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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서는 신석기시대 조·전기부터 결상이식, 비상수식(匕狀垂飾), 관옥

(管玉) 등 장식용 옥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이중 결상이식( 狀耳飾)은 이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결상이식은 비록 세부적인 외형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모두 환형(環形)의 고리에 중간에

절개부분(缺口)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고학적 출토위치나 형태상으로 판단할 때 이식(耳飾)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상이식으로 칭하여지는 유물이다.

신석기시대 결상이식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및 장강(長江) 이남지역, 일본열도 등이다. 그러나 아쉽게

도 동아시아 신석기시대 조·전기 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결상이식은 한반도에서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아 지금까지 보고된

수는 모두 8건에 해당한다. 특히 2000년대까지는 그 출토 위치가 정확한 결상이식은 그 보고사례가 전무하며, 지표채집이나

시굴조사 등을 통해 출토된 3건이 전해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 그 발견 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발견된 5건은 모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그 출토위치나 사용 시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들의 출토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한반도 출토 결상이식은 신석기시대 조기~전기 사이 석부(石斧)와 공반출토된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출토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당시 특수한 역할을 했던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유물로 판단된다. 

한편 지금까지 발견된 결상이식은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해의 경우는 일본열도와, 동해의

경우에는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지역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결상이식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그 수적인 면에서 볼 때 극히 적은 수

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도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 현재까지 한반도 내 신석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충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결상이식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도 기대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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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는 먼 고대부터 옥을 숭상하는 전통이

이어져왔으며, 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되거나 예로

부터 세간에 전해내려 오는 옥기들을 통해 그 실례로서

증명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신

석기시대부터옥기류가출토되고있다. 

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시아지구최초의옥기류로대

표되는 유물은 결상이식( 狀耳飾)과 관옥(管玉), 비상

수식(匕狀垂飾) , 만조형기 (彎條形器 또는 玉璜), 옥

벽(玉璧) 등이 있다. 이들 옥기류는 동북아지역 연안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부터 중국 동북지역을 거

쳐 한반도 및 일본열도에서 때로는@ 단일종류로, 때로

는 2~3종류가 하나의 셋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따라서이들옥기류는신석기시대 당시동

북아시아 연안을 따라 이루어졌을 문화적 교류의 상징

물로서의가치가충분하다고볼수있다. 

선사시대 문화교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들 옥기 중

하나인 결상이식은 비록 그 출토지역에 따라 외형상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모두 환형의 고리

중간에 한 개의 절개부분(缺口)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그 기능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이식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이식은 얼굴 및 머리부분 전체에 다른 사람

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신구로, 정식 발

굴조사를 통해 보고된 결상이식의 대부분은 무덤 내 사

자의 양쪽 귀부분에서 출토되고 있거나 2개씩 쌍을 이

루고 있어 이식으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판단된다. 

현재 가장 초기의 결상이식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구 및 산동, 장강(長江) 이남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이다. 이중 신석기시대 결상이식이 가

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 및 장강 이남

지역, 일본열도 등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북아시아

신석기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결상이식의

한반도 출토 예는 많지 않다. 따라서 결상이식을 통해

서 조명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연안의 선사시대 문화상

에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진행이 어려웠다고

볼수있다.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에 대한 개별

검토 및 주변지역의 출토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유물들의 연원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추론을 시도해 보

았다. 또한 동북아시아 신석기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인

결상이식이 한반도 신석기문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고

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시

도해보았다. 

한반도출토결상이식

한반도에서출토된선사시대결상이식은그출토예가

많지않다. 그러나최근2000년대에들어와그발견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후 지속적인 고고

학적 조사자료의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금까지발견된결상이식은모두8점으로, 비록수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기원전 4000년 전후 동해와 남해

의해안을중심으로그분포양상을보이고있다. 

한반도출토결상이식8점중정식발굴조사를통해그

출토위치와 고고학적 정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것은

고성 문암리유적과 사천 선진리유적, 여수 안도패총, 그

리고 울산 처용리유적에서 출토된 단 5점에 불과하다.

따라서출토현황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5점에한해서

만 알 수 있으며, 나머지 3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

진고고학사전이나전시설명자료등의내용을근거로간

단한정보만파악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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匕形器, 玉垂飾 등으로불리는유물로필자는匕狀垂飾이라는용어로정리하여사용하고자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옥황과 만조형기는 큰 틀에서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에는 만조형기의 형태가 옥황의 형태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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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 문암리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유적에서는 결상이식 2개가 쌍을

이루어출토되었다. 정식발굴을통해확인된이결상이식

은그출토위치나공반출토유물에대한정보를정확히제

공하고있어, 지금까지생소했던우리나라신석기시대결

상이식연구에있어서는매우중요한유적이라볼수있다. 

고성 문암리유적의 결상이식 한 쌍은 02-3호 매장유구

인1.5m×0.6m(추정복원크기) 크기의토광에서발견되었

으며, 토광내에서도사자의두부가위치하는곳에서발견

되어그용도가이식임을알수있다. 이보다앞서진행되

었던탐색갱조사에서석부(石斧) 2점이출토되었는데, 이

석부는이식과함께매장되었던부장유물임을알수있다.

문암리유적 출토 결상이식의 연대는 공반출토된 오산

리식토기의연대에비정(比定)해대략6130±50~5740±

210B.P.의 범위 내에 해당 한다고 보고되었다. 연옥으

로 제작되었으며, 하나는 타원형으로 크기는 3.4×4×

0.7cm이다. 결구폭은 0.2cm이고, 중앙공 지름은 1cm정

도로 거의 원형에 가깝다. 중앙공은 결구의 반대쪽으로

약간 치우쳐 뚫려있다. 다른 하나는 거의 원형으로 구멍

역시 가운데쯤에 뚫려 있다. 크기는 3.6×3.6×0.65cm로

결구폭은 0.2cm, 중앙공 지름은 0.9cm이다. 단면상으로

볼때두점모두약간볼록하며양끝으로갈수록얇아지

는 형태이나, 타원형 결상이식의 결구 반대편 가장자리

는편평한형태를이룬다.

2. 사천 선진리

경상남도 사천시 선진리유적에서는 결상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며, 상층은

기원전 2500~2000년경에 해당한다. 하층은 신석기시대

조기~전기인 기원전 5000~4000년경의 점토층으로 결상

이식은 이 하층에서 출토되었다. 이식의 형태는 약간 긴

타원형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모두 볼론렌즈형을 이루고

있다. 크기는4.4×4.0×1.2cm이며, 결구폭은0.2cm, 중앙

공지름은2cm이다. 중앙공의위치는결구반대편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특이한 점은 결상이식의 가장자리에

0.2cm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짧은 선을 각인하 다는

것이다. 결상이식에 이러한 문양을 새긴 예는 한반도는

물론, 주변지역에서도드문예에해당한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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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立文化財硏究所, 2004, 『高城 文岩里遺蹟』

泗川市·慶南文化財硏究院, 2008, 『泗川 船津里遺蹟』

예를들어 대만의 귀남문화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은 외연에 규칙적인 요철문양이 조각되어있어 마치 톱니바퀴의 형태를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형태와 선진리 결상이식의
외연장식조각은형태상다르긴해도모티브가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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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반도 출토 결상이식 분포현황

←고성 문암리 유적(①,②)

←울산 처용리 유적(④)
←부산 동삼동 유적(⑤)

←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사천 선진리 유적(⑥)

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청도 사촌리 유적(③)→

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여수 안도패총(⑦)→

←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제주 용담동 유적(⑧)

①고성 문암리1 ②고성문암리2 ③청도 사촌리 ④울산 처용리

⑤부산 동삼동패총 ⑥사천 선진리 ⑦여수 안도패총 ⑧제주 용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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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 안도리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도서 중 하나인@ 안도패총은 압

날문토기와 융기문토기, 그리고 원거리 교역관계를 보

여주는 흑요석 등이 출토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된 유적

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이 2007년에 발굴조사한 결과 결

상이식한점이출토되었다. 보고서에의하면결상이식의

출토지점은p8 구지표상면에서시굴조사시확인된것으

로 원형에 가까우며 중앙공은 결구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는 볼록함 없이 거의 편평한 형태

로, 중앙공이나 결식 가장자리 역시 직선으로 제작되었

다. 전면이 잘 마연되었으며 재료는 도석제로 추정된다.

크기는 2.9×3×0.7cm이며, 중앙공 지름은 1.2cm, 결구

폭은0.3cm이다. 안도패총의층위는크게Ⅰ층과Ⅱ층으

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Ⅰ층은 남해안 신석기대 조기

의 특징적인 유물조합인 융기문토기와 결합식조침이 나

타나며, Ⅱ층은 압인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결상이식

이 출토된 p8은 Ⅰ층의 구지표상면으로 이 유구 내에서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문화층으로 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한다.

4. 울산 처용리

울산시 처용리유적은 인근 세죽패총, 성암동패총 등

주요한 유적들과 일정한 관계성이 있는 유적으로, 그

시대는 신석기시대 조기~전기에 해당한다고 보고된

유적이다. 특히 이 유적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세죽패총에서는 융기대문토기( 起帶文

土器)에 부착된 탄화물을 이용하여 연대를 측정한 결

과 6480±120B.P.와 6260±250B.P.의 연대가 확인된

바 있다.

처용리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치는 다

양한 유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조기~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추정된다. 결09

08

0706

國立光州博物館· 水市, 2009, 『安島貝塚』

우리文化財硏究院,@ 2010,「蔚山 溫山-斗旺間國道建設事業敷地內文化財發掘調査 1次 指導委員會資料集」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덧무늬토기( 起文土器) 항목 참조.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온산 - 두왕간 국도건설사업부지내문화재발굴조사약보고서」09

08

07

06

그림 2 고성 문암리출토 결상이식 및 공반출토 유물 그림 4 여수 안도패총 출토 결상이식

마제석부 출토
탐색 갱 그림 3 사천 선진리 출토 결상이식

그림 5 결상이식 출토현황 및 공반유물 세부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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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식이 출토된 유구는 세 개의 수혈이 서로 연접하여

중복조성된 수혈유구이다. 사진 상의 가장 왼쪽의 수혈

부터 차례로 1, 2, 3호라 명명한다면, 1호수혈에서는 즐

문토기편과 흑요석제 석촉 1점이 출토되었으며, 바로 2

호 수혈에서 결상이식 1점과 석부 3점이 출토되었다. 결

상이식의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중앙공역시가운데에

위치한다. 단면상으로는 결구가 있는 쪽에서 반대 방향

으로갈수록두께가얇아지는형태이다. 크기는2.7×3×

0.35~0.95cm이며중앙공지름2cm, 결구폭은0.3cm이다.

정교하게잘마연된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는무질서한

마연흔이 관찰된다. 결구 내부에는 양쪽 모두 단이 지고

있어 양쪽방향에서 찰절기법을 이용하여 결구를 제작한

것으로보인다. 

5. 부산 동삼동

부산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출토된 부산시 동삼동

패총의 결상이식은 기원전 3500~3000년에 해당하는 신

석기시대 중기 유물로 석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 크

기는3.6(복원구경)×3.0cm이며결상이식의중앙공은결

구가없는쪽에편재되어위치한다. 

6. 청도 사촌리

1989년에 발굴조사 된 경상남도 청도군 사촌리유적에

서 출토된 결상이식 역시 잔편으로 연옥제로 백색을 띠

고 있다. 연대는 대략 기원전 300년경에 해당 한다. @

결상이식의 중앙공은 동삼동의 것과 같이 결구가 없는

쪽에편재되어뚫려있다.

7. 제주 용담동

1984년 조사된 제주시 용담동 월성유적에서는 기원전

600~300년에 해당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에서

결상이식의일부가출토되었는데유백색을띤다. 결상이

식의 가운데 구멍은 결구가 있는 쪽이나 없는 쪽에 편재

되어있지않고정중앙에뚫려있다.

한반도 주변지역 결상이식 분포
양상

초기옥기의대표적인기종인결상이식의주된출토범

위는 동북아시아의 해안선을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결상이식의 분포양상에 대해서는 선사시대로 그

시기를 한정하 으며, 검토지역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나누워 정리, 검토하 다.

그밖에동남아시아및기타지구의결상이식에대해서는

간단하게언급하 다. 

1. 중국

중국의 선사시대 결상이식은 주로 중국 동북지역 및

산동성, 절강성, 그리고 광동성 등 주로 동쪽연안 따라

호형(弧形)으로잇고있는지역에서분포하고있다. 특히

11

10

부산박물관, 2002, 『동삼동패총전시관전시도록』

國立文化財硏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치레걸이(裝身具) 항목 참조. 11

10

그림 7 청도 사촌리 출토 결상이식

그림 6 부산 동삼동패총 출토 결상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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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주변지역 고고학계에서는 결상이식의 연

원을 중국으로 보고 있으며, 이 초기 결상이식이 중국의

동쪽과남쪽지역인한반도및일본열도와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아지역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보고있다.

본단락에서는중국내에서선사시대결상이식이대표

적으로출토되는@ 동북지역과장강이남지역을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경서요하유역의흥륭와문화(興隆窪文化)에서지금까

지알려진가장이른결상이식이보고되고있으며, 지

금으로부터8000년~6000년경에해당하는유구에서결상

이식이 상당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장강 이남지역에서

는 하모도문화(河姆渡문화)에서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의 결상이식이 출토되었으며, 장강 중하류유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4000년 경 설가강문화(薛家崗文

化), 마가빈문화(馬家濱文化), 숭택문화(崧澤文化) 등에

서 결상이식을 비롯한 옥황(玉璜), 옥환(玉環) 등의 옥기

가성행되었다.

중국 동북지역은 흥륭와문화 결상이식의 개별 출토사

례를통해결상이식의기능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또한

장강 이남지역은 마가빈문화를 중심으로 한 주변문화에

서출토된결상이식의형태적다양성에중심을두었다.

1) 동북지역 결상이식

중국 동북지역 결상이식은 흥륭와문화 출토 유물이 대

표를이루고있다. 흥륭와문화는중국동북지역서요하유

역의 신석기시대문화로 중국 내몽고 오한기 흥륭와유적

의 발굴로부터 얻어진 이름이다. 흥륭와문화에서 출토된

옥기는지금까지알려진중국최초의옥기로, 대략의연대

는8200±7600B.P.이다. 옥기는흥륭와문화의거의모든

유적에서출토되고있어, 이문화의중요한문화적인요소

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중 지금까지 발견된 흥륭와문화

결상이식은 40여개로 그 형태는 환상(環狀), 벽상(璧狀),

단관상(短管狀) 등모두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흥륭와문화의 결상이식은 그 출토위

치와공반유물과의출토관계등을고려해볼때, 세가

지 기능 즉, 이식으로서의 장식기능, 눈을 가리는 기능

및 예기로서의 기능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기

능인 이식으로서의 기능은 흥륭와문화 결상이식의 출토

위치에서쉽게알수있다. 출토결상이식의대부분은사

자의 양쪽 귀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발견되고 있어 결상

이식의주된기능은바로이식임을알수있다.

한편일부는사자의두개골안광(眼 )에서발견되었다.

이는아마도사자가생전에어떠한이유로인해한쪽눈이

멀거나 병이 생긴 후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 던

17

16

15

14

13

12

國祥, 2004, 「中國東 地區史前玉器發展段階初 」『東 文物考古論集』, 科學出版社, p.368. 

흥륭와유적은 중국 유일의 보존상태가 완벽하게 전면 노출된 선사시대 취락지로 그 면적은 30,000㎡에 달한다. 흥륭와문화는 바로 이 유적으로부터 명명되어진 것이다.
鄧聰· 國祥,@ 2007, 「興隆窪遺址」,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香港中文大學 中國考古藝術硏究中心 編, 『玉器起源探 - 興隆窪文化玉器硏究及圖 』, 深 雅昌彩色印
刷有限公司, p.3. 

楊伯達, 2005, 「中國史前玉文化板塊 」『故宮博物院院刊』2005-4, p.11. 

國祥, 「興隆窪文化玉 及相關問題硏究」, 위의 책, p.181. 

國祥, 위의 , p.18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香港中文大學 中國考古藝術硏究中心 編의『玉器起源探 -興隆窪文化玉器硏究及圖 』(深 雅昌彩色印刷有限公司, 2007)에는 지금까지 정식
발굴을통해출토된흥륭와문화결상이식의출토정황이잘수록되어있다. 

17

16

15

14

13

12

그림 9 두개골 眼 내 함입된 결상이식그림 8 흥륭와유적 출토 결상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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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결상이식이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주거지

내 무덤이 아닌 적석총계의 무덤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결상이식7개가출토된예가확인되었다. 여기서발견된

결상이식은 사자의 귀에 장식했던 것이 아니라 사자가

생전에 소유하 던 것으로, 이들을 소유함으로서 사자

의사회적지위나신분이일반인들과는다름을나타내는

기능을하는일종의예기 음을알수있다. 또한이러한

출토 현황은 이 지역 선사문화 중에서는 처음 발견된 예

에해당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흥륭와문화에서 유행하는 거실장속

(居室葬俗)은 옥기가 주로 출토되는 무덤으로 당시의 모

든 사회구성원들이 향유할 수 있었던 장례풍습이 아니

라, 고고학적 배경 하에서 볼 때 소수 특수 계층의 사람

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발견되는적석총내의석관묘역시그러함을알수있다.

즉 생전에 사회적 지위나 등급 혹은 신분이 다른 일반인

들과는 달랐던 일부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옥기를

향유할 수 있었으며, 사후에는 거주지 내 특정 위치, 혹

은구릉상의적석총내에매장될수있었으며, 이들의무

덤은그들의사후에도생존하는다른일반인들의숭배와

제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 문화

내에서 옥기의 출토 수량 면에서도 볼 때 추론이 가능하

며, 당시 흥륭와문화인들은 이미 옥료의 획득과 제작에

있어서 일정정도의 기술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제작된옥기는그사용에있어서이미명

확한사회적인규정이있었음을알수있다. 

2) 장강 이남지역

중국 장강이남지역은 장강 중하류유역과 이남지역으

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이중이남지역의신석기문화

는 하모도문화, 마가빈문화, 숭택문화, 양저문화( 渚文

化) 등이있으며, 이들문화에서는모두결상이식이출토

되고 있다. 기원전 5000년~3300년경 하모도문화에서는

이지역의 가장 이른 옥기인 결상이식을 비롯한 황, 환,

관, 주(珠) 등이출토되었다. 기원전300년~3800년경의19

18

國祥, 위의 , p.185. 

楊伯達, 2005, 「中國史前玉文化板塊 」『故宮博物院院刊』2005-4, p.13. 19

18

그림 10 흥륭와문화 狀耳飾이 출토된 주거지 내 무덤(흥륭와 117호
묘 및 116호 주거지)

興

隆

窪

文

化

표 1 흥륭와문화 출토 결상이식

단관상(短管狀) 벽상(璧狀) 환상(環狀)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敖漢旗 興隆窪142호묘

內蒙古自治區 西縣
雙井店鄕 白音長汗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敖漢旗 王家營子

寧 阜新縣 査海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敖漢旗 興隆窪153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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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빈문화에서도결상이식을비롯한황등작은장식용

옥기들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이 시기의 결상이식은 결

구부분이 좁아지면서 중앙공 역시 정 중앙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3900년~3300년경 마가빈

문화를 계승한 숭택문화에서는 결상이식이 극소량으로

감소한다. 

장강중하류유역에서가장이른결상이식의출토를보

이는 신석기문화는 설가강문화, 능가탄문화(凌家灘文

化), 북음양 문화( 陰陽營文化) 등이 있다. 이들 문화

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4000~3000년경으로 결상이식을

비롯한 황, 환, 관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옥기는 상기

이남지역 신석기문화에서 출토되는 옥기들과 상당히 유

사하다.

마가빈문화를 대표로 하는 이 지역 결상이식은 그 형

태상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형의

짧은 관상(管狀)으로, 단, 높이가 지름보다 길지는 않다.

이는중국동북지역의단관상(短管狀)에해당한다. 두번

째는 앞의 첫 번째 유형에 비해 크기가 약간 크며, 편평

한 형태에 중앙공의 지름이 전체 지름의 1/2 보다 작다.

세 번째는 기형은 두 번째 유형과 같으나 중앙공의 지름

이 전체 지름의 1/2에 해당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동

북지역의벽상(璧狀)에해당한다. 네번째는둥 고가는

팔찌형으로 크기도 비교적 크며, 동북지역의 환상(環狀)

에해당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이나 일본

열도와함께초기결상이식이출토되는대표적인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 결상이식의 제작기법 상 중국 동북지

역과비교되는점은동북지역에서일반적으로보이는관

상공구를사용한천공기법이유물기면상에확인하기어

렵다는 점이다. 또한 외연부분이 정연하지 않고 불규칙

한 것이 많으며, 중앙공이 결구(缺口)가 없는 쪽으로 치

우쳐뚫려있는것이많다. 이는일본열도에서출토되

고 있는 초기 결상이식이 대부분 중앙공이 결구가 없는

부분에 편향되어 뚫려있다는 점에서, 그 유사함을 나타

내고있다.

2. 일본

일본에서 결상이식이 출토되는 시기는 승문시대 조기

말(早期末)~중기초두(前期初頭)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22

21

20

표 2 중국 장강 이남지역 결상이식

浙江 余杭縣 河姆渡 浙江 余杭縣 河姆渡 浙江 余杭縣 河姆渡
江蘇 南京市 陰陽營

191호묘
江蘇 吳縣 草鞋山

浙江 常州市 玗墩 浙江 嘉興市 馬家濱 浙江 余杭縣 梅園里 安徽 含山縣 凌家灘 臺灣 臺東縣 卑南

楊伯達, 2005, 「中國史前玉文化板塊 」『故宮博物院院刊』2005-4, p.11. 

葛金根, 2006, 「馬家濱文化玉 小考」『東方博物第二十輯』, pp.26∼27. 

孫國平, 2004, 「河姆渡·馬家浜文化玉 考察」, 浙江 文物考古硏究所, 『第二屆中國古代玉器與傳統文化學術討 會專輯』, 杭州出版社, 2004, p.90. 22

21

20

하

모

도

문

화

북

음

양

문

화

숭

택

문

화

능

가

탄

문

화

臺

灣

卑

南

문

화

마

가

빈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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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연대는 수륜교정반감기 연대보정을 거친 탄소연대

측정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6300~4900B.P.이다. 일본

승문시대는 세석기와 어렵문화가 발달된 문화로 장식용

옥기가 상당수 출토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

아시아옥기출토유적이연해를따라형성되어있는것과

맥락을같이하고있으며, 옥기의기원과초기발전이어

렵경제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 과 상당히 부합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출토되는 결상이식

은 주변지역 결상이식의 분포 및 특징과 상당히 부합하

면서도일본열도만의특수성도확인된다. 

일본에서 발견되는 결상이식의 초기형태는 승문시대

조기말엽~전기초두에 해당하는 환상의 결상이식으로

이는 중국 동북지역이나 장강이남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결상이식의 형태와 비슷하다. 즉 중앙공의 지

름이 전체 지름의 약 1/3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더 큰 둥

근고리모양을나타낸다. 그러나전기전엽과중기초사

이에해당하는유적에서출토되는결상이식은앞선형태

의 결상이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둥근 고리모

양이라기 보다는 중앙공이 작아지면서 결구부분이 중앙

공보다 길어지는 형태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전기중엽

이후에는타원형, 말각장방형, 말각방형, 삼각형, 부정형

등형태도다양해진다.

승문시대 조기 말엽~전기초두에는 결상이식과 함께

관옥과 비상수식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 중 절대연대

가 확실한 것은 아카호야화산재층 아래에 해당하는

포입(浦入)유적 과 적야정만(赤野井灣)유적 에서 출

토된것이다. 이두유적에서출토된결상이식은비록완

형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결상이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또한 복정현(福井縣) 상야(桑野)유적에서는 결상이

식을 비롯한 비상수식, 관옥이 함께 출토되어 이들 장신

구류가셋트를이루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

승문시대 전기 전엽~중엽의 결상이식은 초기형태와

는 달리 중앙공이 작고 결구부분이 긴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 결상이식은 장야현(長野縣) 오공평(お供

平)유적과 복강시(福岡市) 전도미자삼(田島尾子森)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장야현(長野縣) 오공평(お供平)유

29

2827

26

25

24

23

山崎保, 2002, 「東アジアの中で見た 狀耳飾の起源と展開」『長野縣の考古學Ⅱ -長野縣埋藏文化財センタ—硏究論集Ⅱ』, p.1. 

郭大順, 1996, 「玉器的起源與漁獵文化」『 方文物』1996-4, p.19. 

山崎保, 1998, 「 狀耳飾と管玉の出現–繩文時代早期末·前期初頭の石製裝身具ヤットの意義-」, 『考古學雜誌第83卷 第3號』, 日本考古學會, p.10. 

아카호야화산재층은 승문시대 조기와 전기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층으로 6500B.P경에 해당한다. 藤田富士夫, 2003, 「環狀型 狀耳飾に關する基礎的考察」『新世紀の考古
學–大塚初重先生喜壽記念論文集-』, p.40. 

26

25

24

23

그림 13 일본 초기형식 결상이식 분포도(藤田富士夫, 2003)그림 12 승문시대 전기말엽∼중기초두엽 결상이식

그림 11 승문시대 전기전엽∼전기중엽 결상이식

長野縣 お供平유적 福岡市 田島尾子森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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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출토된 관옥 역시 그 형태가 길고 가늘어지는 특

징을나타내고있다.@ 

승문시대 전기말협부터 중기초두에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결상이식은 장방형 및 삼각형, 부정형의 형태이다.

특히 삼각형을 띠는 옥기는 일본 동북지방에서 많이 출

토되고 있는 타입으로, 중부지방과 관동지방에서도 그

출토예가보고되고있어당시일본열도전역에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옥기는 이미 이

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결

상이식과 함께 출토되는 옥기류에는 수식(垂飾) 및 옥부

(玉斧), 봉형기(棒形器) 등이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출토되는 결상이식은 조기말엽

~전기초두의 경우 주변의 동북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출

토되는 형태와 비슷한 보편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전기

전엽이후부터중기까지는다수의이식이확인되고있으

나형태상으로는오히려기형적인퇴보양상을확인할수

있다. 

3.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이미 구석기시대 만기에 해당하는 지금

으로부터 38,000년 전 유적인 알타이 Denisova동굴에서

석제 장신구들이 출토되어 보고된 바 있다. 이후 신석기

시대에 이르면 역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선

사시대 초기 결상이식의 출토 예가 보고되고 있다. 러시

아 연해주 Chertovy Vorota 동굴유적과 Boisman2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곳 모두 결상이식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고있다.

Chertovy Vorota 동굴유적에서는 결상이식과 기타 옥

석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이 동굴의 연대는 이 동굴에서

출토된 목탄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6575±

45~6825±45B.P.이다. 이는 중국의 흥륭와문화 보다는

약간 시기가 늦으며, 일본 승문시대 조기종말~전기초시

단계와는 그 시기가 대략 일치한다. 이 결상이식의 형태

는거의환상(環狀)에가까우며외연도잘정연되어제작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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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福井縣 桑野유적 출토 옥기류 그림 15 일본 九州 출토 결상이식 편년안(下村智 2010)31

吉岡博之·和泉大樹·田代弘, 1997, 「23京都府舞鶴市浦入遺跡群」『日本考古學 報 50』, 日本考古學協會

田井中洋介他, 1998, 『赤野井灣遺跡』, 滋家縣敎育委員會·(財)滋家縣文化財保護協會

木下哲夫, 1993, 「福井縣坂井郡金津町桑野遺跡發掘調査速報」『繩文時代文化硏究NEWS 17』

山崎保, 2002, 위의 , p.3. 

下村智, 2010, 「九州出土の 狀耳飾に關する基礎的檢討」『先史學·考古學硏究Ⅴ -甲元眞之先生退任記念』, 田考古會, p.211. 

鄧聰, 2006, 「東亞 飾起源的一些爭 」『紅山文化硏究』, 文物出版社, p.49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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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외에도 이 유적에서는 비상수식과 추식(墜

飾)이발견되었다. 

Boisman2 유적은 Chertovy Vorota 동굴유적으로부터

남쪽으로 500km 떨어진 Boisman만의 해안 구릉 경사면

에 위치하며, 이중 결상이식이 출토된 무덤의 연대는

5160±40B.P.와6010±20B.P.에해당한다.@ 

4. 기타지구

상기의한반도중국, 일본, 러시아외에도대만, 태국북

부 평원과 베트남 북부 홍하 삼각주 및 북부만 연해에서

도지금으로부터약4000년전경의결상이식이발견되고

있다. 베트남남부및말레이시아등지에서도지금으로부

터대략3000년경의결상이식이발견되었으며, 대만과필

리핀군도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결상이식

이발견되어 , 결상이식이해안가를중심으로한동아시

아지역에서도보편적으로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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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러시아 Chertovy Vorota동굴 출토 결상이식 및 기타 옥기

그림 16 러시아 알타이 Denisova동굴 출토 구석기시대 만기 장신구(38,000B.P.)

朱延平,@ 2008, 「關于東亞地區玉石 起源問題的思考」, 『玉魂國魄』, 京燕山出版社, p.184. 

鄧聰, 2006, 위의 , p.48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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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만 출토 다양한 형태의 결상이식(좌)
대만 귀남문화 결상이식 출토현황(우)



15 Lim, Seng Kyeong 한반도출토결상이식( 狀耳飾) 소고

한반도 출토 결상이식이 갖는
고고학적 의미

1. 연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결상이식은동북아시아지

역에서 지금으로부터 8000년~6000년 사이에 해당하는

신석기시대 조기~전기 옥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특히

중국 동북지방과 장강이남, 일본열도 등지에서 적지 않

은 출토 예가 확인되고 있다. 반면 한반도, 러시아 및 동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는 단지 몇 가지의 예만 화인되고

있다. 

최초의옥기인결상이식의기원에대해서는각지역권

별 독자발생의 가능성과 문화적인 상호 향권 하에 전

파·교류되었을 가능성, 초기 외래유입을 거쳐 모방형

자체 제작 등 다각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

한가능성모두에있어중요한전제는선사시대에는국경

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경개념으로 지역

성을생각하기보다는통합적으로바라볼필요가있다.

결상이식은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지구에 광범위하

게 분포하는 특수한 옥기이다. 각 지역권별로 출토된 대

부분의 결상이식이 이식의 기능을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한, 결상이식은 그 출토 지역권에서 독자적으로 출

현하 다고보기엔어려움이있다. 이식은세계각지에서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유

럽 등지에서는 결상이식이 출토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옥을장신구로사용하는전통이있는뉴질랜드에

서 조차 그 출토예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결상이식이

상호 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 상호 전

파, 교류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서 나타나는 초기 결상이식의 분포 양상에서 살펴 볼 때

초기 형태의 결상이식이 중국 요서지역 흥륭와문화 →

러시아 연해주 → 일본열도 등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다

남하하여한반도의동해와일본해주변으로전파되는경

로를밟고있다고설명할수있다.

한편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결

상이식도확인되고있다. 일본의경우, 승문시대조기결

상이식은 분명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결상이식

은 그 수적인 면에서도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결상이식이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말각

방형, 삼각형 등 결구부분이 상당히 길고 중앙공이 작은

형태는 중국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옥

말고도석제나토제의결상이식도등장하고있어재지적

인성격이상당히높다고판단된다. 이는이지역사람들

이 초기형태의 결상이식을 수입해 사용해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자체생산해사용했을가능성을말하여준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결상이식 제작에 사용된 재료 중 연

옥의 생산지는 찾기 어려운 편이나 일본 결상이식의 가

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재료인활석과라석, 사문석등

은그산지를쉽게찾을수있어 이러한설명을뒷받침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승문시대 전기 이후의 결상이식

역시동북아시아주변지역과의교류와무관한것이아니

라, 상호 문화적·물질적 교류 속에서 각 지역의 독특한

재질의 옥석이 결상이식 제작에 사용되어졌고,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결상이식이 발생, 제작되어 유행

한것으로설명되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한반도출토결상이식의연원을추론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좀 더 깊이

있는비교분석이필요한것으로여기서언급하는내용은

어디까지나초보적인관점임을강조하고자한다. 

우선 말각방형이며 중앙공이 작고, 결구 반대편으로

치우쳐 뚫려있으며, 결구의 길이가 긴의 형태를 보이는

청도사촌리유적출토결상이식은일본과의관계가깊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일본 승문시대 전기전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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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주로 출토되고 있는 결상이식의 형태와 같다고

볼수있다. 부산동삼동패총역시말각방형으로일본과

의 관계가 깊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형적인 형태의 고성

문암리결상이식은외연의마연상태가정연하고그출토

유구의 연대 등으로 보았을 때 중국 동북지방의 결상이

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처용리의 경우

는 외연이 정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국 장강이남의

결상이식과 관련이 깊으며, 사천 선진리의 경우에는 형

태상으로는 중국 장강이남지역과 유사하나 외연에

0.2cm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짧은 선을 각인하 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연에 일정한 간격의 요철조각을 가한

대만의 결상이식과도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수 안도패총 역시 중국 동북지역보다

는 장강이남지역에서 출토되는 결상이식과 유사성이 더

깊어보인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결상이식은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남부지역은 모두 일본 혹은 중국 강남이

남지역과 더욱 관련성이 많아 보이며, 이러한 연원문제

는 한반도 내에서 결상이식의 출토예가 증가된다면 좀

더논리적으로접근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고고학적의미

결상이식은 한반도에서는 비록 많이 확인된 것은 아

니지만 최근 들어 출토유물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유물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

상이식이 고고학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과 연결하여 살펴

보았다. 

첫 번째는 결상이식 사용자에 대한 검토이다. 지금까

지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결상이식이 정식 출

토된 유구는 대부분이 무덤으로 결상이식은 부장품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장품과 장신구의 다과, 희소성

은 무덤의 규모와 함께 그 사회의 발전단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며, 신석기시대에도 귀한 옥류나 장신구,

많은 토기의 부장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무덤이 있

어 피장자간의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

하고 있다. 특히 결상이식과 같은 옥 장신구는 재지적

유물이 아닌 원거리 교역을 통해 획득된 유물로서 그것

이같은희소성은다른유물들에비해더욱크다고할수

있다. 

한반도에서 결상이식이 정식으로 출토된 무덤유적은

고성 문암리와 울산 처용리 단 두 곳뿐이다. 이 두 경우

는모두결상이식과마제석부가공반출토되는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신석기인들이 사용한 도구는 식량자원을

획득하는데 1차적으로 직접 관계하는 생산용구, 획득된

자원의 가공 또는 다른 활동 역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

를 제작하는데 활용되는 가공구, 실제 생업에 관계하지

않고 의례적 혹은 정신생활과 관련된 비실용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생업유형별로 분류된 기종이 반드시 특

정한 기능과 용도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생업환경

과 필요에 따라 혼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석부가

바로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석부는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벌채나 목재 가공용으로 널리 사용된 도

구이나 간혹 무덤 내부에서 부장용 유물로서 출토되는

예를 보이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석부는 다른 석기들과

는 달리 단순한 부장유물의 의미를 너머 무덤 조성시 행

해진 의례행위와 관련된 유물로서도 역할을 했을 것으

로보인다. 예를들면부산범방유적의경우대형집석유

구에서 은닉한 형태의 석부가 출토되었는데, 이 유구에

대해서는 제의와 관련된 시설물로서 보는 견해가 있

다. 그렇다면 석부는 의례행위와 관련된 유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울진 후포리유적의 경우 장대형 마제

석부가인골위에나란히놓여진채로발견되었으며, 이

를 통해 석부가 장례시 이루어진 의례행위와 관련된 유

물일것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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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종, 2008, 「신석기시대의무덤」『한국신석기연구』제15호, 한국신석기학회, p.66, p.83. 

하인수, 2009, 「신석기시대석기의종류와양상」『박물관연구논집 15』, 부산박물관, p.9. 

하인수, 2009, 『범방유적』, 부산박물관, p.14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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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암리유적에서출토된결상이식은사자의머리

부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식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구에서 출토된 2점의 석부는 앞서서 조사

했던 탐색갱에서 발견되었다. 탐색갱은 사자가 어깨부

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석부의 출토지점은

이식이 위치했던 머리부분보다는 아래에 위치한다. 필

자는 이 위치가 아마도 사자의 가슴부분이 아닐까 하는

추측하고있다. 또한울산처용리의경우이식의출토위

치는 유구의 굴광선 바로 안쪽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외곽으로 이동이 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3점의 석부는 정확히 사자의 가슴부분으로 판

단되는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이 두 유적에서 볼 때 석

부는 무덤조성 시 사자의 가슴에 놓았던 일종의 의례용

유물로 보이며, 결상이식을 부장한 무덤의 주인공은 무

덤조성 시 이러한 특별한 의례행위의 대상자 다고 보

인다. 이는결상이식이 당시사회에서는 어느정도의중

요하거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착용한 것임을

나타내준다고볼수있다.

또한 결상이식은 같은 시기 사용되었던 옥장신구 및

또 다른 형태의 이식인 이전 등과 함께 비교해 본다면

골각제나패제의장신구에비해매우희소함을알수있

다. 특히앞서중국흥륭와문화의 출토예에서도확인된

바와 같이 결상이식을 착용한 피장자의 신분은 최소한

그 집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었

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결상이식이나 이전과 같은 장신

구는 그 착용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형태이다. 이러한

장신구는 일종의 특수한 의식을 거친 후 착용하 을 가

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특수한의식이란당시에는사

회적으로 특수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졌을 것

으로 추론된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당시 사회의 신분적

계급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족의 우

두머리(혹은 정신적 우두머리)로서 특수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부족의다른성원들과구분되었으며, 이구분의

표식이 바로 특수한 의미의 장신구인 결상이식이었지

않았을까하는것이다.@ 

두 번째는 결상이식을 제외한 비상수식, 관옥, 만조형

기, 기타수식, 옥벽등옥기류와마제석부의 출토양상에

대한 검토이다.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결상이식과 함께

출토되는옥기류에는비상수식, 관옥, 만조형기(혹은옥

황), 기타수식, 옥벽 등이 있다. 비록 한반도에서는 아직

까지 결상이식과 이들 옥기류가 함께 출토되는 예가 보

고된 경우는 없지만 당시의 동북아시아 사회문화상으

로 보았을 때 이들 옥기에 대한 고찰도 반드시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옥기가 출토되

고 있는 유적은 무덤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패총, 혹은

문화층 등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석기시대 옥기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덤 뿐 아니라 다른 생활유

구에서출토된유물까지고려대상으로삼았다.

한반도의 경우 관옥이나 비상수식, 만조형기, 기타수

식 등이 서로 셋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부산 가덕도유적의 경우에도 무덤유

구와 수혈유구에서 각각 비상수식과 관옥이 따로 출토

되었다. 부산 범방 무덤유구에서는 장방형의 수식이,

통 연대도 무덤유구에서는 관옥이 출토되었다. 한편

그림 19 부산 범방 집석유구 내 석부 그림 20 울진 후포리 무덤유구 내 석부출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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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서동 주거유적에서는 비상수식 및 기타수식 4점

이 각각 한 점씩 출토되었다. 진주 상촌리의 경우 만

조형기로 추정되는 옥식이, 사천 늑도에서는 옥수식이

발견되었다. 또한 석제이기는 하나 부산 범방·동삼동,

군산 노래섬 등에서 만조형기가 출토 보고되었다. 반면

상기 옥기류와 마제석부가 공반 출토되는 무덤유구의

사례는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춘천 교동의 경우 관옥

과 석부가, 울진 후포리에서는 장대형 석부와 옥수식,

옥석재질의소형석부, 관옥등이출토되었다.

이처럼 신석기시대 출토되고 있는 옥 장신구류는 한

반도를 제외한 주변지역에서 셋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각기 출토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이 유물들이 자체 제작되어 상용된 것

이 아니라 주변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희소한 물건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옥기류에 대한 개

별검토 역시 동북아시아지역 신석기시대 문화상을 이

해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결상이식

을비롯한선사시대옥기의출토경향이다. 선사시대옥

기는 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해안선을 따라 중국과 한

국, 일본 연해를 연결하는 지역들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역별로 유물의 종류와 수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가 있었다. 물론 선사시대 유적은 해안

주변에 많이 집되어 있기는 하나 천변을 중심으로 한

내륙에서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결상이식을

비롯한 옥장신구류는 주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

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옥장신구류는

바다를 통한 교역에 의해 여러 문화상들이 상호 전파되

는과정상에놓여있는하나의대표적인유물이며, 이유

물의 분포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원거리 문화교역

양상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

향을보이는토기나석기와같은다른유물들도있지만,

한반도에서는 흔하지 않은 옥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선사시대 옥기가 좀 더 비중 있게

연구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맺음말

이상과같이한반도에서출토되고있는결상이식역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다른 지역의 출토 예와

동일하게해안선에인접하거나해안선을따라그리멀리

떨어지지 않은 내륙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옥기는

그제작과사용의절대연대적시기에서는약간의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석기 조기·전기문화권에

서사용되어지고있으며, 그용도역시거의유사함이확

인되었다. 

한반도에서출토된결상이식은비록그수적인면에서

42

41

인천도시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운서동유적』

國立慶州博物館, 1991, 『蔚珍厚浦里遺蹟』42

41

관옥 만조형기 잔편 석제 만조형기 비상수식 수식 수식 유선형 수식 봉형수식

표 3 한반도 신석기시대 출토 옥석제 장신구

부산 가덕도 진주 상촌리 부산 동삼동 부산 가덕도 부산 범방 인천 운서동 울진 후포리 사천 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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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는않으나몇가지주목해야할점이발견되었다. 우

선 6130±50~5740±210 B.P.로 보고된 고성 문암리유적

과 신석기시대 조기~전기에 해당하는 울산 처용리유적,

비록 명확한 유구 내에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그 출토

지점의문화층시기가신석기시대조기인여수안도패총

의경우등결상이식의연대가모두신석기시대조기~전

기임을 알 수 있다.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결상이

식도 동삼동패총의 연대에 비정해 볼 때 신석기시대 전

기~중기 전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출토 결상

이식 역시 동북아시아지역 결상이식의 분포양상과 일치

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는것이다. 

또한 정식 발굴을 통해 그 출토 정황이 명확하게 밝혀

진 고성 문암리유적과 울산 처용리유적의 경우, 결상이

식은 모두 무덤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두 유적에서 보이는 공반출토유물에 관한 것이다. 중국

과 일본의 경우 결상이식은 장신구에 해당하는 다른 옥

기와 공반출토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

반도의 경우에는 이 두 유적 모두 유일하게 石斧하고만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자료의 축적이 더 필요하기는 한반도 출토 결상이

식이 신석기시대 조기~전기 사이 석부와 공반출토된다

는양상과주변지역과의깊이있는비교검토가필요하다

고판단된다.

한편 그 출토 정황이 명확치 않은 청도 사촌리유적과

제주용담동유적에서출토된결상이식잔편들은그연대

가 청동기시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옥기라는 특수성상

한번제작되면무덤내부에부장되기전까지는지속적으

로 전세되어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출토되고 있는 결상이

식은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그 수적인 면으로

볼 때 극히 적은 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도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결

상이식의 연원에 대해서도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

히 남해의 경우는 일본열도와, 동해의 경우에는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지역과의 연관성이 높다

고 판단되나 이 역시 자료의 희소성으로 단정하기 어렵

다. 현재까지 한반도 내 신석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연구가 다른 시기에 비해 충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 많은 조사와 연

구를 통한 결상이식의 충분한 자료 확보도 기대해 봐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본고를정리하면서향후풀어가야할과제

들을 정리해 보았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

사시대 동아시아지역 출토 옥기류 중 대표적인 유물인

결상이식과관옥, 비상수식, 만조형기, 옥벽등은한반도

에서는비록그출토예가많지않지만이유물들이갖는

고고학적인중요성을고려하여향후각각의유물들에대

한 관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혼용되고 있는 이 유물들의 명칭부여 역시 향후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지역 옥기와의 형식학적 비교연구

를 통해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옥기의 형식적 분류도 시

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각각의 고찰이 모여 종합적인

연구가진행된다면옥기를통해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

지역 신석기문화를 조명하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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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de ornaments, which include slit earrings, scoop-shaped objects and tubular beads have been extensively identified
in Northeast Asia, such as Korea, China, Japan and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Among them slit earrings are
distributed in the whole area of Northeast Asia. Although this object shows the typological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excavated region in detail, all of them are characterised by the slit on the centre of jade ring.@ The buried
context and the shape of this object suggest that this artefact was the earring; thus it is named to ‘slit earring’. 

Most of slit earrings of the Neolithic Age concentrate in Northeast China and the areas south of the Yangtze River,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However, unfortunately, Slit earrings, which were produced in the tradition of the
incipient and early phases of the Neolithic Age in Northeast Asia, have not been excavat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umber of slit earrings reported so far is eight, and especially until the 20th century, almost none was reported
with its exact excavation location and only three of them are known as excavated through surface surveys and
preliminary excavations.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onwards, the number of discovered slit
earrings is increasing. Particularly, five pieces of this object uncovered in the 21st century are discovered in the official
excavation; thus the exact archaeological context such as buried locations and chronologies could be estimated. By
considering the buried context, slit earrings are associated with stone axes, which were produced in the incipient and
early phase of the Neolithic Age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unearthed objects is a
few, it could be postulate that slit earring was the artefact that only a few persons, who had a special role in the society,
could possess.@ 

However, slit jade earrings that have been excavated in the Korean Peninsula are extremely low in their number
compared to the cases of its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and the researches on this subject have
not been much conducted in Korea. Therefore, it is my supposition that slit earrings, which have been discovered in
the Korean Peninsula, might be the imported item from the nearby areas. Particularly, the Southern Coast was closely
connected with Japanese Islands and the Eastern Coast was interchanged with Northeast China or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Considering that excavations and researches on the Neolithic remain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not been sufficiently and actively conducted, it could be expected that the further investigations and researches will
reveal the sufficient quantities of slit earring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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