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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환동해문화권은 한반도의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와의 문화교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기시
대를 중심으로 처음에 설정되었으나(Subotina 2005; 강인욱 2006), 이러한 문화교류 혹은 접
촉 현상이 이 시대만 국한되지 않고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지역적 범위도 아무르
강 하류까지 넓힐 수 있다는 논의가 되었다(김재윤 2008).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석기시대의 어
느 시점부터인지는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하였는데,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고토기 출현시점부
터 각 지역에 나타나는 토기를 ‘환동해문화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문제제기하고자 한다.

II. 아무르강 하류의 오시포프카 문화(Осиповская культура)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시대는 오시포프카 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 문화는 처음에 아무
르강 중류의 그로마투하 문화의 석기와 비슷해서 주목을 받았다(오클라드니코프·데레뱐코
1977). 하지만 그로마투하 문화에는 토기가 출토되어서 신석기시대로, 오시포프카 문화는 그
때까지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화는 신석기시대가 아직 아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오클라드니코프·데레뱐코 1977). 하지만 오시포프카 문화의 유적들에서 토기가 확인되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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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대가 밝혀지게 되면서 신석기시대 문
화로 파악하게 되었다(네스테로프 2005).
오시포프카 문화의 유적으로는 오
시포프카(Осиповка)-1, 가샤(Гася), 훔미
(Хумми), 곤차르카(Гончарка)-1, 노보트로
이츠코예(Новотроицкое)-3, 7, 10, 14, 17,
오시노바야 레치카(Осиновая речка)-10, 16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아무르강 하류와 우수리
강을 따라서 550km 반경 안에 위치한다.
이 문화의 상한은 아무르강 하류의 북동쪽
으로 훔미 유적이 있는 이브로노-고린스
키(Евроно-Горниский)지질고고학지구에서
부터 하한은 우수리강 하류 饒河의 소남
산 유적이 하한이다. 우수리강과 아무르강
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하바로프스크 시내
에서 중국 국경까지의 이 지역은 헤흐치르
(Хехцир) 지질고고지구로 70개 이상의 오

┃그림 1┃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고토기 출토 유적
1. 우스티노프카-3, 2. 체르니고프카-알티노프카-5, 3. 소남산,
4. 곤차르카-1, 5. 가샤, 6. 오시포프카, 7. 오시노바야 레취카-1,
8. 훔미 유적

시포프카 문화 유적이 알려져 있고, 그 중 56개 유적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특히 여기
서 최근에 오시포프카 문화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는데, 노보트로이츠코예-3, 10, 14, 17, 곤챠르
카-1~4, 오시노바야 레치카 유적 등이 알려졌다(쉐프코무드 1998, 2002, 2003).
곤챠르카-1 유적은 아무르강의 지류와 합하는 곳의 돌출된 단애부에 위치한다. 유적의 토층
은 5개로 나누어지는데, 1층은 부식토층이고, 2층은 회백색의 롬(loam)층인데, 신석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유물이 소량 출토되고 있다. 3층은 2층보다 풍화가 많이 되고 점토성이 강한데,
오시포프카 문화의 유물이 포함된 층이고, 두 층(3a, 3b)으로 세분할 수 있다. 4층은 모래층으
로 유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4층 하부부터 5층 상면까지 유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5층은
자갈층으로 유물이 없다.
이 유적의 3b층에서는 노지가 7기 확인되었다. 직경 30~50cm로 원형 혹은 타원형인데, 탄
화물이 집중되거나 소토, 재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가샤 유적은 하바로프스크 주 아무르강 하류의 사카치 알리안 마을에서 0.7km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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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다. 유적은 사질점토와 사질토층에 의해서 덮여 있고, 두께 2.5~3m에 달하는 플라이
토세 점토층이 이 유적의 가장 아래층이다. 가장 이른 신석기시대 유물은 주로 이 점토층 상면
에 놓여 있었다. 이 층위 위로 말르이쉐보 문화(Малышквская культура)층과 보즈네세노프카 문
화(Вознесеновская культура)층이 있고, 그 위로 초기금속기문화층과 중세문화층까지 형성되어 있
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토기로 생각되는 고토기가 출토
되는 오시포프카 문화층이다. 이 외에 신석기시대 문화 말르이쉐보 문화와 보즈네세노프카 문
화의 유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가장 이른 오시포프카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동식주거지 춤(чум)원두막식 주거지와 유사한데, 알려진 주거지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크기는 3.5m× 4.5m,
5.0m×1.7m인데, 주거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 후미 유적
에서 보이는 반수혈식 주거지도 이 시기에 보인다.
훔미 유적은 하바로프스크주 콤사몰스키지구의 아무르강 지구인 훔미강의 우안에 위치한
다. 다층위 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오시포프카 문화층은 생토 바로 위 사질점토층이다. 오시포프
카 문화층에서는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는데, 반수혈식으로 평면형태 말각장방형이다. 주거지
내부 중앙에는 노지가 설치되었고, 10개의 기둥구멍도 확인되었다.
오시포프카 문화의 유적에서 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14개소 이상인데, 오시포프카-1, 가
샤, 후미, 곤챠르카-1,3, 고샨, 아무르-2, 노보트로이츠코예-3, 7, 10, 오시노바야 레치카 10, 16
등이다. 그중에서도 토기 기종의 다양함이나 양으로 보아서 가장 많은 유적은 곤챠르카-1 유적
이다.1)
이들 토기 특징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실은 태토에 풀을 섞어서 성형했다는 것인데, 이외
에도 샤모트(내화토)도 혼입물로 사용되었는데, 곤차르카-1, 훔미, 노보트로이코예-10, 오시노
바야 레치카-10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확인된다. 출토 토기의 태토에는 플린트, 석영,
혈암과 드물게는 석영과 장석도 혼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샤모트나 풀이 혼입되기도 한다. 하
지만 샤모트에 비해서 풀이 들어가는 경우는 비중이 적은 편인데, 가샤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의 태토에서는 풀을 넣은 경우가 알려졌지만, 그러한 유물은 일부이고 대부분은 샤모트가 혼입
되어 있다(셰프코무드·얀쉬나 2011).
토기의 기형은 평저의 발형토기가 기본이다. 가샤유적의 출토품은 평저의 심발로, 토기 표
면에 세로방향으로 시문구로 정면한 흔적(그림 2-15)이 잘 남아 있다(메드베제프 2005). 곤챠

1) 1995년 발굴에서 출토된 이 유적의 유물은 모두 460편 정도이고, 그중 완형도 최소 4점이다(셰프코무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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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카-1 유적의 출토 유물은 구연부는 직립하거나 약간 내만한다. 기형을 알 수 있는 유물 가운
데는 평저에 낮은 발형 토기인데, 구경이 器高보다 휠씬 넓은 기형이다. 구연단에는 공열문(그
림 2-6,7), 융기문(그림 2-1)이 시문되거나 동체부는 무문, 다치구에 의한 지그재그 문(그림
2-6,7) 등이 시문된다(長沼正樹 2010). 시문도구는 회전식시문구나 다치구 혹은 나무막대기나
판에 줄을 감아서 만든 도구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세프코무드, 얀쉬나 2011).
오시포프카 문화의 석기는 세석인핵, 세석인, 다양한 모양의 양면조정첨두기, 긁개, 석부 등
이다. 세석인핵은 양면석기로 제작된 것 중에서도 湧別技法과 작은 자갈돌을 소재로 해서 정면
한 세석인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긁개는 평면삼각형인 것이 가장 특징적이고,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다. 석재는 니암, 옥수석제, 각섬석 등이다. 이 밖에 대형 어망추, 굴지구, 화살촉 등이
있고, 석부는 부분적으로 마연된 것도 확인된다.
토기와 석기 외에 이 문화의 잘 알려진 유물로는 예술품과 작은 우상물이 있다. 예술품은
주로 석제의 목걸이, 펜던트 등이고, 우상물은 돌로 만든 새, 흙으로 빚은 곰, 남녀의 성기를 양
쪽 끝에 조각한 석제품 등이 있다.
이 문화의 절대연대는 최소 6개 이상의 유적에서 확인되는데, 대체적으로 14200~9900B.P.
정도로 보고 있다(셰프코무드·쿠즈민 2009).

<표 1> 오시포프카 문화의 절대연대

가샤

훔미

곤차르카 1

오시노바야 레치카-10
오시노바야 레치카-16

12,960±120(LE-1781)

탄화물

11,340±60(GEO-1413)

탄화물

10,875±90(AA-13393)

탄화물

13,260±100(AA-13392)

탄화물

12,425±850(COAN-3583)

탄화물

10,345±110(AA-13391)

탄화물

7760±129(GIN-6945)

탄화물

12,500±60(LLNL-102169)

탄화물

12,055±75B.P.(AA-25437)

탄화물

10,590±60(LLNL-102168)

탄화물

10,280±70(AA-25438)

탄화물

9890±230(Gak-18981)

탄화물

메드베제프 1993

랖쉬나 1999

셰프코무드 2001
카로트키 2001

10,760±150(TKa-12954)
11,140±110((TKa-12954)
11,365±60(AA-60758)

탄화물
탄화물

셰프코무드·쿠즈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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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해주의 고토기 단계
연해주는 아무르강 하류처럼 신석기시대 시작 단계를 고고문화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우스
티노프카(Устиновка)-3, 체르니코프카-알티노프카(Черниновка-Алтыновка)-5 유적, 고르니 후토
르(ГорнийХутор)-2 유적 등에서 고토기가 출토되고 있지만 연해주는 아무르강 하류에 비해서
이러한 유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고토기의 출토연대도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우스티노프카-3 유적은 연해주 카발레로프 마을에서 30km정도 떨어진 제르칼나야 강의 계
곡부에 위치하고 있다. 1961년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서 제르칼나야 강 주변의 고고학유적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고, 1987년에 처음으로 발굴하였다. 그 뒤로 1992년부터 1997
년까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학·민속학 연구소와 일본 東北福祉대학이
공동발굴 조사하였다.
우스티노프카-3 유적은 13구역으로 나누어서 발굴되었는데, 표토층을 제외하고 모두 3개
~4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 제일 아래층(3층과 4층)에서는 노지가 있는 주거시설이 2기 확인
되었다. 가장 아래층에서는 저화도의 질이 좋지 않은 토기가 세석인과 함께 확인되었다. 주거
시설(2호 주거지)의 북쪽에서도 3편이 확인되었다.
체르니고프카-알티노프카-5, 고르니-후토르-2 유적은 한카호 부근에 위치하는데, 정식발굴
되지는 않았고 일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이미 많이 파괴된 상태로 몇 개의 문화층이
조사되었는데, 가장 아래층에서 세석인과 함께 고토기가 출토되었다.
우스티노프카-3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직립구연에 아래로 갈수록 직경이 줄어드는 형태
로, 표면이 아주 거칠고, 구연부에 구멍이 뚫린 것도 있다. 토기의 태토에는 풀이나 동물털 등
이 혼입된 것으로 저화도소성이다. 모두 140편가량으로 토기 2~3개체분 정도이다. 체르니코
프카-알티노프카-5 유적의 유물도 우스티노프카-3 유적의 유물과 상당히 유사한데, 구연부 아
래 1.5cm 떨어진 곳에 직경 0.2~0.3cm가량의 구멍이 뚫어져 있다. 토기의 내면에는 도구에
의해서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해주 출토의 고토기의 태토는 자연적인 점토에 잘게 자른 풀을 첨가하여 만들었는데, 이
러한 유기물질이 토기표면에 무질서하게 붙어 있거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풀은 주로 사초
(莎草)과의 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물질은 토기의 내구성을 높이고, 소성온도를 높
여서 결국은 토기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글루쉬코프 1999). 석기는 세석인, 석
인, 양면가공석기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우스티노프카-3 유적에서는 물고기 모양의 석제품(그림 2-61)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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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고토기와 석기
1~8, 16~24. 곤챠르카 1, 9~11. 훔미, 12~14: 노보페트로이츠코예 10, 15. 가샤, 25~37. 오시포프카, 38~42. 가샤 유적,
43~48, 56~69. 우스티노프카-3, 49~55. 체르니고프카-알티노프카 5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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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프카-3 유적이 위치한 제르칼나야강의 어로활동이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가르코빅 2005).
연해주 고토기의 절대연대는 아무르강 하류에 비해서 늦은 편으로 우스티노프카-3 유적의
절대연대는 9301±31B.P.이고, 체르니코프카-알티노프카-5 유적에서는 9020±65B.P.가 알려
져 있다.

IV. 고토기의 형성 배경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고토기는 태토의 상태, 저화도 소성 등 토기제작기술이 본격적으
로 토기가 제작되는 단계보다 낮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연해주의 고토기 기형이 저부까지 자세
하게 알려진 적은 없지만 직립하는 구연부 형태 등을 보아서 아무르강 하류와 마찬가지로 평저
토기일 가능성이 많다. 구연부에 구멍을 뚫는 점 등은 양 지역이 유사하다. 하지만 아무르강 하
류의 토기 동체부 문양은 지그재그 문(어골문), 융기문 등으로 다양한 시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셰프코무드·얀쉬나 2011) 이는 연해주의 고토기 동체부 문양이 대체적으로 무문인 것
에 비하면 다양하다.
이러한 양 지역의 토기 특징의 차이가 보이지만, 이러한 특징의 원시적인 토기는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에서 각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부터 극동까지 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이른 시기 토기는 아무르강 하류에서 나
타난다. 아마도 토기는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아무르강 상류와 자바이칼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
한 하나의 적응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연해주는 이보다는 늦은 시기부터 이러한 변화가 관찰
된다(가르코빅 2005).
아무르강 하류는 연해주에 비해서는 300년가량 이른 시기에 고토기가 출토된다. 이는 기후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후기 플라이스토세의 환경은 이러한 고토기와 새로운 생계형태를 생성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연해주에서는 이러 환경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다(카로트키
1980).
이른 단계의 토기제작과 관련된 환경은 점토채취가 쉽고, 따뜻한 기후 등이 조건이 되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어떤 점토를 어디서 채취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과정 등은 단계적으로 반
정주생활에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후기 플라이스토세의 아무르강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일찍이 토기 발생이 가능한 환경이었다. 다양한 자연물과 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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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을 적게 하였다(데레비얀코 외 1998). 아무르강뿐만 아니라
연해주에서도 연어가 들어와서 알을 낳는 곳에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산란기간의 연어
잡이는 아주 좋은 사냥 대상물이다. 연어가 산란기에는 단백질, 지방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
을 물고기로부터 대부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타바레프 2000). 이러한 것을 고고학적으로 가
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것이 우스티노프카-1, 우스티노프카-3, 곤챠르카-3 유적 등으로 물고기
모양의 석제품이 확인되는 곳이다(가르코빅 1981; 쉐프코무드 1996).
플라이스토세 마지막 기간의 환경변화는 새로운 종류의 식물을 탄생하게 하였고, 식생활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수렵채집대상물이 늘어나고, 반드시 끓여야만 섭취 가능한 식물을 길
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Kajiwara H. 1996).
토기의 탄생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으로, 새로운 음식조리법과 관계가 있다. 정주생활에 가
까울수록 저장에 대한 필요한 행위는 산발적인 경험에서 토기를 제작해서 항상 저장하려는 욕
구가 강했을 것이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석, 나무, 가죽, 섬유질 등을 이용해서 제작
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과정은 길었다. 이러한 적응연대는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연대를 기준으로 볼 수 있고, 13,000 B.P.~9000 B.P. 사
이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가르코빅 2005).
한편, 최초의 토기는 생업활동 요구에 의한 실용성이라기 보다는 제의적인 것과 관계가 더
깊다는 의견도 있다(Rice P.M. 1999). 이것은 구석기시대부터 확인되는 점토로 만든 소형의 제
의적인 유물과 정신적인 것들이 이 시점에서부터 토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
다(랑베르-가르로브스키 1991).
하지만 토기가 제작이 생업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등이 같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히 토기제작이 제의적이라기보다는 실용성과 관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V. 맺음말을 대신하여-환동해문화권의 형성 시점환동해문화권이 형성되는 시점은 신석기시대이다. 후기구석기시대에 동시베리아에서부터
극동까지 퍼져 있던 세석기문화권은 신석기시대가 되면 토기가 등장하게 되고, 토기의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중에서 아무르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에는 가샤 유적의 평저토기가 대표적으로 장강 이남의 환저토기, 시베리아의 첨저토기와 비교
된다(大貫靜夫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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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문화권이 형성되는 시점을 신석기시대로 보았지만 그 구체적인 시점과 범위 등은 고
찰되지 못하였다(김재윤 2008). 이 문화권을 설정하게 된 중심은 철기시대의 한반도 강원도 지
방과 연해주의 문화교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강인욱 2006, 수보티나 2005). 이러한 현
상은 단지 철기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서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지역 또
한 연해주뿐만 아니라 아무르강 하류까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고토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환동해문화권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그 지역적 범위는 제
주도, 사할린, 일본까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동해문화권이 지역 간의 문화교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운 개념으로서, 이 단계부
터 환동해문화권이 형성되는 시점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플라이
스토세 후기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으로써 생업환경에 따른 변화로써 발명된 것이 토
기임을 감안한다면, 이 토기가 한반도, 일본, 연해주, 아무르강 하류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
는 원인은 문화전파나 혹은 문화교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단지 아무르강 하류가 다
른 지역보다 가장 이른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아무르강의 자연환경 때문이라는 점은 앞서
도 주지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토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르
코빅 2005)가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후기구석기시대가 끝나고 신석기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해주, 아무르 강 하류,
일본, 사할린 등의 고토기가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극동평저토기문화권이 성
립되는 시점을 설명한(大貫靜夫 1998) 것이다.
환동해문화권은 이러한 ‘극동평저토기문화권’이라는 배경 아래서 한반도~연해주~아무르
강 하류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문화교류가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
다. 그 시점은 오산리 C지구의 최하층 토기가 나오는 대략 7000년(7057±32 B.P., 6749±32
B.P., 6599±26 B.P.) 전부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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