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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생명과 평화의 길

아시아서 돳문예부흥돴일어난다

한반도 구석기시대 돳마제돴사용
전남 장흥군 신북유적서 20여점 출토

녪21세기와 함께 돳정보화돴문명은 돳창조화돴문명으
로 바뀐다. 창조화라는 것은 정보화의 내용 즉 돳콘
텐츠웨어돴 중심으로 정보화가 리모델링된다는 것
이다. 돳소스돴(source), 돳리소스돴(resource)가 중
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 중심에서 아
이디어 중심으로, 비트 중심에서 창조적 발상량 중
심으로, 컴퓨터 중심에서 콘셉터(concepter) 중
심으로 중심이동이 된다는 것이며, 문명과 국력의
중심이 경제력에서 문화력으로 중심이동한다는 것
이다.
동북아와 함께 한국의 경제적 장래는 제조업 중
심에서 서비스와 문화콘텐츠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한반도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물류 중심,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 사이의 랜드브리지로 상승
할 것이다. 물류(物流)와 함께 문류(文流) 중심,
전 인류문명과 문화교류의 중심이요, 문화융합의
용광로이며 해방구가 될 것이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 10월혁명 둘 다 실패작이

정은 곧 기학(氣學), 역학(易學), 풍수학(風水學)
및 유불선 전 체계와 민간전승들을 전혀 새롭게 검
토돚탐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국의 주역과 한국의 정역은 한국 고대의 돳천부
경돴(天符經)에 토대를 두고 서양과학과 결합되어
머지않아 새로운 우주과학인 돳천부역돴(天符易)으
로 차원변화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돳혼돈질서돴
즉 돳카오스모스돴(chaosmos)의 새과학이 될 것이
다. 인격과 비인격의 차이를 넘어서 우주만물의 공
동주체성이 새 문화의 형태로 추구되고 이것은 우
리 풍류의 핵심인 돳접화군생돴(接化群生)의 명제
안에서 실천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문화의 코드는 돳생명과 평
화의 길돴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 코드는 논리와
철학을 근본변화시키며 돳붉은 악마돴나 돳촛불돴 등
신세대의 창조적 문화코드로 연속될 것이다. 이것
은 신화와 과학, 고대적 판타지와 미래적 초미디
어, 에코와 디지털, 정착과 이동, 농경과 유목, 중
력과 초월, 또는 디지
털과 아날로그의 이
중적 교호결합을 추
구하는 현재 10대, 20
대, 30대의 새문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점은 700만 돳붉
은 악마돴가 보여준 3대 명제, 즉 돳엇박돴(3분박 플
러스 2분박, 카오스모스), 돳치우돴(동이족의 제왕,
농경정착과 도시유목이동의 이중적 교호결합),
돳태극기돴(음양의 역동적 조화)에서도 함축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새로운 세대의 이름은 돳요기-싸르돴(Yoggi-S
sar)로 불릴 것이니 돳요기돴 즉 내면의 명상적 평화
의 수행자와 돳싸르돴 즉 외면의 생명적 복잡성의 혁
명가의 결합을 뜻한다. 이 세대와 함께 각 문명들,
전 지구 차원에서 변화가 오고 마침내 서서히 주변
우주의 전환이 올 것이다.
돳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돴(影動天心月)는 19세기
한국의 한 예언이 있다. 그늘이 무엇인가? 돳그늘돴
은 돳흰그늘돴에서 비로소 확충된다. 돳흰그늘돴만이
오늘의 대혼돈을 최수운의 예언대로 돳만년의 가지
마다 천떨기의 꽃이 피는돴(萬年枝上花千染) 대개
벽(大開闢), 후천개벽(後天開闢)으로 차원변화시
킬 것이다. 돳흰그늘돴은 새
시대 새 세대의 새로운 문
화의 이름이다. 돳흰그늘돴은
돳창조화돴의 내용을 압축상
징한다. 돳흰그늘돴을 역학용
어로 돳신화율려돴(神化律
呂)라고 부른다. 새 우주질
서요 새로운 문화다.
김지하(시인)

한국 중심 유돚불돚선 통합 돳새 문명돴촉발

창조적인 돳문화콘텐츠돴가 세상 좌우할 것
출토된 마제석기 명칭들. ①갈돌 ②둥근 홍석기 ③이형석기 ④갈린 자갈
⑤간 돌자귀 ⑥마름질석기 ⑦숫돌
녪발굴된 마제석기 중에서는
먼저 나무를 다듬거나 큰 짐승
을 해체할 때 쓴 돳간돌 자귀돴 2
점이 눈에 띈다. 또 도토리 등을
갈 때 쓴 갈돌 1점, 홈이 파여
뭔가를 빻거나 가는데 쓴 둥근
홈석기 5점, 숫돌 2개, 기존의
마제석기와 형태가 다른 이형
석기 1점, 완전히 갈지 않은 상태의 마름질석기 1
점 등이 발굴됐다.
국내 구석기유적에서 마제석기가 제작도구까지
함께 출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간노키(貫の木)일대 유적에 이어 두번뽢
다.
이기길 관장은 돱2001년 후기구석기 유적인 경남
진주 장흥리에서도 마제석기인 돳간돌 자귀돴 1점이
발굴됐으나 당시 학계에서는 의아해했다돲며 돱이
번 신북유적의 발굴로 구석기시대에 한반도에서
마제석기를 사용했음이 확실해졌다돲고 의미를 부
여했다.
신북마을 석기의 제작연대는 서울대 기초과학
교육연구 공동기기원이 실시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1만8500~2만5500년전(중심연대 2만200
0년전)으로 추정됐다. 고고학계는 3만5000~1만20
00년전을 후기구석기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유물을 살펴본 한남대 역사교육과 한창균 교수

됐다. 홈을 파는 데 쓴 돳새기개돴, 끼움
날 연장을 만드는 데 쓴 좀돌날, 끝이 뾰
족한 슴베찌르개와 창끝찌르개, 식칼
모양의 칼, 가죽을 손질하는 데 쓴 밀개
와 긁개 등이 그것. 좀돌날을 떼어내고
남은 좀돌날몸돌도 수정과 흑요석 재질
의 희귀한 것이 수십점 발굴됐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붉은 색의 돳철
석영 자갈돴이 깨어진 채 출토됐다. 서양의 경우 철
석영에서 추출된 적색 안료는 영생을 기원하는 의
미에서 죽은 이의 무덤에 뿌려졌다.
이기길 관장은 돱신북마을에서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면적이 3만4000평에 달하고, 신북마을과 별
도로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유물이 출토된 인근
마을이 22곳에 달한다돲며 돱장흥돚보성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돲고 말했
다.
전남도와 조선대박물관은 오는 6월23~24일 장
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돳동북아의 후기구석기문
화와 장흥 신북유적돴이란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이 행사에서 신북유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나타 다카시(稻田孝司) 일본구석기학
회장의 축사에 이어 베이징대 왕유핑(王幼平) 교
수 등 국내외 고고학자 10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선복 서울대교수 등 10여명이 토론에 참가한다.

돳2만5000년전 타제석기 이용돴 상식 깨
日간노키유적 이어 세계 두번째 발견
국내 첫 붉은색 돳철석영 자갈돴도 나와
는 돱일본에 이어 후기구석기시대에 마제석기가 나
온 것은 세계 고고학사에 기록될 만하다돲며 돱일본
에서 출토된 마제석기의 원류를 한반도와 연결지
어 볼 실마리가 생겼다돲고 평가했다.
발굴 지도위원인 연세대 인문학부 박영철 교수
도 돱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석기
의 형태와 제조방법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세
계적으로 드믄 유적돲이라고 말했다.
신북유적에서는 이같은 특이점 외에도 구석기
시대 유적돚유물 연구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점이
발견됐다. 먼저 대규모 살림터가 거점지역(베이스
캠프), 사냥터, 연장만드는 곳, 음식 만드는 곳 등
으로 나뉘어 발견됐다. 특히 국내서는 드물게 화덕
자리가 6곳, 이 가운데 4곳이 밀집된 형태로 발견
돼 당시 사람들이 자연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를 가늠케 해준다.
또 타제석기로 만든 사냥 도구와 이를 만드는 연
장도 국내 구석기유적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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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정치와 새경제의 씨알을 품은 새문화를 중심
으로 세계적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야 하는데, 미적
교육과 상상력전환에 의한 그 대혁명이 한반도로
부터 서서히 시작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작될 것이
다. 그 혁명은 한국의 신세대와 지식인들에 의해
아시아 전 민족들과 함께 시도되는 아시아 고대 문
예부흥으로부터 촉발될 것이며, 이 부흥은 이미 중
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대응으로부
터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유럽의 생태학과 생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학 또는 우주적 생명학을 창
조할 것이며, 그것을 새 해석학으로 하여 새 문화
로서의 돳풍류돴(風流), 새 정치로서의 돳화백돴(和
白), 새 경제로서의 돳신시돴(神市)를 재창조할 것
이고 이것은 구미의 현존 문화와 민주돚자본주의 정
치, 경제와 더불어 이중적 교호작용을 새로이 시작
할 것이다. 차원변화다.
지난 19세기 한반도를 휩쓸었던 동학과 정역(正
易) 등 후천개벽사상이 새로운 생명학의 도인(導
因)으로 부활함으로써 대문명사 전환의 원형을 제
시할 것이다. 그 원형은 돳궁궁적 태극돴(弓弓的太
極)이나 돳여율돴(呂律) 또는 돳팔려사율돴(八呂四
律)이라고 불린다.
시간관, 공간관, 육체 또는 인간관이 생명학에
입각하여 새롭게 탐구될 것이며, 이 결과가 돳자기
조직화돴(self-organization), 돳재진화돴(re-evolut
ion), 돳확충돴(amplification) 등의 과학적 방법과
결합함으로써 새문명의 기초를 만들 것이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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