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타이 산악지역 파지릭문화 고분연구의 최신 성과

강 인 욱

=개요=  
본 고에서는 러시아와 몽골의 국경지역인 사얀-알타이 산맥 일 에 기원

전 5~3세기에 번성했던 파지릭문화에 한 최근 20년간의 발굴성과를 1990
년 와 2000년 를 표하는 폴로스막의 우코크의 기마인과 몰로딘의 편
저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을 통하여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코크의 기마
인은 영구동결층 속에서 발견된 파지릭고분의 다양한 유기물질에 하여 
19~20세기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민족지자료를 이용하여 2300년전 알타
이 지역의 파지릭문화의 삶에 한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역사-문화적 접근이라는 전통고고학적 방법으로 과거 사람들의 종
교, 예술 등 정신문화까지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은 러시아-몽골-독일의 3개국이 몽골 알타
이지역의 파지릭고분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이 저서는 지난 20여년
간 축척된 영구동결 에 한 고고학적 방법의 개발에 기반한 다양한 학제
간 통섭연구가 돋보인다. 또한 파지릭문화의 하한연 가 흉노의 발흥과 이
어지는 기원전 3세기 전반기라는 점을 밝혀서 향후 흉노와의 관계를 연구
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파지릭문화 연구
를 통해서 고원지역 유목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사-사제집단의 
존재, 헤로도토스와 사마천으로 표되는 파지릭문화를 둘러싼 동서양 고  
사서들의 서술 등 파지릭문화의 사회의 다양한 모습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또한 최근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영구동결 의 
감소와 지역사회의 미라 발굴에 한 반발 등은, 21세기 파지릭문화의 연구
가 단순한 고고학적 주제를 넘어서서 소련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 변해
가는 시베리아 고고학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 제 어: 파지릭문화, 유목민족, 우코크고원, 사일류겜, 올론-쿠린-골, 미라, 
     유라시아초원지 , 남부 시베리아,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

* 경희 학교 사학과 부교수.



1. 서론 

현재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4개국에 걸쳐 있는 사얀-알타이 산맥 

일 의 고원지 를 일컫는 알타이 지역은 북위 48도에서 53도, 동경 82도에

서 90도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고  이래로 유라시아 초원지 의 중앙에 

위치하여 유라시아 문화의 교류지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지난 100여 년간 남

부 시베리아를 표하는 초원유목문화인 파지릭(Пазырык)문화의 연구는 시

베리아 고고학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파지릭문화는 알타이 고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스키토-시베리아 유형의 문화

권(기원전 9~3세기)의 하나로 그 중심 존속 연 는 기원전 5~3세기이다1). 알

타이의 파지릭문화가 러시아 및 유럽 전역에 알려진 시기는 19세기 초엽으

로, 시베리아 고분 출토 유물의 가치를 파악한 표트르 제의 명령으로 시베

리아 고분에서 출토된 유목문화의 황금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된 소위 ‘표
트르 제 컬렉션’을 통해서이다(강인욱 2001; Руденко 1953). 이후 19세기 

말의 라들로프(В. В. Радлов 1989)는 파지릭문화를 실제 발굴하여 고분 안에 

영구동결 (permafrost)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 유기물질들이 잘 남아있다는 

점을 밝혀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후 혁명의 소용돌이가 안정된 직후

인 1920년  후반에 본격적인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랴즈노프(М. П.  
Грязнов)가 1927년에 쉬베(Шибе)고분군을 조사했고, 1929년에는 루덴코(С. 
И. Руденко)가 문화의 이름이 되는 알타이의 동남부 산악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울라간(Улаган)강 근처의 ‘파지릭’ 유적을 조사했다. 이후 1947~49년

도에도 조사가 이어져서 모두 5기의 형고분이 발견되었고, 1940~50년 는 

파지릭고분 이외에도 쿠라이(Курай), 투엑타(Туэкта), 바샤다르(Башадар) 등

도 추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54년에 체르네초프(В. Н. Чер- 
нецов)는 이 고분유적들을 ‘파지릭문화’로 정식 명명하였으며, 1960~70년  

1) 부분의 개설서에서는 파지릭문화의 시기를 전기(기원전 8~6세기), 중기(기원전 5~3세
기), 후기(기원전 2~서기 1세기)등으로 보았다(최몽룡ㆍ이헌종ㆍ강인욱 2003). 그런데 최
근 러시아 학계는 전기는 마이에르-아르좐기(Mayer-Arzhan), 후기는 각각 흉노시기로 
분리하고 중기만을 파지릭문화로 보고자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자는 파지릭문화를 
알타이지역의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시기와 동일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각 단계를 별
개의 문화로 세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거의 동일하다. 본 고
에서는 협의의 파지릭문화 개념을 따라 기원전 5~3세기를 그 중심연 로 보겠다. 



파지릭고분의 미라와 연구성과들은 영어로도 번역되어(S. I. Rudenko 1970; 
M. P. Gryaznov 1969) 서구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70~80년 는 쿠

바레프가 연구를 주도했다. 그는 울란드르익(Уландрык), 사일류겜, 유스트이

드(Юстыд) 등의 소형의 파지릭고분들을 중심적으로 조사, 연구했다(В. Д.  
Кубарев 1987, 1991, 1992).

파지릭문화가 다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러시아로 바뀐 이후 

1990년 에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알타이의 고원

지역을 조사하여 미라를 발굴한 시점이다. 이때의 발굴은 다양한 유기물질의 

출토와 그에 한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학제간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 고고학계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알타이 공화국 자치정

부와 알타이 고원지역 주민들의 반 에 부딪혀서 1995년 이후에는 파지릭의 

형고분에 한 연구가 중단되면서 외부의 관심도 점차 멀어지는 듯 했다. 
실제로 1990년  중반에 우코크 고원일 의 발굴성과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한

국에 소개된 바 있지만2),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은 거의 소개가 된 바 없다. 
실제로 러시아 학계에서는 2000년 에 들어서 파지릭문화에 한 연구성

과는 지속적으로 축척되었다. 우코크 고원(Плато Укок)으로 표되는 1990
년  발굴성과에 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옴과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조사

를 확 했다(<표 1>). 지역주민의 반 로 발굴이 어려워진 러시아의 알타이 

신에 2006~2008년에 우코크 고원과 산맥을 하나 두고 몽골 알타이에 위치

한 올론-쿠린-골(Олон-Курин-Гол) 유적에서 러시아-몽골-독일의 3개국 합동

조사팀이 파지릭고분을 발굴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파지릭문화의 연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고고학적 연구 주제뿐 아니라 

고고학 유적에 한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 발흥에 따른 고고학 유적에 

한 갈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구동결 의 소멸 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UNESCO 2008). 이 점은 100여년 간의 파지릭문화의 연구는 발

굴을 통해서 현재 알타이 지역에서 소비에트에서 러시아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야기된 고고학뿐 아니라 현 사회의 문제도 함축적으로 표출된 때문이다. 

2) 당시의 알타이지역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도 1995년에 국립중앙박물관(1995)에서 전
시회를 한 바 있다. 또한 파지릭 관련 자료들은 한국에서도 한국상고사학보(한
국상고사학회 간) 13~21집(1993~1996년)에 누차에 걸쳐 영어로 소개된 바 있다. 또
한 파지릭문화뿐 아니라 구석기시 에서 최근의 민족지까지 아우르는 통사적인 개설
서(몰로딘 2000)도 출판된 바 있다. 



단계 시기6 주요 학자 유적 참고문헌

I 18~19세기
표트르 제, 
비트젠(Виттзен)

Руденко(1962) 
강인욱(2001)

II 19세기말
(1865년) 라들로프(В. Д. Радлов) 베렐(Берель)

카탄다(Катанда) Радлов(1989)

III 1920~60 그랴즈노프(М. П. Грязнов)
루덴코(С. И. Руденко)

쉬베(Шибэ, 1927)
파지릭 1호(Пазырык, 1929)
쿠라이(Курай) 
투엑타(Туэкта) 
바샤다르(Башадар)

Руденко(1948,
 1953, 1960)

IV 1970~80 쿠바레프(В. Д. Кубарев)
울란드르익(Уландрык)
유스트이드(Юстыд)
사일류겜(Сайлюгем)*

Кубарев(1987,
 1991, 1992)

V 1990 폴로스막(Н. В. Полосьмак)
몰로딘(В. И. Молодин) 우코크(Укок) Полосьмак

(2001)

VI 2000~ 몰로딘(В. И. Молодин) 사일류겜의 올론-쿠린-골
(Сайлюгем, Олон-Курин-Гол)

Молодин и др. 
(2012)

* 쿠바레프가 조사한 사일류겜은 러시아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본 고에서 
주로 다루는 사일류겜산맥 올론-쿠린-골 유적의 반 편 사면에 위치한 것임.

이에 본 고에서는 지난 20여년간의 알타이지역 고고학 연구를 주도하는 두 

연구자인 폴로스막(Н. В. Полосьмак)과 몰로딘(В. И. Молодин)의 표적인 저

서를 통해 최근 파지릭문화의 연구현황과 그 의의를 살펴보겠다. 먼저 1990년

 알타이 파지릭문화의 연구를 표하는 저서로 우코크의 기마인(Всадники 
Укока)(2001년 노보시비르스크 출판)를 정하고,3) 2000년  이후의 연구로

는 몰로딘이 표로 집필한 사일류겜 산맥 남부 파지릭문화의 얼음고분  
(Замершие погреба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южных   
склонах Сайлюгема(2012년 모스크바 출판, 이하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으

로 약칭)을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최근의 파지릭문화에 한 주

요 논점들에 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1> 알타이 파지릭문화의 단계와 본 고의 상범위
       (굵은 선이 본 논문의 상 범위) 

3) 본 고에서는 우코크의 기마인을 비평을 위한 주요 자료로 선정했지만, 90년  우코크 
고원의 연구에 한 종합연구로는 알타이미라의 현상(Феномен алтайских мумий 
(2000)도 들 수 있다. 다만 알타이미라의 현상은 자연과학적 분석 위주이며 그 분
석한 결과가 상당부분 우코크의 기마인에 포함되었기에 본 고에서는 생략했다. 



* 검은 테두리 안이 산악 알타이지역 (1 – 우코크 고원의 아크-알라하;  
  2 – 올론-쿠린-골; 3– 파지릭; 4 – 파리쿤의 동헤이고우(東黑溝) 유적;     
  5 – 허바허의 동탈더(东塔勒德)유적; 6 – 창지의 눌쟈(奴爾加) 유적)

<지도 1> 주요 유적 분포도

2. 우코크 고원과 사일류겜 산맥의 파지릭고분

2.1 우코크의 기마인
이 책은 1990년  우코크 고원에서 4년간 발굴조사를 한 폴로스막이 그 

발굴성과를 종합한 것으로, 2001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출판되었다. 출판 직

후 시베리아 고고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파지릭문화의 여러 연구주제를 제공했다. 저자 폴로스막은 1956년

생으로 노보시비리스크 국립 학교를 졸업한 이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

리아분원의 고고민족학연구소에서 근무한다. 1980년 까지는 주로 서부 시베

리아의 초기 철기시 를 조사했으며 1991~94년에 알타이 우코크 고원지역으

로 발굴조사를 옮겨서 유명한 우코크 고원의 발굴을 전담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발굴지를 몽골공화국으로 옮겨서 1920년 에 이미 조사가 되었던 

표적인 흉노(匈奴)의 왕족무덤인 노인-울라(Noin-Ula) 고분발굴을 했다   

(Полосьмак и др. 2011). 



우코크의 기마인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차와 내용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장 우코크고원 – 생태환경과 생계경제’에서는 

우코크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구성, 생계경제, 파지릭문화에 한 개설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 필자의 기본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에서 폴로스

막은 막연하게 형 고분들이 있으면 살기 좋은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고원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며, 실제 여

러 질병에 시달린 흔적을 지적했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지릭인들이 

우코크 고원에서 거주했었던 이유를 목축에 유리했으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피난처라는 점과 알타이의 풍부한 황금을 채굴할 수 있다는 자연지

리적 조건을 꼽았다. 또한 파지릭인들의 생계경제에서 의외로 곡물의 비중이 

높았으며, 어류도 항구적으로 섭취했다는 점을 밝혀 유목민에 한 통념에 적

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II장 ‘아크-알라하 강가의 파지릭고분’에서는 우코크에서 필자가 조사한 고

분들에 한 서술을 했다4). 필자는 여기에서 파지릭문화인 아크-알라하(Ак- 
Алаха) – 1, 3, 5유적과 형 고분이 남아있었던 쿠트르쿤타스(Кутркунтас) 
유적 등에 해서 서술했다. 우코크 고원의 파지릭고분들의 구조는 동소이

해서, 직경 15~20m정도의 묘역에 호석을 돌리고 그 안에는 0.5m 정도의 적

석을 쌓았다. 그 가운데에는 묘광이 있고 직경 2.5~3.5m정도로 통나무 5~6열

을 쌓아서 만든 목곽을 설치하고, 목곽의 주변에는 1~7마리의 말을 마구를 

한 채 배장을 했다. 목곽 내부에는 1~2개의 통나무관을 동쪽에 붙여서 설치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형태이다(<도면 1> 좌측). 이러한 파지릭고분의 구조는 

누차에 걸쳐 소개된 바 있지만(Руденко 1960), 우코크의 기마인에서는 부

록으로 첨부된 고분들의 도면들과 함께 파지릭고분의 매장습속과정에 한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남아있

는 통나무의 나이테에 한 수륜측정법(dendrochronological dating)으로 무덤

의 축조연 가 기원전 4세기 경의 40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밝혀

낸 것도 주목되는 성과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는 기존의 통설(Адрианов 
и др. 1992)이었던 기원전 7~3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4세기 가 파지릭문화의 

중심시기라는 점을 재확인 시켰다. 
III장부터 IX장까지는 부분의 고고학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유기물

4) 파지릭고분을 포함하여 전체 우코크 고원의 고고학 유적에 해서는 Молодин и др. 
(2004)에 정리되었다.



질들에 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고고학 관련 연구서와 크게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먼저 III장 ‘파지릭문화의 의상’에서는 당시의 바지, 치마, 블

라우스, 외투 등과 같은 기본복식은 물론 허리띠, 신발, 모자 등을 생동감있

게 분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유목민들의 의상인 펠트제 뿐 아니라 

실크제의 의복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크로드가 개통되기 훨씬 이전부

터 실크가 중앙아시아에 존재했다는 최초의 실증적인 증거이다. 저자는 파지

릭 여인의 블라우스의 재료를 분석한 결과 동 투르키스탄(즉, 현재의 중국 

신장(新疆省) 일 ) 또는 인도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계통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파지릭의 남자들은 펠트로 만든 고

깔모자를 쓰고 그 끝에는 황금으로 만든 그리핀 장식을 달았다(<도면 2>의 

복원도 참조). 마치 머리 위에 새머리가 달린 듯한 외형이었다. 이는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라는 이들의 별칭이 실제로 외형상의 특징에서 기원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 저자는 고깔모자가 페르세폴리스에 새겨진 사카(Saka)인
들의 고깔모자와 같은 계통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Ⅳ장 ‘매장풍습의 그릇(器皿)’에서는 토기, 목기, 골기 등 다양한 용기들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무덤 안의 그릇들은 부분 사자(死者)에게 바치는 고기

와 우유를 담은 그릇으로, 일반적인 고분 발굴에서는 토기 1~2점이 출토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코크에서는 나무, 뼈, 가죽 등으로 만든 다양한 

재질의 용기가 발견되어서 세부적인 매납의례를 복원할 수 있었다. V장 ‘파
지릭의 펠트’는 우코크 출토의 펠트를 소개했다. 우코크 이전의 파지릭고분

에서 이란계통의 펠트가 발견된 바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진 바가 있다

(Rudenko 1970). 폴로스막은 루덴코의 발굴품과 우코크에서 출토된 양탄자를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우코크 고분 출토의 펠트에서는 이전에 발견된 

파지릭, 바샤다르(Башадар) 2호, 투엑타(Туэкта) 고분들과 달리 양모뿐 아니

라 낙타의 털도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는 펠트 자체는 이란문화 계통

이지만, 우코크의 파지릭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기르는 낙타털을 이

용해서 만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폴로스막의 우코크 고원에

서 출토된 양탄자에 한 분석은 다소 평면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

는 이후 폴로스막이 양탄자에 한 책을 따로 출판한 것(Полосьмак и Баркова 
2005)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Ⅵ장 ‘문신’은 8구의 미라 중 3구에서 발견된 문신에 한 분석이다. 우코

크 출토 미라를 통해서 문신이 주로 어깨와 팔, 등에 시문되었고 신분이 올



라갈수록 문신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 장에서 제공된 문신

의 재료, 숫자, 문신이 시문되는 위치, 조합, 표현된 형태 등에 한 폭넓은 

자료는 최근 인접지역인 신강성의 실크로드 일 의 건조지 에서 발견된 미

라에 시문된 문신과 함께 중앙아시아 고  주민들의 문신에 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적 연구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Ⅶ. ‘발삼처리(엠버밍)’는 파지릭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시신을 미라로 만

들었는지에 한 연구이다. 다만 그 이름을 ‘엠버밍(бальзамироване)’이라고 

한 이유는 파지릭인들은 이집트와 같은 영구적인 보존을 의도한 미라의 제

작이 목적이 아니라 무덤에 넣기 전의 염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파지릭인의 

엠버밍은 우코크 출토 미라에 한 고병리학 및 형질인류학의 연구로 구체

적으로 복원되었다. 그에 따르면 사망 후에 목제 숟가락과 같은 도구로 뇌

수를 꺼내고 그 안에 약초를 채웠다. 또한 내장역시 제거한 후에 약초 등을 

섞어서 다시 몸 안에 넣었음도 밝혀졌다. Ⅷ. ‘일상생활과 의례 속의 식물’
에서는 파지릭인들이 사용했었던 약초, 방부제, 약품, 마약( 마) 등에 한 

분석을 했다. 마지막 장인 Ⅸ. ‘파지릭사회에서의 여성’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코크에서 출토된 여성미라를 통해 당시 사회에서 여성

의 지위를 밝혀냈다. 이 장은 1990년  이후 서구 고고학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성고고학(Gender archaeology)와 맞닿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5). 고분에 

여자가 묻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장을 완벽

히 갖춘 여성전사의 무덤(아크-알라하-5유적 1호 고분)과 여성 사제의 고분

(아크-알라하-3유적 1호 고분)(<도면 1>)을 통해서 유목사회에서 여성의 지

위는 일반적으로 낮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상위계급에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보통 유적에서는 남아있지 않는 유기물에 

한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고고학 조사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한 체계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로 저자인 폴로스막은 토기에 한 분석 장에서 부장된 토기뿐 아니

라 토기 받침, 토기 속의 내용물을 휘젓는 스트로우 등을 근거로 토기 안에 

유제품을 넣었고 무덤 안의 일정한 곳에 놓아두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

5) Davis-Kimball(2003)도 아크-알라하 출토의 여성 미라를 여성 전사의 존재로 보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접근한 바 있다. 



가 크다고 주목했다. 그것을 민족지와 인도-이란계통의 신화를 통해 우유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한다고 주장한 점은 매우 참신하며 

주목할만한 견해다. 토기는 고고학적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지만, 파

지릭고분에서 토기는 보통 1~2점만 출토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의 주목을 

거의 끌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토기에서도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분석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파지릭 무덤의 내부를 당시 이동천

막인 유르트를 모방한 것이라고 본 것도 흥미로운 지적이다. 저자는 목곽은 

죽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르트이고, 그 주변의 말은 유목민들이 집 앞에 말을 

묶어놓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폴로스막은 다양한 유기

물질 자료을 통해 상징과 정신세계에 한 접근을 시도했고,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고고학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폴로스막의 연구는 기타 러시아 시

베리아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문화-역사학적 관점에 입각한다. 즉, 유물들

의 시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의미를 사료와 결합시켜 해석하는 방

법을 지향한다(Полосьмак 2001, I장 참조). 하지만 그 결과는 각 유물이 고

분에서 놓인 상징적인 의미와 출토 위치에 따른 맥락적인 의미에 천착한다. 
폴로스막의 작업은 1990년  이후 상징과 맥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탈

과정고고학(post-processual archaeology)이 본래의 목표와는 달리 자료의 한

계로 인해 부분 증명에 실패했다는 점과 좋은 조가 된다. 전통적인 고

고학적 방법으로도 이러한 정신과 이념에 한 접근이 가능한 것은 파지릭

문화의 자료가 주는 특수성을 충분히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민족지적 자료의 동원이다. 파지릭문화의 유일무이한 유기물질 

자료는 역설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고고학적 유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

기도 한다. 이에 저자는 탕구트, 티베트, 투르크메니아 등 시베리아와 중앙아

시아의 다양한 민족지를 활용했다. 그리고 서양 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19세기의 코즐로프(П. К. Козлов), 프르제발스키(Н. М. Пржевальский) 
등의 러시아 탐험가들이 남긴 자료를 사용했다. 

이러한 민족지 자료를 활용한 좋은 예는 파지릭인과 같은 유목민들에게

도 곡물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코크의 칼쥔(Каль- 
джин) 고분군에서도 곡식을 가는 맷돌이 출토된 바 있지만(Молодин и др. 
2004) 아크-알라하-3유적의 미라 머리장식에서 가발을 고정하는 접착제로 곡

물로 쑨 풀과 함께 다량의 곡식낱알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민족지 자료를 



보면 유목민들에게 곡물은 구하기 힘들었지만 필수적인 식량이었으며 심지어

는 의례적인 의미마저 띄고 있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폴로스막은 파지릭문화의 문화를 인도-이란계통의 문화가 

동쪽으로 확산된 것으로 본다. 인종적으로 본다면 파지릭인들은 몽골로이드

에 가까운 편이지만, 파지릭인들의 물질문화, 양탄자, 의복, 모자 등은 전반

적으로 이란계통의 문화와 친연성이 더 강하며 매장유물에 반영된 신화와 정

신세계 역시 인도-이란계통이라고 보았다. 폴로스막의 결론은 중앙아시아의 

고  유목문화의 주체를 인도-이란어족 계통의 집단으로 보는 서구의 견해

(Beckwith 2009)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파지릭문화는 스키타이의 동쪽에 

위치하며 고  근동세계와 교류했던 ‘사카(Саки)’문화의 일파였기 때문에 사

키를 통하여 고  고전세계까지 그 존재가 알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헤로도

토스가 파지릭문화를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으로 묘사할 정도로 알 고 있었

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2.2 사일류겜의 얼음고분
이 책은 2004~2006년에 몽골공화국 가장 동쪽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는 

사일류겜 산맥의 올론-쿠린-골 지역에서 발굴한 파지릭고분에 한 종합적인 

저서이다. 이 책의 표저자 몰로딘은 1948년 생으로 러시아과학원 고고민족

학연구소의 부원장으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서부 시베리아와 알타이지역에

서 다년간 발굴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  초반 폴로스막과 함께 우코크 고

원에서 파지릭고분을 발굴했으며, 그 이후에는 서부 시베리아의 환호취락유

적인 치차(Чича)를 발굴했다. 그리고 2004~2006년에는 몽골을 조사하여 사

일류겜의 얼음고분을 출판했으며, 현재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안드로노보문

화 유적인 타르타스(Тартас)유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 책에는 몰로딘 이외에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발굴작업 

및 이후 실험실에서 얻어진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체제를 보면 

먼저 본문은 I.서론, II.올론-쿠린-골-6 유적, III.올론-쿠린-골 1호고분, IV.매장

유적의 문화사적 해석, V.결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문(186쪽)보다 2
배 이상 많은 부록(380쪽)에서 13개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수록하였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2004년 몽골서북부의 고고학유적 지표조사, 2. 몽골 

서북부지역 무덤의 변천과정, 3. ‘얼음고분’의 지구물리학적 분석, 4. 고DNA의 



<도면 1> 아크-알라하-3유적 1호고분의 미라 출토상태(좌측)와 그 복원도(우측) 
         (Полосьмак 2001의 도면을 재편집 함)  



연구. 5. 배장된 말무덤 6. 미세생물학적 자료의 분석, 7. 무덤 속의 세균분석, 
8. 목재의 분석, 9. 목기 자료의 분석, 10, 목재의 나이테자료분석 11. 무덤 출

토 남자 복식의 연구, 12. 무덤에서 출토된 복식자료 분석, 13. 무덤 출토 모피

자료의 분석 등이다. 이 분석들은 크게 지질학적 조사(1, 2, 3), 생물학적 조사

(4, 5, 6, 7), 목재 분석(8, 9, 10), 복식자료 분석(11, 12, 13) 등으로 나뉜다. 
사실 다양한 인접과학을 통한 학제간 연구는 최근 고고학연구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자연과학적 분석을 부록으로 위치

시킨 이유는 사일류겜의 조사유적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6) 여전히 파

지릭문화를 해석하는 주요한 관점은 문화-역사적 맥락(culture-historical 
context)라는 점을 의미한다. 

우코크의 기마인이 발굴자료에 근거한 종합적인 고찰이라면 사일류

겜의 얼음고분은 조금 더 고고학적 자료에 충실한 편이다. 이 책에서는 알

타이와 국경을 이루는 사일류겜 산맥의 동쪽, 즉 몽골공화국 경내의 올론-쿠
린-골의 고분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러시아 알타이 경내에

서 현지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 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러시아 알타이와 

비슷한 지리환경으로 알타이의 인접한 몽골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올론-쿠린-골의 조사는 영구동결 에 한 예측을 통한 발굴구역 선정, 파지

릭문화의 범위 및 지역성 등을 밝혀내어 단순하게 러시아 알타이의 안 이

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저자는 머리말에서는 90
년  우코크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한 종합적 회고를 담고, 올론-
쿠린-골 조사의 당위성에 해 설명했다. 또한 발굴된 유물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로 이관되어서 보존처리 및 각종 분석이 끝난 후, 2008년에 다

시 몽골공화국으로 이관되어 러시아 알타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었던 유물의 

귀속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I장에서는 알타이 지역의 영구동결

에서 발견된 파지릭고분에 한 연구사가 개괄되었다. II장에서는 올론-쿠린-
골 2호 고분에 한 발굴보고를, III장에서는 올론쿠린골-10 유적의 1호고분

의 발굴보고를 담았다. IV장은 올론-쿠린-골 유적에 한 저자의 고찰을 담

았다. 그런데 일반적인 고고학 발굴보고서는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자연과학

적 분석을 담아내는 것과 다르게 저자는 이 장을 역사-문화적 해석으로 한정

6) 올론-쿠린-골에서는 2기만 조사된 데에 반해서 우코크 고원에서는 아크-알라하의 7개의 
고분, 쿠투르군타스 이외에도 베르흐-칼쥔 등 10여기 이상의 파지릭고분이 조사되었다. 



하고 자연과학적 분석을 따로 수록했다. 이는 저자가 아직 종합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IV장의 1절은 고분의 매장

습속, 2절은 마구, 무기, 허리띠 일괄, 의복, 토기, 장신구, 절 연  등을 다

루고 올론-쿠린-골의 의의를 평가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러시아, 몽골, 독일 

3개국의 공동조사의 의의를 학제간 연구를 통한 유라시아 고 사의 복원에 

있다고 평가했다. 

우코크 고원의 고분에서 기 치 않게 미라가 출토되어서 세계적인 이슈

가 된 데에 반하여, 올론-쿠린-골의 연구는 10여 년 정도 준비하고 국제적인 

협력으로 그 조사의 효과를 극 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 주요

한 의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의의로는 현재 몽골 공화국 경내로 이어지는 

파지릭문화의 동남쪽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알타이-사얀 산맥

은 러시아,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의 4개국에 걸쳐있기 때문에 파지릭문화가 

현재 러시아의 경내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의 조사된 

유적은 러시아 국경 내이기 때문에 파지릭문화의 전반적인 분포범위는 명확

하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알타이 지역에서 파지릭과 유사한 유물들이 

출토되는 고분은 일부 조사 된 바 있지만7) 전형적인 파지릭고분은 아직 조

사된 바 없다. 카자흐스탄 지역의 경우 베렐(берель) 고분이 발견된 바 있을 

뿐이다. 이번 올론-쿠린-골 유적은 몽골 공화국 경내에서 확인된 최초의 전형

적인 파지릭문화의 고분으로 파지릭문화 범위의 동남쪽 범위에 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올론-쿠린-골 유적의 유물 및 유구에 한 비

교 분석 결과 그 양상은 우코크 고원의 베르흐-칼쥔(Верх-Кальджин)-II 유적

과 가장 유사함이 밝혀졌다(Молодин и др. 2012: 52). 이는 곧 몽골의 올론-
쿠린-골 유적의 파지릭인들은 우코크 고원을 거쳐서 동남쪽으로 이주했음을 

7) 필자가 2011년에 중국 경내의 알타이( )지구를 현지 조사한 바, 동물장식, 황금
유물, 사슴돌 등 파지릭문화와 유사한 유적과 유물들을 확인했다. 신강 중부인 창
지 눌쟈( ) 유적에서는 사슴돌을 매납한 고분도 발견되었다(

2013b). 또한, 최근에 중국 알타이 하바허 동탈더( ) 무덤유적에서 
아르좐 2호고분이나 파지릭고분의 황금유물과 거의 동일한 황금 유물 등이 매장된 
고분도 조사보고되었다( 2013; 2013). 최근 몇 년간
의 알타이 지역에 한 조사가 활발하지만, 전형적인 파지릭문화의 고분은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이제까지의 조사가 부분 신강성 알타이 지구, 그 중에서도 남부에 
치우쳤기 때문에 북쪽 고원지 에 한 조사가 미비한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시사한다. 파지릭문화가 가장 소멸할 무렵 그 세력이 동남쪽으로 이동한 셈

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에 해서는 파지릭문화의 중심지역에 한 다른 집

단의 공격 또는 알타이 고원지역 자연환경의 쇠퇴 등 많은 가설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올론-쿠린-골 유적의 수륜측정법을 통해 그 연 가 우코크 고

원의 파지릭문화 하한연 인 기원전 4세기 후반보다 더 늦는 기원전 3세기

 임이 밝혀졌다. 사실 파지릭문화의 하한을 기원전 2~1세기 로 보는 견해

가 이전에도 있었다8). 우코크의 기마인과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은 공통

적으로 파지릭고분에 한 정밀한 연 측정법에 근거하여 그 연 를 기원전 3
세기 로 비정한다. 또한, 파지릭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관의 목재에 한 수

륜측정법의 결과, 우코크의 아크-알라하와 베르흐-칼쥔 유적들은 415년~376년 

사이의 연 로 편년된다. 또한 다른 파지릭문화의 고분인 울란드르익, 유스트

이드 고분 등도 비슷한 4세기 전반 로 편년이 된다(И. Ю. Слюсаренко 
2011). 한편 올론-쿠린-골 유적은 파지릭문화 중에 가장 늦은 기원전 3세기 

초로 편년된다(Молодин и др. 2012: 52). 사기(史記) 등의 중국사서에는 

흉노가 전국시  말기 중국 제후국 사이의 분쟁에 등장하며9) 그 전성기는 

기원전 4~2세기 이다. 반면에, 고고학자료는 기원전 1세기 후반~서기 1세기 

초엽으로 편년된다. 그래서 필자는 기원전 4~3세기 의 시베리아 및 중국 

북방지역의 유목문화를 흉노의 발흥과 연관시켜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인욱 2010).  하지만 사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당시 아

시아의 북방 초원지역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흉노세력이 발흥했는지에 

해서는 정보가 없다. 올론-쿠린-골 유적의 조사를 통해 알타이지역의 파지릭

문화 멸망과정과 흉노의 상관관계 및 초원지역 내부의 역학관계는 향후 파지

릭문화의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8) 예컨 , 1950년  알타이를 포함하여 남부 시베리아의 편년체계를 세운 키셀료프의 
저서 남부 시베리아의 고 사(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Южной Сибири)에서 파지릭문
화는 흉노와 같은 시기로 편년하여 그 하한연 를 낮추어본 예가 있다(С. В. Кисе-
лев 1951). 이후 파지릭문화의 연 를 스키타이 시기로 소급하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탓에(Адрианов и др. 1992) 그의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하
지만 이번 발굴조사로 인해 그의 편년체계는 다시 재검토해볼 시점이 된 듯하다. 

9) 사기( ) ｢진본기( )｣에 따르면 기원전 318년에 진나라에 항하기 위하여 
한ㆍ위ㆍ조ㆍ연ㆍ제( ) 등 5개국이 연합하여 전쟁을 할때에 흉노도 같이 참
전했다. 당시 중국 북방의 넓은 지역에 흉노가 있었고, 그들의 세력이 강성했음을 
증명해준다. 



<도면 2>  올론-쿠린-골_10유적 1호고분(윗쪽) 및 복원도(아랫쪽) 
          (사일류겜의 얼음고분 도면을 재편집함) 



3. 고찰

3.1. 알타이 고원지역 전사-사제집단(戰士-司祭集團)의 성격

우코크의 기마인과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은 파지릭고분에 매장된 당

시 전사들의 삶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

다. 그들의 부장품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

강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음이 주목된다. 우코크 고원 파지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은 29.6세, 남성은 38.5세인데, 주변의 다른 유목민들과 달리 남자의 뼈

에서 전쟁의 상처가 남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에 고지 에서 기마생

활을 했기 때문에 뼈와 관절에 많은 부상이 있었으며, 고분에 묻힌 여성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Полосьмак 2001: 29~32). 게다가 파지릭 5호 고분의 미라

에서도 생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증거가 남아있었다. 고원의 혹독한 환경에

서 다산을 기 하기는 어렵고, 기마습속마저 있었으니 더욱이 다산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임신이 어려운 고원지 의 기후환경과 지속적인 기마습속, 거

기에 고 의 높은 유아사망률을 감안하면 고원의 파지릭인들은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생식력이 떨어지는 초원지 의 유목집단과 관련하여서 폴로

스막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서술된 스키타이족에 한 기록 중 제 3의 

성(性)을 가진 ‘에나레스(Enarees)’라는 집단을 예로 들었다(Полосьмак 2001: 
30). 이는 고  이란어로 ‘남자답지 못한 자’란 뜻으로, 헤로도토스는 이들을 

신전을 약탈한 자들로 신의 저주를 받아 성적 불능자가 되었다고 서술했다

(헤로도토스 2004, 1권 105절). 또한 고원지 의 성적능력 저하에 해서는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고전은 물론, 19세기 티베트를 조사한 코즐로프도 지적

한 바 있다. 실제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특수한 전사집단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 파지릭문화와 기타 스키타이 시  유목문화의 전사계급 고분을 

보면 전사들의 무덤만 발견될 뿐 부부합장묘 또는 가족이 같이 묻힌 경우는 

별로 없다10). 여성의 무덤은 그 수가 매우 적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크-알라

하-3유적 1호분의 소위 ‘얼음공주’로 불리우는 미라가 당시 사회에서 여성사

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즉, 농경사회에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찾아보기

10) 알타이 고원지역에서는 아크-알라하-1유적의 1호고분이 유일하다. 



는 쉽지 않다. 알타이 파지릭문화의 고분들에 반영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족 또는 친족집단이라기보다 전사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벡위드

(C. I. Beckwith 2009)는 이 전사집단을 ‘코미타투스’로 명명하고, 이들은 실

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전사집단이 되어서 지배계급의 일부를 이루고 

주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가 지적한 에나레스라는 

존재도 이와 연관 짓는다면 가족을 이루지 않았던 전사계급의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사계급이 존재했다면 정상적인 친족집단이 아니고 

자연환경마저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한 이들은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결국은 소멸되어야 함이 맞다. 이 경우, 부족한 인적, 물적자원을 주변지역에

서 약탈해오는 초원경제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코크 고원지역의 인

골에서 적극적인 전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전쟁도 없고 다산도 불가능

한 우코크 고원지역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그들은 ‘전사집단’
이라기보다 사제(priest)의 성격에 가까울 것이다. 이와 같이 고립된 지역에서 

실제 전쟁보다는 제사와 같은 일을 주로 담당했던 집단을 본고에서는 잠정적

으로 전사-사제(warrior-priest)11)라고 부르겠다. 우코크 고원지 는 정착민들

에게는 지옥 같은 장소일지 몰라도, 겨울에도 안정적인 목초지가 있고 주변

에서 적들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초원의 유목민족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고, 최고위급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즉, 파지

릭문화에서도 선택받은 전사-사제 집단들이 제한적으로 고원지역을 자신의 

목초지로 살며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알타이 고원지역의 전사-사제 계

급들은 집단을 어떻게 유지시켰을까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사서에 비

교적 자세히 기록된 흉노의 경우,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거

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하지만 알타이 고원지역 주변에

는 거 한 세력을 구축한 농경집단은 없으며, 파지릭인들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고병리학

쪽에서 제시되었다. 우코크 파지릭문화의 고분에서 매장된 사람들의 고DNA

11)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사-사제’라는 개념은 무덤 자료로 볼 때 스키타이 시  전
사집단으로 마구 및 무구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 종사한 증거가 뚜렷하
지 않으며 다른 집단과 고립된 고원지역에 거주하며 제사와 같은 종교의식과 관
련된 흔적이 비교적 명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를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300km이상 떨어진 파지릭고분(<지도 1> 
참조)의 주인공과 친족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 파지릭문화는 국가단계의 사

회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분봉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의 우두머리를 각 지역

에 파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상위 계급들이 공통의 모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보면 소수의 여성이 다산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식

력이 좋다는 점은 곧바로 신성한 힘으로 간주받아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지

위를 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병

리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점은 고원지역에서 고립되어서 살았던 파

지릭문화의 사회구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유목사회에 한 상식과는 사뭇 다

르게 이루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3.2 헤로도토스와 司馬遷

- 동서양 고대 사서에 기록된 파지릭문화

헤로도토스가 그의 저서 역사에서 기록한 “동쪽 멀리 괴수인 아리마스

페이가 살고, 그 보다도 더 동쪽에는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이 살면서 황금을 

훔치는 것을 막는다”는 가장 이른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의 고  민족에 한 

기록이다(강인욱 2001). 체로 아리마스페이는 우랄산맥 근처의 사브로마트

문화(Савроматская культура)로 보며(Яблонский 2011) ‘황금을 지키는 그리

핀’은 파지릭문화로 본다(Полосьмак 1994). 파지릭문화의 조사 이전에는 ‘황
금을 지키는 그리핀’은 그리스에서 떠돌던 신화로 여겨졌다. 하지만 파지릭문

화의 발굴을 통해 금박을 입힌 그리핀 장식들이 거 출토되고, 새모양의 고깔

모자가 발견되어서 이 이야기는 실존 유목집단을 묘사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

코크 고원에서 발굴된 양털모자들은 양털모자는 길쭉한 고깔모양이고, 그 끝

에는 금박을 입힌 그리핀 장식이 달려있었다(Полосьмак 2001). 고깔모자를 쓰

면 모자 끝이 새머리처럼 뾰족하게 나오고 그 위에는 그리핀의 장식이 얹힌다. 
아마 멀리서 본다면 사람 얼굴 신 거 한 새가 머리에 앉은 것처럼 보일 것

이다(<도면 2>의 올론-쿠린-골 복원도 참조).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달리, 중국의 사서에서 파지릭문화가 기록되었는지

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등의 흉노관련 



기사에 언급되는 월지(月氏)와 파지릭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오다니 나카오 

2008). 월지는 한무제가 흉노 정벌을 위해 서역으로 보낸 장건(張騫)의 이야

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한나라는 흉노의 노상선우(老上單于)가 

월지의 왕을 죽이고, 그 해골로 잔을 만들어서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 되었으

니 월지는 한나라와 힘을 합쳐서 흉노에 항할 것을 기 하고 장건을 파견

했다. 그가 월지에 다녀온 시기는 기원전 139~126년이고, 흉노의 세력이 월

지세력을 무너뜨려서  일부는 감숙성 일 에서 소규모로 웅거하며 소월지(小
月氏)로 불렸으며, 주요 세력은 남쪽으로 도망쳐서 아무다리야 강 일 에서 

월지로 양분되었다. 당시 장건이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월지에 다다르니 월

지는 이미 중앙아시아로 도망쳐서 평온하게 나라를 꾸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

록돼 있다. 바로 장건이 다녀온 중앙아시아의 월지는 월지(大月氏)를 말한

다(오다니 나카오 2008). 월지가 흉노에게 패하여 패주한 시기는 노상선우 

재위시기인 기원전 176년 전후가 된다(사와다 이사오 2006). 이와 같이 파지

릭문화의 멸망 이후과 월지가 역사 기록에 등장하기 까지의 사이에는 적어도 

15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월지와 파지릭문화의 관련성은 거

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 차이는 우코크의 기마인과 사일

류겜의 얼음고분, 두 연구서를 통해 재확인 되었다. 
결론적으로 파지릭문화를 중국의 기록과 연결시킬 근거는 뚜렷하지 않

다12).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는 알타이의 고  세력에 해서 헤로도토스

는 기록을 했지만, 중국의 사서에는 제 로 표현될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

지로 해석된다. 첫 번째로 중국이 알타이와 중앙아시아에 한 구체적인 정

보를 얻은 때는 장건의 서역착공(西域鑿空) 시점인데, 이때는 파지릭문화가 

사라진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사서에 견곤(堅
12) 월지의 고고학적 실체에 해서는 2008년부터 발굴되고 있는 신강성 파리쿤 홍산

유적의 발굴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서북 학 고고학과와 신강성고고
문물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파리쿤 동헤이고우( ) 유적에서는 한 ( , 
기원전 3~1세기)로 편년되는 형의 적석총과 제사유적이 발견되었다(

、2006). 발굴자들은 이 유적이 파지릭문화나 바이칼 
일 에서 주로 조사된 흉노문화와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흉노의 것으로 비정했
다. 하지만 동헤이고우 유적을 흉노로 본 다는 것은 기존의 흉노 고고학에 한 
상식과 위배된다. 또한 동헤이고우 유적은 궁전에 가까운 거 한 주거유적과 유목
문화적 성격이 짙은 거 한 고분을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국 사서에 등장하
는 월지와 관련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유력후보가 된다. 



昆), 정령(丁令) 등 이 지역의 집단을 의미하는 기록들이 산견되기는 해도 결

정적으로 특정한 민족에 입할 근거는 부족한 형편이다. 두 번째로 고고학

적 유물로 볼 때에 파지릭문화는 동아시아보다는 중앙아시아와 고전 세계와 

더 친연성이 강했다는 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우코크의 기마인에서는 

다양한 항목에서 파지릭문화의 이란계통 문화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관련성은 카페트, 형질인류학 등 기존의 알려진 이란계통 문화는 물론, 
신화와 약초 등 다양한 자료를 들어 그 관련성을 논했다. 또한 페르세폴리스

의 궁전벽화에 묘사된 사키인들이 쓰던 고깔모자, 칼집, 화살통(고리트, горит) 
등은 파지릭문화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용된 점도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으로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 즉 파지릭인들은 인도-이
란문화권의 동쪽 끝을 이루었으며 그들에 한 정보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고

전 문명세계로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반면에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물론, 파지릭고분에서 중국제 거울(山字紋鏡)이 발견된 

바 있지만, 이런 개별유물의 유입은 당시 차마고도(茶馬古道)를 통하여 중앙

아시아에 유입된 예가 역사기록에서도 보이는 바13),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

는 증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로마의 인공적인 교역로인 실크로드가 성립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파지릭문화는 사키로 표되는 중앙아시아의 이란계통 문화의 동쪽 경계였고, 
그는 바로 헤로도토스가 인식했던 세계의 경계이기도 했다. 헤로도토스와 사

마천(司馬遷)이라는 두 역사가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동서양에서 인식했던 

변방과 그 고고학적 기록에 한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파지릭 멸망 

이후 등장한 흉노는 중국의 북방 초원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함으로써 유목문

화의 헤게모니가 아시아쪽에서 시작되는 기점을 이루었다. 우코크와 사일류겜

의 발굴은 파지릭문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한 정보를 줌과 동시에, 이와 

같은 유라시아 유목문화의 헤게모니 변동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3) 사기( ) ｢서남이열전( )｣에 장건이 하( )에 갔을 때에 촉( )
의 포와 공( )의 죽장( )이 있음을 발견하고 묻자, 그것은 인도( )를 통
해서 얻었다는 답을 얻었다. 이는 중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이전인 기원전 2세기
경에 중국 서남부지역-인도-중앙아시아를 거치는 지역 간 교류를 의미한다. 파지
릭고분의 유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3.3 미라의 발견과 현대사회

파지릭문화의 미라는 고고학계의 표적인 개설서에도 소개될 정도로(콜
린 렌프류 2006: 68)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고  이집트의 미라는 이집

트의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건시(乾尸, dry mummy)인 반면에 파지릭 미

라는 극도로 한랭건조한 알타이 고원의 영구동결 에서 보존된 습시(濕尸, 
wet mummy)라는 점에서 같은 미라라고 해도 그 맥락은 크게 다르다. 파지

릭 미라는 ① 유목이라는 생계경제, ② 고원의 자연환경, ③ 매장풍습에 따

른 시신처리 등 세 가지가 결합된 결과이다. 파지릭인들은 수백 km씩 떨어

져서 사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파지릭문화의 지도자가 죽으면 시신을 실

은 마차는 광활한 초원에서 목축을 하는 각 부족을 순회했고, 몇 달이 소요

되는 이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하여 미라로 만들어야 했다14). 또한, 고위

도 지역이기 때문에 6~7개월 이어지는 추운 겨울에는 땅을 팔 수 없기 때문

에 무덤을 쓸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이 죽은 날짜와 땅에 묻히는 날짜의 차이

가 긴 경우에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파지릭인들은 무사나 고

위층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의 뇌수, 내장, 피하지방 등을 제거하고 그 안에 

약초를 채우고 피부에 수은 등을 바르는 엠버밍(embalming, 염습)처리를 해

서 부패를 방지했다. 
엠버밍 자체는 파지릭뿐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만, 여기에 파지릭고분이 위치하는 알타이 고원지역의 자연환경도 큰 영향

을 미쳤다. 우코크 고원의 경우 해발 2400m 내외의 고원지 에 위치하기 때

문에 영구동결 가 응달이 진 계곡이나 산기슭에 남아있다. 파지릭인들은 땅

이 녹는 초여름에 보통 무덤을 만드는데15), 구덩이 안에 목곽을 만들고 그 

안에 통나무관을 넣는 방식이다. 목곽 위로는 다시 흙과 자갈로 채우고 무덤

의 주변은 돌을 깔아서 마무리한다. 무덤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을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 목곽은 마치 물탱크같이 그 물을 가두게 되는데, 그 상태로 겨

울에 얼음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천년 동안 영구동결 가 

14) 이는 헤로도토스가 역사에 기록한 스키타이인들의 장례풍습이다. 실제로 파지
릭고분에서 거의 완형에 가까운 수레가 함께 부장되어서 비슷한 풍습이 알타이 
지역의 파지릭문화에서도 존재했음이 증명되었다. 

15) 무덤 안에서 발견된 각종 초본류와 말의 발육상태 등에 근거한 것이다(Полосьмак 
2001, 제 8장 참조). 



남아있게 된 것에서 고고학자들은  ‘온전한’ 미라를 발굴할 수 있다. 영구동

결 에서 땅을 파면 곧바로 얼음이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파지릭인들

은 처음부터 무덤을 만들 지역을 선정할 때 시신과 부장품들이 온전히 보존

되는 얼음 속을 선호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  미라를 발굴하는 데에는 ① 영구동결 의 발굴기술, ②지역

사회와의 갈등 ③현  기후의 변화라는 등의 주요한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 발굴기술은 얼음 속의 유기물질을 최소한의 손실로 발굴하는 

식으로 발달했다. 1920년 에 파지릭고분을 조사할 당시에는 뜨거운 물을 부

어서 얼음을 녹이는 방법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많은 유기물질이 손상되었다. 
이후 최근 올론-쿠린-골에서는 발굴 자체에서의 기술개량 이외에도 발굴 전

에 영구동결 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예측하여서 미리 발굴장비를 준비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두 번째로 민족의식의 발흥에 따른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라는 변수가 

있다. 파지릭고분의 발굴 및 미라의 귀속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과학원과 현

 알타이지역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1990년  이후 첨예화되었다. 알타이지

역의 주민들은 미라를 자신들의 선조로 간주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이의를 제기했고, 지역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새로운 미라 발굴을 금

지하고 있다. 이 점은 여러 면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들의 재매장

(reburial)운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현재 알타이 주민들이 파지릭인들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다고는 해도16) 알타이에 터를 잡고 사는 그들의 주

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각 지역 

민족집단들의 민족의식과 결합되었고, 미라가 단순한 흥밋거리나 과학적 연

구자료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하는 알타이 지역주민

들의 문화재 의식이 여기에 교차하며 다양한 분쟁이 표출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분 상태의 변화이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로 알타이 산맥의 영구동결 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얼음 속

에서 수 천년간 완벽하게 지속되어 왔다고 해도 한번 녹아버리면 수 년 내

에 자연적인 부패가 진행되어 각종 유기물질들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래서 

설혹 다시 무덤 안에 얼음이 들어찬다고 해도 유기물질들은 이미 부패가 진

16) 혈연관계의 유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과거 
인골들에 해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칫 인종주의로 흐를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주의할 수밖에 없다. 



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제 로 된 보존상태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방 

유라시아의 유목민들에 한 가장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고원지역의 영구

동결 에 존재하는 파지릭문화의 고분들만이라도 세계적 차원에서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UNESCO 2008). 현재로서는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을 막

기는 어려울 테니 얼음이 남아있는 고분들을 목록화하고 그들 중 곧 얼음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고분들부터 선별해서 조사하는 ‘구제발굴’이 필요한 시

점이다. 파지릭문화는 고 문화 유산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우

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을 표하는 파지릭문화에 한 최신 연구서 

두 권을 분석하여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우코크의 기마인은 알타이 고원이

라는 자연환경과 파지릭인들의 독특한 매장의식 덕택에 남겨진 여러 유기물질

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고고학연구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분석을 했다. 이 책에

서 저자인 폴로스막은 다양한 유기물질에 한 분석을 통하여 과거 매장의례

에 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분석을 했다. 또, 여기에 다른 나라에는 거의 알

려지지 않은 19~20세기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민족지자료를 이용하여 시베

리아의 유목민족들의 삶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이러한 그녀의 연구

는 역사-문화적 접근이라는 전통고고학적 방법으로 과거 사람들의 종교, 예술 

등 정신문화까지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일류겜의 얼음고분은 2000년  파지릭문화의 연구를 몽골 공화국 경내

의 알타이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2004~2006년에 사일류겜 산맥의 올론-쿠
린-골 지역을 조사한 파지릭고분에 한 종합연구서이다. 사일류겜 지역의 조

사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러시아의 영구동결 의 고분조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영구동결 가 남아있는 고분을 미리 예상하고 조사하여 다양한 측

면에서 분석을 했다. 이는 바로 최근 시베리아의 고고학이 지향하는 ‘학제간 

융합으로서의 고고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파지릭문화의 남

쪽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하한연 가 흉노의 발흥과 이어지는 기원

전 3세기 전반기라는 점은 이후 파지릭문화의 소멸과 흉노의 관계를 연구하



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 1990년 와 2000년  파지릭문화의 연구를 표하는 이 두 저서는 파

지릭문화에 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필자는 특히 파

지릭인들의 전사-사제 계급의 존재, 고  사서와의 비교, 미라의 보존 등에 

한 비평을 하고 그 의의를 생각해보았다. 지난 100여 년간 파지릭문화의 연구

는 시베리아 고고학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단순히 미라에만 주목했던 초기 연

구에서 벗어나 1990년  이후에는 유라시아 유목민의 생활과 주변지역과의 관

계라는 거시적인 관점과 학제간 연구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폴로스막과 

몰로딘의 저서는 그러한 파지릭문화에 한 종합적인 저서라는 점에서 주목되

며, 향후 동북아시아 고고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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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Нов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21 в. 

(New Perspectives on Pazyryk Culture of Mountainous Altai Region)

Кан, Ин Ук*

Данная стать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анализ и рецензию на 
книги, посвященные значительными исследоваяниями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Алтая в 1990-х гг. – работы Н. В. Полосьмак «Всадники Укока» и В. И. 
Молодина «Замерзшие погреба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южных склонах Сайлюгема». Работа Н. В. Полосьмак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не тольк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й археологи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ом подходе, но в рамках системного подхода, 
учитывающего данные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верования древних людей, их 
искусство и пр. Исследования «Сайлюгема» дали существенные результаты. 
Авторы смогли подтвердить южную границ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ижняя граница данной культуры определена 3 в. 
до н.э.,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асцвету хунн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зыскания Н. В. 
Полосьмака и В. И. Молодина обращаю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тем,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обобщенными работами о пазырык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в последующем активно представлять их в археологии Евраз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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