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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말갈(靺鞨)이라는 이름이 중국 정사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6세기 이후로, 『北齊書』 무성제
기(武成帝紀)부터이며,1) 그것이 외국열전에 본격적으로 삽입되는 것은 『수서(隋書)』 동이(東
夷) 말갈전(靺鞨傳)부터이다. 여기서 말갈 7개 부족 즉, 속말(粟末), 백돌(伯咄), 안거골(安車
骨), 불열(拂涅), 호실(號室), 흑수(黑水), 백산(白山)부의 기록이 등장한다. 이들 중 속말부와
백산부가 수(隋)와 가깝다고 하였고, 흑수부는 그 중에 가장 굳세고 강건했다고 하였다.2)
말갈의 가장 오랜 선조는 숙신(肅愼)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사 속의 외국열전은 말갈의 종
족계통은 진(秦)이전의 숙신으로부터 연유하여, 그 이후 한대(漢代)의 읍루(挹婁)와 후위대(後
魏代)의 물길(勿吉)을 거쳐 수당대(隋唐代)의 말갈(靺鞨)로 언급하는 것이 대체적이다.
말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족계통(種族系統), 7말갈의 거주지역(居住地域), 『三國史記』 속
의 말갈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는 발해국(渤海國)의 성격 문제라든지, 주민구
성(住民構成) 문제, 발해국 시조 대조영의 출자 문제 등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에 틀림
없다(한규철 2005).

1) “是歲 室韋庫莫奚靺鞨契丹 竝遣使朝貢”(『北齊書』卷7 武成帝紀 河淸 2年 563條).
2) 『隋書』 권81 동이 말갈전에 7부의 말갈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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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말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그리 심도 있게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7말
갈을 고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말갈의 두 부족 즉 속말말갈(粟末靺鞨)과 흑수
말갈(黑水靺鞨)은 송화강과 목단강 유역 그리고 아무르강 양안의 여러 유적들의 발굴결과를 중
심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있어왔으며,3) 이에 대하여는 필자 역시 토기를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검토4) 가 있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말갈문화에 대한 연구가 일찍이 시작되어, 현재 나이펠트 그룹을 흑수말
갈로 트로이츠코예 그룹을 속말말갈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5) 가 비교적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서(西)아무르 유역6) 에는 중세시대에 해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이 중에는
흑수말갈(나이펠트그룹)과 속말말갈(트로이츠코예그룹) 유적이 있으며, 재지문화인 실위문화
(室韋, 미하일로프카 문화)도 공존한다(네스테로프 1998, 2008).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아무르 유역의 중세시대 고고문화 양상을 검토해 보
고자 한 것이다. 검토 자료는 최근에 서아무르 유역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굴한 3개의 서로 다른 유적, 즉 ‘트로이츠코예’, ‘오제로 돌고예’, ‘오시노보예 오제
로’ 유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2009, 2010)을 중심으로 한다. 발굴결과를 먼저 말하면, 오
제로 돌고예는 탈라칸 문화(초기철기시대)와 미하일로프카 문화(초기중세)의 주거유적이며, 트

3) 말갈, 발해 고고학에 대하여는 E.I. 데레뱐코, O.V. 디야코바, S.P. 네스테로프, S.V. 알킨, 橋梁, 金太順, 金香,
孫秉根, 孫進己, 엄장록, 유현철, 尹郁山, 정영진, 趙虹光, 譚英杰, 黃林啓, 臼杵勳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중 토기
를 중심으로 한 말갈문화내의 유형의 구분은 디야코바에서 시작되어, 현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수용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는 디야코바 1993; S.P. 네스테로프 1998; 므일니코바 L.N., 네스쩨로프 S.P.
2008; 정영진·윤현철 2006; 臼杵勳 200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양자의 구분은 홍형우 2008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정영진, 윤현철(2006: 324-327)의 그것과 크게 다
르지 않다.
5) 디야코바는 아무르 중류의 말갈문화 자료를 모두 5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나이펠트 그룹과 트로이츠코
예 그룹이 포함된다(디야코바 1993). 디야코바는 블라고슬로벤노예-나이펠트 그룹에 중국의 동인문화를 포함
시키면서 앞선 시기의 폴체문화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재지문화로 간주하고, 트로이츠코예 그룹은 중국 동북
지역을 염두에 둔 주변지역에 기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양자 중 나이펠트 그룹을 앞선 것으로, 트로이츠
코예 그룹을 늦은 것으로 보았다(디야코바 1993: 85~86). 이 양자의 구분을 더욱 발전시켜 서부 아무르 유역
의 중세시대 유적을 연구한 학자로는 네스테로프가 있다. 그는 서부아무르 유역에 위치한 여러 유적들을 사리
파(査里巴) 유적 등 중국의 유적들과 비교하여, 서부아무르 유역의 민족의 변천을 파악한다(네스테로프 1998;
므일니꼬바·네스테로프 2008).
6) 아무르 유역은 현재 러시아연방 아무르 주와 하바롭스크 주에 걸쳐 있는 아무르 강 상류, 중류, 하류 지역을 말
하며, 아무르 강에 인접하는 중국 흑룡강성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아무르 유역의 북쪽 경계는 스타노보이 산맥
(外興安領)을 따라 나있고, 남쪽 경계는 일후리-알린 산맥, 소흥안령(小興安領)의 서쪽 및 동쪽 지맥에 의해 제
한된다. 소흥안령의 주맥은 아무르 유역을 西와 東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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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츠코예는 말갈 고분군, 오시노보예 오제로는 말갈 주거유적이다. 이러한 세 유적을 통해,
서아무르 유역의 중세시대 고고문화를 러시아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각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기초적인 작업이 향후 말갈 및 발해 문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西아무르 유역의 지형과 고고학적 배경
일반적으로 아무르 강은 상류, 중류, 하류 지역으로 나뉜다. 상류는 실카 강과 아르군 강 합
류지점에서부터 제야 강 하구까지이다. 아무르 중류는 제야 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우수리 강
하구까지 1,000km를 이른다. 우수리 강
합류지점 이후는 아무르 하류로 분류된다.
본고에서 말하는 서아무르 유역은 아무르
중류 중 제야 강 합류지점에서 소흥안령까
지의 지역을 일컫는다.
서아무르 유역은 신석기시대를 거쳐
초기 철기시대로 이어지는데, 초기철기시
대 문화는 우릴 문화와 탈라칸 문화로 나
뉜다. 우릴 문화는 기원전 12세기에서 기
원전 2세기로 편년7) 되며, 이어지는 탈라칸
문화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
지8) 이다.
다음은 미하일로프카 문화로 이어지며,
기원후 7~8세기에 말갈 문화9) 유적이 출

┃그림 1┃ 아무르 유역 및 발굴유적 위치도
1. 트로이츠코예, 2. 오시노보에 오제로, 3. 돌고예 오제로

7) 아무르유역의 우릴문화의 하한은 대체로 기원전 5세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아무르유역에서는 이보다 다
소 늦은 기원전 2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본다.
8) 당초 아무르유역에서 우릴문화에 이어지는 초기철기문화는 폴체문화로 인정되어 왔으나, 서아무르유역에서는
탈라칸문화가 폴체문화에서 분리되었으며, 폴체문화의 유물들은 개별유적에서 소량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9) 러시아와 중국(중국에서는 동인문화에서 1990년대 이후 대부분 말갈문화로 통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갈문화
라는 용어는 말갈-발해-요금대로 이어지는 다소 넓은 시기의 말갈계 주민집단의 유적, 유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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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다. 미하일로프카 문화는 기원후 10세기에 말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것으로 본다.
미하일로프카 문화는 부킨스키 클류치-1·2, 볼시예 시미치, 미하일로프카, 돌고예 오제로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유적이 특징적인데 자비트이 강 연안 미하일로프카 유적에서 9기,
부레야 강 유역에서 9기, 제야 강 유역에서 2
기, 돌고예 오제로 유적에서 1기 등 모두 21
기의 미하일로프카 문화 주거지가 조사되었
다. 주거지는 지상식(부킨스키 유형, 여름용)
과 수혈식(시미치 유형) 2가지로 대별되는데,
특히 중앙의 노지가 특징적이다.
미하일로프카의 생계경제는 복합적이다.
수수를 재배하고, 돼지를 사육하였으며, 말도
길렀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야생 동
물의 사냥[사슴(콘술), 멧돼지, 큰사슴(이쥬
브르)], 낚시와 돌 어망추를 이용한 그물 어
로, 야생 유용식물의 채집(도토리, 호도, 밤
등)을 들 수 있다. 생계경제의 수공업분야는
특별한 사냥분야에서 있었다.
미하일로프카 유적그룹의 상대적 분포지
역을 북실위(北室韋)의 분포지역과 그

┃그림 2┃ 미하일로프카 유적그룹의 토기
부킨스키 클류치-2: 1·4·5(1호주거지), 2(2호주거지)
볼시예 시미치: 3(2호주거지), 6~8(4호주거지)

의 민족지적 특징들에 대한 문헌 자료
들과 비교하여, 미하일로프카 전통의 주
민들을 북실위로 추정한다(네스테로프
1998).
기원후 7세기말에서 8세기가 되면
서아무르 유역에서 말갈 문화 유적들이
발견된다. 먼저 흑수말갈(나이펠트 그

┃그림 3┃ 흑수말갈(나이펠트그룹) 토기
(벨로베료조보예 오제로 2호 주거지 출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발해 시기의 말갈유적의 경우 발해의 성격, 주민구성, 계승성 등을 고
려한 문제와 결부하여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개념으로, 향후 속말(발해)말갈유적으로 언급된 유적 중
에는 발해와 관련성이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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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유적들이 서쪽의 제야강 하구에서 부레야 강까지 아무르 강변을 따라 제야-부레야 강의
저평원 지대에서 발견된다. 흑수말갈 유적으로는 노보페트로프카 고분군, 샤프카 고분군, 우스
티-탈라칸 계절 유적(2호 주거지와 2호 수혈), 자비틴스키 고분군, 세르게예프카 고분군, 쿠프
리야노보 고분군, 샤프카 산성 취락유적, 벨로베료조보예 오제로 유적 등이 있다. 방사성탄소연
대에 따르면 이 유적들은 7세기 말~8세기 초에 시작하여 11~12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보다 조금 늦은 8세기에, 흑수말갈 보다는 조금 늦게, 속말말갈(트로이츠코예 그룹) 유적
들도 서아무르 유역에 출현한다. 이들은 제야-부레야 지구의 동쪽지역과 부레야 강 그리고 소
흥안령 지역에서 확인되며, 아무르 강 서북쪽으로 따라 제야 강 서쪽의 실카 강 지역까지 발견
된다. 제야 강 유역의 속말말갈 유적으로는 가르마칸 주거유적, 우랄로프카 주거유적, 칼라쉬니
코바 파지 주거유적, 세미오죠르카 주거유적, 체렘호보 주거유적, 고골레프카 성터, 사잔카 성
터, 세미오죠르스코예 성터, 벨라야 성
터,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두보바야룔카
고분군(E.I. 데레뱐코 1975: 100-136),
리포보이 부고르 성터(볼로틴 외 1997:
160-163)가 있다. 실카 강 부근의 유적
으로는 비트칙 산성, 류잔카 성터, 우스
티-초르나야 성터(A.P. 오클라드니코프,
V.E. 라리체프 1999)가 확인된다. 제
야-부레야 지역에서는 기원후 1-2천년
기 교체기에 유적이 확인되는데, 자비타
야 강과 쿠프리야니하 강 사이 지역(포
야르코보 주거유적, 샤포치카 주거유
적,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 파지
프리브레즈나야 고분군, 크라스느이 부
고르 유적) 등이 있고, 부레야 강 유역
에는 수히예 프리코키-1, 우스티-탈라
칸 유적 등이 있으며, 더 동쪽으로 돌고
예 오제로와 체스노치하 성터, 소하지느
이 클류치 성터 등이 있다(D.P. 볼코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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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로이츠코예 유적 형식별 토기
(Е.И. 데레뱐코 1977에서 재편집)
심발형(горшок, 통형관): 1~5, 7~9
발형(банка): 11~14
호형(горшок): 6
화병형(ваза): 10
완(миски): 15, 16
(1. 122호, 2. 127호, 3. B지구, 4. 106호, 5. 126호, 6. 192호, 7. C지
구, 8. 173호, 9. 114호, 10. 152호, 11. 159호, 12. 166호, 13. A지구,
14. B지구, 15. 181호, 16. 130호)

III. 최근 발굴유적 검토(한·러 공동 발굴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분포하는 유적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중세시대 극동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러
시아 학계에서는 A.D. 7세기까지 서아무르 지역에 미하일로프카 문화의 원주민인 몽골어족 북
실위가 정착해 있었고, 그 후 만주에서 퉁구스어족 흑수말갈과 속말(발해)말갈이 이주하여 와
정착하였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져 왔으며(네스테로프 1998; 므일리코바, 네스테로프 2008), 이
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고학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연구가 ‘西아무르 유역 한·러 공동연구’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트로이츠코예 고분군에
서 19기의 토광묘를 발굴하였고, 2008년에는 돌고예 오제로 주거유적에서 2기의 주거지를 발
굴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에서 1기의 주거지를 발굴하였다.

1. ‘07년도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발굴
2007년 발굴은 고분군의 서남쪽으로, E.I. 데레뱐코가 1969년~1974년까지 발굴했던 지역
의 동북쪽으로 5~6m 떨어진 지역이다.
2007년 조사에서 모두 1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17기의 토광묘에서는 2차장이 확인되었
으며, 1기에서는 1차장이 확인되었고, 1기는 인골이 출토되지 않았다.
유물은 토기, 창끝, 찰갑, 교구, 칼, 귀걸이, 관정, 문양이 새겨진 말발굽 등 다양하다. 이중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특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토기이다. 기형이 완전히 복원되는 토기는 모두
12점이 출토되었다(그림 5).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년도 토기는 모두 수제토기로서, 구연부가 외반하는 발형
토기이다. 특징적인 것은 구연부와 동체부의 돌대이다. 구연부의 돌대는 소문인 것이 대부분이
나 각목한 것도 보인다. 동체부의 돌대는 모두 소문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동체부에 문양말
소된 격자 타날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닥은 모두 일부러 깨트린 흔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 발굴에서는 토기 내부에서 부러트린 창이 함께 출토되었다. 발형토기가 1점을 제외
하고는 모두 납작하다는 것 역시 이번 발굴 유물의 특징이다.
이를 1970년대에 발굴된 트로이츠코예 유물과 비교하면 기종구성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로이츠코예 고분군의 토기는 197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그림 4>와 같다. 기종은
심발형, 발형, 호형, 화병형, 완으로 구분된다. 이중 심발형은 고폭율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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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07 트로이츠코예 유적 발굴 토광묘 현황표
무덤
번호

무덤규모

매장방법

크기(cm)

불탄흔적
여부

출토유물

인골출토
현황
2인 이상

어깨선

바닥

268호

200×160

180×145

39

○

○

토기, 철갑편

269호

185×120

170×112

50

○

○

토기편, 석기편

270호

165×107

162×101

37

○

×

토기

190×118

45

○

○

토기, 철도자

271호

258×140

272호

150×115

273호

205×127

깊이

일차장 이차장

성년 남성

53
185×105

165×70

158×55

44

275호

200×135

190×118

276호

125×60

목관, 목곽흔적
무덤 가능성

49

274호

비고

○
?

○

토기, 철기편

목구조 흔적
인골상부크기로
2차장추정

○

○

귀걸이

30

○

○

토기, 철도자

110×48

29

○

×

성년 1인장

목구조흔적
장축방향다름
274 일부 중복

277호

205×140

205×133

60

○

○

3인이상

목관, 목곽흔적

278호

245×140

245×135

50

○

×

3인이상

말하악골 1개체분

279호

235×125

225×110

25

○

○

280호

195×85

160×70

77

○

○

목구조 흔적
청동귀걸이

281호

245×145

225×135

58

○

○

청동방울

목구조 흔적

282호

240×150

218×120

52

○

○

토기, 꺽쇠

목구조 흔적

283호

137×86

124×79

15

?

○

○

토기, 물미

284호

142×90

126×77

21

○

285호

240×130

230×122

8

○

○

토기 2, 철모,
꺽쇠

286호

218×142

210×122

10

○

○

토기, 철꺽쇠

×

성년 1인장

1차 가능성,
목구조 흔적
세장형 토기

1인장

굴장
말뼈 다량

2인 이상

(그림 4-1번, 2·3번, 4·5번, 7~9번), 발형토기 2종류(11·12와 13·14), 완 2종류(15, 16)
로 나눌 수 있다.
‘07년도 발굴 출토 토기와 비교하면 기종이 다양한 것은 분명하나, 구연부와 동체부의 돌대
문과, 동체부에 문양말소된 격자타날문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펠트 유형에서 보이는
동체부의 다치압날문이나 평행 압인문 등의 문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체부의 돌대문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디야코바가 실카 강 유역의 부로호투이스크(бурхотуйск) 문화와 유사함
을 지적하면서,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기원문제와 연결한 적이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
면, 트로이츠코예 그룹이 I천년기 말에서 II천년기 초에 실카강에 출현하여, 이 지역 토착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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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호투이스크 문화 주민들과 문화
적인 교류를 한 증거로 본다. 부르호
투이스크 문화는 실위 문화로 간주
된다.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트
로이츠코예 그룹 토기의 또 다른 특
징으로는 점토앙금의 존재이다. 이
는 구연부를 손으로 돌려 마무리 할
때 생기는 진흙 덩어리를 없애지 않
고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통은 미하일로프카 문화에 보이는
전통으로, 격자타날문과 함께 트로
┃그림 5┃ ‘07년도 트로이츠코예 토기
1. 268호, 2. 270호, 3. 271호, 4. 273호, 5. 277호, 6. 278호, 7-9. 282
호, 10. 283호, 11-12. 285호

이츠코예 말갈 그룹이 재지의 전통
을 받아들인 요소로 간주한다. 네스
테로프의 의견에 따르면 트로이츠코

예 그룹은 속말말갈과 재지인이 결합된 문화이다(네스테로프 1998).
‘07년도 발굴시 주거지에서 채취한 숯에 대한 AMS 연대측정 결과 얻었다. 5기의 무덤에서
검출된 보정연대는 7세기에서 9세기로 3세기에 걸쳐 있다. 이를 다시 ±2δ에 맞춘 결과 780년
과 860년이라는 80년의 편차를 가진 연대를 얻었다. 이 연대는 8~11세기로 편년되는 트로이
츠코예 고분군 중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2. ’08년도 돌고예 오제로 주거유적 발굴
돌고예 오제로 유적은 이노켄지예프카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10.4km, 부레야 강 하구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유적에는 57기의 수혈이 확인되며, 평균 크기는
3·4×4m, 깊이 20~40cm이다. 이중 ‘08년도 한·러 공동발굴에서는 31호와 32호를 발굴하였다.
조사결과 수혈주거지 2기와 저장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31호 수혈주거지는 탈라칸 문화에
속하며, 32호는 미하일로프카 문화에 속한다. 서아무르 지역의 탈라칸 문화는 초기철기시대 두
번째 시기에 속한다. A.D. 3세기에 탈라칸 문화는 미하일로프카 문화로 교체된다. 미하일로프
카 문화는 탈라칸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본다. 두 주거지는 평면형태와 노지시설 일부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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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1호 주거지 평면도

┃그림 7┃ 32호 주거지 평면도

하다. 그러나 골조의 특징과 출입구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깨진 토기편으로 완형으로 복원되는 개체는 없다. 31호에서는 집돼지
뼈가 32호에서는 멧돼지와 노루 뼈가 출토되었다. 철제 유물의 출토 빈도는 낮은 편으로, 31호
주거지에서 실위의 철제 바늘이 출토되었다.
발굴 결과 돌고예 오제로 유적은 서아무르 유역 탈라칸 문화에서 미하일로프카 문화로 진행
되는 과도기적인 시기, 즉 초기철기시대에서 초기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의 민족문화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3. ‘09년도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 발굴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은 콘스탄티노프카 지구 호수가 취락유적이다. 1960년대 대규모 발
굴에 이어 2003년에도 발굴된 바 있다. 앞선 발굴에 의해 이 유적은 ‘오시노오제로’ 문화라는
기원전 4천년기 후반에서 2천년기 후반의 신석기유적으로 더 유명하다. 중세유적은 호수 연안
을 따라 최소 20기 이상의 수혈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2호 주거지를 발굴하였다.
주거지는 트로이츠코예 그룹 말갈 문화 수혈주거로 주거지의 기초로 통나무 틀을 이용하였
으며, 네 귀퉁이에 서까래를 걸어 기본 골조를 세우고, 출입구는 남쪽에 두었다. 노지는 방형으
로 중앙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미하일로프카 문화의 건축전통과 연결된다.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중 돼지 뼈(이빨과 아래턱뼈)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소, 말과 함께 가
젤의 뼈도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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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수제토기와 윤제토기 2가지가
출토되었다. 출토 토기들은 용도에 따라
식품보관용, 취사용, 식사용과 생업용으
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용 토기는 윤제토
기이다. 취사용 토기는 수제이며, 외면에
가열된 흔적이 있다. 식사용 용기는 4점
이 확인되었고, 생업용 용기는 1점이 확
인되었다.
수제토기는 기면에 정면흔을 없애고,
광택을 내서 기면을 매끄럽게 하였으나,
자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 대부분
의 토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분석 결
과 토기들은 대략 650도 이상의 온도에
서 구워졌다. 구연부 아래에 돌대가 있는

┃그림 8┃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 2호주거지 평면도

이중구연이며, 돌대는 소문(72%)과 파상형(28%)로 나뉜다.
서아무르 지역에서 물레로 성형한 윤제토기는 이전에 연구된 바 없는 것이다. 윤제토기는
A.A. 보브린스키 분류에 의하면, 물레 발전단계의 두 번째(RFK-2)와 세 번째(RFK-3) 단계에
해당한다.10) 현재로서 물레를 사용한 윤제토기의 출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발
전과정은 이 지역에 물레 요업을 아는 종족의 이주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므일리
코바, 네스테로프 2008).
한편 수제토기에는 서아무르지역의 초기철기시대 탈라칸 문화와 초기중세시대 미하일로프
카 문화에서 보이는 점토앙금이 남아 있으며,11) 타날문 문양말소 역시 토착전통과 연결된다.
이 밖에 이 유적에서는 토기와 함께 도가니, 석제공이가 출토되어 비철금 용해가 이루어졌
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위구르풍의 금속판이 출토되었다.

10) A.A. 보브린스키는 물레 사용에 따른 토기제작 발전단계를 1단계(회전판사용)에서 7단계(토기 전체 성형)로
나누었는데, 이 중 RFK-2 단계는 물레를 토기 표면의 주름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펴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고, RFK-3 단계는 주름을 펴는 용도 이외에 토기의 구연부를 물레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만드는 단계이다(보
브린스키 1978: 191).
11) 이러한 전통은 트로이츠코예 고분군, 리포브이 부고르 고분군, 샤포치카와 가르마칸 취락지와 부레야 강 등에
서 확인된다(므일리코바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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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호 주거지 토기(1-5)

┃그림 10┃ 2호 주거지 토기(6-10)

이 유적은 말갈 트로이츠코예 그룹에 속하는 유적으로 출토유물로 보아 연대는 A.D. 8-9세

기로 추정되며, 15개의 시료를 분석한 방사성탄소연대 또한 A.D. 779-898년 범위 내(±s δ, 또
는 확률 95.4%) 또는 A.D. 8세기 후반~9세기로 측정되었다.

IV. 고찰―최근 발굴 성과와 서기 1천년기 서아무르 주민
의 상호관계
한국과 러시아가 ’07-’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동발굴한 3개의 유적은 서아무르 지역의 제
야강 유역(트로이츠코예 유적)과 그 동쪽으로 제야-부레야 저평지 중간 부분의 아무르 좌안(오
시노보예 오제로 유적), 그리고 부레야강 유역(돌고예 오제로 유적)에 위치한다.
앞의 두 유적은 중세시대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고분유적과 주거유적이고, 뒤의 한 유적은
이 보다 앞서는 탈라칸 문화(초기철기시대)와 미하일로프카 문화(초기중세시대)의 주거유적임
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고분군과 주거유적 발굴을 통해 당시의 다
양한 장례전통 및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앞선 시기의 유적은 재지 전통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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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자료가 되었다.
3년간 발굴한 연구 성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도 트로이츠코예 고분군의 조사에서는 모두 1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인골
이 확인된 고분 중 1기만이 1차장이었으며, 나머지 17기는 모두 2차장이었다. 특이한 고분으로
는 여러 개의 인골이 매장되어 있는 것 1기, 바닥면이 2층을 이루고 있는 것 1기, 바닥이 평평
하지 않고 깔대기 모양을 이루는 것 1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고분에 출토된 유물들은 거의 모두 고의로 파괴된 상태로 부장되었다. 예를 들어 토기
는 바닥을 깨뜨렸으며, 창끝 역시 부러트렸다. 갑주의 경우도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부
러진 상태였다. 교구 역시 대형은 부러트리고, 소형은 고리부분을 부러트렸다. 대형 칼의 경우
도 손잡이와 날 끝 부분을 부러트렸다. 귀걸이도 은제 고리와 연옥 디스크의 경우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완전한 상태로 출토된 것은 관정과 문양있는 말발굽뼈 뿐이다.
셋째, 고분 내부의 목제 구조물이 탄화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인골과 부장품에는 불맞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분 축조 시 목구조물을 바로 태운 후 인골과 부장품을 매장한 것으
로 보인다.
넷째, 트로이츠코예 고분에서 발굴된 토기는 모두 전형적인 트로이츠코예 유형의 수제토기
이다. 짙은 갈색을 띠며, 구연부와 동체부에 돌대가 돌려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체 표
면에는 격자 타날물이 문양말소되었으며, 광택이 나도록 마연된 것이 많다.
다섯째,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에서는 수제토기와 함께 윤제토기도 발굴되었는데, 니
질의 회색토기이다. 물레로 표면 정리뿐 아니라 구연부까지 성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발달된 윤제토기는 서아무르에서는 새로운 자료로서, 윤제토기의 출현을 말갈에서 발해시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러시아의 기존 견해와 더불어 주변의 파디 프리브레즈나야 고분군
의 석곽묘와 함께 발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평가된다.
여섯째, 트로이츠코예 그룹 수제토기는 기본은 제2송화강 유역의 속말말갈의 전통을 따르
지만 미하일로프카 문화의 요소도 추가하였다. 이러한 요소로는 구순부의 B자형 요철면을 성
형하는 것과 동체부 상부에 돌대가 없는 것, 격자문 타날도구를 사용한 것, 구연부 돌대의 점토
앙금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주거지 건축에서 아무르 지역의 미하일로프카의 영향도 확인된다. 특히 오시노보예
오제로 2호 주거지는 부레야 강의 볼시예 시미치, 부킨스키 클류치-1과 자비타야 강 유역의 미
하일로프카 평지성에서 확인된 3-7세기 미하일로프카 문화의 건축물들과 비교했을 때, 수혈 굴
광의 깊이가 더 깊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굴광이 깊은 것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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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12) 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말갈의 전통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2009년도 조사에서는 비철금속을 용해하기 위하여 쓰인 물품들과 완성된 장식품들
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류가 발견된 점이 흥미롭다. 이런 도구들로는 노, 도가니, 2점의 도가니
받침대와 위구르풍의 띠에서 사용되었을 은금속판으로 추정되는 유물 등이다. 이외에 주거지와
그 인접 구역에서 금속을 용해한 흔적들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 마을의 주된 생업은 가축사육
이었고, 주로 돼지를 키웠다는 점도 추정가능하다.
이와 같이 트로이츠코예 고분군과 오시노보예 오제로 주거유적 그리고 이보다 앞선 시기의
돌고예 오제로 유적의 발굴을 통해 1천년기 후반의 서부 아무르 유역의 민족 상황 즉 흑수말갈
과 속말말갈(나이펠트 그룹과 트로이츠코예 그룹), 그리고 재지문화인 북실위(미하일로프카 문
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말갈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생업과 공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 토착문화는 미하일로프카 문화이며, 이는 앞선 시기의 탈라칸 문화에
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조사 자료로 볼 때,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이다. 말갈문화 나이펠트 그룹의 유적이 제야-부레야 저평원 지대에서 먼저 보이며, 이후 트
로이츠코예 그룹 유적이 출현한다.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토기를 제2송화강 유역의 유적들과 비
교할 때, 점차 재지문화인 미하일로프카 문화의 토기제작 전통이 결합하여 전형적인 속말말갈
의 수제토기와는 다른 트로이츠코예 그룹의 토기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오시노보예
오제로 유적과 트로이츠코예 고분군에서 출토된 수제토기의 비교에서도 잘 관찰된다. 한편 오
시노보예 오제로 유적에서 출토된 윤제토기는 아무르 유역에서는 새로운 자료로, 이 지역 석곽
묘 유적과 함께 발해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V. 맺음말
발해사에 대하여 한국은 발해를 자주국이었음을 인정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로서 한국
사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즉 발해가 과연 고구려
의 계승 왕조였는가, 아니면 고구려와는 다른 말갈 왕조였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쟁
점이다. 발해의 건국과정에 참여한 ‘속말말갈(粟末靺鞨)’의 이해는 발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12) 『三國志魏志東夷傳』挹婁, “...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閒, 常穴居, 大家深九梯, 以多爲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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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비록 발해의 중심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아무르 유역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발굴한 세 개의 유적은 말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상황을 재지문
화와의 관계와 더불어 잘 알려주고 있는 유적이라 할 것이다.
비록 소규모로 진행된 발굴자료를 통해 얻은 자그마한 성과이지만, 향후 발해와 말갈 유적
을 검토,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연해주의 발해, 말갈 유적의 이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발표문 작성과정에서 주로 기존 러시아의 연구 견해에 따라 발굴 자료
를 분석하고, 소규모 발굴자료를 통한 해석에 논리적 비약이 많았을 것이다. 이는 향후 기존 견
해에 대한 보다 비판적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자 하며, 이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고고학 발굴조사는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발해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해의 중심지가 있던 중국에 대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한 상
황에서 비록 주변이기는 하지만, 연해주뿐 아니라 아무르 유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자
료의 조사·수집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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