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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청동기시대의 석기는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시대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
다. 앞선 시기에 비하여 청동기시대는 ‘타격’ 이라는 기법과 ‘마연’ 이라는 석기제작기법
적용이 활발해지면서, 생활용구를 비롯하여 가공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석기가 출현하
여 일반화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이 ‘마연’이라는 석기제작기법이 일반화되
어 석기가 제작되었으며, ‘타격’이라는 제작기법은 1차적인 석기의 형태를 만들거나 본
래의 기능면에 적용된 예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기이다.
하지만 ‘타격’이라는 기술은 석기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
으며, 석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정이 아닌 목적에 의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호남지역에서 출토된 석기의 관찰과 실험을 통
해 타격흔적의 형태적 측면 이외의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석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타격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타격기술체계에 대하여 마제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1차적 행위에 불과한 소모
성 산물이라고 상정한다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겠지만, 타격을 통해 제작된 기능적
특징을 가지는 석기 및 미완성석기 등을 통해 ‘타격’이라는 기술의 적용이 청동기시대까
지 이어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석기에서 관찰되는 타격흔은 석기의 용도가 상정된 경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며, 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술체
계에 대한 인식 역시 추정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석기의
경우 어떻게 석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석기
의 관찰과 분석에 있어 타격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동기시대, 석기제작기법, 마연, 타격, 타격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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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수많은 발굴성과에 따른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 증가와 더불어 관련
연구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유구의 형태적인 측면을 토대로 토기유물과 석기
유물을 통해 시기적 편년과 각 지역별 문화적 양상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선행 연구는 유구와 유물을 토대로 한 편년 중심의 단선론적인 해석과
지역적 문화 연관성을 밝히는 데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 경향은 다
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과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취락 및 경관 등의 환경적인 측면의 연구 방향은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이해하
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김장석 2007; 孫峻鎬 2008; 洪周希 2009).
유물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경향 역시 거시적인 측면의 문화상을 밝히는 점에 주목하여
유구와 환경, 특징적인 유물의 연속성을 관련지어 각 유적 특징을 밝히고 있다. 문화현상
의 연속성 및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토기유물뿐만 아니라 석기유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으며, 석기유물은 마제석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토기와 함께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유물임에도 불구하
고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孫晙鎬 2006) 석기유물은 석검, 석부, 석도, 석촉
등의 기능적인 측면이 강한 정형성을 띠고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다소 한정적인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기능과 석기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金元龍 1987; 洪性雨 2002; 黃昌渶
2004·2009; 黃昌渶·金賢稙 2006)경향이 뚜렷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석기에 대한 연구
방향은 토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공간적 변화 및 발전양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부정
적 시각에서 벗어나 청동기시대 인들의 실제적인 생활상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두고,
다양성 및 석기의 기능적 속성을 통한 생활방식이나 생계수단 등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사실을 염두하고 있다(李印學 2010). 즉, 마제석기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
시적인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마제석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각 유적별, 지역별, 중국과 일본 등의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동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마제석기에 편중되
어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류는 마제석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타격의
흔적이 확인되는 유물의 출토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마제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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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반증의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타격 기법을 마제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1차적 행위에 불과한 소모성 산물이라고 상정한다면 큰 의미를 가
지지 못하겠지만, 타격을 통해 제작한 기능적 특징을 가지는 석기 및 미완성석기 등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제석기의 형태적인 측면과 제작기법
등의 기능적인 측면이 청동기시대의 큰 흐름에서 시기적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산물이
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마제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1차적 도구와 이 과정에
서 파생된 다양한 부산물들에 대한 연구는 유적의 환경 및 지역적 특징과 연관 지어 유적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석기에서 확인되는 제작기술체계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타격흔적에
대한 의문점과 자료의 활용, 기능적 검토를 위하여 유물의 관찰과 간단한 실험을 통해 석
기를 관찰하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타격흔 분석
1. 타격흔의 정의와 석기제작기법의 제 양상
타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때려 침’으로서 ‘Hit’ 또는 ‘Strike’의 의미이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타격’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타격흔적이라고 정의하고,
타격흔적은 자연적인 훼손과정에서의 타격흔적이 아닌 인위적인 속성이 포함된 타격흔
또는 떼어진 면으로서 형태적·기능적으로 정형적인 석기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타격기
술을 의미한다.
석기의 제작기법은 구석기시대 타격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술이 신석기시
대의 석기 대부분에 적용되어 이용되고, 이와 더불어 마연기법의 등장으로 석기의 정형
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마연기법은 청동기시대 석기제작에 있어 가장 큰 기술적 속성으
로 자리 잡게 되는데,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타격의 기능
적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마연의 기능적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석기
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철기로 대체되는 철기시대 이후부터 급격한 쇠퇴 과정을 밟게 되
지만, 가공구를 비롯한 식량처리구, 어구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
서 마연기법의 활성화와 발달은 청동기시대에 최전성기를 이루며 타격기법과 마연기법
의 적절한 적용으로 형태와 기능적 속성을 지니는 석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
단된다.

8

야외고고학 제21호

야외고고학-4교.indb 8

2014-11-24 오후 2:30:46

<그림 1> 시기별 타격기법의 활용 양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연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은 점차적으로 타격기법의 비활성화, 또
는 적용 범주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기법의 적용 목적이 변화되는 단계로 이행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즉, 구석기시대 타격기법의 적용은 석기 형태뿐만 아니라 석기의 기능적
인 부분에 대한 주된 제작기법으로 사용되었던 데 반해, 신석기시대 및 청동기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마연기법의 활성화는 타격기법의 사용 목적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형태
적인 제작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타격에 의한 타격흔이 단지 형
태적인 부분에 한정하는 기술체계라기보다는 기술이 적용되는 부분에 2차적인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석기제작과 관련한 제작공정은 단선론적으로 해석할 때 석재의 구득-보관 및 분할·
분배-세부제작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완성된 석기류는 기능에 따라 이용되
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파손되었을 경우 토기류와는 달리 쉽게 폐기되지 않고 동일하
거나 다른 기능의 석기로 재가공되어 순환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가운데 청동기시대
석기제작기법은 장용
준(장용준 2007)에 의
해 타격, 마연, 고타,
찰절, 천공, 돌깨기, 홈
내기 등 7가지 방법으
로 정리된 바 있으나
크게는 원석으로부터
분할된 몸돌과 격지에
세부제작공정이 이루
어지게 되는 과정을 말
할 수 있다. 세부제작
공정은 석기의 특성에
따라 단계를 세분하기

<그림 2> 석기제작 단계 모식도
(T. Douglass Price·이희준 2013: 335 발췌 후 재구성)

도 하지만 마제석기의 경우 대체로 ‘전체형태 갖추기(1단계:찰절·타격)-세부형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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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2단계:거친(부분) 마연, 고타)-정교한 마무리(3단계:세밀한 마연)’로 구분된다. 이러한
세부제작공정은 연구자들의 관점과 석기의 특성에 따라 단계를 세분하기도 하며, 석재나
의도한 석기의 특성에 따라 중간단계를 생략하거나 단계를 반복하기도 한다(洪周希
2009).
다시 말해 석기를 제작하는 각 단계의 과정은 계기순서 속 구성 요소들의 관계성에서
각각 특정 유형의 형태 또는 기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속성, 기술이 접목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서 ‘마연’이라는 새로운 기술체계가 접목되어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타
격’이라는 전제하에 석기의 제작공정 또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표
적인 ‘마연’ 기술이 적용된 석촉의 경우 ‘타격’이라는 기술적 맥락이 기능부분에서 1차적
목적은 아니지만, 목적하는 형태의 기능을 가진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
정임에 틀림없듯이 석기제작에 있어 ‘타격’ 기술의 적용은 석기제작의 다양성 가운데 지
속적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타격 기법의 적용
타격 기법의 적용은 석기 기능을 좌우하는 경우와 본래 목적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
능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석기모양은 형태를 고려해 제작된 예,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예, 박리된 모양에 따라 결정된 예(장용준 2005), 기능을 위한 형태·기능적 측
면의 복합적 타격 흔적이 관찰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연’이라는 기술적 체계가 석기제작에 도입되기 이전 가장 일반적으로 타
격을 통해 석기의 기능적 측면의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기능을 염두에 두고 타격
이 이루어진 예이다.
특히 구석기시대를 비
롯하여 신석기시대 석
기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된다. <그림 3>과
같이 찍개와 톱니날석
기의 경우 타격은 기
능적인 부분에 집중되
어 제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찍개

<그림 3> 타격기술의 기능적 측면 적용
(찍개, 톱니날석기-국립대구박물관 2005: 5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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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몸체를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간단한 타격을 통해 날을
조성하였다. 이는 ‘타격’과 ‘기능’이 정합으로 적용된 석기제작체계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림 4>와 같이 1차 타격을 통해 떼어진 격지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타격으로 날
을 조성하여 제작한 예이다. 긁개, 끝날긁개 등의 구석기시대 격지석기의 경우 대부분 격
지의 일부에 잔손질을 가하여 석기를 제작한다.

<그림 4> 격지를 이용한 타격기술의 적용(끝날긁개-국립대구박물관 2005: 110)

세 번째로 형태를 염두에 두고 타격기술이 적용
된 예이다. 이는 기능적 측면의 경우 ‘마연’ 등의 기
술 적용이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인 형태를 조성하
기 위하여 타격기술이 적용된 경우이다. 석기 전체
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졌지만 타격흔이 기능면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형태·기능의 복합적 측면의 타격이

<그림 5> 형태 조성을 위한 타격기술의 적용
(보습, 괭이-국립대구박물관 2005: 138)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기능적인 부분의
활용을 위한 보조적 역할의 타격기술이 적용되었
다. 예를 들면, <그림 6>의 괭이 및 마제석검과 같
이 타격 또는 마연을 통해 기능면을 조성한 후 도구
의 결합 또는 2차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격이 이루
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7>의 숫돌
의 경우 석기의 기능은 석재를 가공하기 위한 면이
주된 기능면에 해당되지만 측면 타격을 통해 기능
면의 보조적 기능이 적용되었다. 즉, 타격기술은 기
능적 속성보다는 석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 속
성을 보조해 주는 역할의 타격흔이다. 이러한 경우

<그림 6> 괭이 및 마제석검의 타격기술 적용
(국립대구박물관 2005: 13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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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타격흔이 관찰되기도 하지만, 타격흔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림 7> 숫돌의 타격기술 적용(국립대구박물관 2005: 138, 279)

이와 같은 석기제작기술의 적용 가운데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타격기
술이 기능과 형태 조성에 주된 적용 기술이기 때문에 타격흔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
만, 청동기시대에 주로 확인되는 석기의 석기제작은 타격을 통한 기술적 체계와 마연이
라는 기술이 활발하게 접목되어 마연이라는 기술적 체계가 자리 잡은 시기이다. 이 시기
에는 타격이라는 기술 적용은 대부분 형태적 측면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석기는 마연이라는 기술이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타격기술의 석기제작기술은
마연석기 제작과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초적 기술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석기제작
의 한 방법이다. 물론 기능적 측면의 타격기술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이 시기
의 석기를 해석하고 기능적인 속성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타격흔적의 관찰은 석기를 분
류하고 검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 타격흔 관찰을 통한 분석 및 실험
흔히 마제석기 또는 명확하게 타격이 이루어져 타격 자체가 석기 기능으로 제작된 타
제석기가 아닌 경우 타격 흔적에 대한 관찰 및 분석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미세하고 정교하거나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자연
적인 타격흔적과의 구별이 어려운 타격흔적의 경우 석기를 관찰, 기술, 표현하는 과정에
서 누락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하지만 이러한 타격흔적의 특징을 보다
관심 있게 관찰한다면, 석기의 기능적인 측면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해질 수 있는 방법론
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접근 의도는 ‘모든 도구에 나타나는 의도적인 현상
은 뚜렷한 목적과 용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토
대로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유물의 검토 및 관찰을 통하여, 석기의 기능을 검토해 보고 타
격흔적을 중심으로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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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유물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로서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 및 ‘고
창 봉산리 황산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다른 유적에서 확인된 석기들의 사례를 토대로 타격흔적의 기능적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실험의 방법은 석기의 형태와 현재까지 논의된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직접 손에 쥐
어 보고 사용하는 과정을 시연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석기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추
론하였다.
실험의 과정과 방법론적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물의 타격흔 관찰을 통해 1차원적 실험이 이루어졌다.

1)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구하도 등이 확인된 유적이다. 주거지
는 장방형, 방형의 구순각목공렬문토기가 출토되는 시기 및 중앙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되
는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석기는 총 86점으로 석기의 종류는 그 수량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종류가 출
토되었다. 석기는 수렵구, 벌채구, 가공구, 농경구 등으로서 부리형석기, 곰배괭이, 석도,
지석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유물은 하천 주변 충적지에 위치한 유적의 농경과 관련한
특징을 말해 주는 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지석의 수량과 미완성석기,
박편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기제작과 관련한 일련
의 과정이 이 유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 준다.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1차적으로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유물과 타격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유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타격면이 기능적 속성을 가지는 유물을 제외한 타
1)

격흔적이 확인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해당되는 유물은 가공구(加功具) 또는
농공구로서 비교적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물에 해당한다. 실험 대상유물은 원래의 기
능이 가공을 하는 지석으로서 지석의 측면 또는 전면에 걸쳐 타격이 이루어진 유물에 대
하여 진행하였다.

1)	여기서 말하는 가공구는 마제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1차 도구인 숫돌[砥石] 등에 해당하며, 마연하여 2차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석
기를 의미한다. 마제석기와 용어상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통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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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및 실험 1
전체적인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숫돌[砥石]이다. 제원은 길이: 19.1㎝, 너
비: 12.7㎝, 두께: 3.3㎝이다. 숫돌의 전면(前面)에는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비스
듬하게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석기를 가공하는 가공면에 해당된다. 양쪽 측면 하단에는
타격흔이 확인된다. 또한 후면(後面)에는 강한 타격을 통해 2/3가 떼어진 배면이 관찰된
다. 타격은 강하게 한 차례 타격 후 전체적으로 자연면을 떼어냈으며, 측면 일부에 잔손
질을 통해 형태를 만들었다.
석기는 원래 숫돌이라는 가공구의 목적으
로 제작되었으나, 주 사용면인 마연면을 제
외한 측면 및 후면의 타격흔적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타격흔적은 숫돌을 사용하기
위한 가공흔적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격흔적의 용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림 8> 숫돌 1 실측도면

실험은 석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사용 방
법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을 손으로 직접 쥐어 봄으로써 타격흔
의 활용 정도와 용도를 파악하였다.

<그림 9> 숫돌 1 타격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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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후면 타격흔적 실험 모습

<그림 11> 측면 홈 실험 모습

● 관찰 및 실험 결과 1
① 전면에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가공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측면 및 후면에 타
격흔적이 확인된다.
② 측면 타격흔적의 경우 왼손 엄지와 중지 및 약지로 잡을 때 가장 편하다.
③ 후면 손바닥이 닿는 부분에 강한 타격으로 면의 두께를 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항’의 자세로 석기를 잡을 때 후면의 타격흔적으로 인하여 손바닥의 밀착 정도가
정교해진다.
④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으로 쥐었을 경우 왼손에 비하여 석기의 사용과 밀착 정도가
약하다.
결론 및 추론: 숫돌로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숫돌을 들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하단부에서 왼쪽 상단부 방향으로 석기를 가공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 즉, 지상에 고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보다는 직접 들거나 휴대하
면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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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및 실험 2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숫돌에 해당된다. 제원은 길이: 16.2㎝, 너비: 9.2㎝, 두께: 5.9
㎝이다. 비교적 두터운 사암제 석재의 상하 측면에 많은 타격을 가하여 형태를 만든 후
일부 강한 타격으로 측면 홈을 조성하였다. 또한 후면의 우측 상단부에 타격으로 인한 타
격흔이 확인된다.
석기의 전면 중앙부에서는 장축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석기의 우측 측면은 타격을 통한 형태 조성 이후 고타흔적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타
격을 통해 석기의 형태를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연면은 일부만 확인되는데, 일부
면을 이용하여 석기를 가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숫돌 2 실측도면

  

  
<그림 13> 숫돌 2 타격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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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측면 타격흔 관찰 및 실험 모습

<그림 15> 후면 타격흔 관찰 및 실험 모습

● 관찰 및 실험 결과 2
① 전면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중단부 강한 타격으로 홈을 조성하였다.
② 전면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여러 차례 타격으로 둥근 형태를
조성하였다.
③ 왼손으로 석기를 쥘 때 엄지손가락은 좌측 측면 타격흔, 나머지 손가락은 우측 측면
형태 조성된 둥근면에 밀착된다.
④ 후면 중앙의 두 군데의 타격흔은 손바닥이 밀착된다.
⑤ 후면 좌측 상단의 사선 방향의 타격흔은 검지손가락과 밀착된다.
⑥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으로 쥐었을 경우 왼손에 비하여 석기의 사용과 밀착 정도가
약하다.
결론 및 추론: 숫돌로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숫돌을 들고, 오른손으로 우측
하단부와 좌측 상부 쪽 방향으로 마연면으로 석기를 가공할 때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 측면의 고타흔적은 석재의 모서리각을 없애기 위하여 진
행된 작업이며, 안정적으로 석기를 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청동기시대 석기의 타격흔 관찰 및 기능 검토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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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고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보다는 직접 들거나 휴대하면서 사용
했을 가능성이 높다.
(3) 관찰 및 실험 3
장방형 형태의 숫돌에 해당한다. 제원은 길이: 14.2㎝, 너비: 6.0㎝, 두께: 3.1㎝이다. 비
교적 두터운 사암제 석재의 전면을 마연면으로 석기 또는 단단한 도구를 가공하는 가공구
이다. 가공면은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우측 측면은 3차례의
타격흔이 확인되며, 후면의 경우 강한 타격으
로 떼어진 면이 관찰된다. 석기의 측면은 전
면과 동일한 형태로 마연된 흔적이 확인된다.
석기의 전면 중앙부에서는 장축 방향과 동
일한 방향으로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마연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규칙
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석기의 상단부 및 하단부는 타격을 통해 형

<그림 16> 숫돌 3 실측도면

태를 만들었으며, 고타와 유사한 잔손질을 통
해 석재의 모서리각을 제거하였다.
실험은 숫돌의 마연면 기능 및 석기 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타격흔적을 제외한 타격흔
을 관찰하였으며, 관찰된 타격흔적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연 작업 과정을 시연하
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7> 숫돌 3 타격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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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측면 타격흔 관찰 및 실험 모습

● 관찰 및 실험 결과 3
① 전면 방향에서 볼 때 좌측 측면은 마연을 통해 형태 조성, 우측 측면에 3차례의
타격으로 홈을 조성하였다.
② 석기를 왼손으로 쥘 때 좌측면은 엄지손과 밀착된다.
③ 우측면의 타격흔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에 밀착된다.
④ 후면의 2차례의 타격으로 조성된 타격흔은 손바닥에 밀착된다.
⑤ 후면의 타격흔은 석기의 두께 때문에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성면으로 판단된다.
⑥ 오른손으로 석기를 쥘 때 왼손으로 쥘 때 보다 불편하다. 오른손으로 쥘 때 마연면
의 마연흔적이 비대칭을 이룬다.
결론 및 추론: 숫돌로서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숫돌을 들고, 오른손으로 우측
하단부와 좌측 상부 방향을 마연면으로 석기를 가공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면의 타격흔은 손으로 잡기 용이하도록 조성하였으며, 우측
측면의 타격흔은 안정적으로 손가락이 밀착되도록 제작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지상에 고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보다는 직접 들거나 휴대하면
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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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은 201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황산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와 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고수천 유역에 넓게 형성된 충적지에
해당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취락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취락은
지형 형성상 자연제방의 후면에 형성된 충적지의 실트층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를 비롯하여 구, 수혈, 지석묘, 구하도 등이다. 주거지는 방형, 말각방형,
원형으로서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주거지 내
부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석기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확인된 석기류는 석착, 갈돌, 갈판, 석부, 고석, 망치 및 몸돌과 다량의
격지 등이 있다. 주거지에서 확인된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지 내에서 석기를 제작
했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타격을 통한 석기제작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생활용구 및 가공구와 관련한 석기들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이번 실험은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석기들 가운데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용도 미상의
석기들을 대상으로 타격흔적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사용면, 타격흔의 관계와 이
를 통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용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타격에 의한 제작과정에서 확
인되는 석기가 다량 확인되었으나, 일부 석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관찰 방법으로 유물
에 대한 기능적·용도별 분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1) 관찰 및 실험 1
유물은 원형의 고석이다. 유물 전반적으로 타격에 의한 형태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
단된다. 백색 석영제 석재를 이용하여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전반적인 타격이 이루어졌으
며, 석기 하단부는 으깨진 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으깨진 면을 사용면으로 석기를 이용했
던 것으로 추정되며, 석기 양쪽 자연면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타격이 이루어졌다.
실험은 주 사용면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성을 토대로 타격흔과 사용면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손으로 쥐어 타격흔의 타격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관찰 및 실험 결과 1
<그림 19>의 ①과 ②는 석기의 사용면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사용면은 모서리를 중
심으로 으깨진 면이 확인되는데, 으깨진 면을 ②와 같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②의 손바닥이 닿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손으로 쥘 때 손
바닥에 석기와의 착용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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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과 ④는 손으로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다. ④와 같이 자연면의 절리면
에 엄지손가락이 손에 쥐기 편하게 밀착된다.
손으로 쥐었을 때 ⑤와 ⑥은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으로서, 2차례의 수
직타격을 통해 떼어진 면이 확인된다. 이 면은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거의 정확하
게 밀착된다.
결론 및 추론: 석기는 주 기능면을 중심으로 손으로 쥐고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타격흔적은 측면의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타격이
이루어졌으며, 타격흔은 손으로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손에 밀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기는 손으로 쥐고 기능면을 중심으로 찧거나 또 다른
석기를 떼어내는 망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9> 고석 1 타격흔 관찰 및 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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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및 실험 2
유물은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고석이다. <그림 20>과 같이 석기의 하면은 전체적
으로 사용면으로 추정되는 으깨어진 면이 관찰되며, 상면 전체적으로 타격흔적이 확인된
다. 또한 측면에는 상면을 타격면으로 수직타격에 의한 타격흔이 확인된다.
실험은 주 사용면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성을 토대로 타격흔과 사용면의 관계를 파악하
고 기능 및 용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림 20> 고석 2 타격흔 관찰 및 실험 모습

● 관찰 및 실험 결과 2
<그림 20>, <그림 21>의 ①은 석기의 하면으로서 으깨어진 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주 사
용면으로서 기능적 속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②는 석기의 상면으로서 전체적으
로 타격에 의한 편평한 면이 확인된다. 강한 수직타격에 의해 비교적 편평한 면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면 타격을 통해 손으로 쥐었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에 밀착된다.
③과 ④는 손으로 쥐었을 때 중지손가락,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닿는 부분이다. 그
림과 같이 손바닥과 손가락에 석기와 거부감 없이 밀착되도록 타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⑤~⑧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다. 역시 타격흔적에 손가락이 거의
밀착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추론: 석기는 주 기능면을 중심으로 손으로 쥐고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타격흔적은 전체적으로 석기의 형태를 위한 목적보다는 석기의 기능적
인 부분을 목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졌으며, 의도한 부분에 한정하여 타격
을 통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석기 전체적으로 의도성이 명
확히 반영된 타격흔적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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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측면 및 후면 타격흔 실험 모습

이외에도 다양한 석기들에서 타격흔적이 관찰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찰 과정을
적용하여 석기 기능 및 용도를 상정할 수 있는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유물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그림 22> 기타 타격흔 관찰 석기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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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타격흔 적용에 따른 기능 및 용도 추정
청동기시대 석기에서 관찰되는 타격흔적은 석기의 형태적 측면의 적용이라는 점보다
기능적 측면의 목적이 있었음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격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1차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석기에서 관찰되는 타격흔적은 단순히 석기의 기능적인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타격이 아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타격이라는 점에서 2차
목적의 기능으로 적용된 석기제작기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러한 타격흔
적의 관찰과 적용으로 석기의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의 숫돌[砥石]의 예는 거시적으로 숫돌의 분류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청유적에서 확인된 숫돌뿐만 아니라 청동
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숫돌을 살펴보면 숫돌의 크기가 20㎝를 넘지 않는 숫돌의 경
우 강청유적과 유사한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크기가 20㎝를 넘는 경
우는 대부분 숫돌의 측면 또는 전체적으로 마연 또는 자연면을 이용한 형태를 제작하였
던 경우의 비율이 높다. 즉, 크기 및 타격 흔적에 따라 휴대 또는 손으로 쥐고 사용했거나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하였던 숫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석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사용과정도 일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예는 유럽의 구석기학자들에 의해 일부 추정 연구했던 경
우도 살펴볼 수 있는데, 석기의 형태와 타격면을 기준으로 ‘왼손잡이 석기제작자’에 대한
추정 예(T. Douglas Price 2013: 341)가 있다. 즉,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군집 양상과
도구의 조합 등의 관찰을 토대로 석기의 기능 및 사용했던 사람들의 인류학적 측면의 근
거까지도 추정했던 것이다. 순천 강청유적에서 출토된 숫돌의 예에서도 역시 이러한 측
면의 추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을 진행했던 석기들의 타격흔을 바탕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오른손으로 쥐었을 경우와 왼손으로 쥐었을 경우의 석기와의 밀착 정도
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실험은 하나의 석기에 3명의 실험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왼손으로 석기를 쥘 때 밀착 정도가 좋았으며, 왼손으로 쥐었을 때의 방향으로
마연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오른손잡이가 숫돌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마연
작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로 실험한 결과 역시 순천 선평리 강청유적과
유사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약 250여 점의 출토 석기 가운데 타격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과정의 분석을 통해 석기의 기능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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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할 수 있는 예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한다.
타격흔적과 주된 사용면의 기능적 부분과의 관련성은 실험을 통하여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석기의 경우 타격
흔적은 손으로 쥐고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석기와 손바닥과의 거부감이 없도록 타격에
의한 밀착면을 형성하였으며, 손바닥을 비롯하여 손가락이 석기를 사용하면서 용이하도
록 타격이 이루어졌다. 즉, 관찰되는 주 사용면(기능면)은 손으로 잡을 때 용이하도록 타
격을 통해 형태를 만들었으며, 타격흔이 확인되는 석기의 대부분은 손으로 잡고 사용하
기에 편리한 크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석기의 기능이 다른 석기를 제작할 때 사용한 망
치였는지, 곡식 등을 찧는 생활용 도구였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
한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를 비롯하여 그 이전 시기, 또는 그 이후의 시기에도 마찬가지
겠지만 석기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타격흔적은 어떠한 목적에 의거한 제작 기법상의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주된 기능면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가
그동안 관찰과 분석의 대상에서 다소 간과되었던 타격흔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면 석기의
기능적인 부분과 용도에 있어 보다 세분화되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해 본다.

Ⅳ. 맺음말
청동기시대 석기의 형태는 다양하게 확인된다. ‘마연’이라는 석기제작기법의 적용이 보
다 활발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격’이라는 석기제작기법은 점차적으로 1차적인 석기
의 형태 제작에 이용되거나, 타격을 통해 기능적 부분을 고려한 석기의 제작 빈도가 떨어
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분명한, 또는 기능적인 부분이 불분명한 석기에서 확인되는 타격흔
적은 단순히 1차원적인 제작기법의 적용이라기보다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기능적 제작
기법의 일환으로서 이를 통해 주된 기능을 보완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범주 내 석기제작
기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석기의 기능적 부분과 동시에
석기 주변에서 관찰되는 타격흔에 대한 관찰과 분석은 석기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
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몇 가지의 간단한 실험은 앞으로 보다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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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용도의 석기로 한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인류학적·통
계학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청동기시대를 비롯한 다른 시기의 석기 역시 재미있는 결과
가 도출되지 않을까 싶다.
향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유적
을 비롯하여 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석기에서 관찰되는 타격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석기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논문접수일(2014.8.22) ▶심사완료일(2014.10.6) ▶게재확정일(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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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 vestige feature observed in the
Bronze Age and Stone-tool Review
Sung-tan Park

(DAE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Bronze Age stone tools are identified in a variety of forms than the Paleolithic and
Neolithic. Stone production techniques than those applied in the previous period is the time
that the Bronze Age stone ‘Knock’ as well as techniques of ‘sharpen’ production techniques
that apply hot up As well as processing equipment, obtain various forms of life, such as the
stone of generalized appearance. In other words, ‘sharpen’ stoneware production techniques
that were produced as described above is generalized, ‘Stone tool(strike)’ production
techniques that are applied in cases when the perceived decline of the original function if
you create a form of primary stoneware.
But ‘Knoc’ of technology is located in an important system function part of the stone,
Making the stone got to the part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erms of a process rather
than by the application purpose. This paper was attempting to access the non-functional
part of the morphological aspects of hitting the trail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of
stoneware excavated in Honam area, it can be seen that the process capability for use as a
blow from a stone technique is applied.
So if you assume that the only consumable product in the primary action for creating
an a polished stone tool against the technical system but did not have a big meaning,
through unfinished stoneware and stoneware func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having
been produced by a strike, strike’ in the technique known as this appl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been an important role as the lead up to the Bronze Age.
If such observations are common blow observed in the use of the Stone is assumed
and can also enable a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is, recognition of the technical system
for the people using the stone is considered also be estimated. In addition to hitting the
common interest in the 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stone because it would provide a
variety of data on how, if the purpose is not clear use stoneware will progress.
Key words : the Bronze Age, stone tool production technique, sharpen, knock,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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