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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연결된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설정하고 그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

해 과정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을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 보고서의 형식 변화와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라 고분 발굴과 연구의 개선 모델을 그려보았다.

현재 문화재 발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와 연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행정 절차로서의 

조사’ 혹은 ‘조사를 위한 조사’에 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연구성과 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조사자 또는 기관마

다 보고서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다 상위 차원에서 자료를 통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셋째, 현

재 보고 자료의 형태가 책이나 PDF 등의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어 연구 단계로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방안은 보고서를 전산화하여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고 보

았다. 첫째, 보고서 형식의 전환은 발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발굴 자료의 형태가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이를 발굴과 연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당위성

을 강조하였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는 신라 고분을 대상으로 구축 모델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사례를 살

피고 목적과 기대 효과, 대상, 추진, 속성과 범주, 인터페이스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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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과정(Process)의 혁신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시장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강화·지속하기 위한 필수 과

제이다. 흔히 문화재는 이와 동떨어진 분야로 인식하기 

쉬우나,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도 없는 문제이다.

문화재 분야의 담당자들은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날이 그 양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하면 ‘지식의 공유’, ‘발굴 성과의 공개’, 

‘자료의 전산화’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현실

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굴 기관이나 연구자끼리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개별적인 성과를 인쇄물이나 전

자책(PDF)을 통해 제한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그치고 있

어 지식의 고정된 틀에 고착되는 듯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발굴 조사·연구의 과정’은 

계획, 조사, 자료의 생산, 연구와 활용 순으로 진행한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쳐 조사 단계에서의 부

족함은 좋은 자료를 기대할 수 없게 하고, 자료의 부족함

은 좋은 연구로 이어질 수 없게 한다. 반대로 이러한 결함

의 보완은 그다음 과정에서 파악하고 피드백(Feedback)

할 수 있다. 즉, 조사 단계의 부족은 자료의 생산 단계에

서, 자료의 부족함은 연구와 활용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발굴 조사와 이에 연계된 연구 과정은 거시

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를 가진다.

연구에서 달성한 성과는 다시 발굴 조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사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발굴의 한 

과정(Cycle)을 완성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더 나

은 조사법의 개발과 자료 생산, 활용 방안이 도출되고 아

울러 한 단계 진전된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그림 1).

하지만 발굴의 한 과정이 이루어짐에도 그 전의 성

과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조사자나 연구자가 매너리

즘(Mannerism)에 빠져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당히 간과

하고 만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과정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문제 개

선을 위해 이전의 성과를 검토·적용해야 하며 그 결과로

써 통합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궁극적인 고고학의 발전은 이러한 ‘과정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방안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와 연구의 과정을 ‘일원화된 체

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

을 찾고 더 나은 발굴 자료와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연구의 모델을 고민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조사 성과를 담는 ‘보고서 형식을 전환하는 것’과 이를 ‘데

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의 주요 독

자인 ‘연구자 관점에서 발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

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Ⅱ. 문화재 발굴 조사·연구 과정의 
현황과 문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의식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나

라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1을 제정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문화재 분야는 인식의 부재와 정치, 경제 등 다른 분

1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문화재보호법(2019. 12. 25.) 제1조 1항.

그림 1 발굴 조사와 연구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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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비해 등한시되어온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2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문화재를 발굴하고 연

구하는 ‘과정’ 상의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대부분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매장문화재3는 지상에 

아무런 흔적이 없어 개발 과정에서 파괴되기도 한다. 대

표적으로 경주지역 고분은 거대한 봉분이 남아 있거니와 

일찍부터 문화·관광 도시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지

역보다는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러나 문화재

가 밀집하여 있는 탓에 근·현대의 생활에 노출되어, 인식 

혹은 부지불식간에 파괴된 부분도 많다.

이처럼 지상으로 드러나거나 기록에 남아 관리되기

도 하지만, 그 존재를 알 수 없어 지하에 묻혀 있다가 구

제발굴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

니 이러한 구제발굴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명한 연구 목

적을 가지는 학술 조사에 비해 그 정밀함이 떨어질 수밖

에 없다. 또한, 개발사업의 증가에 따라 보고서를 발간하

는 발굴 재단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 보고 내용의 형식과 

질이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발굴을 수행하는 기관마다 무시할 수 없는 

차이4가 있어 과거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조사

와 자료 축적이 계속된다면, 연구 단계에서 방대한 자료

를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

한 번거로움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의 질 저하로 귀결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고고학계가 연구 성과를 모아 정반합

의 원리로 통합하기보다 개별의 분류 체계를 완성하고 관

철하는 것에 더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자 개

인의 연구 ‘성향’은 각 대학에서 ‘학풍’이 되고 그 인력들이 

각 재단이나 기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면서 다시 그 기관

의 ‘방식’을 형성해 온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차이’가 학문 특성상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이를 연구 단계에서는 풍부하게 개진

(開陳)하더라도 조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정제되지 않은 여러 기준

을 조사자가 발굴 단계에서 무제한 반영한다면 같은 조

사 대상을 두고 서로 다른 것처럼 보고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이는 보고의 정황적 설명이 풍부하여 조사 내용의 

유추·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발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조사 내용의 기술이 소략하여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 연구자는 조사자의 판단을 고스란히 연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

고학적 학문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자료의 왜곡과 

결과의 오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물론 절대적이고 완전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

에 공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

는다면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 전부를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 큰 그림

은 그리지 못한 채 단편적인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통합’의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발굴 조사의 통합을 위한 ‘기준의 설정’은 조

사와 연구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때 가능하며 그 적

용은 조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 발굴 조사 과정의 문제 인식

발굴 조사는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 발굴 조사 기

관에 의해 지표 조사와 발굴 조사, 검수 및 보존조치의 행

2 전문인력의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조사기관의 부실화 및 위·탈법, 보존처리 시설의 미비, 유물에 대한 관리 미흡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태화, 2010.6, 『발굴 현장 중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지원시스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10.

3 매장문화재란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하고 있는 유형(有形)의 문화재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 1. 25) 제2조 1항.

4 이러한 차이에는 단순히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서 묘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또는 편년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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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그림 2).5

이러한 행정적 절차 가운데 발굴 조사 기관이 수행

하는 발굴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사를 계획하고 발

굴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이는 

연구로 이어진다(그림 3).

발굴 현장에서 조사자는 기록을 통해 조사 내용을 

남긴다.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고 

일부 아날로그 기록은 내용 정리 단계에서 디지털 자료로 

변환한다. 이는 이러한 방식이 효율이 높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단계의 출판 작업이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작업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과정 끝에 보고서를 출간하고 조사단계의 마

지막 순서가 완료한다.

이처럼 조사 과정이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지만, ‘조

사 결과물의 형태’가 책자나 PDF로 제작되어, 연구 단계

로 제공되는 자료는 대부분 아날로그 형태에 머물러 있

다. 이를 연구자가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다시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야만 하는 것이

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작업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와 연구를 마치 떨어져 있는 과

정처럼 인식하여 ‘연구자 관점에서의 조사, 조사자 관점

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처럼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엮어놓으면 문제의 

본질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조사와 연구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귀결하는 것이다. 이때 조사의 목표는 

보고서 출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 도달에 맞

춰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작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

으며 이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되

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앞서 이야기한 ‘연구자를 위한 보고서 

작성’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현행 보고서가 어

떻게 발간되는지 살피고 그 개선 방향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발굴 보고서의 변화와 방향

‘발굴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6을 명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은 다

음과 같다.

그림 2 발굴 조사의 행정적 절차 (적색 박스 표시 필자) (임정빈 2011 개변).

그림 3 발굴 조사 연구 과정 및 자료 형식의 변화.

5 임정빈, 2011, 「발굴조사 기록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9 <그림 2> 개변. 

  이처럼 발굴 조사는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하지만, 고고학 자료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조사 내용과 성과는 어느 하나 예외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

로 조사자는 수많은 예외적 변수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기존 발굴에서 성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항상 행정적인 요건의 충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자로서 학문적 양심에 유념해야 한다.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1. 2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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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발간하는 발굴 조사 보고서는 대부분 위 법률이 

정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구성이나 형태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굴 조사 보

고서의 편집은 조사 내용에서 본문과 도면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다.7 과거에는 

원고+도면을 앞에 배치하고 사진을 뒤에 배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표 2, 편집방식1), 출판 기술이 발전하고 

좀 더 보기 쉬운 보고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유구, 

유물의 원고+도면에 사진을 함께 배치하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변하는 추세이다(표 2, 편집방식2, 3).

필자는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미흡한 부

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며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

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보고

서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그 세부안을 마련하는 것은 본고

의 주제 밖의 논의로 접어두기로 하고 우선 보고서를 개

선하기 위한 ‘작성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보고서는 독자를 위해 작성

하여야 한다. 발굴 보고서의 독자는 연구자에서부터 학

생,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까지 다양하므로 이해

표 1 발굴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 경위와 목적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자연환경 및  

고고 환경

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고고 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유물 내용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유구 및 유물의 편집

축소비율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유물 사진

사진의 편집

맺음말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편년(編年: 고고학적 자료를  

시간의 선후로 배열한 연대)

요약

초록

표 2 보고서 편집 방식 1, 2, 3 (권귀향 2016, 표16, 18, 19 개변)

편집 
방식

내용

1

2

3

7 권귀향, 2016,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법」, 『발굴보고서 작성법』, 한국매장문화재협회,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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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도록 작성해야 함은 물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내용 전달은 직관적이고 명

시적이어야 하며 제원을 비롯하여 속성화 할 수 있는 항

목은 모두 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서술이 필요한 

부분은 표현상 부정확한 설명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고

학적 발굴 자료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호하

게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모르는 부분일수록 판단 근거

를 제시하여 독자가 조사자의 판단에 공감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이는 보고서 작성의 작은 원칙이지만, 과정 개선의 

선결 조건이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

하면 ‘연구를 위한 보고서’가 아닌 ‘행정적 절차를 위한 보

고서’로 고착되고, 이는 형식적인 발굴 조사로 귀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원칙이 보고서 작성 단계

에서 지켜지면 그 다음에는 연구 단계와의 연계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보고서의 전산화’와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구체화하고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발굴 조사·연구 과정(Process) 
개선 방안과 적용

문화재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축

적과 서비스 제공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

집, 정리, 분석, 전달, 표현하기 위한 ‘정보 기술’의 필요

성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기술은 기존의 과정

(Process) 발전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더 나은 프로세스

를 위해 새로운 정보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 요구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결국, 프로세스

와 정보 기술은 서로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하는 것

이다(그림 4).8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적었지만, 점차 빅데이터(Big data)를 비롯한 데

이터베이스(Database)와 통신(Communication)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리 가능한 업무량도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보 기술은 과정 개선의 강력한 혁신 도구인 것이다. 그

렇지만 ‘과정의 혁신’ 없이 정보 기술 활용은 성공할 수 없

다. 현재의 과정을 그대로 둔 채로 정보 기술만 도입한다

면 단순한 업무의 효율성은 커질 수 있으나 궁극적인 진

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전과 과정의 개선은 문화재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의 각 부분에서는 이

미 과정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일례로 발굴 현장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한 카메

라 등, 도구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발굴 현장에서는 필름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였

고 방안을 설치하여 일일이 조사자가 도면을 작성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면, 2000년대 이후 꾸준하게 디지털화된 

조사 도구가 도입되면서 조사 환경도 큰 변화를 맞았다. 

필름카메라를 대체하여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고 방안

선(方眼線)을 치고 수기(手記)로 실측하던 것이 3D 스캐

닝(3D Scanning)과 사진 실측(Photogrammetry)으로 대

체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발굴 현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외부의 기술 발전’이 발굴 조사의 방법을 바꾸어 놓

8 김남희·서영호, 1997, 정보 기술을 이용한 프로세스 변화 전력 : 분임조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집. p.387. 개변.

그림 4 프로세스 혁신과 기술 진보의 순환 (김남희·서영호 1997 개변).

기존	정보기술

정보기술	진보의	
필요성과	기회

새로운	정보기술
영향

순환 순환

영향

요구	

기존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

프로세스	혁신의	
필요성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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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변화는 외부 요인에 영향 

받은 것이 크고, 발굴 현장의 내부적인 요구가 변화를 선

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고

고학 조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면 공감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고학 분야의 개선이 뒤처지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아직도 예전의 조사법을 고집하는 일부 조사자는 이

를 단순한 도구의 변화로만 치부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

려는 경향이 있으나 ‘기술의 발전은 역행이 어렵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변화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큰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아

직 발굴 현장의 여건에 따라 수기로 실측하는 사례는 있

으나, 여태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구의 변화는 자연스레 보고 방식에도 영향

을 준다. 도구가 발전하고 자료생산이 간소화함에 따라 

그 후의 과정이 개선되고 보고서 발간에까지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그림 5).9 이처럼 발굴 과정은 꾸준하게 디지

털화된 방식으로 전환되어온 것에 비해, 앞서 언급하였던 

보고서 단계에서의 변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사와 연

구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온 것이다.

연구 성과로 귀결되는 이러한 신라 고분 발굴과 연

구 과정의 개선을 위해 필자는 앞서 보고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인식 전환의 관점에서 언급하였고, 

이제 구체적 해결 방법으로 첫째, 보고서를 전산화에 대

해 검토하고 둘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신라 고분 대상

으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1. 보고서의 전산화

발굴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알 수 있지만 보고

서는 조사자가 발굴 내용을 정리하고 선별, 가공하는 작

업을 통해 완성한다. 그 과정에서 보고 내용은 ‘책’에 맞는 

형식으로 고쳐지며 때로는 장황한 문장 안에 담겨 직관성

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용이 축소되어 정황적 판단을 어

렵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책이 가지는 형식과 

분량의 제한에 있다고 본다. 책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평면의 크기가 무한정 커질 수 없고 분량에도 한계를 가

진다. 이는 보고서의 서술 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재단되기도 한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유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별한 예를 들지 않더

라도 전화번호부나 광고전단, 주식증권, 생활정보지, 지

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웹(Web)이나 

9 발굴 조사에서 실측 도구의 발전은 정확도와 신속성을 향상하여 보고 단계까지 이르는 후속 작업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변지환, 2008, 「고고학 자료 실측과 보고서 편집의 디지털화」, 『디지털 디자인학 연구』8(4), 한국디지털 디자인 협회, p.154 <그림. 11> 인용.

그림 5 도구 발전에 의한 작업 과정의 축소 (변지환 2008).

기존방식

실	측

주기(註記)	기록

방안지	기입

보고서	편집

트레싱작업

스캔(래스터화)

기준선	설정

실측선	설정

측점의	측정

외곽선그리기

외곽선	세부묘사

단면도작성

입면도작성

문양편집,	탁본	
사진촬영	등

기준선	설정

실측선	설정

측점의	측정

외곽선그리기

외곽선	세부묘사

단면도작성

입면도작성

문양편집,	탁본	
사진촬영	등

벡터화

실	측

주기(註記)	기록

벡터	입력

보고서	편집

3D Scanning

3D	Scanning

단면도	실측
(두께측정)

주기(註記)	기록

보고서	편집
원소스멀티유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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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App) 등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주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 분야는 이러한 전환이 부수적인 영역

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영역에서는 미

흡해 보인다. 이는 문화재 자료가 전산화되어 제공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고서를 PDF로 제공하거나 

일부 유물 사진과 3D 자료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것 등

을 들 수 있다. 이 또한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자

료 제공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이러한 

진전이 아직 이전의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

니다. 즉,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핵심 자료는 여전히 예

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산화된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

겠으나 필자는 ‘연구자가 별도의 입력 작업 없이도 자료

를 직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현재의 발굴 조사와 보고서 발간 과정을 인식

하기 위한 물음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주지역 전체 수혈식석곽묘의 수는?

• 경주지역 목곽묘 가운데 태환이식이 출토된 수는?

⋮

•  경주지역 목곽묘 가운데 장축 길이가 3.5m 이상인 

수는?

• 경주지역 전체 옹관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시로 든 위의 물음은 간단한 명제이나, 현재 상황

에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없다. 이는 조사 내용의 색인은 

물론 보고서를 수집하는 것조차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

에서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단 몇 초안에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까지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이러한 발굴

이 해방 이후 우리가 고고학 조사를 시작하고 지금에 이

르기까지, 제도권 밖에서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인식한다면 학술적 요구 이전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

서라도 정리 작업은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기 편

리한 형태’로 바꾸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당위성이 참작되어 향후 보고서의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모식도와 같은 조사·연구의 과정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핵심은 이제 아날로그 형식의 출판물이 더는 

필수적인 단계로 기능하지 않으며 그저 조사 내용의 출력

물로서 ‘부수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와 연구는 그 자료의 형태가 디지털로 전환·유

지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좀 더 긴밀해지며 작업의 일관성

과 연계성은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림 6).

언뜻 보고서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공

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다른 분야의 사례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확연해질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상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하며 계

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 대부분은 자료에 대한 ‘원문’을 찾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가장 믿을 만한 원

문이고 가장 최신의 보고서인 것이다(그림 7). 나아가 이

는 각기 작성된 개별의 자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체적인 틀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금의 

발굴 보고서처럼 자료 간의 통일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

그림 6 보고서의 전산화에 따른 조사 연구 과정 개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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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이 다음에도 언급하겠으나, 이처럼 발굴 보고서

도 상위의 자료 수집 체계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개별의 보고서도 작성 단계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발굴 조사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

는 수많은 세부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다시 발굴에서는 이

를 조사에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 사이의 ‘연결 고

리’ 없이 조사를 위한 조사 또는 발굴 성과의 반영이 없는 

연구가 반복되면 결국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에 지금까지 그 통합을 위한 연결 고리로서, 보고 

형태의 전환을 살펴보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을 신라 고분을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신라 고분을 대상으

로10 목적과 기대 효과, 대상, 추진, 속성과 범주, 인터페이

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이러한 논의는 당위성 차

원의 시론(試論)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많은 수정이 있어

야 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경주지역 신라 고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발굴되기 시

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발굴된 자료는 집

성 단계에서 일원화되지 못함은 물론 그 현황의 파악이나 

기초적 해석 등의 과제조차 ‘개인의 연구 성과’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필요로 발굴 조사 자료를 집

성하기 위한 정리 작업과 성과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11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 또한, 형식의 한계가 있고 연속성

을 가지는 시스템 구축이 아닌 일회성 사업에 그쳐 이후

의 자료 증가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비슷한 고민의 선행 연

구가 있었고12 필자는 그 연구의 취지와 문제 제기에는 많

은 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이제까지의 논의가 사례를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

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

다. 단순히 PDF와 초록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베이

스 구축이 아니라 이를 탈피한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는 생각이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조사와 

연구의 전체 과정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시작점에서 논의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

가에 대한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필자는 이제 이러한 문제에 유념하고 다른 분야의 

그림 7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자료 활용 예시. (http://kosis.kr/index/index.do).

10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을 신라 고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필자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첫째, 고분은 다른 유구보다 폐기의 일시성이 잘 보장되고 둘

째, 수량이 많아 통계 자료로 적합하며 셋째, 지역마다 분포하고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여 지역성과 시기성을 잘 반영한다. 또한, 넷째, 신라 적석목곽묘는 도굴의 

피해가 적어 출토 유물의 전수조사가 가능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신라 고고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7, 『신라 고분 기초학술조사연구』

 신라문화유산연구원·경주시, 2018,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자료 집성 및 분포조사 종합보고서』

12 차순철, 2016, 「고고학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84, 한국고대사학회.

 차순철·심재연, 2017, 「전자고고자료의 관리와 활용 그리고 과제」,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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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참조하여 신라 고분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선된 모델을 그려보겠다.

1) 사례 검토

문화재 분야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박물관이나 연

구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가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검토를 

통해 문화재 분야 데이터베이스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

라 고분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의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은 개

선을 위한 보완 사항으로 검토하겠다.

위 사례를 보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자료를 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는 작업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시대별, 형태별 등으로 자료를 분류·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문헌사 연구의 모든 자료를 아우른

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어 색인이 가

능하므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비

록 고고학 분야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주도로 데이터베

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②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문자료

센터로, 서울대와 성균관대를 사업단으로 한다. 여기에

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학술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표 3).

고고학 분야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③~⑧의 사례

이다.

③, ④는 서로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인

데 문화재 관련 지리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이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현재, 정보를 제공함

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③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는 것

이기는 하나, 일정한 축적 이상으로는 지도를 제공하지 

않고, ④의 경우는 정보제공 대상을 한정하여 누구나 접

속하지 못하므로 아직 일반 연구자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료 제공의 범위와 관련

한 것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면 해결되리라 

본다. 향후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와 연

동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⑤, ⑥은 발굴 조사 보고서의 집성 사례이다. ⑤는 

발굴 보고서를 시대별, 기관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자에게 자료수집의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늘어나

는 방대한 보고 자료로 인해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누락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운영

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고 발굴 조사 

표 3 문화재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

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② 기초학문자료센터-토대연구 
데이터베이스

(https://www.krm.or.kr/index.jsp)

③ 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go.kr/)

④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 
(https://intranet.gis-heritage.go.kr/)

⑤ 역사문화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 
(http://www.excavation.co.kr/)

⑥ 한국 중세 고고학 기초자료 (http://
smgogo.sookmyung.ac.kr/view/

main.asp)

⑦ 일본 전국 유적보고 총람 (https://
sitereports.nabunken.go.jp/ja)

⑧ 문화재청 발굴 조사 현황공개·보고서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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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보고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⑥은 중세(고려~조선)에 해당

하는 발굴 자료를 집성한 사례로 각 보고서에 대한 해제

(解題)를 작성하여 색인을 가능하게 하였다(그림 8). 사

업 주체는 대학 산하 연구소로 고고학이 아닌 중세 문헌

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문화재 발굴 보고서와 직접 관련한 고고학 분야에서 아직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미한 것을 참작하면, 시사

하는 바가 있다.

⑦은(표 3) 일본 발굴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

나라 고고학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밝히는 사업의 개

요는 다음과 같다. (밑줄은 필자)

“전국 유적보고 총람은 매장문화재의 발굴 조사보고서

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

나 손쉽게 조사·연구 및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

을 목표한다. 국립 기관인 나라 문화재 연구소가 대표 기관으

로서 지방 자치 단체, 대학, 박물관, 법인 조사기관, 학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한편, 보고서는 300부 정도의 적은 부수 발행이며 배포 

범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확인을 포함하여 인쇄본

의 이용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적 총람의 전신에 해

당하는 전국 유적 자료 저장소 프로젝트는 이처럼 연구자와 

학생을 중심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회색 문헌이기 때문에 이

용하기 어려운 보고서를 전자화 · 공개함으로써 가시성을 높

임과 동시에 사용 환경의 향상을 목표로 한 대학 도서관에서 

노력했습니다.

유적 총람이 전국 유적자료 저장소 프로젝트에 의해 분

산 구축된 시스템과 콘텐츠를 나라문화재연구소가 통합하고 

이어 2015년 6월부터 공개·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의 정보 기반과 적극적으로 데이터

를 연계하면서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발과 매장문화재

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보의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기관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도 연계

하면서 전국의 자치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국립 기관이 주도하여 발굴 보

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다. 그 현황13을 살

펴보면 초록이 작성된 유적이 총 128,513건이고 그중에 

그림 8 한국 중세 고고학 기초 자료 해제 예시.

13 웹상의 우측 메뉴 하단에 실시간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2020. 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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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가 등록된 것은 64,002건이며 다시 그중 PDF가 제

공되는 것은 24,048건에 이른다. 이같이 많은 수의 보고

서가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500권 정도가 증가

하고 있어 가히 ‘정보의 폭발’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일

본의 고고학계도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모든 보고서를 수

집하고 열람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이르렀

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 사업의 자료 제공 형태를 보면 각 보고서의 초록

을 작성하고(표 4),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5).14 이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형태이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고 편리한 형태로 활용 방안을 계

속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후술하겠으나 필자의 의

견 또한 특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다. 다만 신라 고분을 

비롯한 문화재 분야에 적용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⑧은(표 3) 문화재청에서 현황공개이다. 총 9,442

건의 발굴 조사의 목록과 그중 3,944건의 보고서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05년에서 2018년까지 

표 4 일본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초록

URL https://sitereports.nabunken.go.jp/4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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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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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자 자원

비고

수록된 유적

유적 명 泉沢 6 유적

책의 순위

유적 위치
홋카이도 木古内 쵸자 二乃岱 4-94 · 181 · 

191 · 194 · 204 · 207

위치 후리가나
홋카이도 기 코나이 정 멍이의 원하는 4-94 · 

181 · 191 · 194 · 204 · 207
시정촌 코드 01334
유적 번호 B-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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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원인 도로 건설에 수반 것이다 기록 

유적 개요

종별

시대 죠몽

주요 유적 도자기 흙 갱

주요 유물 토기, 토기

주의 사항

요약

유적은 도난 어화 철도泉沢역에서 북쪽으로 약 900m 현 해안에서 약 

1킬로미터 내륙의 해발 40~50m의 해안 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죠몽 시대의 캠프 사이트 유적에서 발견 된 유구는 죠몽 시대 후기 전

엽의 토갱 1개, 구운 흙 8곳에서 조몬시대 초기의 도자기 흙 6곳이 있

다. 죠몽 시대 조기 후반과 후기 후엽의 석기 조성을 고려에 좋은 자료

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 일본 전국 유적 보고 총람 인터페이스

ⓛ 검색 ② 속성별 검색

③ 발행기관 분류 ④ 빈출용어

14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주요 인터페이스는 검색, 발행기관별 분류, 각 유적의 속성별 분류와 검색, 빈출용어 집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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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2건15 위 사례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나름의 목적과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

의 측면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이를 정리하자면 첫째,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가 활

용하기 위한 접근성과 범용성이 떨어진다. 둘째, 자료 수

집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나 대학 연구팀

인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업의 진행과 유지에 한계

가 있다. 셋째, 고고학계에서 주도하는 발굴 자료의 데이

터베이스화 시도가 활발하지 못하다. 넷째, 국가기관에

서 발굴 보고서를 집약하여 제공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그 

분량이나 인터페이스, 체제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다

섯째, 자료 집성 방식의 대부분이 그 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을 작성하고 PDF

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방식상의 한계가 있

다. 여섯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주체가 이를 기획한 연

구 기관에 한정되고 보다 큰 범위에서 통합적으로 학계나 

단체를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16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신라 고분 데

이터베이스 설계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

며, 그 내용은 후술하여 반영하겠다.

2) 목적과 기대 효과

데이터베이스화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효율

적 관리와 활용에 있고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화의 목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아래 

연구의 성과를 참조할 만하다(표 6).17

필자는 이러한 사례에서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을 때 기대 효과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6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목적 (최석근 1996)

목적 주요기능

유지관리체계 강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형성으로 자료의 취득, 저장, 

활용 비용 절감

자료의 질 확보 불필요한 자료를 제거하고 중복되는 자료 배제

자료의 표준화 자료의 내용과 형식 일치

자료조작의 용이성 자료의 수정, 분석, 생성의 용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극대화
도형 및 속성의 정확한 연계

자료의 독립성 유지
자료의 공유를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며, 특

정 업무에만 활용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자료 구조 유지

그림 9 문화재청 발굴 조사 현황 공개와 보고서 초록.

15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통계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0&tblId=TX_15002_A059&conn_path=I2

16 이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편찬을 중단하고 ‘위키백과’가 그 자리를 대체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는 폐쇄적인 정보입력 시스템에서 열린 정보입력 시스템

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보여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담당자는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7 최석근, 1996, 「문화재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慶北實業專門大學論文集』, 15집 p.365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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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료 수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는 자료가 

한 곳에 집약되므로 향후 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 

지금처럼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거나 도서관을 뒤질 필

요가 없어진다. 또한, 이렇게 집약된 자료는 전산화되므

로 속성별 색인이 가능해져 지금의 보고서·유적별 단위

는 물론 유구·유물별 등으로 자료를 필터링하여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이는 데

이터베이스화가 진행할 때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

준에 따라 자료가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료의 객

관성이 확보되면 통계적인 검토 작업은 이에 연계하여 개

선될 수 있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기준이 합의됨에 따라 발굴과 

자료 생산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전의 발굴 성과

는 그다음 발굴의 참고 자료이다. 그 자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새로운 발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

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하나로 집성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면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연구자 관점에서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달성한다면 연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대상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 대상을 신라 고분으로 설정해 보았다.

이는 공간, 시간, 대상 범위에 따라 그 범주를 단계

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작업의 순서와도 연관한다. 그 

공간적 범위를 좁게는 사로국의 중심이었던 경주 시내 일

원에서부터 넓게는 통일 이후 영역인 대동강~원산만 이

남까지 설정할 수 있고, 시간적 범위는 좁게는 중앙집권

화가 가속화되는 마립간 시기부터 넓게는 이전의 원삼국

시대와 이후의 통일신라 시대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대

상 범위는 협의의 적석목곽묘에서부터 순수 목곽묘, 석재

충전 목곽묘, 목관묘, 석곽묘, 옹관묘, 석실묘 등으로 확

장하여 살펴볼 수 있다(그림 10).

이러한 범주의 설정은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기 위한 분류 체계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시

작점과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가능하다면 신라 고분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주제의 발

굴 보고서’가 전산화되고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이 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4) 추진

데이터베이스화는 이미 보고된 자료(1단계)와 앞으

로 생산될 자료(2단계)를 나누어 추진할 수 있는데 이미 

보고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력 작업이 필요하

고 앞으로 생산될 자료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두 단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기준의 수립이 필

요하다.

그림 10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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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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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이미 보고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 과정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고

정적이지 않고 작업의 진행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으

며 병행할 수도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기준 수립은 

주로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만, 작업 수행 중에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한 기준의 수정도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 사업의 책무는 1차로 보고서의 

발간을 담당한 기관에 있다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자료를 

일괄하고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국가기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2단계에서는 각 발굴 조사 기관이 조사 성과를 보고

서로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에 직

접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

만 여기에는 ‘법률적 강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

다면 향후 생산 자료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을 거

치지 않더라도 하나의 통합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화 기준은 발굴 기관과 

학계에 의해 수정·보완되며 전체와 부분이 서로 유기적

으로 연동하는 일원화된 자료 체계를 구축해 갈 수 있다.

이로써 지속적인 자료의 업데이트와 체제의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일회성 자료집이 아닌 ‘계속적이고 통합된 자

료 수집 체계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 속성 기준과 데이터베이스의 범주 설정

이처럼 흩어져있는 자료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자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과 하나로 

묶을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준의 설정은 가령 ‘제원을 측정할 때 어디서 어디

까지를 무엇으로 한다.’라는 단순한 정의에서부터 ‘속성

을 얼마나 세분하여 볼 것인가?’, ‘무엇을 적석목곽묘로 볼 

것인가?’ 나아가 ‘어느 시기로 볼 것인가?’ 등 합의가 어려

운 속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측정하고 분류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속성은 그 합의의 어려움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기준 설정이 쉬운 항목부터 데이터베

이스화 작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그림 12).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

합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후 증가하는 연구 성과에 따

라 학계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될 수도 있으

며 수정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가 있음으로

써 학계의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한데 모으고 논의의 장

을 마련하여 합의를 도출시키며 나아가 학문을 발전시키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체계 안에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범주

가 넓을수록 많은 자료를 비교할 수 있지만 공통되는 속

성의 수가 적어지고, 범주가 좁으면 공통된 속성은 많지

만 통합하여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어 적석목곽묘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면 예외적인 조사 내용을 제외하고 공통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의 속성이 많아진다. 반면 적석목곽묘와 

석실묘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서로의 속

성 체계가 달라 공통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가 적어진다.

이처럼 범주를 설정하고 속성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

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

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여기서 필자의 개인적인 안을 

구체화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범위 밖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후일에 여러 기관과 학계의 협의가 

있은 다음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의 연

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림 12 데이터베이스화 기준 설정 예시 (경주지역 석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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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페이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는 데이터

베이스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 볼 수 있을까? 인터페이스

(Interface)란 사전적 의미로 컴퓨터와 인간과의 접점을 의

미한다. 즉, 입력 단계에서의 조사자, 출력 단계에서의 사

용자를 데이터베이스와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입

력과 출력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어떤 모습으로 구성할지가 

결정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형태가 그려질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인터페이스 사례를 

살펴보고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 보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베이

스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도 다

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중 전자상거래는 경제적 이윤

과 직결하는 분야로 자본가나 사업자의 많은 투자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다양하고 최적화된 인터페이스가 고

안되고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문화

재 분야의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

이스의 구축 사례를 철저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 예시로는 아래의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의 

몇몇이 참고할 만하다(그림 13).18

위 사이트를 보면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료를 유형끼리 분류하고 

그 유형이 갖는 속성을 선택하면 그 속성을 갖는 데이터가 

출력되는 방식이다. 둘째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검색 인터

페이스이다. 이를 모식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그림 14).

그러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

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인터페이스②는 일반

적인 검색 서비스로 입력 단계에서 용어와 키워드의 통일

성만 유지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하

지만 인터페이스①은 유형의 분류와 속성의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관하여 학계의 의견 수렴 없이 분

류하거나 합의된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

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하여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을 위한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5).

이는 필자의 주요 관심사인 경주지역 수혈식석곽묘

를 예시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 모식도의 흐름을 대략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신라 고분 자료를 수집한다. 일제강

점기는 물론 해방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집 가능한 모

든 보고 자료는 일원화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로 

초록을 작성하고 PDF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2차로 

보고서 내용을 전산화하여 모든 내용의 색인이 가능하도

그림 13 전자상거래 분야 인터페이스 예시.

그림 14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1, 2 모식도.

18 에누리 http://www.enuri.com

 Sk 엔카 http://www.enc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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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셋째, 학계와 발굴 기관 등의 합의 가능한 기준

에 따라 묘제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한다. 넷째, 각 속

성에 따라 조사 내용을 입력되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인

터페이스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다섯째, 위의 인터페

이스는 유구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이는 출토 유

물 데이터베이스 및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재 지리정보 시

스템과도 연동하여 통합할 수 있다.

출토 유물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로는 박물관 등에서 

유물 관리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

템이 대표적이다(그림 16). 이러한 연계 과정에서 각 데

이터베이스 간에 구축 목적이 다르고 그 범위와 세부 항

목이 상이하므로 그 체제와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은 표의 형태로 출력할 수도 있

지만, 그래프로도 전환하여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이미 구축되어있는 다른 사례에서 또는 

자료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얼마

든지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가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신라 고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대략

적인 그림을 그려보았다. 아직 이러한 검토가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 개념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으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의

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는 연구자 입장에서 발굴 자료

의 생산과 정리, 활용 등을 고민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

은 더 많은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과정 개선의 적용

앞서 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살펴보았다

면 그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발굴 조사와 연구 과정 중에 도출

되는 크고 작은 개선 사항을 어떻게 다음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이러한 물음의 해답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

을 수 있으나 결국 그 마지막은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 교육(Feedback)’으로 이어진다고 본다(그림 1). 

하지만, 이제 개선의 방향을 언급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조사·연구자 양성 과정이나 교육 제도, 인재 선발과 관리 

등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다만, 과정을 개선하는 큰 그림에서 피드백이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지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다면 보고 내용의 크고 작은 부분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이는 다음 발굴과 보고 내용 작성의 기준이 된

다. 이러한 부분을 실제 적용하려면 결국 조사·연구를 담

당하는 조사자가 이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서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림 15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1 세부 모델.

그림 16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21		문화재 발굴 조사·연구 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연구자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과 제도적 검토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궁극적으

로 조사자와 연구자가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의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연구를 수

행한 연구자만이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혹은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조사 참여자는 반드시 

관련 연구에 기여해야 하고, 그 성과가 다시 다음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핵심은 조

사자가 그 분야의 연구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는 고고학 발굴의 조사와 연구 과정 개선의 선순

환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선결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만

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어떠

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드러커(Drucker, p.)가 처음 제

시한 지식 근로자(Knowledge Worker)의 개념에서처럼, 

조사자와 연구자는 단순한 피교육자에 그치지 않아야 하

며 조사와 연구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구성

과 개선에 통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발굴 조사자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고고학 연구의 전체 과정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함

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문화재 조사·연구 과정을 살피고 그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다.

이에 필자는 문화재 조사와 연구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연속성에 방해되는 요소를 문제점으로 지적

하였다. 그 첫째는 보고서 서술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과 

둘째는 발굴 보고서 형태가 아날로그 형태에 머물고 있다

는 것이었다. 그 해결책으로는 보고서 형식의 전환과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형식 전환은 아날로그 책자와 PDF에서 디

지털 형태로 전환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였고 데이

터베이스 구축은 그 사례를 살피고 신라 고분을 대상으

로 목적과 기대 효과, 대상, 추진, 속성과 범주, 인터페이

스를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

에 그치고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아직 많은 부분이 부

족함을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진전하지 못하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는

다면 문화재 분야 특히 고고학의 학문적 발전은 어렵다. 

이미 ‘자료의 폭발’이라고 할 만큼 보고서가 급증하여, 연

구자 개인이 일일이 자료를 수집, 정리, 전산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

듯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시작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발굴 조사 보고서의 전산화와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에 필요한 자

료를 수집·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과정의 어려움으로 연구는 활력을 잃거나 의미 

있는 수준의 논의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시론(試論)’이며 많은 

후속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하는 시점에 신라 고분의 범주와 속성 기준의 세부 

등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향

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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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cavation and 
Research Process
- With a Focus on Building a Silla Ancient Tombs Database - 

In this article, the excavation and research of  cultural assets were set as a proces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considered. To this end, we examined the process of  excavating cultural assets to diagnose problems, suggested 

changes in the format of  repor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and drew up improvement models for Silla’s 

ancient tombs and researc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rocess of  excavating cultural assets are as follows. First, investigation and research 

fail to integrate and merely comprise ‘examination a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or ‘investigation for the sake of  

investigation’, which ultimately hamper research and achievement.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r description of  the report by surveyors or excavation agenci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integrate data at a higher 

level. Third, the current form of  reporting remains in analog format such as books and PDFs, which not only 

reduces continuity and efficiency to the research phase, but also lags behind the rapidly changing times.

We believe that the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should be achieved by computerizing reports, converting 

them into digital formats, and establishing them in a database. First, regarding the transition to report forma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form of  excavation data, the final stage of  the excavation process, remains analog and the 

improvement model wa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linking it to excavation and research, and the justification 

was emphasiz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ases. Second, the database reviewed the build model for Silla 

tombs. To this end, the purpose and expected effects, targets, progress, attributes, categories, and interfac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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