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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은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밝히기 위
하여 알타이 지역의 선사·고대 문화를 조망하는 연구를 기획하였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쪽 끝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서쪽에는 농경문화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인 거대한 중국 대륙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은 선비, 몽골 그리고 퉁구스 등 전통적인 유목민들의
활동 무대였다. 이 두 개의 서로 상이한 문화 집단은 남북으로 대치하
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한반
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우리 조상들은 때로는 능동적으로 또 때로는
수동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왔다.
따라서 양 지역에서 피고 진 문화는 한국 민족문화의 형성 과정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알타
이Altai(금산)’로 표상되는 북방 지역의 수렵·유목민들의 문화는 인종,
언어, 종교, 신화 등 여러 측면에서 일찍부터 우리 학계의 관련전문가
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근년에 들어서 이들 지역에서 발
견되고 있는 각종 조형 예술품과 물질문명 유산들이 우리의 선사·고
대 문화의 성격 규명에 필요한 주요 연구대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타이에서 발굴·조사된 선사 및 고대의 고고 유물과 유적
그리고 바위그림 등도 주목의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알타이’라는 말로 표상되는 지역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연
구는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한반도와 알타이 지역의 선사·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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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
고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알타이’와 그
문화 세계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전히 알타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망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
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재단은 알타이를 무대로
피고 진 선사·고대 문화를 살펴서 정리하는 연구를 기획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타이 지역에 처음으로 인류가 등장한 시기와
갖가지 물질문명의 흔적들을 남긴 집단들은 누구였는지, 그들은 언제
부터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후속 세대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
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등
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막연하지만 ‘알타이’라는 말이 주는 친근감의 근
원과 알타이 문화와 한국 선사·고대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 여부, 그
리고 ‘중앙유라시아’라고 하는 광역의 문화권 속에서 한국 민족문화
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도 밝혀보고자 하였다. 선사 및 고대에 한국
민족이 향유하였던 기층문화는 한반도에서 자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중원’ 지역의 농경민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북방 수렵 및 유목민계와 같은 갈래인지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알타이’는 러시아의 고르노Gorno 알타이 주, 몽골의 서부,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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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스탄의 동남부, 그리고 중국의 신장新疆 지역에 걸쳐 있는 총 연장
1,600km의 산맥 이름이다. 이 산맥은 산지 알타이에서 몽골의 고
비 알타이까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엇비스듬하게 뻗어 있으며, 최
고 4,506m에 이르는 벨루하Belukha 봉과 4,370m에 이르는 후이텡
Khuiten

봉 등을 비롯하여 해발 고도 4,000m에서 3,000m 급의 봉우

리들이 즐비하다. 이 산맥을 중심에 두고 동쪽과 동북쪽으로 타누 올
라Tannu-Ola, 동서 사얀Sayan 산맥이 뻗어 있고, 북쪽으로는 쿠즈네츠
크 알라타우Kuznetsk-Alatau 산맥이 이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텐샨T'ien
Shan과 카라코람Karakoram

등의 산맥이 이어져 있다.

이 산맥들은 일찍부터 동과 서, 남과 북을 차단하는 자연 경계가 되
었으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성질이 다른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영향
을 주고받던 마당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산맥은 평화의 시기에는
서로 교류하는 중간(경계) 지역이었지만, 혼란의 시기에는 부수고 넘
어야 할 장벽이었다. 그에 따라서 ‘천산북로’와 ‘초원로’, 알타이와 항
가이Khangai 산맥 사이의 ‘거대한 호수 저지대Ikh Noorot'n’ 등은 중국
의 농경민과 서북쪽의 유목민이나 대상大商들이 동서와 남북으로 교류
를 하던 통로였다.
이와 같은 통로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인도, 이란계 유목민들이 이
주하여 왔는가 하면, 반대로 몽골과 투르크 그리고 선비계 유목민들이
서쪽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던 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한족漢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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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칭되던 중국의 농경민들이 서북진을 꾀하던 곳이기도 하였으며,
당唐의 고선지 장군에 의한 서역 정벌은 오늘날의 이른바 ‘스탄’ 국가
들이 이슬람 세계로 재편되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인종, 생업 그리고 종교적으로 서
로 다른 민족들이 저마다의 독창성 있는 문화를 남겨, 다중의 문화가
중첩된 공간이다.
그럼에도 ‘알타이’로 불리는 광활한 산악 고원 지역의 거주민과 문
화의 패턴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문명의 여명기
부터 수렵·유목민의 세계였으며, 문화 주인공들이 바뀌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사상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가축을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 패턴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유목민들이 향유
하였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세계는 ‘중원’ 지역 농경민의 문화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주거지, 무덤축조 방식, 세계관의 표현,
각종 생활 이기의 외형, 운송 수단과 마구, 의복과 장신구 그리고 조
형 양식 등에서 농경민의 문화와는 분명하고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유목문화권 내에서는 민족과 지역 그리고 시대 등이 달라도 언제나
동질성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알타이 산맥과 그 주
변 지역에서 피고 진 문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만약에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유목민들의 문명 세계를 제대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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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이 걸어온 문명화의 과정이 어
떠하였는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목민족의 문명화 과정과 농
경민족의 문명화 과정에는 어떤 유사성과 이질성이 있는지도 살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문화의 기원과 형
성 과정은 과연 양자 사이의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농경민의 문화소
와 닮았는지 아니면 유목민들의 문화소와 같은 계통인지, 그것도 아니
라면 제3의 기원 내지는 한반도 자생의 독창적인 것인지 등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알타이를 몽골, 고르노, 신장, 카자흐 등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꽃핀 문화를 석기 시대
부터 고대 투르크 시대까지 차례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가능하다면 해
당 지역의 민족 구성과 언어 습속, 종교와 신화, 물질문명과 조형예술
등을 학제적으로 조망하여, 이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특정한 민족과
시대 그리고 지역에 따라 하나의 문화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통합
된 총화임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민족의 언어와
신화, 종교, 습속 등은 서로 분리 불가능한 유기체이며, 이를 기반으로
창출된 생활이기 등 물질문명과 조형예술 등에도 제작 주체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의거하여 지난 2012년도에는 ‘바양 울기’ 아이막
을 중심으로 한 몽골 알타이 지역의 주요 민족 구성과 언어, 신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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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고고학과 조형예술의 세계 등을 몽골과 한국의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알타이 스케치 1–몽골
알타이 편』으로 엮어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지난 2013년도에
는 러시아의 고르노 알타이 지역의 선사·고대 문화를 역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번에 그 결과물을 묶어서
『알타이 스케치 2–산지 알타이 편』으로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산지 알타이의 선사·고대 문화는 모두 다섯 명의 전문가들이 공동
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는 알타이
대학교의 A.쿤구로프A.Kungurov 교수가, 스키타이 시대는 상트 페테
르부르크 소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의 N.보코벤코
N.Bokovenko

교수가, 흉노시대는 알타이대학교 A.티쉬킨A.Tishkin 교

수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바위그림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스크
바 소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의 E.데블레트E.Devlet 박사
가 맡아서 집필하였으며, 알타이와 한국 민족문화와의 상관성에 관해
서는 필자가 집필하였다.
이 책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알타이 지역의
지형학적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석기 시대
부터 흉노 시대까지의 문화 현상을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기반으로 기
술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네 개의 장을 통하여 구석기 시대부터 기원
1세기 사이의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한 선사 및 고대 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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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들과 그들이 남긴 문화의 흔적을 탐구해 온 고고학자들의 지난 약
100년간의 발자취와 성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시비리
야치하’와 ‘데니소바’ 등의 동굴 속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미니드과의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으며, 그 유전적 분화는 6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 등을 비롯한 발굴조사와 연구의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하
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지역에서 획득한 고고학적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석기의 제
작과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알타이 지역 석기 시
대 인류의 도구 제작과 그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청
동기 시대의 문화는 앞 시대의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다
음에 이어지는 철기 시대나 흉노 시대의 문화들과는 어떤 연속성과 이
질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으로 밀려들어
온 신문명의 쓰나미를 토착 거주민들은 어떻게 맞았으며, 흡수·배척
하였는지 등의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6장은 산지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바위그림에 관
해서 논한 글이다. 필자는 선사 및 고대의 알타이 주민들이 남긴 도상
언어로써 무문자 시대의 연대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학 시대에 이르기까지 바위그림 속의 도상들을 고고학과 신화 그
리고 토착 종교 등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시대별로 재구성
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고대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아홉 개의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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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따라서 이 도상 연대기를 통하여 알타이 지역에 거주하였
던 인류의 문명화 과정과 각 시대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알타이 지역 문화주인공들의 정신문화와 물
질문명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한국 고대 문화와의 상호 관련성을 논하
였다. 또한 한국과 알타이 지역 고대 미술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흉노와 투르크 시대의 암각화 속 마차와 말 형상 등을 고구려 고분벽
화 및 신라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다래 속 말 형상(천마도)과 비교하면
서 이들의 제재와 양식이 서로 동질성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한국의 선사·고대 문화는 일정 기간 동안 중원
지역의 농경민 문화보다는 북방 지역 유목민 문화의 속성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과제에 참여한 공동 연구자들은 러시아 산지 알타이 지역에서
꽃핀 선사·고대 문화가 각 시기별로 이 지역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
였으며, 그것들이 모두 온전히 이어져서 오늘의 알타이를 이룩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더딘 문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영
위하였던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세계
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절과 배척이 아니라 공존과 융합이었으며, 동
시에 그 속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은 혁신과 진보였음도 짚어낼 수
있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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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짧은 기간의 공동 연구였음에도, 산지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
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방대한 증빙자료
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전
문성과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현장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
문이었다. 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소중한 정보들
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한때 이 지역에서 거주하
였던 인류가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문헌 속 어디에서도 살필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모여서 무
문자 시대의 알타이 지역 인류사를 이토록 뚜렷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끝까지 함께 조사하고 집필한 공동연구원들에게 지면을 빌려서 감
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공동연구원들의 노력이 없었다
면, 아마도 산지 알타이 지역의 선사·고대 문화는 여전히 미스터리
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들의 선구자적인 노력 덕분
에 아직 설익었지만, 알타이와 한반도의 상관성 문제에 대해 조심스
러운 언급도 할 수 있었다. 함께 한 공동연구원들과 러시아어 원고를
번역해 준 이재정 박사의 수고와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 한다.
아울러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함께 애써준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대할 때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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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를 거쳐야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지 실감하게 된다.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2014. 11
필자를 대표하여
장석호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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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지형학적 특성
N.A. 보코벤코(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교수)

알타이(그림 1)는 시베리아의 산맥들 중에서 가장 고산지대이며, 특히 중앙부
와 동부 산맥들은 3,000~4,000m 이상(그림 2)의 고도를 자랑하고 있다. 서
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 산맥들의 높이는 프레드 알타이의 스텝 지역으로 가
면서 점점 낮아진다. 알타이는 서쪽으로 칼바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높
이가 3,000~4,000m나 되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튀어나온 것 같은 형상의
구릉지대가 북쪽에서부터 서시베리아의 저지로 이어진다.
동쪽에는 사얀 고원과 쿠즈네츠크 고원을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샤프샬 산맥과 아바칸 산맥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산맥들을 따라 깊게 갈라

그림 1 알타이 지역을 표시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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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타이 산맥(우코크 고원)

그림 3 알타이 지역의 겨울철 가축의 설원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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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협곡이 있다. 동남쪽 지역에서는 몽골 알타이 산계가 점점 좁아지고 낮아
져서 사라진다. 그 외에도 알타이는 평지와 가파른 경사 지대가 반복해서 나
타나면서 여러 단계의 층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고도에 자연
방목장이 형성된 광대한 산간 분지가 특징적이다. 분지 중 가장 큰 것으로 추
이강 유역의 쿠라 분지, 추이 분지, 카툰 강 중류 지역의 카탄다 분지와 우이
몬 분지, 알타이 서북부 지역의 아바이 분지, 칸 분지, 우르술 분지 등을 들
수 있다(미하일로프, 1961년, 75쪽).
알타이의 기후는 바다와의 거리, 지형, 대기 순환의 특성 등으로 결정된
다. 모든 산악국가들이 그렇듯이, 알타이는 수직 기후대(산기슭은 스텝 지대이
고, 그 위는 타이가와 고산초원 지대이며,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산악 툰드라와 빙하
지대이다)를 형성하고 있다. 알타이 지역은 대륙성 기후로서 대체적으로 따뜻

하지만, 구릉지대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며, 또 겨울철에는 춥고(영하
45도까지) 눈이 적게 온다.

고산 지대에는 기온이 자주 변하고 눈이 두껍게 덮여 있다. 고산 지대에는
5월 말에 눈이 녹고 8월이면 첫눈이 내린다(보리소프, 1975년, 219·220쪽). 그
러나 이곳의 겨울은 차가운 대기가 자유로이 지나다니는 인접한 평야에 비해
따뜻한 편이다. 여름은 짧으며, 생육기간도 구릉지대에서는 약 160일 정도이
고, 고산 지대에서는 최장 60일 정도이다. 날씨도 자주 변한다. 그러나 기후
가 따뜻한 스텝 분지(우이몬 분지·카탄다 분지, 우르술 분지)에서는 구릉지대와
같이 생육기간이 150일에 이른다.
알타이는 습도 또한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 서쪽 사면은 습도가 매우 높
다. 연 강수량이 500cm 이상이다. 알타이의 중앙과 남쪽은 매우 건조하다(특
히 추이 스텝지역의 연 강수량은 100mm 정도다).

대부분의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약간이긴 하지만 가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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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서부 시베리아에 비하면 산지 알타이는 일 년간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토양–식물대(스텝, 산림, 고산지대)는 지역마다 다르다. 습도가 높은 산지
알타이 서쪽과 북쪽에서는 초원 스텝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남동쪽 지역에는
숲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산간분지의 건조한 스텝지역은 고산초원과
산악 툰드라로 변한다. 남부 지역은 숲이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토양–생물 표토층의 특성상 스텝은 프리오비 지역의 스텝과 비슷한데,
그곳보다 단지 돌이 더 많아서 산악 식물종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습도가 높
은 지역에서는 두꺼운 부식층을 지닌 비염기성 흑토대가 형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풀과 쑥이 자라며, 관목 숲이 넓게 펼쳐져 있다.
알타이 산맥의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 특히 동남쪽 지역에서는 1년 내내
가축이 풀을 먹을 수 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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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
A.L. 쿤구로프 (러시아 국립 알타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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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인의 구석기 연구
알타이 지역의 고대사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이렇
게 오랫동안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타이 지역의 석기시대에 대한 전문
적이고 일반화된 성과는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다. 어쨌든 알타이 지역의 석
기 시대 연구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연구사를 세 시기,
즉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1960년대~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로 나누었다.

첫 번째 시기

전문적인 수준의 알타이 지역 고대사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는 19세기
후반이다. 그러나 이전에도 고대 시베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대 알타
이 지역에 관심을 두었다. 그중에서는 다니일 고트리브 메세르슈미트 박사
(1685~1735년), 그와 제일 가까운 조력자인 필립 요한 타베르트 폰 스트라

렌베르크(1676~1747년), 콜르이바노–바스크레센스크 공장의 광산 작업반
장인 이반 이바노비치 레이베(1724~1782년), 과학아카데미 회원 표트르 시
몬 팔라스(1741~1811년), 즈메이노고르 지역의 관리자인 광산 기술자 알렉
산드르 이바노비치 쿨리빈(1798~1837년), 러시아 지질학자인 그리고리 페
트로비치 겔메르센(1803~1885년), 과학아카데미 회원 표도르 표도로비치
브란트(1802~1879년), 역사학자인 알렉세이 세르게예비치 우바로프 백작
(1825~1884년) 등이 있다. 이들이 최초로 알타이 서남부 지역의 여러 동굴에

서 빙하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의 잔해를 발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을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동굴들 중 몇 곳에서 구석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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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다(슌코프, 1987, 그
림 1).

1881년 모스크바에서 A.S. 우바로프의 저
서 『러시아의 고고학–석기 시대』가 출간되었
다. 그는 과학아카데미 회원이자 동물학 박물
관 관장인 솔로몬 마르코비치 게르첸쉬테인
(1854~1894년)과 공동으로 러시아 내의 대형
그림 1	알렉세이 세르게예비치
우바로프(1825~1884년)

포유류의 뼈 발견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

을 자신의 책 제6장에 실었다. 이 장에서 A.S. 우바로프는 알타이 지역의 차
르이쉬 강과 한하르 강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구석
기 시대 원주민의 주거지였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내렸다.
또한 A.S. 우바로프는 P.S. 팔라스와 A.I. 쿨리빈이 여러 시기에 걸쳐 기록
한 자료들을 세세히 연구하여 카르스트 동굴이 원시인들의 주거지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동굴들은 짐승이 살던 동굴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발견한
맹수들의 뼈가 다른 동물들의 뼈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과학아카데미 회원인 표도르 표도로비치 브란트의 기록물을 보면 뼈의 수
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는 동물의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
이다.”
A.S. 우바로프는 사람들이 매머드, 코뿔소, 기타 동물들의 뼈를 동굴로 가
지고 온 것처럼 동굴에서 산 적이 없는 맹수들의 뼈도 역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그림 2).
이 대담한 추론은 나중에 훌륭히 증명되었다.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는
석기가 최초로 발견된 지 20년 뒤, 그리고 이 지역의 유적 몇 곳이 구석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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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곤나야와 레투치이므이쉬 동굴(우스트–차그미르카 근처)

대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지 50년 뒤인 198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
소 미약하게나마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비스틴가우젠, 1982·1995년).
20세기 초 지역 연구자인 미하일 디아노비치 코프이토프(1869~1932년
후),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세르게예프(1879~1947년), 알렉산드르 파블로비

치 마르코프(1904~1976년) 등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었
으며, 이로 인해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세르게예프,
1939년; 라프쉰, 1982년a; 쿤구로프, 1992·1995년a).

이들이 발견한 유물들로 인해 국가 중앙 학술기관들이 게오르기 페트로비
치 소스노프스키(1899~1941년)를 단장으로 하는 알타이 지역 조사단을 결성
하였다. 이 조사단이 수년에 걸쳐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정
하는 최초의 석기 시대 유적들을 발견 및 발굴하게 되었고, 구석기 시대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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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스티–칸 동굴

으로 편년되는 석기들을 수집하였으며, 또한 여기서 발견된 유물을 해석하려
는 최초의 시도가 행해졌다(소스노프스키, 1940·1941년).
1950년대에 알타이 지역에서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루덴코(1885~1966
년)를 단장으로 하는 산지 알타이 고고학 조사단이 발굴 작업에 착수하였다.

1954년에 이 조사단의 한 팀이 중앙 알타이 지역의 차르이쉬 강 상류 오른쪽
기슭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인 우스티–칸 동굴을 발견하고 연구하였다(그
림 3). 그때 조사단은 우르술 강 분지(카툰 강 왼쪽 지류)의 투에크타 지역에서

쿠르간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석기 시대의 것으로 편년되는 석기
들이 발견되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인 우스티–칸 동굴을 발견함으로써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구석기 시대의 연대 하
한선을 몇 천 세기 이전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루덴코, 1960년б; 크르일로바·
파블류첸코, 1962년; 아니슈트킨·아스타호프, 1970년).

지역 연구자들 중에서 특히 나중에 비이 지지학 박물관 관장이 된 보리
스 하트미예비치 카디코프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1950년대 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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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에 조사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몇 개의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하였다(카디코프·라프쉰, 1978년, 라프쉰·카디코프, 1981년).
알타이 지역 구석기 시대 연구사의 첫 번째 시기는 전반적으로 사실적 자
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최초의 간행물이 출간되었고, 발견
한 유물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알타이는 시베리아 고고학
지도를 보완하는 지역이 되었다(아브라모바, 1984·1989년).

두 번째 시기

알타이 지역의 구석기 시대 연구사의 두 번째 시기는 고대 아시아사를 연구
하는 저명한 소비에트 학자 중 한 명인 알렉세이 파블로비치 오클라드니코프
(1908~1981년)와 관련이 있다. A.P. 오클라드니코프를 단장으로 하는 고고학

조사단이 울라린크(그림 4)와 스트라쉬나야 동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굴 작
업을 수행하였다. 이 발굴 작업에서는 최초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문화층을 분석하였
다(오클라드니코프, 1966·1972
년, 1983년; 오클라드니코프·
아다멘코, 1966년; 오클라드니
코프, 무라토프·오보도프 외,
1973년; 오클라드니코프·아브
라모바, 1974년).

1960년대에는 이미 수십
개의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되었으며, 서부 시베리아

그림 4	L.A. 로고진과 A.P. 오클라드니코프(오른쪽, 울라린
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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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관리국의 지질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1976~1977년에 비이 지역
의 고고학자인 보리스 이바노비치 라프쉰이 비이 강 분지와 카툰 강 분지, 오
비 강 상류와 차르이쉬 강 하류지역을 탐사하였으며, 10개 이상의 구석기 시
대와 중석기 시대 유적들을 발견하였다(라프쉰, 1982년 б).
이처럼 1980년대 초반에 고고학적 자료 수집의 시기는 끝났다. 두 번째
시기에 수집된 자료들은 알타이 지역 구석기 시대의 역사 기록학 데이터베이
스를 현저히 확장시켰다. 알타이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에 구석
기 시대 유적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산 지대인 남쪽을 포함하여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대부분의 유적에 대한 현장 조사는 임
시 방편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곳에서 획득한 자료들의 문화·연대를 해석
하기에는 자료의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 시기

알타이 지역의 구석기 시대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질적으로 완전히 새
로운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때부터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자들이 계획적으
로 산지 알타이 지역의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였다. 데니소바 동굴, 카멘나야
동굴, 시비리야치하 동굴과 카라봄 유적, 우스티–카라콜 유적 등의 후기 구
석기 시대 유적 그리고 추이 분지 같은 고산지역 유적들이 그것이다(데레비
얀코·마르킨, 1987·1990·1992·1998년; 데레비얀코·페트린, 1992년; 데레비얀
코·글린스키·데르가체바, 1998년; 데레비얀코·페트린·르이빈 외, 1998년; 데레
비얀코·순코프, 2002년).

이보다 약간 이른 시기인 1978년부터 나중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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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지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의 연구원이 된 M.V. 순코프를 단장으로
하여 톰스크 대학의 구석기 시대 분과가 중앙 알타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다. 그들은 우르술강(카툰 강 왼쪽 지류) 계곡에 위치한 튜메친 고고학 복
합체에서 무스테리안기 문화 유적지 세 곳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은 1976년으로, 국립 알타이대학교
의 고고학자인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포스레드니코프에 의해서이다(순
코프, 1987·1990년). 산지 알타이 역사, 언어, 문학 학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알타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리 페도로비치 키류신이 바르나울에 거주하기 시작한 1977년 이후에
국립 알타이대학교에서는 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대규모의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때 고르느이 쇼리야, 추므이쉬강,
카툰 강 중류, 알타이 고산 분지 등지에서 많은 구석기 시대 유적 복합체들을
발견하였다(키류신·쿤구로프, 1983년; 쿤구로프, 1993·2002·2004년; 키류신·
쿤구로프·네베로프, 1995년). 따라서 1980~1990년대에 학자들은 개념 정리

와 해석이 필요한 방대한 사실적 자료들을 얻게 되었다. 현 단계의 알타이 지
역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학자들의 주요 과제는 보유하
고 있는 자료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분류하고 가장 완전한
알타이 지역의 고대 석기 시대 유적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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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무스테리안 문화기 이전과
    무스테리안 문화의 발달
시베리아와 알타이 지역에 인간이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
시하고 있는 노보시비르스크 구석기 학파의 전통은 A.P. 오클라드니코프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 학파는 알타이 지역에서 초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 복
합체(울라린카, 카라마, 데비소바 동굴 하층 문화, 우스티–카라콜 유적의 19 문화
층)를 찾았으며(그림 5, 6), 이 지역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 복합체가 존재했음

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데레비얀코·순코프·볼리호프스
카야 외, 2005년).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무스테리안 문화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산지
알타이 지역의 유적 연구에 집중하였다. 연구의 성과는 노보시비리스크의 연
구자들이 발표한 수십 편의 논문과 개론서, 석·박사학위 논문 등에 실려 있
다. 무스테리안 문화 유적들의 편년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뿐만

그림 5 구석기 전기 유적(카리마, 아누이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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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무스테리안 문화 전통이
나타나는 여러 지역에 관한 시스
템을 작성하였다(데레비얀코·마르
킨, 1992년; 마르킨, 1998년; 순코프,
2001년).

1

2

3

4

노보시비리스크 고고학자들이
산지 알타이 지역에 여러 개의 층
위를 이루며 형성된 유적들을 연구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무스테

그림 6 석기(카라마 유적)

리안 문화를 석기 공작소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순코프, 2001년; 데레비얀코·순코프·아
가자니얀, 2003년).

카라–봄 유형

카라–봄 유적, 우스티–카라콜 1 유적, 우스티–칸 동굴과 스트라쉬나야 동
굴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공작소에서는 1차 박리 기술에서 르발루아 전
통이 잘 나타나며, 석판 형태의 격지와 석판에 르발루아 식으로 가공한 석기
의 비중이 높다.

데니소바 유형

튜메친–1, 데니소바 동굴(그림 7)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석기 공작소에
서는 르발루아식 기술을 사용한 1차 박리 외에도 무스테리안식 박리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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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데니소바 동굴

적이다. 톱니날–홈 모양이 주로 나타난다. 주요 용구로는 ‘샤란트’ 형태, 대
각선 형태, 각진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깎개이다.

튜메친 유형

튜메친 2와 4 유적이 이 유형
에 속한다. 이 유형 석기 공작
소의 특징은 단일 작업면의
방사형 박리와 양면을 떼어낸
자갈돌이다. 1차적 박리에서
르발루아 기법은 나타나지 않
1

는다. 비정형적인 형태로 떼
어진 작은 격지로 톱니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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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양면석기(1, 2, 튜메친–4 유적 출토)

2

그림 9 시비리야치하 동굴(A.P. 오클라드니코프 기념)(1)과 이곳에서 발견한 네안데르탈인의 뼈

양, 홈날 모양, 부리 모양으로 제작한 석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찍개도 존
재한다. M.V. 순코프는 이 유형을 ‘양면을 가공한 자갈석기의 요소가 명확하
게 나타나는 톱날 모양의 석기가 있는 무스테리안 문화’로 특징지었다(순코
프, 2001년, 36쪽).

아누이 유형

아누이 3 유적, 우스티–카라콜 1 유적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공
작소는 르발루아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무스테리안 기법도 약간 나타나
며, 형태학적으로는 이파리 모양의 양면 석기 유형도 존재한다.
M.V. 순코프는 이렇게 유형들이 갈리게 된 것은 고대 거주민의 특정한 그
룹이나 독자적인 문화 전통을 소유한 인종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
다. 그는 석기 유형의 분화는 무스테리안 단일 문화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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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순코프, 2001년, 36
쪽). 이 문화는 10만 년 전에

서 44,000~33,000년 전 사
이에 존재하였다.
위에 언급한 유형들은 모두
1

재료 이용에 있어서 르발루아
전통과 무스테리안 문화의 전
통이 같이 나타나며, 양날 석
기 가공 기법 사용이 주요 특
징이다. 그러나 비교적 동일
한 시기에 한정된 지역(주로

2

3

그림 10	무스테리안식의 촉(2, 3)과 양면석기(1)

시야가 탁 트인 지역)에서 무스

테리안 문화의 공작 기술 유
형이 다양하게 발생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 최근 10년간 인류학적인 자료를 포함한 새로운 자료들을
획득하였는데, 이들을 통해 이 산지 알타이 지역 내에 또 다른 전형적인 무스
테리안 문화가 존재함을 밝혀냈으며, 이를 ‘시비리야치하 유형’이라 칭하였
다. 시비리야치하 동굴 유적과 차그이르 동굴 유적이 그것이다(데레비얀코·마
르킨·즈이킨 외, 2013년, 그림 10~12).

알타이 산록지대에 형성된 무스테리안 문화 공작소에서는 공작 전통의 차
이를 보이는 특징적인 기술 유형이 적어도 세 개가 있는데, 이 유형을 임의로
‘다브이도보’, ‘오딘초보’, ‘솔톤’ 등의 유형이라 부른다(쿤쿠로프, 2002년; 바르
이쉬니코프·쿤쿠로프·마르킨 외, 2005년; 그림 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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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11 차그이르 동굴(1), 문화층에서 출토된 석기(2)와 네안데르탈인의 뼈(3)

1

2

3

4

그림 12 네안데르탈인의 뼈(1~4), 차그이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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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인류학적 발견

시비리야치하(A.P. 오클라드니코프 기념) 동굴과 차그이르 동굴에서 다량의 네
안데르탈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수집한 것 외에도, 알타이 지역의 데니소바 동
굴에서 호미니드과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였다. 이미 20세기 말에 분석 작업
을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중기 구석기 유적층에서 어금니 세
개를 발견하였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을 네안데르탈인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2008년 고고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손가락 뼈 일부를 발견하였으며(염기서열
분석 결과 여자아이의 것으로 판별됨), 나중에 발가락도 일부 발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것만
으로 인간의 외양을 온전히 특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유전학적 조사를 하는
데는 충분한 양이다. 그 외에도 이 동굴에서 발견한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이
후 두 번째로 출현한 호미니드과의 인류였는데, 이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게
놈 해독을 마쳤으며, 핵 게놈 지도를 거의 완벽하게 작성하였다.
스웨덴 생물학자 스반테 파보가 소장으로 있는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
구소 연구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호모 사피언스의 것
과 202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다른데 비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손가락
뼈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현생인류와는 385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한 논문이 과학 저널 ‘네이처’지에 발표되었다(Krause
et al., 2010년).

또한 핵 게놈 분석을 통해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원인은 네안데르탈
인과 좀 더 유사하지만 진화적 분화가 약 640,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밝혔
다. 알타이 지역에서 출토된 인류학적 유물의 연대는 방사성 분석법을 통해
40,000년의 것으로 판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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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쉴료프–6 유적(고르나야 쇼리야)

유전학적 연구를 통해 데니소바에서 거주한 인종Homo sapiens altaensis과
호모 사피언스 사이의 교잡 흔적을 밝혀냈다. 데니소바에서 거주한 인종의
핵 게놈과 멜라네시아 원주민의 게놈 사이에는 약 5% 정도의 공통되는 유전
자가 발견된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계승’은 유럽인과 파키스탄인에게서
가장 잘 이루어 졌으며, 데니소바에 거주한 인종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인종
은 남태평양 지역의 거주민이다.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

39

후기 구석기 시대
이른 후기 구석기 시대

이른 후기 구석기 시대의 ‘오르
냑 계통’의 공작에 관한 문제는 카
라–봄(오클라드니코프, 1983년)유

1

적과 카라–테네쉬 유적의 문화
3
2

층(주거층위)을 연구할 때 처음으
로 제기되었다(포고제바·카디코프,
1980년; 포고제바·몰로딘, 1980년,
그림 27, 28).

5

108.5 m 면적의 우쉴료프–6
2

6

4

유적과 고르나야 쇼리야 유적(쿤구
7

8

9

그림 14	우쉴료프–6 유적의 6문화층(3~9)과 7문화
층(1, 2)에서 출토된 르발루아식 석핵과 석기

로프, 1998년 a) 5문화층 속의 공작

을 후기 구석기 시대 전기의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층은 부서지기
쉬운 퇴적광상(점토 띠가 있는 황회
색의 사질토양)의 여덟 번째 암석대

에 형성되어 있는데, 2.8~3m 깊
이에 있다. 공작으로는 후기 구석
기 시대의 특징이 잘 표현된 석기
1,178점이 있다(쿤구로프, 1998년
그림 15	우쉴료프–6 유적의 6문화층에서 출토된 양
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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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22·123쪽).

그림 16 다브이도프카–2 무스테리안 시기의 채석장 위치

크고 넓은 석판, 길이가 긴 세공품, 다양한 형태의 긁개, 양면석기, 르발루
아식 박리의 흔적이 있는 다량의 석기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석기 공
작소에서는 산지 알타이 지역의 주요 유적인 카라–봄에서처럼, 전기 무스테
리안 문화의 석기 공작소와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데레비얀코·페트린·르
이빈 외, 1998년). 이것은 알타이 지역을 호모 사피언스가 살았던 지역으로 보

는 ‘북아시아 시나리오’의 관점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 전기를 연구하는 데 중
요하다(데레비얀코, 2001·2010년б, 그림 29~32).

후기 구석기 시대의 번성기

이 시기의 유적들은 오랫동안 산지 알타이에서도 서부 시베리아의 남쪽에 인
접해 있는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구도 되지 않았다. 산지 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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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다브이도프카–2 무스테리안 시기의 채석장

에 위치한 이 복합체는 공작 전통들과 여러 층으로 형성된 아누이–2 유적의
6~12문화층과 우스티–카라콜 1 유적의 5층을 주제로 연구한 A.V. 포스트
노프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최초로 개략적으로 다루어졌다(포스트노프, 1998
년).

이 복합체는 2만 7천 년에서 2만 3천 년 전의 것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
공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각주형의 방향성과 길이가 긴 긁개, 긁개 등
이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소형 용구들의 비중이 높고 2차 가공의 섬세함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산지 알타이에서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이 시기 유물은 차
르이쉬 강 중류 왼쪽 기슭에 위치한 울루스–타라바 유적에서 수습한 것이
며, 이 유적은 1960년 말에서 1970년대 초에 E.M. 메드니코바가 발견하였으
며, 그 일부를 조사하였다.
수습한 유물들(40점의 유물, 들소 이빨, 말 척골 파편, 정체가 불분명한 잔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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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점)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

이에 알타이 지역에서 알려진 후기 구석기 시대 주요 복합체에서는 전혀 나
타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다. 무
엇보다도 각주형 작은 석판, 방사
상 양면 박리를 한 몸돌로 제작한
자르개, 석판으로 제작한 밀개, 그
리고 가장자리를 따라 마무리 손
1

질을 한 긴 긁개가 그것이다.
간행물 속에는 이 유적의 연대
를 후기 구석기 시대의 아주 이른

2

시기에 해당한다는 가설을 수록하
였다. 1994~1995년에는 우쉴료
프–6 유적의 깊이 1.6~1.9m 지
3

점에 황회색의 황토류 사질양토층
에 형성된 3문화층을 발굴하였다.

그림 18	다브이도프카–2 무스테리안 시기 양면석기
(1~3)

1

2

3
4

그림 19	다브이도프카에서 발굴한 각석으로 만든 르
발루아식 석핵, 우스티–마쉰카–3의 무스테
리안 시기 유적

그림 20	우스티–마쉰카–3의 무스테리안 시기 유적.
르발루아식 1차 생산물로 만든 긁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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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트이트케스켄–5(2), 6(3), 7(1)유적(카툰 강분지, 무스테리안 시기)

148m 에 이르는 면적에서 650점의 석기, 물소의 늑골로 만든 조립식 도구,
2

가장자리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칼, 매머드의 앞니로 만든 인물상을 수습
하였다(쿤쿠로프, 1996년).
또한 물에 씻겨서 무너진 5개의 지상 아궁이와 깨진 부싯돌 무더기도 발견
하였다. 이 층은 사르탄 시대 후기의 2문화층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우쉴료프 문화의 발달 단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쿤구로프,
1992·1993·1996년). 그러나 사르탄 문화기 후기의 2문화층은 3문화층 보다

그 아래 지점에 형성된 4문화층과 더 비슷했다(그림 28).
3문화층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나머지 층들에 비해 다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1차 박리 기법은 유사 각주형, 각주형 석핵, 카레네 유형의 석핵–긁개,
방사형 몸돌에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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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날이 대칭적으로 가공된
석기가 대부분이다.
•긁개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양한 형태의 긴 긁개가 절
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
다.
1

•매머드의 앞니, 뼈와 황토를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었다
(연마한 황토석 조각과 주철 조

2

4

3

각이 발견되었다, 그림 30).

3문화층은 유물에서 보이는 성
질과의 유사성 때문에 앞에서 이

5

6

그림 22	석기들(트이트케스켄–5 유적의 작업장)

미 언급한 울루스–타라바 유적과
함께 ‘말타’ 문화 전통에 속한다. 이 유물의 유형은 알타이 지역의 다른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나타나는 성질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지만, 후기 구
석기 시대 중기의 유적들(아친스카야 유적, 쉐스타코보 유적, 말타 문화의 유적들)
과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이 이와 같은 가설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한 장소에 형성된 3문화층과 좀 더 이른 시기의 것인 4문화
층(2.1~2.6m 깊이에 놓인)에서 출토된 유물들 사이에서도 유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5문화층, 4문화층, 2문화층에서는 1차 박리 기법`, 석기, 2차 가
공 부분에 확연한 유사성을 지닌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2문화층에서
는 말타 유적에서 보이는 신기술 몇 가지( 마무리 손질한 홈날이 있는 석판, 가장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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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카라봄 유적 발굴(1979년)

자리를 뭉툭하게 가공한 석판, 여러 부분의 타격과 작업을 한 면에 다양한 형태로 행
한 박리)가 결합된 유물들이 나타난다.

A.L. 쿤구로프는 바로 이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우쉴료프 문화를 분리하
였다. 1993~1996년에 프레드 알타이 지역에서 약 2만 년에서 2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편년되는 후기 구석기 시대 중기의 공작소가 새롭게 발견되었
다.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토치카–2, 크리
보노기, 우스티–카랄카 등의 여러 유적들을 발견하게 되었다(쿤쿠로프·마르
킨·1995·1998년).

알타이 지역의 후기 구석기시대

G.P. 소스노프스키는 M.D. 코프이토프가 발견한 유물들이 이른 시대의 것
으로 확증되었음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라리체프, 1972년; 라프쉰, 1982년
а; 순코프, 1987년; 쿤구로프, 1995년а). G.P. 소스노프스키는 비스크 시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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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
들을 톰스크 유적 및 예니세이 강
유역의 유적들과 함께 후기 구석
기 시대의 유적 그룹에 포함시켰
다. 이 견해는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인정

1

2
3

되었으며, 『소련의 고고학』 시리
즈 중 「소련의 고고학」 편에 수록

4

그림 24 석기(카라–봄 유적)

되었다(그림 31·32).
J.A. 아브라모바는 스로스트키
유적이 1만 2천 년에서 1만 3천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
되는 후기 사르탄 시대의 유적들,
즉 니콜라예프카–II 유적, 코코레

3
1

4

2

그림 25	후기 구석기 시대 전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석기(우스티–카라콜 유적)

보–III 유적, 베르흐올렌스키 산
유적들과 연관이 있다고 여겼다
(아브라모바, 1984·1989년; 데레비
얀코·마르킨, 1998년).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1

2

초반에 B.I. 라프쉰은 B.H. 카디코
프가 발굴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 중 일부, 특히 마이마 유적군
의 유물들을 학계에 소개하였으
며, 이 유물들은 알타이 지역의 후

3

4

그림 26	다층위 아누이–1(1, 3) 유적과 우스티–카라
콜(2, 4)에서 출토된 후기 구석기 시대 전기
의 잎모양의 양면석기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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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아누이강 분지의 카라콜 유적

기 구석기 발달기에 제작된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알타이
지역에서는 석기 제작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전통, 즉 소형 석기와 대형 석기의
전통이 발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초반 A.L. 쿤구로프는 알타이 산록지대의 후기 구석기 시대 문
화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알타이 지역의 후기 구석기 시대 문화를 지
역별로 나누었다.

쿠윰 문화

자갈돌 석기 제작의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이 유형의 석기를 제작하였다. 한
면 또는 방사상 양면 박리를 한 몸돌, 늑골제 도구 등이 있다. 물론 다양한 찍
개, 대패, 자르개 등의 대형 석기들도 제작하였다(그림 29·30).
제작 방식과 석기의 외형상 니즈네 카툰 문화의 유물들과 유사한 후기 구
석기 문화층 연구는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데니소바 동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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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구석기 시대의 다층위 우쉴료프–6 유적(1990년 발굴)

적에서 이루어졌다.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석기 외에도 이곳에
서는 뼈로 만들었거나 돌로 만
든 훌륭한 장신구들이 발견되
었다(그림 36). 1990년대 초반

2
1

에 고르느이 쇼리야 산맥의 서
남지맥에 위치한 후기 구석기

3

시대 공작소를 연구함으로써
‘우쉴료프’라고 불리는 또 다른

그림 29	맘모스의 앞니(1, 2)와 들소의 늑골(3)로 만든 도
구, 구석기 시대의 다층위 우쉴료프－6 유적, 세
번째(말타) 문화층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분류하
게 되었다.
이 공작 전통에 속하는 유적군은 니즈네 카툰 유적과 접해 있는 고르느이

알타이 지역의 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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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6
5

4

7
9
8

10

11

12

13
15
14

16

그림 30 우쉴료프–6 유적의 세번째(말타) 문화층에서 출토된 석기(1990년 발굴)

쇼리야와 살라이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그림 37). 고르느이 쇼리야 공작소
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1차 박리와 2차 가공, 그리고 석기의 특징들은 매우 독
특하다(바르이쉬니코프·쿤구로프·마르킨 외, 2005년; 키류신·쿤구로프, 1983년;
쿤구로프, 1987а·1993·1994в·1996·1998а·2004·2005년а). 그 지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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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편암을 이용하여 1차 박리를 하였으며, 카툰 강 분지의 문화들에서 보았
던 것처럼 몸돌에서 떼어낸 크고 작은 격지들이 보인다.
제작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방사상 석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
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부분의 타격과 다양한 형태의 평편한 몸돌
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그림 38). 니즈네 카툰 문화와 쿠윰 문화의 석기에서
는 이와 같은 제작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석기, 특히 석판 가공
품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한쪽 가장자리를 뭉툭하게 만들고 가로로 덩어리를 가공한 것이 대부분이
다. 증거물 분석을 통해 이런 종류의 석기는 작살류의 결합식 촉임을 밝혀냈
다. 카툰 강에서는 곧게 뻗은 자르는 날이 있는 결합식 촉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쿤구로프, 1997년a; 마르킨, 1998년).
베르흐네에 프리추므이쉬에 위치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쿤구로프,
1995년б; 쿤구로프·마르킨, 1995년)에서는 원석을 이용한 공작소의 특징이 나

타나는데, 이 유적들은 박리 기법과 석기의 특성상 니즈네 카툰 유적군에 속
한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국립 알타이대학교가 발굴 작업을 하였
으며, 그 결과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분포된 새로운 지역, 즉 루드느이
알타이 지역을 발견하였다(쿤구로프, 2002년; 그루쉰·쿤구로프, 2003년). 이곳
은 전통적으로 수렵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산지였다. 이 지역은 원
료의 질이 좋고 채굴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한 민족들은 꽤 이른
시기부터 북부 알타이의 산지 및 산록 지대에 분포해 있는 벽옥, 각석, 반암,
시금석 그리고 기타 규소가 포함된 광물들을 채굴하여 이런 광물이 없는 삼
림 스텝 지역으로 수출하는 독특한 ‘부차적인 전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프레드 알타이 평지, 프리 오비 고원, 프레드 알타이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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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대를 면밀히 탐구함
으로써 후기 구석기 시
대의 수렵인들이 채광지
가 없는 스텝 지역으로
2

3

이동한 흔적을 발견하였
다(모흐나투쉬카–1 유적,

그림 31	스로스트키 유적(1, 카툰 강 하류) 중세시대의 쿠르간들 발
굴 도중에 출토된 돌도끼(2, 3)

솔로비이나야 루카 유적,
카바니예 유적 등 쿤구로

프, 1990·2002·2005년а; 키류쉰·쿤구로프·티쉬킨·쉬파코바, 2000년). 이는 이

른 씨족 사회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지역적 특성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구석기 시대 유적의 여러 유형
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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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주거지(상시형)
3

•동굴 주거지(상시형)
•임시 수렵용 개방형 주

2

1

거지(상업용)
6

•임시 수렵용 동굴형 주

5

거지(상업용)
•사냥터와 동물을 최초로

7

8

4

11

12

9

10
13
14

16

15

17

18

포획한 장소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
업용 임시 수렵 주거지
•광물을 함유한 원석 산

21
19

20

그림 32 스로스트키 유적의 석기(1~4)

지에 세운 공작소(산개
형)

•기반암 산지에 설치한 채석장
•기반암 산지와 그 근처에 설치한 채석장 및 작업장
•수렵인들이 거주한 흔적이 있는 기반암 산지와 그 근처에 설치한 채석
장 및 공작소
•기반암 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진 상시 주거지 및 공작소
•알타이 스텝 지역에 있는 《탐사형》 임시 주거지와 그 특수성
•제사(의례) 장소

고고학자들은 알타이 스텝 지역과 삼림 스텝 지역에서 극소수의 구석
기 시대 유적들을 발견하였는데, 이 유적들은 수렵할 때 임시로 사용한 주
거지다. 모흐나투쉬카–1 유적, 솔로비이나야 루카 유적, 부를린스코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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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발샤야 크이르크일린스카야 동굴(후기 구석기 시대)

그림 34 발샤야 크이르크일린스카야 동굴(후기 구석기 시대, 2007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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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유적 등이 그것이다(쿤구로프,
1990·1993·2005년а; 키류쉰·쿤구로
프·티쉬킨·쉬파코바, 2000년; 겔멜·
2

1

쿤구로프, 2007년). 이는 서부 시베리

아의 프레드 알타이 지역에는 석기
제작에 필요한 원석이 없었음을 말
3

해주고 있다.
비록 구석기 시대의 이 지역에는
생물학적 자원이 풍부했지만 사냥
꾼들은 이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았

4

다. 이를 통해 구석기 시대에는 광
물을 함유한 비광석 자원이 묻힌 스

그림 35	니즈네카툰 문화의 석기(1~4)(우로자이나
야 유적)

텝 알타이 일부 지역, 즉 동부 카자
흐스탄, 루드니이 알타이, 프레드 알타이 평야, 살라이르, 카툰 강 분지, 비이
분지 등에서 전통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9).

1
2

3

7

5
6
4

그림 36 알타이 구릉지대에서 발견한 후기 구석기 시대의 작살촉(1~3), 창(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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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후기 구석기 시대의 우쉴료프 문화가 나타나는 유쉴료프–1 유적 소재지

중석기 시대
서부 시베리아 남쪽 지역의 중석기 시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학자는 A.P.
오클라드니코프이다. 그는 이전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조
사되지 않은 유적 복합체를 연구하였는데, 알타이 지역에는 중석기 시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파나시예보 문화인들이 이곳에 출현하기 전까지는 박
리기술과 석기의 특성상 구석기 시대(아구석기 시대) 유물들에서는 특별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오클라드니코프, 1966년).
이 가설은 앞에서 언급한 『소련의 고고학』 「소련의 중석기」 편을 포함한
여러 개설서에 게재되었다. ‘소련의 중석기’ 속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해석상의 오류가 있는 우스티–세메 유물이 수록되지 않았다(그림 40).
알타이 지역의 중석기 시대에 대한 문제는 1980~1990년대 사이에 U.F.
키류쉰, A.L. 쿤구로프, V.T. 페트린, V.I. 몰로딘, V.P. 세미브라토프, S.A.
예프레모프 등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몰로딘·페트린, 1990년; 쿤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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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7а·2001년; 예프레모
1

프, 1998·1999년; 키류쉰 U.·키
3

류쉰 K.·쿤구로프, 1998년).

2

이 시기에 알타이의 산악 지

4

대와 평야 지대에 발견된 중석
기 시대 전통의 발전 과정을 기

6

7

술한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발
간되었다. 편년 작업이 이루어

5

8

졌으며, 중석기 시대 전통의 기

9

원과 발전의 결과를 기술하였
다. 카툰 강 분지의 우스티–세
메 문화를 분류하고 증명하였
다(쿤구로프·카디코프, 1985년;

10

11

그림 38	우쉴료프–6 유적의 2문화층 석기(우쉴료프 문
화)

쿤구로프, 1993·1997년а; 세미브라토프, 1994년).

중석기 시대의 가장 오래된 문화층은 트이트케스켄–3에 형성된 6문화층
과 5문화층인데, 이 문화층들은 트이트케스켄 강 세 번째 단구의 화석 토양
과 모래층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42).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우스티–세메
의 중간층에 형성된 문화대와 우스티–비이케 3문화층이며, 이들은 카툰 강
의 두 번째 단구의 사질 토양 아래층에 형성되어 있다. 가장 늦은 시기의 것
은 우스티–쿠윰 유적, 우스티–비이케 유적의 2문화층, 베르흐–텔테흐멘
유적, 트이트케스켄–2 유적의 8문화층, 트이트케스켄–3유적의 4문화층,
우스티–세미유적 상층에 놓여 있는 공작소들인데, 현재 지반의 아래층과 사
질토양의 표토가 일치한다. 이 공작소들의 편년은 석기를 분석함으로써 보충
되고 수정되었다. 이 유적들에는 단일한 문화 전통의 기술적·유형적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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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국립 알타이대학교 알타이 지역 고고학·인류학 박물관의 구석기 시대 전시실

이 나타난다. 층위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석기들의 특성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이 전통의 문화·연대적 발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

중석기 전기 시대의 것으로 1만 2천 년에서 1만 년 전으로 편년된다. 트이트
케스켄 3 유적의 6문화층과 5문화층의 유물들이 대표적이다. 이 단계의 전형
적인 유물들의 특징은 카라 투르크 유적(카디코프·라프쉰, 1978년), 우스티–
세메 유적과 우스티–쿠윰 유적(쿤구로프, 1994년б)의 아래에 형성된 문화층
(쿤구로프·카디코프, 1985년)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 및 유물들과 많은 공통

점이 있다는 것이다. 도구들의 외형에 변형이 있긴 했지만, 이 유적들은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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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카툰 강 하류 분지의 모습(부분)

그림 41	화살촉, 자갈돌 도구, 자르는 날이 있는 석기들(우스티–세마 유적, 중석기 시대 문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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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트이트케스켄 강 하구지역에 형성된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카툰 강 분지)

예를 들면, 평면 박리 기법과 각주형 박리 기법의 동시 사용, 박편으로 만
든 긁개와 긁개(밀개, 길이가 긴 긁개, 길이가 짧은 긁개 등의), 박편 중앙에 뚫은
구멍 등이다. 물론 이 단계의 유물에서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과 차이
점도 보인다. 박리 기법 면에서는 평면 석핵의 비중이 낮아지고, 각주형 석핵
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쐐기형 석핵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 유적
복합체는 작은 크기의 각주형 석판을 기반으로 한다. 석판으로 만든 석기에서
는 배 부분을 잔손질한 석기들이 많다. 자갈돌 석기는 거의 사라졌다.

두 번째 단계

중석기 시대 발전기이며, 그 연대는 1만 년에서 9천 년 전이다. 마이마 유적,
우스티–비이케 유적 3문화층, 비이케 동굴 1 유적, 우스티–세메 유적 중간
층에 유물이 놓여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평면 석핵이 사용되지만, 형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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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평면 석핵이 보이지 않고, 또 수적으로도 매우 적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각주형 박리 기법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석핵의 주요 유형은 각주형
의 단일 타격면을 가졌으며, 정면이 뾰족하거나 약간 뾰족하게 되도록 박리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특징이다.
석기에서도 석판으로 제작한 도구의 수가 증가(52~54%)하였다. 등 부분의
가장자리 한쪽 혹은 양쪽을 손질한 석판, 배 부분을 가공한 석판, 세로 가장
자리 한쪽을 잔손질한 석판, 갈판, 뾰족머리 석기(첨두기), 자르개 등이 있다.
격지 석기는 약 50가지 정도의 형태 변화가 있는 소형 긁개를 제외하고는 유
형의 다양함이 사라지며, 그 수도 적어졌다. 격지로 만든 양날 화살촉의 비율
과 목록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

중석기 후기인데, 9천 년에서 8천 년 전으로 연대가 편년된다. 이 단계의 유
물들은 우스티–쿠윰 유적, 우스티–비이케 유적의 2문화층, 베르흐–텔테
흐멘 유적, 트이트케스켄–3 유적 4 문화층(그림 43·44), 우스티–세메 유적
의 위쪽 문화층, 니즈네 트이트켄 동굴–1 유적의 5문화층에서 출토된다.
이 시대의 유물에는 선행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각
주형 석핵은 그대로 보전되었으나, 평면 석핵은 완전히 사라졌다. 도구도 역
시 이전 단계에서 제작한 유형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단계의 가공품들
로는 양면칼, 마름모 형태의 화살촉, 박리된 면이 많고 넓은 날을 가진 자르
개, 이전에는 없었던 조립식 낚싯바늘대(이음낚시바늘대)와 같은 연마된 석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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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트이트케스켄–2(1)와 트이트케스켄–3(3)(트이트케스켄 강 하구, 중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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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림 44	석기(트이트케스켄–3
유적의 중석기 문화층)

네 번째 단계

중석기 말기인데, 8,000~7,000년 전의 것으로 편년된다. 트이트케스켄–2
유적의 8문화층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박리 기술은 이 시기에 최고로 발달
하였다. 타격면이 2개인 석기의 비중이 높이지고, 쐐기형 석핵의 비율이 낮
아졌는데, 오로지 쐐기 모양과 유사한 유형만 나타난다. 석판으로 만든 석기
들이 대부분이다(83%).
석판의 배 부분을 잔손질한 석기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격지로 제작한
석기 유형은 이전의 것과 같지만 석기의 소형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단계의 유물들은 이른 홀로세 문화 전기의 전통 발달 과정 중 마지막 단계
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
실상 이 유물들은 이미 신석
기 시대 유물 또는 몇몇 연구
1

자들이 칭하듯이 ‘토기 없는

2

3

신석기 시대’ 유물로 볼 수 있
다(그림 45).

5

4

채석을 할 수 있는 산지는
없지만 석기를 만들기에는
6

8

7

적합한 산지 알타이와 그와
인접한 스텝 지역과 평지에

9

10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시기
는 각주형 석판과 큰 돌 하나

14
11

12

15

16

17

18

13

그림 45	중석기 시대 후기의 석기들(트이트케스켄–3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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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기(단검, 창촉, 긁개 등)를 제작하는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결합식 석기 제
작기술이 완전히 사라진 때부터다.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프레드 알타이 평
야 지대에서는 아직 중석기 시대의 유적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동부 카자흐스탄, 서
부 시베리아, 프리 이르트이쉬에 등의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구석기 시대에
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지역으로 동시에 이주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적
별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광물이 다르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

신석기 시대
알타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무질서하게 이루어졌지만,
형성과 발달에 핵심이 되는 시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신석기 시대의 문화
복합체에 관한 연구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은 카툰 강 분지에 위치한 몇 개의
유적들이다. 그 이유는 이 유적들이 댐과 도로 건설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서 수년에 걸쳐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우스티–쿠윰 유적, 트이트케스켄–2,
3, 6 유적(그림 46, 47), 니즈네트이트케스켄 동굴 1 유적 등에서 주거와 경제
공작소가 간직된 여러 층위의 정착지를 발굴하였다(쿤구로프, 1991년; 키류쉰,
쿤구로프, 1995년; 쿤구로프, 1997а·2005б·2012년; 키류쉰 U.·키류쉰 K.·쿤구
로프, 1998년; 키류쉰 U.·키류쉰 K., 2008년).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카툰 강 분지의 신석기 시대 문화는 동북부 몽
골 지역에 기원을 둔 중앙아시아 전통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석기 시대 말
기 문화의 지역 유형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북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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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유적 카메쇼크–2(비이 강 하류 분지, 신석기 시대)

그림 47 다층위 트이트케스켄–6 유적(카툰 강 하류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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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기후가 점점 건조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스레드네
카툰’이라 칭하는 카툰 강 지역의 신석기 문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형 석기
공작이 발달하였고, 초기 형태의 토기가 출현하였으며, 또한 어로용구 등 돌
을 갈아서 만든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U.F. 키류쉰과 K.U. 키류쉰은 트이트케스켄–2 유적에서 여러 층위의 주
거지를 연구하였고, 주거지의 층위별로 신석기 전기, 신석기 중기, 신석기 후
기 시대로 분류하였다. 신석기 전기(7문화층과 6문화층) 방사능측정법으로 기
원전 7,000년기 말~6,000년기 초에서 기원전 5,000년기 초반으로 편년하
였다. 신석기 발전기는 기원전 5,000년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형성되었다.
신석기 후기는 기원전 4,000년기 첫 세기에 시작되어 4천 년기 말에 끝이 난
다. 현재 여러 층위 유적 복합체들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48~51).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주거지와 우스티–이쉬 무덤군,
솔로네츠–5 무덤군, 카멘나야 동굴 유적과 니즈네 타트케스켄 동굴–1 유
적의 단독 무덤 등의 무덤 유적들 간의 상관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키류쉰·쿤
구로프·스테파노바, 1995; 키류쉰·쿤구로프·카디코프, 2000; 마르킨, 2000, 쿤구
로바, 2005).

서부 시베리아의 프레드 알타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는 무계획적으로 조사
되었으며, 연구자들에게 해답보다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알타
이의 삼림 스텝 지역에 나타나는 이 시기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는 있다.

1.	알타이의 서남부 경계 지역에서 소형 석기 공작과 함께 몇 가지 신석기
전기 유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유적들을 ‘루브초프스크 문화’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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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토기(트이트케스켄–2 주거지에서 출토)

그림 50	석기(1~7) 및 토기(8)(트이트케스켄–2 주거지)

그림 49	신석기 시대 토기의 재구성(도면, 트이트케스
켄–2 주거지)

그림 51	무늬가 있는 석제 드리개(트이트케스
켄–2 주거지,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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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카툰 강 하류 분지에 위치한 우스티–이샤 신
석기 시대 매장지

그림 53	우스티–이샤 매장지에 있는 무덤 1과 2(1960
년대에 B.X. 카디코프에 의해 발굴)

6

4

1

7
2

그림 54 석기(1~8)(신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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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8

(쿤구로프·온니코프·티쉬킨, 1998
년). 원자재와 석기의 특성상 이 문

화의 분포권을 동부 카자흐스탄으
로 볼 수 있다.
2.	살라이르 지맥과 고르느이 쇼리야
(산지 알타이주 동북 지역)에서는 신

석기 전기와 신석기 중기의 코르
나차크 문화가 전파되었다. 소형
석기의 특성을 지닌 유물과 함께
갈아서 만든 자르개, 돌로 만든 슴

1

2

3

4

베가 있는 화살촉이 널리 분포되
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림 55	뼈로 만든 부착식 단검(우스티–이샤,
신석기 시대)

질이 좋지 않고 부서지기 쉬운 실
트암을 많이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쿤구로프, 1997년 б).
3.	알타이 변경 지역의 신석기 시대 ‘중기’ 유적들은 공작기, 박리 기법, 토기
군에서도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신석기 문
화 전통은 이 문화가 형성된 지역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광석 광물 원료를 공급해 주는 지역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
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는 비광석 광물 원료가 생
산되지 않고, 토기, 뼈 또는 나무로 만든 도구들이 이 광물을 완전히 대체
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알타이 지역의 신석기 시대 ‘중기’ 복합체를 임
의로 ‘오비 강 상류지역 신석기’라는 용어로 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시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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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카르스트 집합체(카툰 강 분지, 타브다 동굴들)

그림 57 타브다 동굴 유적(카툰 강 하류, 신석기 시대)

문화 편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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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민물조개 껍질로 만든
옷에 다는 장신구(타브
다 동굴, 신석기 시대 문
화층)

그림 59	타르바간 앞니로 만든 제품(타브다 동굴, 신
석기 시대 문화층)

그림 61	큰 사슴 머리 석상(즈메이노고르스크)

그림 60	규석으로 만든 화살촉(타브다 암굴, 신석기
시대 문화층)

그림 62	석제 다리미(산지 알타이, 신석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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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시대의 알타이
A.L. 쿤구로프 (러시아 국립 알타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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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쉐므이스 문화
기원전 4,000년기 초 산지 알타이에는 금석병용기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알
타이 삼림 스텝 지대의 이트쿨 호수에 위치한 볼쉐므이스 무덤군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볼쉐므이스 문화라 부른다. 1970년대에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
의 유물들을 분류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키류신 U., 1991·2002년), 기원전
3,000년기의 것으로 편년하였다. 1980년 중반 카툰 강 분지(그림 1)에서 여
러 층위의 우스티–쿠윰 유적, 트이트스켄–2, 3, 6 유적, 말르이 두간 등 유
적을 발굴할 때 연구자들은 그때까지 파악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
에 형성된 볼쉐므이스 문화층을 발견하였는데, 이 문화층은 기원전 4,000년
경에 형성된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 문화를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그림 1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이 위치한 카툰 강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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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산지 알타이 지역의 금
석 병용기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기원전

1

4,000년기 후반의 볼쉐므이스
문화 주체는 산지 알타이를 떠

2

나 구릉지대로 이주하였다(키
류쉰·쉬미트, 2001년).

볼쉐므이스 문화는 수렵과

3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경제활
4

동을 하였다. 남아 있는 뼈로

5

6

7

8

미루어 보아 사슴, 가지가 많
은 큰뿔 사슴, 말, 야크 등을

그림 2	양면 가공한 석기(트이트케스켄–6 주거지의 볼쉐
므이스 문화층)

사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트
이트케스켄–2와 우스티–쿠

윰 주거지는 최대 면적이 360m 까지 이르는데, 움집은 땅을 파고 그 바닥에
2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으며, 실내는 구획이 되어 있었다. 움집 주변에는 지상
에 세운 작업용 건물터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
물질 문화에서도 선행한 금석병용기의 전통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도구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 각주형 석판 공작과 양날석기,
격지로 만든 도구 등은 눈에 띄게 사라졌다(그림 2·3).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나타난 이런 현상은 구리로 만든 연장들
이 제작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이 있
으며 녹이거나 단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철제 도구는 즉각 각주형 석판의
대용물이 되었다. 볼쉐므이스 문화 유물들 중에서는 아직 구리로 만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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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석판
의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1

2

6

7

5

3

4

그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볼 때
구리로 만든 도구들이 보편화

8

9

10

되었으며, 생활에서도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11

13

12

14

있다.
구리 도구와 함께 돌로 도

15
16

구를 만드는 전통은 계속되었
18

는데, 화살촉, 창, 도끼, 손도
끼, 끌, 긁개, 모피 정제에 사
용되는 도구 등은 철로 만들지
않았다. 쪼거나 갈아서 만든

17

20
19

 살촉(1~14), 긁개(15~19)와 거대한 양날 검의
그림 3 화
파편(20)(트이트케스켄–6 주거지의 볼쉐므이스
문화층)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주
로 낚시 용품이며, 그 속에는 특히 이음낚시 바늘에 다는 추도 있다. 다양한
크기의 공이와 돌 그리고 뼈로 만든 공예품들을 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은
매우 평범하다.
볼쉐므이스의 토기는 바닥이 약간 뾰족한 무 모양을 하고 있다. 겉면 전체
에 가장자리가 타원형이고 바닥이 볼록하게 휜 형태의 민무늬 스탬프나 빗살
무늬 스탬프로 찍어서 시문한 가로무늬띠가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스탬프를
앞에서 뒤로 굴리듯이 찍으면 독특한 그림이 만들어 진다(그림 4).
산지 알타이 지역의 볼쉐므이스 문화에서 나타나는 매장의식은 독특한 무
덤 유적인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에서 발견한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동굴은 부서지기 쉬운 지층에 형성된 그리 크지 않은 석회암 수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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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인데, 면적은 약 25 m 이고,
2

해발 535m의 높이에 위치해 있
으며, 동굴 입구는 북쪽으로 나
있다. 1989~1990년에 발굴 작
업을 하면서 동굴 내부를 전부
1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석기 말
기에서 중세기에 걸쳐 형성된
문화층들을 발견하였다. 그러
2

3

그림 4	토기(트이트케스켄–2, 6 주거지 출토, 볼쉐므이
스 문화)

나 이 동굴의 주요 유물은 기원
전 4,000년기 전반으로 편년되
는 무덤이다(키류쉰·쿤구로프·
스테파노바, 1995년). 피장자는

40~45세 정도의 남자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덮개에 쌓여있었다. 피장자의
상태로 보아 재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뼈들이 해부학상의 순서

그림 5 샤먼 무덤(니트제트이트케스켄 동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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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7

2

6

그림 6 샤먼 무덤 출도 유물(니트제트이트케스켄 동굴–1)

와 맞지 않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그림 5·6).
다른 장소에 있던 동물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신체 조각들을 이곳으로
옮겨 매장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무덤 바닥에는 후두부와 아래턱 위에 세워
진 두개골이 발견되는데, 얼굴이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서남쪽으로 내려오
면 다리를 쭉 펴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장자가 보인다. 그 아래쪽으로는 척
추와 왼쪽 어깨뼈와 왼쪽 흉곽이 보이며, 서북쪽으로 손가락이 없는 왼팔이
놓여 있다. 두개골의 후두부 뒤에는 왼쪽 발이 있고, 동북쪽에는 손가락이 있
는 오른쪽 팔이 놓여 있다.
몇 개의 뼈 끝에는 동물의 이빨자국이 나 있다. 무덤에는 200점 이상의
돌, 뼈, 뿔, 이빨 등으로 만든 물건들이 나타나는데, 다량의 포유류(15종)와
맹금류(주로 발톱이 있는 발을 가진)의 뼈 조각들도 발견되었다. 뼈무더기에서
불곰(5마리), 늑대(2마리), 야크, 붉은 사슴, 사슴, 노루(3마리), 검은꼬리가젤,
말, 야생 양, 비버(2마리), 땅다람쥐(2마리), 흑담비 등 다량의 이빨과 이빨 파

청동기 시대의 알타이

77

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손도끼, 부러진 양날 칼, 숫돌, 돌화살
촉 27점, 격지로 만든 석기 55점, 낚시바
늘추 8점(5점은 사향사슴 송곳니와 뼈로 만
든 촉과 함께 발견), 뼈로 만든 이음낚시바

늘과 단일낚시바늘 5점, 큰사슴의 뒷다리
뼈로 만든 지팡이(그림 6의 1), 노루 어깨
뼈로 만든 칼, 뼈로 만든 핀 등도 발견되
그림 7	‘샤먼의 장갑’(니즈네 트이트케스
켄 동굴–1)

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섯마리의
곰에서 나온 송곳니가 흥미롭다. 이빨을

두 쪽으로 쪼개서, 내부를 깎아냈다. 이것은 아마도 ‘샤먼의 장갑’ 가운데 일
부였을 것이다. 시베리아의 몇몇 민족들은 곰 발을 발톱이 달린 그대로 가죽
을 벗겨 이런 장갑을 만들었다(그림 7).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 유적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독특하
고 지금까지도 그와 유사한 유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땅다람쥐 앞니로 만든
촉과 결합시켜 새 뼈로 만든 작은 낚시바늘, 사향사슴 송곳니로 만든 촉이 달
린 뚜르개, 노루 어깨뼈로 만든 칼, 손가락 부분에 곰의 송곳니가 달린 샤먼
의 장갑 등이 그것이다. 무덤에서 나온 석기들은 쿠윰 강에서 트이트케스켄
강 사이에 있는 카툰 분지 일부 지역에 위치한 취락의 볼쉐므이스 문화 유물
과 매우 닮았다. 연구자들은 이 무덤을 처음에는 ‘성스러운 곳’ (산정상, 나무)
에 묻은 샤먼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어두운 곳’으로 옮겨 매장한 샤먼의 무
덤으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종족의 사람들이 샤먼과 함께 그의 의복, ‘곰’장갑, 여우지팡이(뼈 끝
부분에 여우 얼굴을 새긴), 수렵 및 어로 용구, 신비한 효력을 내는 약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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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토기(아파나시에보 문화,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 무덤)

같이 묻었다. 다량의 동물 뼈는 아마도 주술을 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 샤먼
옷의 구성 요소로 달았을 것이다. 모자와 가슴장식, 카프탄(또는 다른 종류의
상의)에는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신성한’ 동물의 뼈를 매달았다. 이런 동

물은 발굽이 있는 포유류와 맹금류이다.
바지와 신발에는 ‘지하 세계’를 상징하는 굴에 사는 동물과 맹수의 뼈를
달았다. 굿이나 주술 의례를 행할 때 샤먼은 성스러운 여행을 떠나 신과 교
신하기 위해 상징물을 이용하였다. 여우지팡이와 곰 다섯 마리의 힘이 깃든
샤먼의 장갑은 여러 세계를 돌아다닐 때 샤먼을 도와주고, 또 악령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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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준다. 죽은 샤먼은 인종 형질상 코카소이드와 몽골로이드계의 혼혈
이다.
기원전 4,000년기 중반에 산지 알타이 지역으로 아파나시에보 문화 주체
들이 이주하였다.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 유적의 샤먼 무덤을 포함한
모든 볼쉐므이스 문화층이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유물들로 덮였다(그림 8).
원주민은 빠른 속도로 구릉지대와 삼림 스텝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쫓겨
난 원주민들은 수렵과 어로에 종사하는 친족관계의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
으며, 기원전 3,000년기 말까지 존재한 볼쉐므이스 문화의 후기 유형을 형성
하였다. 드라마틱한 전개는 당연한 것이다. 볼쉐므이스 토착주민과 새로 유
입한 아파나시에보인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볼쉐므이스
주민들은 수렵과 어로를 주요 생업기반으로 하는 인종으로 샤먼을 신봉하였
으며, 혼혈인종(우랄인종)이었다. 그에 반해 아파나시에보인들은 목축업에 종
사하였으며, 불을 숭배하는 고대 코카소이드 인종이었다.

아파나시에보 문화
남부시베리아의 청동기 문화(기원전 4,000년~기원전 2,000년)이다. 이 문화의
명칭은 아파나시에프 산(예니세이 강 중류 지역의 하카시야 공화국에 위치한 바테
니 마을 근처)의 이름을 딴 것인데, 바로 이곳에서 1920년에 이 문화의 무덤군

을 최초로 발굴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화 유적들은 알타이와 하카스코–미누
신스크 분지 같은 주요 지역 외에도 동부 카자흐스탄, 서부 몽골, 신장 등지
에도 분포되어 있다.
산지 알타이와 구릉지대에서는 77개의 무덤군이 발견되었고, 그중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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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매장지

무덤군이 발굴되었다. 대략 200여 곳의 무덤을 발굴하였다(그림 9~11). 그 외
에도 아파나시에보 유물들이 있는 40곳 이상의 취락지와 동굴, 그리고 테레
크타 산맥의 지맥에 위치한 블라디미로보프카 채광장(그림 12) 한 곳을 발견
하였다. 광산은 알타이 외곽지와 알타이 공화국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
며,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고대 채광작업은 해발 2200m 높이의 영구동토지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덕분에 많은 유기물로 만든 물건들,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든 완충 장치가
달린 큰 황소 뿔 쐐기, 뿔이 많은 큰 사슴 가죽 조각, 가죽 띠, 나무로 만든 뾰
족한 못(그림 13) 등이 보존될 수 있었다. 구멍이 뚫린 돌로 만든 도끼와 큰 충
적암으로 만든 수십 점의 공이–분쇄기도 발견하였다(그림 14). 이곳에서 채
취한 황화광석에서 구리를 만들기는 어렵고, 또 힘이 많이 든다. 그러나 아마
도 아파나시에보 야금기술자는 금속을 얻는 다른 기술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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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이트이겜 매장지에서 출토된 아파나시에보 돌–울타리(카툰 강 기슭)

그림 11 니즈니이 튜메친–1 매장지의 돌 울타리(우르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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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미로프카 광산
그림 12 블

부터 산화광석 산지를 이용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키류쉰·
쿤구로프·티쉬킨, 2002년).
1

2

3

연구자들은 아파나시에보 문
화의 매장 유적들만을 우선적
으로 연구하였다. 이 무덤 유적

4

5

들은 좀 더 후기에 만들어진 쿠
르간 및 그 울타리와 분명히 차

6

8

7

이가 난다. 가장 유명한 무덤
군들은 엘로 마을 변두리(우르
술 강 상류), 카툰 강 중류와 하

류(살디야르–1, 보이트이겜, 트
이트케스켄–6, 비이케 등), 우코

크 고원을 포함한 알타이의 고

9
10

11

그림 13	블라디미로프카에서 출토된 뿔로 만든 쐐기
(1~4), 쐐기에 부착된 나무로 만든 완충장치
(5~7), 매듭이 있는 가죽 띠(8), 공이–분쇄기(9,
10), 구멍이 뚫린 돌로 만든 도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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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알타
이 산맥의 구릉지대와 낮은 산지에 형
성된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여러 무덤
1

군(페쉐르킨 로그, 포크로브카–4)을 발

2

견하고 연구하고 있다(보로도프스키,
2006년; 슐가, 2010년).

무덤 위 구조물은 수직으로 거대한
돌기둥을 세우거나 또는 거대한 돌로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 등 환상 형태를
3

4

그림 14	블라디미로프카 광산에서 출토된 돌로
만든 공이–분쇄기

갖추고 있다. 몇몇 무덤에서는 무덤
위에 중간 크기의 돌덩어리와 바위로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을 세운 흔적

이 보인다. 무덤구덩이는 사각형과 타원형이며, 울타리 중앙에 위치해 있다.
석판이나 나무로 짜 맞춘 판자로 무덤구덩이를 덮었다. 그래서 중앙에 쌓은
구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덤으로 내려앉았다.
피장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위쪽으로 오므리고 있는데, 다리를 묶
은 얇은 천이 풀리면 옆쪽으로 떨어진다(그림 15). 일반적으로 피장자에게 황
토를 뿌렸으며, 무덤 안에 이 천연 염색제(그림 16)가 뭉쳐 있는 무더기가 자
주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주머니에도 따로 황토를 넣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장자와 같은 종족의 사람들은 토기, 간혹 돌로 만든 화살촉, 금속으
로 만든 장신구, 돌, 뼈, 구리로 만든 도구들을 같이 묻었다. 매장할 때 불을
이용한 흔적이 자주 발견된다. 토기를 메울 때도 불을 사용하였으며, 무덤 울
타리 안의 신성한 장소에서도 목탄, 재, 불에 달궈진 땅바닥이 발견된다(라린,
1988·2005년; 데레비얀코·몰로딘·사비노프 외, 1994년; 블라디미르·마마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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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살디야르–1 매장지(카툰 강 중류)

그림 16	트이트케스켄–6 매장지(아파나시에보 무덤)

프·츠브 외, 1999년).

무덤군에 비해 취락지 연구는 한참 늦었다. 왜냐하면 취락지가 아주 한적
한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주체가 유목생활을 영
위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이들의 취락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아파나시에보 문화층은 산지 알타이의 여러 층위 유적
들과 데니소바 동굴, 카멘나야 동굴, 니즈네 트이트케스켄 동굴–1, 차그이르
스카야 동굴 유적 등에서 나타난다(데레비얀코·몰로딘,1994년; 쿤구로프·스테
파노바, 2004년). 발르이크투율, 우즈네지야, 말르이 두간, 포드시뉴쉬카 취락

지 등이 가장 잘 연구되었다(포고제바·루이쿤·스테파노바 외, 2006년).
이 유적지들을 연구할 때 토기, 석기, 야생 동물과 가축의 뼈, 생활과 주거
지 쓰레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아파나시에보 민족들은 수직으로 돌기둥들
을 세워 만든 무덤 울타리를 몇 배로 축소한 것 같은 구조로 화덕을 지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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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우즈네지아–1 주거지의 화덕

그림 18	우르술 강 상류의 첫 번째 메젤릭–1 매장지의
돌울타리 발굴

림 17·18). 이는 산지 알타이의 고대 목축민들은 불 숭배와 같은 종교관을 갖

고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아파나시에보 문화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대부분의 유물은 토기이다. 바닥
이 뾰족한 계란형의 그릇들이 대부분이고, 간혹 크기가 다양하고 바닥이 둥
근 모양의 항아리들도 발견된다(그림 19). 향로–램프와 바닥이 평편한 그릇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20). 그릇에는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
로 그릇의 주둥이 가장자리에서부터 밑바닥까지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간혹
그의 2/3나 반까지만 스탬프로 눌러찍은 가로 띠무늬가 여러 열로 그려지기
도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톱날모양의 스탬프나 민무늬 스탬프로 시문하였으
나,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대표 문양은 갈지자(之) 무늬의 스탬프로 시문한 것
이다.
토기 외에도 금속으로 만든 장신구(그림 21), 귀걸이, 구리 칼(그림 22), 창
촉(그림 23), 송곳, 용기의 가장자리 덮개, 돌과 동물의 뼈나 이빨로 만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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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과 드리개, 여러 세공품(그림
24~26)들이 발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은 돌로 만든 제품이다. 아파나시
에보 문화의 돌세공과 석기는 볼
쉐므이스 전통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도구들은 우즈네

그림 19	알타이 지역의 매장지들에서 출토된
아파나시에보 토기

쟈–1, 말르이 두간(쿤구로바, 스
테파노바, 1998년, 쿤구로프, 스테
파노바, 2004년, 쿤구로프, 2006년)

취락지의 유물 복합체에서 대표

1

적으로 나타난다. 유물 복합체는
‘격지’ 유형, 자갈돌 유형, ‘박기–

2

마연’ 유형으로 나뉜다.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첫 번
3

째 유물 복합체 유형에서는 모
피 정제용 도구(다양한 유형의 긁

그림 20	알타이 지역의 아파나시에보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로 만든 향로

개), 뼈와 나무로 만든 긁개, 새기

개와 새기개형 칼, 끌 모양의 도
구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격지

1

와 석판 모양의 1차 생산물을 얻

3

기 위해 주로 카툰 강 충적토에
2

있는 규판암, 작은 규암 또는 다
른 광석에 1차 박리를 하였다. 이

그림 21	우르술라 강 분지(1)에 위치한 우루스킨 로그
매장지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1)와 차르이
쉬 강 중류 분지에 위치한 포크로브스키 로
그–1 매장지에서 출토된 구리 장신구(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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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22	구리칼(우르술라 강 분지 우루스킨 로그 출토)

2

3

그림 24	장신구(살디야르–1(1), 우스티–쿠윰(2), 우
루스킨 로그–1 매장지(3)에서 출토)

그림 23	구리 창 투겁(카툰 강 분지 비이케 출토)

1

2

1

6
3

4

5

그림 25 	장신구(1, 2), 구리칼(3~5), 곰머리 조각(6):
쿠윰 강 하구 매장지(E. M. 베르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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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6	뼈(2), 돌(2)로 만든 장신구(살디야르 매장지
출토)

박리는 타격면을 무계획적으로 때려서 돌 조각을 떼어내는 원시적인 박리
였다.
돌세공의 전통을 밝힐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1차
생산물을 만들 때나 2차 가공을 할 때 이용된 각각의 도구들은 형태적 특성상
유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 유형의 공작이 아파나시에보 공동체
의 생활경제에서 부차적인 것이고, 이렇게 만든 도구는 사용하고 나서 버리
거나 필요한 다른 도구로 변형하는 등 ‘일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도구 사용에 있어서 이런 독특함은 앞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일정
한 형태로 제작되는 유일한 도구는 매우 정밀하게 가공된 규석으로 만든 화
살촉이다(그림 27).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한 도구를 얻기 위해 자연석(자갈, 둥근돌)을 ‘부차적’
으로 사용하는 전통인데, 금석병용기에 발생하였다. 이런 전통은 목축을 생
업으로 하는 알타이 지역의 산지 문화와 삼림 스텝 문화에서 중세기까지 존
재하였다(아브둘가네예프·쿤구로바, 1993년; 쿤구로프, 1994년a). 둥글고 편평
한 자갈과 타원형의 자갈이 이 공작 유형에 속하는데, 이 자갈들은 연마기,
공이, 금속가공용 도구로 이용되었다.

1

2

그림 27	화살촉(우르술 강 분지 메젤릭1 매
장지 출토)

그림 28	공이와 막자사발(우즈네쟈1 취락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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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그림 29 	갈판의 아랫돌(1)과 윗돌(2, 3)(우즈네쟈 지역,
아파나시에보 취락지 출토)

그림 30	구멍이 뚫린 편암제 원판형 추(우즈네
쟈–1, 아파나시에보 취락지 출토)

자갈로 만든 1차 생산물 몇 개는 사용하기 직전에 변형을 주었을 뿐, 전체
적인 특성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온전한 돌’로 만든 연장의 형태를 놓고
판단하건대 이들은 나무를 쪼개는 데 사용하는 끌, 까뀌, 쐐기 그리고 괭이
등이다. 이와 같은 석기들은 이전 시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세 번째 유물 복합체 유형은 알타이 지역에 쪼기와
갈기, 천공 등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큰 석기를 제작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갈판과 갈돌로 구성된 곡물을 빻기 위한 도구(그림
29), 중심부에 구멍이 뚫린 평편한 원판형 추(그림 30), 구멍이 뚫린 도끼(그림
31)를 예로 들 수 있다.

‘아파나시에보’ 문화기에 이 지역에서는 이런 유형의 석기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런 형태 또한 처음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 형태는 이 석기들의
원형일 수도 있다. 신석기 시대와 금석병용기 시대 문화들에서 나타나는 연
마 도구는 단지 돌이나 뼈를 연마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청동기 시대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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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다양성과 높은 품질을 갖추진 못했다
(키류쉰·쿤구로프·스테파노바, 1995년). 아

파나시에보 문화의 연마 도구(그림 32)와
공이(그림 33)는 매우 다양하고 정교하게
가공되었다.
우즈네쟈–1과 말르이 두간 문화군의
유적들은 볼쉐므이스 문화와 아파나시에
보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전의 결론을 공
고히 해주고 있다. 비록 볼쉐므이스 문화
의 각주형 공작이 쇠퇴하기 시작하긴 했
지만, 돌세공 기술자의 주요 기술은 보존
되었다. 이는 알타이 지역의 다층위 취락
지에 형성된 후기 신석기 시대의 문화층

그림 31	구멍이 뚫린 돌로 만든 도끼들(차
르이쉬 강 분지 출토)

1

2

3

그림 32	단단한 재료를 갈기 위해, 그리고 돌, 뼈,
금속으로 만든 도구들을 손질하는 데 사
용한 연마제들

그림 33	자루가 있는 공이(우즈네쟈–1 아파나시에
보 취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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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바르나울 시의 국립 알타이대학교 고고학·인류학 박물관에 전시된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진열품

과 금석병용기 문화층에서 유사한 생활연장들과, 1차 박리를 적용한 돌들이
발견됨으로써 확증된다. 모피 손질용 격지는 신석기 시대와 금석병용기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볼쉐므이스 문화와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돌세공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
1차 박리한 독특한 석기와 조잡하고 거친 2차 가공, 석재 수정과 석기 제작
에 있어서 주변 지역에 기원을 두지 않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발생하였다
는 것은 아파나시에보 공작에 다른 인종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라린, 2005년; 보로도프스키, 2006년; 쿤구로프, 2006년;
118·119쪽; 포고제바·르이쿤·스테파노바 외, 2006년).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연대적 경계는 비교적 유사한 유물들과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얻은 80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몇몇 무덤들의 연
대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검사한 2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키류쉰·포스레드니코프·피르소프, 1981년; 오를로바, 1995년; 스테파노바, 2008
년). 그로 인해 산지 알타이 지역의 아파나시에보 문화를 기원전 28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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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5세기로 편년할 수 있었다(폴리야코프, 2010년, 164·167쪽).

카라콜 문화
1976년 온구다이 주의 오제르노에 마을(우르술강 분지)에 클럽을 건설하던 중
무덤이 붕괴되었다.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피장자는 석관에 등을 아래로
하고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서쪽을 향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건축 노동자들은 바닥이 평편한 빗살무늬가 그려진 단지 형태의 토기, 구리
판 조각, 삽 제작용 거푸집을 발견하였다(포고제바·카디코프, 1979년, 80쪽; 아
브둘가네예프·키류신·카디코프, 1982년).

연구자들은 매장의식과 발견된 물건들의 외적 특징상 오제르노에 마을에
서 출토된 유물을 청동기 시대 발전기(기원전 2,000년)의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매우 관심을 끄는 숭배의 의미를 지닌 물건이 어느 문화에 속하는지
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는데, 이는 알타이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유
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붕괴된 지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
1979년에 A.P. 포고줴바와 B.H. 카디코프는 구덩이에 축조된 석관들 속에
서 세 개의 석판을 발견하였다.
이 석판에서 적색 황토로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이 석판 그림을 통해
연구자들은 오제르노에 마을 근처에 위치한 무덤군이 산지 알타이 지역의 바
위그림들과 예니세이 강 중류 지역의 미누신스크 분지에 형성된 오쿠네보 문
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포고제바·카디코프, 1979
년, 80~84쪽; 쿠바레프, 1988년).

1979년 온구다이 주의 카라–코바 1 무덤군에서 석판을 수직으로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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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오제르노에 매장지. 붕괴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1–도자기 용기, 2–뼈로 만든 제품,
3–도끼–삽 제작용 거푸집)

만든 사각 돌널 무덤을 발굴하였다. 석관 속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덮개
에 둘러싸인 어린아이가 묻혀 있었다(스테파노바·츠이브, 1996년, 59~63쪽).
1985년 온구다이 주 카라콜 마을 중심지에 문화센터를 건설하던 중 쿠르간
이 파괴되었다. 나중에 노보시비르크스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였으며,
카라콜 문화에 속하는 무덤 세 구와 아파나시에보 문화에 속하는 무덤 한 구
등 총 4구의 무덤을 조사하였다.
‘카라콜인’들은 석관에 매장되었는데, 주검은 등을 아래로 하고,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놓여져 있었다. 모든 무덤에서 황토가 발견되었으며, 무
덤 두 구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석판들도 발견되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은 매우 적다. 구멍이 뚫린 곰 발톱 5점과 뼈로 만든 촉이 전부다(그림 35–2).
V.D. 쿠바레프는 수집한 유물을 책으로 발행하면서, 알타이 산맥에 독특한
문화 공동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문화를 분류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여겼다(쿠바레프, 1988년, 142~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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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계속 축적되었다. 산지 알타이 지역의 고고학자들이 1989년에 쉐
발리노 주의 베쉬–오제크 마을에서 들판을 개간할 때 파괴된 무덤을 조사하
였다. 이 무덤은 새기거나 색을 칠한 그림들이 있는 6개의 석판을 수직으로
세워 만든 석실 내부에 있었다. 석실 바닥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몸을 쭉 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머리를 서쪽으로 향한 어른의 유골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청동으로 만든 칼의 파편과 구멍이 뚫린 시금석이 발견되었다(쿠바레
프·라린·수라자코프, 1992년, 45~47쪽). 1991년에 V.I. 몰로딘은 이미 잘 알

려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아 이 유물들을 알타이 지역 청동기 시대의 발전
기에 형성된 카라콜 문화라고 분류하였다(몰로딘, 2002년).
산지 알타이에는 암각화와 유물 발견지를 제외하고도 청동기 시대의 유적
이 20곳이 넘는다. 비록 발굴한 무덤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매장의식이
완전히 재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유적들에 전형적으로 나
타나는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무덤은 돌과 흙으로 만든 쿠르간으로, 사
각형과 유사한 모양의 울타리가 있으며, 지표 위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초기 축조물 위에 카라콜 문화의 무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오제르노에, 카라–코바–1, 제4울타리, 울리타–1, 제1무덤). 구덩이
바닥에 놓은 석곽에 피장자를 안치하였다. 석판들을 꼼꼼하게 짜 맞춰서 묘
실을 만들었는데, 평편한 돌로 그 위를 덮었다. 피장자는 등을 아래로 하여
쭉 편 자세로 놓여 있으며, 머리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주검은 황토를 뿌
려 덮었으며, 얼굴에는 아마도 화장化粧을 했을 것이다. 간혹 주검이 자작나
무 껍질로 싸여 있기도 하였다.
출토된 생활 용품의 수량은 매우 적다. 토기, 삽 제작용 거푸집 한 짝, 어
딘가에 매달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는 시금석, 청동으로 만든 칼의 파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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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자르개, 곰 발톱 등이 발견되었다. 석곽의 벽에는 새기거나 쪼아 그
린 그림들과 다채로운 색으로 그린 그림들이 뒤덮여 있었다. 인간 모습을 한
존재, 큰 사슴, 산양, 개, 새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신화적 장면도 보인다.
이 그림의 특별함은 덧그려진 형상들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석곽, 등을 바닥에 대고 몸을
쭉 핀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장자, 황토와 자작나무 껍질, 그림이 그려진 석
판 사용, 빗살무늬가 시문되고 또 바닥이 편평한 단지 모양의 토기는 카라콜
문화의 매장지(오제르노예, 카라콜, 베쉬–오제크, 카라–코바–1, 제4 테두리, 살
디야르, 제33 무덤 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카라콜의 무덤에 묻힌 화려한 유물에 비해 주거지에서는 유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1976년과 1978년에 체말 주 카라–테네쉬 마을에서 발굴하면
서 발견한 토기 중의 일부는 산지 알타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었다. 바
닥이 편평하고 벽이 두꺼운 단지 형태의 그릇, 막대기로 무늬를 새겼거나 혹
은 간혹 눌러 찍은 빗살무늬, 서로 겹쳐있는 형상, 마름모, 격자무늬에 윤
곽이 약하게 드러나는 항아리 등이 그것이다. 발굴에 참여한 학자들의 견해
에 따르면, 이 토기들은 베르흐느이 프리고비 지역의 삼림 스텝 지대에 형
성된 청동기 시대 발전기의 문화들과 비슷하다(포고제바·카디코프, 1980년,
199~216쪽; 포고제바·몰로딘, 1980년, 92~98쪽).

1978~1979년에 투로타크 주의 레베지 1마을에서 윤곽이 약하고 벽이 얇
으며 바닥이 편평한 큰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이 토기에는 스탬프로 눌러찍
은 빗살무늬, 연속적으로 그린 선 무늬, 여러 줄로 나란히 그린 홈 무늬가 시
문되어 있다. 이 유적을 발굴한 연구자들은 이 토기들을 서부 시베리아의 남
쪽에 형성된 ‘선先안드로노보’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비
교하였다(라프쉰·몰로딘·페트린, 1982년).

96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1

2

그림 36 카라콜식 토기(카툰 강 하류 트이트케스켄 다층위 취락지 출토)

이와 유사한 토기는 다층위 동굴 유적
들, 예를 들면 데니소바 동굴의 홀로세층에
서 자주 발견된다(데레비얀코·몰로딘, 1994
년). 1980~1990년대에 아파나시에보 토기

와는 차이를 보이는 청동기 시대 발전기의
토기가 카툰 강 분지에 위치한 수십 개의
유적(트이트케스켄–2, 3, 6, 우스티–쿠윰, 말
르이 다간, 보이트이겜–2 등)에서 발견되었

그림 37	토기(보이트이겜–2 매장지, 카
툰 강 분지 쿠르간 5)

다(그림 36·37).
바르나울 시의 고고학자들은 다층위 주거지인 트이트케스켄 6 유적에서
대규모의 발굴 작업을 한 후에야 이 지역에서 얻은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판
별하였다(그림 38). 이곳에서는 토기, 독특한 돌로 만든 조형물들(그림 39), 다
량의 돌로 만든 건축물과 화덕의 흔적(그림 40~42)이 놓인 독특한 문화층이
발견되었다.
석판, 격지, 부스러기로 만든 석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연된 도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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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카툰 강 하류 분지에 있는 트이트케스켄–6 취락지

그림 39	무늬가 시문된 자갈(1~6)(트이트케스켄–6 취락지, 카라콜 문화층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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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발견되지 않았다(이런 석기는
선행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가공된 석기로는 숫돌, 절구공이,
석촉, 갈판이 있다. 석재(둥근 돌과
자갈돌)의 형태 변형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유사한 생활 연
장은 아파나시에보 문화의 ‘두 번

그림 40	트이트케스켄–6 취락지에 형성된 카라콜
문화층 일부

째 유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장은 알타이 지역에서 목축업
을 영위한 민족들 사이에서는 철
기 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주거지
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카라
콜 인들이 이동하며 생활하였음을
증명해준다. 토기는 바닥이 편평
하고 윤곽이 약하게 드러나는 것
과 기하학적 무늬, 격자 무늬, 전

그림 41	트이트케스켄–6 취락지에 형성된 카라콜
문화층에 있는 용기 무더기

나무 무늬, 찍어서 만든 여러 형태
의 무늬가 시문된 큰 단지만이 나
타난다.
이것과 거의 흡사한 토기가 카
라 테네쉬, 레베지 1 등의 유적에
서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토
기를 청동기 시대의 발전기에 제
작된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어느

그림 42	트이트케스켄–6 취락지에 형성된 카라콜 문
화층 발굴시 확인된 토기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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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 토기가
‘카라콜 문화’라고 불리는 기원전 2,000년 초반에 형성된 매우 독특한 문화
에 속한 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옐루니노 문화
이 문화는 U.F. 키류쉰에 의해 1970년대 말에 알타이 삼림 스텝 지대의 취락
지와 무덤군(옐루니노 묘지–1, 츠간코바 소프카–II, 스타로알레이카–II, 코스텐
코바 이즈부쉬카 마을, 코로비야 프리스탄–III 마을 등)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바

탕으로 분류되었다. 이 문화는 청동기 시대 초기에서 발전기(기원전 2,000년
전반)의 투르빈–세이마 형태의 문화 유형에 속한다(U. 키류쉰, 1991·2002년;
키류쉰·그루쉰·티쉬킨, 2003년). 옐루니노

유적들이 분포된 주요 지역은 알타이의 구
릉지대와 서부 시베리아의 남쪽 지역, 카
자흐스탄의 동부지역 등이다(그림 43~52).

1

‘옐루니노인’들은 주로 집 주변에 가축
을 방목하는 경제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
에 산악 지역은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
다. 고고학자들은 다층위 취락지를 조사할
때 옐루니노식 토기를 발견하였으며, 우연
2

그림 43	콜르이반 호수 외곽지역에서 발
견한 옐루니노 문화에 속하는 돌
로 만든 인물상(1)과 이 시기의
무사(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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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발견한 청동 무기들 중에서 옐루니노식
무기들도 발견하였다.
독특한 토기군은 카툰 강 분지에 위치

1

2

3

1

4

2

그림 44	알타이 구릉지대와 접해있는 알타이스키 크라
이 여러 지역에서 출토된 옐루니노 문화에 속
하는 돌로 만든 용기(1)와 도자기 용기(2~4)

그림 45	세이마–투빈 청동주조 전통으로 제작된 옐
루니노 문화의 무기들. 1–옐루니노 마을과
프리오비예 상류에서 출토된 곡괭이 모양의
전투용 칼, 2–카툰 강 하류 분지에 위치한
소우즈가 마을에서 출토된 투겁식 창

그림 46	추므이샤 상류 분지(살라이르)에서 출토
된 옐루니노 문화에 속하는 뿔로 만든 제
품(샤먼의 지팡이 끝장식?)

그림 47	청동기 시대 발전기에 제작된 금속으로 장신
구를 주조하고 옷에 매다는 장신구를 찍어내
는 데 사용한 돌로 만든 주형

한 우스티–쿠윰, 트이트케스켄 6유적, 사르이–벨 마을에서 그리고 아누이
강변에 위치한 데니소바 동굴과 스트라쉬나야 동굴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전
형적인 옐루니노식 청동제 무기는 차르이쉬 강 중류의 분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말 모양의 자루 끝장식이 있는 거대한 칼은 차르이쉬스코에 마을 근처
에서, 투겁창은 차그이르카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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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콜르이반 호수에 있는 콜르이반–1 유적의 옐루니노 문화의 야금기술자 취락지(루드느이 알타이, 2013
년 발굴)

1

2

그림 49	말장식이 달린 청동단검과 토기(옐루니노 문화, 2000년대 초반 차
르이쉬 강 분지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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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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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토기(이르멘 문화 매장지 출토)

1

2

2

그림 51	청동검1(쿠윰 강)과 2(우즈네쟈 강, 안드로
노보 문화)

3

그림 52	체르가 마을(1), 아크타쉬 마을(2), 데니소바 동굴(3)에서 출
토된 청동기 시대 후기에 제작된 청동칼.

1

2

그림 53 청동검(1. 베르흐–아프슈야흐타
마을, 2. 디예크티에크 마을 출토, 청동기와
철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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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공화국의 우스티–코크신 주에 위치한 우스티–무타 마을에서 주
민이 말 모양의 자루 장식이 있는 옐루니노식 청동칼의 손잡이를 발견하였
다. 이런 종류의 유물들은 그 수가 적고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아마도
이 문화의 주체는 가끔 알타이 분지로 나왔으며, 무기는 청동기 시대의 발전
기에 산지 민족과 스텝 민족들 사이의 교환이나 교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 초기와 발전기에 산지 알타이의 인종 문화 지도는 매우 불완
전하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는 옳다(몰로딘, 2002년). 현재는 이 시기에
산지 알타이에 아파나시에보 문화, 카라콜 문화, 옐루니노 문화를 영위한 주
민들이 살고 있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아마도 어떤 짧은 시기에 여러
문화의 주체들이 공존하였으며, 서로 교류하였을 것이다(아브둘가네예프·포
스레드니코프·스테파노바, 1997년).

산지 알타이 지역 청동기 시대의 발전기와 그 후기에는 낮은 산악 지대와
구릉지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과 파악한 유적들은 거의 없다.
이 지역은 스키타이 시대 초(기원전 11세기/8~6세기)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목축민들에게는 경제 활동지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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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
스키타이 시대의 문화
N.A. 보코벤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물질문화사연구소 교수)

106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유라시아 스텝 지역은 고대의 여러 민족들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한 아주 독특한 무대였다. 서쪽에는 타이가와 거대한 산림지대로, 남
쪽에는 산과 사막들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고대 민족들이 동에서 서로 이동
이 가능하게끔 하였던 곳이다. 카르파트 산계, 카프카스 산계, 우랄 산계, 샤
안–알타이 산계에는 여러 종류의 유용한 광물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금속
성 광물(구리, 주석, 금, 은 등)들이 있는데, 이는 금속 가공 기술의 발달과 도구
개량을 활성화시켰다.
스텝 지역에는 독특한 종의 식물계와 동물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재생산하는 데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렇
기 때문에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고대 공동체들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 체제
가 형성되었으며, 이 경제 체제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향상되었다.
특히 최근에 실시한 고기후 조사로 유라시아 스텝 지대의 건조한 시기와
습윤한 시기를 알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기후의 변화는 유목민들의 이주
시기와 일치한다.
중앙아시아의 호수 퇴적물과 그 단면(쿠투제코보 호수, 벨로에 호수, 테프세
이 호수 등)을 지화학적·화분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홀로세의 여러 시기에

걸쳐 기후가 정기적으로 급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청동기 시대(기
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의 기후는 지금에 비해 훨씬 더 건조

했으며 추웠다(쿨코바·보코벤코·반 길 B.·데르가체프·디르크센·자이체바·반 데
르 흘리흐트, 2003년). 스텝 지역이 급격히 온난해지고 습해지기 시작한 것(생
물량의 증가)은 기원전 2,000년 말에서 1,000년 초부터인데, 아마도 이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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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서부 시베리아(레비나·오를로바, 1993년), 유럽(Kilian et al., 1995년;
van Geel et al., 1998년)에서도 이런 흔적이 확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원전 2,000년기 말에 유라시아의 스텝 문화는 유목이라는 최적의 경제
체제(산의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를 이동하며 유목)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겨울
을 대비해 먹이를 비축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나 뿔이 있는 작은 가축들을 주
로 길렀다. 이동 목축 형태(즉 연중 방목)가 발전하기에 가장 좋은 지형학적 조
건을 지닌 곳은 우랄에서 몽골 사이의 지역인데, 동유럽의 눈이 내리는 스텝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가축을 외양간에 두었다. 스텝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게
는 이와 같은 경제 체제가 진보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역의 조건에 따라 이동의 거리가 많이 달
라진다(30~1500km까지).
이동 목축을 통해 주민들은 부를 축척하게 되었고, 또 문화를 번창시켰으
며, 계급의 분화도 이루어져서 지배 구조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텝 지역에는
스키타이–사크 유형의 여러 유목 문화들이 발생하였으며,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 문화들의 초기 단계는 이미 기원전 9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확연
히 형성되었다.
D.G. 사비노프에(1975년, 49쪽)는 스키타이 시대 초기에는 ‘역사적으로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종 문화의 계통성이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아시아의
오지에서 발생한 그 이후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유목문화가
전파된 모든 지역들 사이에 매우 강한 내부 결속력을 다졌다’고 하였다. 이
계통성을 스키타이 시대 초기의 유적 소재지 명칭을 따서 아르잔–마이에미
르 계통성이라 부른다. 이 문화 계통에는 타스몰라 문화, 칠리크타 문화, 마
이에미르 문화, 비이켄 문화, 알드이–벨 문화, 타가르 문화 등의 여러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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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문화가 포함된다. 이 문화들은 각각 독자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음과 동
시에 카자흐스탄과 사얀–알타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들과 인접한 지역에
서 발생한 문화의 획기적인 발달과 동일한 성향을 띠고 있다.
스키타이 문화 초기에 획기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
의 내적 발전, 승마용 말 조련, 최적의 굴레 제작, 이 시기의 기후 변화, 스텝
의 습윤화로 인한 장거리 유목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유목 형태가 급속하게 진보하고 청동으로 제작된 좀 더 안정적인 여러 형
태의 부속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마병이 초기 유목민 공동체(혹은 스
키타이 유형의 문화들)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문화

들의 성격도 변하였다. 최적의 경제 체제 유형을 고안하였고(겨울에 눈 아래에
자라는 풀을 먹을 수 있는 가축들을 데리고 수직 유목 또는 연중 유목), 편리하고 운

반하기 쉬운 주거, 가재도구 등을 만들었으며, 의복의 디자인도 바뀌었다. 또
한 말을 타고 사용하기 적합한 무기들도 개발하였다.
이런 요소들은 우랄에서 몽골 사이에 형성된 스텝 문화들 속으로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소들이 완전
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차와 말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청동기 시대의 선행한 유목 문화와 기원상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말(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을 포함한)과 양이 여러 품종으로 개
량되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인 작가 아리안은 유목민들의 키가 작은 말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이 말을 몰기 어려워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낸다. 빠르고 키가 크며 사나운 말들이 지
쳐있을 때에도 키가 작고 볼품없는 이 말들은 키 큰 말을 추월하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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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간다(아리안, 사냥에 관한 기록, 23, 2).

스키타이 시대에서는 세 가지의 문화군(유목, 농업, 수공업)이 발전하고 또
서로 통합되었다. 지도자, 군사–종교적 임무를 맡고 있는 귀족계급, 기타 사
회 계층으로 나뉘는 계급 제도가 형성되었다. 유목민 공동체에서 발생한 이
런 변화로 인해 복잡한 종교 체계가 생겨났고, 매장의식과 무기,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일정한 상징적인 표식을 고안해냄으로써 지위의 정당성을 확보
하고 강화하였으며, 영웅적인 신화–서사시 전통이 형성되었다. 이런 공동체
의 분화된 조직 체계는 기원전 1,000년기의 독자적인 유목 문명이다.
유목민 시대 초기에는 진보를 향한 전全인류의 가장 중대한 일보라 할 수
있는, 철을 주재료로 하여 도구와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철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청동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
이고 효과적이었으며, 또한 큰 편익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예니세이 강의
타가르 문화와 같이 몇몇 문화들은 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기원전 3세기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 족과 사크 족의 이름을 따서 이 시기를 종종 스키타이 시대
또는 사크 시대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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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이 시대의 알타이 지역
    고고학 연구사와 주요 문제들
알타이 지역에서 최초로 고고학적 발굴 작업
이 이루어진 것은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의
스텝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18세기 초이
다. 이 시기에 도굴꾼들이 고대 무덤들과 쿠르
간 속의 유물을 탈취하기 위해 스텝으로 몰려
들었다. 이 쿠르간에서 출토된 귀중품들 중 일
부는 N. 비트젠과 우랄 지역의 여러 공장을 소
유하고 있는 니키타 데미도프(그림 1)가 소장

그림 1	니키타 데미도프 공장주 초
상화(18세기 초 무명 화가.
니즈네타길 박물관)

하였다. 니키타 데미도프는 1715년에 왕자의
생일 선물로 표트르 1세(그림 2)에게 이 유물
을 바쳤다. 그것은 알타이 구릉지대의 고대 쿠
르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스키타
이–시베리아 동물양식으로 제작된 금으로 만
든 장식판 컬렉션이며, 나중에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수집품’으로서 에르미타쥬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황제는 이 유물들의 역사적 가치
를 인정하여, 러시아에 소재한 고고학 유적들

그림 2	표트르 1세 초상화(19세기
무명 화가)

을 선별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D.G. 메스세르쉬미트(1720~1727년), G.F. 밀레르(1733~1744년), P.S. 팔
라스(1770년) 등을 단장으로 한 학술조사단이 결성되었으며, 이들이 시베리
아에서 최초로 학술적 발굴 작업을 행하였다. 그들은 유물을 수집하였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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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뛰어난 유적들을 기록하였으며, 나중에 자료집을 간
행하였다.
P.K. 프롤로, N.M. 마르티야노프, G.A. 클레멘츠, G.I. 스타스키 등의 지
역 동호인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벌였으며, 그로 인해 지역 박
물관은 새롭고도 흥미로운 유물들과 우연히 채집된 유물들로 가득 차게 되었
다(데민, 1989년). 이 시기에 예니세이 강과 알타이 지역에서 바위그림과 같은
조형예술 유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적들의 대부분은 초기 유목민 시대,
즉 기원전 1,000년경의 것이다.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쿠르간들을 100개 이상 발굴한 터키학 전문
가인 V.P. 라들로프와 A.V. 아드리아노프 등이 황제 고고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알타이의 여러 지역, 미누신스크 분지, 서부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지
에서 체계적인 발굴 작업을 행하였다. 그들은 스키타이 시대의 쿠르간들(카탄
다 지역의 쿠르간, 베렐에 소재한 왕족 쿠르간, 마이에미르 스텝과 솔네치트이 벨로
크 지역에 소재한 쿠르간들)도 몇 구 발굴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베리아의 유목

민 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졌으며, 이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적
들을 표기한 고고학 지도가 최초로 제작되었다.
A.V. 아드리아노프는 발굴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직접 책으로 출
간하였으며(아드리아노프, 1902~1924·1906·1908·1916년), 다른 일부는 소비
에트 고고학자들의 연구물에 이용되었다(그랴즈노프, 1947년; 키셀레프, 1951
년). 이처럼 혁명 이전 시기의 연구는 18~19세기에 행해진 지리적 발굴조사

가 대부분이었으며, 이것으로는 알타이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들에 대한 기본
지식만을 얻을 수 있었을 뿐, 간간히 이루어진 발굴 작업으로는 고대 문화의
연대를 편년할 수 없었다.
1920년대부터 시베리아와 사얀 알타이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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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S.A. 테플로우호프, S.I. 루덴코,
M.P. 그랴즈노프, S.V. 키셀레프 등의 고고학자들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
에 S.A. 테플로우호프는 고고학적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와 목
적에 따른 현장조사단 결성방법과 현장조사 시행에 관한 학술적 접근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냈다. 그는 인종지학적, 인류학적, 언어학적 자료와 지명 등을
이용하여 그리 넓지 않은 지역에 분포한 유적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편년표를 작성하였다. S.A. 테플로우호프는 여러 번의 발굴 작업을 시행함으
로써 무덤 구조물, 매장 의식과 부장품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미누신스크
분지에 형성된 문화들을 시대 구분하였다(테플로우호프, 1929년).
알타이 지역의 문화는 예니세이와 중앙아시아의 고대 문화 및 카자흐스탄
과 내륙아시아의 문화 사이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양지역 문화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발굴 작업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비
이스크시 지역(알타이 북부 구릉지대)과 산지 알타이 지역의 매장지 몇 곳에서
행해졌다(S.I. 루덴코·M.P. 그랴즈노프·A.V. 아드리아노프·M.N. 카마로프 등).
M.P. 그랴즈노프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타이 지역의 고대 문화를 최
초로 도식적으로 분류하였다(그랴즈노프, 1930년).
1930년대에는 S.V. 키셀레프, L.A. 예브튜호바, G.P. 소스노프스키, G.P. 세
르게에프 등이 알타이 지역의 여러 곳에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행하였으며,
카라콜 쿠르간, 쿠로타, 쿠라이, 투에크타 등지에 소재한 쿠르간들, 프리알타
이 평지의 카툰 강에 소재한 브이스타랸스크 매장지 등의 부장품이 많은 초기
유목민들의 쿠르간들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1920~1940년 사이에 행한 발굴 작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파지
리크 지배계층의 무덤이 있는 매장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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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M.P. 그랴즈노프가 영구동토층이 있는 첫 번째 쿠르간을 면밀히 연구하
였다(그랴즈노프, 1950년). S.I. 루덴코는 1954년까지 M.P. 그랴즈노프와 함
께 파지리크, 투에크타, 바샤다르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키타이계 민족들의 문화에 대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루덴코,
1953·1960년 а).

돌로 만든 큰 쿠르간 아래에는 부족의 지도자들이 얼음 아래의 동토층에
호화롭게 매장되어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이 무덤들의 보존상태는 좋았으며,
유기물(나무, 가죽, 펠트,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훌륭한 부장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 유적군은 세그마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며, 사회적으로도 널리 인정
을 받았다(라이스, 1957년; 예트마르, 1964년; 그랴즈노프, 1969년; 루덴코, 1970
년; 술리민스키, 1970년).

기원전 1,000년기의 주지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오비 강
주변의 볼샤야 레치카 마을 근처에서 주거지와 주조 작업장의 쓰레기장을 조
사하였는데, M.P. 그랴즈노프는 이들을 볼쉐레치에 문화로 분류하였다(그랴
즈노프, 1956년). 그랴즈노프는 이전에 수집한 알타이 지역의 고고학적 유물

들을 시대 구분하였으며, 이 지역의 유목민 시대 초기를 마이에미르(기원전 7
세기~기원전 5세기), 파지리크(기원전 5세기~기원전 3세기), 쉬베(기원전 2세기~
기원후 1세기) 등의 단계로 나누었다(그랴즈노프, 1947년).

S.S. 소로킨은 마이에미르 유적보다 더 이른 시기의 유적인 쿠르투 2 복합
체를 발굴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는 알타이 지역의 스키타이 시기 초기를 기
원전 8~9세기로 소급하였다(소로킨, 1966년). 나중에 M.P. 그랴즈노프도 이
견해에 동의하였으며(1979·1983년), 스키타이 시대의 첫 단계를 기원전 9세
기로 산정하였다. 그는 유목 문화 초기의 주요 물질군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이미 유물의 편년 작업이 끝난 북부 프리체르노모리에 유적의 유물과 이 복

114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합체의 유물들의 연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스키타이 시대 초기
에 대한 편년을 수정하게 되었다.
N.A. 보코벤코는 사얀–알타이 지역 유목민 문화의 초기 단계(마구 유물
을 근거로)가 기원전 9~8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보았다(보코벤코, 1986년а, 18
쪽). 그는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경까지 스키타이 시대 초기에 기마

무사를 매장하는 양식에는 최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유형은 세 단계
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보코벤코, 1986년б, 47쪽). 스키타이 유물을 개념적으
로 이해한 시기의 연구자들 중 몇 명은 스키타이 시대의 시작 시점을 이렇게
이른 시기로 편년한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가설을 제기한 학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중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스키
타이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9세기로 편년하였다.
노보시비르스크, 바르나울, 케메로보, 산지–알타이 등 고고학의 새로운
중심지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학자들
은 스키타이 문화가 끝나는 시기와 지방 유형들, 그리고 산지 알타이 주민들
의 다인종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 스키타이 시대 후기의 유적으
로는 알타이의 남쪽과 동남쪽 지역에서 발견된 파지리크 문화가 우세하게 나
타나는 유적들과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카라코바 석관무덤들이 있다(모길니
코프, 1983년; 수라자코프, 1983년; 블라디미로프·슐가, 1984년).

마이에미르 문화 시기(기원전 8~기원전 7세기)에 기원을 둔 두 그룹의 유적
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타이 지역에 두 부류의 인종 그룹이 거주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마이에미르 시기에도 역시 두 유형의 유적들이 나타난다. 알타
이 북쪽과 중부 지역에는 우스티–쿠윰 유적이, 좀 더 남쪽 지역에는 코크사
유적(모길니코프, 1986년; 스테파노바, 1986년)이 있다. 알타이 중부 지역은 스
키타이 전全 시기 동안 이 두 그룹이 서로 교류한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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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에는 『소련의 고고학』 시리즈의 후속 간행물인 『소련의 아시아 지
역에 형성된 스키타이–사르마트 시대의 스텝지대』가 발간되었는데, 이 책
은 알타이 지역의 스키타이 유물의 연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M.P. 그랴즈노프는 매장 의식에 사용된 물건들의 유형에 따라 산지 알타
이 지역의 유적들을 연대적으로 4단계로 분류하였다.
쿠르투 단계(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는 사슴돌과 우연히 발견된 도구
들, 화려하지 않은 무덤군들을 들 수 있다. 마이에미르 단계(기원전 7세기~기
원전 6세기)는 몇 개의 쿠르간들, 우연히 발견된 독특한 특성을 지닌 마구로

구분된다. 작은 크기의 쿠르간과 파지리크, 투에크타, 바샤다르 지역의 화려
한 쿠르간군 등을 토대로 파지리크 단계(기원전 5세기~기원전 3세기)를 구분하
였으며, 쉬베 단계(기원전 2세기~기원전 1세기)도 역시 여러 쿠르간들로 구분
하였다(스텝지대, 1992년, 163쪽).
이런 시대 구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A.A. 티쉬킨은 모
든 유적들을 분석하여 시대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 유물을 문화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M.P. 그랴즈노프의 시대 구분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M.P. 그랴즈노
프는 그가 제시한 앞의 두 단계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지 않고 나눈 인
위적인 구분이었고, 또 유목민들의 초기 문화 시작 연대의 설정도 가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스텝지대, 1992년, 164쪽).
아직 마이에미르 단계를 쿠르투 단계로부터 명확하게 분리할 근거가 부족
하고,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마이에미르 단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으며,
마이에미르 단계라는 명칭을 부여한 유적이 이보다 선행한 단계인 것으로 판
명되면서 그 명칭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기원전 8세기~기원
전 6세기경에 형성된 초기 단계를 ‘쿠르투–마이에미르 단계’라고 부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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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스텝지대, 1992년, 164~166쪽).
V.A. 모길니코프(1997년)는 스키타이 유적을 이와는 약간 다르게 시대 구
분하였다. 그는 이 유적을 크게 마이에미르 문화와 파지리크 문화(기원전 5세
기~기원전 3세기)로 나누었으며, 마이에미르 문화를 다시 쿠르투 단계(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 카라반 단계(기원전 7세기~기원전 6세기 전반 혹은 초)로

세분하였다. L.S. 마르사돌로프(1996·2000년)는 그와 동일한 유물을 바탕으
로 스키타이 유적을 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 단계와 기원전 6세기~기원
전 3세기 단계로 나누었다.
알타이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스키타이 시대의 새로운 유적들이 많이 발
굴되고 있다. 이 덕분에 스키타이 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증
가되었다(U.F. 키류쉰·V.D. 쿠바레프·V.А. 모길니코프·L.S. 마르사돌로프·V.I.
몰로딘·S.V. 네베로프·N.V. 폴로시마크·А.А. 티쉬킨·T.N. 트로이츠카야·D.
G. 사비노프·N.F. 스테파노바·А.S. 수라자코프·V.А. 우만스키·L.S. 삼쉰·P.I.
슐가 등). 비록 알타이 지역의 유적에 대한 해석과 단계 구분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발굴 작업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연대를 설정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이외에, 알타이의 서부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종합적인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1997~1999년 사이에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산하
고고학 연구소의 국제 고고학 학술 조사단이 베렐 스텝 지역에서 규모가 큰
쿠르간들을 발굴하였다. 이때 여러 학술조사 연구소와 대학교들, 카자흐스탄
동부 주립 역사박물관, 알타이로 파견된 프랑스 고고학 조사단, Z. 사마쉐프
를 단장으로 하여 리가부에(이탈리아) 학술연구센터 등이 참여하였다(사마쉐
프·바자르바예바·주마베코바 외, 2000년, 사마쉐프, 2011년).

알타이 남부의 우코크 고원에서도 국제적 발굴작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졌다(몰로딘, 2000년а; 폴로시마크·몰로딘, 2000년; 알타이 미라 현상, 2000년;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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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마크, 2001년). 이곳에서 스키타이 시대 초기와 파지리크 문화에 관한 새

로운 유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 획득한 유물들을 체계화하였고, 이미
알려진 유물들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르나울 시市의 연구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비이케 문화는 스키타이 시대 초기의 것으로 분류되는데(키류쉰·티쉬킨,
1997년), 이 문화는 알타이 서부, 알타이 서북부, 프레드 알타이 평지에 산재

해 있는 마이에미르 문화의 유적들과는 달리 주로 중앙아시아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티쉬킨·다쉬코브스키, 2003년, 290쪽). 비이케 문화의 기원에 대한 문
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 중의 알타이 지역의 스키타이 시대를 체계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화 연대의 도식을 제시하였는데(수라자코프, 1985·1989년, 81~114쪽; 티쉬
킨, 2007년 б, 236쪽), 이 장에서도 이 도식을 이용할 것이다.

•아르잔–마이에미르 시대의 비이케 문화는 쿠르투(기원전 9세기~기원전
8세기 전반), 세미사르트(기원전 8세기~기원전 7세기 전반), 보이트이겜(기
원전 7세기 후반~기원전 6세기 3분기)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파지리크 시대의 파지리크 문화는 바샤다르(기원전 6세기 후반~기원전 5
세기 전반), 크이즐–좌르(기원전 5세기 후반~기원전 4세기 2, 3분기), 쉬베
(기원전 4세기 4분기~기원전 3세기) 등의 단계로 나뉜다.

사얀–알타이 지역 초기 유목민들의 매장의식에 대한 중요한 특징에 대해
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늙은 낙엽송으로 만든 통나무관들이 잘 보존되어 있
는데,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과 나이테 연대측정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스
키타이 시대의 복합체 연대표(600년 이상)를 작성할 수 있었다(자모토린,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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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하리예바, 1974년; 마르사돌로프, 1985년; 자이페트르, 슬류사렌코, 1996년;
슬류사렌코, 2010년). 파지리크 문화의 쿠르간들에 대한 연대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으로 얻은 연대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마르사돌로프·자이체바·레베데바, 1994년; 알렉세예프·보코벤코·바실리예프 외,
2005년).

알타이 지역의 스키타이 사크 시대 문화
스키타이 시대에 알타에 지역에 거주한 민족들에 대한 문헌 사료는 매우 적
다. 그리스의 작가들은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과 ‘아리마스프’ 그리고 황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몇몇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
이 알타이 지역의 부족들이라고 간주하였으나, 중국의 사료에서는 북방 민족
인 ‘월지족’이나 ‘정령족’으로 기록하고 있다(폴로시마크, 1994년б). 문헌 사료
와 고고학적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알타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지
역에는 ‘사크’족이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아키쉐프, 1978년, 63쪽; 보코벤
코, 2011년, 94쪽).

알타이 지역에서는 유물의 특징상 기원적으로 스키타이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들과 관련이 있을 법한 신빙성 있는 청동기 시대 말기의 유적이 아직 발
견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타이 지역 내 스키타이 문화의 기원은 카자
흐스탄, 몽골, 중국의 서북부 지역들, 그리고 그와 이웃한 지역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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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케 문화

이 문화의 초기 단계(M.P. 그랴즈노프에 따르면 쿠르투 단계 혹은 쿠르투–마이에
미르 단계, Z. 사마쉐프에 따르면 마이에미르와 세미사르트 단계)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쿠르간들이 축조되었는데(쿠르투–2, 세미사르트–1, 우스티–쿠윰, 코크–
수, 초르느이 아누이, 비이케 등), 이 쿠르간들은 주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단

구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난다.
네크로폴리스 지역의 쿠르간들은 대각선상으로 2~3개씩 짝을 이루어 마
치 여러 개의 짧은 사슬이 모여 있는 형태로 배치되거나 또는 소그룹으로 축
조되어 있다. 이런 배치는 시간적 차이와 매장된 사람들 간의 혈연관계에 의
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축조물 자체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특정
민족 그룹의 부락에 실제로 존재했던 주거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키류쉰·
티쉬킨, 1997년, 56쪽; 티쉬킨·다쉬코브스키, 2003년, 233·234쪽).

유적들 몇 곳에서는 종교 의례의 성격을 지닌 시설물들이 보인다. 이것들
은 단독으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쿠르간 옆에 증축했다. 쿠르간들 사이의 공
간에서도 이런 시설물이 보인다. 이 시설물은 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돌
들을 나즈막하게 쌓아 올린 것이다(그림 3). 동떨어진 곳에 세워진 석관도 이
에 속한다. 위에 언급한 축조물 외에도 수직으로 세워진 돌들, 불을 지핀 흔
적, 갈판 일부, 뼈, 소량의 토기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여러 무덤이 형성된 장소(비이케, 세미사라트–1, 크이즈이크–텔란–1 등)에
는 그 장소가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처럼 비이케 문화의 일부 유적군은 네크로폴리스와 신전의 기능이 혼합된
일종의 성전으로 추정되는데, 위에 열거한 특징들이 그와 같은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티쉬킨, 2000년; 티쉬킨·다쉬코브스키, 2003년, 240~243쪽; 티쉬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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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얄로만 지역의 초기 스키타이 시대의 매장지

고르부노프, 2005년а). 고대 공동체에서는 묘지와 같은 신성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고대 지층에 돌로 내벽을 쌓거나 구멍을 파서 주검을 매장하였으며, 이곳
에 돌로 직경 6~10m의 둥근 울타리를 만들었다(그림 4, 5). 피장자는 몸을
구부린 자세로 누워있는데, 일반적으로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있으며,
머리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다. 울타리 내부에는 마구와 함께 말을 매장하였
는데, 나중에는 말 대신 가죽이나 굴레만 묻었다.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 무덤의 남쪽 또는 동남쪽에 묻었다. 말을 묻기 위해
서 묘실과 비슷한 것을 지었는데, 짐승들은 주검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다.
말은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우스티–쿠윰, 쿠르간1) 또는 다리를
웅크리고 배들 바닥에 깐 자세로 매장하였는데, 머리는 서남쪽을 향하고 있다
(쿠르투–2, 쿠르간 3). 가끔은 말 두 마리를 매장하였는데(초르느이 아누이), 그

중 한 마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등자 모양의 재갈과 구멍이 세 개 뚫린 재갈멈
치가 있는 굴레가 씌워져 있다(몰로딘·페트린,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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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이케 문화의 쿠르투 단계(기원전 9세기 말에서 기원전 8세기 전반)의 유물들

사람과 함께 무기, 칼, 장신구 등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도 같이 묻
었다. 말은 탈 수 있도록 굴레를 씌웠다. 기원전 8세기~기원전 6세기 사이의
매장 의식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점차적으로 굴레를
씌운 말(혹은 말들)을 사람과 함께 무덤에 묻는 경향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목곽이나 목관 바깥쪽에 말을 묻었다.
매장 구조물에 말을 같이 묻는 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추도 선물, 죽
은 사람에게 주는 음식, 다른 세계로 가는 이동수단, 개인용(전투용) 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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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이케 문화의 세미사르트 단계(기원전 8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7세기 전반)의 유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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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이케 문화의 세미사르트 단계(기원전 8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7세기 전반)의 유물들

해석이 있다(티쉬킨·다쉬코브스키, 2003년; 티쉬킨·레오노바, 2005년). 이런 매
장의식의 전통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경제 활동 형태, 목축민의 생활양식, 죽은
사람은 살았을 때 착용했던 모든 것을 착용해야 한다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
념 등과 관련이 있다.
말을 매장하는 것은 말이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무
덤 속에 매장된 동물의 뼈는 이 동물이 다른 세계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고를 구현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말 무덤이 없는 성인의 무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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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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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7 쵸르느이 아누이–1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재갈(1)과 재갈멈치(2, 3)

매장 구조물의 다른 요소로는 비이케 유적 조사(티쉬킨, 1994년) 과정에서
처음 발견한 돌로 만든 기둥–오벨리스크를 들 수 있다. 몇 개의 석판에는 사
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5년а). 돌기둥 외에도 몇몇
쿠르간의 서쪽과 동쪽에 말뚝 역할을 하는, 수직으로 박힌 편평한 돌들(석인
상)이 발견되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스키타이 시대 초기로 편년되는 코르–

코브이–I 유적의 제5쿠르간을 발굴할 때 발견되었다(수라자코프, 1990년,
59·63·84·85쪽).

스키타이 시대 초기의 매장지들(아이르이다쉬–I, 트이트케스켄–1, 크이즈이
크–텔란–I 등)에서는 ‘석인상’ 옆에 말을 매장한 구덩이가 있었다(키류쉰·티
쉬킨, 1997년, 58쪽; 수라자코프·티쉬킨, 2007년). 이는 아주 오래 전에 쿠르간

옆에 수직으로 세워진 돌을 실제 말뚝의 대용품으로써 이용하였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비이케 문화를 영위한 사람들의 무덤에서 피장자(말도 마찬가지로)들은 주
로 머리를 서향이나 서북향으로 두었다. 북향도 간간히 나타나기도 한다. 시
신의 방향을 일출과 일몰에 일치시켰다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서쪽은 전
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세계가 있는 곳으로, 태양의 일몰과 연관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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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엘레크모나르–II 유적의 쿠르간에서 출토된
청동 제품

7

그림 9 청동칼(1~5)과 화살촉(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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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알타이 지역(1~11, 13, 14)과 구릉지대(12)
그림 10 산
에서 발견한 초기 스키타이 시대의 청동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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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이케 문화의 세미사르트 단계(기원전 8
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7세기 전반)의 토기

중국의 『역경』 속 상징체계에 따르면, 서
쪽은 과거와 함께 조상들과 관련된 방향이
다. 중국에는 ‘귀서歸西’라는 표현이 있는
데, 이는 ‘서쪽으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으
로, ‘죽다’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는 청동
기 시대의 문화들 중 한 문화에서 발견된 시
신의 방향에 대한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다
(바실리예프, 2001년, 43쪽). 뼈가 매우 잘 보

그림 12	길레보 10 매장지, 묘혈 16에
서 발견한 유물을 바탕으로 굴
레 복원

존된 피장자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왼
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몸을 굽힌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간간히 오른쪽 옆
으로 묻힌 경우도 있다.
비이케 문화의 보이트이겜 단계에서는 피장자와 말을 함께 묻는 전통이
계승되었으나, 매장 유물의 성
질은 확실하게 변하였다. 마구
의 형태가 변하였고, 허리 부속

4
3

품, 원추형 드리개가 달린 귀걸

5

6

1

2

이, 측면에 손잡이가 달린 거울
등이 발견되었다(그림 12, 13).

7

마이에미르 문화

이 문화의 주요 특징은 작은 사
8

9

10

그림 13	보이트이겜–2 유적 쿠르간 19에서 출토된 금속
유물군

슬 형태로 쿠르간을 배치하였
고, 내벽과 돌로 만든 방벽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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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이 있는 무덤 구덩이 모양의 묘실(가끔 매우 깊은 구덩이)이 있으며, 돌무
지 주변을 따라 놓은 원형의 석열이 존재하거나 또는 돌무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과 말, 양, 그리고 굴레를 함께 매장(북쪽 또는 동북쪽 구역)하였으
며, 피장자는 등을 아래로 하여 쭉 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머리는 북쪽 또는
서북쪽을 향해 놓여 있다.
알타이의 서쪽 산맥을 기준으로 지형적인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
구하고, 비이케 문화와 마이에미르 문화 유적들이 분포된 거의 전 지역에서
는 매장 집합체와 물질문명 집합체에 한하여 이 두 유형의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유물들이 나타난다(키류쉰·티쉬킨, 1997년).

유물군

비이케 문화와 마이에미르 문화의 매장 의식은 기마민족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마구에는 몇 가지 유형의 굴레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굴레는
재갈이 없는 것으로(정확히는 끈을 꼬아서 만든 재갈이 있었으나 보존되지 않았
다), 구멍을 세 개 뚫고 그 주변을 약간 도톰하게 만든 구부러진 골제 재갈멈

치를 갖고 있다. 이 재갈멈치의 끝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그림 14,
15). 나중에 굴레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청

동으로도 주조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새
로운 형태의 굴레가 제작되었다.
3
1
2

재갈은 두 조각을 연결하게끔 제작되었
고, 끝부분은 등자 모양을 하고있다. 가끔
은 이 재갈에 둥근 구멍이 추가된 것도 있

그림 14	마구(비이케 문화의 쿠르투 단
계, 기원전 9세기 말~기원전
8세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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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이에미르, 아크–알라하–2, 솔네치느이
벨로크, 게라시모프카, 길레보–10, 마쉔카–1,

콘드라티예프카–21 등). 청동으

로 만든 재갈멈치의 유형으로
는 Y자형 재갈멈치, 재갈 형태
의 재갈멈치, 보조단이 있는 마

5

1

2

구, 막대 모양의 재갈멈치, 구

3

4

멍이 세 개 뚫린 뿔로 만든 재
갈멈치의 모방형 등이 있다(보
9

코벤코, 1986년а, 18쪽; 키류쉰·

7
6

티쉬킨, 1997년; 슐가, 2008년)

8

(그림 16).

새로 발생한 굴레의 구조적
특징은 가죽을 포개어 만든 독

그림 15	마구(비이케 문화의 세미사르트 단계, 기원전
8세기 말~기원전 7세기 초)

특한 끈들을 이용하여 재갈멈
치를 재갈에 고정하였다는 점

9
5

4
6

3

1

2

7

8

그림 16 마구(비이케 문화의 보이트이겜 단계, 기원전 7세기 후반~기원전 6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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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4
2

5

6

7

8

그림 17 무기와 사냥도구(비에키 문화의 세미사르트 단계)

이다. 기원전 6세기부터 고리(고리의 내부직경은 20mm 이상이다)가 하나인 재
갈이 제작되었는데, 재갈 고리에 구멍이 두 개가 달린 재갈멈치를 꿰고 두 개
의 가죽끈을 말의 얼굴에 고정시켰다. 이런 고정 방법은 특별한 변화 없이 지
금까지 이어져왔다. 굴레 부속품은(길레보–10 무덤, 마쉔카–1 무덤, 콘드라티
예프카–21무덤) 매우 간소한데 청동으로 만든 큰 허리띠 버클, 끈 조절장치

가 있으며, 간혹 고리모양의 끈 장식도 보인다(키류쉰·티쉬킨, 1997년; 슐리가,
2008년).

이 시기의 무기는 긴 칼, 단검, 투겁식 전투용 도끼, 이른 시기의 유형인
마름모꼴의 화살촉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무기와 특징이 동일하다.
단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손잡이와 코등이의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버섯 모양의 칼자루 끝장식과 아래로 조금 내려간 날개형 코등이
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무늬가 많이 장식된 칼자루와 나비 모양의 코등이,
그리고 편평한 칼자루 끝을 갖고 있으며, 세 번째는 동물 형상의 칼자루 끝장
식이 있는 것인데, 칼자루는 나선형 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약간 아래로 내
려간 코등이를 갖고 있다(키류쉰·티쉬킨, 1997년) (그림 18).
이 유형의 단검들은 기원상 사얀–알타이 지역 청동기 시대 말기의 단검
과 연관이 있다(츨레노바, 1976년, 39쪽). 칼몸의 길이는 1~37cm까지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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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칼몸이 좀 더 길어지
고, 가드도 더 튀어나왔다
는 것은 이 유형의 무기가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었음
을 말해준다. 이 무기는 보

1

병전뿐만 아니라 기마전에

2

3
4

도 사용되었는데, 기마전

5

6

투에서는 말 위에서 적을
치기 위해 코등이가 있는
11

긴 검이 필요하였을 것이
다.
초기 단계에서도 역시
투겁이 있는 전투용 도끼,
작지만 말에서 활을 쏘기

7

9
8

14

10
12

13

그림 18	산지 알타이 지역(1~11, 13, 14)과 구릉지대(12)에서 발견
한 초기 스키타이 시대의 청동단검

에 편한 활과 두 개의 평평한 날개와 장대에 끼우는 투겁이 있는 화살촉들이
특징적이다. 기원전 7세기~기원전 6세기 사이에는 날개가 두 개 또는 세 개
달린 청동이나 뼈로 만든 슴베식 화살촉이나 투겁이 보이지 않는 투겁식 화
살촉이 보편화되었다.
생활용품들 중에서 어딘가에 걸기 위해 한가운데에 걸개가 있는 큰 원판
형 거울이 매우 널리 확산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흐타르마 거울(그림 19)
이 눈길을 끄는데, 이 거울의 뒤쪽에는 스키타이 시대 초기 양식으로 제작된
다섯 마리의 사슴과 산양 형상이 시문되어 있다(그랴즈노프, 1969년, 150쪽).
청동으로 만든 검은 약간 휘어져 있어서 칼자루 끝의 형태(버섯형, 아치형, 고
리형 또는 동물형)만으로 구별된다. 숫돌은 유목민들이 허리에 차고 다닌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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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적으로 긴 모양이며,
걸기 위해 한쪽 끝에 작은 구멍
을 뚫었다.
초기의 장신구들은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으며,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는 종류가 다양하
지 않다. 장신구들은 주로 금과
청동으로 만든 고리 형태의 귀
그림 19 	P. K. 플로로프 컬렉션 중 우스티–부흐타르마
거울(국립 에르미타쥬 박물관)

걸이(그림 20의 1~3)이며, 종종
원추형의 드리개를 달았는데(보

이트이겜–2, 쿠르간 19, 브이스트리얀카, 쿠르간 14), 이 귀걸이는 청동기 시대

후기의 귀걸이와 유사하다(키류쉰·티쉬킨, 1997년; 슐가, 2008년). 흥미로운 점
은 바로 이런 드리개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사슴돌에도 자주 표현되어 있
다는 것이다.
장신구 가운데도 눈길을 끄는 것은 하얀 점토로 만든 원통형 목걸이, 여러
동물들(사향고양이, 뿔이 많은 큰 사슴, 여우 등)의 송곳니로 만든 목걸이, 세 갈
래로 골이 진 금속장식판 등이 있다(그림 20의 24~25). 물결 모양으로 골이 진
금속장식판은 주로 옷과 마구의 물림쇠, 무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었다. 남
성 무사들이 사용한 독특한 장신구로는 청동이나 금으로 만든 낫 모양의 흉
갑(브이스트리얀카, 쿠르간 8)인데, 그것은 모든 남자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흉갑은 피장자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의 독특한
상징물이었을 것이다(보코벤코, 2001년). 마이에미르 문화의 장신구로는 몸을
비틀고 있는 고양이과 맹수(표범)의 형상들이 시문된 황금 장식판(그림 21)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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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비이케 문화의 보이트이겜 단계의 유물들(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6세기 2–3분기)

알타이 지역 스키타이 시대의 문화

133

그림 21 마이에미르 보물

현재 투바와 알타이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사슴돌(그림 22)이 발견되었는
데, 이 사슴돌은 유목민의 조형물 중 기념비적인 유물이다(쿠바레프, 1979년,
4쪽). 사슴돌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고, 조형적인 면에서 매우 소박하지

만, 사슴돌의 집중지 몽골에서 발견된 것과는 달리 사슴 형상의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
사슴돌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돌의 윗부분에 세 개의 줄이 있고, 윗부분
에는 귀걸이와 목걸이가 그려져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단검, 전투용 도끼와
화살통이 달린 허리띠 등의 형상이 시문되어 있다. 동물 형상은 그리 많지 않
으며, 이 형상들은 자바이칼과 몽골에서 발견된 뛰어난 사슴돌에 그려진 것
과 마찬가지로 돌의 편평한 면 전체에 특별한 구성없이 매우 일반적으로 그
려져 있다(볼코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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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그림들은 매우 많지만, 이
그림들 모두를 연대적으로 구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키타이
시대 초기에 그려진 암각화는 어
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다리 형
태(‘발끝으로 서있는 자세’, ‘갑자기
멈춘 자세’)를 통해 쪼아서 그린

사슴, 말, 기타 여러가지 동물 형
상들을 이 시기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사슴돌(추이 강변)

파지리크 문화

이 문화는 알타이 지역의 초기 유목민들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서 가장 완전
하게 연구된 것으로서, 공동체 중 여러 계층의 매장 유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 알타이의 여러 지역 씨족 공동묘지에 만들어진 지배계층의 거대한 쿠
르간(파지리크, 투에크타, 바샤다르, 쉬베, 베렐 등)들과 무사, 그리고 일반인의
무덤들(울란드리이크, 세비스테이, 타샨타–1, 유스트이드–1, 칼진–6, 바르부르
가즈이–1, 우준탈, 크이즈일–자르, 보로탈, 카라–코바, 아크–알라하–1과 3, 베
르흐–칼진–1과 2, 부구준 등)을 발굴하였다.

유목민들의 네크로폴리스에는 돌무지가 있는 쿠르간들이 ‘사슬’처럼 배치
되어 있는데, 비록 다른 형태로 배치가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쿠르간
들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줄을 지어 형성되어 있다. 사슬을 형성하는 방
법은 다양하다. 유스트이드 22매장지처럼 두 개의 쿠르간으로 형성된 ‘사슬’

알타이 지역 스키타이 시대의 문화

135

그림 23 파지리크 매장지

그림 24 아크–알라하–1 매장지 쿠르간1의 돌무지와 울타리 평면도

이 유명하다(쿠바레프, 1991년, 21쪽). 아크–알라하 3 유적(폴로시마크·몰로딘,
2000년, 73쪽; 폴로시마크, 2001년)에서는 단독으로 만들어진 무덤도 있는데,

그것은 이곳에 매장된 사람의 특별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돌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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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센텔레크 매장지의 의식용 돌기둥

바깥에는 큰 돌들로 두른 울타리가 있다(그림 23·24). 그 외에도 목축민들의
쿠르간(센텔레크 무덤떼 등)들의 동쪽에는 여러 줄의 크기가 다른 돌이나 큰 돌
기둥(그림 25)들이 세워져 있으며, 서쪽에는 돌을 켜켜이 쌓아 만든 의식용 구
조물이 있다. 매장지의 지형과 배치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중앙아시아 유
목민들의 실제 주거지의 구조적 특징과 일치한다.
평민이나 무사들은 직경이 평균 3.5~20m이고, 높이가 최대 1m에 이르
며, 돌무지와 돌로 만든 둥근 울타리가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쿠르간에 매장되
었다. 깊지 않은 무덤 구덩이에 통나무 구조물(통나무곽)이나 석관을 배치하였
으며, 이곳에 피장자를 매장하였다. 피장자의 북쪽에는 마구를 갖춘 기마용
말 한 두필이 부장되어 있다. 피장자의 머리는 간혹 서쪽을 향하기도 하지만,
주로 동쪽을 향해 놓여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리를 구부리고 왼쪽이나 오른
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다. 한 명씩, 두 명씩, 또는 집단(3~4명씩)으
로 매장하였으며, 아이는 주로 통나무관이나 석관에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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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파지리크 매장지, 지배층 쿠르간들

그림 27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묘실 단면과 복원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직경이 40~65m 이상의 돌무지가 있는 거대한 쿠르
간에 묻혔다(그림 26). 구덩이 깊숙한 곳에 면적이 16m2나 되는 통나무 구조
물(통나무 묘실)(그림 27)을 설치하였다. 통나무 구조물(통나무 묘실)에 다시 통
나무관을 놓았다. 통나무 묘실의 북쪽에는 기마용 마구나 수레를 장착한 말
들을 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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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나무관과 덮개에 장식된 동물 조각형상(바샤다르 매장지, 쿠르간 2)

그림 29 바샤다르 매장지, 쿠르간 2, 국립 에르미타쥬 박물관. 나무관에 장식된 산양 조각형상

지도자의 시신은 항상 굵은 시베리아 잣나무를 파서 만든 큰 통나무관에
안치되었다. 큰 형상(걸어가는 호랑이, 사슴, 산양)을 매우 정교하게 조각(그림
28, 29)하여 장식한 통나무관(바샤다르–2)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파지리크 문화에서는 피장자의 머리 방향과 자세에서 지켜지던 규칙성이
사라지면서 지역적 유형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형적인’ 파지리크 유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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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는 오른쪽 옆으로 누웠고, 다리는 구부렸으며,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외

에도, 피장자가 등을 바닥에 대고 웅크리고 있거나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자세
를 취한 경우도 매우 많이 발견된다. 게다가 이들은 머리를 여러 방향으로 두
고 있다(티쉬킨·다쉬코프스키, 1998년, 79~81쪽).
유물 가운데(쿠바레프, 2001년а, 122쪽)에서도, 특히 토기에서 확연한 차이
를 보인다. 몇 명의 연구자들은 평민의 무덤에서 나무로 만든 그릇이 나타나
지 않고(단순히 그릇이 보존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낫과 못이 자주 나타나며,
반대로 귀걸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 지역 유형의 특징이라고 보았
다(스테파노바, 1996년). 그 밖에도 매장의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형적인
파지리크 문화와는 달리 남자 무덤에는 토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도굴되지 않
은 무덤에서도).

영구동토층 덕분에 파지리크 문화에서는 미라로 만든 피장자가(피지리
크–2, 파지리크–5, 베르흐–칼진–2, 아크–알라하–3)가 잘 보존되었다. 모든

시신들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주로 목에 환상적인 동물이나 신화적인
존재, 예를 들면 독수리 머리를 지닌 사슴, 날개가 달린 호랑이, 독수리 머리
를 지닌 산양과 모캐, 그리고 신화적인 맹수 등을 묘사하였다.
중국 고대 사료에 따르면, 문신은 스텝 유목민들, 특히 공동체의 고위층들
이 주로 하였다. 미라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부를 갈라서 장기와 근육
일부를 꺼내고, 두개골을 잘라서 뇌를 적출하였다. 가끔은 막대나 끈을 이용
하여 뼈를 보강하였다. 신체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피부 밑에 여러 가지 풀
과 방향제를 넣고 꿰맸다(그림 30~32).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에서는 다양한 생활용품, 무기, 그리고 당대의 최고
기술자가 제작한 예술품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땅이 얼어 있는 덕분에 나무
를 조각해서 만든 조형물, 가죽이나 모피, 펠트, 털, 실크 등을 엮어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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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30 미라화 된 피장자

그림 31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문신

그림 32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피장자의 어깨 피부
와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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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물건들을 통해 알타이 지역의 유
목민들은 높은 예술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목민들의 예술과 문화는 고대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
에 독창적이며,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형예술 속에 표현된 몇 가지
주제는 교역을 통해 근동 지역과 중국에서 유목민족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토
착민들의 취향과 전통, 그리고 사고체계에 의해 변형되었다. 파지리크 단계
의 매장의식은 형태상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선행 시기의
매장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물군

1

2

평민과 함께 묻힌 부장품들은 매우

3

평범하다. 남자 피장자의 무덤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함께 나
타나는데, 주로 나무 칼집에 넣은
단검, 긴 나뭇자루에 끼운 구멍 뚫
린 전투용 도끼, 뼈나 청동으로 만
든 삼면체 형태의 화살촉(그림 34)
과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이 보인
다. 여러 가지 형상의 조각품, 나무
나 뼈로 만든 사각형 판이 장식된
허리띠와 동물을 조각한 장식이 있
는 다이아뎀diadem 같은 머리 장식
도 출토된다(쿠바레프, 1987년б) (그
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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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안테나 모양의 자루 끝장식이 있는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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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청동검과 화살촉

피장자의 의복을 장식한 나무로 만든 조각품들이 매우 뛰어난데, 이와 유
사한 것들이 추이 스텝 지역의 울란드르이크 매장지에서 발견되었다. 이곳
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어린아이의 독특한 의복이 발견되었는데, 이 옷은 소
매와 옷자락 앞쪽에 수탉 모양의 검은 천을 아플리케 기법으로 꿰매어 장식
한 붉은색의 짧은 모피 코트다. 모피로 폭이 넓은 옷깃과 옷자락의 테두리를
둘렀다. 바지는 보이지 않고 황갈색의 가죽 장화가 보인다. 머리 장식(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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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그림 35 금박을 덧씌운 나무로 만든 다이아뎀

36)으로는 모피로 테를 두른 가죽 모자가 있다(쿠바레프, 1987년б). 이와 유사

한 머리 장식(그림 37)이 두 번째 파지리크 쿠르간에서도 발견되었다(루덴코,
1953년, 표 XCVI: 2).

음식이 담긴 용기는 피장자의 머리쪽이나 피장자의 북쪽의 여유 있는 공
간에 두었다. 용기는 나무로 만든 다리 달린 사각형이나 타원형의 쟁반, 접
시, 컵, 점토로 만든 여러 무늬가 있는 물병(그림 38) 등이 있다. 이 무늬는 새
기거나 그린 것으로, 여러 개의 선 무늬, 아치 무늬, 꽃 무늬, 소용돌이 무늬,
삼각형 등이 쭉 이어져 있는 끈 무늬 등이다. S.S. 소로킨은 이런 예술적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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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36 천들을 덧대어 장식한 카프탄

그림 37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에서
출토된 여자 의복 복원

의 자유로움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동일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여 그렸던 청
동기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는 유목·
목축인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유 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소로킨, 1978·1988년).
평민계층의 경우에는 굴레와 안장을 갖춘 말 한 마리나 또는 여러 마리를
같이 매장하였다. 청동과 철로 만든 재갈도 나타나는데, 재갈은 이 시기의 말
기로 가면서 현저하게 커졌다. 구멍이 두 개 있는 재갈멈치를 고리가 한 개
있는 재갈에 끼웠으며, 뺨에 끈으로 고정하였다. 굴레는 여러 종류의 금속 장
식판과 드리개로 장식되었다. 이 시기에 가벼운 목제 골조의 가죽 안장이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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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파지리크 문화 그릇

경제활동과 종교생활

알타이 동부(파지리크 1–5)와 중부 지역(투에크타, 바샤다르)에서 발굴한 지배
층의 쿠르간 출토 유물들은 유목민들의 경제활동과 종교생활 양식의 전반에
대해 보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아쉽게도 많은 무덤들이 도굴되
었지만, 매장된 말은 거의 온전히 보존되었다. 땅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유기
물로 만든 물건들과 말 사체가 보존될 수 있었다.
첫 번째 파지리크 쿠르간에서는 적황색 털을 가진, 다리가 길고 발육상태
가 좋은 말 열 마리가 발견되었다. M.P. 그랴즈노프에 의하면, 그 말들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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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1에서 출토된
말의 장신구 복원

그림 40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1에서 출토된 말의 장신
구 복원도

장 뛰어난 것은 고대에 유명했던 내륙아시아 혈통의 말(그림 39)인데, 현재 유
명한 아할테케 품종이 이 말의 후예이다(그랴즈노프, 1950년). 다른 말들은 내
륙아시아 혈통과 키가 작지만 힘이 세고, 인내력이 강한 지역 토종말의 혼혈
이다. 말들의 귀마다 서로 다른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말 주인을 표시한 것
으로 보인다. 이 말들은 족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장되는 지도자에게 바치
는 ‘애도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쿠르간에 안치된 말들은 화려한 마구로 치장되어 있으며, 갈기와 눈썹은
정교하게 깎아서 정리가 되어 있었다. 이들 중 말 두 마리는 다른 말들에 비해
더 화려하게 치장되었는데, 아마도 이 말들은 죽은 지도자의 말이었을 것이
다. 말머리에는 전체를 덮은 마면갑이 씌어져 있는데, 그것은 뿔이 있는 호랑
이 형상을 하고 있다(그림 40). 갈기에는 양식화된 수탉 그림이 있는 펠트제 덮
개가 있고, 꼬리에는 무늬가 있는 덮개를 씌웠으며, 말안장에는 물고기 모양
의 덮개를 덮었다. 다른 말의 머리에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사슴뿔
이 달린 청색 호랑이 형상의 가면이 씌어져 있고, 안장에는 밝은 붉은색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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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덮개가 아래로 늘어
져 있다(그림 39·41).
파지리크의 쿠르간에서 출토된 말 장신
구는 주제, 표현 방법, 그리고 제작 기법
등에서 다양성을 보인다. 그것은 여러 가
지 색을 칠한 나무, 가죽, 펠트, 모피, 말
털, 자작나무 껍질 등으로 만들었다. 금박
지나 주석박지로 덮거나 시에나트, 진사
등으로 색을 칠한 장신구들도 보인다. 여
러 가지 색을 칠한 우아하고 화려한 장신
그림 41	아크–알라하–3 매장지 쿠르간
1에서 출토된 말 장신구 복원

구도 있다(그림 42~47).
파지리크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티프의

장식과 원, 나선, 매듭, 꽃, 동물 주제 등의 조형 예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표현되어 있다(그림 54·55).
상류 계급의 피장자는 모피나 가죽 또는 펠트로 만든 카프탄, 바지, 보닛
형태의 모자를 걸쳤다(그림 56, 57). 활, 무늬가 있는 화살(루덴코, 1960년а, 표.
CXXXII), 무늬가 새겨진 나무 방패 등의 무기와 맵시 있게 조각한 다리가 있는

나무 탁자(그림 59), 가죽으로 만든 물통(그림 60)도 함께 묻었다. 묘실에는 날
개 달린 그리핀, 사슴, 안장을 얹은 말과 말을 탄 사람, 복잡한 종교 의식 장면
(그림 61) 등이 정교하게 그려진 양탄자들(파지리크–1, 5)이 발견되었다.

이 그림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걸어가는 동물이나 여러 형상들을
그렸던 그림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륙아시아나 이란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파지리크 쿠르간에서도 역시 천막 덮개용 하얀 펠트가 발
견되었는데, 그것은 형형색색의 천 조각을 덧붙여 장식하였다. 무늬 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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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에서 출토된 펠트
로 만든 안장 덮개

그림 43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에서 출토된 펠트
로 만든 안장 덮개(국립 에르미타쥬 박물관)

그림 44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3에서 출토된 나무
로 만든 그리핀 머리

그림 45	바샤다르 매장지 쿠르간 2에서 출토된 안장
에 장식된 나무로 만든 그리핀(국립 에르미
타쥬 박물관)

그림 46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에서 출토된 큰사
슴 형상의 나무로 만든 판(국립 에르미타쥬
박물관)

그림 47	투에크타 매장지 쿠르간 1에서 출토된 싸우
고 있는 그리핀 두 마리 형상을 나무로 만든
판(국립 에르미타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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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두 마리의 수탉(파지리크, 자작나무, 에르미
타쥬 박물관)

그림 49	얼굴 모양의 드리개(파지리크,
에르미타쥬 박물관)

그림 50 장식 모티프

그림 51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에서
출토된 안장 덮개

그림 52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에서 출토된
안장 덮개

그림 53 의복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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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여러 가지 장식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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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여러 가지 장식 모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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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베르흐–칼진–2 매장지, 쿠르간 3, 남성
모피코트 복원

그림 58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상감기법으로 세공한
여성 장화(에르미타쥬
박물관)

그림 57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나무로 만든 작은
탁자

그림 59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1, 나무로 만든 방패들

그림 60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2, 천을 덧대어 장식한
가죽물통

그림 61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 성직자와
기마무사 형상이 있는 펠트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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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사이 사이에는 손에 신성한
나무(생명수)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직자와 그 앞에 서 있는 기마무사 형
상이 이 열로 그려 있다.
그 주변에는 장대들이 세워져 있는
데, 그 위쪽에는 펠트로 만든 우아한 백
조(그림 62) 4개가 달려 있다. 이 시기에
는 향유를 바른 시신들, 특히 지도자 시

그림 62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 펠트로
만든 백조

신이 많았으므로, 매장하기 전의 애도하
는 기간 동안 그들을 보관할 용도로 이 천막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부장품 외에도 파지리크와 바샤다르의 쿠르간들에서는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악기들이 확인되었다. 이 악기는 구조상 앗시리아의 7현 하프
와 같은 나무 하프(파지리크–2, 바샤다르–2)와 크지 않은 탬버린이다(파지리
크–2, 3, 5). 이 악기들은 당연히 노래에 맞추어 반주를 하기 위해, 그리고 화

려한 의식과 축제를 행할 때
음률을 맞추기 위해 연주되
었다.
지금까지 보존된 나무로
만든 운반용 이륜 수레, 황
소가 끄는 수레, 사륜마차
등이 매우 흥미롭다. 사륜마
차는 가볍고, 조립식이며,
그림 63	파지리크 매장지, 쿠르간 5, 에르미타쥬 박물관에 전
시된 나무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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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바퀴와 조각품으로 장식

그림 64 베렐 매장지의 쿠르간들

한 기둥과 높은 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가 높은 마차(3m)는 네 마리
의 말이 끌었는데(그림 63), 두 마리는 끌채 쪽에, 나머지 두 마리는 이들 옆이
나 앞쪽에 배치되었다(그랴즈노프, 1992년, 169쪽). 바퀴의 불완전한 구조와 약
한 내구성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마차는 매장용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이
다. 아마도 미라로 만든 지도자를 종족 공동묘지로 이동시킬 때 마지막 가는
길에 바로 이 마차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마차는 나중에 분해하여 통나무 덧
널 옆에 놓았다.
서부 알타이 지역의 베렐 매장지에 축조된 지배층의 무덤들이 파지리크
문화에 속한다(사마쉐프, 2011년). 베렐에는 약 30개 이상의 쿠르간이 사슬처
럼 배치되어 있다(그림 64). 가장 큰 지상 구조물은 고대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매장한 무덤인 동시에 그를 위해 지은 일종의 신전 역할을 하는 복
잡한 무덤–제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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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베렐 매장지, 쿠르간 11 매장 시설 복원도

돌로 만든 거대한 쿠르간인 지상 구조물들은 잘 정돈되어 있으며, 울타리
와 제단, 특별히 만든 길 등의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구조이다(그림 65).
예를 들면, 11번 쿠르간의 돌무지 아래에 통나무들로 덮인 무덤방에는 활엽
수 통나무곽이 있는데, 이것은 반으로 쪼갠 굵은 통나무 세 개로 틀을 짠 것
이다. 가로로 쌓은 반 토막 난 통나무들의 구멍에 반토막 통나무를 세로로 끼
워서 짜 맞췄다.
그 위로는 반으로 쪼갠 육중한 통나무를 덮고, 자작나무 껍질–쿠릴 차 나
뭇가지–자작나무 껍질 등의 순서로 만든 크고 편평한 판으로 다시 덮었다.
통나무로 만든 곽의 면적은 3.43×1.85×1.26m이다. 나이테 연대학자들은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된 통나무들 중 몇 개는 다른 통나무들에 비해 시기적
으로 훨씬 전에 베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통나무들은 무덤
에 사용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무덤 바닥에 판석을 깔고 그 위에 통나무곽을 놓았는데, 그 내부에 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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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관을 설치했다. 통나무관
의 네 귀퉁이에는 횡단면으로 구
멍이 뚫려 있으며, 이 구멍을 이
용하여 통나무를 무덤 속으로 내
려 보냈다. 통나무관 위쪽에는 덮
개를 덮었으며, 그 귀퉁이마다 도
금한 청동으로 만든 육중한 새 조
각상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 새는
죽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수호신이다

그림 66 베렐 매장지, 쿠르간 11 묘혈 복원

(그림 66).

통나무관에는 남자(35~40세)가 먼저 안치되었고, 나중에 여자가 안치되었
다. 남성 두개골의 정수리에는 전투에서 생긴 함몰(구멍)이 보인다. 이 골절
은 곤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자의 머리에 난 상처에서 뼈 파편
과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끝마치지 못한 수술의 흔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아마도 용맹성과 용
감함으로 알타이 민족 연맹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생전에 생긴 다수
의 갈비뼈 및 척추뼈의 골절과 결합의 흔적들이 전장에서의 그의 위엄을 말
해주고 있다. 음식과 음료가 담긴 목제 접시와 용기 몇 점이 통나무관과 나란
히 놓여 있었다.
통나무곽의 바깥에는 적황색 털을 가진 말 13마리가 의식을 행할 때 사용
하는 승마용 마구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부장되어 있다(그림 67). 이 마구는
스키토–시베리아 동물 양식의 규범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금을 씌워서 만
든 다량의 목제 장식판으로 장식되었다. 안장도 수를 놓거나 천 조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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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베렐 매장지, 쿠르간 10 묘혈 복원

든 무늬를 덧붙여서 장식하였으며,
말 몇 마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 이
와 유사한 화려한 유물이 다른 쿠르
간을 발굴할 때도 출토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으로 얻은
출토 유물들의 연대들(나무, 펠트, 자
그림 68	베렐 매장지, 쿠르간 11에서 출토된 마구
복원

작나무 껍질, 말 털)은 11번 쿠르간 유

구를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2세
기의 것으로 편년한 고고학적 유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연대
는 말의 털(АА–37714)을 분석하여 확정할 수 있었는데, 말의 수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년 이하이므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베렐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파지리크 문화 중 지배계층의 쿠르간(파지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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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샤다르, 아크–알라하 등)(루
덴코, 1953·1960년a; 폴로시마크,
1994년a), 알타이 지역에 소재한

평민계층의 무덤(울란드르이크·바
1

르부르가즈이·유스트이드 등·쿠바레
프, 1987б·1992년)에서 출토된 유

2

그림 69	나무로 만든 조각상. 1–쿠르간 11에서 출토
된 깃발; 2–쿠르간 10에서 출토된 모자 장
신구

물들, 그리고 예니세이 강 중류의
타가르 문화와 투바 지역의 스키
타이 시대 문화의 예술품들과 유
사하다.
V.A. 모길니코프는 산지 알타
이 지역의 주민들과 인접 지역 부
족들 사이의 교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스키타이 시대 카타콤

1

2

그림 70	베렐 매장지, 쿠르간 11, 부분적으로 금박을
입힌 나무로 만든 말 장신구

유형의 무덤에 주목하였다. 그는
알타이 지역에서 이런 유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카자흐스탄과 내륙 아시아의
사크 민족이 이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모길니코프, 1994년).
이처럼 알타이 지역에 형성된 스키타이 시대의 쿠르간들은 유목민들
의 다양한 생활상과 매장의식에서 나타난 공동체 사회의 구조적인 특
성, 경제활동, 그리고 수공업의 수준 등에 관한 훌륭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비이케 문화에 속하는 아르잔–마이에미르 시기의 유적과 파지리크 시기
의 유적들 사이에는 발생학적으로 직접적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기원전 6세기 말에 산지 알타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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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란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대
규모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동부 카자
흐스탄의 사크 인들로 추정하였고, 다른
1

학자들은 월지 족으로, 또 다른 학자들
은 고르디온 무덤의 문화주인공이라고
주장하였다.
L.S. 마라스돌로프는 알타이 지역의
유목민족들에게 통나무곽에 말과 함께
2

피장자를 묻고, 피장자의 머리를 동쪽으
로 두는 매장의식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또한 프리기아 왕국(현재 터키 지역)의 수
도 고르디온(기원전 750년~기원전 600년)
에 소재하는 쿠르간에서 출토된 유물들

3

그림 71	가죽으로 만든 안장 쿠션, 베렐 매
장지

에서 보이는 요소들이 이곳의 물질문화
및 조형예술 양식과 유사한 것은 키메르

인들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마르사돌로프, 2000년, 35·36쪽).
알타이 북부 지역, 특히 프리알타이 오비 스텝 지역에 형성된 목축업과 동
시에 이 시기의 주거지(볼샤야 레치카, 브이스트리얀스코에, 보브로프카, 므일니
코보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목축민들이 장기간 거주

했던 부락이 존재하였으며, 동시에 이곳에 원시 농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
었다. 큰 움막이나 반움막(최대 면적 200㎡) 형태의 주거지에서 다량의 생활
용품과 도구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통해 거주민들이 밭갈
이 농업, 사냥, 방직, 가죽 가공,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 제작, 뼈와 뿔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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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청동 주조 작업 등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잘 정련된 청동으로 제품을 만들었는
데, 거의 모든 종류의 생활필수품을 청동

그림 72	나무로 만든 재갈멈치 장신구, 베
렐 매장지, 쿠르간 11

으로 제작하였으며, 심지어 고도의 기술
을 필요로 하는 밀랍 거푸집으로 만든 매
우 복잡한 형태의 예술품도 제작하였다.
금도 역시 거의 모든 종류의 기법(주조, 스
탬핑, 평편하게 성형, 조각 등)으로 가공하

였다(미나시얀, 1988년, 57쪽). 금 세공사의

그림 73	사슴 머리에 그리핀 부리가 표현
된 형상이 있는 금박을 입힌 나무
로 만든 장식판, 베렐 매장지, 쿠
르간 11

뛰어난 예술품들은 표트르 1세의 시베리
아 컬렉션 가운데도 있다.
군사민주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무사, 영웅–용사들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유목민들은 새로운 사고체계를 형성하게 되었
는데, 예술은 이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M.P. 그랴즈노프는 바로 이 시
기에 적 또는 신화적 괴물들과의 투쟁이나 사냥에서 세운 영웅의 공적, 영광,
그리고 그들의 용맹을 노래하고, 영웅의 형제애와 의형제를 구출한 영웅을
칭송하는 중앙아시아 투르크–몽골 민족들의 영웅 서사시가 창작되었다고
보았다(그랴즈노프, 1961년).
내용과 제작 기법상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장식 예술품들이 많은 유적에
서 확인되었다. 화가들은 특정한 종種의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역동
성을 예술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었다.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
기 위해서 몸통을 심하게 뒤틀었으며, 움직이는 것 같은 다리 자세, 장식적
모티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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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유목민들의 복잡한 세계 인식 체
계는 보다 더 깊게 연구해야겠지만, 그들
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상징 의
미를 지닌 여러 가지 표식들을 갖추고 있
었으며, 공동체의 사회·역사적 상황도 어
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스키토–시베리아의 동물 양식으로
그림 74	베렐 매장지, 쿠르간 11, 날개달
린 말 형상 자수

표현된 조형예술은 사람(문신), 의복(염색,
천 조각을 덧붙여 꿰맨 형태의 장식, 형상이 표

현된 금속장식판), 장신구(다이아뎀, 팔찌, 드리개)뿐만 아니라 마구(부조로 만든
다량의 동물형상, 천 조각을 덧붙여 만든 장식, 자수), 그리고 심지어는 가구(조각
을 한 다리) 등에서도 확인된다.

지배층의 거대한 쿠르간(파지리크, 바샤다르, 투에크타, 베렐 등)에는 매우 호
화로운 부장품들이 확인되는데 반해 다른 사회 계층의 무덤 속에서는 조형
예술품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쉬베 단계에서 동물 양식은 점차 장식적인
모티프로 변화되고, 좀 더 도식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형상의 성격, 장식적 모티프의 특성과 조합, 지도자와 말을 함께 묻은 무덤
부장품들의 배치 및 수량 등을 연구함으로써 고대 문화주인공들의 사회 구조
를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그랴즈노프, 1970년, 214쪽). 각 부족은 두
개의 씨족이 연합된 씨족동맹으로, 씨족 동맹은 특정한 상징 기호를 가진 다
섯 가문, 일곱 가문 또는 여덟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형 예술에서는
고양이과 맹수(호랑이, 표범), 늑대, 맹금류, 사슴, 큰 사슴류의 형상들이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가문들
사이의 충돌이 실제로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문헌 사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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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좀 더 늦은 시기에 중앙아시아의 흉노, 투르크, 위구르 부족연맹들은
공동체를 ‘세대’와 ‘가문’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공동체의 사회구조

매장의식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파지리크 문화를 영위한 주민들은
연령 계층, 지도자와 지배 계층, 무사 계층, 평범한 목축업자, 성직자 계층,
노예 계층 등으로 형성된 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티쉬킨·다
쉬코프스키, 2003년, 182~220쪽).

여러 학자들이 사얀–알타이의 산간 지역에서 발견된 인류학적 유물들을
연구하고 책으로 발간하였다(데베츠, 1948년; 루덴코, 1953·1960년; 알렉세예
프, 1958·1975; 긴즈부르그·토로피모바, 1972년; 바르코바·고흐만, 1994년; 치
키쉐바, 1996년; 투르, 1997년). 이들은 사얀–알타이 지역에는 서로 다른 인종

이 거주했다고 주장하였다. 초기와 후기에 이 지역에는 몽골로이드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코카소이드가 많이 살았다.
V.I. 몰로딘과 N.V. 폴로시마크가 우코크 고원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때
얻은 고古유전학적 자료를 통해 파지리크 집단에 사모예드족, 카자흐족 그리
고 위구르족의 요소가 혼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몰로딘·로마쉔코·보예보다 외,
2000년, 63~65쪽). T.N. 치키쉐바는 파지리크 문화 주체와 제트이수, 텐산

중부 지역 등지에 거주한 주민들은 인종 기원상 유사한 종이었을 것으로 추
정하였다(치키쉐바, 2000년, 113쪽). 어쨌든 이 시기에 알타이 지역의 인종 문
화 정황은 매우 복잡하였으며,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답은 향후의 종합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 즉 흉노–사르마
트 시대가 시작된다(다음 장에서 ‘흉노 시대’의 알타이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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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스키타이 시대의 몇몇 요소들이 아직 여러 유적에 나타나긴 하지만 매장
의식과 물질문화에서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스키타이 시대의 일부 요소들이
남아 있게 된 것은 아마도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동할 때 알타이의 일부 지역
만 침입하였으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스키타
이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형태를 표현하고 신화적인 내용을 그렸던 고도로 발달
한 예술은 사라졌다(그랴즈노프, 1992년, 177쪽). 오직 알타이와 투르크계 여러
민족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서사시가 그 시대의 조형예술 속에 반영되어,
유목민들의 고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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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제국 지배 시기의 알타이
A.A. 티쉬킨 (러시아 국립 알타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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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역사에서 파지리크 문화와 흉노 사이의 연대적 경계는 기원전
2세기~기원전 3세기 사이로 보고 있다. 중국 사료들에 따르면 남부시베리아
의 여러 민족들은 기원전 203년~기원전 202년 사이에 있었던 흉노 묵돌 선
우의 침략 원정 과정에서 정복당했으며(클랴쉬토르느이·술타노프, 2004년, 62
쪽), 그로 인해 알타이 지역은 흉노 제국에 예속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에 일어난 일련의 군사, 정치적 사건들은 중앙아시아와
주변 지역의 목축민들의 역사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현존하는 자료
(문헌, 조형예술, 고고학적 자료)들을 비교함으로써 광대한 지역에서 급격한 변

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흉노의 영토 확장을 위한 전투와 관련이 있는데(그림 1), 이

흉노

동해

조
선 )
국
황해

(한

한

그림 1 기원전 3세기 말과 기원전 2세기 흉노의 원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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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인종 문화적 정세는 이전(스키타이–사크)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흉노가 끼친 영향의 결과가 아시아 전역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의 평가는 다양
하다.
알타이 지역에서 파지리크 문화(기원전 6세기 후반~기원전 3세기)의 소멸은
불란–코비 공동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발전이 막 시작되었음
을 의미한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5 а, б·2006년; 티쉬킨, 2007년б, 174~184
쪽).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들 사이에는 이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장의례에 관한 기록과 발견된 유물 사이에서 현저한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지리크 문화를 영위한 피장자의 무덤들이 광범위하
게 도굴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바로 흉노 시대에 행해졌다는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사비노프, 1978년, 53쪽; 후쟈코프, 1998년б, 208쪽; 티쉬킨, 2005년б,
129·130쪽). 바로 이런 점들과 아래에 언급될 다른 정황들을 놓고 볼 때, 본

래의 주거지에 남아 있던 이전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보였던 새로운 이주민들
이 알타이 지역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러시아에는 흉노 시대에 관한 학술 간행물들이 많이 발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노발로프(1976년), 모길니코프(1992년), 미냐예프(1998년), 크라
딘(2001년), 코발레프(2002년), 구밀료프(2003년), 보로프코바(2005년) 등의 저
술이 그것이다. 중국 사료의 방대한 번역본들이 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하
여 주로 중국의 한漢과 유목제국의 지배계층들 사이의 관계, 끊이지 않는 전
쟁과 침입에 관한 한의 서신들, 그리고 유목민족의 지배계층들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역사적 윤곽 등을 그렸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N.N. 크라딘(2001년, 234쪽)은 흉노와 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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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 그의 저서 속에는 이 단계들을 더 세밀하게 구분하
였으며, 내용도 보충하였다(크라딘·다닐로프·코노바로프, 2004년). 첫 번째 단
계(기원전 209년~기원전 133년)는 국가의 번성기1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단
계(기원전 129년~기원전 58년)는 한의 적극적인 확장기와 관련이 있다. 세 번
째 단계(기원전 56년~기원 9년)는 내전과 흉노의 일부가 중국에 복속된 시기
이며, 네 번째 단계(기원 9년~48년)는 흉노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에 따른 내부갈등으로 흉노제국은 북흉노, 남흉노로 분열
되었다. N.N. 크라딘과 그 외 공동 저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시기(기원 1세
기 중반부터)부터 역사의 새로운 단계, 즉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흉노가 아시아에서 통치를 시작한 시기와 관련된 일련의 연대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보로프코바, 2005년, 16~21쪽), 이 연대들은 고고학적 자료를
해석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기원전 199년에 한 제국과의 화친조약, 형제맹
약, 기원전 174년에 묵돌 선우의 죽음과 노상 선우 즉위, 기원전 165년에 ‘대
월지’ 왕국과의 싸움에서 흉노의 완승, 기원전 162년에서 126년의 군신 선우
통치 기간, 흉노제국의 세력 강화, 기원전 123년에 흉노 선우들의 현재의 몽
골로 진영 이동, 기원전 119년의 15년에 걸친 흉노와의 전쟁에서 한의 압승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고고학
적 발굴을 통해 밝혀진 물질문화의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다. 기원전 36년에
흉노가 내륙아시아를 침략하였는데, 거기서 중국 군대에 의해 격파당했다(모

1

현재 L.A. 보로프코바는 기원전 209년이라는 편년에 동의하지 않으며(2005년, 12~14
쪽), 근거 없이 획정된 정확하지 않은 편년이라고 보고 있다. 보로프코바는 묵돌 선우의
제국이 형성된 시기는 북방 민족들을 정복한 이후(기원전 203년~기원전 202년)와 중
국 한 제국 군대가 와해된 시기(기원전 202년~기원전 200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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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니코프, 1992년, 254쪽). 기원 48년은 흉노가 ‘북과 ‘남’으로 분열된 해이다.

중국 사료에 따르면 기원 93~94년에 ‘북’흉노는 선비족과의 싸움에서 참패
하고 소멸되었다(클랴쉬토르느이·사비노프, 2005년, 33쪽).
문헌기록들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하게 연대와 사건들을 기술할 수 있는
데, 이런 작업들은 이미 러시아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물들 가운데는 알타이 지역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
지 않았다. 역사적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흉노 제국이 존재한 시기에 중앙
아시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 수집된 자료들과 남부 시베리아와 그 인근
지역들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
근방법으로 흉노 제국의 시기를 연구한 러시아 학자로는 P.B. 코노발로프
(1976·1996년), A.B. 다브이도바(1995·1996년), B.A. 모길니코프(1992년),

S.S. 미냐예프(1998년) 등이 있다.
현전하는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흉노 제국 지배 시기의 알타이
를 다루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사항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고
대를 연구하는 데 고고학 간행물들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군누гунну’
보다는 ‘훈누хунну’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클랴쉬토르느이·
사비노프, 2005년, 185쪽). 물론 이런 구분은 예전에도 있었다(이노스트란쩨
프, 1926년).

몇몇 연구자들은 ‘슌누сюнну’라고 칭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보로비요프,
1994년; 만델쉬탐·스탐불니크, 1992년; 미냐예프, 1998년). 부리아트 공화국의

연구자 P.B. 코노발로프(1976년)는 ‘군누хунну’와 ‘순누сунну’라는 종족 명칭
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
여 ‘хунну(훈누)// сунну(순누)’ 명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이 명

170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겠다.
소비에트 학술 서적에서는 오랫동안 흉노 제국 지배 시기의 유목민들을
지칭할 때 주로 ‘슌누сюнну’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 문
헌에서 사용한 ‘훈누хунну’, ‘슌누сюнну’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그와 같이 사
용하게 되었다. 하나는 남부식 중국어 발음이고, 다른 하나는 중부식 중국어
발음이다.
유럽 서적에는 ‘훈누хунну’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이 이 명칭을 ‘Hun, Hunnu, Huni’로 옮겨 썼다. 이 명칭은 비록 남
부식 중국어 발음의 첫 번째 소리가 러시아어의 ‘하ха’ 발음과 더 유사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군гунн’, ‘군느이гунны’로 읽게 된 것이다(자세츠카야,
1994년).

이런 이유로 러시아 문헌에서는 ‘훈누хунну’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
하기는 하지만 ‘슌누сюнну’라는 단어의 사용도 허용되었다(코노발로프, 1976
년, 3쪽). 따라서 앞으로는 이 장의 도입문에 표기한 두 명칭들 중 하나인 흉

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매우 광활한 흉노 제국의 북쪽 지역 민족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
준이다. 알타이 또한 그런 면에서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원
전 2세기~기원 1세기로 편년되는 고고학적 유적군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
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알타이 지역에 살았던 흉노 시대 유목민족들의 역
사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이해만 있었다.
이로 인해 파지리크 문화를 영위한 종족들의 운명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
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연대 상한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채로 있었
다(그랴즈노프, 1992년, 169·170쪽). 학술 서적에는 심지어 ‘흉노 사르마트’ 시
기2 (기원전 2세기~기원 5세기)의 유적들 가운데서 보이는 과도기적 특징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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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지역 유목민들의 초기, 중기, 말기의 발달 과정 속에서 해석하였다(가브
릴로바, 1965년; 티쉬킨·마트레닌, 2007년, 39쪽).

최근 30년 동안 산지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류학적 자료 덕분
에 기원전 1000년기 말에서 기원 1000년기 초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
문화적 변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티쉬킨, 2009년). V.I. 소예노프는
‘흉노 사르마트’ 시기의 유적 연구사를 기술하였는데(2003년, 4~12쪽), 최근
에 행한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물들이 보완되었다. 사료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문화·연대적 측면에 관한 몇 개의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티쉬
킨, 2007년б, 167~172쪽).

현재 우스티–에디간, 사르이–벨, 첸데크(동쪽 그룹), 얄로만–II(서쪽 그
룹), 파지리크(쿠르간 No.23·24, No.42) 무덤군에 있는 쿠르간들은 흉노시기
(기원전 2세기~기원 1세기)의 것으로 간주된다(소로킨, 1977년; 후디야코프, 모로
즈, 1990·1992년; 후디야코프, 1991·1997а, б·1998а, б; 소예노프·에벨, 1992
년; 소예노프, 1999·2003년; 티쉬킨·고르부노프, 2002·2003·2005б·2006년; 티
쉬킨, 2004·2005а, б·2006а, б·2007а, б·2010년б; 티쉬킨, 2011년). 위에 언급

한 유적들은 알타이 북부·중부·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U.T. 마마다코프는 이 유적들을 불란–코비 문화 계통으로 분류하였으며
(1990년), 여러 학자들은 이 유적들을 우스티–에디간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우스티–에디간이라는 용어는 U.S. 후디야코프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의

2

학술서적 속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흉노 사르마트 시기’는 정확하지 않
은 용어로서, 알타이와 전 아시아 역사를 다룰 때도 그리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흉
노–선비–유연 시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용어는 기원전 2세
기~기원 5세기 사이에 광대한 지역에 군사와 정치, 경제와 문화적으로 눈에 띄는 흔
적을 남긴 중앙아시아 거주민족들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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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조사(후디야코프, 1991·1997а, б·1998년а, в)가 이루어진 우스티–에디
간 유적군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기원전 2세기~기원 1세기 것으로 편년되었다. 이
연대는 고고학적 유물들을 여러 영역별로 분석하고, 얄로만–II 유적 발굴 과
정에서 수습한 유물들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지수를 바탕으
로 책정한 것으로, 이 유물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연구소에서
도 연구되었다.
여러 분야별로 분석하여 얻은 자료들과 필자의 연구, 그리고 이미 언급한
다른 유적군들에서 습득한 자료들을 통해 이 고고학 유물들의 주요 특징들을
파악·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불란–코비 문화의 유명한 묘지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형적 특
징을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이 유적들은 일반적으로 외딴 언덕의 높은 대지臺
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얄로만–II 무덤군은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그림 2), 이 무덤군은 카툰 강의 네 번째 범람원 중, 산과 접해
있는 좁은 땅에 축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의 파지리크 문화기에 조성된 무
덤과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3·4).
불란–코비 문화 초기 단계 유적들의 또 다른 지형적 특징은 현재의 지표
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림 5).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초기 철기 시대의 다른 무덤들에 비해 유적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무덤은 약간 큰 돌로 바닥을 만들고, 둥글며(가끔은 타원형 또는 사각형과 유
사한 형태의) 흙이 섞인 작은 돌무지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매장지에는 그다

지 크지 않은 쿠르간들이 사슬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얄로만–II
유적에 있는 남성 무덤의 동남쪽에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돌들을 세로로 세운 것이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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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타이 산악지형도에 표시된 얄로만–II 유적지

카툰 강

얄로만 II

그림 3 얄로만–II 유적(우주에서 촬영한 모습)이 위치한 볼쇼야 얄로만 강 하류 분지(카툰 강 왼쪽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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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로만 II

그림 4 단구에 형성된 얄로만–II 고고학적 유적 집합체

그림 5 고고학적 발굴 시작 전의 얄로만–II 매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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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얄로만–II, 쿠르간 43 의 돌무지 가장자리에 수직으로 세운 돌

돌무지 밑에는 흙을 파서 만든 무덤 구덩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구덩이에는
큰 석판으로 만든 석곽과 편평한 돌로 만든 덮개가 있다(그림 7~9). 나무로 만
들거나 돌과 나무를 섞어서 만든 무덤 내부 구조물들도 가끔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주검은 말과 함께(그림 10), 또는 말 없이 (그림 11·12) 매장되
었으며, 말만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주검은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옆으로 누
워있거나 등을 바닥에 대고 쫙 편 자세로 뉘어져 있었다. 사람과 말의 머리는
서쪽 또는 동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동쪽에 머리를 두고 매장한 방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말들은 석곽의 덮개 위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람의 다리 사이에 옆

으로 뉘어져 있었다(그림 13·14). 아주 가끔은 말들이 무덤 내부 구조물의 긴
석벽 바깥쪽에 시신과 평행하게 놓여 있기도 하였다.
불란–코비 문화 중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매
우 다양하다. 이 유물들의 성격은 개략적으로 발표되었다(티쉬킨·고르부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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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얄로만–II, 쿠르간 43, 석곽과 덮개

그림 8 얄로만–II, 쿠르간 43, 돌널 속에 석곽과 유해

그림 9 얄로만–II, 쿠르간 43, 석곽 무덤의 평면도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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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얄로만–II, 쿠르간 44, 말이 묻힌 세노타프

그림 11	얄로만–II, 쿠르간 60, 그릇이 묻힌 세노타프

그림 12 얄로만–II, 쿠르간 42, 그릇이 없는 세노타프

그림 13 얄로만–II, 쿠르간 43, 석곽 덮개 위의 말유해

2002·2003·2006년; 티쉬킨, 2005а, б·2006а, б·2007а, б·2010б·2011년а, б;
고르부노프·티쉬킨, 2006년; 티쉬킨·마트레닌, 2011년; 티쉬킨, 2011년). 이 유물

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그 가운데는 2006년 이
후 얄로만–II 유적에서 필자가 직접 획득한 새로운 유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티쉬킨, 2010б·2011년в; 티쉬킨, 2011년).

얄로만–II 유적군의 유물들은 매우 잘 연구되어 있으며, 특히 자연과학적
인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중에서도 유색 금속으로 만든 거의 모든 유
물들은 분광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되었으며, 나무 파편들은 목질박편 절단법
을 행하여 분석하였다. 옻에 대한 화학적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습한 몇몇
표본을 대상으로 행한 고대과실분류학 자료도 확보하고 있고, 또 방사성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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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나이테 측정법에 의한 지수
도 얻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사
람과 동물의 뼈를 연구하였으
며, 암석학적 분석과 X–선 형
광촬영법을 이용하여 다량의 돌
구슬과 유리 구슬들을 분석하였
다 (브이코프·브이코바·고르부노
프, 티쉬킨, 2004·2005년; 티쉬킨,
2004·2010б·2011년в; 티쉬킨·하
브린, 2004년; 티쉬킨·하브린·프
렌켈, 2007년; 브이코프·스류사렌
코·티쉬킨, 2008년; 티쉬킨·루즈긴,
2009년).

그림 14	얄로만–II, 쿠르간 43, 석곽 덮개 위에 안치
된 말. 평면도

불란–코비 문화 중 우스티–
에디간 단계의 주민들이 누린 물질문화의 특징은 발견된 모든 유물들, 즉 무
기, 치레걸이, 마구, 생활 용구, 연장, 의복 장신구 등에서 나타난다.
무기로는 원거리용과 근접용 무기, 갑옷 등이 있다(고르부노프·티쉬킨,
2006년).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거의 모든 유적에서 접합식 활의 일부분들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뿔로 만든 이음판만이 보존되어 있는데, 가끔은 나무
로 만든 활의 끝부분도 보인다(그림 15). 얄로만–II 유적 쿠르간 62에서 출토
된 두 개의 이음판에는 독특한 동물 형상이 새겨져 있다(그림 15, 16). 뿔로 만
든 이음판의 안쪽 면에는 많은 선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선들은 큰 격자무늬
를 형성하고 있다. 이음판은 접합식 활에 사용된 뿔로 만든 부속품들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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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얄로만–II, 쿠르간 62, 뿔로 만든 활의 중간부분에 붙이는 이음판

로 만든 부속품들을 견고하게 결합시
키는 것이다.
수집한 유물들을 통해서 판단하건
대, 불란–코비 문화의 초기 단계를
영위한 사람들이 사용한 활은 두 가
그림16 얄로만–II, 쿠르간 62, 활의 중간부분에
붙이는 이음판에 시문된 동물 형상

지 유형을 띠고 있다. 하나는 뿔로 만
든 이음판 7개(활대 끝 부분의 측면에

붙인 이음판 두 쌍, 활대 중간 부분의 측면에 붙인 이음판 두 개, 활대 중간 부분의 등
쪽에 붙인 이음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유형은 6개의 이음판(활대 끝 부
분의 측면에 붙인 이음판 두 쌍, 활대 중간 부분의 측면에 붙인 이음판 두 개)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활들은 기원전 3세기에 흉노가 최초로 만든 것이
다(후디야코프, 1993년, 120·122쪽).
나중에는 유라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이런 활을 널리 사용하였다. 불란–코
비 문화 초기에 제작된 이음판들은 흉노가 제작한 이음판들과 완전히 일치한
다(에르데네바아타르·투르바트·후디야코프, 2003년). 그러므로 발견한 유물들을
흉노식 활이 가장 널리 사용된 시기인 기원전 2∼3세기에서 기원 1세기의 것
으로 편년할 수 있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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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로만–II 유적에서 도끼의 거푸
집이 발견되었다. 거푸집에 나타난
특징들로 보아, 이 도끼는 앞 시기의
전투용 도끼와 약간 비슷하다. 그러
나 서 시베리아의 남쪽에서는 이런
유형의 도끼가 카멘스크 문화에 속
하는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의 유
적들에서 많이 출토된다(모길니코프,
1997년, 그림 42; 슐가·우만스키·모길
니코프, 2009년, 그림 109). 이런 유형

의 무기는 파지리크 시기에 알타이
(코체에프, 1999년)와 그 인접지역 주

그림 17	얄로만–II, 쿠르간 62에서 나온 유물

민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전투용 철제 화살촉은 우스티–에디간, 사르이–벨, 얄로만–II 무덤들(그
림 17)에서 출토되었다. 이 화살촉들은 모두 슴베를 갖고 있다. 몇몇 무덤에

서는 자작나무로 만든 막대가 있었다3 . 얄로만–II 유적의 쿠르간에서 출토
된 철제 화살촉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고르부노프·티쉬킨, 2006년,
81·82쪽).

날개가 셋 달린 화살촉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삼각형, 뾰족한 가시가
달린 삼각형, 육각형 단면을 지닌 화살촉 등이 그것이다. 파갑 화살촉의 몸

3

얄로만–II 유적에서 출토된 목재의 성분 분석은 에르미타쥬 박물관(상트–페테르부
르크 시)의 M.I. 콜로소바와 국립 알타이대학교(바르나울 시)의 N.I. 브이코프가 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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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형태는 세모꼴이고, 단면은 마름모
꼴이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2
쪽). 날개가 세 개인 철제 화살촉은 기

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유라시
아의 유목민들과 정착민들 사이에서
그림 18	얄로만–II, 쿠르간 62, 화살과 장대

많이 사용되었다.
불란–코비 화살촉은 알타이의 삼
림 스텝 지역에 존재했던 카멘스크 문
화의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형성된 쿠르간들과 미누신스크 고원
(중부 예니세이)에 형성된 타가르 문화

공동체의 테신 단계에 속하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의 유적들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하다.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의 흉
노시대 화살촉처럼 뾰족한 가시가 있
는 삼각형의 화살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원 1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에
서는 이런 화살촉이 거의 사용되지 않
았다. 육각형의 몸통이 있는 화살촉은
기원전 1세기~기원 1세기 사이에 중
앙아시아의 흉노족들이 많이 사용한
것이다. 파갑 화살촉과 가장 유사한
그림 19	얄로만–II 유적 쿠르간 48 출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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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흉노족들의 화살촉이다(고르부노

그림 20 얄로만–II, 쿠르간 48, 철제 단검

프·티쉬킨, 2006년, 82쪽).

우스티–에디간, 사르이–벨, 얄로만–II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단검들(그
림 20)은 렌즈 형태의 단면을 한 칼몸을 지니고 있는데, 단검은 유형별로 다

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곧게 뻗은 막대 모양의 코등이와 소용돌
이 모양의 칼자루 끝장식이 있는 단검이다. 이 단검은 발생학적으로 스키타
이–사크 시기의 무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단검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기원
전 3세기에서 기원 1∼2세기의 박트리야(월지–쿠샨) 유적군들에서 출토되었
으며, 서 시베리아의 사르카트 유적들에서 발견된 2~4세기 사이에 제작된
무기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코등이와 칼자루 끝장식이 없는 단검이다. 유럽에서는 기
원전 1세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에 동유럽의 사르마트인들이 이런 유형의 단
검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의 흉노들이 기원전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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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에 많이 사용
하였다(고르부노프·티쉬킨, 2006년, 83
쪽).

얄로만–II 유적에서는 철제 갑옷
그림 21 얄로만–II, 쿠르간 57과 61, 갑옷 비늘

비늘이 발견되었다(그림 21). 이 비늘
들은 갑옷에 사용된 것으로 크기는

작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비늘끼리 연결하기 위
해 6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기원전 3세기 말에서 기원 1세기 사이에 만들어
진 흉노 유적에서 이와 동일한 비늘이 출토되었으며, 기원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프리아무르 지역 부족들과 선비족들도 많이 사용하였다(고르부노프·
티쉬킨, 2006년, 83·84쪽). 얄로만–II 유적에서 출토된 두 개의 비늘 안쪽에

는 청동으로 만든 안감이 덧대어져 있었다. 이 청동의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티쉬킨·하브린, 2004년, 305쪽), 그것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음

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곧 불란–코비 문화에서 최초로 발견된 갑옷이 수입
품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양날 칼의 파편도 우스티–에디간 묘지에서 발견되었다(후디야코프, 1997
년а, 그림 1: 14). 이와 유사한 유물은 기원 1세기~5세기 사이에 사르마트와

내륙아시아의 무기 가운데서도 발견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역시 기원전
2세기부터 양날 칼이 존재하였는데, 자바이칼의 드이레스투이 무덤에서 양
쪽에 날이 있는 칼몸과 손잡이 파편이 발견됨으로써, 보다 이른 시기에도 그
것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르부노프·티쉬킨, 2006년, 83쪽).
사람이 착용한 띠에는 일반 허리띠와 화살용 허리띠, 그리고 여러 물건을
걸기 위한 용도의 띠 등이 있다. 버클은 매우 다양하다.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도마뱀 형상이 투조 기법으로 제작된 구리 버클들도 특이하다(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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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도마뱀 형상이 투조된 구리 버클

그림 23 얄로만–II, 쿠르간 48, 허리띠에 달린 철제 부속품

II 유적에서 두 점 출토되었다). 몇몇 특징(전반적인 형태, 동물양식, 부속품들의 용
도)들을 놓고 볼 때, 이 버클들은 남부 시베리아와 자바이칼 지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의 것들과 유사하다(데블레트, 1980년, 그림
6: 1, 2, 10–12; 표 20 외; 다브이도바, 1995년, 표 14: 9; 125: 13; 1996년, 표 15:
13; 33: 9; 미냐예프, 1998년, 표 67: 7; 81: 8; 103: 1, 2; 118: 1; 보로도프스키·
라르체프, 2013년, 75~78·92쪽). 이런 유물들은 흉노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움직이는 핀이 달려있는 틀 모양의 버클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에서 네모난 형태의 틀도 있는데, 틀 측면이 오목하게 휘어진 것도 몇 점 있
다. 원형 버클은 다른 것들에 비해 크기가 좀 더 큰 편인데, 일반 허리띠와 여
러가지 물건을 걸기 위한 용도의 띠에 다는 부속품이다. 이들 중 핀을 달 수
있게 테 중간에 세로로 막대를 설치한 버클 한 점이 눈에 띤다.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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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들은 흉노 시대의 유물 가운데도 있다.
그 외에도 정사각형의 틀에 모서리가 둥근 버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흉
노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8자 모양으로 중간 부분이 붙어 있는 틀에
유동성 조임판(천이나 가죽띠를 붙이는 부분)이 달린 버클들도 특이하다. 이와
유사한 버클들(조임판이 없는)은 흉노 허리띠 부속품 속에서도 발견되었다. 전
반적으로 불란–코비 문화의 초기 단계에서 생산된 허리띠 버클은 스키타
이–사크 시대의 버클과는 기능상 완전히 다르다. 이 버클들은 기원전 3세기
에서 2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3쪽).
띠 끝장식은 주로 구리와 철로 제작되었다. 끝장식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
각형에 표면 전체가 투조 기법으로 조각되었거나, 틀에 고정되어 있는 끈의
끝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이 한 개 뚫려 있다. 이 끝장식은 자바이칼 지역
의 유적들 가운데서 출토된 흉노 시대의 띠 끝장식들과 유사하다(코노발로프,
1976년, 표 XIV: 1–14). 얄로만–II 유적 제 60번 쿠

르간에서 출토된 띠 끝장식은 직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글고 곧은 금속판인데, 투조기법으로 제작되었다.
길이는 4.75cm이고 폭은 최대 1.7cm이며, 두께는
약 0.2cm이다(그림 24). 출토된 유물은 중앙아시아
에서 사용했던 끝장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변
형품 가운데 하나이다(티쉬킨·마트레닌, 2011년, 163
쪽·164쪽).

작은 숟가락 모양의 드리개는 알타이의 남성 무덤
에서 자주 출토된다.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드리개
는 여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뒷면에 가로대
그림 24 띠 끝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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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착되어 있다. 철과 뼈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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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작은 숟가락 모양의 드리개

1

2

그림 26 얄로만–Ⅱ, 쿠르간 43과 60 출토 유물

들었는데, 그것들은 좀 더 단순하게 제작되었다. 이와 같은 유물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흉노 시기의)의 유적에서 다량으로 발견되었다(티쉬킨·
고르부노프, 2006년, 33쪽). 작은 숟가락 모양의 드리개들은 하카시야의 이유

스에서 기원한 것들이다(보로도프스키이·라리체프, 2013년).
허리띠 부속품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의 장식판들이 있다. 얄로만–II 유
적에서 출토된 허리띠 아래쪽 가장자리의 도금된 구리 장식판에는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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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얄로만–Ⅱ, 쿠르간 48과 51 출토 허리띠 부속품들

의 고양이과 맹수가 투조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티쉬킨·마트레닌, 2011년,
162·163쪽). 이와 유사한 것이 자바이칼의 이볼긴스크 묘지 138번 무덤에서

도 출토되었다(다브이도바, 1996년, 표 39: 2).
볼록하고 둥근 모양의 구리로 만든 장식판은 뒤쪽에 뭔가를 걸기 위한 고
리가 달려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추류에 속한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몽골과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유적지에서 많이 나타난다. 철제 장식판에는 작고 둥
근 형태와 좀 더 큰 타원형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은 흉노 시대의 물질문
화의 유물 가운데서도 볼 수 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3·34쪽).
나무 버클은 금박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또 광택제가 발린 남성 허리띠
(2007년 얄로만–II 유적 제43번 쿠르간에서 채집되었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8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45

46

40
41
53

47

42

54

49

48

52

44

43
50

51

그림 28 불란–코비 문화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마구

(그림 31·32, 티쉬킨, 2010년б, 43·44쪽). 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꿩 형상

이 그려진 금제 버클’로서 자바이칼의 차람 계곡에 위치한 흉노 시대 무덤 복
합체 제7번 쿠르간에서 발견되었다(미냐예프·사하로프스카야, 2007년). 이 유
물 덕분에 나르트이 서사시 주제들 가운데 한 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쉐페
르, 2012년).

두 점 또는 세 점씩 모여 있는 둥근 고리 모양 띠의 길이 조절 장치는 보조
용(또는 화살용) 허리띠에서 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띠 길이
조절 장치는 움직이는 핀이 달려
있는 둥근 모양의 버클과 한 세
트를 이룬다. 이것은 몽골과 자
바이칼 지역에 있는 기원전 2세
에서 기원 1세기경의 흉노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품

그림 29 얄로만–Ⅱ, 쿠르간 51 출토 재갈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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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조절 장치 가운데는 매우 큰 것들도 있다(티쉬
킨·고르부노프, 2006년, 33쪽).

마구로는 굴레와 안장 일체가 있다(그림 28). 발견된 철제 재갈은 양끝에
구멍이 뚫린 고리와 둥글거나 정사각형 모양의 재갈쇠가 장착되어 있었다(그
림 29). 재갈에는 재갈멈치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가끔 고삐 이음쇠도 달려

있었다. 뿔과 철로 만든 재갈멈치들이 발견되었는데, 구멍이 두 개 뚫린 막대
기나 동그라미 모양이다. 이런 재갈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의 흉
노 시대 유적 가운데서 많이 출토된다(티쉬킨·마트레닌, 2011년, 165·166쪽).
이 중에서 끝이 평편하고 구멍이 두 개 뚫린 막대 모양의 재갈멈치가 중요
하다. 이런 재갈멈치는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것과 끝부분이 사다리꼴이나
둥근 노櫓처럼 생긴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유물들은 몽골과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시대 무덤 속에 묻혀 있으며, 이볼긴스크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티쉬
킨·고르부노프, 2006년, 34쪽).

철제 굴레 버클은 사각형의 틀과 움직이는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
이 버클들은 허리띠 버클들과 완전히 일치하지만, 크기는 약간 작다(티쉬킨·
마트레닌, 2011년, 167쪽). 띠 길이 조절 장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십자 모

양으로 만든 구리 띠 길이 조절 장치(그림 31)는 드이레스투이 무덤에서 발견
된 것과 유사하다(미냐예프, 1998년, 표 1: 2). 끝부분을 접합하여 만든 고리모
양의 철제 띠 조절 장치도 역시 흉노 시대 굴레 부속품들과 일치한다(코노발
로프, 1976년, 표 X: 15; 미냐예프, 1998년).

다양한 형태의 굴레 장식품들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있는 활모양의 편평
한 드리개 장식판, 중심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 나왔고, 뒷면에 꺾쇠가 달린
하트 모양의 장식판, 핀이 달린 꺾쇠를 장식판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굴레 띠
에 고정하는 둥근 장식판 등이 그것이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4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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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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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십자 모양으로 만든 구리 띠 길이 조절 장치

지막 유형의 장식판은 기능상 드
이레수트이 무덤에서 출토된 방
울이 달린 장식판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형태와 크기는 드이레스

1

2

투이 묘지 출토의 중심 부분이 뾰
족하게 튀어나온 장식판들과 유

그림 32 얄로만–II, 쿠르간 61, 철제 굴레 장식판

사하다. 전체적으로 불란–코비
문화 초기의 굴레 장식은 파지리크 무덤에서 출토된 굴레 장식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며, 흉노 시대의 승마용 마구들과는 완전히 일치한다(티쉬킨·고르부
노프, 2006년, 118~120쪽).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안장 부속품은 앞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
였다. 구멍이 뚫려있고 틀의 한쪽 면에는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
둥이가 있는 네모난 버클이 바로 그것이다(티쉬킨, 마트레닌, 2011년, 166쪽).
이와 유사한 것들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알타이와 투바지역 유적
에서도 발견되었다. 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버클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의 흉노 시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었으며, 끈에 뚫린 구멍
의 모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4쪽). 출토
된 버클은 파지리크 유물 가운데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생활용품 및 연장 등의 종류는 다양하다(그림 34). 불란–코비 문화의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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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디간 단계 유적들에서 출토된 그릇들은 점
토, 구리, 나무 등으로 만들었다. 토기는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는 항아리, 통, 꽃병,
큰 컵 등이 있다(티쉬킨, 2005년б; 티쉬킨·고르부노
프, 2006년, 35쪽).

흉노 문화에 속하는 토기 파편은 알타이의 동남
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고대에 도굴된 흔적
이 있는 우준탈–I의 파지리크 유적 제2번 쿠르간
그림 33 골제버클

을 발굴할 때 발견되었다(사비노프, 1978년, 53쪽, 그
림 3; 1993년, 6쪽). 같은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울

란드리이크–V 무덤에 있는 제1번 쿠르간의 무덤 구덩이에서 독특한 점토
제 그릇 파편을 발견하였다(쿠바레프, 1987년, 192쪽). 1978~1979년 사이에
V.D. 쿠바레프는 유스트이드 강의 좔그이즈–우류크–켈 정주형 토기 제작
소를 연구하였다. 이 유적군은 흉노나 또는 알타이 전역을 지배하던 제국에
속한 어떤 민족의 전초 기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U.S. 후디야코프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에디간 강변의 낮은 지대(알타
이 북부)에 위치한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흉노 시대의 그릇들을 발견하

였다. 이곳에서 출토된 그릇들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후디
야코프·모로즈, 1992년; 후디야코프, 1998년 б).

•토기가 출토된 유적군은 흉노 및 사얀–알타이 지역 유목민들의 문화
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문화의 주인공들이 직접적으로 상호 교류
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파지리크 시대 토기 제작 전통은 계승되지 않았다.
•매장의례에서 토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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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얄로만–II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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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제작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통(토기 품목 및 장식 방법의 변화)은
알타이 지역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흉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발생한 것일 것이다.
•흉노와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 문화 주인공들의 영향이 약해짐에 따
라 토기류를 포함한 불란–코비 문화에 독특한 특성들이 생겨나게 되
었다.
•흉노 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민족들의 여
러 요소들이 불란–코비 문화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
다(특히 산지 알타이 북부 지역의 문화소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얄로만–II 유적(그림 34; 37~43)의 발굴 과정에서 수습한 유물들은 기존
의 자료들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주거, 무덤, 그리고 공방 등을 연구할 때
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다. 얄로만–II의 초기
유적군은 불란–코비 공동체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흉
노 시대의 물질문화 유물들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고, 또 이곳에
서 고대 중국의 수공예품도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란–코비 문화 공
동체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전통의 영향 아래에 있었거나 혹은
그 전통을 영위한 민족들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5
년б, 332쪽; 티쉬킨, 2007년а).

얄로만–II 유적의 제47, 52, 53, 54, 60, 60а, 61번 쿠르간에서 토기 7점
이 출토되었다(티쉬킨, 2005년 б). 이들 중 대부분은 알타이 지역 북쪽 산기슭
에 형성된 초기 철기 시대에 생산된 것들이다(그림 35). 발견된 꽃병은 기술,
형태, 그리고 장식 문양 등을 놓고 볼 때, 자바이칼 지역과 몽골의 흉노 시
대 유적에서 출토된 그릇들(그림 34; 38)과 흡사하다(티쉬킨·마트레닌, 2011년,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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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얄로만–II 출토 토기와 청동솥

꽃병 밑바닥에는 물레로 인해 생긴 사각형으로 돌출된 테두리가 있다. 비
록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테두리는 부리야트의 이볼
긴스크 폐허지에서 출토된 몇몇 그릇들(다브이도바, 1996년, 표 179; 1–4, 9)
에서도 나타난다. 아마도 이런 유물들에서 보이는 제작 전통은 중국 직공들
로부터 전래되었거나 또는 그것들을 직접 중국에서 들여온 것일 것이다.
얄로만–II 유적에서 발견된 구리 솥은 П자 형의 손잡이가 있으며, 밑받침
에는 독특한 삼각형의 구멍이 나 있다(그림 34; 38, 43, 44). 그와 매우 유사한
솥을 자바이칼 지역의 이볼린스크 폐허지와 드이레스투이 무덤에서 발견하
였다(다브이도바, 1996년, 표 35; 4, 미냐예프, 1998년, 표 21; 6). 흉노식 솥의 기
원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타카하마 슈가 연구하였다(2013년).
나무로 만든 그릇으로는 컵, 대접, 손잡이가 달린 찻잔, 그리고 접시 등이
있다(그림 34; 39~45). 이런 그릇들은 매우 넓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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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4
27

23

그림 36 거울(얄로만 -Ⅱ 등 알타이 지역 출토)

은 파지리크 문화의 유
40

물 가운데에서도, 그리
41

42

고 투르크 시대의 유적
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

43

39

데에서도 발견된다(티
쉬킨·고르부노프, 2006

44
45

년, 35쪽). 일상생활에
46

그림 37 각종 생활 이기(얄로만 -Ⅱ 등 알타이 지역 출토)

서 사용된 나무 그릇류
는 흉노–선비–유연
시기의 불란–코비 문

화 초기와 후기 단계에 형성된 얄로만–II 유적 쿠르간 속에서 출토되었다(티
쉬킨, 2011년в).

네 개의 다리가 달린 사각형의 조그마한 석재 식탁(향료)은 얄로만–II 묘
지를 발굴할 때 발견되었다. 알타이 산지 가운데 위치한 유적에서는 나타나
지 않지만, 알타이의 삼림 스텝 지역에 기원전 1000년기의 후반에 형성된 카
멘스크 문화의 쿠르간 가운데서 자주 발견되었다(모길니코프, 1997년, 88~91
쪽; 슐가·우만스키·모길니코프, 2009년, 177·178쪽).

196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철제 거울은 우스티–에디간, 텐데크, 얄
로만–II 유적 등지에서 발견되었다(그림 36).
첫 번째 유형은 중간 부분에 돌출된 구멍이
있는 둥근 거울이다. 뒷면에는 문양이 부조
로 새겨져 있다. 이런 거울들은 한나라 이

그림 38	얄로만–II, 쿠르간 51, 돌로
만든 향제단

전의 것 또는 한나라 시기의 것으로 분류된
다. 얄로만–II 묘지에서 수습한 금속기들을
분석해 본 결과, 네 점(모든 파편들: 그림 40)
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고(티쉬킨, 2006년
б, 2007년а), 온전한 거울 한 점(그림 41)은 지

방 유형의 복제품(티쉬킨·하브린, 2004년)이
었다. 불란–코비 유적들에서 이런 유물들이
나타난 것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이
다. 이 거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티쉬킨,
2006년б)과 중국어로 출판된 필자의 저서(티
쉬킨·세료긴, 2011년) 속에서 다루었다. 거울

그림 39	얄로만–II, 쿠르간 51, 돌로
만든 향로

의 파편들은 다른 유형적 특징들을 지닌 유
물 및 장신구의 부속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다(그림 42·43).
두 번째 유형은 중심부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꼭지가 달렸고, 가장자리가
평편한 둥근 거울이다(그림 36; 23). 유사한 것으로는 사르마트 문화(포볼쥐
에), 사르가트 문화(프리이르트이쉬에), 드줴트이아사르 문화(프리아랄리에)기

의 유물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후디야코프, 1998년а; 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5쪽).

나무와 뿔로 만든 빗들도 발견되었다. 그것은 일체식(그림 34; 20·21)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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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식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두 점의 빗에는 독특한 장
식이 시문되어 있다. V.I. 소예
3

들과 파지리크 문화기의 빗 사

2
1

노브이(1998년, 166쪽)는 이 빗

4

이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필
자가 보기에는 둘 사이의 유사

그림 40 얄로만–II, 청동제 거울 일부

성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지
는 않는다. 얄로만–II 유적의 조립식 빗
옆에서 옻칠이 된 자단 찻잔의 일부(그림
45)가 발견되었다(티쉬킨·하브린·노비코바,
2008년, 196·197쪽). 이 찻잔 조각은 빗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림 41 얄로만–II, 쿠르간 57, 철제 거울

발견된 철제 칼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
류된다. 하나는 칼등이 약간 돌출되어 있

고, 칼날이 오목하게 휘어져 있으며, 손잡이 쪽으로 가면서 폭이 점점 좁아
지는 작은 칼이다(그림 47; 12). 다른 유형은 날카로운 끝을 가진 칼몸과 경사
진 어깨, 긴 손잡이, 두들겨서 평편하게 만든, 갈고리 모양의 끝장식이 있는
칼이다(그림 47; 13). 이 두 유형의 칼과 유사한 것이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시
대 유적 가운데서 발견되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5쪽). 얄로만–II
유적에서는 나무로 만든 칼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실제 부장 음식에 꽂혀
있었다.
뼈나 뿔로 만든 사냥용 화살촉은 매우 다양하다. 화살대와의 접합 방식에

198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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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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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4

5

14

그림 42 얄로만–II, 쿠르간 56 출토품(빗, 귀걸이, 조개장신구, 구슬, 장식판, 거울 일부)

따라 투겁식과 슴베식 등 두 가지 화살촉으로 나눌 수 있다. 투겁식촉의 촉몸
은 사면체(마름모형) 또는 삼면체의 단면을 갖고 있다. 촉몸의 형태는 세모 또
는 오각형이며 뾰족한 가시를 지니고 있다(그림 46; 1·2). 또한 투겁이 약간
튀어나온 촉몸도 나타난다(그림 46; 3). 이와 유사한 화살촉은 기원전 5세기
에서 3세기 사이의 파지리크와 카멘스크 문화기 유적들, 그리고 기원전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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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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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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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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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8

그림 43 얄로만–II, 쿠르간 51 출토품(구슬, 목걸이, 장식판, 귀걸이, 작은종, 버클, 거울 일부, 드리개)

1

4

2

3

5~20

21

그림 44 얄로만–II, 쿠르간 57, 조립식 빗(나무, 뿔) 부속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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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얄로만–II, 쿠르간 57, 찻잔(부
분, 유약)

5

2

3

8

4
1

9

6

7

11

10

그림 46 화살촉(뿔, 얄로만 -Ⅱ 등 알타이 지역 출토)

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의 흉노 시대
유물들 가운데서 흔히 보여진다(티쉬
17
15

16

14

킨·고르부노프, 2006년, 34·35쪽).

슴베식 화살촉은 모두 마름모꼴의
단면을 지닌 촉몸을 갖고 있으며, 가끔
은 촉끝 부분에만 마름모꼴의 단면이

12

형성된 것도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 가
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뾰족한 가
시가 있는 삼각형(그림 46; 5~7), 오각
형(그림 46; 4), 용골형 등의 화살촉(그
13

그림 47	연장(철제)과 통(뿔
과 뼈), 알타이 지역

림 46; 8~10)이다. 긴 마름모꼴의 촉몸

을 지닌 화살촉도 간간히 나타난다(그
림 46; 11). 이 그룹의 화살은 파지리크 문화기의 화살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

이는데, 화살 발달 과정상 불란–코비 문화 초기의 단계에 해당하며, 서 시베
리아의 삼림 스텝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모길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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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1997년, 56쪽).

뼈와 뿔로 만든 통들(그림 47; 14~17)이 남성 무덤들에서 발견되었다. 학
술 서적 가운데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바늘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 속에서 바늘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다르게 볼 수
도 있다. 이와 유사한 모양의 통들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경의 중앙
아시아 흉노 무덤 가운데에서 자주 출토되었다. 그러나 남부 시베리아에서는
이 통들이 기원 5세기까지 확인되었다.
말 채찍 끝장식은 구조상 투르크 시대의 것과 유사하지만, 불란–코비에
서 출토된 말 채찍 끝장식은 크기가 작고, 또 그 특징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
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5쪽).
장신구는 몸에 직접 걸치는 것과 의복에 다는 것이 있다(그림 48). 금이나
동으로 만든 다이아뎀(머리띠 형태의 관)은 우스티–에디간 유적과 얄로만–II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 다이아뎀들은 두꺼운 금속판으로 만든 것으로, 이
금속판은 본판에 꿰매서 붙일 수 있게 구멍이 뚫려있으며, 가장자리가 접혀
있다. 직사각형 또는 사각형의 모양이다. 다이아뎀 표면에는 돋을새김을 한
기하학적 장식 무늬가 새겨져 있다(그림 48; 1~4, 7). 이것은 불란–코비 문화
초기의 의복에서 보이는 독특한 요소로서, 아직까지 다른 유물들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이아뎀과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한 유색 금속 장식판이 다이아뎀과 한
세트를 구성했을 수도 있다. 이 금속 장식판은 둥근 형태로, 그 표면에는 돋
을새김의 ‘소용돌이’ 무늬가 베풀어져 있다(그림 48; 5, 6, 8). 이 장식판과 똑
같은 것이 자바이칼 지역의 드이레스투이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그곳에서는
장식판이 구슬로 만든 목걸이의 중간 부분에 걸려 있었다(미냐예프, 1998, 표
9; 2). 불란–코비에서 출토된 이런 유형의 장식판들 몇 점은 드줴트이아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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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불란–코비 문화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알타이 지역 유적들에서 출토된 의복 장신구

문화(남부 카자흐스탄)의 몇몇 장신구들과 유사하다(레비나, 1996, 그림 119).
천에 꿰매어 사용하는 금, 은, 구리, 그리고 동으로 만든 금속 장신구들은
주로 모자나 윗옷의 장식에 사용되었다. 이 장신구들은 불란–코비 문화 우
스티–에디간 단계의 모든 유적들(그림 48; 18~43, 48)에서 출토되지만, 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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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장신구(얄로만–Ⅱ, 쿠르간 56)

그림 50 장신구(얄로만–Ⅱ, 쿠르간 51)

그림 51장신구
(얄로만–Ⅱ,
쿠르간 57)

만–II 유적 쿠르간(그림 49; 6~13, 그림 50; 4·5·8~22, 그림 51; 2~6) 가운데
서 특히 많이 발견되었다. 이 장신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반구형의 단면
을 지닌 둥근 장신구와 가장자리에 고리가 붙어 있는 반구형 단면의 둥근 장
신구(이들 가운데 몇 개는 구멍 근처에 ‘귀’가 있다), 가장자리에 작은 알갱이들이
오돌토돌하게 장식된 물방울 모양의 볼록한 장신구(그림 48; 26), 마름모꼴의
평편한 장신구(그림 48; 27), 정사각형 모양의 평편한 장신구(그림 48; 28)과
돋을새김 한 장신구(그림 48; 40·41), 비정형적이고 또 기하하적인 형태의 편
평한 장신구(그림 48; 43), 돋을새김으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새긴 장신구(그
림 48; 48, 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6·37쪽; 티쉬킨, 2010년б). 둥근 고리

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반구형 장신구와 완전히 같은 제품이 틸랴–테페의 쿠
샨 초기 무덤(현재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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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반구형 장신구는 동부 프리아랄리에(남부 카자흐스탄)의 드줴트이
아사르 문화 유물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작은 알갱이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물방울 모양의 장신구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레비나, 1996
년, 그림 106, 110, 119). 다른 유형의 장신구들은 매우 광활한 지역에서 수습

되었다(모르드빈쩨바·하바로바, 2006년). 여러 가지 형상들이 새겨진 장신구는
파지리크 문화와 카멘스크 문화기 유적들에서 출토된 것들과 비슷하지만, 이
장신구가 좀 더 두꺼운 점이 파지리크 문화와 카멘스크 문화기에 출토된 유
적들과 다른 점이다.
금, 은, 동으로 만든 귀걸이는 우스티–에디간 무덤과 얄로만–II 무덤에
서 출토되었다. 귀걸이는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링 양끝을 서로 맞물려서 금속 줄로 묶은 링 귀걸이가 있는데, 링 한쪽 끝
에는 알갱이 장식들이 있다. 이 귀걸이에는 나선형의 띠와 사슬, 금속 드리개
등이 달려있다. 갈고리가 두 개인 ‘8’자 모양의 귀걸이에는, 작은 갈고리 부분
에 드리개를 달았다. 이 드리개에 금속으로 줄을 꼬아서 만든 두 개의 고리가
장식되어 있다. 크기가 다른 갈고리 두 개로 만든 ‘8’자 모양의 귀걸이도 있고
(그림 48; 10, 12, 15), 작은 갈고리가 큰 갈고리에 땜질되어 있는 귀걸이도 한

점(그림 48; 11) 보인다.
갈고리가 두 개인 큰 8자 모양의 귀걸이도 보이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아
래쪽 갈고리가 넙적하게 눌려져 있었다(그림 48; 16·17). 링의 한쪽 끝이 소
용돌이 모양으로 돌돌 말린 링 모양의 귀걸이(그림 48; 14)도 있다(티쉬킨·고
르부노프, 2006년, 37쪽). 앞의 세 가지 유형은 스키타이–사크 시기의 귀걸이

와 서로 유사하다. 크기가 큰 ‘8’자 모양의 귀걸이는 예니세이 강 중부 지역의
미누신스크 분지와 프리이르트이쉬에 지역의 사르가트 문화기 유적에서 많
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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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처럼 끝 장식이 있는 링 모양의 귀
걸이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알타이
삼림 스텝 지역의 카멘스크 유적에서 그 시원형
을 찾을 수 있다(모길니코프, 1997년; 슐가·우만
스키·모길니코프, 2009년). 이 유형의 귀걸이는

고리 모양의 갈고리가 달린 귀걸이로 발전하였
다. 얄로만–II 유적의 제43번 쿠르간 남성 무
덤에서 출토된 금귀걸이(그림 52)는 독창적이다
(티쉬킨, 2011년).

목걸이는 우스티–에디간 유적에서 다수 발
그림 52 	얄로만–II, 쿠르간 43,
금귀걸이

견되었다. 이 목걸이들은 청동 또는 나무로 만
든 본판에 금이나 은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것

이다(그림 48; 46). 이와 같은 목걸이는 스키타이–사크 시기의 목걸이들과
비슷하지만, 흉노 시기에는 사라졌으며, 기원 1세기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테테린, 2001년, 109쪽).
무덤 속에 배치된 위치로 판단하건대, 구리로 만든 작은 종들은 허리띠 드
리개로 사용되었다. 이 종들 가운데 한 점은 아치형이고, 다른 한 점은 사다
리 모양이다(그림 48; 44·45). 이들과 같은 것이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시대
유물 가운데서 발견되었다(코노발로프, 1976년, 표 VII; 미니야예, 1998년, 표 5:
4; 67: 4; 101: 2).

얄로만–II 유적 제51번 쿠르간에 매장된 젊은 여자의 두개골에는 천으로
만든 모자의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그림 53·54), 이 모자에는 금으로 만든 장
신구 10개가 달려있었다. 발견된 모자는 두건 종류이다. 이 무덤에서는 가죽
제 허리띠도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청동 제품들과 함께 놓인 덕분에 매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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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53	얄로만–II, 쿠르간 51,
모자

그림 54	얄로만–II, 쿠르간 51, 모자(1)와 장신구(2)

보존되어 있었다. 이 띠의 길이는 약 1.1m이고 폭은 0.36m인데, 무덤을 정
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잔흔들을 수습하였다. 허리띠의 아랫부분은 보
존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거의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다(티쉬킨, 2005년а,
196~199쪽, 그림 1; 2~4, 그림 2; 8).

허리띠는 특별히 재단한 몇 개의 띠들을 서로 이어서 만들었다. 앞면은 광
택제를 바르거나 색을 칠했다. 앞면은 가죽띠의 접힌 가장자리에 고정되었으
며,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에 청동제 핀을 꼽도록 고안되었다. 이 핀은 독
특한 장식 효과를 낸다. 허리띠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도마뱀 형상이 투
조 기법으로 새겨진 청동제 버클과 결합되어 있었다(그림 55). 아래로 늘어지
는 띠 끝을 고정하기 위해 띠의 한쪽에 좁은 가죽 끈을 달았다. 버클 아래에
는 갈색의 안감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 안감은 잔털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
며, 가죽 본판에 이어 붙였다.
청동 제품들은 이렇게 제작된 가죽띠 위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보인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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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얄로만–II, 쿠르간 51, 철제 부속장치들(1~3)과 허리띠(4~6)

의 반대편 끝에는 8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최대 폭이 1.6cm가 되게 잘랐
는데, 이는 안감에 있는 절단면을 통과해서 버클에 걸기 위한 것이다. 허리띠
를 하면 몸통을 감싼 둘레는 약 80cm 정도다. 이는 여자 시신이 모피 외투나
방한용 코트 같은 상의를 입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장자의 허리띠
왼쪽과 오른쪽에서 철제 고리와 조임쇠(그림 55: 1~3)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보조띠에 장착된 것이거나 다른 장치에 사용된 것이다.
위에 열거한 물품들 외에도 구슬과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출토되었다(티쉬
킨, 2011년). 구슬은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불란–코비 문화기에 알타이 지

역에 축조된 여성 무덤에서 가장 흔히 발견된다. 이 구슬들에 대한 상세한 연
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티쉬킨·하브린·프렌켈, 2007년; 티쉬킨·루즈긴, 2009
년). 이 구슬들은 수입된 것으로, 중국 제품도 몇 점 있지만, 대부분은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의 ‘유럽산’ 유리 제품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리 구슬
외에도 돌 구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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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로만–II 유적에서 발견된 칠기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티쉬킨, 하브린, 노비코바, 2008년).
불란–코비 문화 중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유적들에서 발견된 유품들을
살펴본 결과, 문화와 연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티쉬킨·고르
부노프, 2006년, 38쪽; 티쉬킨, 2007년б, 176·177쪽).

첫 번째 그룹은(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흉노 시대의 물질문화에 바탕을
둔 유물들이다. 접합식 활, 파갑 화살촉, 코등이와 칼자루 끝장식 등이 없는
단검, 갑옷 비늘, 허리띠와 말굴레 장신구, 생활용 칼, 통, 꽃병, 솥, 작은 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로 든 유물들의 대부분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
이에 발생하여 발전하였으며, 연대적으로는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말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아시아(현재 북중국, 몽골, 남부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중 몇
점은 흉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며, 고급품으로 간주된다. 투조기법으로
만든 허리띠 버클, 화살촉과 금속 장식판, 작은 숟가락 모양의 드리개, 말굴
레 장식 등이 그것이다. 기원 1세기 이후에는 이 유물들이 이미 사용되지 않
았는데, 이는 흉노 제국이 붕괴되면서 그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의 유물들은 스키타이–사크 시대 물질문화의 전통들이 종결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타이와 알타이 산맥 주변 지역에서는 파지리크
문화와 카멘스크 문화를 계승한 물질문화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뾰족한 가시
가 있는 전투용 화살촉, 토기 일부, 돌로 만든 향제단, 여러 가지 형상이 새겨
진 금속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의 유물들은 극
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대적으로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초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1세기 사이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사르마트와 내륙 아시아(쿠샨 왕조 초기) 지역에 나타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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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얄로만–II, 쿠르간 61, 돌과 유리 구슬

그림 57 얄로만–II, 쿠르간 61, 유리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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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얄로만 -Ⅱ 유적에서 발견된 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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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코등이와 칼자루 끝장식이 있는 단검, 돌출
된 꼭지가 있는 거울, 천에 꿰매어 사용하는 반구형과 물방울 모양의 금속 장
식판, 둥근 금속 장신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제품들은 기원전 3세기에
서 기원전 1세기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불란–코비 문화의 고유한 전통이 우스티–에디간 단계에서 형성되었다
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불란–코비 문화의 전통은 선행한 유물들이나 외래
유물들의 유형을 변형시키면서 발전된 것으로, 의복 장식에서 특히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전형적인 유형에 특정한 요소들이 결합
된 유물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불란–코비 유물들은 동시기에 존재한 인접
지역 문화 유물들과 확연히 구별된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6년, 37쪽).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유형별로 나눈 도구들을 매장 의례용 자료들과 같
이 비교해보면, 불란–코비 문화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혼합되어 형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 문화 요소들 가운데 하나는 시신이 다리를 약간 구부리
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있다. 말은 무
덤의 긴 벽 옆에 배를 아래로 향해 있고, 석곽이 있는 매장 유구의 요소와 관
련이 있다. 이런 특징들은 ‘파지리크인들’이 자취를 감춘 후 남겨진 지방 유
형의 요소이다. 그 요소는 도구에서뿐만 아니라 매장의례에서도 그리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문화의 요소들은 다음의 매장의례의 요소들을 지닌 문화와 일치한
다. 파지리크 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묘지의 단면 형태와 새로운 무덤 위
의 구축물,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는 시신의 자세, 구조물의 덮개 위에 옆
으로 눕혀진 말, 말만 매장된 무덤, 시신이 없는 독특한 무덤 등에서 보이는
특징들은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이다. 도구 가운데는 흉노 시대의 유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타이 지역에서는 몽골과 자바이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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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노 시대의 고유한 유적들과 연관된 무덤 구조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불란–코비 문화를 영위한 주민들의 매장의례는 흉노의 매장의례에 비해
매우 독특하다. 매장의례에서 보이는 외래 요소들은 흉노 문화에 강한 영향
을 받은 인종 그룹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이 인종 그룹은 몽골
이나 신장 지역에서 이동한 민족일 것이다. 그 외에도 불란–코비 문화를 형
성하는 데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였다(쿨라–주르가 문
화, 마마다코프, 1990년, 18쪽). 실제로 쿨라–주르가 문화의 매장의례는 많은

부분에서 불란–코비 유적들의 매장의례들과 서로 유사하다. 쿠샨–사르마
트 유형의 도구들이 카자흐스탄의 동부 지역을 거쳐 산지 알타이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알타이 지역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인종 문화 프로세스는 중앙아시아
의 군사–정치 및 사회–경제 정세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원전 3세기 말에 강력한 흉노 제국의 탄생 원인이 된 중대한 변
화가 발생하였다. 흉노 제국의 중심은 처음에는 오르도스와 몽골 남부 지역
이었다. 기원전 201년경에는 이미 묵돌 선우가 몽골 북부, 프리바이칼 남부
지역, 자바이칼, 남부 시베리아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정복하였다. 기원전
2세기 중반(기원전 165년)에 흉노는 강력한 적인 월지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서쪽에서 쫓아내고 그곳을 완전히 차지하였다.
이처럼, 불란–코비 문화 중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시작은 기원전 3세
기 말에서 기원전 2세기 전반에 있었던 군사–정치적 사건들과 연관이 있다.
묵돌 선우가 북쪽으로 원정을 하여 남부 시베리아에 흉노 제국을 건설한 것
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파지리크 문화의 지배층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새
로 획득한 영토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부족을 알타이 지역으로
이주시켰을 것이다.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물질적 지원을 받은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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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르가 민족’이 그곳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그
들은 그곳에 남아 있던 지역 주민들을 포용하였다. 유입된 문화 요소가 두 개
였다는 불란–코비 문화 형성 과정에 대한 다른 설이 있는데, 이 설은 아직
매장의례용 자료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스티–에디간 단계의 불란–코비 문화를 영위한 주민들은 흉노 제국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였다. 이런 종속성은 군사–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심화
되거나 약화되었다. 예를 들면, 흉노가 몽골 북부지역으로 군사를 이동시켰
을 때인 기원전 123년 이후에는 이 종속성이 증가하였으나, 기원전 56년부
터 기원 48년까지(‘북 흉노’와 ‘남 흉노’로 분열)는 형식적으로 종속되었다. 기원
1세기 말에 북 흉노는 선비족들과의 전투에서 패하였으며(기원 93년), 중앙아
시아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알타이 지역은 승리자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불란–코비 문화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
음을 말해주고 있다(티쉬킨·고르부노프, 2005년а, 160·161쪽; 2006년, 38쪽; 티
쉬킨, 2007년б, 178·179쪽).

얄로만–II 유적의 흉노 시대의 쿠르간들(필자가 2002·2003·2007년에 연구
함)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들은 국립 알타이대학교(바르나울 시)의 알타이

고고·민속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컬렉션 No.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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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이 지역의 바위 연대기
E.G. 데블레트(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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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륙 중앙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알타이 공화국은 독특한 자연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문화의 보고이자 여러 고대 민족들의 요람이다(그림
1~12). 이곳에 거주한 민족들의 예술적 능력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

중의 하나로 고대 예술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도 바위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그림 13~31).

1

2

3

4

5

6

그림 1~6 알타이 공화국의 독특한 자연 경관 1. 크이즈일 쉰 전경 2. 엘란가쉬 전경 3. 말르이 얄로만 4. 차
간카 5. 칼박–타쉬 2 유적 6. 카툰과 추이 강의 합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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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슴돌(추이 지역)

그림 8 나무에 매단 헝겊(추이 도로변)

그림 9 부구준 고개

알타이 지역의 바위표면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그림들은 우리
가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문
자가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예술 창
작의 기원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바위그림’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서, 채색화와 쪼아서 그린 그림, 그어서 그린 그림과
그림 10 추이 강

그래피티(graffiti: 선각화의 한 가지) 기법으로 제작한
그림, 바위표면을 반복적으로 갈아서 그린 그림 등

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다. ‘암각화’는 엄격히 말해서 암면의 일부를 쪼아서
그린 그림을 뜻하는 것이며, 반대로 채색화라는 말은 ‘로스피시роспис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가끔 회화의 개념과 혼동되기도 한다.
시베리아에서 사용되는 ‘피사니차писаницa’라는 말은 제작 기법에 상관없
이 모든 종류의 바위그림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러시아에서는 위가 막힘없이
한데 열린 공간에 그려진 바위그림들과 크고 작은 동굴 내부에 그려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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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동물들(엘란가쉬)

그림 12 동물들(칼박–타쉬)

그림 13 동물들(차간카)

그림 14 사슴(칼박–타쉬)

그림 15 동물들(차간카)

그림 16 말(엘란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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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슴(메쉘드이크)

그림 17 동물들(투루 알트이)

그림 19 채록장면

들뿐만 아니라 돌기둥, 돌판, 무덤 내부 벽에 사용된 돌 등에 그려진 그림 등
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바위 예술 유적과 그 편년
산지 알타이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바위표면을 쪼아서 그린 것이 대부
분이지만, 암벽을 그어서 그린 그림들과 여러 가지 기법을 복합적으로 활용
해서 그린 그림 등도 많이 확인되고 있다. 채색화는 주로 무덤 속 바위표면
에 그려져 있다.
암각화 제작 기법은 다양하다. 몇 개의 바위표면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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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동물들(칼박–타쉬1)
그림 21 사람과 동물 중첩 관계(칼박–타쉬1)

1

그림 22 동물들(투루 알트이)

2

3

4

그림 23 동물들(칼박–타쉬1)

5

그림 24 바동물들(비치크투 봄)

그림이 어떤 순서로 그려졌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일부 미완성된 그
림들을 통해 밑그림을 먼저 그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쪼았는지
알 수 있었다. 알타이 지역 내 일련의 바위그림 유적에서는 채색을 한 것들도
발견되었다(쿠바레프 V., 2011년, 15·16쪽). 알타이 지역의 조형 전통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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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그림이 그려진 바위표면, 돌
기둥 그리고 돌판 등을 여러 시기에 걸
쳐 재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한 바위 표
면에 다량의 덧그림이 겹쳐진 바위그
림들이 그 예이다. 철기 시대와 유목
민 시대의 조형 예술 제작 수준이 높았
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발전하였음
을 뜻하며, 바위표면에 이루어진 조형
예술의 행위는 물질문명과 정신세계의
관념을 표현한 하나의 방법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고대의 화가들은 강가의 절벽, 고갯
길, 산길, 가파르게 경사진 바위표면,
외따로 서 있는 바위 등에 그림을 그렸
다. 돌로 만든 무덤 구조물, 외딴 곳에
세워진 돌기둥, 무덤을 만드는 데 사용
한 돌 등에도 그림을 그렸다. 구도는
그림 25 중첩된 형상들(비치크투 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조화
롭게 잘 어우러져 있으며, 바위표면의

자연적인 특징을 살려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여러 시기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이 알타이 지역의 바위그림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N.M. 야드린체프, V.V. 라들로프, P.P. 호
로쉬흐, A.P. 오클라드니코프, E.A. 오클라드니코바, V.I. 몰로딘, V.D. 쿠바
레프, E.P. 마토치킨, A.I. 마르트이노프, E.A. 미클라쉐비치, D.V. 체레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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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프랑크포르, Ja.A. 쉐르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프랑스 공동학술단 등
이 있다.
최근 30년 동안 알타이 지역의 바위그림에 대한 연구와 발표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알타이 지역에는 암각화 유적이 적게는 200지
점, 많게는 300지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
는 기본서(오클라드니코프·오클라드니코바, 1985년; 오클라드니코프·오클라드
니코바·자포로즈스카야·스코르이니나, 1979·1980·1981·1982년, 오클라드니
코바, 1984·1990·2011년; 쿠바레프 V., 1988·2009·2013년; 쿠바레프·마토치
킨·1992년; 쿠바레프 제이콥스, 1996년; 마르사돌로프, 1997년; 몰로딘·체레미
신, 1999년; 몰로딘·예프레모바, 2010년; 마르트이노프·옐린·에르키노바, 2006
년; 마르트이노프·치가에바·바자이첸코 외, 2010년, 마르트이노프·바자이첸코·드
보르니코프 외, 2013년; 사랄레프, 1991년; 수라자코프, 2013년)를 비롯하여 다수

의 논문들 속에 소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출판된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 전문 연구서는 V.D. 쿠
바레프와 E.P. 마토치킨이 공동 저술한 『알타이 암각화(Петроглифы Алтая)』
이다. 최근 20여 년간 발간된 몇 편의 논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쿠
바레프 V., 2000·2002·2003년; 쿠바레프 G., 2004·2011년; 마토치킨,
2006·2011·2011년а; 미클라쉐비치, 2001·2003·2006·2011·2012년;
미클라쉐비치·무하레바, 2011년; 몰로딘, 1993; 몰로딘·포고제바, 1990
년; 몰로딘·폴로시마크·노비코프 외, 2004년; 오크티야브리스카야·체레미
신, 1999년; 소요노프 V.I., 2003년; 수라자코프·라린, 1994년; 체레미신,
1990·1996·1997·2001·2003·2004·2004а·2005·2007·2011년; 쉐르,
1997년; 체레미신, 1998·2000년 등이다.
가장 오래된 암각화는 칼구타 강 상류에 가로로 뻗어있는 암벽의 바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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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우코크 고원 전경

그림 27 우코크 고원

그림 28 우코크 고원

면에 그려진 것이다(그림 28~37). 알타이 공화국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몽골,
중국, 동부 카자흐스탄의 국경과 접해 있는 우코크 고원에서 발견한 바위그
림 그룹을 ‘칼구타 광산Kalgutinski Rudnik’이라 부른다(몰로딘·체레미신, 1999
년). 말, 수소(물소)와 사슴 형상 등이 그려져 있다. 보존 상태가 나쁘지만, 규

모가 큰 암각화들을 살펴보면, 윤곽을 따라 쪼아 낸 자국의 색이 바위표면의
색과 서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동물 형상들은 주로 옆모습인데, 정적인 자세, 육중한 몸체 그리고 아래로
쳐진 배가 특징적이다. 또한 형상의 세부는 그다지 세밀하지 않으며, 동시에
많이 두껍지 않은 윤곽선으로 표현하였다. 의도적으로 미완성한 그림(특히 동
물의 다리)은 이 형상이 양식적으로 아주 오래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

나 이 유적은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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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2

3

4
5

Ⅱ
6

Ⅲ
9

7
10

8

11

Ⅳ
13

12

16

15

14

17

그림 29 말형상(Ⅰ. 서유럽
바위그림: 1. 스에가 베르
데 2~4. 포쉬 코아 5. 도
밍고 가르시야, Ⅱ. 암각화(우
코크): 6~8. 우코크 고원,
Ⅲ. 아시아 암각화: 9. 백마
10. 아르샨 하드 11. 쉬쉬키
노, Ⅳ. 12. 페르농 페르 13.
라 파스에가 14. 알타미라
15~16. 호이트 쳉헤르 17.
이그나티에프 동굴)

그림 30 카라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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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쿠르간 2(카라콜)

그림 32 무덤내부(쿠르간 2, 카라콜)

그림 33 유사 사람 형상(태양머리 사람, 쿠르간 2, 카
라콜)

그림 34 유사 사람 형상(쿠르간 2, 카라콜)

그림 35 유사 사람 형상(쿠르간 2, 카라콜)

속 형상들 중에서 홍적세 초기에 살았던 동물 형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암각화의 레퍼토리 가운데서 얼어죽은 동물의 종들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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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그림 36 유사 사람 형상(5번 매장 5번 바위, 카라콜)

그림 37 형상들(중첩, 5번 매장, 5번 바위, 카라콜)

그림 38 유사 사람 형상(5번 매장 4번 바위, 카라콜)

그림 39 유사 사람 형상과 동물들(쿠르간 2, 5번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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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코크 고원의 암각화를 연구한 V.I. 몰로딘과 D.V. 체레미신 등은 반대로
이 ‘칼구타 광산’ 내 바위그림들이 지닌 유구한 역사성에 대해 신빙성 있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이 그룹의 그림과 유사한 것들을 고대 유라시아
의 바위그림 유적들에서 찾았다. 그럼으로써 이 암각화들을 구석기 시대 말
기의 것으로 편년하였으며, 이 암각화들이 현재 산지 알타이에서 발견된 바
위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알타이는 암각화의 레퍼토리와 양식에 있어서 남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내륙아시아 등지의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공간이다. 이른 시
기에 제작된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는 주제와 양식의 면에서 오쿠네보 문화
이전의 예니세이 강 중류지역 바위그림들, 톰 강과 앙가라 강 유역의 암각화
등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V.D. 쿠바네프는 1985·1988·2009년
에 각각 산지 알타이 주 온구다이의 카라콜 시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였
다(쿠바레프 V., 2009·2013년, 그림 38~53).
이 지역의 우르술 강 왼쪽 기슭에 위치한 쿠르간에서 바위표면을 쪼거나
긋거나 또는 갈아서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로 뒤덮인 돌판을 발견하였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림들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이
다. 또한 그림을 그린 바위표면에서도 특이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그림
의 바탕이 되는 바위표면을 다듬었다는 것이다.
사슴, 산양, 새, 사람과 해, 수소, 머리에 광선이나 깃털이 난 유사 사람 등
의 형상들이 나타난다. 유사 사람들 중에 여성 형상도 보이는데, 여성 형상들
은 의식용 제복과 세로 선`이 있는 긴 치마를 입고 있으며, 두 손을 하늘로 향
해 치켜든 모습이다. 가끔은 이와 같은 여성들이 남근이 강조된 남성 형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한 손만 그려진 사람 형상도 있다. 몇 명은 꼬리가 달려
있다. 머리에 뿔이 달린 인간 모습의 형상도 보이는데, 이 뿔의 끝은 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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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3번 바위 윗면의 형상들

그림 41 중첩 관계(5번 매장 1번 바위, 카라콜)

어져 있다.
D.G. 사비노프는 카라콜 문화기의 수소 뿔 가면을 쓴 사람 형상과 예니세
이 강 중류를 따라 분포한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이 그림들은 특정한
신화적인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종교 의식의 대상물에 특
별한 의복을 입힌 것이라 추론하였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의례복은 그 자체
로 신성함을 지니고 있었다. 특별한 의례를 거행할 때, 특히 이지흐(가축신–
역자 주)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의례복을 장대에 매달아 성스러운 장소에

남겨두었다.
카라콜에서 발견되는 ‘태양 모양의 머리를 한’ 형상은 지역적 특색을 지니
고 있다. 예니세이 강 중류의 암각화에서 보이는 ‘태양 모양의 머리를 한’ 형
상과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태양 모양의 머리를 한’ 사람 형상 사이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 V.I. 몰로딘은 카라콜 지역의 그림들을 오쿠네보 문화기의
그림들과 유사한 단일 문화군으로 간주하였다(몰로딘, 1993년).
카라콜 지역의 그림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데, 이는 알타이 지
역의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오제르노에 마을과 베쉬–오제크 마을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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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태양머리 사람 형상(카라콜)

그림 43	태양머리 사람 형상(카라콜, 베쉬–오제크)

그림 44 정면으로 향한 유사 사람 형상(카라콜)

그림 45 소뿔이 달린 사람 형상(카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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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 형상들(오제르노에)

그림 47	유사 사람 형상과 소들(칼박–타쉬1)

한 돌판 속의 유사 형상들이 증명한다. 오제르노에 마을의 돌판이나 텐긴스
코에 마을의 돌기둥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 속에는 동물 떼들이 정교하게 그
려져 있으며, 특히 긴 말뚝에 뿔이 묶인 수소들이 눈길을 끈다. 이것과 유
사한 그림은 칼박–타쉬 암각화 속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런 종류의 신화소
mythologema는 근동 지역에 기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6·47).

오제르노에 마을, 베쉬–오제크 마을, 카라콜 시에서 돌기둥이 발견되었
는데, 이 돌기둥을 제작할 때 아마도 바위구멍이 새겨진 것을 재사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이 돌기둥의 표면에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젤룐노에 오제로
마을에 소재하는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초기의 것으로 편년되는데, 매우 독
특하다(그림 48~51). 또한 차간카 강변에서 발견된 선으로 그린 ‘춤을 주는 사
람들’, ‘달리는 사람들’ 그림도 매우 흥미롭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그림을
채록하였는데, 그중에서도 D.V. 체레미신의 것이 가장 정확하다(그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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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유사 사람 형상(젤룐노에 오제로)

그림 49 유사 사람 형상(젤룐노에 오제로)

그림 50 유사 사람 형상(젤룐노에 오제로)

그림 51 유사 사람 형상(젤룐노에 오제로)

그림 52 사람과 동물(젤룐노에 오제로)

그림 53	동물과 유사 사람 형상(젤룐노에 오제로)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그림 54 유사 사람 형상과 동물 등(젤룐노에 오제로)

칼박–타쉬 암각화군은 추이 대로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알타이
지역의 주요 강인 추이와 카툰 등 두 강의 합류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다. V.D. 쿠바레프는 약 5천 점 이상의 형상들을 채록하였으며, 이들이 신
석기에서 중세 후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알타이
지역과 인접한 중앙아시아 내 여러
지역 소재 암각화 유적들의 연대
를 결정하는 데 칼박–타쉬의 암각
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V.D. 쿠바레프, 2011년).

그림 55 마차와 동물 등(중첩, 차간카)

그림 56 사람들(차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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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칼박–타쉬 1 유적 전경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
된 적지 않은 수의 훌륭한 형상들
이 아직 연구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칼박–타쉬 같은 경우에는
한 유적지 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도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형상들이 집적되어 있는 소
규모의 바위그림 유적들을 통해서
바위그림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낼 수 있었다.
그림 58 동물들(칼박–타쉬 1)

덧그려진 형상들도 많은데, 이
를 통해서 각 형상들이 그려진 순

서, 대략적인 연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대는 알타이 지역 다른 암각화
들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그림 66~133). 신석기 시대(기원전 4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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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칼박–타쉬 1 유적(부분)

그림 60 사슴 형상들(칼박–타쉬 1)

그림 61 사슴(칼박–타쉬 1)

그림 62 사슴(칼박–타쉬 1)

반~기원전 3,000년 초)에 이곳에서는 선쪼기 기법으로 제작한 큰뿔 사슴, 큰

사슴, 멧돼지, 곰, 뱀 형상 등과 바위구멍 등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몇몇 동물
형상들은 그 크기가 2~3m까지 이른다.
금석병용기 시대(기원전 3,000년) 암각화의 레퍼토리는 주로 사슴이었으며,
야생 수소와 말도 가끔씩 나타난다. 이 동물들은 유사 사람 형상들과 함께 그
려졌다. 가장 전형적인 그림은 손가락이 세 개인 손을 위로 들어 올리고 정면
을 향해 서 있는 여성 형상들이 남근이 강조된 남성 형상을 향해 모여드는 장
면이다.
이 유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상은 청동기 시대(기원전 2,000년 초반
과 중반)에 제작된 것이다. 동물 형상 가운데는 수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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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순록(칼박–타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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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소(칼박–타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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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사슴(칼박–타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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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가축들(칼박–타쉬 1)

8

10

그림 67 서로 겹쳐진 형상들(칼박–타쉬 1)

수소의 등에는 종종 짐이나 사람이 그
려져 있다. 수소, 사슴, 산양 등과 같이
그려진 버섯모양의 모자를 쓴 사람 형
상도 보인다. 사슴과 수소가 합성된 형
상들과 기괴한 모습의 맹수 형상들도
나타난다. ‘태양모양 머리’를 한 사람
형상이나 ‘소머리’를 한 사람 형상도 그
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 후기와 철기 시대 초기
(기원전 1,000년)에는 사슴돌 양식으로

제작된 마차 형상이 나타난다. 추격 장

그림 68 동물들(칼박–타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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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칼박–타쉬 1의 암각화(부분)

그림 70 동물들(칼박–타쉬 1)

면에서는 개 혹은 늑대, 고양이과 맹수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배경으로
집을 그리기도 했다. 스키타이 시대에 그려진 암각화 속 산양, 사슴, 늑대, 고
양이과 맹수, 말 등과 같은 여러 동물 형상들을 사슴돌 속에 그려진 것들과
비교해 보면, 이 가운데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의 특성도 나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냥과 전투 장면들도 그려져 있다.
스키타이 시대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현상 중 하나는 스
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의 전파인데, 이 양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일정한 규
칙에 따라 독특한 세부 장식을 한 동물, 특히 사슴 형상을 들 수 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경 사람이나 전쟁영웅을 구현한 사슴돌 제작방식이 바
위그림 속 사슴 형상의 제작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바위그림과 돌기둥에 표현된 그림들의 제작 과정은 서로 비슷하다.
사슴돌에서 동물 형상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려지면서, 이 형상들은 점

236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그림 71 동물들

그림 72 그림 71의 그림 부분 확대

점 양식화되어 갔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형상들을 반복적으로 그릴 때는 사
실적인 모습보다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형상들을 제작하게 되었다. 사슴돌을
통해 형상들을 양식상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몽골과 자바이칼 유형의 사슴돌과 관련이 있다. 동물 형상은 과장되게 양식
화되어 있으며, 화려한 무늬들로 장식되어 있다. 몸통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다리는 마치 잘린 것처럼 짧으며, 머리는 새 부리처럼 길쭉한데 입을 벌린 모
습이다. 사슴들은 마치 위를 향해 날아갈 듯이 표현되어 있다. 어쨌든 사슴
형상들은 기묘한 외모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사얀–알타이 유형의 사슴돌과 연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려진 동물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매우 세세하게 표
현되기도 하였다. 고대의 화가들은 종종 사슴의 특징을 과장하여 그렸는데,
긴 목과 높게 쳐든 머리를 지닌 날씬한 형태를 강조하였다. 사슴은 발굽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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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그림 70의 도면

그림 75 사람과 동물들(칼박–타쉬 1)

238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그림 74 사람과 가축(칼박–타쉬 1)

그림 76 동물 형상들(칼박–타쉬 1)

그림 77 동물 형상들(칼박–타쉬 2)

그림 78 순록

로 서 있거나 배 밑으로 다리를 굽혀 누워 있거나 또는 ‘날듯이 질주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씩 짝을 지어 있는 동물 형상들도 가끔씩 보인다.
현재 러시아 학계의 바위그림 연구자들은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초기
에 제작된 신화적 주제보다는 전쟁, 기마병, 전투와 사냥 장면 등 서사적인
주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타쉬트이크 문화 양식으로 제작된 그림들도 드물
게 발견된다. 중세 시대에 그어서 그린 독특한 형상들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형상들은 가끔 고대 투르크 비문에 새겨져 있기도 한다(쿠바레프 G.,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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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몸통 장식이 된 소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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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사슴(칼박–타쉬 1)

그림 81 사슴(엘란가쉬)

그림 82 사슴(칼박–타쉬 1)

그림 83 동물 형상들(잘그이즈 토베)

그림 84 동물 형상들(카라 오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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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맹수(칼박–타쉬 1)

그림 86 사슴(칼박–타쉬 1)

그림 87 산양(칼박–타쉬 1)

그림 88 멧돼지(칼박–타쉬 1)

그림 89 사슴(칼박–타쉬 1)

그림 90 사슴(칼박–타쉬 1)

그림 91 개(칼박–타쉬 1)

그림 92 동물들(칼박–타쉬 1)

그림 93 동물들(칼박–타쉬 1)

알타이 지역의 바위 연대기

241

그림 94 선 그림들(비치크투 봄)

그림 95 투르크 고대문자와 동물들(칼박–타쉬 1)

242

그림 96 동물 형상들(비치크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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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전투 장면이 특징
적인데, 공격용이나 방어용 무기
들이 묘사되어 있다. 흉노–사르
마트 시기(기원전 2세기~기원후 5
세기)와 중세 초기, 중기, 말기의

암각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여러 학자들은 흉노족, 투르크족,
예니세이 지역의 키르키즈족, 아

그림 97 동물들(우스튜 아이르이)

바르족 등 여러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이 이와 같은 그림을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쿠바레프 V., 2011년, 62쪽).

중세 시대의 기마 전사들은 유라시아 스텝의 전 지역에 형성된 유목민들
의 조형예술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다(그림 117~127). 이전에 보편
적으로 사용한 쪼기 기법으로는 사람 형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데

그림 117 동물들(우스튜 아이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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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사슴과 사냥꾼들(고라 탈다)

그림 100 사수들(비치크투 봄)

한계가 있었다. 선사 시대에 쪼기 기법으로 제작된 형상들은 일반적으로 디
테일한 묘사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사람 형상들은 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
었다.
알타이 지역의 스키타이 시대에도 많이 이용된 그어서 그리기 기법은 표
정, 다양한 포즈, 걷거나 우람한 말을 타고 달리는 무사들, 무릎을 구부려서
활을 쏘는 무사 또는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사의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표현
이 가능하였다. 사람의 윤곽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의 생김새, 머리 모
양, 활, 화살, 창, 화살통, 갑옷과 같은 것들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244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그림 101 사냥(칼박-타쉬 2)

그림 102 사냥꾼(차간카)

그림 103 사슴(차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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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말과 전사(차간카)

그림 105 기마상(차간카)

그림 106 기마전사(차간카)

그림 107 낙타를 탄 사람(엘란가쉬)

주었다. 영웅–무사와 기마병은 영웅 설화나 영웅 서사시에서와 같이 전투와
사냥하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는데, 이는 공동체 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어서 그린 다수의 형상들과 그래피티 기법으로 그린 형상들은 인류학적
시기의 것으로 분류된다. 특정 민족의 전통 의상, 주거지, 전투장면과 사냥
장면, 샤먼의 의례 장면 등이 묘사된 그림들도 발견되었다(그림 129~133).
칼박–타쉬는 산지 알타이 지역의 바위그림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특징과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적이다. 이 유적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
다. 2013년 여름 이 책의 저자들은 동북아역사재단과 공동으로 산지 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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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사냥(차간카)

그림 110 기마전(차간카)

그림 109 사냥(차간카)

그림 111 기마전(차간카)

그림 112 사냥(차간카)

지역 내 몇 곳의 유적들을 조사하였으며, 얄로만 강(그림 134~139). 칼박–타
쉬, 그리고 칼박–타쉬 I 유적 등과 같이 몇몇 유적에서도 일련의 형상들을
채록하였다(쿠바레프 V., 2011년). 칼박–타쉬와 알타이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는 암각화들은 바위그림들의 의미와 이 속에 제시된 신화적 모티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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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사냥꾼들(차간카)

그림 114 전투(아비자이)

그림 115 사냥꾼(비치크투–봄)

그림 116 기마전사(차간카)

그림 117 사람(비치크투–봄)

그림 118 기마전사(비치크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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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기마전투(차간카)

그림 120 기마사냥꾼(비치크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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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고대의 구비문학 비교, 샤머니즘의 기원 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
을 제공하고 있다.

바위에 기록된 고대 신화와 전설
신화적 사고 체계를 통해 고대인들은 독특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신화는
세계 창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그려놓고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신화
적인 사고 체계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게
하였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신화를 비교 연구해 보면, 비록 다양한 신화들이
존재하지만, 그 주제는 여러 지역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종종 동일하게 나타
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외따로 떨어진 오지의 바위그림 유적지에서
도 신화적 주제를 설명해주는 모티프, 형상, 그리고 장면 등이 발견된다(데블
레트 E., 데블레트 M., 2005년, 2011년).

구전설화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구연자들이 기록한
텍스트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구비전통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거
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고대 원시 공동체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신화는 신성
한 것이었으며, 종종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특정 원시 공동체의 소유물이었
다.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에게는 신화를 얘기하기 않았으며, 신화
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신성한 부분을 감추었
다. 심지어 영웅 전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연하지 않았으며, 외부인이
있는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화는 구연될 수 있고, 판토마임의 형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으며, 회화로
도 표현할 수 있다. 신화를 구술하는 것과 이를 조형예술로 구현하는 것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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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샤먼 형상들(카라콜과 샬코브이)

그림 122 알타이 샤먼들의 북에 그려진 형상들

상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로 표현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바위그림들은 고대의 화가, 암각화 제작자가 그림
을 그리는 그 시점에 형성된 관념을 바위표면에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신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계관, 세계 인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
게 되면서 구비문학, 서사시, 옛날 이야기 등으로 인식되었다. 서사시 전통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여러 그룹의 알타이나 쇼레츠 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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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명 이상의 구연자들이 있다. 바위그
림의 고대 전통 또한 명맥을 이어가고 있
다. 알타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신화 또는
서사적 주제보다는 오히려 삶의 실제 모습
을 그래피티 기법이나 쪼기 기법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위 예술에 나타난 태양 숭배 체계

암각화에 나타난 도식화된 고대의 상징 기
호는 태양, 달, 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 123	유르타 속에서 의례를 거행하는
샤먼

이는 비록 몽골 알타이 지역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지만, 산지 알타이 지역에 거주
한 고대 주민들에게도 태양 숭배 사상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태양
은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는데, 원판
이나 원에 선을 그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광채’를 표현하였다.
사얀–알타이와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그림 124 샤먼(카라콜)

시대에 제작된 바위그림 속에는 수적으로
는 얼마 되지 않지만 동일한 모티프를 그

린 독특한 그룹이 나타난다. 그것은 광선으로 둘러싸인 원판을 머리에 이고
있는 동물 형상이다. 이 형상에는 실존하는 동물들과 태양을 상징하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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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샤먼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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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여러 가지 기호들이 함께 그려져 있다.
광선이 그려져 있는 원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동물의 뿔 대신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뿔의 끝부분에 그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칼박–
타쉬의 말 그림에서는 꼬리 끝에 이 원판을 그리기도 했다(그림 74·75). 이를
보면 태양 기호는 뿔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특히 덧그려진 형상 가운데 하나는 태양광선 모양의 후광이 있는
가면이 수소 등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림 71·73).
인류학자들은 나선모양, 소용돌이 모양, 동심원형의 꺾쇠, 동심원 모양의
기호 등은 제물로 사용되거나 예전에 실제로 존재한 신성한 동물을 표시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고대의 화가들은 이런 기호들을 바위에 그려진 동
물의 몸통에 그림으로써 독특한 상징을 지닌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태양 기호는 아마도 매우 심하게 휜 큰 뿔이 달린 산양이나 숫산양 형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활처럼 휜 큰 뿔에는 작은 톱니라고 불리는 가로 줄들이
그려 있는데, 이 줄은 가끔 광선을 상기시킨다(그림 126). 유라시아의 고대 신

그림 126 샤먼과 동물(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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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얄로만 암각화 유적

그림 128 사슴(얄로만)

그림 129 사슴 떼(얄로만)

그림 130 사슴(얄로만)

그림 131 동물들(얄로만)

그림 132 낙타(얄로만)

화에서는 산양이나 숫산양 형상에 천계와 우주에 대한 관념을 표현하였다.
‘산양이나 숫산양의 몸통 위로 뻗어있는 활 모양으로 크게 휜 뿔들은 볼록한
하늘과 천구를 연상시킨다’ (오클라드니코프·오클라드니코바·자포로즈스카야·
스코르이니나, 1980년,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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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꼬리 달린 사람(칼박–타쉬 1)

그림 134 몸통이 장식된 사슴(칼박–타쉬 1)

여성 민족 시조 형상

어머니–종족의 조상에 대한 신화적 형상은 원시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서 발
생되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최초의 씨족 사회는 항상 모계
사회였으나, 어떤 경우는 이 씨족사회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부계사회로 전
환되었으며, 다른 경우는 원시 공동체가 와해되는 초기 또는 이보다 더 늦은
시기까지도 모계 사회 형태를 유지하였다고 보고 있다.
고대에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는 어머니–종족의 조상 형상과 그와 연관
된 여러 형태의 숭배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대부분의 신
화를 보면 어머니–신은 중요한 존재였다. 민족의 시조인 여성 형상은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지역의 바위그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었으며, 독특
한 지역적, 연대기적 특성을 갖춘 다양한 변형들도 존재한다.
양식화되어 도식적으로 그려진 여성 형상이 주목을 끈다(그림 136~145).
여성 형상은 정면을 향해 있으며, 손은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있다. 이와 같
은 형상은 손가락이 보통 세 개이다. 가끔 점이나 몸통에서부터 양측으로 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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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오는 가지 모양으로 젖가
슴을 표시하였다. 머리는 마름
모꼴로 표현되었으며, 간혹 두
개 또는 세 개의 가지가 나있
다. 사람 형상의 아랫부분에는
세로 면은 짧고 가로 면이 넓은
직사각형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통이 넓은 치마를 연상시
킨다. 치마에는 주로 줄무늬나
체크무늬가 그려져 있다. 가끔

그림 135 동물들(칼박–타쉬 1)

은 아랫면을 그리지 않은 사각
형의 양 옆면 아랫부분에 발가락 세 개를 그림으로써 ‘치마’와 다리를 동시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에서는 사람의 옷이 거의 묘사되지 않았는데, 이렇듯
화려한 장식무늬가 있는 복장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곧 고대 화가에게 그것
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근을 그려서 남성
형상임을 표시한 것처럼, 여성 형상은 종 또는 마름모 모양과 비슷하게 그린
치마로 식별된다.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여성 형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고대
민족들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신
화관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데블레트 E.·데블레트 M., 2005년).
칼박–타쉬 암각화에서 가끔 보이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뱀이다. 뱀과 여
자가 서로 관련된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제단 위의 바위에 여자
와 뱀이 그려진 바위가 놓여 있는 지하 궁전 전설이 있는데, E.A. 오클라드니
코바는 알타이 지역의 코쉬–아가치, 쿠오스, 칼박–타쉬 등의 암각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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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여인(칼박–타쉬 1)

그림 137 여인(칼박–타쉬 1)

그림 138 여인(칼박–타쉬 1)

그림 139 여인(칼박–타쉬 1)

데서 이 전설을 상기시키는 동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칼박–타쉬의 동굴
입구는 암각화가 그려진 두 번째 바위표면 옆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이 동굴은 그 길이가 매우 길며, 절벽 아래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
고대에는 술로 장식을 하고, 천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옷을 신성하게 여겼
다. 이런 의복 장식 가운데도 특정한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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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술은 뱀의 몸과 동일시된다. 후에 술은 투르크–몽골족 샤먼의 무복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 되었다. 알타이 민족들에게는 찰람이라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리본’이라고 한
다. 샤먼의 의례용 무복과 북, 나무 방망이 등에 이것을 매달았다.
현재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약수터, 산기
슭, 고개, 위험한 강의 나루터에 묶여있는 리본을 볼 수 있다(그림 8~10). 알
타이 인들은 직물을 손으로 찢어서 리본을 만들었는데, 그 폭은 사람의 손가
락 굵기보다 더 넓으면 안 되었다. 전통 문화에서는 이 보다 더 넓은 리본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알타이의 주인이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알
타이의 주인은 자신보다 더 부유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벌 줄 수 있다’ (지야코
노바, 1984년, 40쪽).

토템–시조와 그의 부인에 관한 신화

알타이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고 있는 여성을 바위에 표현한
형상도 발견되는데, 이 형상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자는 다리를
벌리고 있으며, 그 다리 사이에 태아가 그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수소와 여성
형상 사이의 의미상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다. 암각화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있는 여성 형상, 어머니–종족의 조상 등의 형상은 수소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토템–시조와 그의 부인에 관한 신화를
도상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그림들은 요르단과
고부스탄의 암각화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목축민들에게는 신화적으로나 제의적으로 남성과 수소를 동일시하는 관
념이 있다. 고대인들의 관념에서 소는 남성성의 기원이며, 남신 또는 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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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양식화된 여인상(칼박–타쉬 1)

그림 141 양식화된 여인상들

징물을 뜻한다. ‘그리베다’에서는 남성의 정력을 표현하기 위해 ‘수소’라는 단
어를 종종 사용하였다. 따라서 수소를 풍요의 화신으로 간주한 것이 분명하
다. 수소가 번식력의 원천인 남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뿔은 넓은 의미에서
용기를 뜻하게 되었다.
중세 시대에 기사의 투구에 수소의 뿔을 달거나 남성 조각상에 뿔을 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V.V. 이바노프는 수소 형상과 신화에서 등장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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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여인과 동물 형상들(칼박–타쉬 1)

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수소 형상들이 신적인 존재임을
뜻하는 표식이 드러나 있거나 또는 감춰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대 히타이트
의 문서 속에도 신격화된 수소의 기록이 남아 있다(이바노프, 1987년, 203쪽).
종족 어머니–종족의 조상과 함께 남근이 달린 사람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형상은 양식화 되어 있고 또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형상은 어머니–종족 조상의 남편이다.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머리 형태는
한 그림 내에서는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람 형상들 대부
분을 금석병용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칼박–
타쉬 절벽에 여성과 남성 형상이 같이 그려진 장면들 중에 손을 양쪽으로 벌
리고 정면을 향해 서 있는 여자 형상이 눈에 띈다. 가슴을 몸통에서부터 옆으
로 뻗어 나오게 표현하였으며, 옷자락에 술이 달려있다. 큰 성기의 남성 형상
은 측면을 향해 서 있다. 그는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데, 화살은 여자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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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여인, 마차, 동물들(칼박–타쉬1)

하고 있다(그림 145).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
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 것들이 탁월하다(옥티야브리스카야·체레미
신, 1999년). 이와 같은 그림 속에서는 제3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는 활로

무장하고 있으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화살로 공격하고 있다. ‘불필요한 제
3의 인물’은 중심 인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 형상은 경쟁자와 경
쟁자가 선택한 여자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곤봉이나 전투용
도끼로 그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활을 쏘기도 한다. V.D. 쿠바레프는 이런 유
형의 그림들을 ‘사랑의 삼각관계’라고 불렀다.
그는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와 바위 표면에 그려진 회화들을 연구하면서
다음의 규칙을 발견하였다. 측면을 향해 있는 남자 형상은 정면을 향해 있는
여자 형상의 왼편에 있다. 게다가 카라콜 지역에서 발견한 바위 표면에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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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여인과 동물들(칼박–타쉬1)

그림 145 토템(종족의 조상, 어머니)

진 형상 가운데서 남자는 검은 색으로, 여자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등, 색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대립을 더 강조했다. V.D. 쿠바레프는 의미상 그리고 도
상해석학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유형의 주제는 주인공이 갖가지 난관
을 극복해가며 투쟁을 통해 약혼녀를 얻는 투르크족 영웅 서사시의 가장 오
래된 유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언급하였다.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을 쓴 ‘춤추는’ 사람 형상

1970년대 중반에는 예니세이 강의 사얀 협곡에서 발견한 암각화를 바탕으로
이른바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형상을 ‘춤추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얼
마 후 이런 유형의 사람 형상들이 사얀 알타이 여러 지역 암각화에서 적지 않
게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중앙아시아적 조형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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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그림들이 몽골과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특히 몽
골 알타이 지역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바가–오이고르강 분지와 차간–살라
강 분지에서 현재 180점 이상의 형상들이 발견되었으며, 쉬베트–하이르항
산맥 근처에 소재한 암각화 유적에서도 이 형상들이 260점이나 발견되었다.
2004~2005년 사이에 러시아–독일 고고학 공동 조사단은 바르수치 로그
쿠르간을 조사하였는데, 이 쿠르간은 하카스코–미누신스크 분지에 소재한
스키타이 시대의 무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에 속한다. 쿠르간의 울타리를
만들 때, 이 지역에서는 비전형적인 형상들이 그려진 돌을 재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중앙아시아 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 한 돌표면에는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궁수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이 형상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려진 형상들이 분포한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북쪽 지역에서 많이 나타
난다. 유사 사람 형상은 산양, 사슴, 멧돼지, 수소, 말, 큰 사슴 등을 사냥하고
있다. 창, 곤봉, 단검 등으로 무장한 몇몇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도 있다. 또한
청동기 시대의 전차에 타고 있거나, 거인과 신화적 맹수 등이 싸우는 장면 가
운데서도 나타난다.
칼박–타쉬 I 유적의 고대 성소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고, 이 앞에는 넓은
공터가 있는데, 이 바위에도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사람 형상이 여섯
점이나 그려져 있다. 이 사람 형상은 같은 양식으로 그려져 있어 서로 거의
비슷하다. 이들의 몸통은 정면을 향해 있고, 한 손은 엉덩이 위에 얹고 있으
며, 어깨가 넓은 남자들이다. 또 다리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종아리가 두
껍다.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 이외에 이들이 지닌 독특한 상징물로는 둥근 주
머니 혹은 허리 부근에 매단 소꼬리 등을 들 수 있다(그림 146~149)
사람들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 열을 지어 오른쪽으로 움
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있는 남자 형상도 보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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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환상의 동물과 버섯 모양 머리에 꼬리가 달린 사람 형상들(칼박–타쉬 1)

그림 147 버섯 모양 머리에 꼬리가 달린 사람과 동물(146의 부분)

그림 148	버섯 모양 머리를 한 사람 형상
(14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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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 146의 도면

는 고대의 제례 때 추는 원무를 표현한 것이다. 바위에는 원을 그리며 둥글게
움직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행렬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순환
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낮에는 지평선을 따라, 밤에는 땅 아래로 사라
지는 태양의 움직임을 각각 표현한 것이다.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크게 그려졌다. 크고 환상적인 괴물이 바로 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괴물은 육중한 몸통,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얼굴, 큰
눈, 둥근 귀,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발, 줄무늬가 있는 긴 꼬리 등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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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괴물은 바위의 가운데서 약간 위에 그려져 있는데, 벌린 입은 버섯
모양의 모자를 쓴 ‘중심’ 형상의 머리를 향하고 있다. 괴물은 사람을 덮치려
고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유사 사람 형상들 아래에는 길을 표시
한 것으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선 위에는 그리 크지 않
은 사슴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뒤를 개가 뒤따르고 있다. 선의 아래 부
분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있다. 그중에는 수소, 사슴, 산양, 양, 말 등의
형상이 있으며, 그와 더불어 유사 사람 형상과 마차도 보인다.
지금은 사라진 신비한 광대버섯 사람과 모든 것을 빨아먹는 괴물 신화가
칼박–타쉬 암각화의 주요 주제이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는 추
적자 형상은 지역별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서부 시베리아의 암각화 속에는
곰과 유사한 생명체의 형상으로, 동부 시베리아의 암각화 유적에서는 용과
비슷한 생명체로 각각 표현되었다. 이들은 화석 도마뱀처럼 긴 몸통과 짧은
다리, 등을 따라 톱니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그러나 오직 칼박–타쉬 I 암각
화 속에는 모든 것을 흡입하는 괴물과 버섯 모양의 머리장식을 쓴 사람 형상
이 같이 등장한다.
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환각 성분이 있는 버섯을 숭배
하였는데, 이 지역의 고대 화가들은 바위에 사람과 독버섯의 특징을 혼합하
여 환상적인 존재를 그렸다. 버섯 모양의 머리장식을 한 유사 사람 형상, 활
력이 넘치는 특이한 포즈의 유사 사람 형상, 격렬한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
고 빠르게 달리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달리면서 점프하는 것 같은 유사 사
람 형상이 사하라의 타실리 암각화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들 각각은 한 손에 버섯을 들고 있으며, 사람의 발에서 뒷머리까지 2개
의 점선이 이어져 있다. 이 바위그림은 사하라의 신석기 시대 문화(프랑스 인
종지학자인 A. 로트에 따르면 ‘둥근 머리 인종의 시기’, 기원전 5천 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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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인디언인 마야족에게는 사람과 유사한 버섯 모양의 석상이 있
으며, 또한 의례에 사용된 버섯의 머리 부분을 기술한 문헌들도 남아 있다.
불가리아 전설 가운데는 최초의 버섯들이 대홍수 이후 땅이 되살아나면서 등
장하는데, 남성과 여성 버섯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신비한 체험과 관련된 의식은 고대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였다.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이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환각을
유발하는 광대버섯을 먹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시베리아의 원주민들은
광대버섯을 사람과 독버섯의 특징이 합성된 환상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한
트족은 광대버섯이 의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속에 ‘특별
한 신’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케트족의 전설에는 버섯을 숲 속에
있는 아주 쇠약한 남근으로 설명한다. 코랴크족의 신화에서는 광대버섯이 원
래 여성이었는데, 남편에게 모욕을 당하고 버섯으로 변하여 자식을 데리고
지하로 떠났다고 한다. 니브흐족에게는 타이가의 오솔길에서 사람 모습의 광
대버섯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선사 시대에는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
들이 신화적인 조상, 버섯–사람, 사냥꾼과 무사들을 버섯 모양 머리를 한 사
람으로 바위에 그렸을 수도 있다. 시베리아의 원주민들 사이에는 샤먼 외에
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예언자, 약사, 대장장이, 예견자, 구
연가 등이 있다. 알타이 지역의 바위에 그려진 버섯 모양 모자의 신화적인 인
물이 바로 샤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들의 표현일 수도 있다.
칼박–타쉬 I 암각화 속의 중심부에는 내용상 중심부에 그려진 형상들과
상관이 없는 형상도 몇 점 있다. 바위의 위쪽 왼편에는 전통적인 물건인 주머
니 또는 꼬리가 달려있고, 또 버섯 모양 머리장식을 한 사람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이 형상들의 다리는 구부러져 있고, 한 손은 허리에, 다른 한 손은 지팡
이를 잡고 있다. 어떤 지팡이의 끝부분에는 뿔 장식이 있으며, 이 지팡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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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는 깃발이 달려있다.
칼박–타쉬 암각화와 인접한 곳에 있는 바위에는 알타이 지역의 다른 암
각화 유적에서와 같이 활, 창, 투창, 곤봉으로 무장한 사람 형상들이 많이 그
려져 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은 고대의 무사들뿐만 아니라 샤먼이 의식을 거
행할 때에도 사용하였던 것이다(그림 153). 이것들은 투르크의 구비문학에서
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며, 신이나 정령을 묘사할 때도 함께 그렸다.
알타이의 영웅서사시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아홉 개의 비탈이 있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알타이의 주인인 칭송 받는 선인이 내려 왔다네
왼손에는 붉은 구리 지팡이를
오른 손에는 노란 구리 지팡이를 들고 있네
(마아다이–카라, 1973년, 291쪽)

텔레우트 족의 샤먼 신화 속의 한 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붉은 수소를 타고 다니는 신은
붉은 뿔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푸른 수소를 타고 다니는 신은
푸른 뿔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푼크, 1997년, 62쪽).

카라콜 유적에서 발견한 수소머리의 유사 사람 형상은 팔이 하나뿐인데,
손으로는 무언가의 물건을 쥐고 넓은 보폭으로 걷거나 뛰는 모습이다. 이 형
상은 카라콜 유적의 어딘가로 향해 달려가는 팔 하나에 ‘양 모양 머리’의 존
재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형상의 근처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둥근 물건이
그려져있다. 카라콜 암각화 유적에서 발견된 사람 형상은 움직이는 모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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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다리는 벌리고 또 발은 들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 장식’은 아마도
신성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팔이
하나 있으며, 손에 둥근 물건을 쥐고
있거나 손 옆에 둥근 물건이 놓여 있다
(그림 150).

이 물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
해 답하기는 어렵다. 예니세이 강 중류
의 오쿠네보 문화기 무덤 부장품 가운
데서 흰 돌로 만든 공이 나왔는데, 그
그림 150 유사 사람 형상들(카라콜)

것은 대리석으로 추정된다. 이 공의 직
경은 2~6cm 정도인데, 중간에는 주로 구멍이 뚫려 있다. 간혹 구멍이 없는
것도 있다. 바위구멍은 움직이는 듯한 유사 사람 형상 옆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무덤부장품 가운데서 나온 공과 유사한, 실제로 존재한 신성
한 물건인 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타이 지역의 암각화 가운데서
‘팔이 하나인’ 유사 사람 형상의 주먹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공이 있었을 수
도 있다.
이것은 투척용 물건일 수도 있는데, 전투용이 아니라 의식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돌로 만든 공은 서부 시베리아 지역에 형성된 청동기 시대의 사무시
문화와 크로토보 문화기의 유적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회암이나 대리석
으로 갈아서 만든 지팡이 머리 장식은 남부 우랄 지역의 신타쉬타 강 유역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랄 지역의 마그니토고르스크 시 근처의 말로크이즐스코
에 마을에 있는 청동기 시대의 쿠르간 가운데 한 곳에서 크리스탈로 만든 공
모양의 지팡이 머리장식이 발견되었다. 불을 비추면 이 공은 빛을 머금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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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남자 형상들(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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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소(칼박–타쉬 1)

짝거린다. 연구자들은 이 지팡이를 신성한 물건으로 결론지었다.
민족지학적 자료에 따르면, 입무식入巫式 때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돌이
있다고 한다. 밝고 붉은색의 돌은 ‘여성’을, 투명하고 짙푸른색의 돌은 ‘남성’
의 돌로 여겼다. 갓 샤먼이 된 사람은 의례를 행하는 동안에 ‘성스러운’ 땅에
서 ‘마력을 지닌 물건’을 찾거나, 혹은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의 형태와 빛깔이 독특하다는 점이다. 샤먼은 ‘마력을 지닌 크리스탈’의
도움으로 날씨를 바꾸고, 병을 고쳤다. 이 돌은 용도에 따라 ‘비의 돌’, 또는
‘치유의 돌’이라 불렸다.
입무식을 행할 때 성스러운 장소에서 신비로운 물건을 획득할 수도 있다.
원주민들은 특이한 상황 속에서 습득한 돌도 신성하다고 여겼다. V.V. 라들
로프는 대대로 날씨를 변경하는 능력을 물려받은 가계가 있다고 언급하였
다. ‘날씨를 변경하는 주술사들 가운데 몇 명은 매우 유명하다.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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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를, 날씨를 조정하는 힘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태양
이 얼굴 바로 앞에서 빛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비가 등 뒤에서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날씨를 바꾸는 마술을 할 때에는 ‘날씨 돌йада таш’을 사용하였다. 내가
보았던 돌은 천연 크리스탈이었다’라고 라들로프는 글을 맺었다.

비현실적인 환상의 동물 그림

환상적인 동물을 그릴 때는 주로 그 동물의 신체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합성하
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면 뿔이 많거나 귀가 여러 개인 동물 형상이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변신이 가능한 환상적인 동물들에 대
한 관념은 사얀–알타이 지역 거주 민족들의 신화와 영웅 서사시 속에 반영
되어 있는데, 바위그림 속에 구현된 형상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이들은 청
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바위에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뿔이 달린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은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그림 71·73).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 모양의 뿔이 달린 발굽 있는 동물 형상
이 유명한데, 이 동물의 뿔 끝부분에는 광선이 뻗어 나오는 원이 그려져 있는
데, 그것은 태양을 상징한다. 알타이 족의 영웅 전설 속에는 여성 용사의 말
이 에를리크가 보낸 사자使者와 결투를 하기 위해 밤색 털의 수소로 변하였으
며, 이 수소의 머리에는 60개의 곁가지가 나 있는 뿔이 두 개 있다고 한다. 뿔
은 마치 나무 기둥에 가지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 사상과 관련이 있다.
현실 가운데서는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는 매우 기묘한 형태의 뿔을 가진
동물 형상도 그려져 있다. 가끔 이 뿔들은 샤먼의 세계수와 동일한 의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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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연상시키는데,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사고 체계에서는 샤먼은 이 계단을
이용하여 천계로 올라간다. 알타이 투바족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도입부에
는 신화적 시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낙타의 꼬리가 땅에 끌렸던,
그리고 산양의 뿔이 하늘에 닿았던
그 옛날(알타이 지역 투바족 이야기와 전설, 1994년, 154쪽).

알타이족의 구비문학 가운데서도 비현실적인 형상들이 등장한다. 이는 지
하세계의 존재나 신성한 하늘의 기운을 의인화한 것으로, 마력을 지닌 존재
이다. 알타이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지하 왕국의 주인인 에를리크는 뱀들
이 휘감겨 있는 사람 뼈로 만든 길다란 지팡이와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술잔
등 공포를 야기하는 상징물을 지니고 있으며, 열 개의 뿔이 달린 검은 수소를
타고 다닌다. 알타이의 영웅 전설인 ‘마아다이–카라’에서는 귀가 네 개이고
발이 빠른 요술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말은 변하
여 포로로 잡힌 늙은 주인공 마아다이–카라를 도와주었다.

비밀스러운 개울에서
알타이로 와
암말은 물을 마시네
그때 암말은
머리에 뿔 네 개가 달린
푸른색의 어린 암소로 변하였네(알타이 영웅 전설, 1983년, 49쪽).

이 뿔이 네 개 달린 암소는 바위 밑 풀밭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귀가 네 개
인 숫송아지, 뿔이 네 개인 숫송아지’를 데리고 왔다. 이 요술 암소의 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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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버섯 모양 머리에 꼬리가 달린 사람 형상과
동물(칼박–타쉬 1)

그림 155	버섯 모양 머리에 꼬리가 달린 사람(154의
부분)

그림 156 사냥(얄로만)

그림 157 사슴(칼박–타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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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마아다이–카라의 아들인 코
규데이가 알타이 땅의 주인으로
자라게 되었다. 후에 코규데이는
독수리로 변하고, 그의 말은 늑대
로 변하여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
러고 나서 코규데이는 40개의 뿔
을 가진 큰 사슴으로, 말은 30개의
뿔을 가진 큰 사슴으로 변하였다.
마지막에 그들은 천상의 송아지를
만나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림 158 사냥(엘란가쉬)

큰 사슴이 순식간에
훌륭한 말로 변하였네
그 뒤를 이어 다른 사슴이
코규데이로 변하였네(알타이 영웅 전설, 1983년, 114쪽).

이 전설의 변이형에서는 젊은 용사가 70개의 가지가 난 뿔을 지닌 털 많은
검은 사슴으로 변하고, 코규데이의 말은 가지가 90개인 뿔이 달린 검은 사슴
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변신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하세계의 주
인인 에를리크의 최고 사수들이 코규데이를 포로로 붙잡아 지하왕국에 두었
다. 주인을 구출하기 위해 말은 날개가 넷 달린 검은 독수리로 변하여 주인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치유의 샘으로 데리고 갔다. 여자 용사 오치–발라는 괴
물로부터 도망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자신의 말의 충고에 따라 날개가 아홉
개 달린 독수리로 변하였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야 그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 왔다(알타이 영웅전설, 1983년,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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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버섯 모양 머리에 꼬리가 달린 사람과 산양(칼
박–타쉬 1)

그림 160 그림 159의 도면

그러나 뿔이 많이 달린 동물들만이 바위에 새겨진 것은 아니다. 고대 화가
는 다리가 세 개, 다섯 개, 또는 이보다 더 많은 동물들을 그리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상들을 의미론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다리
가 많은 동물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리를 많이 그린 것이다. 쇼레츠족의 ‘카
라 카안’ 전설 가운데는 세 개의 귀를 가진, 다른 말들보다 훨씬 뛰어난 말이
황금 말뚝 옆에 서 있다고 한다.
바위그림 속에는 간간히 날개 달린 말 형상들이 그려져 있다. 알타이의 울
란드리크 강변에 위치한 쿠르간에는 등에 독특한 구멍이 뚫린 말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구멍은 아마도 날개를 끼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스
키타이 양식으로 그린 날개 달린 천마 형상이 산지 알타이의 암각화 가운데
서도 보인다(쿠바레프, 1979년, 78쪽, 그림 참조). ‘말은 날개’라는 알타이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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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버섯 모양 머리의 사람 형상과 산양(엘란가
쉬)

그림 162 버섯 모양 머리의 사람 형상과 산양(엘란가쉬)

그림 163 동물들(칼박–타쉬 1)

그림 164 마차(칼박–타쉬 1)

그림 165 동물들(칼박–타쉬 1)

그림 166 동물들(칼박–타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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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알타이의 서사시 가운데서 날개 달린 망아지는
주인공의 신비한 조력자이다. 날개 달린 망아지는 식인 델베겐에게 쫓기는
아이들을 구해준다. 하카스족의 영웅 서사시 ‘알트인–아르이그’에서도 말은
조력자 역할을 한다.

수소–생산자

사얀–알타이 민족들의 신앙에 따르면, ‘수소–생산자’는 선과 안녕을 상징
하는데, 수소 형상은 샤먼의 위엄과 위력을 구현한 것이다. 굿을 할 때 샤먼
은 새와 짐승의 소리를 흉내냈다. 샤먼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수소의
울부짖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였다. 민속학적 자료와 서사시를 바탕으로 고
대의 의례 속 의식을 위한 소싸움에 관하여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대립하는 초인적인 힘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암각화 속에는 적을 향해 뿔을 들이대고 있는 수소나 서로 뿔을 맞대고 서
있는 수소 형상들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변신한 샤먼이나 샤먼을 도와주는
혼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샤먼과 그에 대적하는 존재 사이의 싸움을 이르
는 말로, 야쿠트인 구연자는 ‘하르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뿔로
들이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뿔이 있는 동물들 사이의 싸움에서
만 이 말이 사용된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 서사시 속에는 보통 색이 다른 두 마리의 수소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 소들은 영웅과 그 적의 수호신
인데, 수소의 형상으로 적과 싸우는 주제를 형상화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알타이의 전설 속에는 알타이의 주인인 검은색 소와 바다의 주인인 회색
소 사이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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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의 거대한 소들이
두 개의 산 정상에서
서로 대치하여 서 있네
뿔과 뿔이 부딪쳤다네
뿔에서 불길이 일고
이마에서는 불꽃이 튀었네
7년 동안 소들은 뿔로 들이 받아 싸웠는데
그들 중 누구도 그 장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네
(말츠이–메르겐, 1974년, 49쪽)

샤먼의 전설, 중앙아시아 서사시적 이야기, 그리고 근래 어린이들의 놀이
에서도 고대의 소 숭배와 소를 이용한 의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 기원
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사슴 형상

시간상 소 형상이 중앙아시아와 내
륙아시아의 바위그림과 이데올로기
적 관념 가운데서 우위를 나타낸 시
기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 사슴
돌이 나타난 시기이다. 그리고 신화
와 암각화 가운데 사슴 형상이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시기보다 이

그림 167 사슴(엘란가쉬)

르다. 알타이와 몽골의 바위에는 여
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뿔을 가진, 사슴과 비슷한 소 형상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이전의 숭배 대상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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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뿔에 가지를 추가하여 사슴뿔을 상
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신화적 모티프

다른 세계로의 이동 주제는 신화적 모티프 가운데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다. 여러 민족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사슴이 끄는 마차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른 세계로 떠난다고 생각하였다. 죽음의 세계로 가려면 물, 즉 강이나 바
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암각화 속에는 배나 다른
수상기구가 많이 그려져 있다.
카렐리야와 추코트카 등지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톰 강, 예니세이 강, 앙가라 강, 레나 강, 올료크마 강, 셀렌가 강, 아무르 강
등지에서도 이런 암각화들이 발견되었다. 배는 매우 도식적으로 그려졌는데,
주로 가로선으로 표현하였다. 가끔은 선의 양 끝부분이 곡선을 그리면서 위
로 향하게 함으로써 배를 표현하기도 했다.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짧은 세
로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선의 윗부분을 굵게 표시한 것도 간혹 보이는데, 이
는 노를 젓는 사람들의 머리를 표현한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신화를 살펴보면,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마차도 배처럼
죽음의 세계로 갈 때 이용되었다(그림 168~170). 청동기 시대의 여명기에는
기술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근동의 어딘가에서, 또는 여러 지역에
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독자적으로 발명하였는데, 처
음에는 수레를, 그 다음에는 마차를 발명하였다. 수레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
람들이 짐이나 무거운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시켰다.
동물이 끄는 수레와 같은 신기술이 발생하기에 앞서 바퀴가 발명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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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마차와 동물들(엘란가쉬)

며, 또한 동물들을 가축화하여 노동력으로 이용하였다. 초기의 수레는 무겁
고 날렵하지 않았으며 통바퀴였다. 수레는 천천히 움직였는데, 보통은 수소
가 끌었다. 나중에 청동기 시대 발전기에서는 기동성 있고 날렵한 마차가 발
명되는데, 이 마차의 바퀴에는 살이 설치되어 있다. 이 마차에는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말을 매었다.
마차 형상은 최근에 유라시아 대륙의 바위그림 가운데서 많이 발견되었는
데, 이 형상들은 현재 수백 점에 이른다. 이 형상 가운데서 바퀴가 달린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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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마차와 동물들(엘란가쉬)

수단의 구조적 특징과 마구의 부속품들 사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와 같은 형상이 그려진 바위그림은 일종의 마차 ‘설계도’인 셈이다. 이와 같은
바위그림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왜냐하면 수레와 마차가 그려진 암각화
유적 근처에서는 바퀴가 있는 수레의 잔흔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속학자들이 증명하듯이, 길이라는 주제는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인 세계관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개개의 사람들은 생명의 길과 같은
자신만의 길이 있다. … 이처럼 죽은 이들도 공동체의 길과는 분리된 자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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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마차와 동물들(엘란가쉬)

의 길을 가야 한다’ (솔로마티나, 1993년, 45·46쪽). 쇼레츠족의 샤먼은 죽은 사
람의 영혼에게 ‘이름과 자신의 길을 말하라’라고 함으로써 그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
길은 이름과 함께 영웅의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을 특징짓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자신의 이름과 길을 말해라.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
냐?’ 이 문구는 사얀–알타이 민족들의 서사적 이야기에 등장하며, 주로 용
사에게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이다. 길을 모티프로 여러 형상들이 함께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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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위그림들이 있는데, 길을 따라 움직이는 야생 동물 행렬 그림, 야생 동
물뿐만 아니라 마차와 짐을 싣고 소가 길을 따라 걷거나 길 주변에 있는 그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간혹 이와 같은 그림 옆에는 말굽 자국과 화살 자국이 보인다. 아주 가끔
닫힌 형태의 선으로 그린 화살표(⇨) 모양의 길도 보인다. 사얀–알타이와 몽
골의 바위그림 속에는 길을 표현한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따라 마차 또는 마
차로 추정되는 물체, 그리고 짐을 나르는 소가 이동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야생동물 근처에는 발굽 모양의 기호와 방향을 가
리키는 화살표가 밀집해 있다. 이 모든 형상들이 하나의 그림 속에 그려져 있
다기 보다는 주로 몇 가지 형상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알타이 거주 민족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죽은 사람은 흔적을 남기
지 않는다. 죽은 지 40일이 지나면 죽은 사람은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
며, 40일 이전에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있었던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목소리도 낼 수
있다. 사람들이 얘기하길 ‘나는 풀밭을 걸어 다녔는데 흔적이 없더라고.
땅을 밟고 걸었는데도 발자국이 없어. 혼란스럽더라. 내가 죽었나?’ (바
티야노바, 1995년, 57쪽).

투르크족과 몽골족들의 영웅 서사시 속에는 종종 거대한 발자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자국은 용사가 타고 다니는 말발굽의 자국이다.
N.K. 레리흐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은 고대 아시아의 대大 영웅
인 게세르–한의 말에 대해 들었으며, 심지어 티베트의 바위 가운데서 그 말
의 편자 자국을 보았다. … 흰 말의 보폭은 중국의 대륙 크기만큼 넓다’고 하
였다(레리흐, 1995년,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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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시베리아 거주 투르크 인들의 서사시 속에서도 용사의 말발굽에 대
한 노래가 있다. 용사의 말은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이 자국은 심지어 바
위에도 남아 있다. 전설에 의하면 하라 다그 산맥의 북쪽에는 사르다크반의
말발굽 자국이 있는데, 유르타 하나를 치는 데 필요한 크기의 홈을 남겼다.
‘사람들은 아크 살라(흰 골짜기) 쪽에는 사르다크반의 말발굽 자국이 있고, 발
굽 하나가 부락 한 개의 크기에 이를 정도다’고 말한다(알타이 지역의 투빈족
이야기와 전설, 1994년, 282쪽).

여전사 오츠이–발라에 대한 알타이 거주 민족의 영웅 서사시 속에도 그
녀의 용맹한 말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산에서는 말발굽 아래로
불꽃이 일고
초원에서는 빠른 속도로 인해
호수들이 생겼다 (알타이의 영웅 전설, 1983년, 204쪽).

오늘날까지도 알타이의 투바족 문화 영웅인 사르다크반에 대한 전설이 전
해진다. 사르다크반은 사물, 자연, 우주를 창조하고, 중요한 지형과 암각화를
그리는 등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업적을 남겼다. ‘사르다크반이 바위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의 형상들을 그렸다. 이 바위그림 속에는 늑대, 사슴, 산지에
사는 야생 양, 큰 뿔이 달린 야생 양 등 그가 살던 시기의 짐승들이 표현되어
있다’ (알타이 지역의 투빈족 이야기와 전설, 1994년,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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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머니즘

알타이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의 신앙은 역사적으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샤머니즘 같은 원시종교의 기원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샤머니즘의 기원에 대해 말해줄 연결고리들이 없기 때문에 전
문가들은 샤머니즘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그 필수적인 요소들이 언제 생겨나
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해답을 정확하게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지 바위그림 속 형상들을 통해 신앙 체계로서의 샤머니즘은 기원전
2,000~3,000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뿐이다. 바위그림 가운데 몇 개
의 형상만이 샤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 문화에서도 샤머니즘적
인 요소들이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알타이 지역의 바위그림 유적들 가
운데는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조형 모티프들이 남아
있다. 암각화와 암채화는 샤먼의 무복 구성 요소와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무복의 구성 요소는 샤먼의 상징물로서 인류학 시대에 이미 알려졌다.
전통 사회에서 샤먼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신들이
샤먼을 직접 선택한 사람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선조가 샤먼이었던 사
람들을 ‘진짜’ 샤먼으로 여겼으며, 가장 ‘강한’ 샤먼으로 생각했다. 투바족의
민간신앙에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조상이나 실제로 존재했던 조상들을 샤먼
의 수호자로 여겼다(지야코노바, 1975년, 47쪽).
A.M. 사갈라예프와 I.V. 오크탸브리스카야는 ‘샤먼은 저 세상과 친밀하기
때문에 실제 조상과 신들을 구분하기 애매하거나 혹은 이 구분이 중요하지
않는 태고 시대로 무언가를 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
였다’고 하였다(1990년,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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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의 조상신은 샤먼의 머리장식에 있는 얼굴 형상 가운데 깃들어 있다.
‘과장하지 않고 얘기하자면, 사얀–알타이의 신들은 대부분 조상들이다. …
오직 혈연 관계에 있는 존재들만이 믿을 수 있고 실제적이며 확실하다. 가족
과 그 가족의 윗대 영혼들은 이승과 저승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친인
척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살
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칭한다’ (1990년, 38쪽). 샤먼은
조상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 수호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속한 사회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샤먼의 뼈는 그의 특별한 능력을 물질로 구체화한 것으로, 윗대 조상과의
관계를 구현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샤먼이 능력을 받기 이전에는 무병을 앓
거나 일련의 시련을 겪는데, 그것은 샤먼이 될 후보자가 그의 소명에 적합한
지를 신들이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샤먼의 특별한 능력을 물질로
구현한 상징물이 바로 샤먼의 뼈인데, 신들은 예비 샤먼의 가죽을 벗기고 철
로 만든 갈고리로 살을 찢어 뼈대를 꺼내서 새롭게 재조립한다.
몸이 찢기는 고통은 신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거쳐야만 하는 시련일 뿐
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몸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이
해된다. 입무入巫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신들은 샤먼 후보자의 몸을 찢어서, 뼈
와 살을 발라내고, 이 살을 서로 나누거나 모든 길에 뿌린다. 신들은 특별한
샤먼의 뼈를 찾기 위해 몸에서 분리된 뼈를 면밀히 검사하는데, 이 뼈에서는
다시 살이 생성된다.
만약에 뼈를 검사해서 이 후보자가 샤먼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명되면
그는 신비한 죽음의 체험을 견뎌내고 샤먼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고
통스러운데, 이에 앞서 고통스러운 전조 단계가 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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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으로부터 굿을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 무병을 앓는다. 그
의 몸은 ‘죽은 듯이’ 누워있고, 그의 혼은 몸에 가해지는 고통을 모두 느낀다.
신은 철로 만든 갈고리로 후보자의 몸을 찢고, 그의 영혼은 중요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만약에 입문자가 성공적으로 시련을 이
겨내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조력신과 함께 강인한 정
신력도 얻게 된다. 신체 ‘절단’이라는 신화적 모티프의 기원은 암면에 그려진
유사 사람 형상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모티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사시와 설화의 주제로 변하게 되었다.
나중에 신화 속의 신체 절단이라는 모티프는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신체
가 절단되는 대상이 샤먼이 아니라 신이나 주인공이다. 재생의 증표로서 뼈
와 관련된 고대의 다양한 모티프는 설화 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설화
에서는 보관하고 있던 뼈에서 어떻게 살해당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지에 대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남부 시베리아의 투르크 인들에게는 ‘뼈’와 자신의 가문을 동일시하는 독
특한 관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사람, 조상으로부터 남은 것
이 뼈이며, 그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이
기 때문이다(사갈라예프·오크티야브리스카야, 1990년, 39쪽). 샤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죽은 사람들의 세계 사이의 중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을 서
로 연결해 줄 수 있는데, 그는 자기 신체 중 가장 단단한 부분을 사용하여 자
신의 소임을 다한다.
바위그림에 나타난 늑골과 척추, 그리고 가슴이 표현된 사람 형상들은 샤
먼의 능력 획득 및 샤먼의 특별한 뼈를 찾기 위한 신들의 절단 의식 주제 등
과 관련이 있다. 이런 그림들은 뢴트겐 양식(X–ray)으로 그린 것이다. 이와
유사한 그림들은 알타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데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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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E.·데블레트 M., 2005·2011년).

샤먼의 뼈가 지니는 특별한 능력에 관한 모티프는 다른 세상에 거주하는
존재들에 대한 관념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죽은 이를 종종 불완전성이나
뼈 구조의 독특함으로 구분 짓는데, ‘그 어떤 비정상적인 특성이든지 간에 그
것은 인간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며, 크든 작든 표준에서 벗어난 것임을 뜻한
다’ (리보바, 1989년, 64쪽). 다른 세상의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은 샤먼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으며, 이것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샤먼 속에 내재하게 된다.
이런 관념은 실을 꼬아서 만든 장식용 술, 어깨에 걸쳐 입는 리본이 많이
달린 옷, 두개골 모양의 가슴장식이 있는 옷, 드리개 등 샤먼의 무복 구성요
소들 가운데도 나타난다. 뿔이 달린 머리 장식이나 이마에 매는 끈은 포괄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D. 프로코피에바는 샤먼의 무복에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니는 구성 요소를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새
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그룹은 샤먼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짐승과 새,
그들의 혼, 그리고 샤먼의 수호신 등을 상징하는 동물과 인간을 표현한 것으
로서, 동물들 중에서는 사슴과 큰 사슴 형상이 주를 이룬다. 세 번째 그룹은
태양, 땅, 달, 별, 지하 세계로 가는 문 모양의 구성요소이다. 네 번째 그룹은
가장 나중에 형성된 것으로, 철제 소형 무기, 연장, 샤먼의 이동 수단 등이다
(1971, с. 6).

시베리아 거주 민족들 모두가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 무복을 갖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무복은 변하게 되는데, 초보 샤먼은 단지 몇 가
지 요소만 갖추고 있고, ‘숙련된’ 샤먼은 모든 종류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바위그림 속에 나타나는 유사 사람 형상은 세세하게 묘사되었다. 이 형상
은 정면을 향해 있으며, 기도를 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손을 양 옆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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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리고 있다. 손 아래에는 선이나 돌기가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샤먼의 무복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형상은 주로 산지 알
타이의 암각화 가운데서 발견되며, 몽골 알타이와 중부 예니세이에서도 나타
난다.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 속에 그려진 유사 사람 형상이 입고 있는 특이한 무
복이 관심을 끄는데, 이 무복은 천을 잘라서 만든 긴 띠와 드리개를 소매에
꿰매어 단 실제 샤먼의 무복과 일치한다. 샤먼의 무복에서 보이는 조류의 특
성은 인간의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연결해 주고 다른 세계, 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샤먼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무복과 북에 달린 드리개는 샤먼을 천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새에 비유하기
위해 달아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의식용 무복의 소매나 북 안쪽에 설치한 십
자형으로 이은 두 개의 막대에 매단 끈은 뱀을 상징한 것일 수도 있다. 뱀은
샤먼과 지하세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뱀은 예로부터 샤먼이
자신의 능력을 받을 때 관여하는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뱀을 상징
하는 물건이나 뱀 형상은 샤먼의 상징물이 되었으며, 샤먼의 무복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아마도 이런 방법을 통해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
결하는 샤먼의 능력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바위에 표현된 형상들 중 샤먼이 등장하기 이전의 그림과 샤먼이 등장한
후의 그림들 사이의 연대적 경계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알타이의 암각화
와 암채화에서, 그리고 남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인접한 지역에 형성된
바위그림 속에는 유사 사람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형상을 샤먼과 관련된
그림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이 형상들 속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데, 이것들은 나중에 샤먼의 무복과 상징물에 구현되었다. 알타이의 암각화
속에,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무덤 돌 가운데 그려진 형상 중에는 연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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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 무복의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데, 나중
에 이 구성요소들은 샤먼의 무복에서도 보인다.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여러 민족이 같은 장소의 바위에만 그림을
그렸다. 이와 같은 곳은 조상이나 신들의 거주 공간이거나 활동하는 무대, 영
웅의 혼이 깃든 곳, 특별히 신성시되는 지형물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있는
암각화나 암채화는 이 바위의 신성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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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사에서 ‘알타이Altai’라는 말이 지금처럼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
렸던 시절이 있었을까? 20세기 후반부터 최근 몇 년 동안 ‘알타이’라는 말
은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는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
에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그에 따라서 북방, 더 나아
가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민 문화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로 급부상하였
다. 소련의 붕괴와 때를 같이 하면서 개최되었던 ‘스키타이 황금전’ (1991년)
이나 ‘알타이 문명전’ (1995년) 등은 그동안 터부시되어 수수께끼로 남아있
던 북방 혹은 중앙유라시아의 선사 및 고대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뜻밖에
도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
었다.
우리나라에서 ‘알타이’라는 말을 가장 일찍 그리고 빈번하게 차용하여 쓴
것은 국어 학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말이 알타이어계의 일파일 것이
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의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1 를
비롯하여 러시아의 E.D. 폴리바노프E.D.Polivanov, 핀란드의 언어학자 G.J.
람스테트G.J.Ramstedt 그리고 포페N.Poppe 등 해외의 학자들이 20세기 초반
에 제기하였다.
이들 가운데서도 특히 G.J. 람스테트는 어원적語源的·비교언어학적 관
점에서 음운音韻 대응 및 문법구조의 분석 등을 통하여 한국어 속에 보이는

1

白鳥庫吉은 한국어가 스키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이해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바꿔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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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모음제, 후설모음, 어휘, 문법 등이 알타이 제어諸語2 와 유사한 점을 띠고 있
다고 보고, 우리말을 알타이어와 연결시켰다.3 오늘날에 와서는 G.J. 람스테
트 등의 주장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한국
어는 ‘우랄–알타이어계’ 가운데서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시각이 국내외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더욱이 인류학 및 민족학 그리고 신화학
등의 견지에서 볼 때 알타이의 민족과 그 문화소는 우리 민족의 시원문화와
여러 분야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1990년 이후, 그동안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하여 통제되었던 북방의 여
러 나라들에 대한 여행이 자유로워졌고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과 민
족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 유럽이
나 구소련, 미국 등지에서 간행된 도서나 전시 도록 등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파악하였던 이들 지역의 문화상, 즉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과 그들이
누렸던 정신문화 및 물질문명의 세계를 이제는 언어, 민속, 종교 그리고 고고
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그로 인하여 이들 지역과 그 속의 사람,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도
서와 다큐멘터리 필름 등이 발간·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유라시아와 그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는 다른 이방의 문화로 낯설게 다가오거나 반
대로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할 수 없는 친족 내지는 이웃으로 재인식되기에 이
르렀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이들 지역의 민족과 언어 그리고 풍습 등이 우
리와 세계 어느 민족의 그것들 보다도 더 깊은 친연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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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르크, 몽골 그리고 만주–퉁구스계 등의 언어를 이르는 것이다.

3

이숭녕(1955), 「람스테트 박사와 그의 업적」, 『음운론연구』, 민중서관, 114~142쪽.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역사적 연원을 재규명하였다. 일부에서는 양자 사이를 보다 가까운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들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들 지역의 국가 및
지식인들과 전 방위적으로 개최하였던 각종 포럼과 학술회의, 전문가 교환
연구, 공동 조사 등이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 지역과의 교류 확대에 일
정 부분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알타이’라는 말이 지닌 역사문화사적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알타이의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켜켜
이 쌓여 있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세계를 검토하면서, 한국민족문화와의
상관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대 문화 중 북방 알타이 지역과의 관련
성을 각종 유물과 고분벽화 속 도상자료 등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 우리 문화
와의 상관성을 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알타이의 시공간적 특성
알타이는 러시아의 산지 알타이Gorno–Altai와 카자흐스탄 동남부, 몽골 서남
부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신장新疆에 이르는 총 연장 1,600km의 거대한 산
맥을 일컫는 말이다. 이 산맥의 서북쪽 끝은 러시아의 산지 알타이 지역을 거
쳐 서시베리아의 저지대에 잇닿아 있는데, 이를 ‘러시아 알타이’라 한다. 또
한 몽골의 고비 사막을 향해 동남쪽으로 뻗어 있는 산맥을 ‘몽골 알타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몽골 알타이와 ‘고비 알타이’로 구분하여 부르
기도 한다.
이 산맥의 최고봉은 산지 알타이에 있는 벨루하Belukha 봉인데, 그 높이는
해발 4,506m에 이른다. 또한 몽골 알타이에 있는 타븐 보그드 산Tavan Bo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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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타이 지역 지도

uul의

후이틍Khuten 봉도 그 높이가 해발 4,370m에 이른다. 그 밖에도 해발

4,000m 급의 고봉들이 이 산맥의 중간 중간에 솟아 있는데, 이들 봉우리에는
만년설과 빙하가 뒤덮여 있다. 알타이의 만년설과 빙하는 녹아서 실개천을 만
들고, 그것들이 모여서 카툰, 비야 등의 계곡과 강을 이루며, 다시 그것들은
이르티슈와 오비 등 거대한 강들과 합류하여 북극으로 흘러간다.
몽골 알타이 지역에는 타누Tanne Ola와 한가이Khagai 산맥에서 흘러내린
실개천들이 모여서 오브스, 햐르가스 등의 호수를 만들며, 이들로 인하여 오
브스, 호브드 그리고 고비 알타이 등의 아이막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들의 저
지대 ‘이흐 노로딘 호트고르Ikh nuruud’in khotgor’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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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2009), 『몽골서북부 지역의 암각화』, 동북아역사재단,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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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이와 알타이 두 산맥 사이에 펼쳐진 이 저지대는 동남쪽으로 이어져 몽골
고원 가운데 있는 이렝Iren 분지에 이어지는데, 바로 이 분지는 중국의 화북
지역에 잇닿아 있어서5 예로부터 중국 북부지역에서 서시베리아까지 이어지
는 자연 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알타이 산맥은 정상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직의 기후대를 적나라하
게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산정상부의 빙하, 그 아래의 영구동토지대, 고
산초원 그리고 스텝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알타이 산맥 가운데는
눈 표범을 비롯하여 멧돼지, 늑대 그리고 야생산양 등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
고, 또 목동들은 계절에 따라 아래위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
을 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 산맥에는 금과 철 등의 광산이 있어서 일찍부터
제철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투르크의
선조들은 이 산맥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던 것도 광물 자원
과의 관계를 보이는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6
‘알타이’란 말은 몽골어로 ‘황금’을 뜻하는 ‘알트alt, altan’와 접미사 ‘타이
(tai, ~와 함께, ~와 더불어)’가 서로 결합한 것이다.7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현

지인들에게는 이 산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었는가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산지 알타이가 러시아의 전체 황금 생산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황금을 포함한 광물 자원의 보고임에
는 틀림이 없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중국에서는 이 산을 ‘금산金山’이라고 표

5

스기야마 마사아키 지음·이경덕 옮김(2013),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시루, 62쪽.

6

동북아역사재단 편(2010),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 9: 北史 外國傳 譯註·下』, 동북아

7

장석호(2013), 「알타이 스케치 1–몽골 알타이 편」,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4쪽.

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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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8 그러나 이 산이 지니는 가치는 비단 황금뿐만이 아님을 이 지역
주민들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에는 이미 이른 석기 시대
부터 사람들이 터를 삼아서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가장 이른 것
은 울라린카Ularinka와 카라마Karama 등의 유적이며, 이 둘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100만 년도 더 전에 산지 알타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었음을 증명해
준다.9 그 밖에도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니소바Denisova 동굴을
비롯한 다수의 동굴 속에는 인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빨과 두개골 등을 비
롯한 석기들이 남겨져 있었다. 석기 시대와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들 자료들을 통하여 이 지역 최초의 선주민 및 그들과 고알타이족 그리고 몽
골로이드의 출현에 관한 가설을 수립하게 하였다. 또한 석기를 통해서 도구
의 시원형과 발전 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시의 먼 조상들이 남긴 주거지나 유적 그리고 그 속에 남겨진 유물 등
은 인류 문명 중 시원형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칼 호
수 인근의 말타Malta나 부레트Buret 등의 유적지는 이 문화 주인공들이 함께
살았던 매머드의 뼈로 만든 주거지와 마을 그리고 매장 유적들이 남아 있다.
또한 몽골의 헨티 아이막 라샨 하드Rashan Khad에는 석기 공방이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알타이의 남쪽 기슭에 있는 호이트 쳉헤르 동굴10 이나 우랄의

8

최근에는 ‘알타이’를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여 ‘阿爾泰’로 표기하는 추세이다.

9

이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2장 「알타이 지역의 석기시대」(A.쿤구로프) 참조.
V.I. Molodin(2005), 「서·남부 시베리아의 고대주민」, 『시베리아 고대문화 특별전
초원의 지배자』, 서울대학교 박물관, 100쪽.

10 А.П.Окладников(1972),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й очаг первобыт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УКА, Новосмбирск, 15~50쪽.

300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그림 2 매머드 바위그림(카포바야, 우랄)

카포바야 동굴11 그리고 알타이 지역의 선사 시대 바위그림 유적 가운데는
지금은 이곳에 살지 않는 매머드(그림 2)나 코끼리, 순록(그림 3), 타조 등이 그
려져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속 세대들의 문화상들이 차례차례 덧그려
져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알타이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유라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이른 시기에 남긴 문명의 흔적들이다. 이로써
당시에 이 지역의 풍토 속에서 서식하였던 동식물 그리고 광물 등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물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살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이 지역 자연 환경이 지금과는 현저하게 달랐음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는 후빙기가 도래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서식

11 О.Н.Бадер(1965), Каповая Пешера, НАУКА, Москва, 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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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이 교체되었고, 생업과
생활이기 생산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른바 중석
기와 신석기 등 보다 진보된 시
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따
라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활과
화살, 나무배, 어망추, 그물 등
그림 3 순록(이쉬긴 톨고이, 몽골)

생활이기들이 만들어졌고 또
실생활에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는 심한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가 휘몰아쳤고, 그로 인하여 한때 이 지역에서 서식하였던 동물들이 멸절하
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음을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
은 이 지역의 초기 문화 주인공들이 남긴 각종 생활이기 등 물질문명의 세계
와 주검의 취급 방법 그리고 무덤 축조 등 시원 문명의 양상이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상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석기 시대를 뒤이어 금석병용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 등으로 불리는 금속
기의 시대가 열렸다. 남부 시베리아와 산지 알타이 지역에는 아파나시에보
Afanas'evo, 오쿠네보Okunevo, 안드로노보Andronovo, 그리고 카라수크Karasuk

등의 청동기 문화가 차례로 흥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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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의 문화주인공들과
알
    정신문화 및 물질문명의 세계
정신문화

칭기스 칸의 조상은 푸른 늑대와 아름다운 사슴 ‘아랑 고아Aran Goa’이다.
『몽골비사(元朝秘史)』에는 칭기스 칸 가계와 조상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12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난 푸른 늑대는 아름다운 암 사슴 고아 마랄
Goa Maral를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룬다. 이들은 바다 ‘텡기스Tengis’를 건너

서 오논 강 상류의 ‘불칸Bulkhan’ 산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트차강Batchagan이다. 바트차강의 10대 후손은 도븐 메르겐Duvn
Mergen이며,

그의 아내는 ‘아랑 고아’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도븐 메르겐이 일찍 죽고 말았다.
그런데 아랑 고아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세 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그러
자 앞의 두 아들이 뒤에 새로 태어난 세 명의 동생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아랑 고아는 아이들에게 밤마다 누런 금빛의 사
람이 게르(Ger, 몽골의 천막집)(그림 4)의 천장에 난 환기창Toono을 통해 내려
와서 배를 쓰다듬으면, 그 금빛이 배를 투명하게 해 주었는데, 그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해와 달빛에 의해 누런색의 개처럼 기어서 나갔다13 고 하면서, 그
런 까닭에 그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곧 하늘의 자손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

12 유원수 역주(2004), 『몽골비사』, 사계절, 23쪽 이하 참조.
13 유원수 역주(2004), 위의 책, 27쪽; 김장구 역주(2014), 『역주 몽골 황금사』, 동북아역

사재단,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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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몽골의 천막집 게르

였다. 칭기스 칸은 이들 세 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보돈 챠르Bodon Char의
후손이었다.
그러므로 칭기스 칸과 그 조상은 하늘에서 생명을 얻은 푸른 늑대와 암사
슴 고아 마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를 통해서 이들의 신화가 천손강림과
동물 토템의 두 가지 신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
의 신화소와 구조는 북방 수렵 및 유목민족들의 민족 기원 신화 가운데서 보
편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투르크족 아사나阿史那 씨족이나 오손烏孫족의 토
템은 늑대이다.14 아무르 강 나나이족(골디족)의 토템은 호랑이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단군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에서
변한 웅녀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그가 건국한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이렇듯 북방 수렵 및 유목민들의 세계에서 토템은 대체적으로 동물들이었
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몽골족의 조상은 푸른 늑대와 흰 사

14 동북아역사재단편(2010), 『역주 중국 정사 외국전 9: 北史 外國傳 譯註·下』, 동북아

역사재단, 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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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이었으며, 투르크와 오손의 조상은 늑대였다. 나나이족의 조상 아크텐카
Akhtenka는

호랑이와 처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물론 단군은 곰이었다. 그런

데 그와 같은 예들을 부여의 씨족명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름이 아니라 마가馬家, 우가牛家, 저가猪家 등이다. 말이나 소 그리고 돼지 등
이 곧 그들의 토템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기스 칸의 조상 신화 가운데서 도븐 메르겐의
아내 아랑 고아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빛에 감응을 받아 회
임하고 또 세 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밤마다 게르의 천장에 난 창을 통해서
내려온 금빛 사람은 천상의 빛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 토템이기도 하
다. 그런데 고구려의 시조 주몽 신화도 하백의 딸 유화가 빛의 감응을 받아
서 회임을 하고 알을 낳았으며, 그로부터 주몽이 탄생한다는 구조를 띠고 있
다. 한편 에스키모의 소녀 우바브누크Ubavnuk는 빛의 감응을 받고 샤먼이 되
었다. 그녀는 새벽에 소변을 하려고 바깥에 나왔다가 하늘에서 날아 온 빛을
피하지 못하고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뒤,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료를 선사하는
유능한 샤먼이 되었다.15
빛의 감응을 받아서 회임한 유화 부인은 사람이 아니라 알을 낳았다. 왕을
비롯한 부여의 왕가에서는 그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고 또 길에 버렸으
나 온갖 동물과 새들이 보호하였고, 또 그것을 깨트리려 하였으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결국은 다시 그 알을 유화 부인에게 되돌려주었으며, 그렇게 하
여 탄생한 이가 바로 주몽이다. 이렇듯 신이한 존재는 새와 동물 등의 도움을
받으며 고난을 극복하는데, 그와 유사한 예를 아사나족의 신화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암컷 늑대가 손발이 다 잘린 채 버려진 아이에게 고기를 물어

15 홀거 칼바이트 지음·오세종 옮김(1994), 『세계의 무당』, 도서출판 문원,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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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서 기른다.16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도 말이 놓고 간 알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난 존재들은 성장하여 민족과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화의 구조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속(굴) 혹은 물
이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아래위로 층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화 속에서 하늘은 전능한 존재인 하느님의 영역이며, 땅은 굽동물 또는 인
간이 사는 세계이다. 그 밖에도 땅속이나 물은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거주
하는 공간인데, 이로써 북방 수렵 및 유목민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삼계三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종족의 창시자와 국가의 지도자 그리
고 유능한 샤먼의 탄생은 서로 이질적인 이들 세계의 통합에 의해 비롯되는
점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공간을 지상의 존재인 인간
과 동물 등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인간과 동물들은 하늘과 물 등 다른 세계에 거주하는 신적인
존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화를 받는 등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은 곧 서로 이질적인 세계의 통합 또는 이질적인 세계와의 조화라는
메타포가 감춰져 있다.17 신화의 구조 속에서 신성한 존재는 산꼭대기의 나
무나 지붕에 난 창 등을 통해 지상세계로 내려오는데(천손강림), 그것은 주로
삼계가 하나의 축을 이루는 모습을 띤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를 통해서 내
려오고, 칭기스 칸의 조상은 게르의 천장에 난 창을 통하여 인간 세계로 하강
하였다. 유화 부인을 감응시킨 빛도 창문을 통해서 방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16 동북아역사재단편(2010), 앞의 책, 446~455쪽.
17 장석호(2011), 「바위그림 유적지의 공간과 제재의 상징성 연구」, 『역사민속학』 37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70~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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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예들을 우리는 북방의 여러 민족의 탄생 및 건국 신화 가운데서 어
렵지 않게 살필 수 있다.
샤머니즘에서는 하늘과 지하(물 속, 굴 속) 그리고 땅 등 세 개의 서로 이질
적인 세계(공간)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 세계 사이의 피할 수 없
는 단절을 소통시키는 샤먼이 상정되어 있다. 샤먼은 특이한 체험(접신, 엑스
타시)을 통해서 다른 세계他界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존재이며, 주로 반

신반인半神半人의 모습을 띠고 있다.18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우바브누크는 하늘에서 내려온 강력한 빛을
받아서 샤먼이 되었으며, 그가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
었고, 또 그가 어루만진 손길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이렇듯 샤먼
은 병든 자, 희망을 잃은 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자들을 어루만져
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 속 등 다른 세계를 여
행하면서 신의 의지와 인간들의 간절한 희망 등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는 존
재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샤먼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타계의 여행을 하게 되는데,
도중에 만나게 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악령이나 병마 등과 싸우기 위
하여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가 두드리는 북鼓은 하늘을 여행할 때 타
는 상징적인 말이다. 그는 사슴의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또 날개가 달린 옷
을 입는다. 그의 옷에 달린 여러 종류의 동물 형상들은 여행 중에 그를 도울
조력자들이다. 그가 신들과 교통하면서 춤을 출 때와 기도할 때는 사람도 신
도 아닌 반신반인의 모습을 띠는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샤먼의 모습을(그림

18 장석호(2014), 「선사 및 고대 미술 속 하이브리드 형상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제19

호 제1권, 중앙아시아학회,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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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수인

그림 6 반수인(A. P. 오클라드니코프)

5, 6) 동굴벽화나 바위그림 가운데서 살필 수 있다.19

이렇듯,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광활한 중앙유라시아에서는 천손강림과 동
물 토템, 삼계 그리고 샤머니즘 등 몇 가지 문화소들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
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듯이,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나 탄생설
화, 토템, 세계관 그리고 샤머니즘 등도 그 기본 구조는 이들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신화나 토템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제작된 조형예술 가운
데서도 그와 같은 신화소를 살펴낼 수 있다. 그러한 점을 암각화 속의 샤먼이
나 고분벽화 속의 해와 달, 반수인(그림 7), 반조인, 세계수 등 상징도형들과
그것들의 구성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곧 중앙유라시아의 선사 및 고대 수렵민과 유목민들의 세계관

19 А.П.ОКЛАДНИКОВ(1966), ПЕТРОГЛИФЫ АНГАРЫ, ИЗДАТЕЛСТВО

“НАУКА”, М.Л.,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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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구려 고분벽화(덕흥리) 속 ‘성성지상’

이 우리 민족의 그것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그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민족과 언어의 동질성이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어와 한국어는 문자는 물론이고 문장구조, 그리고 음
운체계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만주와 몽골 더 나아가 투르크어계의 언어
도 넓게 보면 그 뿌리가 서로 같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는 이들 북방계 민족들과 사유 방식이 서로 같았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중앙유라시아의 고대 정신문화의 세계는 지역 차이가 있었음에
도 서로 동질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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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슴

물질문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화, 전설, 원시종교, 그리고 언어 등의 측면을 놓고
볼 때, 한국 민족 문화는 북방 수렵 및 유목민 문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천손강림설이나 동물토템, 빛에 의한 감응 잉태 등의 예들이
그러하다. 샤머니즘의 세계관, 모자를 비롯한 무복 등의 생김새도 유사하다.
물론 언어적인 면에서도 ‘알타이제어’라는 말로 통칭되기는 하지만, 한국어
는 분명히 몽골어나 퉁구스어와 같은 문법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인도 유럽어
의 문법 구조와는 분명히 다르다.
한국 민족 문화의 시원형은 그 모습과 성격 등이 비중국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그 북부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금속이기들의 모양이
나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 등은 중국 중원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과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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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양 지역의 제작 집단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이질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점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까지 양 지역은 문
화적으로 서로 무관하였으며, 독자적으로 발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점은 곧 양 지역의 물질문명 속에는 눈에 띠는
유사성이 보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문화의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

그림 9 이즈바야니에

구하고 물질문명의 세계에서 북방 수렵 및 유
목민의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찾
아내기는 어렵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각종 청
동기 가운데서 이른바 북방 초원 문화의 그것
들과 궤를 같이 하는 도구(청동검, 전투용 도끼,
투구, 그리고 각종 동물 양식으로 제작된 패식 따
위)(그림 8)들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초

원에 세워진 오쿠네보 시대의 이즈바야니에

그림 10 사슴돌

Izbayanie(얼굴, 해, 달, 별, 동물 등이 새겨진 선돌)

(그림 9)나 철기 시대에 세워진 사슴 돌Deer stone, Olenniye Kameny(그림 10) 등

과 같은 거석 기념물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인지 한반도의 선사 시대 조형예술 가운데서는 중앙유라시아 대
륙의 수렵 및 유목민들이 남긴 것과 같은 유형의 미술품들도 찾아보기 어렵
다. 광활한 중앙유라시아 대륙에 무진장하게 그려진 바위그림 속에는 이 지
역의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세계를 살피게 하는 도상들이 그려져 있다.20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의 주인공이 교체됨에 따라 그림의 제재와 양식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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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하였으며, 그 속에는 당대 문화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투영되어 있다. 다시 말
하자면, 제작 주체들이 만들고 썼던 각종 생
활이기들이 무덤이나 주거지 등에서 발견되
고 있는데, 바위그림 속에는 그와 같은 유물
들이 조형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사시대의 바위그
림 유적지는 해당 지역의 문화 주인공이 바
그림 11 얼굴

뀌어도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새로운 집
단의 성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하나의
바위그림 유적지에는 차례차례 바뀌어 온
제작 집단의 문화상들이 겹을 이루며 덧그
려져 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그려져 온 바위그림 속의 도상들을 제
작 순서대로 나열하면, 인류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명화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림 12 신암동 여인상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위그림이야말로 어
둠 속에 묻혀있었던 인류의 문명화 과정을

증언해 주는 무문자 시대의 연대기인 셈이다.21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바위그림을 서슴없이 조형언어로 번역한 선사 시대의 연대기라
고 하는 것이다.

20 동북아역사재단 편(2007),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동북아역사재단.
21 이와 관련하여 이 책 제6장 「알타이 지역 바위 연대기」(E.G. 데블레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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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흙으로 빚어 구운 멧돼지
상(경남 통영 욕지도)

그림 14 조가비 얼굴

그림 15 동삼동패총 사슴

한반도에도 천전리와 대곡리를 비롯하여 약 20여 곳의 크고 작은 선사 시
대 암각화 유적이 있다. 이들은 물론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았던 무문자 시대
인류의 서사시이다. 또한 충남 공주의 석장리와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그리
고 충북 수양개 등지에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문화 유적지가 남아 있다. 이
와 같은 유적지에는 비단 석기류 뿐만 아니라 얼굴(그림 11)22 등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조형예술품도 발견되었다.23 또한 울산 서생면
신암리에서는 중앙유라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토제 비너
스상의 한반도식 유형인 여인상(그림 12)이 출토되었다.24 그리고 경남 통영
의 욕지도에서는 흙으로 빚어 구운 멧돼지 상(그림 13)도 확인되었다.25 그런
가 하면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얼굴 모양의 조가비26 (그림 14)와 사슴 형상이
시문된 토기 파편(그림 15) 등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형 예술품들은 한반도의 옛 조상들이 남긴 석기 시대
의 조형예술품들이다. 이들을 뒤이은 청동기와 철기 시대에도 다양한 유형의

22 손보기(2000), 「바위그림 이전의 예술: 이른 옛사람과 지닐 예술품」, 『박물관기요』,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13~15쪽.
23 이융조·우종현 편저(1998),『선사 유적 발굴도록』, 충북대학교 박물관, 58쪽.
24 국립중앙박물관(1989), 『신암리 Ⅱ』, 국립중앙박물관, 17~18쪽.
25 국립진주박물관(1989), 『욕지도』, 국립진주박물관·통역군, 79쪽.
26 국립중앙박물관편(2008),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통천문화사,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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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뉴세문경

그림 17 빗살무늬토기

그림 18 어은동 사슴

그림 19 농경문청동기

그림 20 동물문견갑청동기

생활이기와 조형예술품들이 제작되었다. 생활이기 가운데는 다뉴세문경(그림
16)과 빗살무늬토기(그림 17) 등이 있다. 또한 조형예술품 가운데는 경북 영천

시 어은동에서 출토된 말과 사슴 머리 등의 청동 조각품(그림 18)과 대전에서
출토된 것이라 전해지는 농경문청동기(그림 19), 경주시 인근에서 출토된 동
물문견갑형동기(그림 20) 등이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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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제작된 조형예술품들은 동물을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음에도 그
것들이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유라시아의 수렵 및 유목민들의 청동기나
철기 시대의 조형예술품들과는 양식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양 지역 조형예술 사이에는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더 뚜렷하
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같은 시기에 제작된 중국 조형예술들과 관련성이 있다
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재적인 면에서는 수렵 및 유목민의 조형예술과 친
연성이 보이지만, 그러나 양식적으로는 지역적 독자성이 보다 더 돋보인다.
그런데 한반도에 고대 국가들이 흥기하면서 제작된 조형예술은 제재는 물
론이고 주제와 양식의 면에서 북방 수렵 및 유목민들의 조형예술들과 동질성
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특색이 있는 제재 및 주제의 해
석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시대별로 독자성이 있는 양식을 창출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문화 주인공들의 지각
방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서 조형예술의 제재 해석도
크게 바뀌었다. 그러한 예를 유목민들의 조형예술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고분벽화 가운데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과 알타이의 고대 미술
흔히들 고구려 벽화 고분은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형화되었다고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곁간이 있는 여러 방多室 무덤이었으며, 그 속에는

27 有光敎一·西谷正·司馬遼太郞·大西修也·齊藤忠 著, 『韓國 端正なる美』, 新潮社, 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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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덕흥리 무덤 주인공(덕흥리)

그림 22 무덤 주인공 복원(안악3호분)

주로 인물 풍속도가 그려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간 무덤에 인물풍
속도와 사신도가 같이 그려진 시기이며, 세 번째는 외간에 사신도만 그려진
시기이다.28 초기 고분은 주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축조되었으며, 그 가
운데는 안악3호분(357년), 덕흥리 고분(408년), 무용총, 삼실총 그리고 장천1
호분(5세기 후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고분 속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무덤 주인공(그림 21, 22)과
그의 생전 생활 모습을 살피게 하는 인물 풍속도들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면
무덤 주인공 실내 생활 모습, 행차도, 개마무사, 기마전투도, 마차도 등이 그
것이다. 그 밖에도 주거, 부엌, 우물, 사냥, 나들이, 그리고 하늘의 세계와 우

28 주영헌(1985),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하여」,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 안휘

준, 『고구려 회화』, 효형출판사, 25쪽 ; 전호태(2004), 『벽화여, 고구려를 말하라』, 사
계절, 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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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생김새의 페르소나들 등도 조형언어로
번역되어 있다.29 이와 같은 그림들은 사회 상황과 세계에 관한 제작 집단의
관념 등을 살피게 하는 중요한 도상자료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일정한 규범canon에 의거하여 그려졌으며, 그
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도상과 장면들은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조형성은 정면성正面性과 측면성, 주대종소主大從
小, 입체감 도입, 운동감 중시, 이야기 도입 그리고 사회상황 반영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어낼 수 있다.30 벽화 속의 도상들은 이와 같은 조형 규범에 의
거하여 그려졌으며, 각 형상 하나하나는 그것들이 지니는 비중에 따라 배치
되고 또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서 정면성과 측면성의 문제는 무덤 주인공과 그의 주변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게 한다.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 그리고 약수리와
쌍영총 등의 고분 벽화 속에 그려진 무덤의 주인공은 언제나 정면을 향하도
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옆으로 향한 모습
이며, 그에 따라서 시선은 언제나 주인공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와 같
은 점은 이 시기에 그려진 인물화에서 살필 수 있는 불문율이고, 이로써 당시
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으며, 신분 계급hierarchy에 따라 맡은 임무와 역할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의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취하고 있
는 방향뿐만 아니라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형상의 크기 등을 통해서도 살려

29 장석호(2012. 8), 「덕흥리 고분벽화 속 하이브리드 형상」, 『동북아역사문제』 통권 65

호, 동북아역사재단, 16~26쪽.
30 장석호(2009), 「고구려 초기 고분 벽화와 중앙아시아 고대 암각화」, 『문명교류연구』

창간호, 한국문명교류연구소, 113~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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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우마차(부분, 덕흥리)

낼 수 있다. 주인공은 언제나 그림의 중심 또는 높은 곳에 배치되어 있고 또
크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하나의 그림 속에는 주인공이 늘 제일 크게 그려
져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크기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물들이 피라미드 꼴을
이루며 도열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벽화 속 도상 하나하나는 양감의 표현이 이루어져 있다. 화면
속에는 기저선基底線이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특정한 하나의 지점에서
포착하여 그린 형상들이 그 선 위에 나열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각각의 형상
은 정면과 측면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마차(그림 23)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우마차 형상에서 지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끄는 소의 다리 모습이다. 그 이유는 움직임 표현 때문인
데, 그것은 앞발 중의 하나는 앞으로 내어딛었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구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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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행차도(부분, 안악3호분)

으며, 두 개의 뒷다리는 서로 엇갈리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각각의 형상들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여 이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동인은 지각 방식의 변화였
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시점一視點 지각, 즉 원근법의 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화가들은 대상물을 정면이 아니라 약간 엇
비스듬한 각도에서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지각 및 표현 방법이 바
뀜에 따라 화면 속에 중심과 주변, 앞과 뒤 등의 공간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
리하여 각각의 장면들은 특정한 사건의 전개 과정들이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이야기가 화면 속에 도입된 것이다.
그와 같은 점을 행렬도(그림 23)나 기마전투도(그림 24), 수렵도 등의 그림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들 속에는 당대 문화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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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마전투도(삼실총)

그림 26 개마무사(덕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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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마차행렬도(야먀느이 오스, 몽골)

회상황 또한 적나라하게 투영되어 있다. 즉 손에는 장창을 들고 투구와 갑옷
으로 중무장한 전사가 마면 및 마갑으로 중무장한 말을 탄 모습이(그림 26) 안
악3호분이나 덕흥리 등의 고분벽화 속에 중요한 제재로 등장하였으며, 삼실
총 벽화 속에는 두 명의 개마무사가 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그림 25)이 그려져
있다. 이로써 당시의 사회상황은 전쟁 등으로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창을 든
병사들이 말 위에서 서로 싸우는 기마전투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초기 고분 벽화의 조형세계에서 보았던 것과 동질의 조형
규범 및 시대 상황이 투영된 그림들을 알타이 지역의 고대 미술 속에서도 똑
같이 살펴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형상들로써, 스키타이 시대까지의 미술에
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형세계가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광활한 유라시
아 대륙에 들불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흉노시대로 접어
들면서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중앙유라시아에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그려진 암각화 속에는 전 시대의 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과 모습으로 그려진 마차 형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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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마차행렬도(도면, 야마느이 오스, 몽골)

이 마차 형상은 몽골의 호브드 아이막 우엔츠Uench 솜과 알타이Altai 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야마느이 오스Yaman’i Us(그림 27, 28) 암각화 속에 그려
져 있다. 이 암각화의 제일 높은 곳에는 두 개의 마차 행렬도가 그려져 있다.
하나는 야마느이 오스 암각화의 가운데 제일 윗부분에 그려져 있고, 다른 하
나는 그로부터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다. 가운데에 그려진 마차는 앞과 뒤에
각각 말을 탄 기마병이 가운데 마차를 호위하고 있고, 마차는 세 마리의 말이
끌고 있다. 마차를 끄는 세 마리의 말을 보면, 앞에 있는 한 마리의 말만 온전
한 윤곽을 지니고 있다. 뒤에 있는 나머지 두 마리의 말은 머리와 등선만 표
현되어 있다.
긴 미술의 역사를 놓고 볼때, 이렇듯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겹쳐 있는 듯
한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은 바로 이 그림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고대의
화가는 이차원의 평면 속에 공간의 깊이, 즉 화면 속에 원근감을 구현해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마차를 끄는 말뿐만 아니라 앞뒤에서 호위하는
기마병이 탄 말의 다리를 보면, 앞발 중의 하나는 앞으로 뻗었으며, 다른 하
나는 무릎을 구부렸다. 또한 뒷다리는 서로 엇갈리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말이 빠르게 걷는듯한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로소 화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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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천마도(천마총, 경주)

빠르게 걷는 모습, 즉 속도감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와 유사한 형상들이 고구려 고분 벽화 속에도 그려져 있었음을 확
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양식의 말 형상을 고구려 고분벽화뿐만 아니라 신
라시대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다래障泥 가운데 그려진 말 형상(그림 29)에서
도 살필 수 있다. 학자들은 이 형상을 천마天馬 또는 기린麒麟 등 서로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31 필자가 이 형상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다리이
다. 이 형상도 역시 앞 다리 중의 하나는 앞으로 뻗었고, 다른 하나는 무릎을
구부렸다. 또한 뒷다리는 서로 엇갈리게 하였는데, 이로써 말이 빠르게 걷는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야마느이 오스 암각화와 고구려 초기 고분 벽화, 그리고 신라 시

31 국립경주박물관(2014), 『天馬, 다시 날다』, 국립경주박물관, 112~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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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말르이 바양콜 순록 암각화

대에 축조된 천마총 출토의 말다래 등에 그려진 말 형상은 공간적으로 큰 거
리가 있음에도 서로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
식으로 제작된 말 형상을 보다 넓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미누신
스크 분지의 타쉬트이크 무덤에서 출토된 나무판의 선 그림이나 투바의 바양
콜 암각화 속에 그려진 순록 형상(그림 30) 등 암각화, 그리고 중국 간수甘肅성
의 주찬酒泉시 구오양시양果園鄕 딩지아쟈鄭家閘 5호분에서 출토된 비천도(그
림 31), 그리고 동분마32 (그림 32) 등의 예에서 보듯이 그 예를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라 시대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다래 속 말 형상(그림
33)은 그 갈기를 톱날처럼 표현하였는데, 이는 투르크 시대에 그려진 말 형상

32 徐光翼 主編(2012), 『中國出土壁畵全集』, 科學出版社,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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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중국 정지야자 비천도

그림 32 동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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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천마총 천마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표식 가운데 하나이다. 갈기를 그와 같이 형상화 그린
말 형상을 넓게는 카자흐스탄나 키르기스스탄 몽골, 산지 알타이, 미누신스
크 분지, 레나 강 상류, 그리고 앞에서도 예로 든 중국 북부 지역 등지에서 어
렵지 않게 살필 수 있다. 앞다리 가운데 하나는 앞으로 뻗고, 다른 하나는 무
릎을 구부렸으며, 뒷다리는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 빠르게 걷는 모습과 톱날
처럼 갈기를 그린 말 형상은 고대 중앙유라시아의 전형적인 시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선사 및 고대 문화의 형성 과정 및 계통성을 밝히려는 연구는 매우
어렵다. 그것은 다양한 문헌 사료와 관련 문헌, 관련 유적과 유물, 신화, 전
설, 민속, 그리고 조형예술 등 여러 분야를 총합하여 비교하고 또 분석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북방 지역의 선사 및 고대 문화에 관심을 갖
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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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외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또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
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산지 알타이를 중심으로 한 북방 수렵 및 유목민들의 물질문명과 조형예
술의 세계를 검토하면서, 그것들과 한반도의 선사 및 고대 문화와의 상관성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알타이를 비롯한 중앙유라시아 청동기와 철기 시대
의 문화와 한반도의 그것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
았다. 그러나 흉노와 선비, 유연, 그리고 투르크 시대의 그것과는 최소한 조
형예술의 분야에서는 매우 깊은 친연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에 관해서는 보다 깊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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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8

75

민무늬 스탬프

148, 250

목탄

140

미토콘드리아 게놈

148

목제 장식판

182

미누신스크 고원

256

모계사회

160

므일니코보

233

멧돼지

169

물질문화

75, 95

매장의식

211

바테니 마을

80

찾아보기

363

바트차강Batchagan

303

볼쉐므이스 문화

박트리야

183

부계사회

박혁거세

306

부구준

반신반인半神半人

307

부여

발자국

286

부장품
178

방사성탄소법

뱀

부흐타르마 거울
북鼓

282
154

백조

233
264

112

169

86

불 숭배

168

불란–코비 공동체
불칸Bulkhan

117
51

베르흐네에 프리추므이쉬

47

베르흐올렌스키 산 유적
135

베르흐–칼진

57, 61

95

베쉬–오제크

벨루하Belukha 봉

269

붉은 수소

브이스트리얀스코에

비의 돌
297

보돈 챠르Bodon Char

304

135

272

비이스크시 지역
83

160

비이케 동굴 1 유적

보이트이겜

83, 118

비이켄 문화

볼쉐레치에 문화

114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비천도
빗

197

28

113

보브로프카

114, 160

81

313

비이 지지학 박물관

비이케

볼샤야 레치카

160

295

비교언어학적
비너스상

107

벨로에 호수

303

블라디미로보프카 채광장

베르흐–텔테흐멘 유적

364

41

분광분석 178

베렐 스텝 지역

보로탈

307

북흉노

버섯 모양의 머리 장식
베렐

131

북아시아 시나리오

257

뱀 형상

163

274

부활

140

53

114

부족연맹

208

방한용 코트

300

305

160

배

135

부를린스코에 호수 유적

반움막

방향제

256

부레트Buret

211

반구형

73

324

60

108, 118, 120

93

빗살무늬

75

빗살무늬 스탬프
빙하

50

살라이르 지역
262

삼각관계
삼계三界

298

306

빙하 지대

21

삼실총

빙하시대

25

상징 기호

252

새 조각상

157

61

뾰족머리 석기

316

87

새기개

284

생명의 길
34

샤란트

ㅅ

288

샤머니즘
197

사르가트 문화

샤먼

80
289

사르다크반

287

샤먼의 뼈

사르이–벨

101, 172

샤먼의 장갑

78

사르카트 유적

183

샤프샬 산맥

19

사르탄 문화기

44

서부 시베리아 지질 관리국
251

사모예드족

163

서사시

사무시 문화

270

서시베리아
석관

사슴 돌Deer stone, Olenniye Kameny

석기 공작소

116, 311

석인상

125

316

석장리

313

사얀 고원

19

사얀–알타이 유형
사자使者

274

사크 시대

110

19

93

사슬 135

사신도

33

석재 식탁(향료)
237

석촉

99

석판

41, 61

선비족

196

170, 184

사크 인

160

선先안드로노보 청동기 시대

사크족

119

선인

사하라

267

선쪼기 기법

사후 세계

124

설계도

살디야르

55, 83

성교

29

96

269
233

284
262

찾아보기

365

성소

312

스키타이 시대 104, 110
227

성스러운 장소
154

성직자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양식

세미사라트

118, 120

스텝

세비스테이

135

스트라쉬나야 동굴

282

셀렌가 강

112, 128

솔로네츠–5 무덤군

66

솔로비이나야 루카 유적
솔톤

신단수

306

쇼레츠 인

251

신성한 나무(생명수)

쇼레츠족

278

신장

110
154, 282, 260

신타쉬타 강

수소

260

신화
신화관

270

250
257

신화소mythologema

21

수직 기후대
수호신

157

신화적 맹수

수호자

288

신화적인 존재

순록

301

실크

숫돌

99

쌍영총

쉐발리노
쉬베

95

쐐기

114

쉬베 단계
슌누сюнну

140

317
90

씨족 사회

쉬베트–하이르항 산맥

264

140

쐐기형 석핵
116

60, 63
256

264

170

스레드네 카툰
스로스트키 유적

66

ㅇ

47

스키타이 사크 시대 문화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119

154

290

신체 ‘절단’

313

317

80

수레

수양개

30

148

신분 계급hierarchy

36

수공업

366

131

시비리야치하 동굴
시에나트

53

29, 33, 101

199

슴베식 화살촉

솔네치느이 벨로크

111

21

슴베식

75

손도끼

108

스키타이–사크 유형

아누이 강

101

229

35

아누이 유형

약사
42

아누이–2 유적

아랑 고아Aran Goa

303

108, 118

아르잔

119

아리마스프

268

약수리

317

약수터

259

얄로만

173
41

양면석기

아무르 강

282

양탄자

148

아바르족

243

어금니

38
66

아바칸 산맥

19

어로용구

아사나阿史那

304

어망추

302

어은동

314

125

아이르이다쉬

287

아크 살라(흰 골짜기)

128, 135

아크–알라하

아크텐카Akhtenka

305

아파나시예보 문화인

악기

56

147

아할테케
154

안드로노보Andronovo

302

안악 3호분 316
안장

145, 190
108

19, 322

알타이의 주인

259

310

알타이제어
알트alt, altan

애도의 선물

305

280

여인상

313

여전사

287

연대기

256, 312

연마기

89
216

염색제

84
81

영구동토지대

114

영구동토층
268

100

36

오딘초보

오르냑 계통

226, 282
147

야마느이 오스Yaman’i Us 322

315

78

여우지팡이

옐루니노 문화

304

앙가라 강

에스키모

예견자

299

알트인–아르이그
암사슴

274

열린 공간

알드이–벨 문화
알타이Altai

에를리크

여러 방多室 무덤

80

아파나시에보

111

에르미타쥬 박물관

212

오르도스
오벨리스크
오브스

40

125

298

찾아보기

367

오비

298
30

오비 강

69

오비 강 상류지역 신석기
오손烏孫

304

46

우스티–칸 동굴

28, 33

오제로 마을

229

오제르노에

93

우이몬 분지
우준탈

135

오츠이–발라

277, 287

우준탈

192

오쿠네보 문화

226

우즈네쟈

226

외간

117, 163

울라린카Ularinka

93

올료크마 강

87

우코크 고원

90

온전한 돌

322
21

229

온구다이 주

104

우스티–코크신 주

오제르노에 마을

282

300

29

울라린크

울란드르이크 매장지 143

316

135, 192

울란드리이크

외양간

108

울란드리크 강변

요르단

259

울루스–타라바 유적

우가牛家
우랄

305

108

움막

160

우류크

192

움집

74

우마차

318

웅녀

304

우쉴료프 문화

305

44
104

우스티–무타 마을

57, 60

우스티–비이케 유적

319

원근법
원무

278

84

울타리

우바브누크Ubavnuk

266

원추형 드리개

127

원통형 목걸이

132
131

우스티–세메 문화

57

원판형 거울

우스티–세메 유적

60

원판형 추

우스티–세미유적

57

월지 족

119, 160

위구르

163

우스티–에디간

172

우스티–이쉬 무덤군

66

우스티–카라콜 1 유적

368

우스티–카랄카

우엔츠Uench

온구다이

30

우스티–카라콜 유적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33, 42

위구르족

90

163

유동성 조임판

186

42

유럽인

39

입무식入巫式

유르타

287

입무入巫 단계

110
135

유스트이드

172

43, 48, 61

자르개

유화 부인

305

자바이칼

이동수단

122

자수

160

이유스

이음판

188

재
78

179

121
121

재갈멈치
311

73

290

재생의 증표
저가猪家

227

이트쿨 호수

84

재갈

이즈바야니에Izbayanie
이지흐

316

장천1호분

187

이음낚시바늘

122
321

장창

이볼긴스크 묘지

184

162

장신구

298

이르티슈

198

자단 찻잔

305

이란어

60

자갈돌 석기
31

유적지도
유화

ㅈ

192

유스트이드 강
유연

289

179

유리 구슬
유목

272

305
313

전곡리

이파리 모양의 양면 석기 35

전기 무스테리안 문화

이흐 노로딘 호트고르Ikh nuruud’in

전설

khotgor

250

298

전투 장면

인도 유럽어

310

전투용 도끼

인물 풍속도

316

절구공이

인물상

44
316

인물풍속도

일시점一視點 지각
입무 단계
입무식

289

272

319

243
130

99

접합식

209

정령족

119

정면성正面性
제3의 인물
제단

41

317
262

156, 257

찾아보기

369

155

제례장
제복

ㅊ

226
163

제트이수
젤룐노

229

차간카 강변

조력신

290

차람 계곡

조력자

280

차르이쉬 강
61

조립식 낚싯바늘대

256

종족의 조상

192

좔그이즈

53

주거지

주대종소主大從小
주몽

317

305

채색화

216

채석장

53

천계

255

천공

90

천마

278

79

304

천손강림

죽음의 세계

282

체말 주

중석기 시대

30

체험(접신, 엑스타시)

268

지팡이

263

첸데크

96

172

추격 장면

235
122

지하 궁전

257

추도 선물

지하 세계

79, 277

추므이쉬강

지하왕국

277

추이 대로

231

추이 분지

21, 30
143

지화학

107

31

진사

148

추이 스텝

쪼기

90

추이강

21

찍개

48

추코트

282

취락지

85

측면성

317

알타이 스케치2–산지 알타이 편

101

323

천상의 세계

79

중앙아시아적 조형 규범

370

26

75

천마총
148

주석박지
주술

창

86

종교관

189

259

찰람

312

조형언어

229

차르이쉬스코에 마을

208

조임쇠

264

차간–살라강

307

층위학

58

163

카자흐족

치레걸이

179

카타콤 유형

159

치유의 돌

272

카탄다 분지

21

치유의 샘

277

카탄다 지역

112

108

칠리크타 문화
303

칭기스 칸

21, 31

카툰 강

301

카포바야 동굴

79, 148

카프탄
칼

122
221

칼구타 강

ㅋ

칼구타 광산Kalgutinski Rudnik
278

카라 카안

카라마Karama

58

300

칼박–타쉬 암각화
칼진

카라봄 유적

30

케메로보

33

93, 135

카라–코바

카라코바 석관무덤

226

카라콜 시

113

카라콜 쿠르간
94

268

192
277

코규데이
코끼리

301

코등이

130
268
125

코르–코브이
코뿔소

26
257

코쉬–아가치
96

카라–테네쉬

켈

115

코랴크족

262

카라콜 지역

카렐리야

115

93

카라콜 문화

카라콜인

케트족

302

282

80

코카소이드

코코레보–III 유적
26

코크사 유적

카멘나야 동굴

30, 66

콘드라티예프카

카멘스크 문화

181

쿠라 분지

80

쿠라이

47

115

카르스트 동굴

카자흐스탄

229

135

117

카라수크Karasuk

257

칼박–타쉬

카라반 단계

카라–봄 유적

19

칼바 산맥

카라 투르크 유적

222

129

21

113

찾아보기

371

쿠로타

113

타샨타

쿠르간

83

타쉬트이크 무덤

324

타쉬트이크 문화

239

쿠르투 2 복합체

114

116

쿠르투 단계

116

타조

쿠샨–사르마트 유형 212

301

257

태양광선

쿠윰 강

78

탬버린

154

터키학

112

48

254

쿠즈네츠크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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