를 한 예(例)는 Michael L. 

Katzev氏가 이끄는 펜실바니아대학(大學) 조사단(調査團)이 키프러스 해안(海岸)의 B.C 

4세기(世紀)경의 Amphora 난파선(難破船) 작업(作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안해저고대선박(新安海底古代船舶)의 경우(境遇)는 조사착수전(調査着手前)에 이러한 

방법(方法)을 사용(使用)하지 못하고 조사(調査)가 수행중(遂行中)인 1978年에 Side 

Scan Sonar를 사용(使用)하여 선박(船舶)의 윤곽(輪廓)을 확인(確認)하 을 뿐이다(기

록지 참조(記錄誌 參照)).

[圖版 2] Coring을 하여 선체(船體)의 윤곽(輪廓)을 파악(把握)한 도면(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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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 탐침 조사(調査)(Probe survey)

 

[圖版 4] 금속탐지기(金屬探知機)(Metal detector survey)

 

Ⅲ. 해외침몰선(海外沈沒船)(體) 인양(引揚)에 관(關)한 자료(資料)

 1. 수중 발굴 약사(水中 發掘 略史)

최초로 수중 고고학(水中 考古學) 및 발굴(發掘)에 관심(關心)을 보인 것은 1775年 

국(英國)의 골동품 수집가(蒐集家)들이 로마 근처(近處)의 Tiber강(江)에서 유물(遺物)

을 발굴(發掘)토록 후원(後援)한 사실(事實)일 것이다. 이곳에서 그리이스의 잠수부(潛

水夫)들이 diving bell 을 사용(使用)하여 3年間 작업(作業)하 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하 다. 그 이유(理由)는 수세기에 걸쳐 퇴적(堆積)된 강바닥의 뻘을 제거(除去)할만

한 기술(技術)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以後)로 수중발굴(水中發掘)에 대한 관심(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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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은 식어져 미미한 상태(狀態) 으며 18세기초(初) 이탈리아의 Livorno 근처(近處)에

서 Homer와 Sophocles 청동상(靑銅像)을 인양(引揚)하 고 몇 년 뒤에 그리이스의 

Corinth만(灣)에서 Zeus of Livadhostro 의 청동상(靑銅像)이 그물에 걸려 인양(引

揚)되었다. 1832年 Tuscany 해안(海岸)의 Piombino 근처(近處)에서 현재(現在) 불란서

(佛蘭西)의 루우브르 박물관(博物館)에 보존(保存)되어 있는 Apollo의 청동상(靑銅像)을 

인양(引揚)하 다. 그러나 그 당시(當時)만 하더라도 관심 부족(不足)으로 인하여 우연

(偶然)히 인양(引揚)된 많은 유물(遺物)들이 녹혀지거나 부숴져서 고철(古鐵)로 팔리곤 

하 다.

20세기 초(初)에 이르러 그리이스와 터어키의 어부(漁夫)와 Sponge Diver들에 의하

여 난파선(難破船)의 흔적(痕迹)이 발견(發見)되면서부터 다시 관심(關心)을 모으기 시

작(始作)하 으며 1900年 부활절(復活節)을 앞두고 우연(偶然)히 바다의 값진 유산(遺

産)을 발견(發見)하게 되었다. Crete 북서(北西)쪽에 있는 Andikithira섬 절벽 해안(海

岸) 옆에서 Elias Stadiatis라는 sponge diver가 이 낯선 곳에서 sponge의 분도를 조사

(調査)하고 채취하기 위하여 잠수(潛水)하 다가 수심(水深) 180 feet에서 우연히 유물

(遺物)을 발견(發見)하고 청동상(靑銅像) 팔 부분(部分)을 들고 올라왔으며 그 후(後) 

master diver인 선장(船長) Demitrios Kondes가 직접(直接) 잠수(潛水)하여 확인(確認)

한 뒤에 아테네 당국(當局)에 보고(報告)하 다. 그리이스 정부(政府)는 고고학자(考古

學者)와 해군 함정을 지원(支援)하여 Kondes의 잠수부(潛水夫)들이 9개월간(個月間) 탐

사(探査) 발굴(發掘)토록 하 으나 잠수부(潛水夫)들의 교육수준(敎育水準) 때문에 정확

(正確)한 고고학적 발굴(考古學的 發掘)은 되지못하 다.

그렇지만 B.C 1세기경(頃)에 침몰(沈沒)한 로마 선박(船舶)으로 추정(推定)되는 이 발

굴(發掘)은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획기적(劃期的)인 전환점(轉換點)이 되었다. 그 

당시(當時)의 발굴품(發掘品)들은 아테네의 National Archaeological Museum에 보존

(保存) 전시(展示)되어 있다.  발굴품중(發掘品中)에는 B.C 4세기 경(頃)의 작품(作品)

으로 추정(推定)되는 청동제 신상(靑銅製 神像)과 운동가상(像)이 있었고 B.C 5세기 경

(頃)의 작은 청동상(靑銅像) 두 개와 훨씬 그 이후(以後)로 추정(推定)되는 대리석(大理

石) 조각(彫刻)이 포함(包含)되어 있었다. 특(特)히 이들 유물(遺物)들은 조개껍질이 붙

고 또한 해수(海水)에 부식(腐蝕)되어 대리석상(大理石像)들은 원형(原形)이 많이 달고 

손상(損傷)되었으며 청동상(靑銅像)은 좀 양호(良好)한 상태(狀態) 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배에 5내지 6세기에 걸친 작품(作品)들이 실려져 있었을까? 라는 의문(疑問)에 

대(對)하여 청동상(靑銅像)의 비틀어진 밑부분이 그 단서(端緖)가 될 수 있었다. 즉 밑

부분이 뒤틀어진 이유(理由)는 청동상(靑銅像)이 석제(石製)로 된 기반(stone base)위에 

붙어져 있던 것을 이 기반(基盤)으로부터 청동상(靑銅像)을 떼어내다가 생긴 흔적(痕迹)

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배는 로마 선박(船舶)으로서 아테네를 경유

(經由)하여 작품(作品)들과 기반과 분리(分離)하여 적재(積載)한 것이었다. 작은 발견품

(發見品) 중에는 다이얼, 톱니바퀴, 청동 문자판(靑銅 文字板)등이 있었는데 천문관측기

구(天文觀測器具)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實際)로 Greek의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전문가(專門家)들이 끈기 있게 원형(原形)을 복원(復元)한 매우 자세한 부분(部分)까지

도 알아볼 수 있게끔 되었다.

이 천문관측기구(天文觀測機構)에 관(關)하여는 1959年에는 Yale 대학(大學)의 교수

(敎授)인 Dr. Derek J.de Solla Price는 이 기구가 행성(Planet)과 항성(star)들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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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動)을 쉽고도 빠르게 알 수 있는 계산기 을 것이라고 발표(發表)하 는데 분명(分

明)히 이 기구는 헬레니즘 그리이스 시대(時代)의 과학기술(科學技術)의 불가사의(不可

思議)를 풀 수 있는 단서(端緖)가 될 것이다. Price박사(博士)는 이 기구가 여지껏 어느 

곳에서도 발견(發見)된 적이 없었다고 하 다.

1907年에는 튜지니아의 Mahdia근처(近處) 해안(海岸)에서 그리이스의 sponge diver

가 B.C 1세기경의 또다른 로마 상선(商船)을 발견(發見)하 는데, 석추(石錘), 기둥머리, 

60개(個)의 원주(圓柱) 등 200여둔(餘屯)의 화물(貨物)이 있었으며 튜지니아의 유물관리

청 지휘하(遺物管理廳 指揮下)에  sponge diver들이 수심(水深) 150 feet에서 많은 유

물(遺物)을 인양(引揚)하 다.

특이(特異)한 인양물(引揚物)은 잘 보존(保存)된 청동제 흉상(靑銅製 胸像)등 춤추는 

난쟁이 상(像), 왜가리像과 큰 Agon像이었다. 또한 1948年에는 이 곳에서 Tacques 

Yves Cousteau선장(船長)이 이끄는 프랑스 diver들이 최초(最初)로 수중 유적지 발굴

(水中 遺蹟地 發掘)에 SCUBA(Self-Coantinal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장

비(裝備)를 사용(使用)하 으며, 난파선(難破船)을 덮고 있는 퇴적물 제거(堆積物 除去)

는 강한 물줄기를 이용(利用)하 다. 1954年과  1955年에 튜니지아의 수중(水中) 연구

(硏究)클럽(Tunisian Club of Underwater Studies) 다이버들이 다시 작업(作業)을 하

지만 아직도 많은 작업량(作業量)이 남아있다.

1928年에는 그리이스의 아테네 북(北)쪽 약 75마일 떨어진 Cape Artemision에서 

sponge diver들이 우연(偶然)히 또 다른 발견(發見)을 하 는데 예수시대(時代)를 전후

(前後)한 로마 난파선(難破船)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이스 해군(海軍)은 헬멧식(式) 다이

버로 인양작업(引揚作業)을 하 으나 잠수병(caisson desease;bends)으로 한명의 다이

버가 사망(死亡)하자 중도(中途)에서 그만두었다. 발견품중(發見品中)에는 그리이스의 

유명(有名)한 국제적 소장품(國際的 所藏品)인 바다의 신(神) Zeus 혹은 Poseidon의 청

동상(靑銅像)(모조품을 유엔 본부(本部)에 선물함), 헬레니즘 시대(時代)의 청동제(靑銅

製) 기수와 질주(疾走)하는 말의 일부분이 포함(包含)되어 있었다. 비록 이 난파선(難破

船)은 130피트 밖에 안되는 수심(水深)에 있지만 최근(最近)까지도 적절한 발굴(發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최초(最初)로 조직적(組織的)인 수중발굴(水中發掘)을 한 지역(地域)은 로마 근처(近

處)의 Nemi호수(湖水)에서 다.(도판(圖版) 5 참조(參照))

이 곳에서 두 척(隻)의 로마 선박(船舶)이 A.D 1세기경에 침몰(沈沒)하 다는 설이 

사실(事實)로 확인(確認)되었는데 두 척(隻) 모두 크고 화려(華麗)하 으며 길이가 230

피트 이상(以上)이며 앞판은 모자이크 식(式)으로 유색 대리석(有色 大理石)을 이용(利

用)하고 있었다. 또한 온수(溫水) 목욕 시설, 대리석 원주(大理石 圓柱), 장식품(裝飾品), 

호화스런 물건(物件)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선박(船舶)은 로마의 지도자(指導者)나 상

류층(上流層)의 유람선으로 추측(推測)되었고 1446年, 1535年에 원시적(原始的) 장비(裝

備)로 인양(引揚)코저 했던 적이 있었다. 19세기(世紀)에는 이 지역(地域)에서 다이버들

이 유물(遺物) 및 점(點)을 인양(引揚)하 으며 1895年 이탈리아 정부(政府)의 주관하

(主管下)에 작업(作業)이 행(行)하여져서 상당량의 나무판자가 인양(引揚)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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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5] Nemi 호수(湖水)의 Roman Barge 발굴 현장(發掘 現

場)

1928年에 이르러 Mussolini는 정부(政府)가 이 배들을 인양(引揚)해야 한다고 결정

(決定)하 으며 4年에 걸쳐 물을 퍼내는 방식(方式)의 발굴(發掘)을 하 다. 이렇게 하

여 노출(露出)된 배는 보존(保存)이 잘 돼있었고, 해체(解體)하여 로마의 보존소(保存所)

로 운반(運搬)하기 전(前)에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은 선체(船體)를 연구(硏究)할 귀중(貴

重)한 기회(機會)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1944年에는 독일 군대(獨逸 軍隊)에 의하여 

이 선체(船體)는 불 타버렸고 축소모형(縮小模型)만 남아있어 연구(硏究)에 이용(利用)

되고 있다.

서반구(西半球)에서 최초(最初)의 대규모(大規模)의 수중발굴(水中發掘)은 금세기 초

(今世紀 初)에 멕시코 유카탄의 Merida에 있던 미국(美國)의 사(領事) Edward H. 

Thompson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마야 문명(文明)의 가장 중요(重要)한 도시(都市)인 

Chichen Itza 폐허를 포함(包含)한 일부 땅을 사들인 후(後) American Antiquarian 

Society와 Havard대학(大學) Peabody박물관(博物館)의 후원(後援)으로 이 지역(地域)

의 많은 유적지(遺蹟地)에 관한 조직적(組織的)인 탐사(探査)를 1904年에서 1907年에 

걸쳐 실시(實施)하 다. 이 지역(地域)의 사원(寺院)들 중 한 곳 근처(近處)에 직경(直

徑) 190 feet, 수심(水深) 65 feet의 거대(巨大)한 석회암호가 있었다. 이 곳을 주민(住

民)들은 제물(祭物)의 연못(Well of Sacrifice ; cenotes)이라 부르고(도판(圖版) 6 참조

(參照)) 많은 보물(寶物)이 있다고 전해져 왔다. 1909年부터 발굴 작업(發掘 作業)이 시

작(始作)되었으며 Thompson은 수중사정(水中事情)이 나빠 손으로 더듬어서 향덩어리, 

도기로 된 향로(香爐), 사발, 접시, 꽃병, 도끼, 창촉, 화살촉(전족(箭鏃)), 구리, 끌, 편편

한 동판과 몇 개(個)의 인골(人骨)을 찾아내었으며 80만불(萬弗)에 달(達)하는 금종, 상

징물과 판, 장식품, 구슬과 비취로 된 귀걸이 등의 값진 물건(物件)도 인양(引揚)하 다. 

그는 발굴품(發掘品)으로 돈을 벌 목적(目的)이 아니었으며, 고고학(考古學)의 초창기

(初創期)에 많은 공헌(功獻)을 하 다. 그의 모든 발굴품(發掘品)은 Harvard대학(大學) 

Peabody박물관(博物館)에 기증하 으며 1960年 멕시코로 반환할 때까지 이 박물관(博

物館)에서 전시(展示)하 는데, 예술품(藝術品)(artefacts) 몇 점(點)의 기원(紀元)에 대

한 연구(硏究)를 하 으며 이것으로 마야인들이 북(北)으로 Aztec종족, 서(西)쪽으로 

Valley of Mexico, 그리고 남(南)으로는 Colombia, Costa Rica와 Padama까지 교역(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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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못 남(南)쪽으로 사원(寺院)의 흔적(痕迹)이 있었으며 

더 많은 건축물(建築物)의 유적(遺蹟)은 1967年에 이르러 발굴(發掘)되었다. 1954年 멕

시코의 Frogmen이 Scuba 장비(裝備)를 가지고 이곳에 왔었지만 수중 시정(水中 視程)

이 나쁘고, 조명장치(照明裝置)의 미비(未備)로 인(因)하여 Scuba 장비(裝備)만으로는 

발굴(發掘)이 불가능(不可能)하 다.

    

[圖版 6] Chichen Itza의 sacred well 평면도와 단면도

다시 1960年에서 1961年 사이에는 INAH(National Institute of Anthropology and 

History)의 지휘(指揮)아래, National Geographic Society와 Norwan Scott의 air-lift, 

CEDAM과의 공동작업(共同作業)으로 다시 발굴(發掘)을 시도(試圖)하여 많은 예술조각

품(藝術彫刻品)을 발굴(發掘)하 으나 그 작업(作業)은 적절(適切)한 층별 자료(層別 資

料)(proper stratigraphical data)를 얻을수 없었고, airlift가 정교(精巧)하고도 섬세한 

예술조각품(藝術彫刻品)에 손상(損傷)을 입힐 우려 때문에 INAH에 의하여 중단(中斷)

되었다. 그 후(後) 1967年에 INAH는 CEDAM, Norman Scott와 함께 이 곳에 이르러 

Kirk Johnson의 적극적(積極的)인 후원(後援)과 15개(個) 미국회사(美國會社)들의 협력

(協力)을 얻어 Expeditions Unlimited, Inc.라 부르는 기구(機構)를 만들었으며 수중시

정(水中視程)을 좋게 하기 위하여 화학적(化學的)인 처리방법(處理方法)을 시도(試圖)하

는데 두 달 반에 걸친 이 작업(作業)의 가장 중요(重要)한 결과(結果)는 연못의 물을 

파내어 발굴(發掘)을 하면 비경제적(非經濟的)이고, air-lift를 적절(適切)히 조정 사용

(調整 使用)하면 좋은 성과(成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장 중요(重要)한 

결론(結論)은 발견(發見)된 인간제물(人間祭物)의 인골중(人骨中)에는 어른보다도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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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많았다는 점(點)이었다. 즉(卽) 어린애의 것이 50%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 미 독립전쟁시(美 獨立戰爭時) York town의 York강(江)에 국전함(英國戰

艦)들이 침몰(沈沒)하 는데 이 중(中) 몇 척(隻)이 1934年 oystermen에 의하여 발견

(發見)되었다. Colonial National Historical Park Service와 Mariner's Museum of 

New Port News가 공동(共同)으로 작업(作業)을 실시(實施)하 다. 해군(海軍)의 다이

버들이 강(强)한 물줄기를 사용(使用)하여 뻘을 제거(除去)하 으나 인양(引揚)하기에 

선체(船體)의 보존상태(保存狀態)가 좋지 못하여 grab bucket 이 사용(使用)되었으며, 

18세기의 무기류(武器類)와 장비(裝備)-대포(大砲), 닻, 소형무기, 연장, 병, 도자기류

(類), 백랍제 그릇 등을 발굴(發掘)하 다.

Thompson이 사용(使用)한 grab bucket 은 1950年代까지도 사용(使用)되었으나, 

Institute of Ligurian Studies의 책임자(責任者) 던 Nino Lamboglia는 발굴작업시(發

掘作業時)의 이 장비(裝備)에 관한 한계성(限界性)을 지적하 다.

즉(卽) 1925年 북서부(北西部) 이탈리아 Albenga의 수심(水深) 140 feet에서 

amphorae를 건졌으며 B.C 1세기(世紀)경의 로마 난파선(難破船)으로 추정(推定)하 다. 

그러나 Lamboglia는 정부(政府)나 아마튜어 다이버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상업적(商業

的)인 해난구조회사(海難救助會社)의 협조(協助)를 얻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인양(引揚)

하다가 큰 grab bucket을 사용(使用)하여 10日 동안에 1,200개(個)를 인양(引揚)하 으

나 이 중(中)에 110개(個)가 파손(破損)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차후 발굴(次後 發

堀)에는 보다 더 과학적(科學的)인 장비(裝備)의 필요성(必要性)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의 대규모(大規模) 수중발굴(水中發掘)은 1952年부터 5年間에 걸쳐 육상 고고학

자(陸上 考古學者)인 Fernand Benoit가 참여(參與)한 Cousteau팀의 발굴(發掘)로서 

Marseilles의 Grand Congloue섬 근해(近海)의 수심(水深) 150피트에 있던 B.C 2세기

(世紀)경 로마시대(時代)의 난파선(難破船) 발굴(發掘)이다. 이는 Marseilles 하수구 공

사(下水口 工事)때 발견(發見)된 것으로 이 당시(當時) 수중발굴시(水中發掘時)에 현재

(現在)에도 사용(使用)하는 air lift, 고압(高壓)물줄기, 수중촬 (水中撮影) 및 탐색, 도

면작성(圖面作成) 등의 많은 새로운 기술(技術)과 장비(裝備)를 사용(使用)하 다. 특

(特)히 air lift가 고고학적 발굴 수단(考古學的 發掘 手段)으로 사용(使用)된 것은 이때

가 처음인 것이다.

고고학자(考古學者)에 의하여 고대(古代)의 난파선(難破船)을 완전(完全)히 수중(水

中)에서 발굴(發掘)한 것은 터어키 해안(海岸)의 Cape Gelidonya에 침몰(沈沒)해 있는 

B.C 1,300年 경의 청동기 난파선 발굴(靑銅期 難破船 發掘)이 처음이었다. 1959年에 발

견(發見), Peter Throckmorton이 확인(確認)한 뒤 1960年 George F. Bass, Fredric 

Dumas등 각계(各界) 전문가(專門家)들이 참가(參加)하여 지중해(地中海)에서의 새로운 

수중 고고학 연구(水中 考古學 硏究)의 장을 열었고 수중발굴(水中發掘)의 가치성(價値

性)과 경제성(經濟性)을 깨닫게 한 중요(重要)한 작업(作業)이었다.

이 발굴(發掘)을 계기(契機)로 터어키 해안(海岸)에서 또다른 발굴(發掘)이 계속(繼續)

되었는데 1961年부터 본격적(本格的)으로 발굴(發掘)을 시작(始作)한 Bodrum근처(近

處)의 Yassi Ada에 있던 Byzantin시대(時代) 난파선 작업(難破船 作業)이었다. 여기에

서는 훌륭한 기록 도면 작성(記錄圖面 作成)과 완전(完全)한 수중사진(水中寫眞)이 특기

(特記)할만한 발전(發展)이었다.

끝으로 1961年 Sweden의 Stockholm항(港)에서 수중발굴(水中發掘)에 대한 기술(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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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의 값진 결과(結果)가 빛을 보게되었는데 1628年에 침몰(沈沒)한 Sweden의 전함(戰

艦) Wasa호 인양 복원(引揚 復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발굴(發掘)은 고도(高度)의 전

문화(專門化)된 기술(技術)을 필요(必要)로 하 으며 발굴품(發掘品)의 기록(記錄), 보존

처리(保存處理), 전시(展示) 및 보존(保存)을 위한 특수(特殊) 댐의 축조(築造)등 많은 

발전(發展)을 기약(期約)하고 있으나 인양후(引揚後) 20여년(餘年)이 된 현금(現今)까지

도 선체(船體)의 보존처리(保存處理)를 하는 실정(實情)이다.

위에서 수중발굴(水中發掘)에 관(關)한 내용(內容)을 간략(簡略)하게 찾아보았으나 육

상발굴(陸上發掘)과는 달리 아직도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남기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

안해저고대선박(新安海底古代船舶)의 경우(境遇)는 지금까지의 세계 수중발굴사상(世界 

水中發掘史上) 유례(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악조건(惡條件)의 위치(位置)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問題)는 발굴장비(發掘裝備) 및 발굴방법(發掘方法)에 관(關)

한 보다 종합적(綜合的)인 검토(檢討)와 연구(硏究)로서 서서(徐徐)히 발굴작업(發掘作

業)을 진행(進行)하여야 될 것으로 사려(思慮)된다.

 2. 고고학적측면(考古學的側面)에서 수중발굴(水中發掘)을 행(行)한 사례(事

例) 

(1) Turkey의 청동기 난파선 발굴(靑銅期 難破船 發掘) 

① 발견(發見) 및 상태(狀態)

Peter Throckmorton이 Turkey의 sponge diver들로부터 정보(情報)를 입수(入手)하

여 발견(發見)하 다. 그는 고고학(考古學)을 전공(專攻)하 으며 세계(世界)를 여행(旅

行)하면서 다이빙을 즐기던 중 Turkey에서 sponge diver들로부터 난파선(難破船)에 관

(關)한 많은 정보(情報)를 입수(入手)하고 30여지점(餘地點)을 확인(確認)하기에 이르

는데 1958年에는 Kemal Aras선장(船長)으로부터 난파선(難破船)의 위치(位置)를 알게 

되었으며 1959年에는 sponge diver들이 Cape Gelidonya의 수심(水深) 90 feet에 있던 

이 난파선(難破船)을 폭파(爆破)시켜 고물(古物)로 팔려고 하는 것을 만류시킨 후(後)에 

Pensylvania대학(大學) 고고학과(考古學科)에 협조(協助)를 요청(要請)하자 동대학(同大

學) Institute of Classical Archaeology의 책임자(責任者) 던 Rodney Young박사(博

士)는 후원자(後援者)와 발굴인원(發掘人員)을 물색하기에 이르 다.

② 발   굴(發   掘)

1960年 여름,  Pensylvania대학(大學) 박물관(博物館)팀과 London대학(大學) 고고학

과(考古學科)팀을 포함(包含)한 20여명(餘名)의 각계 전문가(各界 專門家)들이 참가(參

加)하여 발굴(發掘)이 시작(始作)되었다. 실제작업(實際作業)은 저명(著名)한 J. duplat 

Taylor, George F. Bass, Honor Frost, Frederic Dumas 등도 참가(參加)하여 현장 근

처(現場 近處)의 해안(海岸)에 베이스캠프를 설치(設置)하고 두 척(隻)의 스폰지 채취선

(sponge diving boat)으로 진행(進行)하 다.

수심(水深)은 90 feet로 잠수병(caisson desease)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

루에 68분 이내(分 以內)의 해저(海底) 체류시간을 지켜야 하 다. 덮혀있던 해조류(海

藻類)를 모두 제거(除去)한 뒤 모든 유물(遺物)의 위치(位置)와 상태(狀態)등을 자세히 

관찰(觀察)하고 수중촬 (水中撮影)을 통하여 원형(原形)대로의 완전(完全)한 기록(記

錄)이 끝난뒤에 인양(引揚)하 다. 또한 주괴 덩어리는 응결 물질(marine concretio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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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cm정도 두껍게 덮혀있어 망치와 끌을 사용(使用)하여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큰 것

은 쪼개어(圖版 7 참조(參照)) 인양(引揚)한 뒤(도판(圖版) 8 참조(參照)) 육지(陸地)에

서 복원(復元)하 다. 인력(人力)으로 떼거나 쪼개기 힘든 것은 automotive jack 을 

사용(使用)하 으며, 발굴지점(發掘地點)에는 구획틀(grid)을 설치(設置)하기가 힘들어 

테이프를 이용(利用)하 다. 즉 1m씩 눈금을 새겨 표시(表示)한 테이프를 이용(利用)한 

삼각법(三角法)에 의해서 위치(位置)를 정(定)하여 도면(圖面)을 작성(作成)하 다.

③ 발굴품(發掘品)

매일(每日) 인양물(引揚物)의 1차(次) 보존처리(保存處理)가 끝나면 해안(海岸)의 민

물통 속에 보관(保管)하 다. 큰 덩어리 속에서는 청동제(靑銅製) 끌, 도끼, 곡괭이, 괭

이, 까뀌(adz), 보습(plow-share), 칼, 방패, 쇠꼬챙이, 여러개의 구리 단지 등이 발견

(發見)되었으며 air-lift로 빨아올린 모래 속에서는 4개의 이집트 부적(scarab), 기름, 등

잔, polished stone mace-heads, 약제용(藥製用) 저울추, 수정 조각, 거울, 송곳, 요리때 

사용(使用)하는 쇠꼬챙이, 숫돌, 올리브, 씨앗, 동물, 생선, 계금류의 뼈 등이 발견(發見)

되었다.

[圖版 7] 응결더미를 뜯어내는 작업장면(Frederic Dumas가 crowbar를 이용(利用)하고 있으며,   

           앞쪽에 automatic iack의 손잡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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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8] lift balloon을 이용(利用)하여 응결물질 더미를 인양(引揚)하는 모습

[

圖版 9] air-lift를 이용(利用)하여 발굴지역(發掘地域)의 모래를 제거(除去)하는 

모습

모래 제거시(除去時) 사용(使用)된 air-lift(圖版 9 참조(參照))는 직경(直徑) 7.5cm와 

15cm의 두 개(個) 다. 또한 모래나 응결물길로 덮혀있는 곳의 금속(金屬)을 찾는 데는 

금속탐지기(金屬探知器)(metal detector)를 사용(使用)하 다. 화물(貨物)중에는 약 1둔

(屯)가량의 금속(金屬)이 포함(包含)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34개(個)의 oxhide 라는 

형태(形態)의 구리단지(copper ingot)가 멧트로 싼 채 배안에 쌓여 있었다. 이 단지는 

평균(平均) 25kg 정도(程度) 으며, 뜻을 알 수 없는 표시(表示)가 쓰여져 있거나, 찍혀

져 있었다. 청동제(靑銅製) 단지(ingot)도 있었으나, 작은 것들이었으며 주석제 단지(tin 

ingot)의 흔적(痕迹)도 있었다. 또한 발굴지역(發掘地域)의 한쪽 끝에서 식량(o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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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s)의 흔적(痕迹)이 발견(發見)되었다.

④ 결   과(結   果)

선체(船體)는 약간(若干)밖에 남아 있지를 않았으나, 선적(船積)된 화물(貨物)의 분포

(分布)로 보아 길이가 약 12m로 추정(推定)하 으며 발견(發見)된 화물(貨物)과 개인 

소지품(個人 所持品)으로 미루어보아 이 배는 시리아 상선(商船)으로서 키프러스 섬에

서 금속(金屬)을 실은 것 같았고 레반트(Levant) 제국에서 청동 기술자(靑銅 技術者)와 

무역상(貿易商)들을 그리이스로 수송(輸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었다. 여기

서 발견(發見)된 부적으로 비교적(比較的) 정확(正確)한 연대(年代)를 알 수 있었고 도

자기 연구(硏究)와 C14 연대측정법(年代測定法)의 뒷받침으로 B.C 1200年 경에 침몰(沈

沒)한 것으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이 발굴(發掘)은 청동기시대(靑銅期時代)의 해상교통

(海上交通)과 초기(初期) 야금술 교역 연구(交易 硏究)에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되

었으며 지중해(地中海)에서의 새로운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 연구(硏究)의 장을 열었

다. 또한 수중발굴(水中發掘)의 가치(價値)와 경제성(經濟性)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3300여년(餘年)이 지났지만 그 보존상태(保存狀態)는 흡족할만한 것이었다.

(2) Yassi Ada의 난파선  발굴(難破船 發掘)

① 발견(發見) 및 상태(狀態)

이 배는 암초주위(暗礁周圍)에 존재(存在)하는 난파선(難破船)으로서는 전형적(典型

的)인 것으로 수심(水深) 37m에서 43m의 해저(海底)에 모래로 덮혀져 있었다.

② 발   굴(發   掘)

1961年에서 1964年 사이에 George F. Bass 박사(博士)의 지휘(指揮)아래 

Pensylvania대학(大學) 박물관(博物館)팀에 의(依)하여 발굴작업(發掘作業)이 진행(進

行)되었으며 몇가지 실험(實險)을 한 뒤 발굴(發掘)이 끝날 때까지 전체 발굴지역(全體 

發掘地域) 위에 철제 구획틀(iron grid)을 경사를 고려하여 9개(個)의 층계식(層階式)으

로 설치(設置) 고정(固定)하여 두었다.(도판(圖版) 10 참조(參照)) 수평판(水平板), wire 

grid, 미터 테이프를 이용(利用)한 삼각측량법(三角測量法), calibrated mapping frame

(圖版 11 참조(參照))등을 사용(使用)함으로써 철저한 발굴(發掘)을 행한 3年 동안에 가

장 정확(正確)한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할 수 있었고 구획틀 위에 13 feet 높이의 

camera tower를 설치(設置)하여 사진으로 훌륭한 기록(記錄)을 남길 수 있었다.

    

[圖版 10] 층계(層階)식(式)으로 설치(設置)된 iron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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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1] mapping frame을 이용(利用)하여 유물(遺物)의 위치(位置)와 상태(狀態)를 파악(把握)   

            하는 장면

그 배에서 나오는 모든 조각(彫刻)들은 꼬리표를 달아 인양(引揚)하 으며 선체(船體)

의 큰 부분(部分)도 여러곳에서 해체(解體)하여 인양(引揚)하 는데 모든 위치(位置)는 

cm까지 알 수 있게 하 다. 이렇게 자세한 부분(部分)까지의 기록(記錄)으로 그배의 전

체(全體) 윤곽과 선실(船室), 마스트와 닻의 위치까지도 알 수 있었으므로 믿을 수 있는 

복원(復元)이 가능(可能)케 되었다.

③ 발굴품(發掘品)

중요(重要)한 발굴품(發掘品)은 에게식(式)(Aegean)으로 알려진 약 900개의 둥근 포

도주 amphora(그리이스, 로마시대(時代)의 양손잡이가 달려있는 주둥이가 긴 단지)이

다.

선장(船長)의 개인 소지품(個人 所持品)도 발견(發見)되었는데 선미 부분(船尾 部分)

의 선실(船室)은 바닥과 천장(天井)이 타일로 되어 있고 취사장이 달려 있었으며 음료수

용(飮料水用) 항아리, 금속제(金屬製)와 도기로 된 취사용구가 있었다. 또 Heraclius Ⅱ

세 시대(時代)의 주화(鑄貨)가 약 40개(個) 발견(發見)되었으며 이 중 네 개(個)는 금화

(金貨) 는데 이것으로 침몰년대(沈沒年代)를 A.D 7세기 전반(610∼641)으로 추정(推

定)할 수 있었으며 George Senior Sea-Captain 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대저울도 잘 

보존(保存)된 상태(狀態)로 발견(發見)되었다.

특기(特記)할 만한 사실(事實)은 발견(發見)된 11개(個)의 닻중 6개(個)의 금속제(金屬

製) 닻이 녹 슨 이유로 서로 붙어 있었으며 한 개(個)의 크기는 사람 키 정도(程度)

다. 발굴품인양시(發掘品引揚時)에는 Plastic-coated cloth balloons 를 사용(使用)하

고 발굴중 해류(發掘中 海流)에 의하여 나무 조각이 움직이거나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약 2,000개(個)의 자전차(自轉車) 바퀴 살(bicycle-wheel spokes)을 이용(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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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래 바닥에 꽂아두었다.

④ 결   과(結   果) 

이 선박(船舶)의 건조기술(建造技術), 특히 판자의 접합기술은 예전의 어떠한 로마 선

박(船舶)에서도 볼 수 없는 것으로 근대(近代) 조선술(造船術)의 효시(嚆矢)라고도 볼 

수 있었다.

즉 선체연구(船體硏究)를 통하여 일부(一部)는 skeleton first 방식(方式)으로 만들

고 일부는 Greco-Roman의 shell first 방식(方式)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현재(現在)의 method of constructing carvel builthulsl는 로마시대(時代)의 후반 

어느때 구식 Greco-Roman 방법(方法)에서 발전(發展)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총 잠수시간(潛水時間)은 1244시간(時間)이었으나, 이 중 19%(204시간(時間))는 도면

작성(圖面作成) 60%(694시간(時間))는 air-lift와 손을 사용(使用)하여 모래를 제거(除

去)하고 11%(115시간(時間))는 amphorae 배 균형(均衡)을 잡기 위한 돌(ballast 

stone), 작은 유물(遺物)등의 인양(引揚), 4%(41시간(時間))는 선체(船體) 조각 인양(引

揚), 2%는 매 여름의 작업(作業)이 끝날 때 나무 조각을 그 위치(位置)에 고정(固定)시

켜 두기 위하여 핀으로 꽂아두는 현장보존 작업(現場保存 作業)과 발굴지보존(發掘地保

存)을 위하여 모래를 덮고 기타 작업(作業)등으로 나누어졌다.

인양(引揚)된 모든 조각은 주의깊게 소제하고 Frederick van Doorninck에 의하여 기

록(記錄)되어졌다. 그는 발굴(發掘)이 끝난 뒤 3年 동안에 걸쳐 그 배의 세부(細部) 부

분(部分)까지를 포함(包含)한 상세(詳細)한 그 선박(船舶)의 선체복원도(船體復元圖)(圖

版 12 참조(參照))를 작성(作成)하 는데 선체(船體)의 10%밖에는 보존(保存)이 되어있

지 않았지만 그는 선저(船底)에서 갑판(甲板)까지의 선박구조(船舶構造)를 복원(復元)할 

수 있었고 선박(船舶)의 길이를 21∼24cm, 폭(beam)은 5.5m로 추정(推定)하 다.

이 난파선(難破船)은 지중해(地中海)에서 그 당시까지 완전(完全)히 수중발굴(水中發

掘)을 하게 된 유일(唯一)한 것이었으며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방법론적(方法論的)

인 면(面)에서 특이하고도 효과적(效果的)인 연구(硏究)의 기회(機會)를 제공(提供)하

다. (圖版 13 참조(參照))

[圖版 12] Yassi Ada 난파선의 복원(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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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3] Yassi Ada 난파선 수중작업 전체 개황도(難破船 水中作業 全體 槪況圖)

(3) Roskilde Fjord의 Viking선(船) 발굴(發掘)

① 발견(發見) 및 상태(狀態)

1957年 여름, 덴마아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National Museum)에 의(依)하여 수

중발굴(水中發掘)을 위한 기초조사(基礎調査)가 착수(着手)되었으며 이 skuldelev ships

의 발굴(發掘)은 매우 중요(重要)한 것임이 판명(判明)되었다.

발굴조사  전(發掘調査 前)까지는 Skuldelev마을 근처(近處)의 Katlegat에서 옛 마을 

Roskilde를 연결(連結)하는 좁은 운하(運河)(긴 강만(江灣) : fiord의 중간(中間)에 위치

(位置)하고 있음)에는 선박(船舶)의 목재(木材)와 돌더미로 판단(判斷)되는 장애물이 쌓

여 있어서 통행(通行)에 불편(不便)을 주고 있었으며 지방(地方)의 주민(住民)들은 이 

장애물을 Queen Margreth's Ships 라고 전(傳)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20年頃에 

어부(漁夫)들이 발견(發見)한 난파선(難破船) 조각으로 인(因)하여 Margrethe여왕(女

王)이 통치(統治)하던 A.D. 1400年頃의 배보다는 A.D.1000年頃의 선박(船舶)이라는 것

이 추정(推定)되었는데 실제(實際)로 이 지점(地點)의 강만(江灣)(fjord)은 수심(水深)이 

50∼250cm로서 수중 발굴(水中 發掘)의 과학적 기술(科學的 技術)을 발굴(發掘)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이기도 하 다. 단지 수중시정(水中視程)은 뻘이 일어나 좋지 못하여 계획

수립(計劃樹立)이 힘들었을 뿐이다.

이 장애물에 대(對)하여는 1957年부터 1959年사이에 10주간(週間) 정도(程度)에 걸쳐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의 Olaf Olsen과 Ole Crumlin-Pederson의 지휘(指揮)로 수차례

에 걸친 기초조사(基礎調査)가 실시(實施)되었는데 조사결과(調査結果) 분명(分明)히 

5∼6척(隻)의 선박(船舶)의 잔해(殘骸)가 모여 있음이 밝혀지고 이어 선박(船舶)들의 식

별(識別)을 위한 작업(作業)이 행(行)하여졌다. 작업수심(作業水深)은 1∼1.5m 으나 

Scuba를 이용(利用)하 으며 장애물은 확실(確實)히 식별(識別)될 수 있는 5척(隻)의 

선박 잔해(船舶 殘骸)로 밝혀졌다.

② 발   굴(發   掘)

발굴작업(發掘作業)이 시작(始作)되면서부터 기초조사시(基礎調査時)에 측정(測定)한 

것보다 더 크고 중요(重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이 배들에는 장비(裝備)나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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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船積物)이 발견(發見)되지 않았고 완전(完全)히 보존(保存)된 선박(船舶)이 한 척(隻)

도 없었지만, 후기(後期) 바이킹(Viking) 시대(時代)의 선박형태중(船舶形態中) 그때까

지 알려지지 않은 사항(事項)들을 포함(包含)하여 여러 가지 특성(特性)을 잘 타나내고 

있었다.

발굴방법(發掘方法)은 발굴대상 지역(發掘對象 地域)의 물을 퍼내는 것으로 결정(決

定)되었는데 이 강만(江灣)의 바닥 조건(條件)과 얕은 수심(水深) 때문에 이같은 방식

(方式)이 가능(可能)할 수 있었으며 고고학적(考古學的)인 관점(觀點)에서 볼 때에는 보

존상태(保存狀態)를 고려하여 신속(迅速)하고도 전체적(全體的)인 발굴(發掘)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實際)로 1962年 5月과 6月에 걸쳐 발굴대상 지역(發掘對象 地域)의 주위(周圍)에

코화담 (Cofferdam)을 만들고(圖版 14 참조(參照)) 약 1,800평방(平方) 야드의 물을 

펌푸로 퍼낸후 동년(同年) 7月 6日에 발굴작업(發掘作業)을 시작(始作)하여 15주(週)에 

끝맺었다.

먼저 난파선(難破船)의 사진학적 조사(調査)(Photogrammetric survey)를 한 연후에 

각 조각별로 인양(引揚)하여 단단한 fibreboard위에 원형(原形)대로 다시 맞춰 고정(固

定)시킨 후 Polythene주머니에 포장하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이 마련한 코펜하겐 근

처(近處)에 위치(位置)한 Brede의 보존처리소(保存處理所)로 운반하 다. 이곳에서 선박

(船舶)의 목재보존처리(木材保存處理)는 1962년 이후(年 以後)에도 계속(繼續)되었는데 

Roskilde fjord 해안(海岸)에는 Erik chr Sprensen 교수(敎授)가 5척(隻)의 선박(船舶)

을 위하여 특별(特別)히 설계(設計)한 큰 격실이 현재(現在) 완성(完成)되었으며 첫 번

째 선박(船舶)의 복원(復元)이 끝난 뒤 1969年부터 이곳에서 일반(一般)에게 공개전시

(公開展示)되었다.

[圖版 14] cofferdam을 쌓은 뒤의 발굴 현장(發掘 現場) : 육상발굴(陸上發掘)과 같은 방식(方式)

이 가능(可能)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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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5] skuldclev ships의 위치(位置)와 수심도면(水深圖面)

③ 결과(結果)(도판(圖版) 15 참조(參照))

이 선박(船舶)들은 AD1000年頃에 건조(建造)되어 11세기(世紀) 전반, 침몰(沈沒)한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는데 척별 형태(隻別 形態)는 다음과 같았다.

난파선(難破船) 1 : 넓고도 견고한 상선(商船)으로 길이가 약 16.5m 다. 북대서양(北

大西洋)을 횡단(橫斷)하여 Iceland와 Greenland까지도 항해(航海)할 수 있는 Viking시

대(時代)의 대양 화물선(大洋 貨物船)인 Kvarr와 같은 것으로도 추정(推定)되었다.

난파선(難破船) 2 : Oak로 만든 전선(戰船)으로서 길이가 약 20m로 승조원(乘助員)은 

50∼60名의 군인(軍人)이 탈 수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극(極)히 일부분(一部

分)만이 남아있었다.

난파선(難破船) 3 : 길이 13.5m 정도의 작은 화물선(貨物船)으로 매우 가볍게 건조(建

造)되었으며 아마도 북해(北海)나 Baltic해 지역(地域)과 큰 강(江)에서 사용(使用)한 것 

같았다.  

난파선(難破船) 5 : 길이 18m의 전선(戰船)으로 그 당시(當時)로서는 비교적(比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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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도 긴 형태(形態) 다. 해적용(海賊用)이나 상륙용(上陸用)으로 사용(使用)되었던 

것 같았다.

난파선(難破船) 6 : 길이 12m 정도로 소형(小型) pin-built ship이다. 아마도 고기잡

이 배나 인원 수송용(人員 輸送用)으로 사용(使用)된 것 같았다.

위의 난파선(難破船)들은 모두 돛단배로서 Viking 현대(現代)의 Nordic조선술(造船

術)로 건조(建造)된 선박(船舶)들이며 현측(舷側)은 clinker(네덜란드식(式)으로 구운 단

단한 벽돌)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발굴(發掘)은 900∼1,000年前의 북(北) Europe 해상

교통(海上交通)과 해전사 연구(海戰史 硏究)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4) Sweden의 WASA호(號)

① 발견(發見) 및 상태(狀態)

1628年 Sweden의 Stockholm항(港)에서 진수(進水)하여 처녀항해중(處女航海中) 50

여명(餘名)의 승객(乘客)과 선원(船員)을 태운 채 Stockholm항내(港內)에서 침몰(沈沒)

하 다. 정확(正確)한 침몰원인(沈沒原因)은 알 수 없었으며 침몰(沈沒)된 곳의 수심(水

深)은 30m 다.

최초(最初)의 발견(發見)은 1664年 Sweden의 육군장교(陸軍將校)인 Hans Albrek 

Von Treileben과 독일 전문가(獨逸 專門家)인 Ardreas Peckell이 1∼2둔(屯)에 달(達)

하는 약(約)50문(門)의 포신(砲身)을 인양(引揚)하 을 때부터 비롯한다. 그러나 그 당

시(當時)의 diving bell을 이용(利用)한 잠수기술(潛水技術)과 수중조건(水中條件)(시정

(視程)이 흐리고 수심(水深)이 깊었다는 것)을 고려(考慮)해 볼 때 위와같은 많은 포신

(砲身)을 인양(引揚)할 수 있었다는데 대(對)하여는 믿기 어려운 사실(事實)이기도 했으

나 그 이후(以後)로는 오래도록 WASA호(號)에 대(對)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1956年부터 Sweden의 석유 기술자(石油 技術者) Anders Franzen이 관심(關心)을 갖

기 시작(始作)하여 침몰지점(沈沒地點)을 확인(確認)한 뒤에 해군(海軍) 다이버들이 선

체상태(船體狀態)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전체 인양(引揚)(full recovery)이 가능(可

能)하다고 판단(判斷)되었으며 1957年 봄 WASA Cimmittee가 구성(構成)되어 선체인

양(船體引揚)에 관(關)한 제반문제(諸般問題)들을 연구검토(硏究檢討)하기 시작(始作)하

다. 2年 後인 1958年 봄, 작업(作業)을 착수(着手)하여 수심(水深) 30m에 있는 

WASA호(號)를 항구(港口) 한복판의 Kastellholmen섬 옆 수심(水深) 17m의 해저(海

底)까지 이동(移動)시켜 인양(引揚)하자는 안(案)이 구체화(具體化)되었는데 이 WASA

호(號)의 발굴(發掘)과 인양(引揚)은 국가적(國家的)인 차원(次元)에서의 자금지원(資金

支援)과 기술제공(技術提供)(technical resources)이 꼭 필요(必要)하 으며 보존처리

(保存處理)와 보존관리상(保存管理上)의 문제(問題)도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막대(莫大)한 경비(經費)를 들여 인양(引揚)하려고 결정(決定)한 이유(理由)는 

유럽의 박물관(博物館)이나 옛문서 보관소(保管所)에도 WASA호(號)와 같은 새롭고도 

훌륭한 선박(船舶)에 관(關)한 자료(資料)가 없을 뿐 아니라 18세기(世紀) 이전(以前)의 

선박구조(船舶構造), 형태(形態) 및 장비(裝備) 등에 관(關)하여는 알려진 것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발굴대상 지역(發掘對象 地域)의 환경조건(環境條件)과 보존상태(保存狀

態)가 양호(良好)한 것도 중요(重要)한 이유(理由)중의 하나이다. 잔잔한 항내(港內) 으

므로 작업(作業)이 수월하 고 Stockholm항(港)은 shipworm(Teredo naalis)이 서식하

지 않는 몇 군데 안되는 곳 중의 한 지역(地域)이므로 3세기(世紀)가 지난 후(後)에도 

선체(船體)가 뻘 속에 잘 보존(保存)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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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參考)로 WASA호(號)가 갖는 의의(意義)와 중요성(重要性)을 언급(言及)해 보면 

우선 불우(不遇)한 운명(運命)을 지닌 전선(戰船)이었으나 그 당시(當時) Sweden의 막

강(莫强)한 해상력(海上力)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즉(卽), WASA호(號) 이전(以前)에 이집트의 장례식에 사용(使用)한 배(왕(王)이 죽었

을 때 의식(儀式)을 올리기 위한 배), Nemi 호수(湖水)의 2척(隻)의 로마선박(船舶)(발

굴복원(發掘復元)하 으나 불타버림), 3척(隻)의 Viking 시대(時代) Dragon Ship(현재

(現在) Oslo에 전시(展示)되어 있음)등 많은 선박(船舶)이 발견(發見)되었으나 이러한 

선박(船舶)들은 그 원형(原形)을 완전(完全)하게 알 수 없었고 잔존(殘存)한 상태(狀態)

를 연구(硏究)하여 추정복원(推定復元)한 것이 대부분(大部分)이었다. 또한 건조년대(建

造年代), 장소(場所), 건조방법(建造方法) 및 승객(乘客)과 선원(船員)에 대(對)하여 정확

(正確)히 알수 없었고 최초(最初)의 건조목적(建造目的)이 의식(儀式)을 위한 것이지 항

해(航海)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對)하여 WASA호(號)는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비교적(比較的) 완전(完全)하

다. 수 백명의 승조원(乘助員)이 장기간(長期間) 승선(乘船)하여 전투(戰鬪)할 수 있게

끔 완전(完全)히 무장(武裝)된 전선(戰船)이었다. 또한  WASA호(號)가 원형(原形)을 

잃지 않고 고스란히 침몰(沈沒)한 것은 Sweden의 문화적 유산(文化的 遺産)에 큰 보탬

이 되었다. 이 전선(戰船)은 17세기 초의 Sweden 생활상(生活相)을 잘 알려 주었으며 

전선(戰船) 그 자체(自體)는 Sweden의 번성기와 해상교통(海上交通)의 세력(勢力)을 대

변(代辯)해 주는 것이었다.

② 발   굴(發   掘)

첫 단계 작업(作業)은 선체(船體) 밑의 뻘 속으로 인양(引揚)을 위한 줄을 걸기 위하

여 Air jet 로서 6개(個)의 터널을 뚫는 것이었다. 1957년 해군(海軍) 다이버들이 뚫

기 시작하여 1959年에 6개(個)를 완전(完全)히 뚫고 guide wire를 정확(正確)한 위치

(位置)로 설치(設置)하 다. 이 해 8월, Neptun Company는 두 척(隻)의 큰 해난구조 

폰툰(salvage pontoon)과 보조선박들을  WASA호(號) 위에 위치(位置)를 잡게끔 하

다. guide wire를 이용(利用)하여 직경(直徑) 15cm 길이 16.00m의 steel cable을 

WASA호(號) 선체(船體) 밑으로 걸어 폰툰에 연결(連結)하 다. 폰툰에 계속적(繼續的)

으로 물을 채워 갑판이 해수면(海水面)과 일치(一致)하게끔 하 다. 케이블을 단단히 조

이고 팽팽히 걸은 뒤 8월 20일 폰툰의 물을 빼기 시작하 다. 폰툰은 서서(徐徐)히 부상

(浮上)하 으며 케이블로 연결(連結)된 WASA호(號)도 조금씩 올라오게끔 되었다. (도

판(圖版) 16 참조(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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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6] 폰툰의 현측에 설치된 hydraulic jacks를 이용하여 조금씩 WASA호(號)를 부상시키는

작업의 단면도

되풀이하여 폰툰에 물을 채우고 cable을 조인 뒤 물을 빼내어 WASA호(號)가 좀 더 

올라온 뒤 예인을 시작(始作)하 다. 이와 같은 작업(作業)을 18번 되풀이하여 WASA

호(號)는 Kastellholmen섬 옆 수심 17m의 해저(海底)에 도달(到達)하기에 이르 다.

여기서 WASA호(號)는 최종 인양계획(最終 引揚計劃)이 수립(樹立)되기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해면(海面)으로 부상(浮上)키 위한 준비(準備)는 완료(完了)된 셈이었다. 이 때

에 WASA Committee에서는 Sweden의 Bertil 황태자(皇太子)를 상설위원회(常設委員

會)의 위원장(委員長)으로 천거하 으며 각계(各界)의 전문가(專門家)와 자문위원(諮問

委員)들로서 그 위원회(委員會)는 구성(構成)되었다.

이 위원회(委員會)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方法)의 인양계획(引揚計劃)이 연구제시(硏

究提示)되었으나 그 때까지 어떠한 고대선박(古代船舶)도 해저(海底)로부터 원형(原形)

대로 완전(完全)히 인양(引揚)된 적이 없으므로, 위험률(危險率)이 높은 방법(方法)보다

는 확실(確實)하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方法)을 택(擇)하기로 하 다. Neptun 

Company는 다시 두 척(隻)의 폰툰 Oden호(號)와 Frigg호(號)를 재건조(再建造)하여 

WASA호(號)에 손상(損傷)을 입히지 않고 해수면(海水面) 위로 인양(引揚)할 수 있게끔 

준비(準備)하 다. 폰툰 중앙(中央)에 있던 hydraulic jack들을 옆으로 치움으로써 두 

척(隻)의 pontoon은 WASA호(號)를 해면(海面)으로 올릴 hydraulic 기계의 플랫홈

(platform) 역할(役割)만 하게된 것이었다. 즉(卽) WASA호(號) 선체(船體) 내부(內部)

의 물을 빼내어 WASA호(號) 자체(自體)만으로 물에 뜨게끔 하여 Beckholmen에 있는 

해군 dry dock로 예인하는 계획(計劃)이었다.

그러나 물을 빼내기 전에 선체(船體)를 완전(完全)히 폐하여야만 하는 작업(作業)이 

있었다. 1960年에서 1961年에 걸쳐 다이버들은 대포(大砲) 창구를 메우고 선미의 상당

한 부분(部分)을 손질하고 금속제(金屬製) 못이나 접착물 등이 삭은 부분(部分)을 나무 

조각으로 틀어박아 수 작업(水密作業)을 실시(實施)한 다음에 최후(最後)의 인양준비

(引揚準備)를 위하여 선체상부(船體上部)를 보강(補强)하 다. 이 작업시(作業時)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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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들은 고고학적(考古學的) 가치(價値)가 많은 상당량의 물건들을 제거(除去)하여 들

어올려야만 했다.

최종 단계(最終 段階)에서 cable이 감기는 소리와 함께 WASA호(號)는 폰툰 위로 서

서히 끌어 올려졌다. 이와 유사(類似)한 방식(方式)의 어느 해난구조 작업(海難救助 作

業)도 이보다 더한 긴장과 흥분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모든 작업단계(作業段階)는 세계

(世界)의 보도기관(報道機關), 라디오 및 TV를 통(通)하여 중계보도(中繼報道)되고 모

든 작업(作業)은 계획(計劃)에 의하여 진행(進行)되고 정오경(正午頃)에 WASA호(號)의 

윤곽이 천천히 물 속에서 들어나기 시작(始作)하 다. 양현부분(兩舷部分)이 잃어버린 

세계의 놀란 사람처럼 물 위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상부(上部)의 갑판이 해수면(海水面) 위로 올라오자 물을 다시 빼내기 시작(始作)하

으며, 천천히 선체(船體)가 자체(自體)의 부력(浮力)으로 부상(浮上)되었다. 계속적(繼續

的)으로 다이버들은 물이 새는 부분(部分)을 폐시켰으며, 폰툰이 선미부분(船尾部分)

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네 개의 고무 폰툰을 선미(船尾)에 설치(設置)하 다. 인양(引

揚)되는 고대선박(古代船舶), 인양(引揚)에 사용(使用)되는 현대(現代)의 장비(裝備), 바

쁘게 움직이는 고고학자(考古學者)들, pump전문가들, 다이버들, 그리고 각계(各界)의 전

문가(專門家)들을 보는 것만도 경이로운 일이었다. 5월 4일 WASA호(號)는 

Beckholmen의 dry dock에 안전(安全)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程度)로 부상(浮上)되

었으며 그 후 서서히 예인되어 저녁 무렵에 독크에 들어갔다.

③ Docking 및 결과(結果)

독크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巨大)한 폰툰이 WASA호(號)를 기다리고 있었

다. 특수(特殊)한 이 폰툰 위에 WASA호(號)가 놓이게 되었으며 이곳 독크에 물이 찰 

때 WASA호(號)가 지지될 수 있도록 각목과 여러 쇠붙이를 이용(利用)하여 복잡(複雜)

한 지지 system을 만들었다. 선체(船體)가 마르면서 원형(原形)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무장치(sprinkler)를 설치(設置)하여 항상(恒常) 젖어 있을 수 있게끔 하 으

며 온도(溫度)와 습도(濕度)조절을 위하여 강철 콘크리트, 알루미늄, 유리로 콘크리트 

폰툰 홀(concrete pontoon hall)을 만들어 원형(原形) 훼손을 방지하면서 복원(復元)할 

수 있게끔 하여 WASA호(號)가 들어있는 채로 이 floating hall을 WASA호(號)를 위한 

임시 박물관(博物館)으로 예인하 다. (도판(圖版) 17 참조(參照)) 여기에는 전시실(展示

室), 화상  및 강의실, 작업실 등이 있었으며 이 곳에서 사람들은 WASA호(號)의 복

구(復舊) 및 복원(復元)과 보존처리 작업(保存處理 作業)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구

적(永久的)인 박물관(博物館)이 지어져 선체(船體)를 보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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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7] Concrete Pontoon 위에 고정되어 예인중인 

WASA호

참고(參考)로 WASA호(號)에 관한 중요사항(重要事項)을 연대별(年代別)로 정리(整

理)하면 다음과 같다.

1625年 : 국왕(國王)이 WASA호(號)의 건조(建造)를 지시(指示)하다.

1627年 : Stockholm 항(港)에서 진수(進水)하다.

1628年 : Stockholm 항내(港內)에서 침몰(沈沒)하다.

1664年 : 잠수부(潛水夫)들에 의(依)하여 많은 포신(砲身)이 인양(引揚)되다.

1920年 : 스웨덴의 전함 Riksnyckelm호(號)가 Stockholm해역(海域)에서 발견(發見)

됨으로써 WASA호(號)에 관(關)한 새로운 관심(關心)이 대두(擡頭)되다.

1956年 :  WASA호(號)의 위치(位置)가 확인(確認)되다.

1957年 : 스웨덴의 해군(海軍) 다이버들이 난파선(難破船) 밑으로 터널을 뚫기 시작하

다.

1959年 : Neptun Company의 작업(作業)으로 수심 30m에 있던 WASA호(號)를 17m

의 수심(水深)으로 끌어 올리다.

1961年 : Neptun Company가 WASA호(號)를 인양(引揚)하다.

1962年 : 국왕(國王)에 의하여 Stockholm의 임시(臨時) WASA호(號) 박물관(博物館)

이 개관(開館)되다.

1966年 :  WASA호(號)의 복구작업(復舊作業) 시작(始作)되다.

끝으로 이 발굴작업(發掘作業)은 전문적(專門的)이고도 직업적(職業的)(professional 

job)인 작업(作業)임은 물론(勿論) 고고학자(考古學者)들 단독(單獨)으로는 그 작업(作

業)을 수행(遂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 분야(分野)의 전문가(專門家)들이 모여 맡

은 부분(部分)을 해 내었으며 유물(遺物)의 기록(記錄)이나 보존처리(保存處理), 전시(展

示)를 위한 특수댐의 축조(築造), 선체(船體)의 보존처리(保存處理)등 많은 과제(課題)와 

발전(發展)을 가져왔다. 총 발굴비용(總 發掘費用)은 1,300만 달러가 들었으나 WASA호

(號)는 수중(水中)의 Pompeii에 비유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많은 역사적 보고(歷史的 

寶庫)가 아직도 수중고고학자(水中考古學者)의 손길을 해저(海底)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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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수중발굴(其他 水中發掘)에 관(關)한 사례(事例)

(1) 국전함(英國戰艦) Mary Rose호(號) 발굴(發掘)

Mary Rose호(號)는 1545年 7月 침몰(沈沒)하여 Solent의 해저(海底) 뻘 속에 잘 보

존(保存)된 상태(狀態)로 매몰(埋沒)되어 있다. 이 배는 Henry Ⅷ세의 명(命)에 의(依)

하여 1509年에서 1510年에 걸쳐 건조(建造)되어 그의 여동생 이름을 붙인 배로서 

gun-deck를 설치(設置)한 최초(最初)의 전함(戰艦)이라고 할 수 있으며 4개(個)의 마스

트가 있고 600톤에 달(達)하는 기함(旗艦)이었으나 1536年에 개장(改裝)하여 15문의 청

동제 포(靑銅製 砲)와 여러 크기의 77문의 철제포(鐵製砲)를 부착(附着)하 으며 200명

의 선원(船員), 185명의 군인(軍人), 30명의 포수(砲手)가 승선(乘船)할 수 있었다. 

Margaret Rule이 말하길 Henry왕(王)은 이 배를 건조(建造)함으로써 그때까지의 해전

양상(海戰樣相)을 바꾸어 놓았으며 해전(海戰)의 중요(重要)한 전환점(轉換點)을 이루었

다. 즉(卽) 선박구조(船舶構造), 화력(火力) 및 장비(裝備)에 있어서 큰 개혁(改革)이었

다 라고 하 다.

침몰 직후(沈沒 直後)에는 마스트가 보 으며 구조작업(救助作業)을 위한 많은 시도

(試圖)를 하 으나 성공(成功)치 못하고 몇 개의 포(砲)만 인양(引揚)하 다. 그 이후 모

래와 뻘이 덮혀졌으며 완전(完全)히 보이질 않게 되었다. 19세기 초 Jogn Deane이 잠

수장비(潛水裝備)를 이용(利用)하여 작업(作業)한 결과(結果) 선박(船舶)의 목재(木材)와 

청동제 포신(靑銅製 砲身)을 인양(引揚)하 다. 포환(砲丸)메우게(wad), 화약(火藥) 등 

32파운드의 내용물(內容物)이 포신(砲身)에 그대로 잔존(殘存)해 있었으며 포신(砲身)에

는 장미, 왕관(王冠)의 문신과 1542년의 연도표시(年度表示), 헨리 8세에 관한 자가 

새겨져 있었다.

1965年 국(英國)의 저어널리스트인 동시에 역사가(歷史家)인 Alexander Makee가 

고고학자(考古學者), 역사가(歷史家), 화학자(化學者), 조선기술자(造船技術者) 등 각(各) 

분야(分野)의 전문가(專門家)들로 팀을 구성(構成)하여 본격적(本格的)인 발굴작업(發掘

作業)을 시작(始作)하 으며 Margaret Rule을 그팀의 과학지도자(科學指導者)로 선정

(選定)하 다. Mary Rose호(號)는 역사적(歷史的)으로 중요(重要)한 의의(意義)를 갖는 

배임을 강조(强調)하고 발굴(發掘)팀은 주의깊게 탐사(探査)에 착수(着手)하 다. 즉 이 

배는 중세(中世)의 선박(船舶)에서 그 이후(以後)의 대형 범선(大型 帆船)으로 발전(發

展)되어 가는 전환점(轉換點)의 선박(船舶)이기 때문이었다. 탐사(探査)는 sub-bottom 

sonar와 submarine-type sidescan sonar를 사용(使用)하여 3차원적(次元的)인 조사(調

査)를 실시(實施)하여 침몰위치(沈沒位置)를 확인(確認)하기에 이르 으며 그 뒤에 발굴

(發掘)을 위하여 1,200평방피트의 해역(海域)을 보호구역(保護區域)으로 설정(設定)하

다.

1969년에 단철로 만든 후장포(後裝砲)를 인양(引揚)하 는데 이는 Tudor왕조(王朝)때 

만든 것중 가장 진보(進步)된 것이었다. 1971年 4月에서 8月까지 100명의 다이버가 600

여 시간(餘 時間)에 걸쳐 이 난파선(難破船)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80피트에 달

(達)하는 우현(右舷)의 조사(調査)를 성공리에 끝마쳤다. 이는 선체(船體)의 반 이상(半 

以上)을 조사(調査)한 것이었으며 발굴(發掘)을 위하여 많은 뻘을 제거(除去)하기도 하

으나 인양(引揚)은 보존처리(保存處理)를 완전(完全)히 할 수 있고 난파선(難破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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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完全)한 파악(把握)이 끝날 수 있는 1974年 以後로 결정(決定)하여 1980年初까지

도 포츠마스항(港)의 인양현장 사무소(引揚現場 事務所)(창고건물(倉庫建物)을 이용(利

用)한 가건물(假建物))에서 사업(事業)을 추진중(推進中)에 있으며 1982年까지는 인양

(引揚)을 완료(完了)할 계획(計劃)을 세우고 있다.

선체(船體)는 지금까지 조사(調査)한 바에 의(依)하면 English oak로 되어 있었고 나

무펙(wooden pegs)으로 연결(連結)되어져 있었으며, 수심(水深) 20m 정도에 약(約) 

60°로 경사(傾斜)되어 위치(位置)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양(引揚)은 WASA호

(號)와 같은 방식(方式)으로 작업(作業)하는 것을 검토(檢討)(선체(船體)가 경사(傾斜)되

어 있으므로 대가(臺架)를 이용(利用)하는 방법(方法) 등)하고 있으며 경비(經費)는 265

만(萬) 달러로 추산(推算)하고 있다.

(2) Rpain의 무적함(無敵艦) Girona호(號) 발굴(發掘)

이 전함(戰艦)은 1588年 10月 26日 밤 폭풍(暴風)으로 인(因)하여 Nothern Ireland의 

Lacada point에서 좌초(坐礁)하여 침몰(沈沒)되었으며 1,300名의 승조원 중(乘助員 中) 

겨우 5名만 생존(生存)하 다.

벨기에의 노련(老練)한 다이버인 Robert Stenuit가 유럽의 여러 도서관(圖書館)과 옛 

문서 보관소(文書 保管所)에서 무적함대(無敵艦隊)(Armada)에 관(關)한 60여 시간(餘 

時間)의 문헌조사(文獻調査) 후(後)에 탐색(探索)을 시작(始作)하여 1967年 6月에 그 위

치(位置)를 발견(發見)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그 장비(裝備)와 인원문제(人員問題)로 

모든 발견품(發見品)을 그대로 둔채 1968年 4月부터 발굴작업(發掘作業)을 착수(着手)

하 다. 구획틀 설치(設置)는 못하고 줄을 팽팽히 친 뒤에 이를 기준(基準)으로 발굴(發

掘)을 하 는데 Liquid shovel을 사용(使用)하여 해저(海底)의 모래와 작은 돌을 제거

(除去)하 다. 실제(實際) 발굴작업(發掘作業)은 5개월(個月) 동안 2,800여 시간(餘 時

間)의 수중작업(水中作業) 끝에 405개(個)의 금화(金貨), 756개(個)의 은화(銀貨) 및 115

개(個)의 동전(銅錢)을 포함(包含)한 값지고 예술성(藝術性)이 높은 많은 보물(寶物)을 

인양(引揚)하 으며 이들 발굴품(發掘品)은 Belfast Ulster Museum에 전시(展示)되어 

있다. 또한 태양(太陽)의 고도(高度)를 측정(測定)하여 위도(緯度)를 알 수 있는 항해기

기(航海機器)를 발굴(發掘)하 는데 이것은 국(英國)의 Greenwich에 있는 국국립해

양박물관(英國國立海洋博物館)(Britains National Maritime Museum)에 보관(保管)된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3) Kyrenia근해(近海)의 Greek상선 발굴(商船 發掘)

1967年 국(英國)의 Pensylvania대학 박물관(大學 博物館) 팀이 Cyprus해안(海岸)

의 수중조사(水中調査)를 실시(實施)하던 중 Michael L. Katzev씨(氏)(현재(現在) 

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y부회장(副會長))가 5척(隻)의 고대 난파선(古代 難破

船)의 위치(位置)를 발견(發見)하 으며 이 중 가장 중요(重要)한 것이 B.C.4세기경(頃)

으로 추정(推定)되는  Amphora운반선(運搬船)이었다.

이 배는 Cyprus의 항구도시(港口都市)인 Kyrenia근처(近處)의 수심(水深) 90피트에 

있었으며 Katzev씨(氏)와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전문가(專門家)들로 구성(構成)된 조사

(調査)팀이 많은 스폰서의 도움으로 1968年 여름부터 Michael L. Katzev씨(氏)의 지휘

(指揮)아래 발굴(發掘)을 착수(着手)하 다.

목재(木材)로 된 바아지선(船) Alasia호(號)를 작업선(作業船)으로 하고 Bruce Dahlin

씨(氏)가 잠수조장(潛水組長)을 맡았으며 John Veltri씨(氏) stereo camera를 이용(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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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하여 발견품(發見品)을 촬 (撮影)하 다. 작업(作業)은 오전(午前)에 40분(分), 오후

(午後)에 30분(分)씩 다이빙을 하 으며 구획틀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각 3m씩으로 

하여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 제작(利用 製作)하여 작업(作業)을 진행(進行)하 다.

선적물(船積物)은 약(約) 11m×22m의 범위내(範圍內)에 흩어져있었는데 Oxford 

Research Laboratory for Archaeology에서 개발한 금속탐지기(金屬探知器)(도판(圖版) 

18 참조(參照))를 이용(利用)하 grid밑 감춰진 금속(金屬)들의 위치(位置)를 확인(確認)

하 다. 발견(發見)된 금속품(金屬品)은 동 연구소(同 硏究所)에서 개발한 proton 

magnetometer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이들은 산화 제일철 물질(物質)임이 판명(判

明)되었다. 가장 많은 인양품(引揚品)은 포도주 단지(wine jar) 으며 단지속에 있던 원

래(元來)의 물건(物件)은 거의 원형(原形)을 잃었지만 그 중 몇 개 속에는 아아먼드

(Almonds)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은 2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잘 보존(保存)되어 있었

고, 수천 개의 아아먼드가 밑바닥에 무더기로 있었는데 407개(個)의 amphorae, 접시사

발, 기름, 항아리, 포도주 주전자, 컵, 채, 국자, 질남비, 목제 숟가락과 그릇, 잉크병, 가

마솥 등을 인양(引揚)하 다. 특(特)히 취사그릇은 각기 다른 방향(方向)의 두 곳에서 

발견(發見)되었으며 이는 선미(船尾)와 선수(船首)에 각기 분리(分離)된 선실(船室)이 

있었음을 시사(示唆)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네벌의 식기(食器)로 미루어 보아 선장(船

長)과 3명의 선원(船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배의 정확(正確)한 침몰 

원인(沈沒 原因)은 알 수 없었다.

[圖版 18] Cyprus의 Kyrenia근처(近處), B.C.4C頃 난파선 발굴(發掘) 때 사용중(使用中)인 금속

탐지기(金屬探知器)(metal detector)

발견(發見)된 다섯 개의 구리 동전으로 보아서 이배는 B.C.306년 이후(以後)의 것으

로 추정(推定)되었으며 목재(木材)를 C
14
으로 연대측정(年代測定)한 결과(結果) B.C.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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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후(年 前後)로 판명(判明)되었고 아아먼드는 B.C.288年이었다. 이에 대(對)하여 아

아먼드를 이 배가 침몰(沈沒)한 그 해에 수확(收穫)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 배는 약 100

년간 항해(航海)를 했다는 결론(結論)이 나오는데 선체(船體)의 길이는 약(約) 50피트로 

추정(推定)되었다. 보존처리 작업(保存處理 作業)은 Oberlin대학(大學)의 협조(協助)를 

얻었으며 복원(復元)은 13세기(世紀) 십자군(十字軍)에 의하여 세워진 Kyrenia성(城) 

큰 민물 수조(水槽)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존처리(保存處理) 및 복원(復元)에 3年이 걸렸

다. (圖版 19, 20 참조(參照))

[圖版 19] Polyethylene glycol로 목재(木材)를 보존처리(保存處理)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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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0] Kyrenia의 성(城)에서 선체(船體) 파편을 모아 복원(復元)하는 

과정

[圖版 21] Grand Congloue 난파선 발굴작업 전체 개황도(難破船 發掘作業 全體 槪況圖) 

이 발굴작업(發掘作業)에서 얻어진 중요(重要)한 사실(事實)은 모든 수중발굴(水中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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掘)의 가장 중요(重要)한 첫 번째 단계(段階)가 탐침(探針)과 탐지기(探知器)등을 이용

(利用)하여 정확(正確)한 계획(計劃)의 수립(樹立)과 발굴진행 기간중(發掘進行 期間中) 

그 위치(位置)가 변(變)하지 않도록 보조(補助)구획틀을 단단히 고정(固定)시켜 설치(設

置)하는 등의 사전준비(事前準備)를 철저히 연구(硏究)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4) Grand Congloue 근해(近海)의 난파선 발굴(難破船 發掘)

이 배는 마르세이유에서 동(東)쪽으로 약(約) 10 mile 떨어진 Grand Conlgoue 해안 

근처(海岸 近處)에서 발견(發見)되었는데 선미(船尾)는 수심(水深) 112피트, 선수(船首)

는 수심(水深) 140피트에 놓여 있었다. (도판(圖版) 21 참조(參照)) 또한 이배는 마르세

이유 하수구 공사중 배수구 작업(下水口 工事中 排水口 作業)때 발견(發見)되었는데 

Cousteau선장(船長)이 이끄는 Calypso호(號) 대원(隊員)들에 의(依)하여 1952年 8月부

터 시작(始作)하여 5년간(年間) 발굴작업(發掘作業)이 진행(進行)되었다. 특(特)히 인양

유물(引揚遺物)의 감정은 마르세이유 고고박물관장(考古博物館長)인 Fernand Benoit교

수(敎授)가 담당하 다.

발굴(發掘)은 Suction Pump(Air-Lift)를 이용(利用)하 으며 해수면(海水面)위의 15

피트 위치(位置)의 암벽에 기관실(Engine House)를 만들어 작동(作動)하 다. 이 

Air-Lift는 1930년대(年代)부터 Floride Keys Treasure Hunter들이 많이 사용(使用)해 

왔으나 고고학적(考古學的)인 발굴목적(發掘目的)으로 사용(使用)된 것은 이 때가 처음

이다.

실제 작업진행  중(實際 作業進行 中)에는 200피트에서 최초(最初)로 Amphora(Wine 

jar)를 발견(發見)한 뒤 60피트에서 3개의 컵을 인양(引揚)하 는데 Benoit교수(敎授)는 

프랑스 내륙(內陸)에서 B.C.2세기 경(頃)으로 추정(推定)되는 이와 비슷한 컵을 발견(發

見)한 적이 있었다고 하 다. 또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흙으로 빚은 작은 화덕

(earthenware stove)을 발견(發見)하 고 6,000점의 black campanian Pottery를 인양

(引揚)하 으며 약 3,000개의 amphorae를 인양(引揚)하 다. 이 중 몇 개(個)에는

SES 라는 로마 자가 새겨져 있었다. 특이한 것은 동전(銅錢)이나 금속제품(金屬製品)

이 발견(發見)되지 않은 점(點)이었다.

이 발굴(發掘)은 매우 중요(重要)한 수중발굴(水中發掘)이라고 과학자(科學者)와 학자

(學者)들이 말하 으며 육상발굴 기술(陸上發掘 技術)은 물론(勿論) 현재(現在)에도 사

용(使用)하고 있는 air-lift, 고압(高壓)물줄기, 수중촬 (水中撮影), 폐쇄식(式) 수중(水

中)TV, 탐색방법(探索方法), 도면작성(圖面作成), 인양(引揚) 및 보존기술(保存技術) 등

의 많은 새로운 기술(技術)과 장비(裝備)를 사용(使用)한 혁신적(革新的)인 발굴(發掘)

로서 그 이후(以後) 1960년대(年代)의 George F. Bass박사(博士) 일행(一行)의 발굴(發

掘)로 이어졌다.

(5) Port Royal 근해(近海)의 수중유적지 발굴(水中遺蹟地 發掘)

카리브해(海)에서 연구(硏究)하는 양해고고학자(洋海考古學者)들에게는 난파선(難破

船)만이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地域)은 지진대(地震

帶)에 속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形態)의 수중유적지(水中遺蹟地)가 많은 곳이다. 즉 

침몰(沈沒)한 도시(都市)가 그 좋은 예(例)이며 크기나 중요성(重要性)으로 볼 때 Port 

Royal 에 비할 곳은 없을 것이다. 이 곳은 그 당시(當時) 카리브해 더 나아가서는 신대

륙(新大陸)과의 교역(交易)에 있어서 중심지(中心地) 다. 1655年 국(英國)에 의(依)하

여 건설(建設)된 Jamaica의 이 항구(港口)가 1692년 6월 7일 정오직후(正午直後)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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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地震)으로 인(因)한 3차례의 강(强)한 진동(震動)과 곧 잇달아 려온 tidal wave에 

의(依)하여 항구(港口)의 2/3가 침몰(沈沒)하고 2,000여 주민(住民)이 실종(失踪)되었다. 

그 후(後)로 이곳은 서반구(西半球)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수중유적지(水中遺蹟地)가 

되었으며 재난(災難)을 당(當)한 직후(直後)부터 수년간(數年間)에 걸쳐 구조작업(救助

作業)을 하 고 최근(最近)에는 Matoinal Geographic Society의 일부(一部) 후원(後援)

을 얻어서 조사(調査)를 시작(始作)하 다. 1959年 한때 항공계(航空界)의 전문가(專門

家) 으나 수중탐사가(水中探査家)로 전환(轉換)한 Edwin A. Link씨(氏)와 그 일행(一

行)이 고고학 탐사선(考古學 探査船)인 Sea Diver호(號)를 이용(利用)하여 10주간(週間)

의 발굴(發掘)을 하 는데 그는 몇 년간(年間)의 계속적(繼續的)인 발굴작업(發掘作業)

이 필요(必要)하다고 하 다.

가장 흥미(興味)로운 발견품(發見品)은 주머니 시계(時計) 다. 바늘은 없어졌으나 

X-Ray 사진으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11時 43分을 가르켰음을 알 수 있었다. (도판

(圖版) 22 참조(參照)) 또한 수백 점(點)의 발견품(發見品)을 인양(引揚)하 었는데 식당

(食堂)의 부엌에서는 점심(點心) 준비(準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 거북의 뼈

가 구리 포트 속에 담겨져 있었다.

[圖版 22]  Port Royal에서 발굴(發掘)된 주머니 시계(時計) 

2年 뒤에 젊은 고고학자(考古學者) Robert F. Marx씨(氏)는 이 곳에서 Clay Pipe, 스

페인의 옛 은화(8reals)뭉치, 백랍제 그릇, 구리 제품(製品) 등을 포함(包含)하여 Rum주 

까지도 발견(發見)하 다.

1966年 1月 Jamaica 정부(政府)는 수 년간 계속(繼續)될 장기적(長期的)이고도 꼭 필

요(必要)한 발굴(發掘)을 시작(始作)하 다. 즉(卽) 1966年 4개월(個月)에 걸친 철저한 

첫 조사(調査)를 통하여 유적지(遺蹟地)는 약 140,000㎡로서 수심(水深)은 1m∼20m

으나 75%는 10m 이내(以內)의 수심(水深)임을 알았다. 해저상태(海底狀態)는 산호더미 

지역(地域)을 제외(除外)하고 미세한 sil(입자의 크기가 4∼62μ인 퇴적물(堆積物) : by 

Wentworth Scale)가 1m의 두께로 덮혀 있었다. 해저 퇴적물(海底 堆積物)의 구성(構

成)은 매우 다양(多樣)하여 70%가 흑색(黑色) Sand(모래 입자의 크기가 62∼2,000μ인 

퇴적물(堆積物) : by Wentworth Scale)이고, 30%가 거친 gravel(자갈 입자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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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mm인 퇴적물(堆積物) : by Wentworth Scale)이었다. 

많은 발굴장비(發掘裝備)로 시도(試圖)하 는데, 두가지의 prop-wash , 대여섯 가

지의 고압(高壓) 물줄기 고압(高壓)공기 노즐, 직경(直徑) 6cm에서 15cm까지의 

hydrolift, 직경(直徑) 7cm에서 25cm까지의 air-lift등이었다. 그러나, 최종적(最終的)으

로는 직경(直徑) 10cm의 air-lift를 사용(使用)하기로 결정(決定)하 으며 채를 이용(利

用)하여 작은 물건의 유실(流失)을 막았다. 수중시정(水中視程)은 처음에 30∼60cm 으

나 air-lift를 사용(使用)하면서부터 그 근처(近處)는 2∼3cm에서 제로까지로 나빠졌다. 

유물(遺物)은 주(主)로 퇴적물(堆積物) 두께가 3cm이내(以內)에서 발굴(發掘)되었으나 

실제(實際)로 5m까지 작업(作業)을 진행(進行)하 다.

2년간(年間)에 걸친 발굴작업(發掘作業)으로 많은 유물(遺物)을 인양(引揚)하 으나 

전체 유적(全體 遺蹟)의 5%밖에 발굴(發掘)하지 못한 것이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

릴지는 미지수(未知數)이나 Port Royal을 해양고고학도(海洋考古學徒)들의 트레이닝 센

터로 이용(利用)하 으면 하는 Robert Marx씨(氏)의 제안(提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價値)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Ⅳ. 인양물 보존처리(引揚物 保存處理) 및 보존상태(保存狀態)

난파선(難破船)의 발견(發見)은 전체발굴(全體發掘) 및 복원작업(復元作業)에 비(比)

하면 극(極)히 일부(一部)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발굴품(發掘品)은 보존처리(保存處理)

를 한 뒤에 복원(復元)이 되어야만 한다. 이 분야(分野)에서는 WASA호(號)의 복원(復

元)을 훌륭히 행(行)한 Sweden이 선구자적 역할(役割)을 하 다. 복원(復元)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한 것은 선체(船體)나 발굴품(發掘品)의 보존상태(保存狀態)가 양

호(良好)하여야만 한다. 북해(Northern Sea)는 염분(鹽分)이 적고 수온(水溫)이 낮아 배

좀벌레(shipworm)가 생존(生存)키 힘들다. 특(特)히 Wasa호(號)가 침몰(沈沒)되어 있

던 Stockholm항(港)은 shipworm이 서식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훌륭한 복원(復元)이 

가능(可能)할 수 있었다. 뻘이나 모래속에 파묻혀 있는 난파선(難破船)은 으로부터 보호

(保護)되어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매우 좋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신안해저(新安海底)에 

묻혀있는 고대선박(古代船舶)을 예로 들더라도 수중(水中)에 노출(露出)된 부분(部分)의 

목재(木材)는 원형(原形)이 거의 훼손(毁損) 또는 부식된 상태(狀態) 음을 알 수 있었

으나 퇴적물(堆積物)속의 목재(木材)는 그 보존상태(保存狀態)가 매우 양호(良好)하 는

데 특(特)히 발굴(發掘)을 위한 꺾쇠를 큰 망치로 박을 때 쇠소리가 날 정도(程度)로 양

호(良好)하 으며 불과(不過) 몇센치를 박기에도 매우 힘이 들 정도(程度) 다.

독일(獨逸)에서는 1962年 Bremen 항구(港口)를 준설할 때 발견인양(發見引揚)한 중

세(中世)의 선박(船舶)을 복원(復元)하여 Polyethylene glycol을 채운 통속에서 완전(完

全)한 보존처리(保存處理)가 끝날때까지 전시(展示)하고 있으며 이 기간(期間)을 약 25

年 정도(程度)로 계획(計劃)하고 있다. 이렇듯 보존처리 작업(保存處理 作業)은 꾸준히 

장기간(長期間) 지속(持續)하여야 하는 힘든 작업(作業)이다. 

Wasa호(號)의 경우(境遇), 작업도중(作業途中)에 나무가 말라 원형(原形)을 잃는 것

을 막기 위하여 분무 장비(裝備)(splinkler system)를 이용(利用)하여 젖은 상태(狀態)

187



를 현금(現今)까지도 유지시키고 있으며 Lars Barkman 지휘하(指揮下)에 나무 속에 

polyethylene glycol 계통(系統)의 약품(藥品)을 주입(注入)시켜 10년 이상(年 以上)이

나 보존처리(保存處理)를 진행(進行)한 결과(結果)로 현재(現在)는 안정(安定)된 상태(狀

態)로 전시중(展示中)에 있다.

1970년대(年代)에 발굴(發掘)을 착수(着手)한 Mary Rose호는 뻘속에 묻혀 있어 원형

(原形)이 잘 보존(保存)된 상태(狀態)로 있으나 일부(一部) 인양(引揚)된 목재(木材)는 

수용성 왁스인 polyethylene glycol을 묽게 하여 침투시킨 뒤 다시 진하게 처리(處理)하

여 결국에는 양초와 같이 굳어지게끔 하여 보존 처리(保存 處理)하 다.

1968年부터 키프러스의 Kyrenia에서 발굴(發掘)한 B.C.4세기 경의 Greek Merchant 

Ship의 복원(復元)의 경우(境遇)도 인양(引揚)된 선체부분(船體部分)을 곧바로 큰 민물 

탱크 속에 넣어서 보존(保存)하면서 작업(作業)을 행(行)하 다. 왁스 성분(成分)을 목재

(木材)에 배어들게 하 으며 보존처리(保存處理) 및 복원(復元)에 3年이 걸렸고 1979年 

여름에 목재(木材)를 건조(乾燥)시킬 수 있게끔 되었고 1974年부터 전시(展示)를 하

다. 전시실(展示室)에는 air condition 장치(裝置)를 하여 원형(原形)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防止)하고 있다.

1959年에 발굴(發掘)한 Cape Gelidonya의 B.C.1300년경(年頃)의 청동기난파선(靑銅

期難破船) 작업시(作業時)에도 발굴품(發掘品)의 보관(保管)은 인양(引揚) 되는대로 1차

(次) 보존처리(保存處理)를 실시(實施)한 후(後)에 큰 민물통 속에 보관(保管)하여 발굴

작업(發掘作業)이 끝날때까지 보존(保存)에 힘을 기울 던 것이다. 이러한 민물통에서의 

처리(處理)는 유물(遺物)의 염분(鹽分)을 제거(除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必要)한 

작업과정(作業過程)이므로 우리의 신안조사(新安調査)의 경우(境遇)도 민물통 즉(卽) 담

수저장시설(淡水貯藏施設)이 시급(時急)히 준비(準備)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思慮)된다.

Ⅴ. 수중심사(水中深査) 및 발굴(發掘)에 사용(使用)된 장비(裝備)

 1. 심사계기(深査械器)

MIT대학(大學)에서 명예 퇴직(名譽 退職)한 교수(敎授)인 Edgerton박사(博士)는 자

신(自身)이 제작(製作)한 Mud-Penetrator 혹은 Pinger 라고 하는 계기(械器)를 사

용(使用)하여 해저(海底)의 고대 항구(古代 港口)나 난파선(難破船) 및 기타(其他)의 수

중유적지 심사(水中遺蹟地 深査)에 이용(利用)하 는데 17세기의 국 전함(英國 戰艦)

인 Mary Rose호(號)의 선체 탐색(船體 探索)에도 사용(使用)하 다. 다시 1967年 10月

에 새로운 Side scanning sonar(도판(圖版) 23 참조(參照))를 개발하고 1968年 7月에 

full-scale pinger survey를 실시(實施)하 다. Side scanning sonar는 연속적(連續的)

으로 해저면(海底面)의 형태(形態)를 기록지상(記錄紙上)에 나타내 주는 것이며 pinger

는 퇴적물(堆積物) 속의 고형물질(固形物質)을 찾아내는 것으로서 1969年과 1970年에 

걸친 Porto Longo 탐사시(探査時)에는 Edgerton박사(博士)의 Sonar와 Magnetometer

를 사용(使用)하 다. 또한 Sonar로는 목재(木材)의 발견(發見)이 힘든 반면(反面)에 추

나 바위 등은 쉽게 찾아낼 수 있으나 바위보다는 뻘 퇴적층(堆積層) 속의 기체가 모여

있는 부분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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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3] sonar system(左)과 기록기(右)

[圖版 24] proton magnetometer(左)와 기록지(右 : 전함(戰艦)의 흔적으로 심(甚)한 변화(變化)를

보이고 있음)

Oxford 대학(大學)의 E.T. Hall박사(博士)는 proton magnetometometer (도판(圖

版) 24 참조(參照))를 사용(使用)하여 난파선(難破船)이나 기타 수중(水中)의 이물질(異

物質)을 포착(捕捉)하 다. 10톤 이상(以上)의 철선(鐵船)이나 쇠붙이는 45m나 떨어져 

있어도 찾아낼 수 있으며 목선(木船)이나 amphora 난파선(難破船)에는 대포환(大砲丸), 

못, 닻 등을 제외(除外)하고는 쇠붙이가 적기 때문에 3m 이내(以內)에서 포착(捕捉)이 

가능(可能)하 는데 1966年 지중해(地中海)에서 이 계기(械器)를 사용(使用)하여 좋은 

성과(成果)를 얻었다. 그 당시(當時) Hall박사(博士)는 sea-going sonar 

position-fixing system을 개발(開發)하 으며 탐침(probe)과 coring으로 묻혀있는 유

물(遺物)이나 선체(船體)의 범위(範圍)를 파악(把握)할 수 있으며 metal detector로 금

속(金屬)을 찾아낼 수 있다. 

Scotland의 Edinburgh대학(大學) 지리학과(地理學科)에 있었던 고(故) Ian Morison

씨(氏)에 의(依)한 탐사방법(探査方法)(圖版 25 참조(參照))은 다이버 혼자서 유물(遺物)

의 위치(位置)와 상태(狀態)등을 파악(把握)하는데 있어서 편리(便利)한 것이다

(Trilateration technique for single-hand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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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굴장비(發掘裝備)

1960년대(年代)에 Roman Ship을 발굴(發掘)한 Bass박사 일행(博士 一行)은 새로운 

장비(裝備)를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많이 사용(使用)하 다. 즉(卽) 수중전화소(水中電

話所) (Underwater telephone booth)를 설치(設置)하여 해상(海上)과의 연락(連絡) 및 

휴식(休息), 긴급시(緊急時)의 피신처등(避身處等)으로 이용(利用)하 는데 이것은 반구

형태(半球形態)의 Plexiglass를 뒤집어 놓은 상태(狀態)에서 밑으로 발을 달아 1500파운

드의 철판(鐵板)을 부착(附着)시켜서 가슴까지만 물이 차도록 하고 전화(電話)를 설치

(設置)하여 해상(海上)과의 연락(連絡)이 되도록 하 으며 공기(空氣)는 해상(海上)에서 

공급(供給)하 다. 또 stereo photogrammetric mapping system을 사용(使用)하여 유

물(遺物)의 위치(位置)를 신속(迅速)하게 정확(正確)히 기록(記錄)하 으며 효과적(效果

的)일 감압(減壓)을 위하여 수중(水中)에 submersible decompression chamber를 설치

(設置)하기도 하 다. 다음으로는 모래 속에 묻혀있는 유물(遺物)을 찾기 위하여는 앞에

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은 금속(金屬) 탐지기(metal detector)를 이용(利用)하 는데

Negro boy 상(像)이 인양(引揚)된 장소(場所)에서는 난파선(難破船)을 찾기 위하여 사

람이 탑승(搭乘)한 towvane(도판(圖版) 26, 27 참조(參照))에 카메라를 부착(附着)시켜

서 사용(使用)하기도 하 다.

위에서 몇 가지 장비(裝備)를 언급(言及)하 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육상발굴 기술

(陸上發掘 技術)을 응용(應用)하여 수중발굴(水中發掘)에 적합(適合)한 장비(裝備)를 개

발(開發)하여 사용(使用)하고 있으며 구획틀(grid: 도판(圖版) 28 참조(參照)), air-lift, 

세찬 물줄기(liquid shovel: a jet of water washed away sand and stones from the 

wreck site), 및 수중촬 (水中撮影)(특(特)히 stereophotograpy: 도판(圖版) 29, 30 참

조(參照)) 기술(技術)은 여러 발굴(發掘)에서 사용(使用)되고 있는 기본장비(基本裝備)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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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5] Morrison's one-man underwater trilateration apparatus

 

[圖版 26] tow-v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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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7] tow-vane의 단면도
 

[圖版 28] 정확한 유물의 기록을 가능케하는 구획틀(grid)

 

[圖版 29] stereophotography의 기하학적 도면(左)과 stereoview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장
면(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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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0] 동일(同一)한 물체를 동시(同時)에 촬영(撮影)한 stereophotography의 각각의 사
진

특(特)히 잠수정(潛水艇)을 이용(利用)하여 수중발굴(水中發掘)을 시도(試圖)한 사례

(事例)들이 있었는데 Asherah호(號)가 그 대표적(代表的)인 좋은 예(例)이다. 이 잠수정

(潛水艇)(圖版 31 참조(參照))은 2인승(人乘)으로서 관망창(觀望窓)이 있고 모든 방향

(方向)으로 추진(推進)할 수 있는 모터가 달려있으며 라이트와 카메라가 부착(附着)되어 

있으며 최고 수심(最高 水深) 600 feet까지 잠수(潛水)가 가능(可能)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10시간(時間)까지 수중(水中)에서 활용(活用)할 수 있다. 때문에 다이버가 여러 날동

안 촬 (撮影)해야 할 것을 몇 시간내(時間內)에 완료(完了)할 수 있으며 특수(特殊) 수

중(水中)렌즈를 이용(利用)하여 3차원적(次元的)인 입체사진(立體寫眞)을 찍을 수 있게

끔 되어있다.

[圖版 31] Asherah 號의 구조도

Ⅵ. 수중고고학계(水中考古學界)의 동향(動向) 및 장래(將來)

고고학적(考古學的)인 관점(觀點)에선 볼 때 유적지(遺蹟地)나 유물(遺物)의 탐사(探

査) 및 발굴작업(發掘作業)은 그 원형(原形)을 잃지 않는 상태(狀態)에서 행(行)하는 것

이 가장 중요(重要)한 일이라 할 것이다.

20세기 초 이전(初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어부(漁夫)나 잠수부(潛水夫)(특(特)히 

193



sponge diver)들의 무지(無知)와 인식부족(認識不足)으로 많은 유적지(遺蹟地)와 유물

(遺物)들이 훼손(毁損)되었으며 1943년 이후(年 以後)로 scuba 장비(裝備)의 개발(開發)

과 보급(補給)으로 인(因)하여 많은 해저(海底)의 유적지(遺蹟地)가 훼손(毁損)된 것은 

사실(事實)이다. 즉(卽) 직업 다이버(commercial salvage diver)들에 의(依)한 훼손(毁

損)이 가장 많았으며 골동품(骨董品)이나 기념품 수집(記念品 蒐集)을 위한 다이버와 스

포츠 다이버들에 의(依)한 훼손(毁損)도 무시(無視)못할 정도(程度) 다. 특(特)히

professional treasure hunter 들은 다이나마이트와 거대(巨大)한 준설장비(浚渫裝備)

를 이용(利用)하기도 하여 상당(相當)한 훼손(毁損)을 초래(招來)하 던 것이다.

유럽등지(等地)의 경우(境遇)는 스포츠 다이버들이 지중해(地中海)의 여러 유적지(遺

蹟地)를 훼손(毁損)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남부(南部)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이스 등지

(等地)의 유적지(遺蹟地)가 원형(原形)을 많이 잃게 됨에 따라 주위(周圍)의 많은 나라

들이 수중유적지(水中遺蹟地) 보호(保護)를 주장(主張)하여 법(法)으로 기구(機構)를 만

들어 그 보호(保護)에 앞장 서고 있는 실정(實情)에 있다.

그리이스에서는 Hellenic Institute of Maring Archaeology 라는 기구(機構)를 만

들어 연구(硏究)와 계몽(啓蒙)을 하고 있으며 덴마아크에서는 Viking ships 

Museumat Roskide 에서 탐사연구(探査硏究) 및 보존(保存)에 노력(努力)하고 있을 

뿐 아니라 Netherland는 간척사업(干拓事業)을 하다가 유적지(遺蹟地)가 발견(發見)되

면서부터 이 분야(分野)에 관심(關心)을 기울이기 시작(始作)하 다.

국(英國)과 프랑스에서는 이 분야(分野)에 관심(關心)있는 다이버들을 교육(敎育)시

켜 아마튜어 고고학자(考古學者)로 양성(養成)하여 유적지(遺蹟地)가 있는 각지방(各地

方)의 기관(機關)과 협력(協力)하여 발굴품(發掘品)의 보호(保護)와 보존(保存)에 노력

(努力)하고 있다. 특(特)히 국(英國)에서는 여러 기관(機關) British Museum, the 

Science Museum, the National Maritime Museum,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및 

the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의 대표(代表)가 모여 Committee for 

Nautical Archaeology 를 1963年에 발족(發足)시켰는데 이 곳에서는 주말(週末)에 고

고학자(考古學者), 과학자(科學者) 및 다이버들의 강의(講義)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 결

과(結果) 많은 사람들이 유적지(遺蹟地)와 유물(遺物)의 보호(保護)가 얼마나 중요(重

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많은 다이빙 단체(團體)들이 각 지방(各 地方)의 고고학 

단체(考古學 團體)와 함께 유물(遺物)의 발견(發見)과 연구(硏究) 및 보호(保護)에 힘쓰

고 있다.

특(特)히 이 기구(機構)에서는 1969年에 Plymouth에 Fort Bovisand Diving Cinter

를 설립(設立)(해군출신(海軍出身)의 Alan Bax 씨(氏)가 설립(設立)하다)하여 다이버

들이 수중유적지 발굴(水中遺蹟地 發掘)에 관(關)하여 알아 두어야 할 기술(技術)과 지

식(知識)을 습득(習得)(주(主)로 잠수교육(潛水敎育)과 해양고고학 과정(海洋考古學 課

程)을 교육(敎育))하도록 하고 있다.

국(英國)에서는 1958年 Council of Underwater Archaeology 를 발족(發足)시켰

으나 국(英國)에 비(比)하면 아주 미미(微微)한 활동(活動)에 그치고 있으며 

Philadelphia에 본부(本部)를 둔 American Institute of Nautical Archaelogy (약어

(略語)는 AINA)에서 George F. Bass박사(博士)가 중심(中心)이 되어 많은 해동(海動)

을 계속(繼續)하고 있다. 또한 Mexico에서는 1958年 CEDAM 이라는 기구(機構)가 

발족(發足)되어 유적지(遺蹟地) 보호(保護)에 힘쓰고 있으며 Canada 및 Jamaica 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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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적지(遺蹟地)나 유물(遺物)에 대(對)하여 법(法)으로 규제(規制)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많은 나라에서 수중유적(水中遺蹟)의 보호(保護)와 연구(硏究)에 

앞장서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고고학자(考古學者)와 관련기구(關

聯機構)에서 보다 조직적(組織的)으로 수중유적지(水中遺蹟地)나 유물(遺物)을 탐사(探

査)하여 그 위치(位置)를 파악(把握)하고 보호(保護)하도록 선도(善導)하여야 할 것이며 

다이버와 어부(漁夫)들도 수중유적(水中遺蹟)의 보호(保護)가 앞으로의 연구(硏究)와 발

굴(發掘)에 매우 중요(重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人間)이 수중탐사

(水中探査)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과학(科學)의 발전(發展)과 병행(倂行)하

여 인간(人間)이 수중(水中)에서 자유(自由)로이 행동(行動)(수압(水壓) 및 작업조건(作

業條件) 등(等))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장비(裝備)들이 개발(開發)되므로서 학문적(學

問的)인 흥미(興味)와 함께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의 장래(將來)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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