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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석기를 제작하는 것은 석기의 외형적 특징을 석재에 구현하기 위하여 격지를 떼어
내는 과정이다. 석기 표면의 둔각은 여러면석기의 외형적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서 이것은 여러면석기의 둔각은 몸체를 둥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구현된 필연적 결
과이다.
석기의 표면에 둔각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연장선이 예각을 이루는 경우 망치의 궤적을 극단
적으로 몸체에 근접한 타격을 하여 격지를 떼어낸다.
② 몸체의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는 경우 모서리의 끝을 타격하여 격지를 떼어낸다.
③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연장선이 둔각을 이루는 경우는 격지를 뗄 수 없
으므로 모서리를 부숴 둔각을 만든다.
④ 격지는 두꺼운 부분을 따라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면과 면이 만나는 능선을 제거
하여 둔각을 만든다.
⑤ 세면이 만나는 꼭짓점을 제거하여 둔각을 만든다.
둔각을 떼는 타격은 한 번의 타격으로 격지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둔각을 만드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격지는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면석기 몸체에 남아있는 격지 자국도 상
당한 교란이 되어 있다.
앞으로 여러면석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격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작과정에서 실패한
여러면석기 미완성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여러면석기와 몸돌의 경계를 규명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구석기, 여러면석기, 둔각, 몸돌, 격지, 실험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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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석기를 분류할 때 대상에 남아있는 인위적인 타격 흔적의 모양과 위치 등을 육
안으로 관찰하여 분류한다. 즉, 석기를 분류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은 석기의 외형적 특
성이다. 따라서 특정 ‘석기를 만든다’는 것은 만들고자 하는 석기의 외형적 특징을 석재
에 구현하기 위하여 격지를 떼어내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여러면석기를 정의하는 요소로서 박성진은 모가 죽은 육면체 모양, 능선의 으스러진
자국, 둔각의 타격 각도 등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으며(박성진 2018: 44), 여러면석기를
몸돌에서 공모양석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석기로 이해한 경우에도 “몸돌의 모서리 부분
을 둔화시키는 공정”을 몸돌과 여러면석기의 경계로 삼고 있다(성춘택 외 2011: 52). 이
렇듯 둔각은 여러면석기의 외형적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면석기에서의 둔각은 여타의 다른 석기에서 관찰되는 둔각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다. 예를 들면, 주먹도끼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둔각은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 위한 반복
된 격지 뗀 자국의 경계에 생긴 우연적 결과거나, 석재의 두께를 줄여 다음 격지를 떼는
데 용이하도록 얇고 길게 떨어진 뗀 면과 자연면이 이루는 비목적적인 둔각이다. 이에
비하여 여러면석기의 둔각은 몸체를 둥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서 구현된 필연적 결
과이다.
여러면석기에 대한 형태적 분류는 자연상태의 원석에서 얼마나 석구(石球)과 가까워
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이승원은 각진 모양(polyhedron) - 버
금 공 모양(subspheroid, spheroid) - 공 모양(stone ball)(이승원 2005: 14)으로 분류하였으
며, 성춘택은 원석에서 - 몸돌 - 공모양석기에 이르는 변화를 여섯 단계로 분류하였다
(성춘택 외 2011: 52). 배기동은 타격면의 집중도와 위치의 복합으로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배기동 2012: 2-3), 공수진은 각진 여러면석기 - 각이 조금 죽은 여러면석기
(subspheroid) - 공모양석기(spheroid)(공수진 2013: 239), 이헌종과 송장선은 부정형 - 다
면형 - 원형(이헌종·송장선 2013: 26-28), 박성진은 여러면석기(polyhedron) - 준석구
(sub-spheroid) - 석구(spheroid)(박성진 2018: 44)로 분류하였다. 이글에서는 박성진의 분
류에서의 ‘준석구(sub-spheroid)’에 해당하는 여러면석기를(<그림 1>) 실험적으로 제작하
1)

는 과정에서 사용한 석기 몸체에 둔각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
방법으로 타격하였을 때에 발생한 격지의 모양을 검토하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격지가
유적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실험자 1인의 결과이므로 제작자의 개별 능력(근력, 기술 등)과 경험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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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러면석기의 유형(박성진 외 2013: 176, 200, 228)

<그림 2> 다양한 암질로 제작한 여러면석기(괄호 안은 석재 채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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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 검토 사항
1. 기존 연구의 검토
석기 몸체에 둔각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헌종과 송장선(이헌종·송장선
2013: 23), 박성진(박성진 2018: 48) 등이 있다. 먼저 이헌종와 송장선의 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3>-①과 같은 원리로 격지를 떼어내는 것을 가정하고, 몸체의 8방향으로 격지를
떼어내어 8자 모양을 연상시키는 면을 만들어낸 뒤 모를 죽이는 타격으로 석기의 표면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글쓴이의 실험에서는 위와 같은 격지떼기를 구
현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림 3>과 같은 방향으로 타격을 하였을 경우 격지의 배면이
그림과 같이 구현되지 않았으며, <그림 3>-②와 같이 몸체 길이의 1/4에 해당하는 길이
의 격지를 한 번에 떼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림 3> 여러면석기 제작모식도(이헌종·송장선 2013: 23)

박성진은 텍시에와 로슈의 방법을 <그림 4>와 같이 소개하였다.(박성진 2018: 45-47)
방법은 ①번과 ②번을 그림의 우측뒷면을 타격점으로 하여 크게 떼어내고, 몸돌의 방향
을 바꿔 ③번 타격을 실시한 뒤 ④번과 ⑤번을 작게 떼어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그림에서 보이는 ①번부터 ⑤번 격지 뗀면의 사이는 모두 둔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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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타격면에서 격지를 둔각으로 떼어내는 것
이 아니라, 격지면의 조정을 통해 둔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선행된 둔각떼기 방법에 대한 연구는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거나, 격지면의 조정을
통해 둔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격지
떼기를 통해 몸체에 둔각을 구현하는 방식을 소개
한 예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림 4> 텍시에의 둔각 유지 방법
(박성진 2018: 48)

2. 격지떼기의 기본 원리
전제 1. 제작자는 타격을 하기 전에 떼 낼 격지의
형태를 미리 예측하고 타격한다. 제작자의 최종 목
적은 석기의 외형을 완성하는 것이겠으나, 이를 위
한 우선적 목표는 석재에서 제작자가 원하는 모양
의 격지를 떼어내는 것이다.
전제 2. 석재에서 격지를 떼어내는 행위는 주위에
서 획득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타격구 또는 이를 단
순 가공한 타격구(이하 망치)를 제작자의 근력만을
2)

사용해야 한다. 이는 현대의 금속망치를 사용한다

<그림 5> 타격각과 타격점

던가, 제작자의 근력을 넘어서는 힘을 가하여 격지
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격지를 떼어낼 때 격지의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3)

주는 변수 가운데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타격점의 위치와 타격각이다. 타격점은 석재와 망
치가 충돌하는 점이며, 타격각은 망치의 궤적이 타
격점과 이루는 각이다<그림 5>.
타격각과 타격점의 변화는 <그림 6>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망치의 궤적이 몸체의 표면에 가까워짐
<그림 6> 타격각과 타격점의 변화

2) 직접타격법에 한정된 전제이다.
3) 격지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타격각과 타격점의 위치 이외에도, 석재의 굳기, 망치의 강도, 망치의 무게, 타격 속도(근력) 등
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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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가 방향으로 기울수록) 타격각은 줄어들고 반대로 나로 갈수록 타격각이 늘어
난다. 타격점은 A로 갈수록 몸돌 안쪽으로 들어가고, B로 갈수록 몸돌의 바깥쪽에 위
치한다.
4)

<그림 7>은 타격각도에 따른 격지 모양의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존 C 휘테이커
2017: 160). 타격각도를 줄여 가방향에서 타격을 하게 되면 나방향에서 타격했을 때 보다
격지의 배는 몸체의 바깥쪽으로 형성되게 된다. 타격각도의 변화는 망치의 힘을 석재로
전달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타격방향을 가 방향으로 눕힐수록 타격각도가 줄어들게
되어 망치에서 몸돌로 전달되는 힘이 석재외부로 빠져나가 상당량의 힘을 손실하게 된
다. 또한 타격방향을 나 방향으로 기울이면 깨뜨리고 지나가야 할 몸체의 두께가 두꺼워
지므로 더 많은 힘이 필요로 한다. 전제 2에서 언급했듯이 격지를 떼는 행위는 제작자의
근력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타격각도의 변화 폭은 제작자에 따라 그 한계가 생긴다.

<그림 7> 타격각도의 변화에 따른 격지 형태의 변화

<그림 8>은 타격점의 위치에 따른 격지의 크기 변화를 보여준다. 몸체의 중심부에서 바
깥쪽으로 갈수록 격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타격점의 위치변화는 격지를 떼기 위한 물리
적인 힘의 변화를 수반한다. 즉, 몸체의 안쪽으로 갈수록 깨뜨려야 할 몸체의 두께는 두
꺼워지고, 격지가 커지는 만큼 더 큰 힘을 가하여야 격지가 떨어지게 되며, 역시 전제 2
처럼 제작자의 근력을 넘어선다면 격지는 떨어지지 않게 된다.

4) 우리나라에서 타격각도에 따른 격지 배면(혹)의 각을 수치화하여 연구한 예는 아직 없다. 이는 격지 배면의 각을 결정하는 요소가
타격각도 이외에도 주)3에서 언급한 석재의 굳기와 망치의 무게 등 변수가 많아 연구가 난해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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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타격점 위치에 따른 격지의 크기 변화

3. 몸체의 모양
석기제작에 있어서 몸체의 모양은 타격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
요한 요소다. 따라서 석기제작자는 타격 전에 몸체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통해 격지 떼
기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9>는 몸체에서 격지를 떼기 전에 제작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
를 표현한 것이다. 제작자는 타격할 면과 타격점을 정하고 떼어낼 격지의 크기를 고려하
여 격지 끝이 위치할 면을 정한다. 또
한 배면의 형태를 추정하여 격지를
떼어낸 다음 몸체에 남을 흔적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림 10>은 제작자가 떼어내고자
하는 격지의 크기에 따라 타격점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
각의 변화는 곧 격지 떼는 방법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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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몸체에 대한 격지떼기 기본 구상

화를 가져온다. 타격 방법의 변화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림 10> 제작자의 격지떼기 구상

몸체의 표면에서 격지의 등면이 될 부분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다. 격지의 등면이 길이
방향으로 능선이 있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가와 격지의 등면에 세 개 이상의 면이 만나
는 꼭짓점이 위치하는가의 여부도 격지를 떼어내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관찰요소
이다.

Ⅲ. 둔각을 만드는 방법
1. 격지떼기
일반적인 격지떼기는 도구를 만들기 위한 격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석기에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목적에 의한 격지떼기는 자연스럽게 석기
5)

에 남은 격지 뗀 각이 예각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여러면석기 제작을 위한 격지떼기는
이 각을 둔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림 7>에서 보았듯이 망치궤적을 몸체의 타격면으로
뉘일수록 타격각은 작아지고, 격지의 배면은 몸체의 바깥쪽으로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타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망치의 힘의 상당부분이 몸체의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
므로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타격으로 격지가 떼어지지 않는다.
<그림 11>에서 ‘A’는 타격점, ‘a’는 격지 끝, ‘O’는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이 만

5) <그림 7>의 ‘나 격지’를 떼었을 때 몸돌에 남은 자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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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점이다. 이 때 ∠AOa는 예각이어야 한다. 제작자는 A를 타격점으로 하여 a가 격지
의 끝이 될 것을 기대하며 타격한다. 실선으로 표현된 ‘타격 1’은 망치의 궤적을 극단적
으로 몸체에 붙여 타격점 A를 타격 한다. 이때 몸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몸체단면 내부
의 실선처럼 가해지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한 번의 타격으로는 격지가 떨어지지 않으
므로 같은 점을 다시 타격하거나, 몸체의 방향을 돌려 점선으로 표현된 ‘타격 2’ 방향으
로 타격을 한다. 이때 몸체에 가해지는 충격은 몸체단면 내부의 점선처럼 가해지게 된
다. 이러한 타격을 연속, 반복으로 실시하게 되면 몸체 내부에 충격의 스트레스가 쌓이
게 되고 결국 실선과 점선의 경계 어디쯤에서 격지의 배면을 형성하며 격지가 떨어진다
<그림 13>.
<그림 12>는 <그림 11>의 원리를 곡면에 적용한 것이다.

<그림 11> 둔각 격지떼기 모식도

<그림 12> 둔각 격지떼기 적용례

<그림 13> 둔각 격지떼기의 실험 예(석영 맥암 - 석장리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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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지떼기 방법은 망치 궤적을 눕혀 타
격각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격
각이 커지면 의도한 것보다 큰 격지가 떨
어지게 된다. 이렇게 떨어진 격지는 등면
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볼록하고 배면은 비
교적 평평하며, 굽이 좁은 모양이다. 이러
한 타격의 실수는 격지가 두꺼워진 만큼 몸
체의 두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

<그림 14> 둔각떼기 실패 모식도

국 제작 가능한 여러면석기의 전체적인 크
기를 줄이게 되어 기존에 계획하였던 여러면석기 제작에 실패하게 된다. 유적에서도 이
와 유사한 형태의 격지가 발견되므로<그림 15, 16> 이 격지들은 여러면석기 제작과 관련
된 작업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실제 유물과 제작 실패사례 격지 비교 1
(① 김포 풍곡리(박성진 외 2013: 212) ② 실패 유발 격지(석영 맥암 - 원석 석장리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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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제 유물과 제작 실패사례 격지 비교 2
(① 연천 전곡리(배기동 외 2009: 129) ② 실패 유발 격지(석영 자갈 - 원석 전곡리 채집))

2. 계단형 격지떼기
모서리가 직각에 가까운 경우 모서리 끝에 가까운 곳을 타격하여 격지를 떼어낸다. 이
방식은 좀돌날몸돌에서 좀돌날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타면이 망가졌을 경우 타면을 재생
하기 위한 타면재생격지를 떼어내는 방식과 같다. 이 때의 망치궤적은 수직에 가깝도록
세워야 한다. 이 방법은 망치의 힘을 몸체의 좁은 타격면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므로 <그
림 17>과 같이 길이가 짧고 배면이 비교적 평평한 격지가 떨어지게 된다(존 C 휘테이커
2017: 183).
이 때 떨어지는 격지의 크기는 원석의 입자와 관련이 있는데, 원석의 입자가 작고 치밀
할수록 크기가 큰 격지가 떨어진다. <그림 18>과 <그림 19>는 각각 입자가 비교적 크고
치밀하지 못한 규암과 비교적 입자가 작고 치밀한 혼펠스에 수직방향 격지 떼기를 하였
을 때 몸체에 남은 격지흔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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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직방향 타격시 격지의 떨어짐

<그림 18> 수직방향 격지떼기의 실험 예 1(규암 - 전곡리 채집)

<그림 19> 수직방향 격지떼기의 실험 예 2(혼펠스 - 임실군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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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과 <그림 19>에서 보듯이 수직방향 격지떼기는 원석의 암질에 따라 떨어지는
조각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므로, 실제 석기제작에서는 그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규암이라도 보다 작고 치밀한 입자를 가진 규암이라면 수직방향 타격에
의한 격지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계단형 격지떼기는 위의 수직방향 타격을 몸체의 방향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시도한
다. <그림 20>과 같이 첫 번째 타격을 하여 격지를 떼어낸 뒤에, 석기 몸체를 90°를 돌려
서 첫 번째 격지가 떨어진 격지면을 타격면으로 삼아 두 번째 타격으로 격지를 떼어낸

<그림 20> 계단형 격지떼기의 진행 과정

<그림 21> 고타를 이용한 석기 몸체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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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다시 첫 번째 타격을 한 방향으로 석기 몸체를 돌린 뒤 세 번째 타격을 하여 격
지를 떼어낸다.
6)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직각이었던 석기 몸체는 <그림 21>과 같이 계단
상의 모습을 갖게 되며, 몸체에 남은 계단상의 흔적은 돌망치를 사용한 고타에 의해 부
드러운 곡면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3. 모서리 부수기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이 둔각(직각보다 약간 큰)을 이루는 경우 또는 그 각
이 직각임에도 불구하고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길이가 짧아 계단형 격지떼기를 할 수
없을 경우 격지떼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전제 1’처럼 타격 전에 떨어뜨릴 격지의
7)

모양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 이 경우에는 격지를 뗄 수 없으므로
모서리를 부숴서 현재의 둔각보다 보다 큰 둔각을 만든다. 모서리를 부수는 타격은 작고
8)

단단한 망치를 사용한다 . 이때 타격의 방향은 둔각 격지떼기와 같이 망치의 궤적이 몸
돌의 표면에 가깝도록 타격
하며, 타격점은 가능한 모
서리에 가까운 곳으로 설정
하여 타격한다. 이 타격으
로 만들어지는 몸체의 둔각
면 폭은 1㎝ 내외이며, 몸
체의 암질에 따라 망치에
의해 쪼아진 흔적과 구분하
9)

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
몸체에서 떨어진 조각은 1㎝
이하의 작은 격지이거나 부
스러기가 된다.

<그림 22> 모서리 부수기

6) 이 글에서는 ‘세 번째 격지떼기’까지 만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제작과정에서는 이것을 많이 반복할수록 여러면석기 제작에 유리하다.
7) 전제 2에서 언급했듯이 석기제작은 제작자의 근력 내에서 격지떼기를 하여야 하는데, 글쓴이의 근력으로는 격지를 뗄 수가 없었다.
8) 글쓴이의 경험에 의하면 망치의 크기가 작을수록 격지의 크기가 작아지고, 망치의 강도가 강할수록 짧은 격지가 떨어진다.
9) 석영암 중 입자가 소금처럼 부서지는 경우 예를 들면 <그림 23>-② 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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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모서리 부수기의 실험 예
(① 규암 자갈돌 - 전곡리 채집, ② 석영 맥암 - 석장리 채집)

4. 능선 제거
격지는 몸체의 두꺼운 부분을 따라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격지 뗀 면과 격지 뗀 면이 만나는 능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때의 타격점은
능선의 바로 위에 붙여서 설정해야 한다.

<그림 24> 능선을 제거하여 둔각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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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에서 ‘몸체 a’의 격지 뗀 면과
격지 뗀 면이 이루는 능선의 상부를 타격하
면 ‘몸체 b’와 격지를 얻게 되며, 몸체 b에
는 두 개의 능선 b가 생긴다. <그림 25>는
몸체 a의 단면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간략
하게 표현한 것이다. 점 A는 몸체 a의 능선
a에 해당한다. △ABC를 선분 BC를 밑변으
10)

로 하는 이등변삼각형이라 가정하면,

∠

ABC는 예각이므로 몸체 b에 남는 ∠CBD

<그림 25> 석재 a의 단면 모식도

11)

는 둔각이다 .
능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격지는 길이 방향으로 길고 등면에 종방향을 따라
능선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격지의 예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돌날이
다. 돌날의 횡단면은 밑변이 긴 삼격형 또는 윗변(등면)을 짧고, 아랫변(배면)은 사다리
꼴의 형태를 가진다.

<그림 26> 능선 제거 둔각성형의 실험 예(석영 맥암 - 석장리 채집)

10)	물론 이 삼각형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이등변삼각형은 아니지만, 이 가정이 논점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큰 흠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등변삼각형으로 가정한다.
11)	유클리드 『기하학원론』 제1권 제13명제 ‘일직선이 다른 일직선과 만나서 각을 이룰 때 그 직선은 두 개의 직각을 만들거나, 혹은
그 합은 두 개의 직각과 같다.’ 즉, ∠ABC와 ∠CBD의 합은 180°이므로 ‘180-∠ABC(예각)=∠CBD(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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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추정 능선 제거 격지
(① 김포 풍곡리(박성진 외 2013: 136) ② 광주 삼리(한창균·홍미영·김기태 2003: 282))

5. 꼭짓점 제거
원석의 면 세 개가 만나는 꼭짓점을 제거하여 둔각을 성형할 수 있다. 세 면이 만나는
꼭짓점은 석재에서도 두꺼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능선을 제거하여 격지 떼는 방법’의 원
리와 동일한 원리로 격지떼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의 망치의 타격은 전술한 ‘1. 격지
떼기’와 같이 망치의 궤적을 몸체에 가깝도록 기울여 타격각을 작게하는 방법으로 하

<그림 28> 꼭짓점 격지떼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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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타격점은 능선 제거 때와는 달리 꼭짓점에서 타격면 안쪽으로 들어간 곳으로 한다
<그림 28>.
<그림 29>는 꼭짓점을 제거하여 둔각을 성형한 경우 몸체의 변화와 격지의 상태를 보
여준다. 타격점은 꼭짓점에서 멀리할수록(몸체의 안쪽으로 갈수록) 굽의 크기가 커져 여
러면석기의 외형을 만드는 데는 용이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 ‘몸
체 a’의 상부를 타격하면 ‘몸체 b’와 격지를 얻게 된다. 몸체 b는 꼭짓점이 없어지고 3개의
능선이 생기는데, 격지의 세 변이 모두 예각이므로 몸체 b에 남겨진 3개의 능선은 모두
둔각이다. 이때 떨어진 격지는 두꺼운 면굽을 가지며 종단면의 형태는 격지의 배면을 밑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다.

<그림 29> 꼭짓점을 제거하여 둔각 성형

<그림 30> 꼭짓점 제거 둔각성형의 실험 예(석영 맥암 - 석장리 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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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추정 꼭짓점 제거 격지
(① 연천 전곡리(차재동 외 2011: 198) ② 광주 삼리(한창균·홍미영·김기태 2003: 126))

Ⅳ. 맺음말
이글에서는 여러면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실험고고학적 접근으로 석기 몸체에 둔각을
남기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연장선이 예각을 이루는 경우 망치의 궤적을 극
단적으로 몸체에 근접한 타격을 하여 격지를 떼어낸다.
② 몸체의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는 경우 모서리의 끝을 타격하여 격지를 떼어낸다. 이
것은 한 번의 타격으로는 둔각을 만들 수 없으므로, 몸체를 방향을 바꿔서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을 번갈아가며 격지를 떼어낸다. 이 타격은 몸체표면에 계단
상의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계단상의 몸체는 고타를 하여 부드러운 곡면을 만든다.
③ 타격면과

격지 끝이 위치하는 면의 연장선이 둔각을 이루는 경우는 격지를 뗄 수 없
으므로 모서리를 부숴 둔각을 만든다.
④ 격지는

두꺼운 부분을 따라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면과 면이 만나는 능선을 제
거하여 둔각을 만든다. 이 방법으로 제거된 격지는 등의 종방향으로 능선이 남아있
는 돌날의 형태를 가진다.
⑤ 세면이

만나는 꼭짓점을 제거하여 둔각을 만든다. 이때 떨어지는 격지는 굽이 두꺼
운 면굽을 가지며, 종단면의 형태는 격지의 배면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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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각을 떼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④번을 제외한 ①, ②, ③, ⑤의 방법은 한 번의 타격
으로 격지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여러 번의 타격을 가하여야 격지가 떨어진다. 따라서 둔
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지는 수 회의 타격으로 인하여 전형적인 격지의 형태
를 가지지 못하고,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나, 쪼개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더불어 여
러면석기 몸체에 남아있는 격지 자국도 상당한 교란으로 ‘1 격지 뗀 자국 = 1 격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면석기의 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면석기와 몸돌을 석기제작자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격지떼기의 목적이
여러면석기는 ‘석기 표면의 둔각’이며, 몸돌은 ‘사용을 위한 격지’이다. 즉, 목적이 다르면
타격방법이 달라지고, 타격방법이 달라지면 격지의 모양도 달라진다. 따라서 여러면석
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격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작과정에서 실패한 여러면석기 미
완성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적에서 발견된 여러면석기와 몸돌의 경계를 규명하
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둔각떼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격지와 조각, 부스러기 등을 사진
으로 간단히 제시하고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림 32> 배면이 상하 좌우로 오목한
형태(오렌지껍질 모양)의 격지는 여러면석기 제작
과정의 격지에서만 관찰된다.
(<그림 2>의 ⑤ 제작과정에서 발생)

<그림 33> 등면 : 격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은
격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의 ⑤ 제작과정에서 발생)

여러면석기 제작을 위한 실험고고학적 접근 105

<그림 34> 배면: 결이 많은 석재의 경우 격지 배면의 표면이 고르지 않다.
(<그림 2>의 ⑤ 제작과정에서 발생)

<그림 35> 석재에 따라 제작과정에서 ‘격지의 특징’을 보이는 조각이 한 개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림 2>의 ① 제작 후 부산물)
▶논문접수일(2021.4.14.) ▶심사완료일(2021.6.14.) ▶게재확정일(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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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Archaeological Approach
for Making Sub-spheroid
Sung-min An, Nam-bin Cho

(Chungche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Making stone tools is the flaking process to express the external features of stone
tools on the stone material. The obtuse angle on the surface of the stone tools is an essential
factor defining the external features of the polyhedron, which is an inevitable outcome from
achieving the purpose of making the body round.
There are five methods of creating an obtuse angles on the surface of stone tools.
① If the extension line of the surface where the striking surface and the flaking end
are located, forms an acute angle, strike the locus of hammer extremely close to
the body and remove the flake.
② If the edge of the body is at a right angle, strike the end bit of the edge to flake it.
③ If the extension line of the surface where the striking surface and flaking end are
located, forms an obtuse angle, break the edge to create an obtuse angle because
it cannot be removed.
④ When flaking, make an obtuse angle by removing the ridge where the sides meet
using the property of falling apart along the thick part.
⑤ Create an obtuse angle by removing the vertices where the three sides meet.
When making obtuse angles, it requires more than one flaking step. So, the flakes
are often damaged in the process of making an obtuse angle, and the scattered marks left on
the body of the stone tools on many sides are also quite disturbing.
More studies on the flakes generated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olyhedron
and on the unfinished products of the polyhedron that fail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shall provide a clue in classifying the boundary between the polyhedron and the core in the
future.
Keywords : Paleolith, polyhedrons, subspheroids, obtuse angle, core, flake, experimental
archa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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