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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반도 동해안 신석기문화에서 최근 첨저토기 이전 시기에 적색마연압날문토기, 무문양토기 등 새로운
문화요소가 확인되는데 같은 평저토기문화권의 동부지역인 아무르강 하류 및 연해주의 토기, 주거지,
무덤과 비교해서 이 지역의 문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오산리 유적 C지구 신석기시대 최하층과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는 적색마연압날문토기와 무문양토기는
동해안 신석기시대 토기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마연방법과 시문방법 등 제작방법 및 일부 기형
등은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 토기와 관련이 깊다. 이 문화의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 혹
은 원형이고 노지는 대체적으로 무시설식이며 바닥에 저장공이 설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해안의 주
거지와 비교해 볼 때 아무르강 하류의 주거지가 휠씬 큰데, 입지, 기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한 양 지역의 주거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토우는 지역 간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리
쉐보문화의 연대와 동해안 적색마연토기와 무문양토기의 연대를 비교하면 대략 6500~6000B.P. 무렵
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알려진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는 토기제작방법 중 시문방법과 시문범위, 기형은 연해주 루
드나야문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과 비교된다. 문암리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은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쵸
르토브이 보로타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연해주의 동굴주거지로서 폐기 후, 무덤으로 사용
되었다. 비슷한 예가 한반도 춘천 교동에서도 확인되는데 특정한 무덤 전통을 공유한다. 루드나야문
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 절대연대와 동해안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의 중심연대를 비교해 본다면
6000B.P. 무렵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역의 토기 제작방법, 토우, 장신구, 동굴주거지 폐기 후 무덤으로 전용하는 전통 등은 문화권의 공
통성이 드러난다. 하지만 동해안 토기 중 특정기형이나 파수 및 대형석도, 결합식 낚싯바늘 등은 동해
안의 지역성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동해안 신석기문화변동은 평저토기문화권의 환
경변화에 따른 수렵채집민이 6500~6000B.P. 무렵에 아무르강 하류에서 뒤이어 6000B.P. 무렵에 연해
주에서 각각 동해안으로 이동해서 재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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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6500~6000년 전 신석기문화 비교고찰

김재윤*

I. 머리말
최근 동해안 신석기문화에서 그간 가장 이르다고 판단된 오산리식토기와 융
기문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평저의 적색마연압날문토기와 무문양토기 등이 오산
리 C지구, 망상동, 문암리, 죽변 등 동해안 여러 유적에서 확인된다. 새로운 동해
안 물질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지리적 입지이며, 같은 문화권으로 생각
되는 지역의 고고자료와 비교하고자 한다.
그간 한국고고학에서 새로운 물질자료의 등장요인은 이주와 전파에 의한 것
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재의 국경중심으로 형성된
시각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이 지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판단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지역범위에 대한 이해(신숙정 1998)가 선결되어야 새로운 물
질자료의 등장배경 혹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소한 논리의 단순성
은 벗어날 수 있다(김재윤 2014).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질자료의 등장이 문화권
내부에서 온 변화인지, 외부의 영향인지가 파악되어야 문화변동의 요인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기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고고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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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반도 동해안과 동일한 자연환경이며, 첨저토기가 나타
나기 이전에 같은 평저토기문화권으로 판단되는 연해주와 아무르강 하류에 주목
하고자 한다. 이미 필자는 오산리 유적의 C지구 신석기시대 최하층과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Малышевская культура, Malyshevo culture)가 관련되고,
그 상층의 오산리식토기 및 융기문토기가 연해주 루드나야문화(Руднинская ку
льтура, Rudnaya culture)의 세르게예프카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김재윤
2013a).

하지만 단순한 토기양상의 비교는 새로운 동해안 문화변동의 요인 및 그 양
상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토
기 이외의 고고자료로 평저토기문화권 내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II. 연구동향과 문제제기
한반도 신석기시대 연구 중 새로운 문화요소에 대한 인식은 자체발전설과 외
부영향설로 크게 나눠진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새로운 토기의 등장
인데 외부영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고산리식토기는 아무르강
하류(강창화 2002; 李東注 1996), 남해안 융기문토기는 아무르강 중·하류 혹은 송
눈평원(정징원 1991),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는 북방으로부터 유입되었고
(藤田亮策 1930; 도유호 1961; 韓永熙 1978), 금강식토기는 아무르강 하류 및 연해

주의 아무르편목문토기(한영희 1996), 혹은 편목문토기 및 뇌문토기와 관련성(안
승모 2003)이 제기되었다. 지목된 지역은 대부분 북방이며, 그곳이 한국고고학의

연구영역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문화단위별로 연구되지 않기 때문에 양 지역에 보이는 특정 문화요소
만을 비교하게 되면 단순성이 야기된다. 개별 문화요소만을 강조한 연구는 고고
문화나 혹은 어떤 시기의 표지유물 혹은 대표유물 설정이 바르게 되지 못할 가능
성이 많다(김재윤 2014).
이것은 원거리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개별요소가 관련이 없다거나 연구 자체
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단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고 그 지역의 외
부와 내부를 구분한 후 여러 문화요소를 비교하는 것이 특정 지역의 새로운 문화
변화 혹은 변동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다(김재윤 2014). 문화권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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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좀 더 확대한 개념(강인욱 2012)으로, 생계경제 및 자연환경의 유사성에

기인한 문화교류관계를 심화된 문화로 묶은 단위이다. 문화권의 하부단위로 ○

○문화와 ○○지역이 있다. 전자는 한국고고학계에서 인식하는 고고문화의 단위
이며, 후자는 대체로 하나의 문화를 포괄하는 지역적인 범주1)이다. 문화권의 개
념은 각 연구자들이 속한 학문적 배경과 고고자료의 분석방법 및 시공간적 경계
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선사시대 문화권은 ‘극동평저토기문화권’과 ‘환동해문화권’
등이 있다. 전자는 레나강 동쪽부터 극동까지 세석인을 공유하던 후기구석기시
대와는 달리 신석기시대가 되면서 동북아시아 각 지역에서 기형이 다른 토기가
등장한 점을 명명한 것이다.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업의 차이가 생기게 되
면서 극동, 시베리아, 장강 이남으로 크게 구분되며 극동에는 주로 평저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大貫靜夫 1998). 이 문화권은 아무르강 하류의 고토기를
중심으로 정의되었지만, 그 범위가 드러난 것은 기원전 6000년 이후로 요서지
역, 하요하유역, 요동지역 등에서 평저토기가 확인된다(김재윤 2014: 표 1). 후자
는 연해주 및 인접한 지역과 한반도 동해안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시간
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계속적인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식한 것이다. 신석기시대는 동해안과 연해주 및 아무르강 하류도 포함되는데,
자연생태에 따른 생계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평저토기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동해안 오산리 유적의 발굴을 계
기로 이 문화권과 한반도 동해안 간의 병행관계를 연구한 것이(白弘基 1994) 한
국에서 출발점이다.
오산리 유적은 절대연대가 BC 6000년으로 확인되면서 그 전까지 전무했던
한반도 동해안의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의 유적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됨
으로써 선사문화 연구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된 중요한 자료이다. 시베리아
Kamm Keramik의 영향으로 한반도 신석기문화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藤田亮策
1930)을 결정적으로 뒤집는 절대연대 및 토기들이 출토된 것이다. 유적에서 출토

된 오산리식토기 및 융기문토기는 첨저의 빗살무늬토기보다 아래층에서 출토되
었으며, 더욱이 이 토기는 한반도 북부에 퍼져 있던 평저토기로 이 토기의 분포
권이 동해안까지 퍼져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시기에 따라서 문화교류 양상에 차
1) 예를 들면 ‘동북한문화지역’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서로 맞닿아 있는 지정
학적인 지역을 연구하면서 신석기시대 후기의 이 지역이 하나의 문화인데, 서로 다른 문화처럼
불려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사용하게 되었다(김재윤 2009).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6500~6000년 전 신석기문화 비교고찰 | 7

표 1  오산리 유적 층위(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재편집)
문화층

유구

2층

조선시대

주거지

3층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

4층

신석기시대 중기

6호 주거지

6층

융기문토기 상부문화층

3, 4호 주거지

7층

융기문토기 하부문화층

5, 6호 주거지

8층

오산리식토기

오산리식토기

9·10층

적색마연압날점열토기+무문양토기

1, 2호 주거지

11층

후기구석기

박편석기

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영희 1983).
한편, 오산리 유적에 대한 중요성은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 간의 편년문
제로 이어진다. 오산리 유적(A·B지구)에서 평저의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토기
가 층위별로 발굴되지만 유적의 층위에 대한 신빙성문제로 두 토기의 상대편년
은 토기의 형식에 중점을 두어 편년하는 견해(김장석 1991; 하인수 1995)와 층위
를 그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5; 崔鐘赫 2001)가 있
으며, 토기의 형식학적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층위를 통해 검증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田中聰一 2000; 김은영 2006). 기존의 오산리 A·B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융기문토기가 오산리식토기보다 선행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한국
고고학회 2010: 표 7). 두 토기의 계통은 두만강 서포항 I·II기층 유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다(김장석 1991; 白弘基 1994). 또한 이 유적보다 북쪽에 위
치한 문암리 유적은 연해주의 보이스만문화와 관련된다(김은영 2007)고 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오산리 유적 C지구의 후기 구석기시대보다 위층(9·10층)에서
평저의 적색마연압날점열토기와 무문양토기가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6~8층에
서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가 차례대로 출토됨으로써, 그간 파악된 동해안
신석기문화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표 1). 적색마연토기(사진 1)는 오산
리 유적의 C지구 이외에도 문암리 유적, 망상동 유적, 죽변 유적 등에서 출토됨
으로써 동해안의 융기문토기나 오산리식토기보다 이른 단계의 토기로 판단된
다. 하지만 죽변 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는 오산리 중층양식의 토기와 유
사한 점이 많아서 죽변양식으로 설정되었으며, 가까운 오산리 유적이나 남해안
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임상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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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마연(압날문)토기는 융기문토기 및 오산리식토기
와 제작방법 중 토기 기면을 정면하는 법이 다르다. 최근
동해안 신석기시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됨으로써 현재로
서는 동해안 신석기시대 가장 이른 시기를 점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해안에서 문화변동은 어떻게 일어났
을까?
동해안에서 고토기가 아직 출토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
하면, 이 토기는 동해안에서 토기제작기술이 전무한 가운
데 출토되기 때문에 자체 발생했다고 보기는 설득력이 부
족하다. 그렇다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동해안에서 이보
다 이른 단계에 토기제작기술이 있었을 가능성 혹은 어딘
가에서 왔다는 것이다.
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논하기 힘들지만,
후자가 고고학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새로운 문화변동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
향을 받았다는 논리는 문화권이나 지역권을 고려하지 않
은 것으로 단순비교에 그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림 1 관련된 유적(유적명은
표 2의 번호와 일치)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신석기시대가 수렵채집사회라는 점에서, 같은 생계
경제권으로 생각되는 문화권 내의 다른 지점과 비교를 통해서 동해안의 새로운
문화변동양상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 아무르강 하류~연해주~한반도 동해안은 시호테알린 산맥과 백두대간
이 연결되어 큰 산맥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며, 동해안가의 강은 모두 바다로
흐르는 자연입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계경제형태가 유사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고고학적으로도 이 지역은 평저토기문화권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
는 이미 동해안의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토기가 연해주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토
기와 유사하고, 그보다 하층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는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
쉐보문화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김재윤 2013a, 2014).
본고에서 이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평저토기문화권의 동부지역인 아무르
강 하류와 연해주의 주거지 및 동굴주거지가 폐기 후에 무덤으로 사용되는 현
상, 토우 등과 같은 고고자료(표 2)를 고찰하여 문화권역에서 확인되는 동해안
의 문화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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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유적
지역 번호

아
무
르
강
하
류

연
해
주

유적명

조사연도

조사성격

시대

성격

참고문헌

하중도

1972~1975
1993~1995
1997, 1999
2000~2002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2002, 2003

1

수추
(Сучу, Suchu)

2

보즈네세노프스코예
(Вознесеноское,
Voznesenskoe)

하안단구

1960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오클라드니코프 1972

3

가샤
(Гася, Gasha)

하안단구

1980
1989~1990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데레뱐코·메드베제프
1993, 1994, 1995

4

말리쉐보
(Малышевское,
Malyshev)

하안단구

1963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오클라드니코프 1970

5

쵸르토브이 보로타
(Чёртовы варота,
Chertovy varota)

동굴

1973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알렉세프 외 1991

드보랸카 1
(Дворянка 1,
Dvorayanka 1)

주거유적

구릉위

2004
2006

신석기시대

6

발굴조사
청동기시대

무덤

7

세르게예프카 1
(Сергевка 1,
Sergevka 1)

구릉위

2004

발굴조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주거유적

바타르쉐프 2009

8

쉐클라에보 7
(Шеклаево 7,
Sheklaevo 7)

구릉위

2003~2004

발굴조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중세시대

주거유적

클류에프·안쉬나·
코노넨코 2003

9

엘제페-3-6
(ЛДП-3-6, LDP-3-6)

구릉위

2004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문화층

클류에프·판튜히나 2006

루드나야 프린스턴
10 (Рудная пристант,
Rudnaya pristant)

구릉위

1982~1983
1990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디코프 1992

노보트로이츠코예 2
11 (Новотроцкое,
Novotroisk)

구릉위

2004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클류에프·가르코빅 2008

마략-르볼로프
12 (Маряк рывалров,
Maryak rivalrov)

강의 입구

1959
1960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오클라드니코프 1964

사구

1981~
1986

발굴조사

청동기시대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1984,
1985, 1988

주거유적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13 오산리 A·B지구

동
해
안

유적입지

클류에프·가르코빅 2008

14 오산리 C지구

사구

2006

발굴조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조선시대

15 문암리

사구

1998
1999
2000

발굴조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16 망상동

구릉

2006

시굴조사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불명확함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17 교동

동굴

1962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金元龍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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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아무르강 하류, 연해주와 동해안의 토기와 주거지
동해안의 새로운 문화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해주와 아무르강 하류의
토기2) 및 주거지 자료를 검토코자 한다.

1. 토기
1) 동해안
오산리 A·B지구는 층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융기문토기에서 오
산리식토기로 변천한다는 의견이 기본적인 동해안 신석기토기편년으로 자리잡
았다(한국고고학회 2010).
그러나 70m 정도 떨어진 오산리 C지구에서는 적색마연압날문토기가 9·10
층, 오산리식평저토기가 8층, 융기문토기가 6·7층에서 출토되어 기존의 설과
는 상반된다. 하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융기문토기가 늦은 형식(하인수 2006)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오산리식토기가 융기문토기보다 이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지구의 융기문토기층과 오산리식토기층 사이에 절대연대의 차이가 크지
않는 점(표 4)과 문암리 유적에서 두 토기가 공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토
기는 같은 시간단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암리 유적에서

표 3  동해안 첨저토기 이전의 유형

는 적색마연토기3) 및 무문토기가
최하층(X층, IX층)에서부터 출토
되고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
는 VII-1, 2층에서 중점적으로 출
토된다.
따라서 첨저의 침선문토기가
나오기 이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
눌 수 있다. 1유형4)은 오산리 C

시문방법
유적명

오산리 C지구 9·10층
1 문암리 X층
유
형 문암리 IX층
망상동

적색마연(압날)
토기

무문양
토기

○

○

오산리식
토기

융기문
토기

○
○

○

○

○

오산리 C지구 8층
2 오산리 C지구 6층
유
형 오산리 C지구 7층
오산리 A·B지구

○
○
○
○

○

2) 전고의 편년표(김재윤 2014의 표 2)가 편집상의 오류로 문제가 있어서 본고의 〈표 5〉와 같이 수
정한다. 전고(김재윤 2014)에서는 논지 전개상 구체적인 토기 비교분석을 같이 보여 주지 못하였
는데, 이와 함께 주거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3) 주칠토기로 보고(國立文化財硏究所 2004)되었지만, 실견한 결과 오산리 C지구에서 출토된 적색
마연토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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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6

7
4

8

9
5

10

13

11

15

그림 2 아무르강 하류 말리
쉐보문화의 토기와 동해안 적
색마연토기 및 무문토기(축척

12

1/6)
1·2·4: 가샤유적 출토,
3: 수추섬 26호,
5·6·8·9: 수추섬 25호 출토,
7: 수추섬 24호,
10·11·13: 문암리 출토,
12·14~18: 동해안 오산리 C지구

17

14

18
16

지구의 9·10층, 문암리 유적의 X층과 IX층, 망상동유적의 적색마연압날문토기
와 무문양토기가 주체가 된다. 1유형에는 오산리 C지구5)나 문암리 유적에서 적
4) 이 유형은 고고문화의 하위단위로 필자가 서포항 유적을 검토할 당시의 유형개념(김재윤 2009)
과 같다. 고고문화는 동일시대로, 같은 지구에 분포하며, 공동의 특징을 가지는 유적과 유물의 복
합체를 가리킨다(몬가이트 1955). 동해안 1유형과 2유형도 같은 지역범위에 들어가며 비슷한 성
격을 띠는 여러 유적을 묶어서 개념화시킨 것이다. 이 유형은 여러 형식의 집합으로서 이미 검토
된 바(김재윤 2013a) 있다.
5) 아직 보고서가 미배포 상태여서 일부 토기를 대상으로 토기형식설정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여서
아무르강 하류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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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마연압날문토기 및 무문양토기의 형식(김은영 2007)이 있고, 망상동과 문암리
유적에서는 대형석도(그림 8-7~11)가 함께 확인되어 같은 유형에 속한다6)(그림
2-10~16). 2유형은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가 주체를 이루는 단계로 오산리

C지구의 8층과 6·7층, 오산리 A·B지구, 문암리의 VII-1, 2층7)이다.
2) 연해주 및 아무르강 하류
가샤 유적의 보고에서는 ‘적색마연압날문
토기가 60%를 차지하고, 그 외 무문양토기는
40%(데레뱐코·메드베제프 1993)’로 보고된 것으
로 보아 적색마연압날문토기 이외에도 무문토

아무르강 하류(수추섬 출토)

동해안(오산리 C지구)

정
면
방
법

기8)도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리쉐보문화의 토기는 기형에서 동해안의
것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동해안의 재지적 성격(그림 2-16)이 그대로 남아 있을

사진 1 아무르강 하류와 동해
안의 적색마연토기(필자촬영)

가능성이 크다.9) 그러나 토기를 시문하는 방법, 적색 마연하는 방법 등 토기의
제작기법은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평저토기문화권의 이 시
점에는 마연된 토기가 나타나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김재윤 2013b).
물론, ‘적색’이라는 점에서 평저토기문화권 내의 서부지역 홍산문화 채색토기
와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토기 기형 및 시문방법, 출토유구, 연대 등은 전혀 다
르다. 동해안 적색마연압날문토기는 평저토기문화권에서 말리쉐보문화의 토기
와 정면기법이나 문양시문수법에서 가장 유사하다. 이 시점의 연해주 및 평저토
기문화권의 기타 지역에서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양 지역의 기형도 주목되는데, 문암리 유적에서 접시형토기가 2점 보고
되었다. 1점(그림 2-10)은 결상이식과 공반되고, 1점(그림 2-11)은 VII-2층에서 출
토되었다. 이 기형은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말리쉐보문화의 것과

6) 본고에서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죽변 유적은 제외하였다. 이 유적의 토기는 오산리 유적과의
관계가 좀 더 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임상택 2012)
7)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도 출토되지만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토기가 중점적으로 출토되는 층
은 VII-1, 2층이다.
8) 그러나 러시아 보고의 특성상 무문양토기는 도면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비교가 힘들다.
적색마연토기는 형식분류된 바 있다(김재윤 2013a).
9) 평저토기문화권의 서부지역에서도 재지의 기형에 외부의 문양요소를 받아들인 경우가 확인된다.
예를 들면 편보문화의 세퇴문토기는 재지기형을 발형토기에 세퇴문이 부착되었고, 소하연문화의
구연부가 두 개인 호 중에서 뇌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다(김재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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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

16

12
17
그림 3 연해주 세르게예프카
유형과 동해안의 오산리식토
기 및 융기문토기(축척 1/6)

8

21

23
18

22

24
19

14

28

1·6·8·9: 쉐클라예보 7 유적,
2·3·5·7: 세르게예프카 1유적,
4·10: 시로텐카,
11: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
12~15: 오산리 A·B지구,
16~25·28~30: 문암리 VII-1층,
26·27: 문암리 02-3호

26

25

15
27

29

30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또한 오산리 C지구에서 확인
되는 표주박형 토기(그림 2-16)는 다른 곳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데, 동해안 지역
의 기형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해안의 오산리식토기 및 융기문토기와 유사한 유물의 특징이 보이는
것은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카 유형이다(김재윤 2013a; 그림 3). 구연부에만 압날문
이 단독 혹은 복합으로 시문되며 발형과 호형 등이 있다. 쵸르토브이 보로타, 셰
클라에보-7, 엘제페-3-7 유적 등에서 구연부압날문토기와 융기문토기가 공반된
다.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구연부압날문과 오산리식토기의 압날문은 구연부 근처
에만 시문되고, 기형은 경부가 형성되면서 구연이 외반되는 것 등이 서로 유사
하다. 또한 상하단에 같은 문양과 중간에 다른 문양을 시문하거나 혹은 같은 문
양을 반복하는 문양대(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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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5, 7, 20~23)

등은 기본적으로 토기를 시문하

는 아이디어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10) 동해안의 융기문토기는 횡방향으
로 직선 혹은 삼각 집선형의 융기문양을 이루고 있으며, 발형(그림 3-29)이 대부
분이지만 호형토기(그림 3-30)도 존재한다.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융기문토기는
구연부에 횡방향으로 파상을 이루며 시문되는 것이 많다(그림 3-8). 하지만 엘제
페-3-6 유적, 시로텐카 유적에서도 구연부에 직선 횡방향의 융기문토기도 확인
된다(그림 3-10).
말리쉐보문화의 절대연대는 7000B.P.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11)(표 4). 오산리 C지구의 조기문화층은 14C연대와 환경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10) 루드나야문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토기의 형식설정은 오산리식토기 및 융기문토기와 비교된
바 있다(김재윤 2013a).
11) 말리쉐보문화의 절대연대는 러-일 공동연구인 말라야 가반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기존의 알려
진 연대와 달리 대략 5200~4400B.P.에 해당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추섬의 발굴결
과(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2002, 2003) 중 이른 연대(6000B.P. 이상)는 부정하고, 대부분
의 절대연대가 말라야 가반 유적의 연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았다(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08). 즉 말라야 가반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 기존의 알려진 말리쉐보문화가 콘돈문화로 발전
한다는 편년을 부정하고 콘돈문화가 앞선다고 보게 된 것이다. 말리쉐보문화는 5200B.P.를 상
회하는 연대가 없으며, 콘돈문화의 상한 연대가 기존(5000B.P.)과 달리 6000B.P.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08; 內田和典 2011).
현재 알려진 말리쉐보문화의 절대연대는 8000B.P.부터 4000B.P.까지 넓은 폭을 보인다(표 4;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3).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시대 연구는 메드베제프 박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수추섬 발굴 이후의 논고에서 말리쉐보문화가 콘돈문화보다 이르며, 말리쉐보문화의
연대를 절대연대를 그대로 수용해서 기원전 6000년기부터 기원전 4000년기 후반까지로 보고
있다(메드메제프 2005: 250).
하지만 현재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와 콘돈문화의 발전순서는 말라야 가반 유적 한 개
소 유적의 연구결과를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문화 전체에 대입하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는 가운데 말라야 가반 유적의 연대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말리쉐보문
화의 연대가 넓은 폭을 보이고 있고, 8000B.P.에 근접한 연대가 1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상
한으로 보기에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토기의 시문 특성상 말리쉐보문화가 인접한 연해주의 보

이스만문화(Бойсманская культура, Boisman culture)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모레바 2005)을
고려해 볼 때 보이스만문화가 시작되는 7000B.P. 정도(모레바 2005)에 말리쉐보문화도 존재했
다고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하한은 4000B.P.까지 절대연대가 존재하지만(표 4) 이 시점에는
신석기후기문화인 보즈네세노프카문화가 이미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한으로 보기에는 너
무 늦다. 수추섬의 말리쉐보문화 주거지에서 보즈네세노프카 유물이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되
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말리쉐보문화의 하한은 조금 더 연구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콘돈문화는 기존의 5000B.P.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지만(메드베제프 2005) 말라야 가반 유
적의 결과 콘돈문화가 6000B.P.(6180~6240B.P.)(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08)까지 올라간다.
또한 이 콘돈문화와 함께 아무르편목문토기로 여겨지는 연해주 루드나야문화의 시작 시점이
6500B.P.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절대연대상으로 말리쉐보문화보다 콘돈문화가 늦게 시작되
지만, 병존하는 시점도 있을 수 있다.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6500~6000년 전 신석기문화 비교고찰 | 15

표 4  대상 문화 및 유적의 절대연대
유적명

14

C연대

보정연대

사카치알리안

6900±260B.P.(MГУ-410)

가샤

7950±80B.P.(ЛЕ-1779)

참고문헌

메드베제프 2005

5870±45 (СОАН-45)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2

5830±65B.P.(COAH-843)

메드베제프 2005

6070±90B.P.(COAH-4347)
5180±100B.P.(КСР-498)
5140±100B.P.(SNU00-336)
5170±90B.P.(COAH-1123)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오를로바 1995

5070±40B.P.(SNU00-335)
4900±40B.P.(SNU00-338)
4950±30B.P.(SNU00-333)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4970±40B.P.(SNU00-334)
말리쉐보문화

수추

4820±90B.P.(SNU01=363)
4780±70B.P.(SNU01-365)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2

4780±100B.P.(SNU01-365)
4740±70B.P.(SNU00-337)
4730±100B.P.(COAH-4349)

루드나야 유형
루
드
나
야
문 세르게예프카
화
유형

4680±30B.P.(SNU01-366)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2

4650±55B.P.(COAH-1281)

오를로바 1995

4540±100B.P.(SNU-332)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4470±100B.P.(ГИН-8292)

메드베제프 2005

4380±40B.P.(COAH-1280)

오를로바 1995

말라야 가반

4900~5000B.P.

세프코무드·후쿠다 외
2008

루자노바 소프카 2

7320±40B.P.(IAAA-32076)

파포프·바타르쉐프 2007

7390±100B.P.(ГИН-5984)
루드나야 프린스턴

7550±60B.P.(ГИН-5631)

디코프 1992

7690±80B.P.(ГИН-5983)
드보랸카 1

7615±180B.P.(СОАН-5902)

노보트로에츠코예 2

6920±50B.P.(SNU07-257)

세르게예프카 1

6700±80B.P.(AA-60608)

클류에프·가르코빅 2008
바타르쉐프 2009

6770±50B.P.(TKa-13433)
우스티노티노프카 8

6830±50B.P.(TKa-13432)
6890±50B.P.(TKa-13430)
7020±90B.P.(TKa-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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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0

國學院大學 2006

5890±45B.P.(ЛЕ-4181)
6380±70B.P.(МГУ-504)
쵸르토브이 보로타

루
드
나
세르게예프카
야
유형

6575±45B.P.(СОАН-1083)
6710±105B.P.(ЛЕ-4182)

쿠즈민 외 1998

6825±45B.P.(СОАН-1212)
7010±95B.P.(ТЕRRA-b011300a36)
6045±50B.P.(AA-60055)

문
화

6120±45B.P.(AA-60054)
쉐클라에보 7

6200±50B.P.(AA-60057)

김재윤 외 2007

6280±50B.P.(AA-60056)
6455±50B.P.(AA-60059)

오
산
리
A·B

V-①

7120±700B.P.
(KSU-492)

6000~5320(BC)

V-①

6780±1000B.P.
(KSU-494)

6000~4610(BC)

V-②

6080±210B.P.
(KSU-619)

5260~4690(BC)

V-③

5740±210
B.P.(KSU-620)

4910~4430(BC)

V-⑦

6130±50B.P.
(KSU-616)

5140~5020(BC)

VI

6070±30B.P.
(KSU-615)

5050~4990(BC)

융기문출토

7050±120B.P.
(KSU-515)

6000~5350(BC)

동해안 2유형

오
산
리
C

6층
(융기문상층)

3호주거지

5750±25B.P.

4690~4530(BC)

4호주거지

5760±25B.P.

4690~4540(BC)

7층
(융기문하층)

5호주거지

5770±25B.P.

4690~4540(BC)

6호주거지

5850±25B.P.

4800~4670(BC)

오산리식토기

6151±26B.P.

5210~5010(BC)

흑갈색사질토층

6005±30B.P.

4986~4828(BC)

1호주거지

6750±30B.P.

5715~5623(BC)

2호주거지

6600±25B.P.

5570~5480(BC)

8층
9·10층
(조기문화층)

동해안 1유형

문암리 최하층
9층 02-7호주거지

6000~10000(BC)
6596±40B.P.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김은영 2007

고려할 때 대략 7000B.P.12)부터 시작한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0)(표 4). 오산리식

12) 본고에서는 러시아 절대연대 자료들이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료들도 같은 조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보정되지 않은 자료로 비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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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층의 연대가 6005±30B.P.,

표 5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병행관계(김재윤 2014 재수정)
B.P.

13000
10000

아무르강 하류

연해주

단계와 2단계가 6000B.P.를 기준
고토기

마린스카야
문화

7000
6500

말리쉐보
문화

6151±26B.P.이며(표 4), 14C연대
로 분석한 동해안의 절대연대는 1

오시포프카
문화

9000
8000

동해안

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때(소상영

?

2014: 그림 6) 오산리식토기가 시

루드나야 유형
루드
나야 세르게예프카 유형

작하는 단계는 6000B.P.를 기준

6000

베트카 유형

적색마연압날문토기·
무문양토기
융기문·오산리토기

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동해안 1유형과 말리
쉐보문화와의 관련 시기는 오산
리 1, 2호 주거지의 구체적 연대

(표 4)를 참고해서 6500B.P.와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오산리 C지

구, 문암리, 망상동 등에서 출토되는 토기 및 석기가 이미 한반도 재지유물과 함
께 출토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해주의 루드나야문화 중 세르게예프카 유형은 대체적인 중심연대가
6900(혹은 7000)~6000B.P.13)로 말리쉐보문화의 연대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시
작하고 있다(표 4). 동해안의 2유형은 오산리 A·B지구의 연대와 오산리 C지구
의 오산리토기와 융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연대를 참고하고자 한다(표 4). 오산리
A·B지구의 가장 오래된 연대(7120±700B.P., 6780±100B.P.)는 오산리 C지구
의 최하층과 유사해서, 이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안 2유
형의 대체적인 중심연대는 6000~5800B.P. 정도가 되며, 동해안 2유형은 세르
게예프카 유형보다 늦은 시기에 시작한다.
따라서 평저토기문화권의 동해안의 문화변동은 6500~6000B.P.14)에는 아무
13) 전고(김재윤 2014)에서는 6900~6700B.P.로 잘못 표기되었다. 세르게예프카 유형 가운데 쵸르
토브이 보로타 유적의 절대연대 중 5890±45B.P.(표 4)의 연대가 있는데, 전고에서는 이를 마
지막으로 보고자 하였으나 잘못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대가 6000B.P.를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것을 이 유형의 마지막 연대로 보고자 한다. 5800B.P. 연대는 베트카 유형
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 유형의 유적이 좀 더 발굴된다면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연대가 좀 더 확
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14) 본고에서는 시간범위의 대상을 6500~6000년 전으로 하였는데, 동해안의 신석기시대 전체 편
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와 전기라는 시기구분명을 사용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후기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간의 차이가 좁혀진다면 시기구분명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양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오산리 C지구의 토기형식설정이
필요하며, 좀 더 유효한 연대폭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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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강 하류, 6000B.P. 무렵에는 연해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 5).15)

2. 주거지
1) 동해안
오산리 유적의 A지구에서 주거지 8기와 수혈 유구 1기와 B지
구에서 주거지 2기, 적석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표 6). 오산리 C
지구에서는 융기문토기층(6층, 7층)에서 주거지 4기, 신석기시대

1

조기층(9, 10층)에서 주거지 2기가 출토되었다. 조기의 주거지는
오산리 해안 단구에 사구가 들어오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고동순
2007).

오산리 유적의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말각방형 혹은 원형의 평
면형태가 주를 이룬다. C지구에서는 최하층의 주거지와 상층 주
거지 간의 주거지 평면크기에서 차이가 있다(표 6). 문암리 유적

2

에서 확실한 주거지는 3기이다. 최하층의 02-7호 주거지는 장단
비의 차가 확실한 장방형인데(그림 4-1), 아무르강 하류, 연해주,
동해안 등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예이다. 노
지는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는데, 시간상이나 문
화상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같은 사구 위에 형
성된 오산리 A·B지구에서는 위석식노지가 C지구에서는 무시설
식 노지가 많은 점도 그러하다(표 6).

3
그림 4 동해안주거지
1: 문암리02-7호,
2: 오산리 A·B지구 3호,
3: 오산리 A·B지구 4호

2) 아무르강 하류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 주거지가 발굴조사된 곳은 가샤 유적과 수추
섬, 말리쉐보 유적이 있다. 가샤 유적16)에서 말리쉐보문화 주거지는 3기가 확인
되었다. 1기는 한쪽 벽면만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는 북쪽 벽면이 정확하지 않

15) 전고(김재윤 2014의 표 2)는 편집상 오류로 동해안이 훨씬 높이 설정되었는데, 〈표 5〉로 정정
한다.
16) 유적은 아무르강 하류의 우안에 위치하는 주거 유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굴되었다. 유적
은 고토기단계인 오시포프카문화, 말리쉐보문화, 보즈네세노프카문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서 형성되었다. 특히 오시포프카문화층에서는 동아시아의 신석기시대에서 가장 이른 절대연대
(12960±120B.P., 10875±90B.P.)가 알려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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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방형으로 생각된다. 3호는 주거지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하지 않지만 잔존
한 주거지 크기로 보아 다른 주거지보다는 평면크기가 크다.
수추섬 말리쉐보문화의 주거지는 대체적으로 말각방형이다. 그중에서 24호
주거지(그림 5-3)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표 6). 주거지 중앙에 노지가
설치되며, 25호를 제외하고는 주거지 벽면을 따라서 단시설이 설치되었는데, 발
굴자는 이를 침상시설로 보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외 2003).

3) 연해주
루드나야문화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대체적으로 말각방
형이며, 노지는 중앙에 무시설식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거지 벽선을 따
라서 주혈이 설치되었다(표 6). 세르게예프카 1 유적에서는 바닥의 수혈 안에 돌
이 3개 둘러졌으며 그 아래에 토우가 출토되었다(바타르쉐프 2005). 셰클라에보 7
유적의 주거지는 아무르강 하류, 동해안과 비교해도 상당히 대형주거지인데(표
6), 단독 구릉(표 2)에 주거지 1기만 입지해서,

주변을 관망할 수 있으며, 토기 이외에 장신구
나 토우 등이 다량으로 확인(클류예프 외 2008)
되는 점으로 보아 특수한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다.
동해안이나 연해주 및 아무르강 하류의 주
1

거지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나 원형이 주를 이
3

루어 평면형태는 서로 비슷하다. 하지만 주거
지 면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앞서 언
급한 특수한 성격을 보이는 주거지를 제외하고
는 아무르강 하류가 동해안 주거지보다 크다

2

(표 6). 문암리 02-5호 주거지의 바닥에는 저장

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르강 하류의 수추섬
유적에서도 비슷한 현상이다. 각 지역 간의 주
4
그림 5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
주의 주거지(축척부동)
1: 수추섬 26호,
2, 수추섬 25호,
3: 수추섬 24호,
4: 루드나야 프린스턴 유적,
5: 세르게예프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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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지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드문데 이
것은 유적의 입지나 인접 주거환경 등 주변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관련된 유적 주거지 속성
유적명

아
무
르
강
하
류

가샤

주거지

평면형태

1호

방형

크기

노지
2

m

m

위치(형태)

6×6

36

?

2호

방형

6×6

36

중앙

방형?

6×?

·

?

24호

말각방형

9.2×9.2

82.8

말각방형

6.2×9.5

58.9

26호

말각방형

7×8

27호

말각방형

세르게예프카 1

수 크기(cm) 수

배치

?

3호
25호

주혈

방형

비고

?

주거지 바닥에 저장혈
주거지 바닥에 저장혈

?

?

?

?

?

?

중앙-원형

?

?

?

56

중앙

?

?

?

주거지 벽면을 따라서 단 시설

8×8.5

68

중앙-원형

30×40

?

?

주거지 벽면을 따라서 단 시설

말각방형

17×18

306

중앙-위석식

쉐클라에보-7

말각방형

10×10

100

?

드로랸카-1

방형

30×?

·

2

방형

4.7×4.7

22

말각방형

6.5×7

45

수추

연
노보트로에츠코예-1
해
주 쵸르토브이 보로타
루드나야
프린스턴

동
해
안

오
산
리
C
지구

문암리

175×150 71
90×30

4열

중앙-무시설식 1

120×100 20

3열

중앙-무시설식 1

150×120 10 2열 혹은 4열

서쪽으로
약간 치우침

180×20

말각방형

3.2×2.2

7

2호

방형

4.8×4.2

9호

방형
말각방형
혹은 원형

8×9
2.6×2.7

7

없음

·

1

30×10

·

20

중앙-무시설식 1

40×60

5

72

중앙-무시설식

8

2호

타원형

7.2×5.9

42,5

방형-위석식2기

3호

타원형

6.8×5.5

37

방형-위석식

4호

원형

7×7

49

원형-위석식

5호

불명확

·

·

원형-위석식

2열

주거지
가장자리

60×59
70×90
100×100

6호

원형

3.8×3.8

14.5

원형-위석식

원형

4×4

16

무시설식

70×50

8호

원형

4.1×3.4

14

원형-위석식

95×85

9호

원형

2.5×2.7

6.7

원형-위석식

80×65

1호

파괴 심함

·

·

2호

장방형?

·

·

7층

평면 크기로 보아 주거기능을
못하였을 가능성

3호

말각방형

7×6.9

48.3

방형-수혈

60×50

·

4호

말각방형

7.8×6.8

53

오각형-수혈

70×40

·

5호

원형

7.1×7.1

38.5

방형-수혈

60×50

·

6호

말각방형

4.7×4.7

19.74

장방형-수혈

150×50

·
·

9· 2호
10층 1호

원형

3.6×3.6

13

원형

60×60

원형

3.5×3.5

12.25

원형

60×60

02-1호

원형추정

(4.5×4.5)

·

위석식

02-5호
02-7호

말각방형 (2.25×2.23)
말각장방형

7.7×4.5

·

위석식 추정

34.7

중앙-위석식

노지 주변에 3개의
저장혈

남서-문시설

7호

6층

서벽과 북벽의 단 시설

4

1호

1호

오
산
리
A・B
지구

1

주거지 벽면을 따라서 단 시설

바닥 저장구덩이
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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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해주와 동해안 무덤 전통의 공유
연해주와 동해안 유적에서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동굴유적이 있다.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과 춘천 교동 유적인데, 동굴 내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가 폐기된 후 무덤으로 사용된 점이 일정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
유적은 크리바야강의 상류에 위치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17) 내에 위치한다.
동굴 1실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중앙에는 방형
의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주거지 장축방향으로 2열 배치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난 주거지로 타고 남은 목재시설이 잘 남아 있는데,18) 집
의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 평면형태는 장방형(7×6.5m)으로 남
쪽벽에서 인골이 5구19) 확인되었는데, 인골은 흩어진 상태로 대략 3×2m 범위
(그림 6-1)의 주거지의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화재 난 층에서 확인되었다. 인골

이 남아 있는 곳에는 길이 27cm 이상의 대형석부(그림 6-2) 및 골제장신구(그림
6-3~13)가 출토되었다. 불로 태운 후 전면을 나선형으로 새겨서 관형으로 판 골

각기(그림 6-7), 설상의 치레걸이(그림 6-4), 멧돼지 송곳니로 제작된 치레걸이20)
(그림 6-3), 조개장신구(그림 6-9~13) 등이다. 이 주거지는 무덤으로 전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춘천 교동 유적
춘천 교동 유적은 동굴이 주거지로 사용되었다가 폐기 후 시신을 매장한 무
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골 3구와 토기 5점, 석부와 석촉, 옥기 등

이 동일 평면에 놓여 있다(金元龍 1963).

17) 동굴은 두 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동굴의 길이는 45m, 두번 째 동굴의 길이는 10m로
입구가 다르지만, 동굴 내부는 연결되어 있다.
18) 이 부분에서 결상이식(그림 3-11), 관옥, 납작한 옥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19) 인골은 50~60세의 여성 1구, 40~50세의 남성 1구, 12~13세의 여성 1구, 18~20세의 남성 1
구(인골 1구는 분석하지 못함)로 분석되었다.
20) 몸통은 고래가 헤엄치는 모양이고, 머리는 멧돼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알렉세프 외
1991). 실견한 결과 이 유물은 파손품이 아니라 끝을 ‘V’자형으로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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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는 평저로 구연부에 찍은 문양이 있는 오산리식토기이다. 구연부가 외반
한 기형 2점과 구연부가 외반한 옹형토기 2점으로 그중에는 파수가 달린 토기
(그림 7-2~6)가 있다. 이 토기는 동체부의 문양범위, 복합문, 파수의 존재 등으

11

10
12

13

그림 6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
적의 주거지와 출토유물
1: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의 주거
지(표시된 부분 인골출토),
2~13: 인골 주변 출토,
14~17: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토기

로 보아 오산리식토기의 편년에서 III단계 중에서도 늦은 B단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하인수 2006).
한편 석기는 다양한데, 40cm가량의 석부(그림 7- 25 ) , 석착 5점(그림
7-18~22), 석촉 7점(그림 7-7~13), 석도 1점(그림 7-14), 대롱관옥 1점(그림 7-16),

결합식조침 1점(그림 7-17) 등이 출토되었다.

3. 무덤 전통의 공유
춘천 교동 유적은 오산리식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무덤이다.21) 이와 유사
한 성격을 보이는 것이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으로 주거지 폐기 후, 무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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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점은, 특히 인골 주변에서 출토되는
많은 장신구 등은 이를 추정 가능케 한다(알
렉세프 외 1981).

3

2

그렇다면 춘천 교동 유적은 주거지 폐기
후 무덤으로 사용한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카
4

9
7 8

14

6

5

10

15

유형의 무덤 전통을 잇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연해주에서 동해안까지 인간의 이동22)

11 12 13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입증되었고,
16

이 춘천 교동 유적도 그런 자료로 볼 수 있다.

17

그런데 춘천 교동 유적은 정확하게 누구의
무덤인가? 이것은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카 유

1

18 19 20 21

22
23

그림 7 춘천교동 유적의 주거
지와 출토유물

24

25

형 사람이 남긴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재지화
되어 오산리식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것

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춘천 교동 유적에서는 결합식 낚싯바늘(그림 7-17)이 출
토되는데, 연해주에는 없는 한반도의 유물 형식이기 때문이다.

V. 평저토기문화권 동부지역의 신석기문화 비교
오산리 유적 C지구 신석기시대 최하층(VI층)과 문암리 최하층, 망상동 등에서
확인되는 적색마연압날문토기와 무문토기가 주요한 특징인 동해안 1유형은 아무
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 토기와 관련이 깊다. 마연하는 정면방법과 다치구를
사선방향으로 찍어서 시문하는 기법이 상호 유사하다. 문암리 02-3호 매장유구
에서 결상이식과 공반된 접시형토기는 한반도에서 출토되지 않는 기형으로 말리
쉐보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거지 평면형태가 말각방형 혹은 원형이고 노지

21)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길이가 22cm 이상의 전면이 마연된 대형 석부는 후포리 외에서는 출토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실생활 용도라기보다는 특수한 용도(박성근 2013)로 생각된다.
22) 유적을 처음 보고한 김원룡은 토기는 서한식이고, 석기 중 석부는 함북식으로, 서해안의 즐문토
기문화가 한강을 따라 동진하다가 함경북도에서 내려오는 동북지방의 즐문토기문화와 접촉해
서 춘천 교동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 연대는 그 당시 지석묘의 연대와 비교해서 대략 기
원전 500년 정도로 추정하였다(金元龍 1963). 최근 춘천 교동 유적을 고찰한 노혁진은 한반도
두만강 유역을 주심으로 한 동로문화권에서 내려온 주민이 진부령코스를 통해서 춘천으로 들어
왔을 것으로 추측하였다(노혁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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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적으로 무시설석이며 바닥에 저장공이 설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해안의
주거지와 비교해 볼 때 아무르강 하류의 주거지가 휠 씬 크다. 이러한 이유에는
지리적 입지, 기후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에서 나타나는 말리
쉐보문화의 영향은 토우로도 입증된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서 토우가 적은 편이지만, 동해안은 출토수가 많은 편이다(김재윤 2008). 아무르강
하류 지역은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토우가 많이 확인되는데, 그중 특히 말
리쉐보문화에서 토우가 많이 출토된다. 그런데 오산리 C유적의 최하층에서 동물
형 토우(그림 2-12)가 확인되었다(고동순 2007). 이 토우와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의 26호 주거지 출토(그림 2-3)의 것이 아주 유사하다. 각각 곰 모양(고동순 2007)
과 엘크형(사슴) 토우(메드베제프 2005)로 보고 있다. 두 토우 동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동물은 일정한 자연환경과 장소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토
우가 각 지역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동해안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되는 유적에서 나타나는 대형 석도(그림
8-7~11) 및 여러 시기에 걸쳐서 사용된 결합식 낚싯바늘(그림 8-1~6) 등은 연해

주나 아무르강 하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동해안의 지역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유물도 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 적색마연토기와 무문양토기 등이 나타나는 시
기는 오산리 C지구의 조기층을 참고하면 7000B.P.이지만, 망상동, 문암리 등 여
러 유적에서 나타나는 토기와 석기양상은 이미 재지화된 것으로 생각되며 말리
쉐보문화와의 관련성은 오산리 조기층의 1호·2호 주거지 연대(표 4)를 참고로
대략 6500~6000B.P. 무렵으로 생각된다.
동해안의 신석기 2유형은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가 공반된다. 이들 유
형의 계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연해주에서 융기문토기와 구연부압날문토기가
공반된 루드나야문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이다. 구연부압날문토기는 구연부에
만 압날문이 시문되는데, 단독으로 시문되기도 하고 다른 문양과 복합되기도 한
다. 문양시문방법, 문양형태의 유사성, 문양 모티브의 아이디어 등이 오산리식토
기와 아주 유사하다. 또한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융기문토기는 횡방향이 주를 이
루고 기형도 발형이나 호형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파상의 횡방향 융기문이 많
지만, 직선의 횡방향 융기문(시로틴카, 엘제페-3-6) 등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융기문토기와 구연부압날문토기는 동해안의 2유형과 관련
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루드나야문화의 세르게예프카 유형 절대연대와 동해
안 2유형의 중심연대와 비교해 본다면 6000~5800B.P. 무렵에 서로 관련이 있
다. 한편 문암리 유적의 02-3호 유구에서는 결상이식(그림 3-26,

27)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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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해안의 석기(축척
1/4)
1~4·7·8: 문암리 유적,
5·6·9·10: 망상동, 11: 죽변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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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옥제장신구는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그림 3-11)에
서도 확인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유적은 주거지 폐기 후, 무덤으로 사용한
예로 동해안의 교동 유적에서도 같은 정황이 확인된다.
한반도 동해안의 신석기 유적은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가를 따라서 입지한
다. 연해주의 루드나야문화, 아무르강 하류의 말리쉐보문화의 유적들도 태평양
연안으로 흘러들어 가는 강의 매개로 한 곳에 입지한 유적들이 많다. 아무르강 하
류에서부터 연해주까지도 시호테알린 산맥을 경계로 동쪽에 위치한 유적이다. 이
것은 동해안을 따라서 사람이 이동을 한 결과일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아무르
강 하류부터 동해안까지 인간이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태백산맥의 북쪽 연장선상인 시호테
알린 산맥을 따라서 해양루트를 설정한 것이다. 시호테알린 산맥을 따라서 고금
속기시대의 토성부터 발해시기의 석성까지 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선사시대
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산맥을 따라서 남북방향으로 이동한 해안로루트와
해안가를 따라서 배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연안루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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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 2009). 시호테알린 산맥은 1차산맥(백두대간)23)의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연

결되어 있으며 아무르강 하류부터 한반도 동해안까지는 태평양을 매개로 한 같
은 생태환경권이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루트가 시호테알린 산맥을 따라서 한반
도의 동해안까지도 연결되지 않았을까?24)(김재윤 2014)
앞서 문암리25)에서 02-3호에서는 결상이식과 접시형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전
자는 연해주 세르게예프카 유형의 쵸르토브이 보로타 유적, 후자는 아무르강 하
류의 말리쉐보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매장유구가 VII-2층에서 확인되고,
이 층에서는 적색마연토기와 무문양토기, 오산리식토기 및 융기문토기 등이 함
께 공반된다. 이 층은 문암리 유적의 전체 층에서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되지만, 적색마연토기와 무문양토기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표 2).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6500~6000 B.P.에는
아무르강 하류에서 뒤이어 6000B.P. 무렵에는 연해주에서 이동한 문화가 함께
나타나는 곳이 문암리 유적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종합한다면 동해안의 여러 유적26)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고고문화 등
장은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에서 이동한 인간이 동해안의 문암리나 오산리에서
정착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27) 신석기시대에 수렵(어로)이나 채

23) 국토연구원은 위성영상 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공간분석 기법을 토대로 산맥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는데, 1903년 제작된 14개의 산맥체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48개의 산맥은 남북으
로 연결되어 고도가 가장 높고 긴 1차 산맥 1개와 여기서 뻗어 나간 2차 산맥 20개, 3차 산맥 24
개 등이라고 한다. 1차 산맥이 흔히 알려진 백두대간으로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
백산맥 등이 단절 없이 이어져 있다(국토연구원 2004).
24) 배로 이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죽변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IV문화층에서 통
나무배가 보고되었고, 이 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적색마연토기 및 무문양토기 등이 다량으로 출
토되었다(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물론 죽변은 오산리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생각되어(임
상택 2012) 본고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한반도 동해안에서 배를 사용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
로 볼 수 있다.
25) 남한 동해안의 최북단에 위치한 유적인 문암리와 이곳에서 대략 40km 떨어진 곳에 해발고도
1638m 이상의 금강산이 위치한 것을 상기한다면, 아무르강 하류나 연해주에서 해안을 따라서
내려온 해안육로보다는 연안을 따라서 배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 동해안의 조기 혹은 조기 전반에 확인되는 문암리, 오산리, 죽변 유적이 모두 담수획득에 유리
한 구릉곡부 말단에 위치하며, 이와 유사한 입지를 보이는 곳으로 후포리가 있다고 한다(삼한
문화재연구원 2012)
27) 아무르강 하류에서 동해안의 오산리까지 약 2000km 정도 된다. 아무르강 하류에 살고 있는 에
벤키 족은 1년의 이동 총거리가 200~400km(투로프 1982)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동거리로는
생각지 않는다. 열대림이나 북극지방 등에서 사람의 이동성이 크며 온대림은 그에 비해서 이동
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의 요인은 기온에 따른 생태변화일 것이다. 그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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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주로 생계경제를 영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 수렵
채집민의 이동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렵채집민족의 이동은 생태지대 및
온도와 관련28)되어 있다(로버트 켈리 2014). 결국 기온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일 것인데, 고고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 기온변화의 정황이 필요하며 앞으로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그런데 아무르강 하류에서 한반도 동해안으로 인간이 이동했다면, 연해주에
서도 관련된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해주 동쪽 해안가의 신석기
시대 유적은 대부분 루드나야문화와 관련된 것이고(그림 1), 그곳에서 적색마연
된 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김재윤 2013a). 이 점은 연해주 유적조사의 물리적 한
계 때문인데, 시호테알린 산맥 동쪽지역은 현재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고, 험준한
산맥으로 인해 도로사정이 열악한 곳으로 유적조사가 내륙에 비해서 활발하지 않
다. 또한 러시아 행정구역상 연해주와 하바로프스크주 사이의 지역은 타이가 원
시 수풀림 지대로 고고학 조사가 주로 중세시대 성곽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선사
시대 발굴조사 등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해주의 동해안가에서도
아무르강 하류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VI. 맺음말
최근 동해안에서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적색마연압날
문토기와 무문양토기 등이 나타나는데, 현재로서 이 지역 최초의 토기로서 자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같은 평저토기문화권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6500~6000
년 전 무렵에 아무르강 하류의 고고문화가 동해안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증하는 고고자료는 적색마연압날문토기, 무문양토기의 제작방법과 일부
기형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옥제 장신구, 동물형 토우 등이 있다. 하지만 동해안
에서 확인되는 문화요소 중 적색마연토기로 오산리 C지구에서 출토된 표주박형
기형이나 오산리식토기의 파수 및 대형석도나 결합식 낚싯바늘 등은 이곳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정황은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의 문화가 동해안에
다음과제로 생각하겠다.
28) 머독은 실효온도에 따라서 인간 거주의 형태를 이동, 반이동, 반정주, 완전정주의 범주로 나누
었으며 이를 지구 온도에 따른 열대, 온대, 냉대 기후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빈포드는 수렵채집
민의 주거체계의 다양성을 포리저와 켈렉터로 나누기도 하였다(로버트 켈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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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미 재지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
기도 6000년 전 무렵에 연해주의 신석기문화와 관련성이 확인된다. 토기 이외에
도 연해주와 춘천에서 확인되는 동굴 주거지 사용 후 무덤으로 사용하는 전통 등
은 문화권의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 동해안은 시호테알린 산맥과 백두대간과 같은 큰 산
맥, 바다로 흐르는 강, 태평양을 매개로 한 자연환경에 속한 곳이며, 같은 평저토
기문화권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평저토기권 동부지역의 문화비교는 외부문화권
의 영향이 아닌 문화권 내부에서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에서 동해안으로 수렵
채집민이 이동한 결과로 생각된다.
동해안에서 평저토기는 두만강 유역의 자이사노프카문화가 등장하는 5000B.
P. 무렵에 한반도 동해안은 더 이상 출토되지 않으면서 평저토기문화권의 남동
선에 변화가 생긴다(김재윤 2010).
여러 고고자료로 평저토기문화권의 동부지역 범위 및 시간상에 나타나는 관
련성 등을 추적해 보았고 그 동인은 생계경제 및 그와 관련된 기후변화로 보았지
만, 그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미하며, 앞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석기시대의 아무르강 하류와 연해주, 동해안은 환동해문화권에 속한
다. 이 문화권은 신석기시대만 국한된 개념이 아닌 역사시대까지 계속해서 연해
주와 한반도 동해안이 교류했다고 보는 것인데, 가장 광역적인 활동 범위를 보이
는 시기가 신석기시대 6500~6000년 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각 시기마다 인간
이동의 배경 혹은 교류의 배경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연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부기: 필자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물이 어떠한 원인으로든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지점에 나타날 때 완전히 같은 유물은 출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현
상에 대한 여러 논의가 더 흥미롭다고 여겨집니다.
이 글은 한반도 신석기문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필자의 논고를 읽
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에서 유학할 당시
에 연해주와 아무르강 하류의 신석기유물과 문화를 보며 관찰해 가는 가운데 운 좋게도
동해안에서 새로운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 소개해 주신 예맥문
화재연구원의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__투고일: 2015년 6월 30일 __심사완료일: 2015년 7월 23일 __게재확정일: 201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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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olithic Cultural Change of the Eastern Part of
the Flat Bottom Pottery Culture Sphere in
6500~6000 B.P.
Kim, Jaeyou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ultural change that occurred in the eastern coastal and the mid-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prior to the appearance of pointed bottom
pottery can be compared with the lower reaches of the Amur River and the
Maritime Province according to pottery, dwellings, and burials.
Red burnished pottery with pressed patterns and undecorated pottery from
sites such as the lowest layer (No. VI) of Area C of the Osanni site represent
the earliest phase of the Neolithic period in the east coast region. Connections
can be made with Malyshevo culture pottery according to burnishing method,
surface pattern, and form. Similarly formed clay figures are also found in these
areas.
The dwellings of the Malyshevo culture have square or round floors, and
the hearth does not feature any special facilities. Storage pits were dug into the
dwelling floor. Compared to those of the east coast, the dwellings of the Amur
River region are much bigger, possibly due to location and climate. The dates
appear to correspond to about 6500~6000 B.P.,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Malyshevo culture (6900~5800 B.P.) with the type 1 culture of the east coast
(6500~6000 B.P.).
Osanni type pottery and applique decorated pattern pottery can be
compared with Sergeyvka type pottery according to surface decoration method,
range of surface decoration, and form. The earring from the site of Munamli
is similar to that discovered at the site of Cherotovy Vorota which belongs to
the Sergeyvka type. At this site, an abandoned cave dwelling was later reused
as a burial. This phenomenon was also observed at the site of Gyodong in
Chuncheon. The Sergeyvka type corresponds to 6000~5800 B.P. Compa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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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ral age of the type 2 culture of the east coast, there may be a connection
at 6000 B.P.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ultures can be observed in terms of pottery
production method, clay figures, and the reuse of dwellings into burials.
However, some of the east coast pottery, large stone blades, and composite
fishing tools feature characteristics distinctive of the east coast. As such, it is
suggested that changes in the east coast occurred as a result of hunter-gatherers
migrating from the lower reaches of the Amur River and the Maritime Province
in 6500~6000 B.P.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Keywords: Flat bottom pottery culture sphere, Lower reaches of the Amur River,
Maritime Province, East coast, 6500~6000 B.P., Cultural change, Migration of huntergathe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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