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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시베리아지역은 단순히 유럽 러시아를 제외하고 넓은 의미로 지칭할 때에는 알타이지역과

극동지역, 야쿠치야지역, 바이칼지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베리아지역, 특히 극

동지역은 우리나라, 일본, 북중국과도 인접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베리아지역은 매우 광활하기 때문에 구석기시대에도 지역별로 조금 다른 편년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연구보다는 지역별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발굴이 진행되고

유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석기시대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자가 많지 않고 발굴

하는 유적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사벤코프(I.T.Sabenkov)와 소스놉스키(G.P. Sosnovski)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구석기시대 연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초기의 게라시모프(M.M. Gerasimov), 오클라드니코프(A.P. Okladnikov) 등의 연구자들과 이

후의 체이틀린(S.M. Tseitlin), 마차노프(Y.A. Mochanov), 데레비안코(A.P. Derevianko), 드로

즈도프(N.I.Drozdov) 등의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다른 학자들에 의해 구석기시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걸쳐 후기구석기시대의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20세기 후반

에는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의 유적들이 발견되어 그 시기와 특징에 대해 추정해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발굴이 이루어진 카라봄(Kara-Bom) 유적이나 카라콜

(Ust'-Karakol) 유적, 데니소바(Denisova) 유적은 후기구석기시대의 편년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시베리아지역에서 발견된 이러한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는 돌날이나

세형돌날, 종장형의 격지를 이용한 여러 석기들과 동물의 뼈를 이용한 뼈연모들, 특히 사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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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1)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시베리아는 기후와 토양환경으로 인해서 유물의 보존이 매우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석기뿐만 아니라 뼈연모도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뼈연모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찌르개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슴베찌르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사냥용도구에 대한 연구는 시베리아지역에서는 편년연구나 몸돌체계연구, 문화

연구 등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양면석기 혹은 양면찌르개나 뼈연모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찌르개류의 연구는 중기구석기시대에서 후기구석기시대로 넘

어가는 과도기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뼈연모에 대한 연구

도 장신구나 의식, 예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베리아와 관련한 사냥

용도구의 연구도 있지만 드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에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출토된 찌르개와

뼈연모 등의 사냥용도구를 대표유적을 통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시기구분한 후기구석

기시대 시베리아의 사냥용도구의 특징을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사냥도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Ⅱ.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의 찌르개 출토 주요유적과 편년

돌날문화와 연계된 후기구석기시대의 기원은 알타이지역에서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기술

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지역의 석기문화는 40,000-45,000BP에 르발루아(Levallois) 기법을 바

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돌날제작기법으로 전이하는 문화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전형적인 돌날문화에 초기의 세형돌날몸돌들도 함께 출토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알타

이지역의 카라봄 유적과 카라콜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니세이강 유역과 바이칼지역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후기 구석기시대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돌날문화와 세형돌날문화

는 시베리아지역 전체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의 유적에서 출

토되는 르발루아 찌르개와 더불어 돌날상의 찌르개, 격지상의 찌르개, 양면석기(biface), 잎형

찌르개(foliate point)2) 등 여러 형태의 찌르개와 골각제 사냥도구들이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

*시베리아연방대학교(크라스노야르스크) 박사과정

1)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냥용도구 중에서 찌르개류라 함은 일반적인 찌르개 종류 이외에도 광

의적 개념을 적용하여 양면석기 종류도 포함하였다. 다만 양면석기 중에서 원형의 양면석기

는 찌르개 종류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잎형찌르개는 연구자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를 잎형찌르개로 분류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

르다. 모양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으며, 후기구석기시대 후기에 눌러떼기 기술이

적용된 것은 유엽형찌르개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한 석

기를 만들고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눌러떼기 기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

를 가지고 잎형찌르개인지 아닌지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

기에서는 다소 넓은 범위로 형태적인 특징이 잎모양이면 잎형찌르개로 나누었다. 즉, 양면인

가 외면인가와 상관없이 날부분과 밑부분이 대체로 뾰족하거나 그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

으며, 양 측면이 대칭에 가깝고 완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잎형찌르개로 보았다. 또한 외형이

잎모양이 아닌 단순히 양면을 다듬은 찌르개들은 양면찌르개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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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주요유적

들에서 발견되고 있다(그림 1).

사냥도구가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

을 살펴보면 알타이 지역에서는 카라봄 유적과

카라콜 유적, 데니소바 동굴유적, 아누이(Anui)

2유적 등이 있으며, 예니세이강 유역과 알타이

지역 사이에 위치한 서시베리아 지역의 쉐스타

코바(Shestakovo) 유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

니세이강 유역에서는 우스트-말탓(Ust'-Maltat) 2

유적과제르비나(Derbina) 5 유적을 비롯하여 리스

트비엔카(Listvenka) 유적, 아폰토바(Afontova)유적

군, 타쉬트익(Tashtyik)유적군, 코코레보(Kokorevo)

유적군, 노보셀로보(Novoselvo)유적군 유적 등이

나타났다. 인접한 바이칼 지역에서는 카멘카

(Kamenka), 톨바가(Tolbaga), 바르바리나 고

라(Varvarina Gora)유적 이외에도 크라스느이

야르(Krasnyy Yar), 베르홀렌스카야 고라

(Verkholenskaya Gora), 말타(Malta), 우스트 멘자(Ust' Menza) 1·2유적 등이 있다. 러시아

극동 남부일대와 야쿠치야 지역에서는 셀렘자(Selemdga) 유적군을 비롯하여 우스티노프카

(Ustinovka) 1·6 유적, 수보로보(Suborovo) 3, 일리스타야(Ilistaya) 1, 고르바트카(Gorbatka) 3

유적 등이 있으며, 듁타이(Duknai) 동굴유적과 우스트-팀톤(Ust'-Timton), 투물루르

(Tumulur) 유적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에서는 모두 사냥도구가 출토되었고, 유적들의 편년적 범위는 약 45,000년을 전후

한 시기부터 10,000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표 1). 특히 초기의 돌날문화는 후기구석기시대

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른 시기의 돌날문화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기 때문에 그

기원의 시기는 여전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3)

시베리아의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의 유적들은 카라봄 유형과 카라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4) 카라봄 유형은 두 개의 타격면과 단일 작업면을 가지는 몸돌이 많이 나타나며,

르발루와 기술과 여러 형태의 측면 몸돌이 존재해야한다. 또한 석기군은 돌날을 이용한 끝날

긁개와 중앙새기개, 잔손질된 자르개 등과 더불어 홈날이나 톱니날이 다량으로 나타나며, 양

면석기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카라콜 유형은 르발루와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몸돌의 형태가 측면, 각주형, 원뿔형

등으로 나타나며, 세형돌날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인 석기군은 돌날을

3) А.П. Деревянко и др(2002), "Основные приемы оформления каменных орудий в п

алеолитических индустриях Горного Алтая",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
огия Евразии, № 4. сс. 2-21; 이헌종(2015) 「우리나라의 돌날과 세형돌날문화의 기원과

확산 연구」, 『한국구석기학보』제31호, 한국구석기학회. pp.84-115.

4) A.P. Derevianko(2005), "Formation of Blade Industries in Eastern Asia", Archaeology,
Ethnology & Anthropology of Eurasia 4(24), Novosibirsk, p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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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베리아 후기구석기 주요유적의 편년

이용한 끝날긁개와 다박리면이 포함된 중앙새

기개, 돌날상의 찌르개, 잔손질 된 세형돌날과

돌날 등을 들 수 있다. 위 유적들 중에서 카라

봄 유형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바르바리나 고

라유적, 톨바가유적, 카멘카유적 등이 있으며,

카라콜 유형으로는 데니소바 동굴유적, 우스트

-말탓 2유적과 제르비나 5유적 등이 있다.5)

이러한 특징은 이 후의 아누이 2유적에서도

카라콜 유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6) 30,000년

을 전후하여 체계적으로 초기의 세형몸돌이

이용된 단계로 생각되어진다. 세형몸돌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세형돌날문화는 셀

렘자 유적군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유적군

에서는 최하층인 4문화층에서부터 1문화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형몸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4문화층에서부터 전형적인 양면박리원칙

의 세형몸돌이 제작되어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세형돌날문화는 시

베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여러 유적들에

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7) 약

10,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세형돌날문

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쇠퇴하는 모

습을 보이며, 신석기시대로 넘어가기 전의 전환기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8)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시기를 후기구석기시대의 하한으로 생각하고 있다.9)

5) В.М. Харевич(2010) 앞의 논문.

6) 이헌종(2014)「한국의 돌날과 세형돌날석기:기원과 확산」,『석장리 구석기유적 발굴 50주

년기념학술대회』, 연세대학교박물관, pp.59-80.

7) 세형몸돌이 사용되기 시작한 아누이 2유적과 셀렘자 유적에서와 같이 이 시기는 세형돌날문

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해 돌날문화나 중기 구석기시대의 르발루아 기

술이 여전히 존재하는 유적도 나타나기도 한다(Y.B. Kuzmin(2007) "Chronological

Framework of the Siberian Paleolithic: Recent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Radiocarbon 49(2), Arizona Board of Regents on behalf of the University of Arizona,

2007. pp.757-766.).

8)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의 과도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이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10,000년 이후의 유적들의 경우 중석기시대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도적 시기

로 보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Natalia Tsydenova·Henny Piezonka(2015) “The transition

from the Late Paleolithic to the Initial Neolithic in the Baikal region: Technological

aspects of the stone industries, Quaternary International, 355, Elsevier, pp.101-113.). 물론
벨리카치 유적의 경우처럼 약 8,000-6,000년 전의 구석기 유적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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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베리아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는 초기 돌날문화와 연관된 카라봄 유적과 이

와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초기 돌날문화의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카라콜 유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형적인 돌날문화가 시작하고 초기 세형돌날문화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단계를 1기(45,000-30,000BP)로 설정해 볼 수 있다.10) 이 후 아누이 2유적이나 셀렘

자 유적군 4층에서와 같이 돌날문화와 세형돌날문화가 공존 혹은 전환되면서 세형돌날문화가

시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2기(30,000-20,000BP), 세형돌날문화가 시베리아 지역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 3기(20,000-15,000BP), 그리고 이후의 세형돌날문화가 쇠퇴하고 과도적 시기가

나타나는 4기(15,000-10,000BP)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Ⅲ. 후기구석기시대 시베리아 지역 출토 사냥도구

1. 후기구석기시대 1기

1기의 유적으로는 카라봄 유적과, 카라콜 유적을 비롯하여 데니소바 동굴, 톨바가, 카멘카,

바르바리나 고라, 우스트말탓 2, 제르비나 5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그림 2). 이 유적들 중 일

부는 중기구석기시대 말기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초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속한 유적으로 두 시

기의 특징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카라봄 유형에 속하는 유적들에서는 르발루아 찌르개의 존재도 나타나고 있으며, 잔

손질이 날 부분에서 밑 부분까지 완전히 이루어져 있거나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찌르개도 출

토되었다. 르발루아 찌르개도 마찬가지로 잔손질이 되어 있는 것도 나타났다. 이 유적들의 찌

르개는 비교적 두텁고 긴 돌날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는데, 카라봄 유적에서는 이러한 돌날에

날 부분을 잔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 찌르개도 출토되었다.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지닌

톨바가 유적에서는 르발루아 찌르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역시 돌날상에 잔손질한 찌르개들

이 출토 되었다. 양면찌르개나 잎형찌르개 등 양면석기류의 존재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

다.11)

9) Я.В. Кузьмин и др(2011) “Радиоуглеродное датирование палеолита Сибири и Дал

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материалы к каталогу 14С дат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2010 г.)”, Stratum plus, №1, pp.171-200.
10) 시베리아지역은 매우 광활하며, 연구자마다 시기구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연구가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베리아 전체의 시기

구분을 일괄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시기를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알

타이 지역에서 나타난 초기 돌날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예니세이강 유역과 바이칼 지

역에서도 나타나며(이헌종·손동혁(2015) 「예니세이강 유역과 그 주변지역의 세형돌날문화

문화변동 연구」, 『한국 시베리아 연구』, 제19권 1호,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pp.65∼102; 이헌종·손동혁(2016) 「바이칼지역 후기구석기시대 세형돌날문화의 기술·형태적 특성

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연구」, 『한국 시베리아 연구』 20권 1호, 한국시베리아센터. pp.25-64), 이

후 세형돌날문화가 퍼져 나가면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

로 출토되는 석기군의 양상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11) 카멘카 유적의 지점 중 카멘카 B지점에서는 양면석기가 출토되었고, 이 지점에서는 비정형

의 초기 형태의 세형몸돌로 볼 수 있는 몸돌이 출토되었다. 카라콜 유형으로도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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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1기 유적의 주

요 사냥 도구(1-17:카라봄, 18-27:카라콜, 28-42:

데니소바, 43-52:바르바리나, 53-61:톨바가, 62-72:

카멘카, 73-83:우스트-말탓 2, 84-104:제르비나)

카라콜 유적과 데니소바 유적에서도 역시

중기구석기시대 후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르

발루아 찌르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이들 유적들에서는 카라봄 유형의 석기군

과는 다르게 르발루아 찌르개의 형태가 좀

더 단순해지며, 비율도 높지 않다. 찌르개류

는 출토 수량이 적은 데니소바 유적을 제외

하면 잔손질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있지 않

은 찌르개들이 모두 출토되었으며, 기본적으

로 돌날을 이용하여 제작하지만 종장형의 격

지나 돌날격지 등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이 유적들에서는 양면 석기류가 나타나

고 있는데, 타원형이나 원형의 양면석기가

발견되었다.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인 우스트

-말탓 유적이나 제르비나 유적에 이르면 이

들 양면석기류는 단순한 양면석기가 아니라

잎모양의 형태로 만들어 잎형찌르개로 사용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의 유적들 중 가

장 늦은 시기에 속하는 제르비나 유적에서는

양면석기류의 수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많아지며, 크기도 좀 더 소형화되어 있다. 또

한 대부분의 찌르개류가 양 측면에 잔손질이 정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1기의 찌르개류는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에서 2기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두텁고 긴

돌날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소형의 돌날, 돌날격지, 격지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소재가 다양

화되고 있다. 잔손질 수법도 점차 정연하게 되는데, 카라콜유형에서는 양면석기가 나타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2기에 가까울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카라봄 유형의

유적들에서는 양쪽 날을 다듬은 찌르개류가 있지만 소량이며, 석기의 날을 중심으로 한 부분

적인 잔손질이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양면석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카라콜유형에서는 대

부분 양날을 정연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한편 골각제 찌르개나 결합식도구(composited tool)가 출토된 곳은 데니소바 유적의 후기구

석기시대 층인 9층과 11층, 그리고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입구부분 5층과 6층이다. 이 유적의

찌르개는 큰 포유류의 뼈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두터운 편이며 날이 있는

만 이 세형몸돌은 후기구석기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형몸돌의 형태라기보다는 소형몸

돌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며, 의도적으로 세형몸돌을 형성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소형의 돌

날몸돌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초

기 형태의 비정형의 세형몸돌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A, B지점에서 공통된 양상으

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 전체적으로 출토되는 석기군의 양상은 카라봄 유형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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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더 두꺼워 진다. 결합식도구는 두껍고 넓은 형태로 만들어졌

다. 측면에 미늘을 삽입할 수 있도록 홈이 길게 파여져 있다. 부러진 것으로 보아 크기가 크

며 두꺼운 도구로 판단된다. 또한 카멘카 유적에서도 소량이지만 골각제 찌르개와 결합식도

구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결합식도구들은 데니소바 유적과 카멘카 유적에서 초기의 세형몸돌

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동물의 뼈나 뿔에 결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카멘카 유적의 경우 비정형의 몸돌이 출토되기는 하지만 측면에 작업면을

형성한 전형적인 세형몸돌이라 하기보다는 돌날몸돌을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

아지며 넓은면과 측면을 모두 이용하여 소형돌날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형몸돌

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며, 의도적으로 세형몸돌을 형성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소형의 돌날

몸돌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점차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 부

산물인 소형의 돌날은 세형돌날처럼 이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데니소바 유적과 마

찬가지로 골각제 결합식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12)

2. 후기구석기시대 2기

시베리아지역 후기구석기시대 2기의 유적으로는 쉐스타코바 유적, 아누이 2유적, 말타 유

적, 셀렘자 유적군 4층 등이 있다(그림 3). 이 중 아누이 2유적에서는 최하층에서부터 돌날과

세형돌날문화가 공존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찌르개는 소형의 돌날이나 돌날격지, 격지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잔손질이 없는 것과 한쪽 측면에 손질 되어있는 찌르개가 출토되었

다. 찌르개의 수량은 많지 않으며, 잔손질이 전 길이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양면석기를 활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후기구석기시대 1기의 유적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

힌 세형몸돌이 출토되기 시작하는 유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형의 석기들이 많이 출토되

고 있으며, 소형찌르개(micro point) 등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형 돌날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석기들을 만든 것은 카라콜 문화의 기술적 배경을 계승한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

다.13)

쉐스타코바 유적도 아누이 2유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누이

유적과 비교하면 몸돌체계의 정형성이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다른 종류

의 찌르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형찌르개만 출토되었다. 이 찌르개들은 대체로 반타원형에

가까운 몸체를 하고 있으며, 직선 날을 정연하게 잔손질하였다. 또한 둥글게 되어 있는 반대

면은 일부 손질하거나 완전히 손질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의 격지나 돌날격지 등

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아누이 유적에서의 찌르개보다 잔손질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졌

다. 이 유적에서는 골각제 찌르개도 소량 출토되었다. 데니소바 유적에 비해 얇은 찌르개이

며, 결합식도구로는 사용하지 않는 단순한 찌르개의 용도이다.

12) 카멘카 유적에서 골각제 사냥도구가 나타난 지점은 A지점이며, 수량이 매우 적고 대부분이

파손되어져 나타났다.

13) 이헌종·임현수(2008)「시베리아 돌날석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한반도 자갈돌석기 전

통의 연속성」, 『한국 시베리아 연구』제12권 2호,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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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2·3기 유적의 주요 사

냥 도구(2기-1-10:아누이, 11-27:쉐스타코바, 28-33:말타,

34-38:셀렘자 4층, 3기-39-45:크라스느이야르, 46-51:베

르흐네 트로이츠카야, 42-58:셀렘자 3층, 59-67:셀렘자

2층, 68-74:리스트비엔카, 75-79:우스티토프카 1)

말타 유적에서도 미늘 결합식도구는 쉐

스타코바 유적과 마찬가지로 발견되지 않

았지만 이러한 골각제 찌르개가 출토되었

다. 골각제 찌르개는 곧게 펴져 있는 것과

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며, 손잡이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어 휴대성 혹은 사용의 편

의성을 극대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쉐스

타코바 유적의 골각제 찌르개가 단순 가

공의 찌르개라면 말타 유적에서는 골각제

찌르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한 의도가 보

인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예술품이나 조

각품 뼈바늘 등을 포함한 뼈연모가 다량

으로 출토가 되었으며, 이는 동물의 뼈나

상아 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적의 석제

찌르개는 비교적 소형의 돌날을 이용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14) 양 측면에

정연한 잔손질을 가한 찌르개와 부분적인

손질을 하고 밑면을 둥글게 잔손질한 것

도 출토 되었다. 이 찌르개들은 잎형찌르

개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림 3-28>

의 찌르개의 경우 측면이 어느 정도 형태

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날부분과 밑부분

에만 간단한 손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소형찌르개도 역시 출토 되었는데, 밑 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셀렘자 4문화층의 경우 체계화된 양면박리 원칙의 세형몸돌이 출현하게 되면서15), 공반되

는 석기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편이다. 특히 양면석기류가 많이 만들어 졌는데, 이는 1

문화층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양면석기류는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잎형찌

르개로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주로 돌날을 이용하였다. 또한 찌르개 중에서는 양면

석기류를 제외하고 잔손질이 일부분에만 이루어진 다소 투박한 형태의 찌르개도 출토되었다.

14) 말타 유적에서도 아누이 유적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형성을 갖춘 세형몸돌이 출토되었

다. 말타 유적과 아누이 유적, 그리고 쉐스타코바 유적의 세형몸돌은 출토되는 석기군의 양

상과 세형몸돌의 크기와 형태, 기술적용의 과정 등으로 보아 정착된 기술로 체계적인 세형

몸돌을 떼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돌날문화에서 세형돌날문화로 넘어가는 과도적 단계에서 크

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소형몸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15) 이헌종(1998)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 최말기의 성격과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 『韓國考

古學報』39, 한국고고학회,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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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기구석기시대 3기

이 시기에는 리스트 비엔카 유적과 크라스느이 야르 유적, 우스트-멘자 2유적, 셀렘자 유적

군 2·3층, 우스티노프카 1유적, 그리고 베르흐네 트로이츠카야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그림 3).

리스트비엔카 유적(15-20)과 우스트-멘자 2유적(12-27)의 후기구석기시대 3기에 속하는 부분

에서는 찌르개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리스트비엔카 유적에서는 골각제 찌르개와 미

늘 결합식도구가 나타났다. 골각제 찌르개는 순록의 뿔이나 갈비뼈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얇

고 뾰족하게 다듬었다. 찌르개 중에서는 매우 작은 것들도 발견되었는데, 짧은 단검의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합식도구는 찌르개의 형태로 윗부분을 뾰족하게 다듬고 너비가 넓

고 두터운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주로 한쪽 면에 미늘을 꽂기 위한 홈이 파여져 있으며, 밑

부분을 오목하게 다듬은 형태도 발견되었다.

크라스느이 야르 유적에서는 주로 돌날이나 돌날 격지를 이용한 찌르개가 출토되었는데,

수량은 적은 편이다. 양쪽 혹은 한쪽 측면의 날부분을 정교하게 잔손질한 것이 있으며, 양측

면을 완전하게 손질한 것도 발견되었다. 양면석기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찌르개 종류 중에

서 날 부분의 형태가 전형적인 찌르개라 할 수 없는 석기가 발견되었다(그림 3-43). 이는 복

합석기(combination tool)의 개념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잔손질된

찌르개 중에서 측면이나 밑부분의 손질 형태를 보면 잎모양에 가깝게 다듬은 것도 있는데,

잎형찌르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그림 3-41).

셀렘자 유적군의 2층과 3층에서는 소형의 돌날을 이용한 양면석기류가 다량으로 출토되었

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잎형찌르개이며, 양면과 양 측면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었다. 또한 밑

면을 다듬거나 크기를 작게 하여 창끝찌르개의 형태로 만든 것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양면석기류는 이전 시기인 4층에서 보이는 것보다 손질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두께도 전체적으로 더 얇아졌다. 또한 4층에서는 찌르개 보다는 양면석기의 특징이 더 강

하게 나타나는 반면 상부층으로 갈수록 양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어 찌르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보인다.

우스티노프카 유적의 찌르개는 소형돌날이나 돌날격지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양면찌

르개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양 측면을 잔손질한 찌르개와 한쪽 측면에 잔손질한 찌르개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양 측면에 잔손질을 한 찌르개는 밑부분까지 모두 잔손질이 되어 있

어 외형이 타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다. 날 부분의 잔손질이나 밑면 손질 등으로 보아 이 유

적의 찌르개류도 복합적인 석기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듁타이 문화16)에 속하는 베르흐네 트로이츠카야 유적에서는 잎형찌르개를 포함한 양

16) 듁타이문화(Ю.А. Мочанов(1970), "Дюктйская пещера, Новый палеолитический памятн

ик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следам дребних культур Якутии, Якутск, с.40-64)는 베르

흐네 트로이츠카야 유적을 포함하여 우스트-밀(Ust'-Mil), 에좐츠이(Edzantsy), 우스트-팀톤

(Ust'-Timton), 이히네(Ikhine) 등 여러 유적이 알단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시간폭을 달리

하며 계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고 있다(小畑弘己(2001)『シベリア

先史考古學』, 中国書店, pp.353-366; 최몽룡ㆍ이헌종ㆍ강인욱(2003)『시베리아의 선사고고

학』, 주류성, pp.116-144.; В.А. Кашин(2003) Палеолит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Исто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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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4기 유적의 찌르개류 사냥

도구(1-11:아폰토바, 12-30:리스트비엔카, 31-35:타쉬트익,

36-44:코코레보, 45-56:노보셀로보, 57-60:우스트-멘자, 61·62:

스투덴노예, 63·64:베르홀렌스카야, 65-72:셀렘자 1층, 73-83:

수보로보, 84-91:우스티노프카, 92-95:일리스타야, 96-110:고

르바트카, 111-119:듁타이동굴, 120-128:우스티노프카 6)

면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단순히 양면을 다듬고 양 측면에 잔손질을 한 양면찌르개도 있는 반

면 잎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찌르개나 잎형찌르개에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찌르개는 반타원형으로 한쪽 측면은 날이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밑부분까지 이어져 있고, 반대 측면은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로 타원형의 부분에 잔손

질을 하지만 직선날에 부분적으로 손질이 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 이것은 정교한 양면석

기들과 전형적인 잎형찌르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형태로 만든 것이라 생각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 잎모양의 찌르개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직선을 이루는 한 측면을 떼어

낸 것으로 보이며, 다시 다듬거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제작과정 중 크기가 맞

지 않아 한쪽 측면만을 완만하게 만들었

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후기구석기시대 4기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4기에 속하는

유적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 유적들

에서는 찌르개가 다양하게 다량으로 출토

되었다(그림 4). 유적들 전체적으로 주로

돌날이나 돌날격지를 이용한 찌르개가 많

은 편이며, 격지를 이용한 찌르개도 존재

한다. 찌르개는 날 부분을 정교하게 다듬

었는데, 주로 양쪽 측면에 잔손질을 베푼

것들이 많다. 양날을 다듬은 찌르개들은

양면찌르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지

만 외면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양면석기 중에는 잎형찌르개가 많

이 나타나는데, 예니세이강 유역에서부터

야쿠치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한쪽 측면에 잔손질

이 되어 있는 찌르개도 다소 나타나고 있

으며, 한쪽날은 전체적으로 날에서 밑부

분까지 다듬고 다른 한쪽 측면을 일부 다

듬은 찌르개도 출토되었다.

ия и итоги исследований1940-1980 гг, Наука, Новосибирск). 이 듁타이 문화는 측정

된 연대값을 기준으로 하면 약 35,000년에서 11,000년까지를 하나의 문화시기로 보고 있지만,

유적들이 위치한 알단강 제 2단구의 형성시기에 대한 이견과 시료의 오염 혹은 이동, 화석목

의 재퇴적 가능성, 맘모스 동물군의 분포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문화의 상

한을 약 18,000-20,000년 전으로 보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최몽룡ㆍ이헌종ㆍ강인욱(200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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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4기 유적의 골각제

사냥도구(1-19:아폰토바, 20-31:리스트비엔카, 32-42:

코코레보, 43-46:타쉬트익, 47-56:베르홀렌스카야)

이러한 찌르개류는 이전 시기보다 전체적으로 소형화 되어 있으며, 잔손질이 매우 정교해

졌다. 이전 시기에서는 특정 유적의 특정 석기들만이 잔손질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4기에 이르러서는 전체적인 유적들에서 잔손질이 매우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잔손질 기술이 양면석기류나 잎형찌르개의 비율이 높아진 것에 영향

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앞 시기에서 복합적인 석기의 개념으로 찌르개를 만들었다면 4

기에서는 찌르개의 용도로만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인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에서는 찌르개의 날을 다듬고 측면이나 밑부분을 다른 석기로 활용하기 위해 손질한 것

으로 보이는 석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석기를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지기

도 하였다. 하지만 4기의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찌르개들은 날 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은 것은

물론 잔손질 과정이 뾰족한 날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도 우스티노프카 유적에서는 기부 조정을 한 슴베찌르개가 출토되어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찌르개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4기에는 골각제 찌르개와 결합식도구도 매우 빈번히 사용되

었다. 위의 유적들 중에서 골각제 사냥도구들이 출토된 주요 유적은 아폰토바 유적군과 리스

트비엔카 유적, 코코레보 유적군, 타쉬트익 유적군, 노보셀로보 유적군, 베르홀렌스카야 유적

등이다(그림 5).

결합식도구는 주로 매머드의 상아나 사슴의 뼈 등을 이용하여 끝이 비교적 뾰족하게 다듬

어져 있으며, 측면에 가늘고 얇은 홈이 파여져 있다. 이 중에서는 중간부분이나 끝부분에만

홈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휘어져 있는

것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결합식도구가 비교

적 얇고 긴 형태와 양끝이 뾰족하고 중간

부분이 약간 두터운 형태를 하고 있지만 리

스트비엔카 유적에서와 같이 넓은 형태의

결합식도구도 나타난다. 이 중에서는 길이가

작아진 결합식도구의 존재도 확인된다. 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결합식도구의 크기

가 작아져서 단검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 생각되는 것도 발견되었다.

찌르개는 대체로 얇거나 적당한 너비를

가지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은 것과 넓

고 뭉툭한 끝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길이를 짧게 하여 끝부분을 다듬은 것 등이

있다. 결합식도구와 마찬가지로 매머드의 상

아나 사슴뼈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길이가

긴 것은 찌르개의 기능을 하였겠지만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도구는 뾰족한 끝부분

만을 다듬은 것도 있어 기능상 뚜르개처럼



- 12 -

표 2 후기구석기시대 시베리아 주요유적 사냥

도구의 종류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다.

또한 바이칼 지역의 베르홀렌스카야 고라 유적에서는 사슴 뿔을 이용한 작살이 상당수 발

견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도구이다. 작살의 길이는 그리 긴 편이 아니며

측면에 뾰족한 날부분이 손잡이 쪽으로 향하게 만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양측면이 반대로 한

면은 날이 아래로 향하고 다른 한면의 날은 윗부분을 향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17)

Ⅳ.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사냥도구의 시기별 특징과 성격

후기구석기시대 시베리아의 사냥도구는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찌르개류와

골각제 도구들이 존재했다. 이 도구들은 지역별

혹은 시기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유적에서 나타난 사냥도구의 종류는 <표

2>과 같다.

표를 통해 보면 1기에서부터 4기에 이르기까

지 돌날이나 종장형의 돌날격지, 격지 등을 이

용하여 만든 찌르개들이 계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양면석기가 사용되면서 잎형찌르개가

발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잎형찌르개

들은 양면이나 외면을 모두 이용하면서 나타나

고 있지만 후기에 이를수록 눌러떼기 기술의

발달로 양면으로 손질 된 버드나무 잎처럼 얇

고 가는 잎형양면찌르개가 극동지역을 중심으

로 발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후기구석기시대에 이르면 이

러한 사냥도구들이 많이 발견되게 된다. 우리나

라의 후기구석기시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중기구석기시대 이래 지속된

격지석기전통에서 이주의 결과로 나타난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 등이 약 40,000년 전

후에서 10,000년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8)

앞에서 나눈 시기별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냥도구가 발견되고 있다(그림 6). 대표적인 유적으

로 1기에는 용호동 2·3문화층, 화대리 2문화층, 왜실 1문화층, 정장리 유적 등이 있다. 2기에

는 호평동 1문화층, 용산동, 고레리, 진그늘, 신북 유적 등이 있으며, 3기의 유적으로는 석장

리, 하가, 수양개, 월평유적 등이 있다. 마지막 4기의 유적에는 서두리, 기곡 유적 등이 대표

17) 이러한 작살은 바이칼 지역의 다른 후기구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인 오슈르코바(Oshurkovo)

유적이나 쿠를라(Kurla) 유적에서도 소량 출토되었다.

18) 이헌종(2000a) 「동북아시아의 중기구석기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33, 한국상고사학회,

pp.7-48; 이헌종(2004)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편년과 석기의 기술형태적 특성의 상관

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44, 한국상사학회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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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의 사냥도구는 대표적으로 슴베찌르개를 들 수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다.19) 대부분의 유적들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에는

돌날문화에 해당하는 유적들뿐만 아니라 격지석기 전통이 나타나고 있는 유적들에서도 슴베

찌르개가 발견되고 있다.20) 이 중 슴베찌르개의 원시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용호동 3b지층

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부가공을 통한 장착용 석기가 중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

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나 후기구석기시데 초기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제작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21) 따라서 슴베찌르개의 등장을 돌날석기문화와 관계 짓기보다는 격지석

기전통문화와 돌날석기문화라는 각기 다른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는 석기문화 속에서 등장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

즉, 시베리아지역과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 1기는 석기전통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도적

단계에서 시작하며, 앞선 시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이후 시기의 특징이 공존하며 점차 그

지역에 맞는 석기군의 체계가 잡혀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지역에서는 후기구석

기시대 1기의 중기-후기 과도적인 단계인 카라봄 유적이나 카라콜, 데니소바 유적 등에서 나

타나는 것처럼 르발루아 찌르개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기가 후기로 갈수록 이

러한 현상이 없어지고 비교적 이른 시기에 양면석기류와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잎형찌르개가

나타나게 된다.23) 특히 우스트 말탓 2유적과 제르비나 유적에서 이러한 양면 찌르개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양면석기들은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잎형찌르개

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타원형의 양면석기들은 날부분과 밑부분이 볼록하거나 완만하게 되

19) 이융조·공수진(2002) 「수양개유적의 슴베연모에 대한 새로운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제6호, 한국구석기학회, pp.11-24; 장용준 2002「, 우리나라찌르개尖頭器)연구」,『한국구석기

학보』제6호, 한국구석기학회, pp.37-46; 김환일(2006) 「대전 용산동 구석기유적 출토 슴베

찌르개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第2號, 중앙문화재연구원, pp.1-22; 이헌종(2009) 앞의

논문; 이헌종·장대훈(2011)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슴베석기의 기능과 도구복원 연구」,

『한국구석기학보』 제23호, 한국구석기학회, pp. 103-120; 최승엽(2009) 「화대리 구석기유

적의 슴베찌르개 돌감 연구」, 『인문과학연구』 2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21-242; 이기길 2011「, 진안 진그늘유적의 슴베찌르개 연구: 제작기법, 형식, 크기를 중

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73 pp.5-30; 박가영 2012『 한반도출토슴베찌르개연구』, 부산

대학교석사학위논문; 최철민(2014) 『후기 구석기시대 슴베찌르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大谷薰(2016) 韓國 後期舊石器 狩獵具製作과石材消費戰略-슴베찌르개를 중심으로,

『湖西考古學』 35, 호서고고학회, pp.4-37;김은정(2016) 「진안 진그늘유적 슴베찌르개의 제

작과 사용에 대하여」, 『湖南考古學報』 第53輯, 호남고고학회 pp.4-25.

20) 이헌종(2009) 「동북아시아 현생인류의 등장과 사냥도구의 지역 적응에 대한 연구」, 『한

국구석기학보』제20호, 한국구석기학회(수양개 Ⅵ지구 3문화층의 발굴로 인해 우리나라 돌날

문화의 상한이 40,000년 전후라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유적의 연대는

39,930BP, 38,180BP, 39,689BP로 측정되었고, 돌날몸돌, 돌날, 슴베찌르개, 긁개, 끝날긁개, 홈날,

뚜르개, 새기개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1) 이헌종(2009) 위의 논문.

22) 장대훈(2016)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사냥기술과 인지능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카라봄 유형에서도 양면석기가 나타나지만 매우 소량이고 형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논

문에서는 분류과정에서 제외하였지만 양면석기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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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베리아와 우리나라의 시기별 주요 사

냥도구

어 있는 것도 있지만 찌르개의 형태로 뾰족

하게 양 끝이 다듬어진 것도 많다. 또한 비체

계적이기는 하지만 세형몸돌의 원시형이 나

타나면서 데니소바 유적에서와 같이 결합식

도구도 나타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격지석기전통과 돌날

석기문화가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용호동 유

적에서 슴베찌르개가 이르게 나타나고 있으

며, 이러한 슴베찌르개는 후기구석기시대 후

기로 갈수록 확산되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날을 손질한 찌르

개들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슴베찌르개는 대

부분의 유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후기구석기시대 2기의 시베리아는 초기형

태의 세형몸돌이 등장하게 되며 세형돌날문

화가 시작하고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르

발루아 찌르개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물

론 드부글라스카(Dvuglazka) 유적에서처럼

계속적으로 중기구석기시대의 특징이 이어져

오고 있는 유적이 있지만 매우 드물다. 이 시

기는 전형적인 세형몸돌이 등장하는 단계이

며, 양면석기도 셀렘자 유적에서와 같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외면으로 만들어진 잎형찌르

개도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연하게 잔손

질된 찌르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쉐스타

코바 유적에서 다량의 소형찌르개가 발견된 것이 특징적이다. 이 유적에서도 세형몸돌이 출

토되기는 하였으나 전형적인 양면박리의 몸돌보다는 소형몸돌에 가까우며, 수량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석기군의 구성은 소형석기류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석기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 의도가 나타난다. 소형찌르개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유적의 소형찌르개는 매우 정교하게 양 측면을 다듬었고, 양 끝이나 한쪽 끝을 날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유적들을 통틀어서도 소형찌르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토된 유

적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소형의 석기들을 만들기 위하여 세형몸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특정 유적에서는 골각제 결합식도구가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골각제 찌르개

의 사용도 증가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2기는 돌날석기문화의 정착과 함께 세형돌날문화가 시작되며 공존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5,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형돌날문화가 시작하게

된다.24) 따라서 2기에 속해 있지만 완전한 돌날문화를 전통으로 하는 유적들(호평동 1문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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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 고레리, 진그늘)과 세형돌날문화의 등장 단계의 유적(신북)에서 모두 슴베찌르개가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의 돌날석기문화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은 기본적으로 돌날을 소재로

하여 슴베 및 날을 가공한 전형적인 슴베찌르개가 정착한 시기라 할 수 있다.25) 또한 이 시

기의 세형돌날문화에 속하는 유적 중 신북 유적에서는 슴베찌르개와 함께 양면 손질된 잎형

찌르개 출토된 것이 특징적이다.

3기에 접어들면 세형돌날문화가 절정을 이루게 된다. 시베리아지역은 3기에 이르러서도 한

쪽 측면이나 양 측면을 잔손질한 찌르개들은 계속적으로 발견되지만 기존 1기나 2기에처럼

단면 삼각형이나 마름모 꼴 등 기본적인 형태에서 긴 돌날을 이용하여 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듬은 것들도 나타나며, 측면과 밑부분까지 전체에 걸쳐 손질이 이루어진 찌르

개도 소량 출토되었다. 이것은 잎형찌르개는 아니지만 잎형처럼 전체에 걸쳐 잔손질이 세밀

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면석기 혹은 잎형찌르개의 기술적 특징이 일반 찌르개의 제작과정

에까지 이어져 온다고 할 수 있다. 잎형찌르개의 손질은 이전 시기보다 더욱 정교해 졌는데,

셀렘자 유적군을 통해 살펴보면, 잎형찌르개들은 측면을 손질하면서 가운데 부분으로 서로

맞물리게 능선이 있도록 한 것이 다소 발견되었다. 이것은 이 전시기의 양면박리 기술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찌르개 종류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이전 시기에서 보이는 잎형

찌르개나 양면석기에서는 단순히 양면을 가공하여 날부분이 뾰족하면 찌르개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 시기에서는 양 측면을 일정한 위치에서 비교적 대칭이 되도록 다듬어

가운데 능선이 나타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날을 이용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눌러떼기 기술이 사용되고 발전해 감에 따라 더욱 얇고 정교한 석기

들로 발달해 나간다.

한편 골각제 찌르개와 결합식도구는 주로 리스트비엔카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유적

의 찌르개는 얇거나 조금 두꺼운 편인데, 끝이 뾰족하며 길이는 2기에서 출토된 것보다 길지

않다. 또한 짧은 형식의 찌르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합식도구는 일반적인 길고 얇은 형태

가 아니라 넓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밑부분에 손질을 통해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도구도

나타난다. 이러한 넓고 얇은 형태의 결합식도구는 이시기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리스트비

엔카 유적의 특징으로 4기에까지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6)

우리나라에서도 3기는 세형돌날문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슴베찌르개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양개 유적에서는 다량의 슴베찌르개가 출토되었다. 이 시

기에서 슴베찌르개는 이전의 시기보다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양개 유적을 비

롯하여 삼리 유적, 하가 유적 등에서 각추상석기와 슴베찌르개가 공반되거나 각추상석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27). 또한 앞선 신북 유적에서 발견되었던 잎형찌르개가 월평 유적이나 석

장리 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시기처럼 슴베찌르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형돌날문화의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크기가 좀 더 소형화되어 있으며, 각추상 석기나 잎형

24) 이헌종(2014) 앞의 논문.

25) 장대훈(2016) 앞의 논문.

26) 날 부분이 뾰족하지 않아서 다른 석기를 결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냥용 결합식도구로 분류하였다.

27) 이헌종(2009),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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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개 등의 석기처럼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기구석기시대의 말기이자 과도기 단계로 넘어가는 4기에 이르면, 시베리아지역에서는

대부분 양측면을 잔손질한 찌르개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정교하게 측면을 다듬었다. 또한 소

형의 찌르개들도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잎형찌르개는 일반 찌르개의 잔손질한 특징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앞선 시기에서보다 더욱 보편적으로 만들어졌다.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적들에서 잎형찌르개가 확인된다. 앞 시기에서 외면으로 된 찌르개가 양면보다

많이 출토되며, 4기에서도 외면으로 잔손질된 잎형찌르개의 비율이 높지만 양면으로 만들어

진 잎형찌르개도 이전 시기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셀렘자 유적군 1층이나 수보로보, 일

리스타야, 고르바트카, 우스티노프카 1·6 유적등 대부분 극동지역에 양면석기와 양면으로 만

들어진 잎형찌르개가 집중되어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 찌르개들은 전체적으로 얇고

작아졌으며, 너비도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눌러떼기 기술을 통해 매우 정교한 잎형찌

르개가 제작되었다. 또한 우스티노프카 1유적에서는 기부가공을 한 슴베찌르개가 출토되어

다른 지역과는 찌르개의 변화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골각제 사냥도구도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찌르개는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쪽뿐만 아니라 양쪽 끝을 모두 이용하기 위한 찌르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결합식도구도 소형화 되어 있는데, 단검과 같이 사용하기 위한 작은 결합식도구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분에만 미늘을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도 많이 발견된다. 이는 점차 동

물을 사냥함에 있어서 소형의 동물이 주 대상이며, 도구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특히 바이칼지역의 베르홀렌스카야 고라유적에서

는 작살이 여러점 출토되어 어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살은 인

접한 후기구석기시대 말기의 유적인 오슈르코바 유적이나 쿠를라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유적들은 바이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들에서는 시베리아연어, 강명태, 민물꼬치고기

목의 어류 등이 발견되어 당시 여러 종의 어종이 존재했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칼 호수 근처의 유적들에서는 작살의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어로가 행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

한 작살이나 낚시바늘과 같은 도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2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계에 후기구석기시대 최말기 및 전환기의 사냥도구들이 나타나

게 되는데, 이전 시기보다 찌르개류가 더 다양해진다. 특히 서두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경찌르

개와 오지리 유적 지표에서 수습된 유경찌르개, 기곡 유적에서 출토된 내만형 석촉 등이 특

징적이다. 유경찌르개는 잎형찌르개의 발달로 인한 기술체계가 눌러떼기 기술로 발현되어 이

전보다 더욱 정교한 소형의 찌르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찌르

28) 이러한 슴베찌르개 혹은 기부가공의 찌르개는 우스티노프카 1유적을 제외하고 우스트 듁타

이(Ust'-Duktai) 유적과 우쉬키(Ushki) 유적, 쿠를라 유적에서 소량 확인되었다(이헌종

(2009) 앞의 논문).

29) 말타유적이나 코코레보 유적에서도 어종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어로 관련 추정 유물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유적들에서도 마찬가지

로 어로와 관련한 도구나 뼈연모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작살이

발견되거나 어로 관련 도구가 발견된 곳은 바이칼지역의 몇몇 유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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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양상은 전환기를 거치며 고산리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형돌날문화가 점차 사라지

면서 두터운 종장격지나 소형 격지들을 양면 가공한 유경찌르개 및 내만형 석촉 등으로 정착

하는 문화적 양상을 보인다.30)

이처럼 시베리아 지역과 우리나라는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에 다

른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시기가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냥도구의 종류와 특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시베리아지역에서는 양면박리기법과 돌날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

정형의 세형몸돌이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데, 이로 인한 석기의 소형화와 기술체계의 변화는

이른 시기부터 잎형찌르개가 존재하고 결합식도구와 골각제 찌르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배

경이 되었다. 또한 세형돌날문화가 발전해감에 따라 이러한 사냥도구들은 더욱 정교하고 소

형화되어 나타났으며, 눌러떼기 기술을 통한 아주 세밀한 잎형찌르개 등이 극동지역을 중심

으로 후기구석기시대 말기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뚜렷한 특징의 시베리

아지역의 사냥도구들은 슴베찌르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유럽 러시아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시베리아지역은 매우 광활하며,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

적의 수도 매우 많다. 특히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들이 많은 편인데, 알타이지역에서부터 극

동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와 특징을 보이는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의 후기구

석기시대는 편년과 출토되는 석기군을 통한 문화상으로 볼 때 45,000-30,000BP, 30,000-20,000BP,

20,000-15,000BP, 15,000-10,000BP의 대략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속하는 유적들 중에서 사냥도구는 유물의 수량이 적어 파악하기 힘든 유적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다. 약 45,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후기구석기시대

초기 시베리아에서는 지역적으로 이전의 석기문화와 연계된 사냥도구들이 발생하며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후기구석기시대 후기로 갈수록 양면석기와 잎형석기의 사용이 두드러지

고,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사냥도구들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에 격지석기전통에서 돌날석기문화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

이며 슴베찌르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슴베찌르개는 후기구석기시대 후기에까지 이

어지고 있으며, 과도적 시기에 이르면 잎형양면찌르개와 내만형석촉, 유경찌르개 등으로 다양

하게 분화되어 간다. 시베리아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사냥도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기-후기 과도적 유적을 중심으로 르발루아 찌르개가 존재하고, 르발루아 기법에 기

인한 양면석기가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카라콜 유형에서처럼 초기 단계이기는 하

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비정형의 세형몸돌이 만들어지면서 결합식도구가 사용되며, 양면석

기로부터 발전된 잎형찌르개가 나타나게 된다. 이 잎형찌르개는 후기로 갈수록 사용빈도가

30) 장대훈(2016)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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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게 되는데, 후기구석기시대 후기에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눌러떼기라는 발전된 기술

로써 극대화 된다. 셋째, 양면찌르개나 잎형찌르개 등 양면석기에 기반한 찌르개들 이외에도

소형의 격지나 돌날격지를 통해 만들어진 찌르개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각

제 사냥도구 중에서는 결합식도구뿐만 아니라 찌르개나 작살 등도 만들어 사용되어졌다. 넷

째, 후기구석기시대 말기의 전환기에 이르면, 일부 유적에서 슴베찌르개와 같은 도구도 나타

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적에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기보다는 잎형찌르개가 더욱 정교하

게 계속적으로 사용된다.

이렇듯 시베리아지역의 사냥도구들은 이른 시기에 양면석기가 나타나면서 이 양면석기를

중심으로 사냥도구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후기구석기시대 후기로 갈수록 더욱

보편적으로 되며,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훨씬 정교한 사냥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

냥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시베리아지역의 특징은 과도적 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의 혼

성성, 그리고 공통된 도구를 시베리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확장성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인류의 이동, 정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요소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의 역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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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shape point

A study of hunting tool of the upper paleolithic period in

Siberia region

Son, Dong-Hyuk

The Siberian region can cover a wide range including Altai, Yakutia,

Baikal. and Far East. The upper Paleolithic sites with various periods and

features from Altai to the Far East were discovered. The upper Paleolithic

of Siberian region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 1 (45,000-30,000

BP), Period 2(30,000-20,000BP), Period 3(20,000-15,000BP), and Period

4(15,000-10,000BP).

In the Siberian region, atypical micro core appear in the early period,

with features of bifacial technique and blade culture. The miniaturization

of the stone tool and the change of the technical system became the

background where the leaf-shape point was present from the first stage,

and the composited tool and the point of the bone were appeared. In

addition, as the blade culture developed from the second stage, these

hunting tools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miniaturized. Especially, in

the 4th period, very detailed leaf-shape point through Pressure flaking can

be said to lead to the end of the upper paleolithic Age centered on the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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