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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골과 인골 주변 토양에 분포하는 세균의 군집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부여 오수리 큰독골 유적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회곽묘 인골 중 상대적으로 시료 상태가 좋지 않은 4호 인골과 상태가 양호한 5호 인골 및 주변 토양 

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의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4호 인골에서 구축된 319개  

클론은 α, β, γ-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Chlorobi, 

Bacteroidetes, Firmicutes 그리고 novel gene group 등 총 11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다. 인골 주변 토양에서 

구축된 462개 콜론은 α, β, γ, δ-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Verrucomicrob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Chlorobi, Firmicutes, Thermodesulfobacteria, Fibrobacteres, 

Gemmatimonadetes, Verrucomicrobia 그리고 novel gene group 등 총 16개 계통군이 확인되었다. 5호 인골

에서 구축된 271개 클론은 α, γ-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Bacteroidetes, Firmicutes 그리고 novel gene group 등 총 10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으며, 인골 주변 토양

에서 구축된 497개 클론은 α, β, γ-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Acidobacteria, Chloroflexi, Firmicutes, 

Gemmatimonadetes, Planctomycetes, Bacteroidetes 그리고 Verrucomicrobia 등 총 11개 계통군으로 확인되었다. 

4호, 5호의 모든 시료에서 Actinobacteria 계통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α-Proteobacteria 계통군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골은 주변 토양 세균의 군집에 의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 결과는 인골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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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골(人骨), 수골(手骨)과 같은 생물 유체(organic 

remains)의 보존은 매장지역의 기후 및 토양 성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적당한 기후와 토양 조건은 토양 미생물에 의

한 생물 유체의 분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토양의 

산성도(pH levels)는 세균과 곰팡이 등 토양 미생물의 군집 

형성과 다양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김윤지 외 2007; 현

병근 외 2007). 대부분의 토양 세균의 활성은 약한 산성 조건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usk et al 2010). 

우리나라 토양은 화강암의 풍화잔적토(residual soil)인 사질

토양(sandy soil)이 많다. 석영과 모래의 비율이 높은 사질토

양은 배수성이 우수해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

상 토양 무기질의 용탈(leaching)과 세탈(eluviation)이 잘 일

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척박하며, 약한 산성을 띄고 있다(한

송이 외 2006). 따라서 우리나라의 매장환경은 미생물의 활

성이 활발하고, 무기질의 소실이 크기 때문에 유적지에 매장

된 생물 유체가 보존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 우리나

라 유적지에서 인골이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석실묘, 석곽묘, 회곽묘와 같이 피장자가 토양과 격리되어 

매장된 무덤인 경우에는 인골의 출토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지상현 외 2008; 조은민 외 2010). 

뼈는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대표적인 생물 유체로서 단백

질, DNA 등 유기물과 수산화인회석과 같은 무기물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뼈의 유기물은 생존기간 당시 생물학정보와 

환경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골, 수골은 고고과학 분야

의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적지에

서 발견되는 뼈는 오랜 매장기간 동안의 물리·화학·생물

학적인 원인에 의한 속성작용(diagenesis)으로 말미암아 변

형, 분해,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특히 토양 

세균은 단백질과 DNA와 같은 유기물을 매우 빠르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뼈의 생물학적 속성작용을 가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따라서 뼈의 장기적인 연구와 보관을 위

해 토양 세균의 활성으로부터 뼈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

며,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뼈는 유적지에서 수습 후 보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지상현 외 2008; 

조은민 외 2010). 서민석 등은 2003년 시흥 목감동 출토 인골

의 DNA 추출 결과 다량의 미생물 DNA가 검출되었다고 서

술한 바 있다(서민석 외 2003). 이처럼 뼈는 매장환경 속에서 

토양 유래 성분에 의해 지속적으로 오염되었으며, 뼈의 조직 

내부로 토양 세균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Child 1995; 서

민석 외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뼈에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조은민 외 

2010). 뼈에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정보는 뼈 자체의 장기적 

보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재의 관리와도 관련되어 있는 만

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부여군 오수리의 조선시대 회곽

묘에서 출토된 인골 가운데 조직의 보존상태가 다른 두 개 

인골과 그 주변에서 채집한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을 분

자유전학적 방법과 계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본고는 이를 통해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인골, 수골 등 뼈의 

보관방법을 제고(提高)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분석 시료의 선별

한얼문화유산연구원이 2010년 2월 22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80번지 일원에서 수행

한 「부여 오수리 큰독골·오실골 유적」발굴 조사 중 큰독골 

A-3 지점에서 조선시대 회곽묘 6기가 발굴되었다. 발굴된 회

곽묘 중 2호, 4호, 5호 회곽묘에서 인골이 출토되어(한얼문화

유산연구원 2013) 2011년 6월 9일 인골 시료를 인계받았으

며, 이 중 조직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시료 상

태가 좋지 않은 4호 인골 1개체와 상태가 양호한 5호 인골 1

개체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출토된 인골은 별도의 전처리 

및 수세 과정 없이 멸균된 시료봉투에서 2011년 7월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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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a. 부여 큰독골 유적 위치, b. 부여 큰독골 유적 4호 회곽묘 출토 대퇴골,  
              c. 부여 큰독골 유적 5호 회곽묘 출토 대퇴골과 경골

을 시작하기까지 30~40%의 습도와 상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관하였다(사진 1). 

2. 분석 시료의 전처리

분석을 위한 뼈 시편은 대퇴골로부터 분리하였다. 핸드

피스와 다이아몬드 디스크를 이용하여 2×5㎝ 크기로 뼈 조

각을 분리한 후 치과용 연마기로 표면을 약 1㎜ 정도 연마

함으로써 인골의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였다. 

6%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Sigma)을 10분 

동안 처리한 후, 3차 증류수로 2회 이상 세척하여 외부 오염 

DNA를 제거하였다. 무균작업대에서 1일 동안 자연건조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외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시

편 전면에 자외선을 15분간 방사한 후 동결분쇄기(Freezer 

Mill 6770, SPEX)를 이용하여 분말 상태로 제조된 후 실험 전

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토양 시료는 대퇴골 내부 및 외부에 묻어있는 토양을 분

리한 후 별도의 처리 없이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조직학적 분석

조직 분석용 시편은 대퇴골 중앙의 수직 단면을 약 5×7㎜

의 원호 모양으로 절단하여 에폭시수지로 고착하고 연마

지로 연마한 후 3㎛와 1㎛의 광택천으로 가공하여 준비되

었다. 시편의 조직 관찰은 실체 현미경(Axiotech 100HD, 

Carl Zeiss)하에서 ×10, ×20 배율로 실시하여 뼈의 골공동계

(haversian system)의 보존 상태를 관찰 한 후 조직학적 지수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Hedges and Millard 1995)(표 1).

a

c

b

【 표 1 】     뼈의 속성 작용을 근거로 한 인골 단면의 조직학 지수        
판별 (Hedges and Millard 1995)

조직학
지수

치밀골 
보존율 (%)

특징

0 <5
하버시안 관(Haversian canals)을 제외하고는 특징이 
없음

1 <15
인골의 보존 상태가 좋은 부분이 일부 있음 . 골층판
(lamellar)의 동심원 구조가 무너진 상태로 보존됨

2 <33 골층판의 동심원 구조가 일부 잘 보존됨

3 >67 일부 골세포(osteocyte) 내 골소강(lacunae)이 잘 보존됨

4 >85
대부분의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소수의 동심원 구
조만 무너짐 

5 >95 신선한 뼈(현대 뼈)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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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자기법을 이용한 인골 및 인골 주변  
토양의 세균군집 구조해석

인골 및 인골 내·외부의 토양으로부터 세균군집 구조해

석을 위하여 직접 DNA를 추출하여 16S rDNA-PCR증폭을 하

고 cloning을 하였다.

1) 인골로부터 total DNA 추출

Yang 등(1998)이 제시한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DNA를 추출하였다. 0.5g의 인골 분말 시료에 lysis buffer (2

㎎ proteinase K, 10% SDS, 0.5M EDTA pH 8.0)를 혼합하여 

탈칼슘화 및 세포용해 반응을 48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반응

이 끝난 혼합액을 14,0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만 추출한 후 컬럼(QIAquick spin column, Qiagen)을 이용

하여 binding buffer(PB buffer, QIAgen)를 상층액의 5배 분

주 한 후, washing buffer(PE buffer, QIAgen)로 500㎕씩 2회 

수세하고 distilled water로 최종 100㎕로 정제하였다. 

 

2) 토양으로부터 total DNA 추출

토양 시료 0.5g을 Fast DNA SPIN kit for Soil(QBioGene)

을 사용하여 protocol에 제시된 방법으로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3) 16S rDNA PCR 증폭

세균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리보좀 RNA(rRNA)의 

subunit인 16S rRNA(약 1,500~1,800bp)의 부분서열을 증

폭하기 위해 universal primer를 사용하였다(Lane 1991; 

Johnson 1994) (표 2).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위해 추출된 DNA 50ng, Go Taq DNA 중

합효소(Promega) 0.15㎕, forward와 reverse primer 각 

3㎕(stock concentration 10pM), 2.5mM deoxynucleotide 

triphosphates 0.6㎕, 5×Go Taq buffer 6㎕를 첨가한 후, 멸

균 증류수를 이용해 최종 30㎕에 맞추어 만들었다. PCR은 

thermal cycler(Applied Biosystems) 증폭장치를 사용하여 

94℃에서 5분간 template DNA를 initial denaturation 시키고 

94℃에서 1분 denaturation, 58℃에서 30초 annealing, 72℃

에서 1분 extension의 주기로 30회 반응하였으며, 72℃에

서 10분간 last extension 시켰다. PCR 반응 후, 자동전기영

동장치를 이용하여 약 1.8kb의 증폭산물을 확인하였다. 인

골시료로부터 추출한 DNA의 증폭된 PCR 산물은 QIAquick 

PCR Purification Kit(QIAGEN)로 정제하였으며, 토양시료로

부터 추출한 DNA의 PCR 증폭 산물은 잔 band가 검출되어 

QIAquick Gel Extraction Kit(QIAGEN)를 이용하여 DNA를 

정제하였다.

4) 16S rDNA 클론 라이브러리

증폭된 16S rDNA를 pGEM T-Easy Vector(Promega)와 

3 : 1비율로 적정하고 T4-DNA ligase를 첨가한 다음 4℃에서 

12시간 동안 ligation하였다. Ligation mixture는 Escherichia 

coli DH5α competent cell에 heat shock 방법으로 형질전환

(transformation)하였다. 형질전환된 Escherichia coli는 Luria-

Bertani(LB)에 ampicillin, IPTG, X-gal 성분이 첨가된 고체

배지에서 흰색 콜로니(colony)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16S 

rDNA가 삽입된 단일 클론은 LB 액상 배지에서 12~16시간 

배양한 후 QIAprep Spin Miniprep Kit(QIAGEN)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하였다. 삽입된 산물은 EcoRI 제한

효소 분석으로 확인하였다(Seong et al 2004).

【 표 2 】   세균의 16s rDNA을 증폭하기 위한 프라이머

시료 프라이머명 프라이머 염기서열 (5'-3')
증폭산물

크기

뼈
16S_FD AGA RTT TGA TCH TGG YTY AG

1.8kb
16S_RD AAG TCG TAA CAA GGT AHC CGT

토양
16S_27F AGA GTT TGA TC(C/A) TGG CTC AG

16S_1492R TAC GG(C/T) TAC CTT GTT ACG A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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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S rDNA 염기서열 분석

정제한 16S rDNA를 주형으로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염기서열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16S rDNA 염기서열을 CLC Main Workbench program v.5.7

을 이용하여 정렬하였다.

6) 분리된 클론의 동정

16S rDNA를 기반으로 한 세균동정은 NCBI GenBank 

database의 BLAST program을 활용하였다.

7) 클론의 계통도 작성

계통도의 작성은 MEGA 4 program을 이용하여 근린 결합

법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Thompson et al. 1994).

결과

1. 조직 분석에 의한 인골의 보존 상태 파악 

인골 조직의 보존 상태를 분석한 조직학 사진은 분석 현

미경(Axiotech, 100HD, ZEISS)을 사용하여 x10과 x20 배율

【 사진 2 】   a. 조직학 지수 5의 예시  b. 4호묘 대퇴골의 조직 단면  c. 5호묘 대퇴골의 조직 단면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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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촬영하였으며, Hedges등이 제시한 조직학 지수를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Hedges and Millard 1995). 그 결과 4호 

인골의 경우, 중심관(haversian canal)과 골세포 내 골층

판(lamella)은 잘 남아 있으나 골소강 내 골세포(osteocyte 

within a lacuna)가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직학 지수  

3으로 평가하였다. 5호 인골은 골층판, 골세포, 중심관이 거

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으므로 조직학 지수 4로 평

가하였다(사진 2). 

2.   인골 및 인골 주변 토양의 세균군집의  
계통학적 해석

1)   인골 및 인골 주변 토양 내 핵산 추출 및 클론 

라이브러리 구축

인골 및 토양 시료로부터 직접 DNA를 추출하여 16S 

rDNA PCR 증폭에 성공하였다. pGEM-T easy vector를 사용

하여 cloning한 후 blue-white colony 선별법에 의하여 16S 

rDNA가 삽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white colony를 분리

한 후 클론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각각의 시료로부터 

500개씩 클론을 획득하여 EcoRI 효소 처리를 실행한 결과 인

골 시료는 319개 클론, 토양 시료는 462개 클론에 16S rDNA 

유전자가 삽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4호 인골 및 인골 주변 토양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학적 특성 

4호 인골 시료의 경우, 319개 클론에 대한 16S rDNA 

염기서열 분석결과, α-proteobacteria (61개 클론), β

-proteobacteria(1 클론), γ-proteobacteria(7개 클론), 

Actinobacteria(161개 클론), Acidobacteria(43개 클론), 

Chlorobi(1 클론), Chloroflexi(2개 클론), Firmicutes(29개 

클론), Planctomycete(1 클론), Bacteriodetes(6개 클론) 그리

고 어떠한 계통군에도 속하지 않는 uncultured novel group(7

개 클론)의 11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1). 

4호 인골의 주변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462개 클론에 대

한 16S rDNA 염기서열 분석결과, α-proteobacteria(68개 클

론), β-proteobacteria(10개 클론), γ-proteobacteria(16개 클

론), δ-proteobacteria(7개 클론), Actinobacteria(157개 클론), 

Acidobacteria(34개 클론), Chlorobi(1 클론), Chloroflexi(62개 

클론), Firmicutes(6개 클론), Thermodesulfobacteria(1 클

론), Gemmatimonadetes(13개 클론), Planctomycete(27개 

클론), Bacteriodetes(1 클론), Verrucomicrobia(29개 클론), 

Fibrobacteres(1 클론) 그리고 어떠한 계통군에도 속하지 않

는 uncultured novel group(29개 클론)의 16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2).

특히 두 시료 모두 Actinobacteria 계통군이 각각 약 51%, 

34%를 차지하면서 우점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α-proteobacteria 계통군이 우점을 차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그림 5).

【 표 3 】   4호 및 5호묘 출토 인골과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  
계통군

분류학적 군

클론 수

4호묘 5호묘

인골 토양 인골 토양

α-Proteobacteria 61 68 46 31

β-Proteobacteria 1 10 ND 17

γ-Proteobacteria 7 16 1 1

δ-Proteobacteria ND 7 ND ND

Actinobacteria 161 157 181 394

Acidobacteria 43 34 18 3

Chlorobi 1 1 ND ND

Chloroflexi 2 62 2 12

Firmicutes 29 6 9 19

Thermodesulfobacteria ND 1 ND ND

Gemmatimonadetes ND 13 ND 1

Planctomycetes 1 27 3 15

Bacteroidetes 6 1 1 2

Verrucomicrobia ND 29 1 2

Fibrobacteres ND 1 ND ND

uncultured novel group 7 29 9 ㅡ

총합 319 462 271 497

ND=No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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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4호묘 출토 인골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도. 319개 클론의 동정 결과 α, β, γ-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Chlorobi, Bacteroidetes, Firmicutes 계통군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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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4호묘 토양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도. 462개 콜론의 동정 결과 α, β, γ, δ-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Bacteroidetes, Verrucomicrob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Chlorobi, Firmicutes, 
Thermodesulfobacteria, Fibrobacteres, Gemmatimonadetes, Verrucomicrobia 계통군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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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5호묘 출토 인골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도. 271개 클론의 동정 결과 α, γ-Proteobacteria, Acidobacteria, 
Actinobacteria, Planctomycetes, Chloroflexi, Bacteroidetes, Firmicutes의 계통군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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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5호묘 토양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도. 497개 클론의 동정 결과 α, β, γ-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Acidobacteria, Chloroflexi, Firmicutes, Gemmatimonadetes, Planctomycetes, Bacteroidetes, Verrucomicrobia 
계통군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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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4호 및 5호묘 출토 인골과 토양에서 분리한 clone의 라이브러리 구성

3)   5호 인골 및 인골 주변 토양 시료 내 세균군집의 

계통학적 특성

5호 인골 시료의 경우, 271개 클론에 대한 16S rDNA 염기

서열 분석결과, α-proteobacteria(46개 클론), γ-Proteobacteria 

(1 클론), Actinobacteria(181개 클론), Acidobacteria(18개 

클론), Chloroflexi (2개 클론), Firmicutes (9개 클론), 

Planctomycetes (3개 클론), Bacteroidetes (1 클론), 

Verrucomicrobia(1 클론) 그리고 uncultured novel group  

(9개 클론)의 10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3). 

5호 인골 주변의 토양으로부터 분리한 497개 클론에 대

한 16S rDNA 염기서열 분석결과,  α-Proteobacteria(31개 클

론), β-Proteobacteria (17개 클론), γ-Proteobacteria 

(1 클론), Actinobacteria(394개 클론), Acidobacteria(3개 

클론), Chloroflexi(12개 클론), Firmicutes(19개 클론), 

Gemmatimonadetes(1 클론), Planctomycetes(15개 클론), 

Bacteroidetes(2개 클론) 그리고 Verrucomicrobia(2개 클론)

의 11개의 계통군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4).

5호 시료 역시 Actinobacteria 계통군이 각각 68%, 34%씩

을 차지하며 우점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역시 다음으

로 우점 하고 있는 계통군은 α-proteobacteria 계통군으로 확

인되었다(그림 5).

고찰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 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에 사용될 인골을 선발하였으며, 조직학 지수 3으로 판

명된 4호 인골 및 토양의 미생물 군집이 조직학 지수 4로 

판명된 5호 인골 및 토양의 미생물 군집보다 더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δ-Proteobacteria, 

Chlorobi, Thermodesulfobacteria, Gemmatimonadetes, 

Verrucomicrobia는 4호 인골 및 토양 시료에서만 발견되었

으며, 이들 군집들이 인골의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골

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발견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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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아 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한송이 외 2006; 김윤지 

외 2007), 미동정균(uncultured novel group)에 포함되는 클

론도 상당수 검출되어 향후 이들 미동정균 군들에 대한 추가

적인 동정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인골 DNA 추출 과정에서 

인골 시료의 표면을 약 1㎜ 정도 연마함으로써 인골의 표면

에 남아있는 토양 오염물질을 제거하였으며, 강력한 핵산 제

거제인 6%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세척 후 자외선을 표면에 

방사하는 등 최대한 시료 바깥과 안쪽의 외부에 묻어있는 오

염물질을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골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은 토양시료에서 동정한 세균의 종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종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매장환경 속에서 다량의 토양 

유래 성분에 의해 인골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하며 토양 세균 

또한 뼈의 조직 내부로 깊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매장환경은 뼈의 보존에 매우 불리하여 출토되

는 뼈의 보존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 또한 발굴과정 중 공

기 중에 노출된 뼈는 빛, 온도, 습도, 미생물의 침입, 기타 외

부 오염원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뼈의 경우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험자가 

신속히 수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뼈를 보관할 때 뼈의 유

기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흙을 털어내고 적당히 건조시

키는 과정 외에 다른 유물처럼 물로 세척하거나 처리제 사용

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인골의 장기적인 연구와 보관

을 위해 뼈 조직 내부에 침투해 있는 토양 세균의 활성으로부

터 뼈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인골의 관리는 토

양 세균의 생육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다른 유기질 문화재 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고에서는 충청남도 부여군 오수리의 조선시대 회곽묘

에서 출토된 인골과 인골 주변 토양에서 추출한 DNA로 부터 

1,549개의 클론을 구축하였으며 분자유전학적 방법과 계통

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세균의 종 동정을 수행하였다. 오수리 

인골에서 총 12개 토양 세균의 알려진 계통형이 발견되었는

데 이는 주변 토양으로부터 15개 계통형 안에 모두 포함되는 

종으로서 인골에 서식하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발

견되는 세균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토양 

세균에 의해 뼈의 조직 내부까지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는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인골의 보

존과 관리를 제고(提高)하는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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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Soil Bacterial Populations in 
Human Remains and Soil from Keundokgol Site at 
Buyeo

Kim Yun-ji · Kim Sue-hoon · Kwon Eun-sil · Cho Eun-min · Kang So-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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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al characteristics of bacterial population were investigated in human remains and soil 

inside the bones in excavated grave no.4 and no.5 at Keundokgol site, Osu-ri, Buyeo. Phylogenetic 

characteristics of bacterial populations were analyzed by direct extracting of ancient DNA. In this study, 

based on the 16S rDNA sequences, in case of grave no.4, 319s from human remain were classified into 

11 phyla, and 462s from soil were classified into 16 phyla. In case of grave no.5, 271s from human 

remain were classified into 10 phyla, and 497s from soil were classified into 11 phyla. Especially, 

Actinobacteria phylogenetic group are dominant group of bacterial populations in grave no.4 and 

no.5. Also, most of these were analyzed uncultured group. Thus, the discovery of a diversely microbial 

community and uncultured group was thought to be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sample. Conclusively 

the general excavated human bones were contaminated with soil bacteria species their near around. 

This results contribute to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ncient human bone from archaeologi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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