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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논문은 그동안 한국고고학에서 논의되어 온 기원론과 계통론을 학사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고고학의 起源・系統論은 민족사의
서술을 위한 연구였다. 이러한 접근은 민족주의 담론으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 일제강점기의 제국주의
문화관과 인종주의 계통론에 근거한 고고학적 해석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원・계통
의 연구는 유물형식과 유물복합체의 기원과 계통을 서술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어 왔다. 특히 특정한 고
고학문화는 과거의 어떤 인간집단에 대응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토대로 하여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한반도 안의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전파와 주민집단의 이
주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새로운 생업경제 도입, 기술혁신의 과정, 혹은 주거유형의 변화에 대해서
도 그 자체의 변동을 설명하기보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유물형식이나 조합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전파
론으로 해석해 왔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기원・계통론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
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인종주의적 계통론은 물론이고 민족-국가주의적 입
장의 서술을 지양하고 탈식민지-세계화 시대의 반성적 이해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고
고학의 해석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고고학문화는 단순한 시공간의 단위가 아니라 개
인과 집단의 문화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범주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물질적 실천에 의해 재구축되
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인간집단의 이주와 문화의 전파는 사회문화변동의 요인
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만으로 문화변동을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 이주와
전파가 발생하게 된 요인과 전개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주와 전파를 통해 전달된
이후의 문화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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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考古學의 起源論과 系統論

李盛周*

I. 머리말
한국고고학에서 기원과 계통의 논의는 근대적 고고학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
었던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 내의 토기나 청동기, 금공품, 혹은
무덤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다가 그것을 멀리 떨어진 遼寧이나 內蒙古地域, 혹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의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과의 관계에 암시적으로 언급하
였다. 신석기시대 즐문토기(藤田亮策 1930)로부터 靑銅製 竿頭飾이나 動物形 帶
鉤도 검토의 대상이었거니와 고분에서 출토되는 馬具類나 金冠, 적석목곽분과

같은 분묘형식도 멀리 떨어진 지역의 유물이나 유구와 비교되곤 했다(梅原末治
1938; 濱田耕作 1932). 이와 같은 敍事를 유물의 源流, 起源, 혹은 系統을 찾는 작

업이라고 표현해 왔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해당 유물이나 묘제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기원론이고, 집단이 이주해 왔거
나 종족상 가까웠을 것이라고 넌지시 제안하기 때문에 계통론이다. 나아가 북방
기마민족이 내려와 정복해서 백제나 금관가야, 혹은 신라가 성립했다면 국가형
성론도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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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논의가 사실 1970년대까지 고고학적 서사의
주류를 형성했다. 1990년대까지도 북방민족정복설과 같은 소박한 기원・계통론
이 제안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격렬한 논쟁으로 발전한 적이 있다. 이
러한 뿌리 깊은 논법은 여러 연구 관점의 근저를 흐르면서 최근까지도 반복된다.
가령 우리가 새로운 생업경제나 주거, 혹은 토기형식의 출현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북방지역의 자료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고고학적 사고
에 막연한 기원과 계통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대고고학 연구에도 기원론과 계통론과 같은 설명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고고학
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박한 기원・계통론과는 다른 관점과 방식의 논의이다. 사실
한국고고학에서의 기원・계통론은 한국 민족과 문화의 시작과 계보를 찾아가는
작업이었다(李盛周 2008). 물론 유물의 형식이나 형태적 속성들을 통해 논의해 왔
지만 그 주된 관심과 목표는 민족사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계통론이 지니고 있는 개념적, 혹은 담
론적, 이론・방법론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고고학의 기원・계통론은 선사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어지는 이른바
민족사의 담론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우리 학계는 현대고고학의 패
러다임이 변화해 온 과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고고학문화에 대한 고전
적 개념에 토대를 둔 기원론・계통론을 고수해 왔다. 셋째, 한국고고학의 기원론
은 새로운 형식이나 유물복합체, 혹은 단위문화의 시작점을 찾는 데 치중해 왔으
며 계통론은 물질문화요소의 계보를 시간과 공간을 따라 연결시켜 보는 데 초점
을 맞추어 왔다.
우리 학계의 기원・계통론에서는 ‘考古學文化’를 물질문화의 유사도와 비유사
도에 따라 분류된 단위로 간주해 왔으며 대다수의 연구자가 그것의 존재 이면에
그 담당집단이 있다는 가정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문화의 공간적 이동과
확산, 시간적 지속은 무언가 혈연적 관계를 가진 집단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라
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렇기에 기원론은 새로운 생업경제, 매장
의례, 기술체계 등의 형성과정과 같은 문제를 해명하려 하기보다 새로운 물질문
화요소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소유 집단의 이주・정착으로 설명을 마무리
해 왔다. 가령 새로운 농업공동체의 등장, 경관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같은 변화
가 왜, 어떤 과정이라는 방식으로 질문이 주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특정 물질문화요소, 가령 刻目突帶文土器, 琵琶形銅劍, 還元燒成技術, 短
柄鐙子 등이 한반도에 등장한 시점과 경로를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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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하게 되면 과정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 없게 된다. 어떤 출현시점에
초점을 맞춘 해답을 추구하기 마련이며 이런 연유로 기원론은 이주-전파라는 사
건을 요인으로 하는 해석을 넘어서지 못한다(金壯錫 2014). 물론 극단적인 예이
지만 국가형성이라는 장기적 사회 변형과정도 부여족의 남하나 광개토왕의 남정
과 같은 것이 요인이 되는 이주-정복에 의한 사건으로 설명해 버리고 만다(李盛
周 1995: 61).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과 계통론을 앞의 세 가지 관점
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고학적 담론의 정치사회적 기반에 대해 거론하고자 한다. 특히 지금의 고고학
자라면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탈식민지시대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고학이 다루는 물질문화와 고고학자의 의견들이 글
로벌화된 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考古學文化’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기원과 계통에 대한 현대고고
학 논의의 일단을 살피면서 한국고고학의 기원・계통론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
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탈과정주의가 등장하면서 고고학문화를 특정
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분포범위로 정의하긴 해도 전통고고학자들처럼 그것
을 하나의 분류단위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화를 의미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전통과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문화단위의 출현이나 특정 물
질문화의 분포영역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문화의 광범위한 분포 안에서 국지
적인 변이와 집단 내의 개인이 보여 주는 물질적 실천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대고고학의 해석에서 새롭게 검토되는 移住論과 언어와 유전자적 증
거에 토대를 둔 현생인류와 농경민의 移住・擴散論에 대한 평가와 토의가 필요할
것 같다. 20세기 중후반의 문화변동론에서는 이주-전파의 이론이 전반적으로 외
면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집단의 이주를 전제로 한 해석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특히 新移住・傳播論은 자연과학적 데이터분석을 토대
로 주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일부 고고학자들은 자연과학자 및 언어학자들
과 협동하여 古人骨의 안정동위원소라든가 현존집단의 유전체와 언어 자료에 대
한 분석 결과를 광범하게 활용하면서 선사시대 인간집단의 이주에 대한 소프트
사이언스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과학이 고고학의 영역에 던진 문제와 그
에 대한 고고학의 움직임에 지나친 호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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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개시켜 왔던 기원론과 계통론을 다른 모습으
로 이끌어 갈 것은 자명하다.

II. 考古學的 起源・系統論의 정의
기원과 계통의 문제는 고고학의 본원적인 질문인 듯하다. 지금도 많은 고고
학자들이 그에 대한 해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워낙 보
편적 질문인 탓인지 몰라도 학계에서는 기원론과 계통론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
의가 시도된 적이 없다. 기원의 문제는 어떤 것이고 계통의 탐구란 무엇을 설명
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 두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원과
계통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해 보고자 간단한 정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
다. 첫째, 기원의 문제란 어떤 새로운 것의 출현이나 어떤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
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계통의 탐구란 현재와 과거의 어떤 사회문화적 실체, 또는 어떤 고고학 자료의
특성들이 그보다 이전의 시기에는 어떤 형태와 성질을 가진 것과 연결되는지 밝
혀냄으로써 그 시작, 혹은 과거 일정 시점으로부터 다른 어떤 시점이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른다면 기원과 계통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얼핏 보
면 계통을 탐구할 때 종국에 이르러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기원이기 때문에 기
원의 해명은 계통론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고고학계에서
는 보통 특정 유물의 속성이나 형식, 또는 유물복합체가 언제 어디의 것과 연결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계통론으로 탐구해 왔기에 기원론은 계통론의 일부였다. 그
러나 현대고고학에서는 생물학적 현생인류 출현이라든가 농업으로 생업경제의
전환, 혹은 都市化의 시작 등을 과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원론의 주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세기 중반 고고학의 패러다임이 전통 문화사고고학에서 과
정주의로 전환한 이래 유물 형태의 기원보다 인류 사회문화의 변혁기를 설명하
거나 주요 고고학적 사건의 요인을 밝히는 것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고고학의 기원론은 한반도 안에 특정 물질문화요소나 유
물복합체의 출현을 해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으므로 한반도 밖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계통론적 질문의 연장이 되는 셈이다.
기원은 고고학이란 학문보다 오래된 질문이다. 그 무엇인가의 기원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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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을 정의하는 것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이 줄기차게 이끌고 온 질
문이 아닌가 한다(클라이브 갬블 2013: 89-91). 하지만 계통의 문제를 다루는 학
문의 분과는 흔치 않다. 계보학(genealogy)의 연구가 있는데 가족의 역사나 혈
통의 관계를 추적하는 역사연구의 특수 분야를 말한다. 역사언어학에는 언어계
통론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다. 서로 친근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언어들을 서로
비교하는 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발생적으로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
이 분리 발전해 온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를 말한다(金芳漢 1983: 19-24). 과학으
로서의 계통론은 어찌 보면 진화생물학의 전유물이다. 생물의 형태와 유전자의
유사도와 비유사도를 비교하여 분류군을 정의하고 분류군 사이의 계통발생수
(phylogenetic tree)를 그리거나 혹은 분지론적 체계(cladistic taxonomy)를 작
성하는 작업이 생물학에서는 계통론이라고 할 수 있다(우건석 1997; 하야미 이타
루 2012: 102-105).

고고학의 용어로서 계통이 한국과 일본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
만 영어로는 ‘genealogy’나 혹은 계보관계를 뜻하는 ‘genealogical relationship’
이라는 용어는 고고학 문헌에서 거의 볼 수 없다. 오늘날 영미고고학에서 계통
론과 비슷한 연구관심이 있다면 전승(transmission)에 대한 진화주의 고고학자
들의 연구와 현재에 개입하는 과거의 실천적 행위로서의 전통(tradition)에 대한
논의와 같은 것이 있다(Osborne 2008; Robb 2008). 하지만 고고학 자료에서 계통
과 같은 것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몬텔리우스 형식학적 방법에서 말하는 형식계
열(typological series)과 같은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李熙濬 1986a:
16). 20세기 초 구대륙에서는 페트리와 같은 연구자가 끊어짐 없는 연쇄의 원리

를 고고학 자료의 편년에 적용하였고(李熙濬 1986b: 11-12)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키더와 같은 연구자도 발생론적 질서로서 (형식)계열의 개념을 사용했
다고 한다(O’Brien and Lyman 1999: 94-95; Lyman, O’Brien and Dunnell 1997: 92101).

주지하다시피 데이비드 클라크는 과정주의 체계이론가이면서도 속성과 형
식, 유물복합체의 유형화, 즉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변이를 다루는 방법과 그 해
석에 대해 천착해 왔다. 그는 문화체계를 누적적으로 획득된 지식을 누세대적
으로 전달하면서 존속하는 정보체계로 이해했기(Clarke 1968: 88-89) 때문에 제
속성들의 상관성 유형들 중에도 시간적인 궤적을 보이는 유형화를 중요시했다
고 세넌은 평가한 바 있다(Shennan 2004: 6). 그래서 클라크가 사용했던 통시적
궤적(diachronic trajectory)과 수직적 전통(vertical tradition)과 같은 용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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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ke 1968) 전통고고학으로부터 발전시켜 온 형식계열의 개념을 한층 문화적

차원에서 세련되게 정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현대고고학의 분파 중 문화의 계통에 관심을 가지고 전승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온 연구자들은 다윈주의 고고학자들이며 그중에도 특히 문
화를 일종의 유전적 체계로 보는 이들이 문화 전승원리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
들에게 문화 전통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화적 작동원리에 따라 한 세대
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화적 유전체계의 작동원리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생물학적 진화와 유전자 전달의 원리
를 통해 배울 것이 많다고 주장한다(O’Brien (ed.) 1996; Lyman and O’Brien 1998;
Eerkens and Lipo 2005; Shennan (ed.) 2009). 그러므로 다윈주의 고고학자들이

애용하는 문화 계통발생론(cultural phylogeny)과 같은 개념들이(O’Brien and
Lyman 2003: 93-96) 우리의 계통 혹은 계통론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되는 용

어라 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전통, 전승, 통시적 궤적 그리고 문화 계통발생론 등의 용어들은
꼭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이론적 전제, 혹은 개념적인 기초가 상이하고
주어지는 문제와 설명의 목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이론적 입장
에 있든 유물의 속성, 그 형식, 아니면 유물복합체나 문화총체의 수준에서든 어
떤 통시적 유형화(diachronic patterning)와 같은 문제(Shennan 2004), 또는 어떤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인식과 해명은 고고학에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영미고고학계에서 계통론적인 연구는 20세기 전반 문화사고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데이비드 클라크와 같은 연구자가 그에 대한 고고학 고유의 이
론적・방법론적 정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Shennan 1989). 그러나 문화사고고
학의 계통론과 같은 연구는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무의미한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문화에 대한 규준적 관점(normative view)에 기초한 연구라는 비
판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고고학자들은 계통적인 관계를 오래전부터 꾸
준히 탐구해 왔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도 다윈주의 고고학자들은 통시적 유
형화를 중요하게 여겨 왔고 보다 세련된 개념과 방법으로 계통에 대한 설명을 이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농업, 계급사회, 혹은 초기국가의 기원과 같은 문제를
거론하여 왔지만 유물형식과 유물복합체의 기원과 계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사변적 또는 직관적 서술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문화사고고학에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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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탈과정주의 고고학으로의 전환과 함께 기원과 계통에 관한 설명의 틀은
크게 변하였다. 물론 한국고고학의 기원론・계통론도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있
었고 연구의 경향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패러다임의 큰 전환
은 없었다. 가령 農業共同體의 擴散과정의 설명(예를 들면 金壯錫 2009)이나 製陶
技術의 革新에 대한 논의(예를 들면 李盛周 2014a), 金工品의 外交儀禮에 대한 접

근(李漢祥 2011)은 각각 청동기문화, 와질토기, 금공품의 등장에 대한 기원론이
다. 당초 이에 대한 논의는 무문토기 사용집단의 이주, 회도기술의 전파, 高句麗
의 南征과 관련시켜 해석해 왔다. 이는 기원의 문제를 유물의 속성이나 유물형식
으로 따지고 사용집단의 이주나 기술의 전파로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한반도 내에 특정 물질문화의 출현과 그것이 외부의 어
떤 것과 계통적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해 온 것은(金壯錫 2014) 우리
학계의 기원론・계통론이 오래된 민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
닌가 한다.

III. 談論으로서의 系統論
1. 帝國主義 談論
학자사회를 둘러싼 공동체 혹은 그들이 속한 국가의 정치이념이 고고학의 해
석과 연구자의 관심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연구자
는 브루스 트리거가 아닐까 한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
민주의와 같은 근대세계의 정치이념이 당대의 고고학적 조사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 바 있다(Trigger 1984, 1989). 19세기 제국주의시대부터
광범한 식민지역의 선사문화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당시 연구자들
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전 세계에 흩어진 문화들을 진화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순서를 맞추는 작업을 통해 단선적 진화도식을 완성했던 사실이 그의 『고고학
사』에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브루스 트리거 2012). 아울러 19세기 후반과 20
세기 전반의 문화사고고학의 발전은 민족주의라는 이념적 배경을 제외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브루스 트리거 2012). 먼 과거로부터 민족과 문화의 영광
스런 과거를 과시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연구가 민족주의 물질문화사를 체
계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金鍾一 2008; 조대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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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은 일제강점기에 성립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연구는 일본인 연구
자가 한국의 고고학 자료를 독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용하여 고고학적 담론을 생
산하였던 시대이다. 따라서 당시 고고학적 조사활동과 해석을 한국고고학의 연
장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식민지고고학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鄭仁盛 2006, 2010; 李基星 2009; 최석영 2012, 2015). 해방 이후 역사학계에서

식민사관을 분별해 내고,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던 노력(金容燮 1963; 旗田蘶 著·
李基東 譯 1983; 李萬烈 1981; 李基白 編 1987)도 그러한 이유가 컸다고 본다. 사실

고고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고고학 자료를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
하면서도 당시 고고학의 조사활동과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 다만 일제강점기 발굴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을 뿐
(李熙濬 1987, 1990) 1990년대 들어와서야 식민지고고학의 조사와 해석의 맥락에

대한 분석(申叔靜 1993; 李盛周 1995)이 처음 시도되었을 따름이다.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야
당시 자료의 수집과정과 고고학적 담론형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셈
이다(鄭仁盛 2006, 2009, 2010, 2015; 姜仁旭 2008, 2010; 李基星 2005, 2009, 2010a,b;
이순자 2009; 윤용혁 2010; 咸舜燮 2011).

일제강점기의 고고학 조사와 해석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식민지고고학 활
동에 참여한 다양한 층위들의 한국문화재에 대한 가치관, 그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관념, 고고학의 연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의식
들을 드러내는 작업이어야 한다”(李盛周 2012: 12). 최근의 연구경향은 달라졌지
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식민
사관의 문제점만을 비판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제국주의의 인종주의적
문화관과 그에 기초한 문화계통론은 해방 이후 특히 남한 학계가 계승한 측면이
인정된다(李盛周 1995, 2008). 해방 이후 오랫동안 제국주의 고고학의 담론을 넘
어서는 대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적 역사문화관을 극복하는 사유의 도구는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식민체제에
서 바로 분단체제로 이행한 남한의 학계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식민사관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마르크스주의를 토대로 문화특수주의, 혹은 인종주의적 문
화관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李盛周 1995).
일본의 제국주의시대 고고학자들도 19세기 인류학과 고고학이 정당화했던
인종주의적 편견과 單線-進化主義 文化優劣論이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西川宏 1970a,b; 李盛周 1995). 그러나 他大陸의 異種族을 植民地化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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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梅原末治(1938)의 글에
서 북방계 문물의 흔적이라고
꼽았던 한반도 출토유물

5

1: 북한에서 출토된 銅器와 土器,
2: 경주 탑리 출토 靑銅銜, 3·4:
낙동강유역 출토 靑銅鈴(梅原은
이를 鑣轡로 보았음), 5: 영천 어
은리 출토 마형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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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는 달리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자들은 식민지 한국의 고대문화가 그들 자신
의 민족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문화우열론으로 식민지문화를 평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의 고고학자들은 한국문화를 일본문화의 중계지로 파악하면서 일본에 도달하면
서 꽃을 피우게 된다(藤田亮策 1934; 濱田耕作 1930)는 교묘한 이중적 해석을 하
게 된다(西川宏 1970a: 9; 姜仁旭 2010: 515; 李盛周 1995: 41-43). 일제강점기의 인
종주의 계통론은 문화를 담당한 집단으로 민족이란 범주를 상정했으며 선사시대
물질문화의 영역과 집단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한 서술은 단
지 관계에 대한 암시이며 은유일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
하지 않을 따름이다.
사실 계통에 대한 제국주의 고고학자들의 주장은 현실적인 고고학 자료를 분
석하여 도달한 결론이 아니라 미리 주어진 전제로부터 재생산되는 담론일 뿐이
었다. 계통론을 논할 때 그들에게 미리 주어진 전제는 고대로부터 그들 자신의
문화가 몇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李盛周 2008: 112). 즉 古亞細亞 人
種이 지녀 온 先住民文化, 韓半島를 거쳐 온 中國文化, 北方아시아로부터 온 스

키타이文化 등의 要素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濱田耕作 1939: 73-115). 그중
에도 북방아시아의 스키타이계 문화는 각별히 중시되었다. 梅原末治의 저서 『古
代北方系文物の硏究』의 속표지에는 “明斯敎授頌壽記念”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

다(梅原末治 1938). 여기서 明斯敎授는 Schythians and Greeks를 저술한 Ellis H.
Minns를 말하며(Minns 1913), 일찍부터 梅原末治 같은 연구자들은 중앙아시아와
흑해연안의 종족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계통론
자들이 가급적 멀리, 세계적 차원에서 계통을 추적하고자 했던 그들의 희망을 말
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金冠塚의 發掘이 분명한 계기가 된 듯하지만,1) 일제
강점기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문화 갈래 중에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계통을 북아시아와 연결시켜 보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냈던 것은
사실이다.
일본 제국주의시대 계통론이 의도하고 지향했던 담론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급적 멀리 계통을 추구함으로써 자신
들의 역사를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과정의 일부로 삼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둘째, 일본문화의 주 계통을 중국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북아시아

1) 吉井秀夫 敎授와의 意見交換.

138 | 韓國考古學報 第102輯 2017. 3

혹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방으로 연결시키려는 심리적 지향을 보이며 그런 태
도가 북방문화 기원론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한다(李盛周 2014b).
해방 이후에도 신석기시대 토기와 청동기와 같은 유물군의 기원과 계통에 대
한 서사에서 북방문화론은 주류의 담론이었다. 물론 몇 가지 建國神話의 요소,
도작, 지석묘 등이 남방기원의 문화요소로 거론되기도 하였지만(金元龍 1976a;
金秉模 1981) 북방계통의 문화요소가 지배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민족문화 기원론

이 제안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계통론은 해방 이후 민족문화 기원론으로 용어는
바뀌었지만 연구의 관점은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민족의 범위와 문화적 특성의
범주를 동일시하려는 경향과 인종주의적인 문화해석의 관점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민족문화의 형성을 여러 갈래로 전제하고 그중 북방계 문화에 중점을 두었
던 관점이라든가 가급적 먼 기원을 추적하여 역사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관점도
제국주의 시기의 문화계통론과 구분되지 않는다. 가령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토
기든 청동기유물군이든 주변과 비교하여 그 연대를 정하고 기원을 논한다면 요
령지방과의 비교로도 충분하지만(金元龍 1961, 1976b; 全榮來 1977, 1978; 李康承
1979; 任孝宰 1987; 尹武炳 1987)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남부 시베리아의 청동기

문화의 편년과 연관시키는 작업을 했다(金廷鶴 1968, 1978; 金貞培 1973, 1979; 李
鍾宣 1976).

당시에도 이러한 거시적인 민족문화 기원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이 있
었다(任孝宰 1979: 119). 또한 현재 민족국가를 중심에 두고 문화의 이동과 확
산을 서술하는 것이 민족문화 기원론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全京
秀 1984). 즉 이런 식의 문화기원론을 인식론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민족의 문화

계통을 찾는 작업이란 하나의 허상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全京秀
1984). 고고학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비교를 건너뛴 민족문화 기원・계통론은 민

족사의 담론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작업이긴 했지만 그 결론은 제국주의시대 계
통론과 다른 점이 없었다.

2. 民族-國家主義의 문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다수 지역의 식민체제는 해체되었다. 제국주의
와 식민주의는 구시대의 산물이 되었고 탈식민지 국제정치의 환경이 조성되었
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순수주의
도 이제는 벗어나야 할 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를 넘긴 지금에도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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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사와 해석이 민족-국가주의와 같은 정치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도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세기 전반 유행했던 문화사고고학의 작업을
통해 민족-국가 역사를 재구성하고 현대의 민족과 연결되는 과거의 종족과 문화
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때 특정 민족문화가 오래되고 우수하며 독창
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Kohl and Fawcett 1995; DíazAndreu and Champian 1996; Díaz-Andreu 2007).

현대세계에서 집단의 정치이념이 과거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본다(李盛周 2011). 첫째는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찾
고 그것을 아주 먼 과거와 연결시키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승된다는 것을 드
러내려 하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편입된 광대한 영토의 선
사시대 지역문화들을 그 관련성과 계통성으로 엮어 내야 하거나(Koryakova and
Ephimakhov 2007; Kohl 2007), 다민족으로 구성된 정치체제 안에서 선사와 고

대의 제 지역문화를 통합적 체계로 서술(Falkenhausen 1995; Wang 1997; 김정열
2009)해야 하는 경우이다. 현대고고학의 민족주의 문제를 다룰 때 姜仁旭(2015)

이 열거한 예들 중에서 소비에트체제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남북
한과 일본 등이 전자의 경우라면 과거의 판유라시아주의 해석과 중국의 구계유
형론은 후자에 속하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중국 동북지방이야말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극적
인 대립을 보이는 고고학의 마당이 되는 셈이다(姜仁旭 2015; 李盛周 2011). 여러
한국 고고학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을 민족과 국가의 기원지로 전제하고 이 지역
고고학 자료를 다루어 왔다. 기원론과 계통론적 해석도 그처럼 주어진 전제를 지
지해 왔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고학이 지나치게 민족사 복원을 위해서만 기여
해 왔고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고고학 문화를 해석해 왔으며 우리 자신을 중심으
로 한 민족과 문화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여 주려 한다는 비판이 꽤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제출되고는 했다(Park 1999; 김종일 2008; Kim 2008; 안승모 2009;
李盛周 1995, 2011, 2014b). 그럼에도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자료를 고조선의 역

사복원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사시대 자료까지 민족사의 범주로서 다루
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역사학계의 비판과 반성은 좀 더 철저한 편이
지만(이를테면 임지현 1999; 김기붕 2006, 2008; 심재훈 2012) 고고학 연구에 직접 영
향을 준 적이 없다. 영미문헌에서도 식민체제에서 분단체제로 넘어가는 한국의
현실이 민족문화의 특질을 찾아내려 하고 그 특질을 강조하게 된다는 평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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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는 하지만(Nelson 1995, 2005; Pai 2000) 한국의 중국 동북지방 연구의 기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지난 100년 가까이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을 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연구자
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기초적인 편년-지역의 체계마저 공
통적 인식의 틀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사문화의 편년체계는 중국고고학계에서 제시한 구도를 대략 따
르고는 있지만 주변지역의 문화사 편년체계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설정할 때 청동기의 자체생산이나 독립적인 철
기 생산체계의 성립 등을 기준으로 지역적인 낙차를 고려하면서 시간-공간의 편
년체계를 조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중원의 변화를 기준으로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예를 들면 郭大
順・張星德 2005). 가령 중원지역에서 청동기가 생산되면 같은 시기의 동북지방

도 청동기시대로 편년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계에서도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때
청동기 자체생산과 분배 및 사용과 사회관계를 고려하여 시대구분을 한 것은 아
니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체계를 염두에 둔 구분도 아니다(李盛周 2015). 우리의
선사시대가 세계사적 발전과정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여 이 청동기시대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선사문화와 그 변동을 그 자체의 지역문화로 보고 설명하지 못하는 편
이다. 민족사의 체계를 의식하다가 문명과 그 주변의 관계와 변동에 대해서도 타
당한 인식의 틀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요동과 한반도의 후기 선사시대의 압축
적인 변동은 세계사의 과정 중에도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인데(李盛周 2015) 민
족사를 염두에 두는 한 그에 대한 해명은 불가능할 것 같다.

3. 脫植民主義-世界化의 談論
제국과 식민체제가 해체되어 지금을 탈식민지시대라고 한다면 식민지적 사
유의 억압과 종속 혹은 굴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탈식민지시대에
도 西歐/非西歐의 문화・정치적 구도, 인종과 성의 구분 그리고 계층의 차이에
따른 분리와 차별은 여전하며 문화적 헤게모니에 의해 학문적・사상적 억압과
왜곡이 진행되는 동시에 저항의 담론도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식민지배와 식민
주의, 그리고 식민지의 해체라는 정치적 환경이 변해 감에 따라 그것들이 인식
과 문화의 형성에 작용하는 복잡한 영향들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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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식민주의 이론이란 피지배 식민지역은 물론 식민지배를 한 지역의 주민들
에게 장기간 강요되어 온 종속과 헤게모니를 드러내고 식민지 경험에 의해 형성
된 인식의 형태를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탈식민주의라는 용어
가 서구의 문학과 예술의 이론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980년대이지만 90
년대가 되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도입되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후
에 고고학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이를테면 Gosden 2001; Pagán Jiménez
2004; Liebmann and Rizvi (ed.) 2008).

식민지시대와 탈식민지시대를 겪으면서 고고학이 만들어 낸 범주들과 집단
들에 대한 서사는 당대의 정치적 분위기와 엮여 있다. 식민지-탈식민지화의 역
사 경험으로부터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형성된 정체성, 의식, 가치 등은 식민지
배와 피지배, 혹은 억압과 저항과 같은 이분법으로 풀어낼 수 없다. 과거 브루
스 트리거는 영미 과학주의 고고학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일반화의 미명아래 제
종족의 역사와 그 특수성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Trigger
1984). 하지만 영미고고학자들이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제 지역토착 고고

학자들이 서양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과학주의 고고학의 방법론과 이론
은 세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단순하게 과학주의의 지배적 위치와 그
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 내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
론적, 혹은 개념적 타당성과 같은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Schmidt and Patterson
1995). 그것을 넘어 다양한 입장에서 표출되는 고고학적 담론에 대해 해체적 작

업과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이 탈식민주의 고고학의 일차적 목표가 된다.
토마스 패터슨은 탈식민주의 사고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과제
네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로
다른 국민적 전통, 그리고 그러한 전통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들로부터
생성된 고고학의 분석적 범주와 개념적 틀을 검토해 보기 위해 고고학 담론들을
해체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Patterson 2008: 31-32).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고고학의 조사활동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
해 이해하려면 20세기 후반의 세계화 과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화
가 본격화된 20세기 후반에 고고학의 담론을 분석한다면 교통・통신기술의 전면
적인 변화와 함께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장되
고 엄청나게 수월하게 된 세계화의 성과를 배제하고서는 담론의 체계적 이해는
불가능하다. 이안 호더는 세계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한 현대고고학의 맥락이 고
고학적 해석에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세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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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문화와 전 인류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고고학 자료로서 어떤 지역의 어
떤 유적이나 유물도 범인류 문화유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
른 방향으로는 세계화가 오히려 아주 소규모로 문화와 정체성의 분절을 가지고
와 소규모 집단과 개인들이 유적과 유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의미부여한다는 것
이다(Hodder 1999: 151).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의 어떤 고고학자가 그가 아무리
잘 훈련받은 전문 연구자라 하더라도 타 지역의 유적을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의
미부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 그것만이 고고학 해석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유적의 조사목적과 해석에는 서로 다른 생각
이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호더는 전문가와 비전
문가, 학계와 비학계 등 다양하고 모순적일 수 있는 해석의 공존을 열어 가는 것
이 고고학자의 의무라고까지 말한다(이상 Hodder 1999: 188-207, 2003).
과거의 재구성에 있어서 탈식민주의의 비판적 논의와 해체의 작업은 세계화
의 맥락에 놓인 고고학의 과제이다. 연구자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지만
세계화의 추세는 한국고고학의 환경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본다. 고고학계는 변
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하며 당연히 그것은 학계 내부의 대화는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구제발굴의 사회적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고고
학의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해,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한층 절실해진 지역사회 대중과의 대화와 같은 것이다(朴升圭
2015). 아직도 전문고고학자들은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사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지
금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변화된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족사 담론으
로 고고학 연구의 가치를 증명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듯싶
다. 우리 자체의 반성을 통해 민족계통론이나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나 유구함을
중명하기 위한 기원론을 우리 자신이 비판하고 해체한다면 우리는 그 대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IV. 考古學文化와 起源・系統論
1. ‘考古學文化’에서 社會集團과 體系로
‘고고학문화’라는 개념은 주지하다시피 전통 문화사고고학의 관점에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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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왔다. 고고학 자료의 시공간적 변이에서 고고학문화의 단위를 찾아내어
정의할 때 사실 20세기 전반의 고고학자들은 적절한 방법론적 도구를 가지지 못
했다.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온 고돈 차일드의 정의처럼 토기, 연장, 장신구, 주거
형태 등과 같은 유물의 어떤 형식들이 동반되는 조합을(Childe 1929:ⅴ-ⅵ) 찾아
내는 것 외에는 세련된 방법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더구나 문화사고고학자들
은 단위로서의 고고학문화를 특정 인간집단에 바로 연결시키는 소박한 결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개념이 되고 말았다. 결국 과정주의 고고학이 등장
하면서 전통고고학에 대한 비판은 고고학문화의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
다. 그와 같은 규준적인 관점에 기초한 개념으로는 이주-전파론적 해석이나 펼
칠 수 있을 뿐 사회・문화체계의 변동에 대한 과정적 설명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
다고(Binford 1962)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진단했다.
물질문화의 특성으로 정의된 고고학문화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정주
의 고고학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체계이론적 문화의 개념이다. 한편 문화의 단
위를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간주한 연구자들은 취락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중심지적 양상을 식별하면서 정치사회 조직체, 혹은 정치체의 영역
을 정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이를테면 Renfrew 1978, 1984). 사회문화변동에 접
근할 때 체계이론적 관점을 수용하게 되면 특징적 물질문화요소의 시간-공간적
조합으로서 고고학문화의 개념은 설명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
적 양상들이 특정한 공간적 분포를 보이거나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
되더라도 그것을 집단의 존재나 이주, 문화요소의 전파와 같은 요인으로 설명하
지 않게 되었다. 이주나 전파보다는 교역이나 지리적-사회적 체계와 같은 개념
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이주-전파론은 구시대의 이론이 된 것이다. 특
징적 물질문화요소들이 광역의 분포유형으로 관찰되게 되면 그것은 문화단위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권역’, ‘지역적 상호작용의 체계’, ‘위세품 교
환체계’, 혹은 ‘중심지와 주변의 상호작용의 체계’ 등으로 설명하려 했다(이에 대
한 포괄적인 설명으로 Shortman and Urban 1987; 李盛周 2011). 이주-전파의 논리에

의한 집단의 혈연적, 문화적 계보를 주장하거나 “이주민 집단의 우수한 철기문화
를 기반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는 식의 은유적 서사를 거부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
의 체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李盛周 199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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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意味로 構築된 文化
그럼에도 고고학문화에 대한 전통고고학의 개념은 부정하거나 배제하기 어
려운 개념이다. 특징적 유물형식들의 조합과 그것이 시-공간적 패턴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의미 없다 할 수 없으며 그 지리적 분포를 두고 종족 혹은 집단과의 연
결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다. 직관적이든, 아니면 정교한 분석을 거치든 우
리에게 인지된 물질문화의 시-공간적인 유형들을 연대를 측정하고 이웃한 것끼
리 비교해 보는 일은 어쩌면 고고학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차적인 작업과 같
은 것이 아닐까 한다.
규준적 관점에서 물질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으로만 구분해 낸 고고학문화
의 개념을 비판하고 문화를 역동적인 하위체계로 구성된 총체적 체계로 보자는
것(Binford 1965)이 사실 과정주의가 등장하면서 내놓은 주장의 요체였다. 탈과
정주의의 기본적 노선을 제시했던 민족지고고학 연구 Symbols in Action의 서두
에서 이안 호더는 민족지연구의 계기에 대해 물질문화의 공간적 유형화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밝혀 보려는 것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Hodder 1982:
1-8). 그는 자신의 민족지고고학 조사를 통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첫째로는 물질문화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
계의 단순한 반영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물질문화는 의미 있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특성들은 어떤 전체적・상징
적 의미구조에 의거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서두로 돌아가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물질문화의 단위가 형성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생태
적, 혹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고고학 문화는 사회집단들이나
그 양상, 또는 생태적인 조건 그 어떤 것과도 원칙적 대응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은 것은 없다고 한다. 그것은 토착인의 관념, 상징적 의미구조, 그리고 각각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의미가 사용되고 조작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될 수 있을 뿐이
라고 한다(Hodder 1982: 185-190). 과정주의 입장에서는 고고학문화의 개념이 거
부되어 왔지만 1990년대부터 훨씬 다양화된 관점에서 고고학문화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이와 같은 탈과정주의의 제안이라고 생
각된다.
물질문화의 편년이나 지역적인 특성들에 대해 서술할 때 고고학문화의 시공
적인 범주와 명칭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활용되는 고고
학문화의 개념이 문제되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과정주의 고고학이 특정 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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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고고학문화를 규준적 관점에 근거한 개념
이라고 비판한 이래 이 문화사고고학의 성과물은 오직 진화주의 고고학자들만
그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뿐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유형, 혹은 그 존속과 같은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다고 전통 문화사고고학의 개념
처럼 생각을 공유한 집단에 의해 존속된 것이 고고학문화라는 정의를 그대로 인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을 형태 지우고 다시 그 실천
에 의해서 형태가 잡히는 실천의 공통성, 즉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와 같
은 것으로 고고학문화를 이해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물질문화와 종족성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에서 두드러졌다(Shennan 1989; Jones
1997; Graves-Brown et al. (ed.) 1996).

탈과정주의 제안을 따르면 물질문화는 수동적 반영물이 아니라 능동적 역할
을 하며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문화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존하지만 그 자
체가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개인과 물질문화의 관계도 그렇
게 설정된다. 즉 개인이 구조, 집단 혹은 전승과 같이 주어진 틀에 따라 행동함으
로써 물질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문화의 생산을 통해 개인은 능동
적으로 주어진 사회문화적인 틀의 형성에 개입한다. 따라서 고고학문화는 더 이
상 형태와 요소의 조합도 아니고 시공간의 분류 단위만도 아니다. 고고학문화는
그 안에서 개인과 집단이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교환하고 의례를 지내도록
하는 커다란 시-공간의 범주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고학문화를 보게 되
면 그것의 분포영역 안에 있는 지역집단들이나 하위집단, 혹은 서로 다른 정체성
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물질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문화를 수용하고 전승하며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질문화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
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광범위한 영역에 비슷한 형식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석기・토기유물군이나 무
기와 의례용 청동유물군이 확산되어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계통적 관계
로 해석하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十二臺營子類型의 수장묘에서 하나의
조합으로 등장한 청동유물군은 다음 단계의 남동구유형으로 나타나고 지리적인
범위를 옮겨 遼東의 鄭家窪子類型으로 연결되어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을 제 지
리적 범위에 따라 시차를 두고 형성된 지역문화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해한
관점도 있다(吳江原 2006: 340-474, 2007). 한편 충청지역에 나타나는 세형동검유
물군의 초기조합은 鄭家窪子類型의 청동유물군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에 주목

146 | 韓國考古學報 第102輯 2017. 3

해 왔다. 십이대영자-정가와자-괴정동・남성리와 같이 광역으로 시차를 두고 나
타나는 물질적인 양상들에 대해서는 계통론의 해석이 정당화되어 왔다. 이 유물
군의 시간적 변화와 지리적 천이는 고조선 주민의 계통과 이주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데 딱 적합한 자료로 인식되기도 했다. 유물형식과 조합을 비교하여 물질요
소의 시간-공간적 계통을 은유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입하는 민족사의 담론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각각의 지역에서 매장의
례를 실천한 지역집단이나 수장 개인은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게 되며 그들의 물
질적 실천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의 이해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
계통론에 의존한다면 시-공간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물질문화의 전략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차나 한 지역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개별 유물군의 차이를 설명해
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유물군이 아니라 매장의례에 사용된 하나의 물
품이지만 多紐鏡에 담긴 정치적 권위가 광역으로 확산되면서 장기간 유지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에(李淸圭 1999, 2000) 있어서도 지역-시기적 맥락의 차이에 따
라 달라지는 실천적 의미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 移住-傳播의 起源・系統論을 넘어서
한국고고학에서는 이주-전파론에 기초한 기원・계통론이 문화변동의 해석
에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여기서 이주-전파론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할 때 고아시
아 선주민이 퉁구스 이주민 집단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주민교체설(金貞培 1972,
1973)과 같은 경우이다. 이 주민교체설은 시대 전환기에 주민의 이주와 교체로

인하여 문화의 전반적이고 단절적인 변동을 상정한다.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
대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그리고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로의
전환기에는 각별히 주민의 이주와 교체라든가 주민의 집단적 이주와 그로부터
확산되는 문화의 전파에 의해 문화의 교체 혹은 전반적 변동이 진행되고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이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안승모 2003 참고).
둘째, 특정지역에 주민집단이 외부로부터 이주정착 혹은 정복해 들어감으로
써 해당 지역에 커다란 사회문화변동을 유발시킨다는 설이 있다. 주로 역사시대
의 기록된 사건과 결부시켜 문화변동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설이다. 물질문화
의 여러 측면들에서 나타나는 변동을 한 시점으로 묶어 그것을 ‘劃期’로 일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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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을 펼치지만 각각의 변화요소들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夫餘의 패망에 따른 流移民이 김해지역을 정복함으로써 2류 목곽묘의
축조, 북방계 유물의 출현, 그리고 도질토기 발생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금관
가야의 형성도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申敬徹 1992, 2000)이 대표적일 것이
다. 덧붙여 準王의 走入海 記事와 관련시켜 철기문화 확산을 설명하려는 시도라
든가, 광개토왕 남정에 의해 신라・가야지역에 騎乘文化, 적석목곽분, 신라토기
가 등장했다는 해석 등도 두 번째 사례에 속하는 이주-전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집단의 대거 이주와 같은 것을 상정하지 않지만 한반도 안에 새롭
게 등장하는 개별 물질문화요소를 그 외부에 분포하는 동일형식의 유물이나 유
사한 구조물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관점이다. 주민의 이주인가 전파인가에 대
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뚜렷이 언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각목돌대문토
기나 점토대토기, 쪽구들 주거지, 와질토기의 출현이나 도질토기의 발생, 馬具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물질문화요소의 기원을 설명할 때 동원되는 설들이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된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고고학계에서도 이주-전파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다(李鮮馥 1991; 崔盛洛 1995). 주민교체나 집단이주, 그리고 그
에 따른 문화전파와 급격하고 전반적인 변동에 의한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는 일
찍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李鮮馥 1991; 安承模 2003). ‘기마민족정복설’처럼
역사적 사건에 의해 일거의 문화변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
가 제기된 바 있다. 금관가야 정복왕조설의 근거가 되어 온 대성동고분군에서 출
토되는 북방계 문물의 출처도 夫餘가 아니라고 한다. 북방계 유물들의 유입도 일
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변동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辛勇旻 2000; 姜奉遠 2004, 2010). 그 대안의 해석으로
낙랑이 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금관가야가 동남부지역을 대표하여 위세품 교역체
계를 확장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수입된 유물이라는 설명이 주어졌다(李海蓮
2006; 沈在龍 2016).

이주–전파론에 대한 비판도 여러 관점과 방향이 있다. 주민집단 이주에 대
한 주장을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허상일 뿐이라든가 고고학적 사실
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평가
도 있다. 사실 이주-전파론의 해석이 이주나 전파 그 자체의 메커니즘을 밝혀내
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崔盛洛 1995; 金壯錫 2002). 집단의 이주가 있
었다면 기원지에서 인구의 방출이 필요할 만큼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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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주해 간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변화의 패턴이 있었을 터인데 이에 대한
설명의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다(金壯錫 2002; 金鍾一 2010).
한국고고학에서는 이주-전파론에 대한 비판이 199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
었다. 하지만 흥미롭게 이 시점을 전후하여 유럽고고학계에서는 그간 거의 거론
되지 않았던 이주-전파의 사실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거나 변동의 해석에 끌어들
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정주의 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백안시해 오던 이
주-전파론이 선사시대의 여러 시점에 나타나는 물질문화 분포의 해석에 필요하
다는 제안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물질적 현상이 벨 비커 문화의 분
포와 확산이 아닐까 한다. 기원전 3000년기 전반에 이베리아반도의 지중해지역
(북아프리카 일부까지 퍼졌지만)으로부터 북서유럽과 중부유럽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던 벨 비커 현상을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에 대해
서는 金鍾一의 검토(2010)가 있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는 이 벨 비커 현상에 대
해서도 주민집단의 이주와 확산으로 설명하는 것이 대세였다. 1960년대 과정주
의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이주의 이론은 폐기되고 사회적 과정의 해석으로 대체
되었다(이를테면 Clarke 1979). 이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자료를 통해 제 지역의
출현 및 존속 시기가 체계적으로 비교되고 분포의 외곽지대에서 다른 문화와 섞
이는 양상들이 정밀하게 검토되었다. 그리고 과정주의 해석에 위배되는 현상도
발견됨에 따라 대규모 집단의 이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의 영역을 넘
어 이주해 간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다.
여기에 과학적인 분석, 예컨대 독일 바이에른 남부지역의 人骨 스트론튬 분석
(Grupe et al. 1997)이라든가 스위스 서부지역의 치아 인류학적 분석과 시기별 매

장의례의 실천 등을 대조해 본 작업(Desideri, J. et al. 2012) 등은 해당 지역의 벨
비커 성립과정에 인구의 유입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범
위한 벨 비커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집단의 이주를 배제하고
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이를테면 Vander Linden 2012).
사실 선사시대 문화의 큰 흐름에서 집단의 이주를 중요한 변수로 부각시킨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가 아닐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생인류의 아프리카 기
원설과 교체-확산의 모델이 제안될 즈음 콜린 렌프류는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인간집단이 유럽 안으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이 농경문화의 확산과 궤적을 같이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Renfrew 1987). 뒤에 데이비드 안소니는 말사육에 성공
한 중앙아시아의 집단이 인도-유럽어 확산의 주인공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Anthony 2007) 뇌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형의 형성시기와 인도-유럽어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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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대조해 보면 안소니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1990년대부터 유전
체를 연구하는 분자생물학과 비교언어학 그리고 고고학의 연구가 공조하게 되면
후빙기 이래 인간집단의 이동을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들이 속
속 나오게 된다(이를테면 Cavalli-Sforza and Cavalli-Sforza 1995).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공교롭게도 선사시대의 변동을
글로벌한 수준에서 20만 년 전 이래 인간집단의 대이주 과정으로 서술하는 연구
가 등장하기 시작했다(Bellwood 2013; Renfrew and Bahn 2014). 이러한 고고학의
담론이 가능해진 것은 현대 인간집단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색체에 숨어
있는 정보를 캐내고 제 집단의 언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작업
이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2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현생인류
의 대이동을 추적하는 작업은 유전체의 분석결과와 고고학 자료를 연결시켜 해
석을 도출한다(Foster and Renfrew 2014). 이에 비해 1만 년 이후 인간집단의 갈래
와 이동은 좀 더 손쉽게 비교하여 세분할 수 있는 유전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언
어집단과 비교하면서 다시 고고학적 집단에 추정 대입시켜 보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Haggarty and Renfrew 2014). 2000년대부터는 동아시아의 인간집단에 대해
서도 그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성과가
결집되기 시작한다. 이 연구를 위해 유명한 세르게이 스타로스틴을 초빙한 미국
산타 페의 비교언어연구소와 제네바와 파리 그리고 스탠포드의 인간 유전체 연
구소들이 협동하게 되는데 두 차례의 편집물로 성과가 제출된 바 있다. 2001년
프랑스의 페히괴의 워크숍에서 시작하여 스위스 제네바의 학술대회를 거쳐 두
권으로 편집된 책은 유전체 연구성과와 언어학적 갈래, 그리고 고고학문화를 체
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Sagat et al. 2005; Sanchez-Mazas et al. 2008).
유전체연구나 비교언어학의 방법도 정교한 분석방법을 통해 엄청나게 축적
된 방대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이른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선사시대 인간집단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대개 이러한 연구
들은 하나의 공통조상이었던 原-人間集團이 과거 어느 일정한 지역에 분포해 있
었고, 일정시점에 집단이 갈라져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분자시계법이나 언
어의 차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glottochronology)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지역의 고고학문화들과 대입해 보면 더 확실
히 어느 시점에 갈라져 어느 지역으로 이주 정착했다는 식의 설명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서사는 고고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고고학적으로 풀어낸 답이 아
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도 관심 있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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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연구에 협조하기도 한다. 그
리고 이러한 서사는 인문학적 이론과는 달리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
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체연구자나 비교언어학자들이 고고학문화를
선택적으로 다루는 사례들도 자주 본다. 가령 원-알타이어 사용집단의 거주지로
과거 仰韶文化 지역이 후보로 거론된 바 있지만, 최근 이홍규는 紅山文化 권역을
주장한다(2010: 255-260).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체연구와 비교언어학이 인종주의
계통론과 민족주의 역사담론의 생산에 크게 기여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VI.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한국고고학에서 펼쳐온 기원론・계통론은 두 가지 특징
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싶다.
첫째, 한국고고학에서는 고고학문화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문제를 중심으로
기원・계통론의 연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가 거의 없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학계의 기원론은 농업사회의 기원이나 집주 및
도시화의 기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고 특정 유물형식이나 유
물복합체의 기원을 찾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계통론 역시 특정한 물질문
화 양상으로 정의된 문화단위들 사이의 시-공간적 관계에 대한 사변적 설명이었
다. 말하자면 어떤 일반원칙에 기초한 발생적 문화계통분류와 같은 설명이 아니
라 흔히 시간-공간적으로 구분된 단위문화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서술하
는 작업이 기원・계통론이었다는 것이다. 현대고고학에서는 과정주의가 성립하
고 그 뒤 탈과정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해 감에 따라 고고학문화의 개념이 크게
변해 왔다. 이처럼 고고학문화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고고학적
질문의 성질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가령 고고학문화를 체계로 보면서 제기된 문
제의 성질도 달라졌지만 전통적 질문인 문화단위의 정의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론적, 방법론적 논쟁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특징
적 물질문화요소의 시간-공간적 조합단위’라는 개념을 고수해 왔고 고고학문화
에 대한 전통적 의견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적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 방법
론적 모색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고고학의 기원・계통론은 이주-전파론의 전제에 크게 의존해 온 특
징이 있다. 사실 해방 직후부터 한국고고학의 기원・계통론은 민족사 구축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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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었다. 우리 학계의 기원과 계통론은 한마디로 한국의 고대 민족과 그 갈래들
을 찾기 위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고학적 기원・계통론
은 한반도 내부의 고고학 자료에 나타난 어떤 문화요소들을 그 외부의 문화요소
들과 비교하여 그 유사점을 찾고 그것과 연결시키려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다. 그
러기에 우리의 기원・계통론은 한반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요소들이 한반도 외
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당연히 그 해석은 이
주-전파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민족과 문화의 기원과 계통보다 시
대구분과 편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웃한 지역, 특히 북한이나 중국 동북지방의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서사의 목적은 변했지만 특정 유물형식이나
유물복합체의 기원 및 계통을 추구하는 작업의 방식은 여전하며 이주-전파론의
전제에 의존한 해석도 달라진 것이 없다(金壯錫 2014).
현대고고학에서는 특징적 물질문화요소의 시간-공간적 분포단위로 고고학문
화를 정의하는 관점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고고
학문화는 문화사의 편년이나 물질문화 변이의 서술에 무엇보다 유용한 개념이며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본다. 과정주의 고고학은 전통적 개념의 고고학문화를 철저
히 배격했지만 탈과정주의 이론적인 제안들은 고고학문화를 아주 쓸모 있게 사
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탈과정주의의 제안에 따르면 문화는 단지 물질
적 양상의 단위가 아니라 의미 있게 구성되어 있는 아비투스와 같은 것이라고 강
조한다. 그 안에서 개인과 집단의 실천이 이루어지게끔 해 주는 범주이면서 그러
한 실천을 통해 그 모습이 재구성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문화가 아비투스와 같은
것이라는 탈과정주의의 제안이 있고 난 뒤 고고학문화(archaeological culture)
는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이를테면 Roberts and Linden (eds.)
2011) 지금까지 거론되지도 않았던 범주로서 ‘전통(tradition)’이라는 개념에 대

한 논의도 이루어진 적이 있다(Osborne 2008; Robb 2008).
특히 광역으로 확산되어 있는 문화의 분포영역 안에서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변이를 보여 주는 지역문화를 서술할 때나 왜 그러한 차별화가 시도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 탈과정주의적 고고학문화의 개념은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가령 우리가 토기의 기종구성과 제작수법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무문토
기문화라는 시간-공간의 범주를 생각할 때 그 안에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
를 보이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부장용 마연토기를 제작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소형토기를 사용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비파형동검-세형동검의 분포영역에서 시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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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분포에 따라 달라지는 청동유물군의 실천적인 조합과 사용의 지역차는 중
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가령 호프만과 빅클은 LBK문화를 즉 농업사회로 접어들
면서 형성된 아비투스, LBK 세계관, 혹은 ‘공유된 사고의 풀’이라고 부르면서 국
지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광역으로 공유된 실천들과 그 의미에 접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Hoffmann and Bickle 2011). 고고학문화는 분류의 단위가
아니다. 다양한 범위의 사회 안에서 시-공간의 실천과 기획 그리고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와 서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다(Hoffmann and Bickle
2011: 196-197).

한국고고학에서 이주-전파론적 해석이 오래 유지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계
통론적 관심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민족사의 담론 중에서 문화와 민족의 갈래를
추적하는 계통론은 다른 어떤 고고학의 서사보다 비중이 컸다. 민족사적 고고학
의 관심이 한반도 안의 新文化要素의 기원을 우리 밖에 분포하는 문화에서 찾다
보니 양자를 가장 간단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해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주-전
파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이론적인 사유의 빈곤 속
에서 사회문화변동을 어떻게든 설명하려면 내놓을 수 있는 간편한 이론이 이주전파설이나 정복왕조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주-전파의 해석이 지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첫째,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회문화변동을 移住 혹은 傳播
라고 하는 事件化된 요인으로 설명해 버리고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만다는 것이
다. 둘째, 어떠한 문화변동도 발명, 또는 이주 아니면 전파로 설명되므로 더 이
상의 복잡한 논증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Champion 1989: 10; 李盛周 1995:
62).

최근 우리 학계의 이주-전파론은 스스로 차별화를 선언한 적은 없지만 이전
과는 다른 목표를 가진 것 같다. 특히 시대의 전환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취락유
형이나 생업경제, 이전과 다른 기종구성의 토기군이나 문화경관 등의 기원을 설
명하려는 최근의 연구들은 민족, 문화기원론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
은 그러한 기원론과 계통론도 유물형식의 계통에 초점을 맞추고(金壯錫 2014) 이
주-전파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반도 안에서 집약적 농경취락의 기
원을 설명하려는 목표를 가진 연구자가 종종 그들이 사용한 형식의 토기, 예컨대
각목돌대문토기의 기원과 계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질문의 성질
에 따라 다르겠지만 토기의 변이가 代理變數도 아닐진대 문제의 변화가 유물형
식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연히 일치 한대도 과연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문제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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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주-전파라는 역사적 사건은 그것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고고학적 현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룰 때 우리는 이주-전파
를 고고학적 설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
그간 한국의 이주-전파론을 비판했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은 주
민집단의 이주를 발생시킨 요인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주와 전파에 의한 문화변
동의 원리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崔盛洛 1995; 金壯錫 2002; 安承
模 2003). 고고학적 사건으로서 이주와 전파는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선사

와 역사시대 어떤 문화변동의 양상은 주민의 이주라는 요인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장기적 변동의 추세로서 인간집단의 대이동을 전제로 한
자연과학적 해석들은 차치하고라도 유럽 선사고고학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기
술혁신(이를테면 Rahmstorf 2011)이나 혼합된 문화적 실천, 그리고 문명화 이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듯이 무역 디아스포라나 식민도시에서 이주민과의 조우에
의한 문화적 혼종 등은 이주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사실 필자도 이주를 빼고
영남지방에서 고식와질토기 단경호의 출현을 서술하려 했지만 요즘은 이 복잡한
기술에 대해 그것을 體化한 工人이 한명이라도 와서 시범을 보여야 전파될 수 있
다고 설명한다(李盛周 2014: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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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Cultural Origin and Transmission
in Korean Archaeology
Lee, Sungj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esents a historical review on the studies of cultural and ethnical
origins and transmiss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n archaeology,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ese fields. The discourse
on ethnogenesis and cultural transmission can be understood in conjunction
with the attempts made by Korean archaeologists to reconstruct national history
after taking over the archaeological practices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hanges in prehistoric context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formal variations of artifacts and cultural assemblages, and
interpretations of drastic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have relied on diffusionist
assumptions or invasion hypotheses. Although some prehistoric changes can
hardly be explained without assumptions of migration/diffusion, archaeological
approaches concerning this topic should be underpinned by clear analyses of
the processes and mechanisms of migration or diffusion.
Keywords: Ethnogenesis and cultural transmission studies, National history, Racial
view of culture, Post-colonialism, Post-processual, Archaeological culture, Migration,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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