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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천 합수리 유적의 7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및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 토기 2점 (YCP-1, YCP-2), 청동기 시대

토기 2점 (YCP-3, YCP-4), 원삼국 시대 토기 4점 (YCP-5~8)과 토양 1점(YCRM)을 분석하여 토기와 토양의 동질성을 확인

하고 토기의 소성온도를 규명하 다. 화학적 성분분석 결과, 토양(YCRM)은 YCP-1, YCP-3, YCP-5, YCP-6, YCP-7, YCP-8의

토기와 동일한 거동 특성을 보 다. 반면, YCP-2와 YCP-4는 활석과 녹니석의 향으로 MgO의 부화가 나타나 다른 토기나

토양과는 다른 거동특성을 보 다. 또한 흡수율과 비중, 조직특성과 XRD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성온도를 추정해 보면, YCP-7와

YCP-8은 870℃이상, YCP-2와 YCP-4의 경우 800℃이하, YCP-1과 YCP-3, YCP-5, YCP-6은 800~870℃의 소성온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물 분석결과, 토양은 연천 합수리 유적지 일대의 지질을 반 하며, 토기와의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적주변

에서 채취되어 토기의 원료물질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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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사시대의 토기는 생산구조상 토기의 원료물질을 유

적지 주변에서 채취하여(Arnold, 1985) 간단한 정선과정

을 거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기 및 도자기의

주원료인 점토는 생성 과정에 따라 1차 점토와 2차 점토

로 분류된다. 1차 점토는 모암이 풍화되어 점토화가 이

루어진위치에존재하는것이고2차점토는풍화된위치

로부터 물 등에 의해 운반되어 퇴적된 것이다(素木洋一,

1983). 따라서 도·토기를 이용한 산지추정의 경우 점토

는그지역의지반에대한화학적특성을내포한다. 

그러므로풍화로인해생성되는점토의화학특성차는

지역의특성을나타내게되므로이를이용해도·토기의

산지추정을 한다. 현재는 중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미량성분원소분석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C. Lee et al,

1988). 이에따라최근에는토기와함께유적지주변에서

수습한태토를함께분석하여미량원소를비교하는연구

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한이현, 2007; 김란희, 2008).

또한 토기의 태토 내에 존재하는 점토광물과 석 및

장석입자등은서로다른온도에서안정한상을이룬다.

이 역을 벗어나면 광물은 소멸되거나 다른 물질로의

전이가 발생된다. 따라서 XRD(X-Ray Diffraction, X-선 회

절) 분석을 통한 광물의 동정으로 대략적인 소성온도를

추정할수있다. 그러나소성환경에대한더많은고고학

적인정보를얻기위하여흡수율과비중, 색도, 조직특성

에대한관찰을함께수행하여야한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인 연천 합수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

군중면홍수조절지발굴조사H지역으로서한울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을 실시하 으며, 발굴조사 결과 신석

기시대부터원삼국시대의주거지및수혈, 소성유구및

굴립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중 신석기시대 2호 주

거지와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및 원삼국시대 7호 주거

지에서 시대별로 수습된 토기편 8점과 7호 주거지 하층

문화층에서 확인된 수혈에서 채취한 점질의 토양 1점을

통하여 출토된 토기와 토양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하고

토기의소성환경을알아보고자한다.

지형및지질

연구 대상인 연천 합수리 유적은 임진강이 곡류하며

형성된강안충적대지와주변의구릉지로이루어진연천

군 중면, 왕징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연천 합수

리 유적은 구석기 유적지로 잘 알려진 연천 전곡리 유적

과직선거리로약10km 가량떨어져위치하고있다. 

지질구조를살펴보면연천합수리지역은연천도폭구

역의 중부 및 서부 구역으로서 임진강대를 구성하는 연

천층군의 지층들 중 최하부인 미산층이 주로 분포하고

사진 1 연천 합수리 유적(H지역) 전경 그림 1 연천 합수리 유적 주변 지질 분포도

충적층

Qa Dm Dd Kdt 0 1,000 2,000 3,000 4,000

미산층 대광리층 동막골응회암

LEGEND

연천합수리



10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1

그 상위의 대광리층도 일부 분포한다. 미산층의 중~하부

에는각섬암이빈번하게산출되며, 석탄기초의엽리상각

섬석 화강암이 미산층을 관입한 소규모 암맥으로 산출된

다(연천도폭지질조사보고서, 2008).

연천 합수리 지역 대부분을 구성하는 미산층 상부에서

는함투휘석석회질규산염암이산출되며투휘석, 각섬석,

크리노조이사이트, 녹렴석, 흑운모, 사장석, 방해석, 티타

나이트, 석 의조암광물을갖고, 이웃하는함흑운모변성

사질암은흑운모, 사장석, 석 의광물조합을갖는다. 

한편 미산층의 중하부에서 나타나는 각섬암은 각섬석,

사장석, 석 , 석류석, 흑운모, 티타나이트, 소량의금홍석

이산출된다. 한편각섬석화강암의주구성광물은알칼리

장석, 사장석, 석 , 각섬석, 석류석, 흑운모, 티타나이트와

소량의저어콘등이다(연천도폭지질조사보고서, 2008).

대상시료

연천합수리유적은A, G, H지역및취우당지로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역 중 H지역의 7호 주거지 하부에

서 2기의 원형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수혈유구의 최

하층에서는황색점토층이발견되었는데, 이점토층은토

기태토로서사용하기에적당한정도의점성을지니고있

으며비교적정선되어있어, 이수혈유구가태토저장공으

로사용되었을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이

유구들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내부 점토층이 토기

태토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

가 없으며, 인접유구들 또한 여러 시대가 중첩되어 있어

명확한 시기 추정이 어렵다. 따라서 유구의 형성 시기와

내부 점토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유구에서

출토된 신석기에서 원삼국시대까지의 토기들과 그 연관

성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같은H지역에위치한

신석기시대유구인2호주거지에서출토된토기편2점과,

청동기시대주거지인6호주거지(2호주거지와중첩관계)

에서출토된토기편2점, 수혈이위치한원삼국시대유구

인7호주거지에서출토된경질무문토기및타날문토기각

2점을비교시료로서선정하 다. 

연구방법

문화층에서발견된점토가토기의제작에이용된원료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 광물학적, 화학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 다. 먼저 토기의 재료학적 특성을 확인하

사진 2 합수리 유적 유구 산출 상태 (좌측 상단; 2호주거지, 좌측 하단; 6호주거지, 우측; 7호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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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하층 문화층
1

표 1 연천 합수리 출토 토기편 및 토양

연번 추정시기 출토위치 시료명 사진 비고

YCP-1 동체부

신석기시대 6호 주거지2 YCP-2 동체부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3 YCP-3 동체부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4 YCP-4 견부

원삼국시대 7호 주거지5 YCP-5 동체부

원삼국시대 7호 주거지6 YCP-6 동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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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흡수율과 비중, 색도 등을 측정하 으며, 토

양과 토기의 구성광물종을 비교하기 위하여 편광현미

경 관찰과 X선회절분석을 수행하 다. 또한 주성분, 희

토류원소, 미량원소를 분석하고, 이들의 지구화학적 거

동특성을비교하 다.

1. 물리적 특성 분석(흡수율, 비중, 색도)

흡수율 측정은 KS L4008 을 참고 하 으며 3회 측정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다. 단, 토기 시편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시료량을 3g으로 줄여서 측정하

다. 또한 색은 먼셀 토색첩을 이용하여 1차적 색 기재를

하 으며 상세한 색차는 Spectro-guide, BYK Gardner,

Light source C2, 시야각 10°, Germany 색차계로 3회 측

정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도시하 다. 토기편

은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같았으므로 단면을 제외한 표

면부에서 편평한 곳을 찾아 측정하 다. 토양의 색도

특정은 토양을 반죽하여 직경 4cm, 두께 0.9cm 크기로

시편을 제작하 으며 하루 동안 자연 건조 한 뒤 105℃

에서 24시간 동안 열풍건조기에서 한 번 더 건조하여

측정하 다.

2. 조직 특성 분석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을이용하여토기의단

면의 기질과 광물입자를 관찰하 다. 이용된 기기는 독

일Carl Zeiss 사의Axiotech 100HD/Progress 3012 이다. 

편광 현미경은 독일 Carl Zeiss 사의 Axioplan2

imaging을이용하 으며폐쇄니콜에서관찰하 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01

KS L4008: 한국산업규격 도자기흡수율, 부피 비중, 겉보기 비중및겉기공류의 측정방법-시유하지 않은도자기에대한규정- 시료는 105℃에서 항량이될때까지건조하
고, 데시케이터에서냉각하여질량을 0.01g까지정확히측정한다(W1). 이 후 증류수가 담가 5시간 동안 끓이고, 24시간 동안 침적한다. 증류수에 포화된 시료를 줄로 된 고
리 또는 그물에 매달고, 증류수 속에 매달린 상태로 질량을 0.01g까지 정확히 측정한다(W2). 증류수로 포환된 시료를 꺼내 젖은 천으로 표면을 가볍게 닦고, 0.01g까지
정확히측정한다(W3). 겉보기 비중= W1/(W1-W2), 부피비중= W1/(W3-W2), 흡수율(%)=(W3-W1)/W1×100, 겉보기 기공율(%)=(W3-W1)/(W3-W2)×100

01

원삼국시대 7호 주거지7

연번 추정시기 출토위치 시료명 사진 비고

YCP-7 동체부

원삼국시대 7호 주거지8 YCP-8 동체부

시대미상
7호 주거지

하부 문화층
9 YC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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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조직관찰은가속전압15kV, spotsize 23이었으며,

1,000배에서관찰하 다. 

3. 광물분석(XRD)과 화학조성 분석(XRF, NAA)

X-선회절분석은 PANalytical사의 EMPYREAN을 이용

하여 45kV, 40mA, 4°~60°, 0.02°/150sec의 조건으로

분말화한 시료를 Spinning 시켜 광물결정구조를 분석

하 다. 

주성분 분석에 앞서 굵은 광물 입자들을 제거한 후 시

료들을분말화(Powdering)하 으며토기시료0.5g, 융제

5g, 박리제 0.02g을 소수 넷째자리까지 계량화하여 함께

넣고 비드머신(Bead machine, K2, Canada)으로 비드를

제작하 다.

주성분분석은 파장분산형 X-선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XRF), (PHILIPS, Axios, Netherlands)를 이용

하 으며 Collimator mask는 27㎜의 조건으로 혼입물을

배제한 토기시편을 원소의 산화물 형태로 표현하 다.

또한 원소에 대한 산화물 함량은 LOI 값과 함께 총합이

100.00%로다시환산하 다. LOI 값은 800℃에서전기로

에 시료를 넣고 1시간 동안 완전히 연소한 후 전체 함량

에대한연소량을퍼센트(%) 비율로산출하 다. 

미량원소분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하 으며 큰 광물입자를 배제한 토기 및 토양 분말

시료를 원자로(하나로)에서 중성자를 조사시킨 후, 방사

화된원소들에서방출되는γ-ray(감마선)을측정하 다.

이를 위해 중·장 반감기 핵종을 이용한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하여 100~200mg의 분말시료를 vial에 넣어 준

비하 다. 그후, 중성자방사화분석용NAA #1을이용하

여 1시간 동안 시료를 조사하 으며 또한 시료의 조사

위치에 따른 방사화율의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Fe-

wire(IRMM, 순도 99.9%)를 각 시료와 동시에 조사하여

중성자 속도를 결정하 다. 또한 특성 감마선을 계측하

기 위해 고순도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EG&G ORTEC,

25% relative efficiency, FWHM 1.85 keV at 1.33 MeV of

60Co, peak to Compton ratio = 45 : 1)로분석하 다. 

연구결과

1. 육안관찰

자연과학적분석에앞서대상시료에대한육안관찰을

수행하 다. 먼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즐문토기인

YCP-1의표면에는굵고짙은사선문이남아있다. 색상은

밝은적갈색으로산화분위기에서소성되었음을알수있

다. 또한토기표면은울퉁불퉁하고거친상태를보이며,

굵은입자가많이관찰된다. 

신석기 시대의 무문토기인 YCP-2는 표면과 속심 모두

대체로 어두운 적색을 띠고 있으며, 손으로도 쉽게 부서

지는 특징을 보여 소성온도가 매우 낮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단면에서는많은광물입자가관찰되며또한다른신

석기와청동기시대의토기편들과비교했을때상대적으

로기벽이얇고일정한모습을보 다. YCP-1과YCP-2는

2~4㎜내외의입자들이다량분포하고있어정선도가매

우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인 YCP-3은 밝은 적갈색을 띠

고 있어 산화분위기에서 소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단면

의 색상은 부위에 따라 어둡고 밝은 색조를 보여 소성조

건이균일하게유지되지않았음을짐작할수있다. 한편,

태토에서는 2~5㎜의 비교적 큰 광물와 함께 0.2㎜ 이하

의 작은 입자들도 다량 관찰되어 정선도가 낮은 것을 알

수있다. 또한표면에는도구를사용해표면을정면한흔

적이뚜렷이관찰된다.

YCP-4의 경우도 신석기 시대 토기와 마찬가지로 적갈

색을 띠고 있으며 산화 소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크

기가 무려 5㎜ 이상의 광물입자가 다량 존재하며, 일정

한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광물을 첨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첨가된 광물입자

를제외한2㎜이하의광물입자들이다양한입도분포를

보여주고있어정선도가낮았다.

YCP-5와 YCP-6은 토기의 색도와 광물 입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여 제작기법 상에 유사한 점이 보인다. 두

토기는 산화 소성되어 어두운 적황색의 색도를 보이고

있으며 표면에 2㎜ 이상의 광물 입자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단면상에서는2㎜이상의광물입자도관찰

되며청동기시대토기편에비해두께가두꺼운것이특징

적이다. 토기의외면을도구로정면한흔적이관찰된다. 

YCP-7과 YCP-8은 표면에 타날 문양이 남아 있으며 회

색계열의 색도를 나타낸다. 광물들의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육안상으로는관찰되지않는것으로보아정선도가

높은태토를사용하 다. YCP-7은단면상에서속심은연

한 회색을, 내·외부는 연두빛이 나는 회색의 색도를 보

이는것이특징적이다.

함께 수습된 토양의 경우 색상이 검은빛을 띠고 있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점성이 강

한 것으로 보아 토기의 태토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했을

것으로짐작된다. 

이상 연천 합수리 출토 토기 및 토양 9점에 대한 육안

적특징을<표2>에정리하 다.

2. 색도 분석

먼셸 토색첩으로 토양이나 토기의 색상을 확인할 때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시료를 두고 다른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토양이나 토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색

상을 찾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색도계를 이용하

여보다정량적인색데이터를제시하고자하 다. 

L*a*b* 색채계에서 L*는 명도를 타나내며, 0~100의 범

위를 가지고 값이 클수록 백색을, 값이 작을수록 검은색

을 나타낸다. a*, b*는 채도를 나타내며, 값은 -60~60의

범위를 가진다. a*는 양(+)의 값일수록 적색도가 높음을,

음(-)의 값일수록 녹색도가 높음을 나타내며, b*는 양(+)

의 값일수록 황색도가 높음을, 음(-)의 값일수록 청색도

가높음을나타낸다. 

YCP-2의 명도는 다른 토기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채도분포도에서 살펴보면 산화

소성임에도 회색계열의 토기편인 YCP-7, YCP-8과 함께

분류되어 도시되었다<그림 2, 3>. 이는 YCP-2는 불완전

소성으로 인해 생성된 흑심이 표면부 쪽으로 치우쳐 분

포하면서 명도와 채도에 향을 주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육안관찰시적색계열과회색계열로구분되는연천합

수리 출토 토기의 특성이 채도 분포에서 그대로 반 되

고 있는데 YCP-2를 제외한 모든 토기편들은 두 그룹으

로구분되어도시되었다<그림3>. 즉YCP-7, YCP-8의채

도는 산화소성된 YCP-1, YCP-3, YCP-4, YCP-5, YCP-6보

다상대적으로적황색도가낮게나타난다. 

한편 함께 채취된 토양의 경우 명도는 다른 토기편들

에 비해 10 이상의 측정값의 차이를 보 으나 채도는

YCP-2, YCP-7 및YCP-8과함께도시되어분포한다. 토양

이 높은 명도를 보이는 것은 수분의 완전한 건조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양은 육안관찰시 붉은 계열의

토기편들과 비교했을 때 적황색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측정치와일치하는결과를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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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의 육안적 특징

Sample No. 종류 시대 소성환경 광물입자크기(㎜) 광물입자의양 정선도 정면흔적

YCP-1 즐문토기 신석기 산화환경 1~4 많음 낮음 있음

YCP-2 신석기 산화환경 1~9 많음 낮음 있음

YCP-3 청동기 산화환경 2~5 많음 낮음 있음

YCP-4 청동기 산화환경 1~9 많음 낮음 있음

YCP-5 원삼국 산화환경 1∼4 많음 낮음 있음

YCP-6 원삼국 산화환경 1~3 적음 낮음 있음

YCP-7 원삼국 - - 없음 높음 있음

YCP-8 원삼국 - - 없음 높음 있음

YCRM 토양 - - - - -

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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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도와 채도를 L*a*b* 색채계에서 명도와 채도를

모두 포함하는 두 색상간의 차이는 색차( )로 나타

내며, 이는다음식으로주어진다. 

백색 표준시료(L* 95.96, a* -0.71, b* -0.24, ±0.3)와

연천 합수리 출토 토기 및 토양과의 색차를 비교해 보았

을 때 시료 중 YCRM이 백색과 가장 유사한 수치를 나타

냈으며 토기 YCP-2이 백색과 가장 이질적인 색상으로

판단된다.

3. 비중 및 흡수율

흡수율은 종류와 양에 따라서도 향을 받을 수 있지

만, 소성온도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김수경

외, 2010: 317). 본 실험은 KS L4008에 따라 수행하 으며

다음과같다.

연천 합수리 토기편들에 대한 비중과 흡수율 측정결과

신석기시대토기편의흡수율이청동기시대의흡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CP-7에서 높은 흡수율을 나타낸

것은태토내광물입자가거의없고여러번정선된태토가

많은수분을흡수하 다는해석을할수있다. 또한YCP-8

도 원삼국 시대 토기편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 토기

편들보다높은흡수율에낮은비중을보 다<표4, 그림4>. 

4. 단면 및 미세조직 관찰

토기와 토양의 점토 광물들과 광물 입자들의 크기나

분포양상, 원마도, 조직의유리질화정도를비교하여본

Sample No.@ Munsell soil color
Colormetry

△E*
L* a* b*

YCP-1 7.5YR 5/4 Dull Brown 49.05@ 12.51@ 17.04@ 51.71@

YCP-2 7.5YR 4/1 Brownish Gray 41.51@ 5.45@ 11.95@ 56.14@

YCP-3 10YR 6/3 Dull Yellow Orange 50.04@ 7.76@ 18.66@ 50.37@

YCP-4 10YR 6/3 Dull Yellow Orange 49.90@ 8.19@ 18.60@ 50.55@

YCP-5 7.5YR 6/2 Grayish Brown 51.47@ 9.12@ 19.85@ 49.79@

YCP-6 10YR 6/2 Grayish Yellow Brown 53.56@ 7.33@ 19.53@ 47.47@

YCP-7 2.5Y 6/2 Grayish Yellow 53.74@ 2.67@ 13.15@ 44.42@

YCP-8 2.5Y 6/2 Grayish Yellow 51.73@ 3.60@ 12.41@ 46.21@

YCRM 2.5Y 4/3 Olive Brown 64.00@ 3.97 14.52@ 35.51

표 3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  토양의 색지수 측정

그림 2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 및 토양의 명도(L*) 분포도 그림 3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 및 토양의 채도(a*, b*)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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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토기편들은 크게 YCP-1, YCP-3, YCP-5, YCP-6과

YCP-2, YCP-4 및YCP-7, YCP-8의세그룹으로나뉜다. 토

기 내에 분포하는 현정질 광물입자에 대해 광물의 크기

에 따라 화성암의 경우 5㎜을 조립질, 2~5㎜를 중립질,

0.062~2㎜를 세립질로 분류하는 것을 참고하여 기술하

다(이창진외, 2000).

YCP-1, YCP-3, YCP-5, YCP-6은 모두 점토광물 사이로

중립질또는조립질의크기를갖는석 과장석의광물들

입자들이 주로 분포하며 분급이 매우 불량하다. YCP-5와

YCP-6은 YCP-1과 YCP-3에 비해 석 및 광물입자의 크

기가 작고 그 양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분급이 양호하여

다시 두 그룹으로 세분된다. YCP-2와 YCP-4는 점토광물

들 사이로 중립질의 석 과 장석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YCP-1, YCP-3, YCP-5, YCP-6와 유사하지

만 기질들 사이로 판상의 운모 암편 입자들이 다량 분포

되어 있으며 또한 조립질의 활석이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사진4>. 

미세조직을 살펴보면 YCP-1과 YCP-2, YCP-3, YCP-4,

YCP-5, YCP-6은유리질화가진행되지않은엉성한조직으

로서무정형의공극이조직의결을따라형성되어있으며,

조직사이로변질받지않은광물도관찰된다<사진5>.

반면 YCP-7과 YCP-8은 1㎜ 이상의 석 및 장석의 광

물입자들이거의관찰되지않는것으로보아여러번정

선된 태토를 사용하 으며 조직이 치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3>. 또한 전자현미경 하에서 YCP-7과

YCP-8는 엉성한 조직들 사이로 부분적으로 유리질화가

Sample No.
겉보기 겉보기

부피비중 흡수율(%)비중 기공율(%)

YCP-1 2.68@ 34.58@ 1.76@ 19.69@

YCP-2 2.73@ 34.65@ 1.79@ 19.41@

YCP-3 2.64@ 30.73@ 1.83@ 16.83@

YCP-4 2.73@ 32.06@ 1.86@ 17.27@

YCP-5 2.63@ 31.78@ 1.80@ 17.69@

YCP-6 2.68@ 31.44@ 1.84@ 17.09@

YCP-7 2.65@ 35.07@ 1.72@ 20.42@

YCP-8 2.62@ 32.20@ 1.78 18.10@

표 4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의 물성 측정 값 그림 4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의 부피비중 및 흡수율 분포도

사진 3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의 실체현미경 사진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8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8

Bu
lk
 D

en
si
ty

Absorption(%)

1.90

1.85

1.80

1.75

1.70

1.6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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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있다<사진5>.

YCRM도 토기편들과 마찬가지로 점토광물들 사이로

조립질 및 중립질의 석 , 장석의 광물입자들이 관찰된

다. 그러나 토기편들에 비해 YCRM은 석 및 장석, 운

모의 입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원마도가 높지 않음

을확인할수있다<사진4>.

한편 광물입자들의 분포 특성을 확인해 보면 YCP-1,

YCP-3, YCP-5, YCP-6의 경우 비교적 균질한 크기의 점

사진 4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 및 토양의 편광현미경 사진

사진 5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의 전자현미경(SEM) 사진(×1,000)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8

YCP-1

YCP-4

YCP-7

YCP-2

YCP-5

YCP-8

YCP-3

YCP-6

Y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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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물들사이로비슷한크기의석 , 장석입자들이확

인된다. 또한 YCP-2와 YCP-4의 경우에도 기질사이로

9㎜ 가량의 조립질의 석 과 장석 입자들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이러한분포특성을보이는광물입자들은 인

위적으로첨가된비짐으로판단된다.

5. 광물결정구조 분석

우리나라 고령토의 주성분 광물 중에 카올리나이트

(kaolinite)는 550℃에서 결정구조의 파괴가 발생한다.

또한 토양과 암석에서 가장 많은 광물종을 점유하고 있

는 석 은 573℃에서 α-석 (low quartz)으로부터 β-석

(high quartz)으로상전이가발생한다. 이석 의주성

분인 SiO2는 870℃에서 트리디마이트(tridymite)로

1,470℃에서 크리스토발라이트(crystobalite)로 결정구

조가 달라진다(Grim, 1968). 그러나 1,725℃ 이상으로

가열되면 모든 종류의 지각구성물질은 완전 용융체를

형성하여유리질물질로변한다.

한편 녹니석은 400~700℃ 온도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가 고사녹니석은 800℃, 단사녹니석은 850℃

에서 감람석으로 전이가 일어난다. 견운모는 700~800

℃에서 탈수반응을 시작하며 1,000~1,100℃에서 광물

상의 분해가 시작된다. 방해석은 650~898℃에서 상분

해가 발생하여 CO2 가스를 방출한다. 뮬라이트(mullite)

는 975℃에서 새로운 광물상을 만들어낸다(Tite, 1975;

MacKenzie et al, 1996). 그리고 활석(talc)은 760℃에서

열분해가 발생하여 엔스타타이트(enstatite)와 석 으로

전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동수와 김형식, 2007).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900℃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이는실험적연구도있다(김수경, 2009). 이와같이광물

상의 안정범위를 가지고 생성조건을 추정할 수 있는 것

을지질온도계(geological thermometer)라고한다.

그러나 각 광물상의 상변화 및 전이온도는 압력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소성당시에 가마의 노출상태와

폐정도에 따라 실제 소성온도가 큰 차이를 가질 수 있

다. 또한 태토의 광물조성과 유약의 종류 및 피복두께

에 따라서도 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는 소성의 융제로 작용하여 실제소성온도보다 낮아도

쉽게 상이 변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최

석원외, 2003).

연천 합수리 출토 토기편 YCP-1~6은 공통적으로 석

(Q)과사장석(P), 정장석(O), 그리고운모(M)등이검출되

고있으며, YCP-2와YCP-4에서는이들광물이외에활석

(T)과 함께 각섬석(A), 녹니석(C)이 다량으로 첨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YCP-7, YCP-8은 석 (Q)과

사장석(P), 트리디마이트(tri)가검출되었다<그림5>. 

검출된 광물들을 근거로 소성온도를 추정해 보면

YCP-2와 YCP-4에서는 녹니석과 운모가 포함되어 있음

을 근거로 800℃이하의 소성온도의 범위를 보이는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YCP-1, YCP-3, YCP-5, YCP-6은

녹니석이 소멸되고 운모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트리디마이트(Tridymite)의 생성이 관찰되지 않았음을

근거로800~870℃의온도범위를갖는것으로추정된다. 

YCP-7과YCP-8은녹니석과운모가소멸되고트리디마

이트(Tridymite)가포함되어있음을근거로870℃이상의

소성온도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양에

서는 석 (Q)과 사장석(P), 정장석(O)과 함께 점토광물

인 녹니석(C)과 운모(M)가 다량 첨가되어 있었다. 토양

YCRM은 토기편들과 주 구성 광물이 일치하며 YCRM은

연천 합수리 유적 일대의 지질 구조에서 나타는 암석의

주구성광물들과도일치한다.

6. 화학적 특성 분석

주성분 함유량은 SiO2가 49.98~72.00wt.%, Al2O3는

10.49∼18.42wt.%로 다양한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다. 특

히YCP-2와YCP-4의경우MgO의무게함유량이다른토

기편들에비해월등히많으며상대적으로SiO2의무게함

유량은 적게 포함되어 있다. 이는 XRD 측정결과에서 나

타난 활석, 각섬석, 녹니석의 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P2O5의경우다양한함량변화를보인다. P2O5가토

양 시료보다 대체적으로 높고 다양한 함량분포를 보이

는 것은 매장과정 동안 기공이나 미세균열을 통해 침투

한 인산의 향으로 판단된다(장성윤 외, 2009). 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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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천합수리출토토기편과토양의X-선회절분석결과(C: 녹니석, M: 운모, Q: 석 , P: 사장석, O: 정장석, T: 활석A: 각섬석, Tri: Tridy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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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값은 1.83∼9.65%의 분포범위를 보이며 신석기 시대

토기인 YCP-1과 YCP-2의 두 토기에서 높은 함량을 보

으며, 원삼국시대 토기인 YCP-7과 YCP-8에서 낮은 함량

을보 다. 

미량원소 중 V는 63.00~158.50ppm의 분포범위를 보

이며 As는 2.54~12.69ppm, Co는 5.17~13.93ppm, Cr은

74.34~187.30ppm, Cs는 4.77~10.47ppm의 분포범위를

보인다. Hf는 2.63~8.37ppm, Rb는 41.24~198.30ppm,

Sc는 0.53~1.08ppm, Sc는 9.05~18.18ppm, Zn은 29.75

~74.23ppm의분포범위를보인다.

희토류 원소인 La는 20.55~65.23ppm, Ce는 37.80

~115.70ppm의 분포범위를 보이며 Nd는 8.54~57.93

ppm, Sm은 4.63~10.35ppm, Eu는 0.86 ~1.75ppm, Yb는

0.70~3.39ppm, Lu는 0.52~0.96ppm의 분포 범위를

보인다.

각각의 토기를 구성하는 주성분 원소에 대한 부화와

YCP-1 YCP-2 YCP-3 YCP-4 YCP-5 YCP-6 YCP-7 YCP-8 YCRM

SiO2 59.91 52.39 64.78 54.34 66.24 66.08 63.75 72.00 66.27

Al2O3 17.12 10.99 16.51 10.60 16.26 16.18 18.42 17.60 15.54

Fe2O3 6.83 6.73 3.78 5.91 4.89 4.14 6.91 2.84 5.92

MnO 0.02 0.08 0.01 0.06 0.04 0.03 0.02 0.01 0.07

MgO 0.74 14.71 0.44 15.93 0.78 1.00 1.10 0.83 1.77

CaO 0.79 2.97 0.50 2.43 0.39 0.50 0.63 0.38 0.66

Na2O 0.57 0.37 1.71 0.37 0.85 1.14 0.90 0.96 0.57

K2O 2.98 0.96 3.64 0.91 2.40 2.84 2.27 2.26 2.62

TiO2 1.03 0.60 0.66 0.61 1.04 0.77 1.03 1.12 0.88

P2O5 0.57 0.54 1.50 1.05 0.34 0.71 1.03 0.17 0.48

LOI 9.45 9.65 6.46 7.78 6.77 6.59 3.94 1.83 5.22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V 158.50 84.20 63.00 65.94 126.30 71.42 107.80 98.85 113.20

As 8.87 11.05 7.42 10.35 9.52 8.09 12.69 2.54 3.76

Co 11.52 11.22 5.80 10.78 10.06 10.83 13.34 5.17 13.93

Cr 187.30 108.10 74.34 84.91 114.00 123.80 137.10 118.60 84.29

Cs 5.06 6.39 4.77 6.79 7.94 6.60 7.92 10.47 9.64

Hf 7.13 2.63 5.87 3.12 7.89 6.48 6.56 8.37 6.15

Rb 132.90 41.24 168.30 59.19 124.50 143.60 135.30 133.40 147.50

Sb 0.91 0.53 0.61 0.72 1.08 0.84 0.96 1.04 0.85

Sc 13.61 12.79 9.05 11.22 14.69 12.40 18.18 17.69 14.83

Zn 32.81 49.83 33.52 63.49 41.24 74.23 65.65 29.75 62.52

La 20.55 23.29 48.54 20.94 33.05 29.24 65.23 55.01 42.29

Ce 41.61 46.68 82.21 37.80 60.76 58.49 115.70 98.15 71.63

Nd 22.90 8.54 28.48 10.02 36.96 33.24 57.93 47.97 42.80

Sm 5.53 5.23 6.93 4.63 5.84 5.99 10.35 8.65 6.64

Eu 1.04 1.03 1.07 0.86 1.12 0.89 1.75 1.44 1.20

Yb 1.90 0.70 0.88 1.21 2.43 2.07 3.39 2.84 1.81

Lu 0.87 0.64 0.61 0.52 0.88 0.96 1.16 1.00 0.91

표 5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과 토양의 주성분 원소 함유량(Wt.%) 및 미량원소 함유량(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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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양상을비교하기위해일반적인화강암의평균함량

(Nockolds, 1954)을 기준으로 표준화하 다. 토기 및 추

정토양의 주성분 원소의 함량 차이에 의한 다양한 변화

가존재하나전반적으로지구화학적거동특성이유사하

다. 거동특성의특징을살펴보면Fe2O3와 TiO2는표준조

성에비해부화되었으며CaO, Na2O, K2O등의알칼리원

소는결핍되는특징을보인다<그림6>. 

미량원소는 Govindaraju(1989)가 제안한 화강암의 표

준 미량원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표준화 한 결과에서도

토기와 추정토양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일치하는 경

향을 보인다. V, As, Co, Cr, Sc는 평균함량치보다 부화되

며, Hf, Rb는결핍되는특성을보인다<그림6>. 

분석대상토기와토양의희토류원소에대해동일한방

법으로 표준화한 결과(Taylor and McLennan, 1985) 중희

토류 원소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여 음의 기울기를 보여

주고 있다. 모든 희토류 원소는 운석의 초생치보다 부화

되어 나타난다. 희토류 원소의 비교도에서 YCP-2와

YCP-4의경우Nd와Yb 등에서다른토기편들및토양과

는조금다른거동특성을보여주고있다<그림6>.

고고학적고찰

실체 현미경과 편광현미경, 미세조직, 화학성분 분석,

광물결정구조를통해토기의제작환경을종합적으로검

토하여보았다. 실체현미경및편광현미경하에서토기

편과토양의입도분포와크기를비교해보았을때YCP-7

과 YCP-8의 경우 1㎜ 이상의 석 및 장석의 광물입자들

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YCRM이 토기의 태

토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정선과정을 거친 후

사용되었거나 일정한 크기의 광물입자들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YCP-2, YCP-4).

한편 편광현미경 하에서 YCRM은 석 및 장석, 운모의

입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YCP-1, YCP-3, YCP-5,

YCP-6의토기와광물입자의크기와매우유사하므로별

다른정선과정없이토기의원료물질로이용되었을것으

로추정된다.

연천합수리유적에서출토된토기의태토로추정되는

유적내토양에대해지구화학적특성을분석한결과, 주

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에서 YCP-2, YCP-4의 경우 지

구화학적 거동특성에서 MgO가 크게 부화되어 나타났

다. 또한토기의주성분원소를몰비율로표현한Seger식

의 그래프에 도시하면 RO+R2O(염기성 산화물)와

RO2(산성산화물)의 관계에서도 YCP-2와 YCP-4는 다른

토기편 및 토양과 따로 구분되어 도시되는데 X-선 회절

분석을통해확인한바와같이다량첨가된활석및녹니

석의 향으로해석된다. 

또한 A-CN-K와 A-CNK-FM을 비교해 본 결과, 토양과

YCP-2와 YCP-4를 제외한 토기의 태토가 한 곳에 도시되

었다<그림 8>. YCP-2와 YCP-4는 활석과 녹니석의 MgO

의 향으로다른시료들과화학성분상차이가나타나기

그림 6 연천 합수리 유적 출토 토기편 및 토양의 주성분 원소(위),
미량원소(가운데), 희토류원소(아래)의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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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YCRM과 토기편 YCP-1~8

의 시료들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원삼

국시대주거지에서채취된YCRM의경우원삼국시대토

기편인 YCP-5~8만 동질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석기 시대 토기편 YCP-1과 청동기 시대 토기편 YCP-3

과도 동일한 모암을 가진 태토를 사용하 을 것으로 추

정되었다. 따라서YCRM이원삼국시대유구의저장공에

서발견되었음에도명확한시대를제시하는것은어려웠

다. 한편 YCRM은 유적지 주변의 지질과 주구성광물이

일치하므로유적지주변의토양을채취하여저장해놓은

것이확인되었다. 

유적지주변의지질은긴지질학적인시간속에서변화

하므로 인간이 도구의 사용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한

시대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는 저장공이 발견

된 예가 적고, 원료물질을 유적지 주변에서 채취하여 사

용하는생산구조인것을고려하면YCRM과YCP-1, YCP-

3이동일한물질로나타난본연구는결과는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YCP-2와 YCP-4는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태

토의선택과광물입자의분포가비슷하여제작기법상에

유사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분을 확인해 보면 두 토

기에서만 활석이 다량 검출되었다. 활석이 인위적으로

첨가된물질인지태토의선정과정시에포함되어있던물

질인지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 다.

다만 활석이 포함된 토기는 석 및 장석이 포함된 토기

와는 다른 용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다. 활석은 원료물질로 추정된 신석기 시대 토기를 대상

으로 한 자연과학적 분석에서 검출된 예가 있다고 알려

져 있으며 원삼국시대에 출토된 활석혼입계 토기는 정

형, 화분형 등 취사용 토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장

석, 2008). 또한 조리용 토기로서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

활석을 첨가한 토기가 사용되었다는 연구결과(김수경,

2009)가 있어 활석을 첨가한 토기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

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본연구의대상이된토기는작

은편으로출토되었으므로기종의확인이어려워조리용

토기로사용되었을가능성을제시한다. 

미세조직과 광물 결정구조를 통해 소성온도를 추정해

본결과YCP-7, YCP-8은870℃이상, YCP-2와YCP-4의경

우800℃이하, YCP-1, YCP-3, YCP-5, YCP-6은 800~870℃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

그림 7 연천 합수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토양 RO2-(RO+R2O)
관계도

그림 8 연천합수리유적에서수습한토기편과토양시료의주성분원소를
이용한 A-CN-K, A-CNK-FM 삼각도(PL: 사장석, Sm: 스멕타이트,
Il: 일라이트, Ka: 카올리나이트, Ks: K-장석, Chl: 녹니석, Gi: 깁사이트, Bi: 흑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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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성온도는 700℃ 이상, 민무늬 토기는 870℃ 이하에

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최

몽룡 외, 1996: 25). YCP-7과 YCP-8의 경우 미세조직에서

일부 유리질화가 진행되었으며 소성온도는 하한 온도만

을 알 수 있어서 정확한 소성온도를 추정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었다.@YCP-7과 YCP-8의 소성환경을 확인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태토의 정선도가 다른 토기편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점과 색상이 회색계열이라는 것이

다. 아직까지 세라믹 계통에서 실트의 열효과에 대해 알

려진 바가 없으므로 과연 몇 도에서 구웠는지에 대해서

도 알 수 없다. 앞으로 원삼국 및 역사시대의 토기들에

대한연구는이점을고려하여진행되어야할것이다. 또

한회색의재료(실트)라면꼭환원가마에서굽지않아도

회색 토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최몽룡 외, 1996:

331) 견해도 있다. 이러한 토기에 색에 대한 연구는 앞으

로환원소성실험을통하여밝혀져야할부분이다. 

한편전자현미경으로관찰한토기의미세조직을관찰

한 결과 YCP-7과 YCP-8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질화가

진행되었으며 소성온도가 다른 토기편들에 비해 높음에

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흡수율을 보 다. 이는 태토의

정선도가 매우 높고 큰 광물 입자들이 없어 토기 내부의

조직사이로수분이다량침투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시대별토기의제작환경을종합해정리하면본연구의

대상이 된 연천 합수리 토기의 경우 시대가 다른 토기들

도 비슷한 온도범위를 가지며 재료의 선택이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삼국시대의 경질 무문토기와 타

날문토기에경우토기의소성온도의상승보다는태토선

택과 정선과정, 소성의 분위기 조절을 통해 양질의 토기

를제작했었다는해석이가능하다. 

결론

연천 합수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홍수 조절

지 발굴조사 H지역으로서 원삼국 시대 7호주거지 하층

문화층하부수혈유구의저장공에서토기편의태토로추

정되는 점질의 토양을 수습하 다. 또한 원삼국시대 주

거지인 7호주거지와 신석기 시대 주거지인 2호 주거지

및 청동기 시대 주거지인 6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토기 8

점을 비교 시료로 함께 수습하 다. 시료는 신석기 시대

의 즐문토기,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원삼국시대의 회

색 타날문 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들은 시대를 대표

하는토기들이다. 

본 연구는 연천 합수리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함께 수

습된토양에대한동질성을확인하고토기의소성환경을

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

1. 토기편들에 대한 표면관찰과 실체 현미경으로 단면

을 관찰한 결과, 신석기 시대 토기편과 청동기 시대

토기편들은원삼국시대토기편들과비교했을때광

물입자의 크기가 크며 그 양이 많고 분급이 매우 불

량하다. 원삼국 시대의 일부 토기편에서 큰 광물입

자는 관찰되지 않고 여러 번 정선된 태토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YCRM의 입도분포를 확인해 보았

을때토기의원료물질로사용되기위해정선과정을

거의거치지않고그대로사용되었거나조립질의광

물입자를 가진 암석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사용되

었을것으로판단된다.

2. 색도 측정결과,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는 산

화소성으로붉은계열의색상를보이며원삼국시대

에는붉은계열의색도와회색계열의색도를보이는

두종류로분류된다. 일부시료에서산화소성임에도

어두운 색도를 보이는 토기편이 있었으나, 흑심이

표면부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

다. YCP-2를 제외한 모든 토기편들의 붉은 계열과

회색 계열을 반 하는 색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

누어 도시되며 YCRM은 회색 계열의 토기편들쪽에

가깝게도시되었다.

3. 연천합수리토기편들에대한비중과흡수율측정결

과시대나소성온도의구분없이골고루섞여다양한

값을 보 다. 특히 YCP-7, YCP-8은 정선도가 매우

높고소성온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비교적높은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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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기 큰 광

물 입자가 없는 내부의 조직 사이로 수분이 침투하

여흡수율을높 기때문으로판단된다.

4. XRD 분석의 시대별 토기의 광물결정구조를 비교해

본 결과 일부시료(YCP-2와 YCP-4)를 제외하고 연천

합수리 지질 구조상에서 나타난 기반암을 구성하는

암석들의주구성광물과토기편및토양에서동정된

광물들 간에 동질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YCRM은

유적지주변에서채취해저장된토양으로토기의원

료물질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YCP-2

와 YCP-4는 다량의 활석과 녹니석이 동정된다는 점

에서 다른 토기편들 및 토양과 광물 구성상 차이를

보 다. 활석과녹니석은인위적으로첨가된물질인

지태토의선정시에포함된물질인지는명확하지않

으며다른토기들과는다른특수한목적으로사용된

토기인것으로추정된다.

5. 시대별 토기의 소성온도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다만원삼국시대의토기편인YCP-7, YCP-8

의 경우 트리디마이트(Tridymite)가 동정되어 870℃

이상의 소성온도를 가지며, YCP-2와 YCP-4의 경우

800℃ 이하의 소성온도를 가진다. YCP-1, YCP-3,

YCP-5, YCP-6은 800~870℃의소성온도를갖는것으

로 판단된다. 조직 특성을 관찰해 보았을 때 YCP-7

과YCP-8은다른토기편들과달리미세조직에서부

분적인 유리질화가 관찰되어 870℃ 이상의 소성온

도범위를갖는것으로추정된다.

6. 토기편들과 토양에 대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확

인해본결과YCRM은토기의시대나출토주거지와

는 상관없이 YCP-2와 YCP-4의 일부 원소를 제외한

토기편들과의 거동 특성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YCP-1, YCP-3, YCP-5, YCP-6, YCP-7,

YCP-8의 경우 YCRM과 동질성이 있으며 토기편과

함께 수습한 토양은 동일한 성인을 가진 암석의 풍

화물질로서토기편들의원료물질로추정된다. 한편

YCP-2와 YCP-4의 거동특성이 다른 토기 및 토양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다량 포함된 활석과 녹니석의

향으로MgO의함량이부화되어나타났기때문으

로 해석하 다. 또한 원삼국 시대 주거지에서 수습

된 YCRM이 신석기 시대 토기 YCP-1과 청동기 시대

토기 YCP-3와 같은 모암에서 풍화된 풍화산물로서

나타났다. 이는 유적지 주변의 지질이 긴 지질학적

인 시간속에서 변화하므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

대, 원삼국 시대에도 같은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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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enwares and Clay excavated from Haps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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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moteneity of soil and earthenwares and identify firing temperature of
earthenwares excavated from Yeoncheon Hapsuri: two earthenwares of the New Stone Age(YCP-1, YCP-2); two of the
Bronze Age(YCP-3, YCP-4); and four of the Three States Age(YCP-4~8).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oil (YCRM) and
the earthenwares displays that soil geochemical patterns were similar to YCP-1, YCP-3, YCP-5, YCP-6, YCP-7 and YCP-8.
On the other hand, YCP-2 and YCP-4 did not show the similarity to the one of soil because they had been enriched
with MgO by contained talc and chlorite. Based on the absorption rate, specific gravity,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XRD analysis, firing temperature has been estimated: for YCP-7 and YCP-8 was 870℃ or over; for YCP-2 and YCP-4 800℃
or below; and for YCP-1, YCP-3, YCP-5 and YCP-6 between 800 and 870℃. Mineralogical analysis displays that the
geochemical pattern of the soil is coincide with the one around Yeoncheon Hapsuri site, which also shows similarity to
the one of earthenwares. Such result persuades that the excavated earthenwares were produced with the soils within
the precinct of the archaeological sites.

Key Words_Yeoncheon Hapsuri Site, Identification, Firing Temperature, Talc,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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