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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서를 연결하던 고대 교통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유라시아 동서 문명 교섭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그다지 활발할 편이 아니지만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복

식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북방 초원길을 통한 교섭사는 한민족과 한국문화의 기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는데, 몽골과 카자흐스탄지역의 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흉노, 쿠르간 문화 등으로 연구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을 통한 교섭은 미술사 분야에서 연구를 주도해왔다.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한 현지조

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면서 신라의 황금문화, 유리의 전래, 불교문화의 동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바닷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진한 편이다. 동남아시아에 소재하는 불교와 힌두교 사원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았으

나 이 유적들을 연결하는 바닷길의 복원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로 확산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돈 손 문화와 싸 후인 문화 유적을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 조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한국사, 한국 문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류 공동의 문명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

도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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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최근 유라시아의 동과 서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방

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와 문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

이지 않으나 동북아시아의 일부이자 유라시아의 동쪽에 위

치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를 

거시적으로 조망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주장될 것으로 

예상된다.1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1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Asia Archaeology”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유라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미흡한 상태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

존의 조사와 연구성과를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히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문명교류의 역사

를 한국의 입장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광범위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유라시아의 각 지점들을 연결하

던 3개의 길, 즉 “초원길”,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 “바닷길”

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2

 Ⅱ.   “초원길”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1. 경향

국내학계에서 초원길에 대한 관심은 한민족과 민족문

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알타이 지역을 주목하거나, 신라 고

분문화의 기원으로서 스키타이와 알타이를 주목하는 경향

이 지배적이었다.3 특히 독특한 형태의 금관이 어디에서 기

원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4 중요 과제 중의 하나였다.

흑해 연안과 코카서스 북록을 중심으로 광대한 유라

시아 초원지대에 뻗어 있던 스키타이에 대해서는 1990년대

에 에르미타쥬박물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개최된 스키타이 황금전,5 부산시립박물관에서 개최

된 얼음공주묘 전시회가6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스키

타이의 유물에 대한 외국인 학자의 저서가 번역되기도 하

였다.7 이러한 관심은 초원 문명이나 유목민에 대한 관심으

로 이어지거나8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대한 종합 개설서,9 쿠

르간에 대한 전문 연구10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 맞닿

는 알타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행문,11 러시아 학자의 

저서 번역,12 특별 전시회,13 민속학적 조사, 특히 샤머니즘

1   최근 일본학계에서는 그동안 사용되던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라는 개념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음을 지적하며 “동부유라시아”라는 개념이 도입

되었다(菅沼愛語, 2013,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溪水社). 이 개념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겠지만 일단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2   유라시아의 문명교류는 동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통로를 경유하며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3개의 길로 한정한 것이다.

3   최병현, 1992,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4   김병모, 1998,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5   국립중앙박물관, 1991, 『소련 국립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 스키타이 황금』.

6   알타이의 우코크 평원에 소재하는 쿠르간으로서 내부가 동결되어 있었는데 문신을 새긴 젊은 여사제의 미라가 발견되었고, 그녀는 얼음공주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7   뻬레보드치코바(정석배 옮김), 1999, 『스키타이 동물양식』, 학연문화사.

8   김종래, 2002, 『유목민이야기』, 꿈엔들; 이태원, 2011, 『몽골의 향수』, 기파랑.

9   정수일, 2010, 『초원 실크로드를 가다』, 창비; 강인욱, 2015, 『유라시아 역사기행』, 민음사.

10   강인욱, 2015,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기원과 러시아 투바의 아르잔 1호 고분」 『中央아시아硏究』 20-1, 중앙아시아학회.

11   권혁재, 2010, 『지구의 중심 알타이를 가다』, 학연문화사.

12   블라지미르 D. 꾸바레프(이헌종·강인욱 옮김), 1999, 『알타이의 제사유적』, 학연문화사; V.I. 몰로딘(강인욱·이헌종 옮김), 2000, 『고대 알타이의 비밀 -우코

크고원-』, 학연문화사; 데레비안코(이헌종·강인욱 옮김), 2003, 『알타이의 석기시대 사람들』, 학연문화사.

13   국립중앙박물관, 1995, 『알타이문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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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이14 이어지고 있다. 신라 중고기의 대형 적석

목곽분의 구조 및 부장품이 스키타이, 혹은 알타이와 연결

된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매스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왕족

인 경주 김씨가 흉노의 일족이라는 방송이15 나가면서 스키

타이·알타이·흉노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구소련과 중국의 영토에 소재하는 유적에 대한 조사

가 어렵던 상황에서 초원길에 대한 연구는 답보상태에 머

물렀으나 소련의 해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1990년

대 후반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몽골조사가 장기간 지속

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몽골조사가,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지역 조사가 진행되

면서 초원길을 통한 동서교섭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

고 있다.

2013년에는 경주에서 초원길,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을 

포함한 동서 문명교류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 한

국,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총 5개국 연구

자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16 그 중 초원길과 관련하여 신라

와 로마세계의 교류, 카자흐스탄의 사카시기 유적, 계림로 

보검의 문제, 유리와 신라황금, 금제 이식 등의 주제가 다루

어졌다.

2. 대표적인 조사와 연구

1) 몽골

국립중앙박물관은 1990년대부터 몽골에 소재하는 흉

노 유적에 대한 장기간의 발굴조사를 추진하였다. 그 성과

가 5권의 보고서로 출간되었으며,17 2002년 이후 3회에 걸

쳐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18 2013년부터는 조사의 전략

을 수정하여 흉노의 취락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대상으로 

고아도브 성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립제주박

물관이 출간한 몽골에 대한 개설서19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서 나온 것이다.

국립박물관이 주도한 장기간에 걸친 흉노 유적의 조

사와 몽골 연구자와의 제휴는 서서히 결실을 맺어서 흉노

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성과가 차츰 축적되고 있다. 몽골의 

고고학자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20 흉노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의 개최,21 흉노 무덤의 집성,22 전문 

연구성과23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2014년도 한국고고학

14   국립민속박물관, 2006, 『알타이 샤머니즘』.

15   역사스페셜, 2009년 7월 18일 방송분(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의 후예인가).

16   경상북도, 2013, 『또 하나의 실크로드, 북방 초원의 길』.

17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99, 『몽골 우글룩칭골유적』, 東北亞遺蹟 學術調査 報告書Ⅰ;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

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연구소, 2001, 『몽골 모린 톨고이 흉노무덤』, 한-몽공동학술조사 제2책;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

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2003, 『몽골 호드긴 톨고이 흉노무덤』, 한-몽공동학술조사 제3책;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

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역사연구소, 2004, 『국립중앙박물관 몽골 학술조사 성과 2002~2004』, 한-몽공동학술조사 제4책;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몽

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고고학연구소, 2011,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18   국립중앙박물관, 2002, 『몽골 유적조사 5년』;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도르릭나르스 흉노무덤』; 국립중앙박물관, 2013, 『초원의 대제국 흉노』.

19   국립제주박물관 편, 2006,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   G. 에렉젠, 2010,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1   2007년 12월 1일 “초원의 대제국 흉노”란 제목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2   국립중앙박물관 편찬, 2008,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3   강인욱, 2008, 「北匈奴의 西進과 신강성의 흉노시기 유적」 『中央아시아硏究』 13, 중앙아시아학회; 윤형원, 2009, 「북흉노의 무덤에 대하여」 『횡혈식석실분

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윤형원, 2010, 「광활한 몽골초원과 흉노인의 생존」 『中央아시아硏究』 15, 중앙아시아학회; 강인욱, 2010, 

「기원전 4-1세기 고고학 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 『中央아시아硏究』 15, 중앙아시아학회; G. 에렉젠, 2010, 「흉노 귀족계층 무덤의 연구」 『中央아시아硏

究』 15, 중앙아시아학회; 장은정, 2013, 「匈奴系 銅鍑의 製作과 擴散」 『中央아시아硏究』 18-2; 장은정, 2015, 「흉노 무덤 출토 은제장식 말띠드리개에 관한 

연구」 『中央아시아硏究』 20-1; 韓眞聖, 2015, 「匈奴 動物文鉸具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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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국대회에서 “고고학으로 본 흉노와 한반도”란 제목으

로 세션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

은 한국 고고학계에서 흉노 연구가 본격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비-알타이지역을 대상으

로 한 종합학술조사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하였

다. GIS를 활용한 유적의 분포양상은 앞으로 이 지역의 고

대 문명 및 교섭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흉노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박물관

에 의해 에르드네 지역의 청동기시대 판석묘가 발굴되었으

며,24 이어서 구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크게 보아 문명교류사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남부와 키르기즈스탄 지역은 천산산맥의 

서편에 해당되며 세미레치에 지역으로 불린다. 발하쉬 호수, 

이식 호수 주변에 많은 수의 쿠르간이 분포하는데 쿠르간

을 사용한 집단은 스키타이, 사카, 오손의 순서로 변화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카자흐스탄의 이식쿠르간으로서 황금장

식으로 치장된 의복을 착용한 채 발견된 남성은 황금 인간

으로 불린다(그림 1).

세미레치에의 쿠르간은 봉토와 매장주체부의 구조, 출

토된 유물의 형태가 신라의 적석목곽분과 유사한 점이 많

아서 한국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3년도에는 

카자흐스탄 연구자들의 쿠르간 조사에 참여하여 얻은 정

보가 보고되었으며,25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카자흐스

탄 쿠르간 발굴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경주에서 초원길에 관한 역사학, 고고학 

부문의 국제학술대회가 “또 하나의 실크로드, 북방 초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의 

쿠르간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같은 해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에 분포하는 쿠르간의 GIS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베이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자료

의 집성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유라

시아 쿠르간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몽골 일대가 완료되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계림로 14호분에 대한 

보고서를26 발간하면서 황금보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

24   이선복·양시은·에렉젠·군친수렌·바즈르구르, 2008, 『몽골 에르드네 판석묘 유적』, 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서울대학교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25   장준희, 2013, 「2013년 여름 카자흐스탄 쿠르간 발굴조사 참여 보고」 『주거의 고고학 : 중앙유라시아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동서문물교류 세션』, 2013년도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pp.344~346.

26   국립경주박물관,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墓』.

그림 1.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황금 인간 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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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였다. 이 칼(그림 2의 좌)은 신라에서 제작되었을 가능

성이 극히 낮은데, 유사한 형태의 칼이 키질 69굴의 벽화

에 표현되어 있으며(그림 2의 우), 실물자료가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에 호수 근처에서 출토되어 현재 에르미타쥬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다.27 비단 이 유물만이 아니라 감옥 기법과 

누금 기법이 베풀어진 유물은 세미레치에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서 양 지역 간 장신구 제작기술의 교류를 고

려할 만하다.

 Ⅲ.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1. 경향

국내에서는 초원길과 바닷길을 제외한 사막과 오아시

스의 길을 좁은 의미의 실크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

다. 1980년대에 일본 NHK가 방영한 실크로드의 영향으로 

이 길이 동서를 연결하는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통로라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었으나 정작 이 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

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소련에 속해 있었으며, 新疆 

지역도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척박한 상황에서도 몇몇 선구적인 연구가 명맥을 

유지시켜주었다.28

1990년에 유네스코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실크로드 

국제학술탐사”에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초원길, 사막

과 오아시스의 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29 

1996년에 중앙아시아학회가 창립되면서 역사학, 고고학, 미

술사, 복식사, 민속학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

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21세기에 접

어들어 이루어진 회고와 전망에30 잘 정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中央아시아 

27   田邊勝美·前田耕作, 1999,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15 : 中央アジア.

28   이난영, 1991, 『경주와 실크로드』, 국립경주박물관; 무함마드 깐수, 1992, 『신라·서역 교류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9   권영필, 2001, 「韓國의 中央아시아 考古學·美術史 연구 -그 出發에서 現在까지-」 『中央아시아硏究』 6, pp.17~18.

30   권영필, 2001, 「韓國의 中央아시아 考古學·美術史 연구 -그 出發에서 現在까지-」 『中央아시아硏究』 6.

그림 2.  계림로 14호분 출토 칼(좌)과 키질벽화의 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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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는 2015년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

으며 논문집도31 출간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을 위한  

입문서가 번역되고,32 현지인들이 직접 저술한 입문서,33 국내  

학자의 기행문,34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설서와35 교양서36 

등이 출간되었으나 아직도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부

족한 형편이다.

2013년도에 경주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는37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과 관련된 주제는 우즈베키스탄과 신라, 사마르칸트의 소

그드 문화, 펜지켄트 유적, 돈황석굴 벽화 속의 고대 한국

인,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인의 이미지, 페르가나와 테르메

즈 등 매우 다양하다.

그 동안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을 통한 문명교류사 연

구는 미술사 학계에서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8 

고고학계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직접적인 유

적 조사, 특히 발굴조사를 계기로 한다. 이 점에서 국립문화

재연구소의 우즈베키스탄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대표적인 조사와 연구

1) 이란

아케메네드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사니드 페르시아가 

고대 한국 문명과 직간접적으로 교섭하였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정작 이러한 문명이 꽃피었던 이란 지

역에 대한 조사는 용이하지 않았다.

이란 지역 조사의 물꼬를 튼 것은 한양대학교 문화재

연구소가 2006년부터 추진한 “이란 카스피해지역의 문화형

성과 동서문화교류에서의 역할”이란 프로젝트이다. 지표조

사와 발굴조사를 포함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주

로 선사시대의 동굴 유적이 중심이 되었다. 그 연구결과는 

2010년도에 단행본으로 정리되었다.39

2008년도에는 페르시아의 고대사를 다룬 서적이 출

간되고40 페르시아 문명을 본격적으로 다룬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면서41 비로소 이란의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의 단초

가 마련되었다. 같은 해에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

관은 이란을 비롯한 서아시아의 문화가 신라에 끼친 영향

을 조망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42 이 전시회의 도

록은 약간의 수정, 보완을 거쳐 일본에서도 출간되었다.43 

31   중앙아시아학회, 2009,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

32   장 피에르 드르주(이은국 옮김), 1995, 『실크로드, 사막을 넘은 모험자들』, 시공디스커버리총서.

33 중국신장도시연구동우회, 2012, 『실크로드, 길이 아니라 사람이다』, 캄인출판사.

34   정수일, 2006, 『실크로드 문명기행 -오아시스로 편-』, 한겨레출판; 정목일, 2007, 『실크로드』, 세계역사문화기행, 문학관; 장준희, 2012, 『문명의 실크로드를 

걷다』, 중앙아시아 역사문화 기행, 청아출판사.

35   김대성 외, 2009, 『중앙아시아학 입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박창규, 2009, 『중앙아시아의 이해』, 써네스트.

36   김영종, 2004,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 창비; 정은주·박미란·백금희, 2005,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창비.

37 경상북도, 2013, 『또 하나의 실크로드, 북방 초원의 길』.

38 대표적인 업적을 꼽아보면 아래와 같다.

   국립중앙박물관 편, 1991, 『실크로드 미술』; 권영필, 1997, 『실크로드 미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이주형, 2004,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사회평론; 민병훈, 2015, 『실크로드와 경주』, 통천문화사.

39   배기동 편저, 2010, 『북이란의 고고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40   유흥태, 2008,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 살림.

41   국립중앙박물관, 2008,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국립중앙박물관, 2008, 『페르시아의 보물』.

42   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08, 『新羅, 서아시아를 만나다』.

43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MIHO MUSEUM 編, 2009, 『ユラシアの風 新羅へ』, 山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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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포함한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과 한국 고대 문명을 

연결짓는 시도가 이루어진 점에서 2008년은 큰 의미가 있

는 해이다.

이란과의 학술교류는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이

란 사회 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44 바람직하다. 이란에 

대한 서구의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예상되며 이란 고대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2)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 문명교류의 가장 중요한 길목 중의 하나이며 

소그드족의 무대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샵에

서 궁전 벽화가 발견되었다. 그중에 고대 한반도에서 파견된 

사절단이 표현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45 중앙아시아의 미

술자료가 당시의 문명교류사를 해명하고, 문헌에는 나와 있

지 않는 고대 한국인과 중앙아시아 주민의 교섭을 보여주

는 자료임이 분명해졌다. 사절단의 국적에 대해서는 신라설

과 고구려설이 맞섰지만 요즘은 고구려로 기울고 있다.46

구소련의 해체와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한국과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47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0년의 사

전조사를 거쳐 2011년부터 테르메즈시에 위치한 카라테파 

유적(그림 3)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카라테파 유

적은 쿠샨왕조시기의 석굴사원으로서 불교의 동전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조사 성과는 각종 학

술대회에서 공개되었고,48 쿠샨왕조의 불교문화를 이해하

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49

44   박재현, 2013, 『페르시아 이야기』, 지식과 감성.

45   金元龍, 1976,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宮殿壁畵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合.

46   盧泰敦, 1989, 「高句麗·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一考察」 『大東文化硏究』 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7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동서 문명의 교차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48   김동훈, 2011, 「중앙아시아 불교사원 발굴조사 성과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 『2011 Asia Archaeology』, 국립문화재연구소; 샤키르드잔 피다

에프, 2012, 「고대 테르메즈 지역 불교유적의 역사」 『2012 Asia Archaeology』,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지영, 2012,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유적 2차 발굴조

사 성과」 『2012 Asia Archaeology』,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지영, 2013,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카라테파 유적 조사성과」 『주거의 고고학 : 중앙유라시아 고

대 정치체의 형성과 동서문물교류 세션』, 2013년도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pp.335~343.

4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우즈베키스탄 쿠샨왕조와 불교』.

그림 3.  카라테파 유적의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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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제르바이잔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비록 이란 영토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문명의 일부

였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 결

과 2009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시의 살비르유적에 대

한 발굴조사가 국내 4개 대학과 6개 조사법인의 공동조사

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살비르유적은 아제르바이잔지역의 

고대국가인 코카시안 알바니아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성채

로서 국내 학자들의 조사에 의해 중요한 사실이 많이 밝혀

지게 되었다. 그 성과의 일부가 2012년 현지에서 출간되었

고,50 2013년도에는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세션발표(중

앙유라시아 고대정치체의 형성과 동서문물교류)로 진행되

었는데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총 14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발굴조사 성과, 3D스캔 결과, 

유물에 대한 분석, 유적의 복원 방안, 유적에 대한 문헌·건

축학적 검토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2014년도부터는 살비르성 인근의 디자흐르 지역에

서 청동기시대의 쿠르간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조

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직경 40m 정도의 봉토를 지닌 

대형의 목곽묘로서 구조적으로는 신라 고분과 유사한 점

이 많다.

아제르바이잔 발굴조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중인 발굴로서 여기에 참여한 국내 인력만 100명이 넘고 

이 과정에서 소장 연구인력이 육성되고 있다. 장기간의 발

굴조사는 학술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양국 간 민간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Ⅳ.   바다의 길

1. 경향

앞에서 살펴본 초원길,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에 비해 

현저하게 관심이 떨어지는 분야가 바닷길이다. “Maritime 

Silk Road”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편이다. 해양사, 혹은 해양교섭사를 다룬 성과물이 있지만 

공간적으로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51 이런 점

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 2010년도에 공동 주관한 국제학술대회(아시아 해양 실

크로드와 교역항)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

아를 벗어나 말라카와 인도양으로 연구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의 교류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이미 

선구적인 글이 발표된 바 있었지만52 그 후 계승되지 못하

였다. 김해 가락국 수로왕의 부인인 許黃玉이 인도 아유타

에서 바다를 통해 왔다는 『삼국유사』의 기사는 설화로 간

주되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바닷길에 대한 주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구

법승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전문 연구성과가53 출간되었지만 

그들이 거쳐 간 바닷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지 못하였다. 동진의 

법현은 사막과 오아시스의 길을 거쳐 인도에 갔고, 귀국할 

때에는 바닷길로 스리랑카와 자바를 거쳐 중국에 도착하

였다. 백제의 겸익은 구체적인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인도에 

다녀오면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물품과 정보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50   Yi Seonbok·Kim Jongil·Kwon Ohyoung·Seong Jeongyong·Yi Giseoung, 2012, 「The Late Antiquity and Early Middle Ages settlements 

of Gabala : Selbir(1st-11th centuries)」 『REPORTS OF THE GABALA ARCHAEOLOGICAL EXPEDITION』.

51   국립해양연구소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9년에 공동 주관한 국제학술대회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많은 필자가 동원되어 2013년도에 3책으

로 발간된 『한국해양사』(한국해양재단) 모두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52   이도학, 1991, 「백제의 교역망과 그 체계의 변천」 『한국학보』 63; 조흥국, 1999, 「한국과 동남아의 문화적 교류」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국제한국학회.

53   이주형 외, 2009,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 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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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의 원삼국기 이후 무덤에 다량 부장되는 

유리구슬의 산지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광역, 즉 

인도-퍼시픽(Indo-Pacific)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54 

이제는 거의 대세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

어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교섭에 대한 글이 발표되

었다.55

2. 대표적인 조사와 연구

1) 베트남

국내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베트남전쟁이란 큰 사건, 그리

고 베트남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교와 한자문화권이기 때

문일 것이다. 베트남 역사에 대한 개설서는 비교적 일찍 출

간되었고,56 베트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노력도 이

루어지고 있다.57 하지만 바닷길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 양국 

간의 문명교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돈 손문화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전

개된 청동기 문화로서 크고 화려한 銅鼓를 특징으로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돈 손 문화 연구를 위해 베트남 북부 하

노이 일대의 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58 2009년부터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하틴성 바이로이 - 바이꼬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북부의 돈 손 

문화적 요소와 중부의 싸 후인 문화적 요소가 함께 확인되

어 점이지대적인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 발맞추어 전시의 내용도 진화하고 있

다. 2007년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5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에서60 베트남에 관련된 특별 전시가 개최되었다. 2014년도

의 전시는61 그 동안의 발굴 성과를 기초로 고고학적 문화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0년도에는 부산박물관과62 

국립고궁박물관에서63 각기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베트남의 고대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64 베트남과 고대 한국의 교섭,65 유리와 석제 구

슬의 유통 양상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조망하려는 학

술대회66 등이 시도되고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영산강 유역의 농경, 대형 옹

관묘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는 싸 후인 문화에 주목하여 

54   이인숙, 1993, 『고대의 한국유리』, 백산문화; 이인숙, 1999, 「유리와 고대한국」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국제한국학회; James Lankton·Insook Lee, 

2006, 「Treasures from the Southern Sea : Glass Ornaments from Gimhae-Yangdong and Bokcheondong, Composition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고고학, 시간과 공간의 흔적』, 如古 金秉模先生 停年退任紀念論文集; James Lankton·Laure Dussubieux, 2006, 「Early Glass in 

Asian Maritime Trade : A Review and an Interpretation of Compositional Analyses」 『JOURNAL OF GLASS STUDIES』 48.

55   권오영, 2014, 「백제와 동남아시아의 교섭에 대한 검토」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권오영, 2014, 「고대 한반도에 들어온 유리의 고고·역사학적 배경」 『韓國

上古史學報』 85, 韓國上古史學會.

56 유인선, 1984, 『베트남사』, 민음사.

57 양승윤·구성열·김기태 외, 2000, 『베트남』, 동남아학총서10,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58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2010, 『베트남 하노이 마째유적』; 대한민국국립중앙박물관·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2012, 『베트남 하노이 

딘짱유적』.

59   국립중앙박물관, 2007, 『베트남, 삶과 문화』.

60   인천시와 하이퐁시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는 “베트남의 관몬, 하이퐁”전이 개최되었다.

61   국립중앙박물관, 2014, 『베트남 고대 문명전 - 붉은 강의 새벽』.

62   부산시박물관, 2010,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63   국립고궁박물관, 2010,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

64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베트남의 고대문화를 찾아서』.

65   권오영, 2014, 「한국 고대사 연구를 위한 베트남 자료의 활용」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1, 사계절.

66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구슬의 유통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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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이후 싸 후인 문화기의 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2007년도 이후 옹관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를 매년 개최하던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2013년 제6회 

대회에서는 베트남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싸 후인 문화기 옹

관에 대한 발표를67 시도하였다. 2014년도에는 고분관련 국

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역시 베트남 연구자를 초청하여 

싸 후인 문화기 옹관에 대한 발표가68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사원 복원사업

동남아시아 일대에 분포하는 힌두교, 불교사원에 대

한 관심은 외국 학술서의 번역서,69 국내학자에 의한 소개

서나 기행문의 형태로 출간되었다. 베트남 중부에서 번성했

던 참파왕국의 미썬사원,70 캄보디아 씨엠립의 앙코르 왓과 

앙코르 톰을 위시한 많은 사원군,71 라오스의 홍낭시다, 미

얀마의 바간,72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는73 일반인에게도 

친숙할 정도로 다가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은 입문서 내지 개론서의 성격

을 띠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동남아시아 불교, 힌두교 사상과 유적

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2011년

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불교조각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는74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 

ment Assistence)의 대상으로 라오스의 홍낭시다, 미얀마의 

바간, 캄보디아의 프레아 비투(그림 4) 3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유적별로 5년의 기간을 두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67   부이 반 리엠, 2013, 「베트남 싸 후인 옹관문화의 연구현황 및 과제」 『대형옹관 생산과 유통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68   부이 반 리엠, 2014, 「베트남 옹관의 면모」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69   비토리오 로베다(윤길순 옮김), 2006, 『앙코르와트』, 문학동네; 조지 미셀(심재관 옮김), 2010, 『힌두사원 - 그 의미와 형태에 대한 입문서』, 대숲바람.

70   서규석, 2013, 『잊혀진 문명 참파』, 리북.

71   서규석, 2003, 『신화가 만든 문명 앙코르 와트』, 리북; 김성철, 2005, 『앙코르 인 캄보디아』, 두르가; 유목민루트(김성철 사진), 2005, 『앙코르 인 캄보디아』, 

두르가; 서규석, 2007, 『신이 만든 영혼의 도시 앙코르』, 수막새; 천자목(김성철 사진), 2009, 『밀림에 묻힌 신전들 앙코르』, 두르가; 차장섭, 2010, 『인간이 

만든 신의 나라, 앙코르』, 역사공간.

72   서성호(김성철 사진), 2006, 『바간 인 미얀마』, 두르가.

73   서규석, 2008, 『불멸의 이야기 보로부두르』, 리북; 가종수, 2012, 『자바의 사원과 유적』, 주류성.

74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2011, 『동남아시아 불교조각 국제학술세미나』.

그림 4.  캄보디아의 프레아 비투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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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2013년에 홍낭시다 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그 다

음해에 바간, 다시 그 다음해에 프레아 비투 사업이 추진되

는 방식이다. 홍낭시다 사업은 금년에 이미 3년차를 맞이하

였는데 4월 초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75 보존과 복원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Ⅴ.   기존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연구의 방향 설정

유라시아 문명교류사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는 외면적

으로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연

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목적은 단일하지는 않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동서 문화 교류사의 입장에서 초원, 사막과 오

아시스, 대양을 연구하려는 흐름이다. 이 경우에도 직·간접

적으로 한국 고대문화의 기원, 대외 교섭, 국제성 등을 언

급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 한국과의 관련성을 염두해 

두고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이다. 한민족의 기원, 한국 문화

의 원류를 찾는다는 목적의식을 지닌 채 연구가 진행된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은 때로는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섞이면서 현재까지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연구를 이

끌고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

이다. 왜 한국 학계는 항상 한국과 관련된, 혹은 관련되기

를 희망하는 주제에만 집착하는가? 많은 연구자와 재원이 

투여되는 국외 조사의 목적이 오로지 우리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을 밝히고 그 기원을 찾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외

국인의 눈으로 볼 때, “왜 한국 학계는 자국, 자민족과 관련

된 주제에는 저렇게 몰두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문명의 조

사와 연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가?”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질책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의 경제규모

나 정치외교적 위상이 미미하던 과거와 달리 OECD 회원국

으로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우수성을 주장하는 자세는 세계 학

계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6년의 토쿄대학 이라크·이란유적 

조사단(단장 : 江上波夫)에 의한 해외 발굴조사(그림 5) 이

후 각종 국가기관, 대학, 공·사립박물관에 의한 해외 조사

가 성행하였다.76 그 중에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조사도 있으

나, 근본적으로는 일본과의 관련성에 구애받지 않고 인류 

공동의 중요한, 그리고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유적의 조

사와 연구,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유프라테스 유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자체 조

사와 전시가 이루어지고,77 오카야마(岡山)시립 오리엔트미

술관, 시가(滋賀)의 미호뮤지엄, 요코하마(橫濱)의 유라시

아문화관, 토쿄(東京)의 고대오리엔트박물관 등 공사립박

물관에서 유라시아 고대 문명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전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최초 해외조사 (1956년 이라크·이란 유적 조사)

75   한국문화재재단, 2015, 『라오스 홍낭시다유적 보존·복원 국제 심포지엄』.

76   권오영, 2014, 「해외 문화재조사의 연구성과와 방향」 『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9』, 국립문화재연구소, p.183.

77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2013, 『發掘ユーフラテス - 文明を育んだ河と人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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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한민족의 기원 추적, 한민족의 우수성 입증이

란 도그마에서 탈출하여야 한다. 인류 문명발달사에서 잃

어버린 고리가 되어 버린 주제, 파괴 위험에 처한 유적의 복

원,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 

조사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한국의 발굴조사와 분석, 보존

과학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인식의 미흡

으로 인해 국외 진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IS의 유적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앞으로 언젠가 진행될 복원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세계 문명의 조사와 수복을 위한 일본의 활약은 전문 

연구 인력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7년에 동남아시아고고학회, 2000년에는 일본서아

시아고고학회가 창설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이미 『유라시아의 고고학』,78 『동

남아시아의 고고학』79 등 전문 연구서를 출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고고학과 고

대사 전문가는 전무한 형편이며 앞으로 배출될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학과 국공립연구소에서 유라시

아 문명사, 북방초원 고고학, 중앙아시아 미술사, 동남아시

아 고대사 전공자를 채용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문후속세대

가 양성될 리 없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실크로드학의 제창,80 

몽골고원에 산재하는 돌궐 비문 연구가81 진행되었고, 일본

인 연구자의 독무대였던82 유라시아 石人에 대한 연구가83 

시도되는 자체가 기적적이다. 스키타이, 흉노에 머물러 있던 

우리 학계의 관심이 돌궐, 위구르, 거란, 탕구트로 확대되기

를 기대한다. 이러한 종족집단은 비록 한국사와 직접 관련

된 것은 아니지만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게다가 연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로서는 기회이자 의무

이기도 하다.

동남아시아 연구 인력의 양성은 훨씬 절박하다. 그동

안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개설서,84 국가별 입문서가85 활

발히 출간되고, 국립박물관의 특별전,86 일반 시민을 대상

으로 한 교양강좌도 열리고 있으나87 고대사와 고고학 연구

자는 전무하다. 불교미술이나 건축사 쪽은 사정이 조금 나

은 편이지만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삼는 연구자가 희소하

기는 마찬가지이다. 동남아시아 연구의 주류는 동남아 각

국의 언어 연구자들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동남아시아사학

회나 동남아시아고고학회, 동남아시아미술사학회 등의 결

성은 요원해 보인다.

78   藤川繁彦 편, 1999, 『中央ユラシアの考古學』, 世界の考古學6, 同成社.

79   坂井隆·西村正雄·新田榮治, 1998, 『東南アジアの考古學』 世界の考古學8, 同成社.

80   정수일, 2001, 『씰크로드학』, 창비.

81   정재훈, 2005, 『위구르 유목제국사』, 문학과 지성사; Talat Tekin(이용성 역), 2008, 『돌궐비문연구』, 제이엔씨.

82   林俊雄, 2005, 『ユーラシアの石人』, 雄山閣.

83   윤형원·G.에렉젠, 2006, 「몽골 석인상의 편년과 상징성에 대한 일고찰」 『中央아시아硏究』 11.

84   강영문, 2010, 『강영문교수의 동남아 지역연구』, 두남; 메리 하이듀즈(박장식·김동엽 공역), 2012,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동남아시아지역연구총서9; 박장

식 엮음, 2012, 『줌인 동남아시아Ⅰ』, 동남아시아지역총서7.

85   양승윤 편저, 1994, 『인도네시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성원, 2001, 『미얀마 왕조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유인선, 2002, 『새론 쓴 베트남의 역

사』, 서울; 양승윤 외, 2005, 『미얀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조흥국, 2007, 『태국, 불교와 국왕의 나라』, 소나무; 박재현, 2008, 『사바이디 라오스』, 한울; 송

정남, 2010, 『베트남 역사 읽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정환승·빠릿 인센, 2015, 『한국 - 태국 관계사』, 성균중국연구소 한국 - 아시아 문명교류사15.

86   2012년에 국립제주박물관이 개회한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는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 특별전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7   토지주택박물관, 2012,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제26기 강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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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역사학, 고고학, 미

술사 연구가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기 전략의 부재

에 있다. 학계의 무관심, 정부와 기업의 지원의지가 없는 상

황에 설상가상으로 인력시장의 현실이 어려움을 가중시키

고 있다.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동남아시아 고고학, 미

술사, 고대사 전공자가 취업할 자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

할 수 없다.

최근 중국, 베트남, 일본의 역사학과 고고학 전공자들

이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의 루이 러우 유적에 대한 공

동조사에 착수하였다.88 이 유적은 한 무제에 의해 설치된 

군현과 관련되며 인근에 전실묘가 분포하여서 한반도의 낙

랑, 대방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비교 자료가 된다. 이러한 

공동조사에 국내의 젊은 연구자들을 참여시켜 경험을 쌓

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3. 국외 개발사업과 보조

최근 한국 건설업체가 국외에서 토목, 건축공사를 실

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대표적인 경우로 한화는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 10km 지점의 비스마야 신도시(550만 평, 

여의도의 6배 크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라크는 인류 고대 문명의 요람으로

서 바그다드 근처에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개발하면서 매장

문화재의 발견이 없을 리가 없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개

발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다는 소식은 없고, 

매장문화재의 출현에 대비한 준비상황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공기의 막바지에 이르러 중요한 유적이 발견되면 어떻

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메스 아이낙Mes Aynak유적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에 위치한 이 곳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기원전 3200~600년)과 40헥타르에 달하는 쿠

샨왕조 시기의 불교사원이 자리잡고 있다. 유적의 아래에 

매장량 세계 2위의 동광이 분포하여서 MCC(중국 冶金料

工集團有限公社)는 30억 달러에 30년간의 채굴권을 사들

였다. 개발 이전에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의 규

모와 중요도가 엄청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발굴

조사의 속도는 지지부진하여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공사는 시작도 못 한 채 막대

한 비용만 소진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89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수많은 

토목, 건축공사를 벌였지만 단 한 건의 구제발굴도 실시한 

바가 없다. 그동안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기업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에 훼손을 가하는 유적 파괴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앞

으로 국외 공사에는 반드시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에 수반한 구제발굴조사가 병행되어

야 한다.

라오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한 ODA사업도 마찬가지

이다. 각국마다 5년씩이라면 총 15년분에 해당되는 조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투입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대형 사업이

지만 추진 성과가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학계와 공

동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 동남아시아 고대 

문명의 전문가를 육성할 절호의 기회이지만 연구자의 양성

이란 측면도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사업의 주된 목

적이 사원의 복원이라지만 제대로 된 복원은 발굴조사는 

물론이고 사원을 축조한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캄보디아의 시엠 립에 소재하는 수많은 사원의 복원

에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등 10

여 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총 5개 팀이 참여

하였는데 현재도 나라문화재연구소가 앙코르 톰 내부 서남

부에 위치한 Western Prasat Top의90 調査修復프로젝트를 

88 黃曉芬 編著, 2014, 『交趾郡治·ルイロウ遺跡Ⅰ』.

89   권오영, 2014, 「해외 문화재조사의 연구 성과와 방향」 『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9』, 국립문화재연구소, p.181.

90   대한민국이 ODA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레아 비투사원은 앙코르 톰 내부의 북동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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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하여 정밀발굴을 실시

하였음은 물론이고, 부등침하를 막기 위한 토목공학적 실

험을 거듭하면서 조사와 복원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91 이 

사업을 위하여 전문 연구자가 현지에 상주함은 물론이고, 

이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가 육성되고 있었다. 우리는 우즈

베키스탄의 불교사원을 직접 조사하던 절호의 기회에도 불

구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아쉬움이 동

남아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공동으로 실크로드

를 등재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제는 바닷길을 등재시키

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로마 - 알렉산드리아 - 이란 - 인

도 - 말레이반도 - 베트남 - 중국 廣州를 잇는 바닷길은 중

국 漢代에 이미 개통되었으며, 그 후 부침을 겪으면서 동서

문명의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한반도

와 일본열도만 배제되었을 리가 없다. 동남아시아 항로와 

관련된 해외 유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다른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을 문화재청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

박물관 등 국립기관에만 기대어서는 곤란하다. 대학과 국공

립연구소, 박물관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Ⅵ.   맺음말

정리하면 초원길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이, 사막과 오

아시스의 길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가,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바닷길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시아 언어 전공자들이 주도하

고 있다. 3개의 연구분야가 이렇듯 연구방법론에서 특징이 

있다는 점은 달리 말하자면 모두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유라시아문명사 연구야말로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인류학, 복식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학제간, 

나아가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다. 그렇지 않고

서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국내 

유일의 중앙아시아 연구 단체인 중앙아시아학회의 인적 구

성을 보더라도 어느 한 분야의 연구자들만으로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유라시아 문명교류사 연구에서는 이미 역사학과 고고

학, 미술사 등 개별 학문분야의 장벽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편협한 자기 분야 지키기 내지 고유 방법론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연구자세로 평가될 것이다.

국외 학계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는 3개의 실크로드 이외에 

고대 남방 실크로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고 있다. 四

川의 三星堆유적을 기점으로 하여(그림 6), 운남, 미얀마, 

인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통하는 길이다. 그 

중 일부 경로는 차마고도와도 연관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차마고도에 대한 특별전이 개최되었으며,92 전문적인 연구 

성과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93 3개인가 4개인가의 수에 얽

매일 필요 없이 유라시아의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수많

은 경로로 연결되던 사람과 도시,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대

한민국이 뒤로 물러서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림 6.    四川 三星堆유적에서 시작하는 고대 남방 실크로드의 기점

91 http://www.nabunken.go.jp/research/cambodia/index.html

92 국립중앙박물관, 2009,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93 강인욱, 2013, 「중국 서남부 고원지역 차마고도 일대와 북방초원지역 유목문화의 교류」 『中央아시아硏究』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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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introduction to the research of cultural 
exchange of Eurasian Continent in Korea

Kwon Ohyoung
Dep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s an enonomic importance of the Eurasian Continent raises, the necessity of east-west connecting 

ancient transport roads research is increasing. Although domestic research of eastern-western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Eurasia is not yet very active, the studies of history, archaeology, art history, folklore, costume 

history have been advanced steadily.

An attention for the exchange through steppe route originated from the interest in Korean folk and Korean 

culture and the research range is extending to Xiungnu, Kurgan culture as a direct investigation on the remains 

of Mongolia and Kazakhstan has been achieved constantly. The art history has been leading the research of 

exchange which is based on desert and oasis.

The field research of Iran, Uzbekistan, Azerbaijan, etc progressed in various routes, and the research on 

diverse topics including Silla's golden culture, transmission of glass, and the Buddhism is improving.

Research on the maritime silk road is weaker, compared to other parts. Buddhist and Hindu temples of 

Southeast Asia attracted some interest to people, but th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restoration of sea route 

and consideration of its meaning. Research of this part is expected to be more activative, as domestic researchers 

investigate Don Son culture and Sa Huynh culture of Vietnam by themselves.

From now on, we should focus on topics that are not directly connected to Korean history, and Korean 

culture. Because it is also our duty to study and conserve the culture of entire human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