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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중산동 신석기시대 토기를 광물조합에 따라 크게 4유형(I-형; 장석질 토기, II-형; 운모질 토기, III-형; 활석질 토기, IV-형; 

석면질 토기)으로 구분하였다. 토기는 전반적으로 불완전 소성을 경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점토함량이 높은 Ⅰ-형에서 산화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석이 다량 포함된 Ⅲ-형은 스멕타이트 군에 속하는 사포나이트를 포함하여 탄소제거 속도가 다소 느렸던 것 으

로 판단된다. Ⅳ-형 토기는 적색도가 가장 높고 균일한 특성을 보여 산화정도가 가장 좋았다. 특히 Ⅰ-형 토기의 기벽 안쪽에는 약 1㎜ 

두께의 유기질 기원 고착 탄화물(C; 33.7 wt.%)이 검출되었으며, 외면에 방사상 균열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리용 토기

의 반복적 열 충격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I-형을 제외한 토기를 모두 저장용으로 볼 때, 활석과 투각섬석을 포함한 토기는 액체 저장에 

용이한 재료적 특성을 가진다. 한편 광물조성이 다양하고 물성이 약한 Ⅱ-형은 단순 저장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국내 활석 및 석면광산은 경기 및 강원, 충북 일부와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활석과 투각섬석은 서로 수반광물로 산 출

될 가능성이 높다. 중산동 유적과 이들 광산의 거리 및 지형적 분포를 고려할 때 원료채취의 가능성은 있으나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중산동 일대에는 활석 및 투각섬석을 형성시킬만한 사문암과 같은 초염기성암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영종도 북

서측에 운모편암을 협재한 석회암과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과거 소규모 암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따라

서 중산동 유적 외에 활석 및 투각섬석을 포함하는 토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암석 및 토양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산동 유적 토기의 소성온도는 유형별 구성광물의 안정범위를 통해 해석하였으며, Ⅰ-형 토기는 

550~800℃, Ⅱ-형, Ⅲ-형, Ⅳ-형 토기는 모두 550~700℃로 추정된다. 이들의 물성 및 소성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온 도뿐만 

아니라 점토의 종류와 입도 및 소성유지 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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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토기는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생활사를 직접적으로 반 

영하는 용기이며 또한 천연재료의 이용역사와 변천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신석기시대부터 만들

어 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토기는 선사와 역사시대의 

시기구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제작과정과 형

태, 문양의 종류와 표현방법 등은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배

경 및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료의 선택과 제

작기법 및 이용역사, 자연과학적 진화단계 등에 대한 검토

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1980~1990년대에 걸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태토의 광물학적 특성과 소성온도 해석이 주를 이 

룬다. 일부 연구에서는 화학분석과 제작기법 해석 등이 함 

께 이루어졌다(최몽룡·신숙정 1998). 최근에 기흥 농서리 

유적 출토 신석기, 청동기 및 원삼국시대 토기의 분석 연구 

(김란희 외 2009)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종합 

적인 적용이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강문화재연구원(2009)에서 보고한 

인천 중산동 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수습한 22점의 

토기를 대상으로 재질특성과 제작기법을 해석하였다. 중산 

동 신석기시대 토기는 기재적 및 물리적 특징과 구성물질 

의 종류 및 산출상태에 따라 4유형(I-형; 장석질 토기, II- 

형; 운모질 토기, III-형; 활석질 토기, IV-형; 석면질 토기)으 

로 분류하여 상세히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란희 등(2017)의 분류를 바탕으로 재료학적 동질성과 차 

이점, 소성환경, 용도와 이용 및 재료의 산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는 중산동 신석기 토기의 제작특성 규명뿐만 아니 

라 한반도 신석기 토기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중산동 유적의 위치와 지형 및 주변의 토양과 암석분

포 등은 김란희 등(2017)에 의해 상세히 보고되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근거로 모든 토기시료와 

토양의 미세조직 관찰, X-선 회절분석, 열분석 및 정량 화

학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토기의 미세조직 관찰과 정성 

분석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기기는 에너

지 분산형 성분분석기(EDS, Oxford INCA M/X)가 부착된 

전계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335F)이다. 분 

석용시료는 백금으로 코팅하여 시료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

는 한편 조성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토기의 광물조성 및 점토광물의 정확한 동정을 위하

여 X-선 회절분석(Rigaku DMAX2000)을 실시하였다. 시 

료는 20μm 이하로 미분쇄하여 준비하였으며, X-선은 CuK 

α에 양극의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40kV 및 

40mA이다. 또한 재가열 과정 동안 구성광물의 열이력과 

상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분석(TG-DTA, 2000S, 

Mac Science, Co., Japan)을 실시하였으며, 20℃에 서 

1,000℃까지 승온속도 10℃/min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

용된 표준시료는 α-Al2O3이다. 

토기를 구성하는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정량 

분석을 위해 지구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캐나다 

ACTLABS에서 수행하였으며 X-선 형광분석(XRF), 유도결 

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와 질량분석기(ICP-AES, ICP-MS) 

및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가 이용되었다. 각각의 화학 

분석에는 표준시료, 공시료 및 중복시료를 통하여 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일부 시료(IJP-13, 14, 16)의 기벽 안쪽에는 음 

식물을 조리한 후 남은 물질로 추정되는 흑색의 탄화물 

이 고착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 

존상태가 양호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유기물의 가능성 

을 살펴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Rigaku D/MAX-2200V 

Diffractometer), SEM-EDS(Bruker, Quantax 200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A(Elemental Anaylzer; 

Thermo Finnigan FLASH EA-2000/1112), FT-IR (Bruker 

EQUINOX55 Infrared Spectrophotometer)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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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및 해석

1. 미세조직 관찰 및 정성분석

중산동 유적 토기를 대상으로 기질 및 광물입자의 

미세형태 조사를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

다. 이 결과, I-형 토기는 기질의 점토입자 및 공극의 분포

가 상당히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며, 느슨한 기질조직이 특

징이다. I-1 유형의 기질이 판상 운모를 포함하여 더욱 불

규칙한 경향을 보이며<사진 1A, 1B>, I-2 형은 엽편상의 점

토기질이 두드러지고 이들 사이로 원형의 공극이 관찰되

기도 한다<사진 1C, 1D>.

이 중 토기 기벽 안쪽에 유기물이 고착된 시료는 동

일 그룹의 토기들과 유사한 미세조직적 특징을 가지나, 확

대하여 관찰하면 기질의 점토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

이 미정질 입자로 채워져 있고 요철이 적다<사진 1E, 1F>. 

한편 기벽에 고착된 흑색 탄화층은 일정한 두께를 가지

는 미정질 층으로 표면 건열이 두드러진다<사진 1G, 1H>. 

따라서 이 층은 토기 바탕층의 표면과 확연히 구분되며 

<사진 1I>, EDS 분석에서 C 함량이 88.81wt.%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유기물로 판단되며, 일부 점토입자들이 혼입

된 상태로 나타난다<사진 1G, 표 1>.

한편 II-형 토기군은 다량의 광물입자를 포함하여 

기질이 거칠고 원마도가 다양한 석영<사진 2A, 표 1>, 판

상 운모<사진 2B>, 운모와 유사한 미세형태를 보이는 활석 

<사진 2F, 표 1> 및 침상다발 형태의 투각섬석<사진 2G>을 

포함한다. 또한 다양한 조성의 분급 및 형태를 가지는 광

사진 1. 중산동 유적 Ⅰ-형 토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및 SEM-EDS 분석 위치. A·B: IJP-1; 불규칙하고 느슨한 기질 사이로 판상광물이 관찰됨, C·D:  

 IJP-20; 엽편상 점토기질 사이로 원형의 공극이 관찰됨, E·F: IJP-13; 다른 시료와 유사한 미세조직을 가지나 점토기질 사이의 간극이 미정질 입자 

 로 메워져 요철이 적음, G·H·I: IJP-16; 기벽에 고착된 유기물에 건열이 나타나며 일정한 두께를 가져 바탕층과 미세조직의 차이를 보임.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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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암편 주변으로 공극이 두드러진다<사진 2D, 2E>.

이 중 IJP-5의 단면에서 지름 약 1㎜의 원형 공극이 

관찰되며, 공극 주변으로 탄소침착에 의한 흑색 그라데이

션이 확인되어 이를 반으로 잘라 주사전자현미경에서 관

찰하였다. 이 결과, 다공질의 식물체 조직이 일부 남아있어 

태토의 반죽과정에서 혼입된 초본류가 불완전 소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사진 2C>. 이들은 소량 산출되는 것으로 보

아 의도적 혼입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태토의 정선도가 좋

지 못하며 낮은 소성온도를 경험한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신석기시대 토기는 보통 바탕흙을 잘 정선하지 않은 것으

로 여겨져 앞으로도 초본류를 관찰할 수 있으며, 당시의 

제작관행을 알려주는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

사진 2. 중산동 유적 Ⅱ-형 및 Ⅲ-형 토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및 SEM-EDS 분석 위치. A·B: IJP-3; 원마도가 다양한 미립의 석영과 운모의 혼재, C·D:  

 IJP-5; 토기 단면의 주변에 흑색 그라데이션을 보이는 공극이 관찰되며 내부에 초본류 조직이 남아 있음, E·F·G: IJP-12; 상당히 느슨한 기질 사이 

 로 활석 등 판상광물과 투각섬석이 혼입됨, H·I: IJP-7; 인편상의 활석이 다양한 입도를 보이며 관찰됨, J: IJP-10; 활석의 표면 일부는 판상으로 박 

 리가 일어남, K· L: IJP-17; 점토기질과 판상 및 인편상 활석이 뒤엉켜 조직이 치밀하다. 

J K L

G H I

D E F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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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석을 포함하는 Ⅲ-형 토기군은 기질 가득 인편상

의 활석이 다량 관찰되고 이들의 간극을 따라 공극이 발

달해 있다<사진 2H, 2I>. 괴상의 활석입자들 표면 일부는 

판상으로 박리되고 균열을 보이기도 한다<사진 2J>. 또한 

판상의 미립질 활석입자와 점토입자들이 치밀하게 혼입되

어 기질을 이룬다<사진 2K, 2L>.

석면이 혼입된 토기로 분류된 Ⅳ-형에서는 주상, 침주

상 및 섬유상의 투각섬석이 다량 혼입되어 있어 이들에 대

표 1. 중산동 유적 토기 단면의 SEM-EDS 분석결과(wt.%). 번호는 사진 1, 2, 3에 있다.

번호 1 2 3 4 5 6 7 8

SiO2 5.68 100 100 21.12 68.15 63.09 64.78 63.25

Al2O3 5.51 - - 15.69 - 2.70 - -

Fe2O3 - - - 3.50 - - - -

MgO - - - 4.69 31.85 24.04 22.44 21.33

CaO - - - - - 10.18 12.79 15.43

Carbon 88.81 - - 55.00 - - - -

사진 3. 중산동 유적 Ⅳ-형 토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및 SEM-EDS 분석 위치. A·B: IJP-6, C·D·E·F: IJP-9; 주상 및 침주상 투각섬석이 점토입자와  

 함께 기질을 이루고 있으며 투각섬석은 침상다발형으로도 산출되고 벽개면을 따라 도변상 및 침상조직이 관찰됨, G·H·I: IJP-15; 주로 섬유상 및  

 침상조직을 보이는 투각섬석계 석면의 광물다발.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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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석면 및 석면상의 판단이 중요하다<사진 3>. 편광현미

경상으로 IJP-15의 섬유상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미세립

자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외 

시료들은 대부분 조립에서 세립의 주상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 광학현미경을 통한 관찰 외에 가장 효율적인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병행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상에서 석면의 관찰에는 길이 대 지

름의 비(aspect ratio), 섬유의 형태가 곡선형인지 침상인

지의 여부, 섬유가 다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

단기준이다(Perkins and Harvey, 1993). 기질 가득 관찰

되는 투각섬석은 IJP-15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상 및 침주

상 다발로 관찰되는데 일부 탈락된 입자들이 침상과 유사

한 형태로 존재하나 그 너비가 10㎛ 이상이다<사진 3>. 

또한 침상다발형태를 보이는 입자들은 벽개면을 따라 

도변상 또는 주상 결정의 끝부분에 작은 침상이 생성되어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들은 판상광물 및 점토입자들과 뒤

엉켜 기질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EDS 분석에서 SiO2, MgO 및 

CaO 평균함량이 각각 65.44, 23.24, 11.49wt.%로 나타났다. 이

는 투각섬석의 화학식(Ca2Mg5Si8O22(OH)2)과 일치하며, 

Mg 단종의 투각섬석으로 확인되었다<사진 3A, 3F, 표 1>.

한편 IJP-15에 포함된 섬유상 광물은 일부 유선형을 

띠는 미립자들이 관찰되기는 하나 대부분 침상의 미세조

직을 보인다. 이는 각섬석계 석면의 특징적인 미세조직이다. 

EDS 분석결과에서 SiO2, MgO 및 CaO 함량이 각각 63.25, 

21.33, 15.43wt.%로 나타나 Mg 단종의 투각섬석임을 확인

하였다<사진 3G, 표 1>. 앞선 동일 그룹 토기내에 포함된 

투각섬석과 형태적 차이를 보이나 동일한 광물종으로 판

단된다. 이들은 대부분 3㎛ 이하의 폭을 갖는 침상으로 길

이는 육안으로 인지가 가능한 정도로 상당히 길다. 이들은 

최소 250㎛ 이상의 입자들이 주를 이루는 명확한 석면상 

투각섬석이다<사진 3H, 3I>.

2. 광물조성 분석

중산동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 및 유적지 토양을 대상

으로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점토광물이나 변

질

그림 1. 중산동 유적 Ⅰ-형 토기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 석영, O: 정장석,  

 P: 사장석, M: 운모.

그림 2. 중산동 유적 Ⅱ-형 및 Ⅲ-형 토기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 석영,  

 Kf: K-장석, P: 사장석, M: 운모, Ch: 녹니석, T: 활석, Tr: 투각섬석,  

 D: 투휘석, S: 사포나이트, L: 레피도크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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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심한 광물들을 동정하는데 유용하며, 구성광물의 상

전이 과정을 추적하여 토기의 소성온도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 편광현미경을 통해 각 토기 그룹에서 관찰

한 조립내지 세립 광물들의 특징적인 회절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Ⅰ-형 토기군은 석영이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정장

석, 사장석 및 운모가 함께 동정되어 상당히 단순한 광물

조성을 가진다. 이들은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 운모

류의 포함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Ⅰ-2 유형에 비현정

질의 운모류가 Ⅰ-1 형과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표 2>.

Ⅱ-형 토기군은 석영, K-장석, 활석, 투각섬석, 녹니

석, 투휘석, 사장석, 운모 등의 상당히 다양한 광물조성을 

보인다. 이들은 모두 편광현미경을 통해 확인된 현정질 광

물들이며, 이 중 현미경적 특성이 유사한 운모와 녹니석 

중 녹니석의 회절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확인하

였다. 따라서 Ⅱ-형에서 확인되는 운모류는 대부분이 녹니

석화된 운모로 판단된다<그림 2, 표 2>.

다양한 형태 및 분급의 활석을 다량으로 포함한 Ⅲ-

형 토기군은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도 활석의 높은 회

절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수광물로 석영, 사포나이트 및 

녹니석을 포함하며, 이들은 모두 활석의 불순광물로 산출

빈도가 높은 광물들이다. 조립질의 괴상 활석입자를 분리

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활석의 회절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제외하고는 토기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그림 2, 표 2>.

한편 Ⅳ-형 토기에서는 투각섬석의 강한 회절선을 

확인하였고, Ⅲ-형 토기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광물을 분

리하여 실시한 X-선 회절분석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섬유상이 명확한 IJP-15의 경우도 다른 침주

상 투각섬석을 포함한 시료들과 동일한 회절선을 나타내 

특징적이다. 따라서 이를 섬유상 투각섬석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각섬석 계열의 석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Ⅳ-

형 토기는 투각섬석 이외에 석영, 활석, 운모, 녹니석 및 산

그림 3. 중산동 유적 Ⅳ-형 토기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 석영, M: 운모,  

 Ch: 녹니석, T: 활석, Tr: 투각섬석.

그림 4. 중산동 유적 토양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 석영, M: 운모, Ch: 녹니석,  

 K: 고령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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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철 광물인 레피도크로사이트를 포함한다<그림 3, 표 2>.

다양한 광물조성을 보이는 토기군과 달리 유적지 토

양시료는 상당히 단순한 광물조성을 보이는데 석영, 정장석, 

운모 및 녹니석으로 구성된다. X-선 회절강도를 통해 석영의 

압도적인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광물

들은 상당히 약한 회절선을 보인다. 이들 광물조성은 Ⅰ-형 

토기군과 동일하나 장석류의 함량이 다소 낮아 토기와 구

분되며 일부 시료에서는 고령석이 확인된다<그림 4, 표 2>.

Q; 석영(quartz), O; 정장석(orthoclase), Kf; K-장석(K-feldspar), P; 사장석(plagioclase), M; 운모(mica), T; 활석(talc), Tr; 투각섬석(tremolite), V; 질석(vermiculite), Ch; 녹
니석(chlorite), D; 투휘석(diopside), S; 사포나이트(saponite), L; 레피도크로라이트(lepidocrosite), K; 고령석(kaolinite)

표 2. 중산동 유적 토기 및 토양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시료명 Q O Kf P M T Tr Ch D S L K

▼ Ⅰ-형 토기

IJP-1 *** * - * * - - - - - - -

IJP-2 *** * - * * - - - - - - -

IJP-8 *** * - * * - - - - - - -

IJP-11 *** * - * * - - - - - - -

IJP-19 *** ** - * * - - - - - - -

IJP-14 *** * - * * - - - - - - -

IJP-20 *** * - * * - - - - - - -

IJP-21 *** * - * * - - - - - - -

IJP-22 *** * - ** * - - - - - - -

▼ Ⅱ-형 토기

IJP-3 ** - * - * * ** *** * - - -

IJP-5 ** - ** * * * ** *** * - - -

IJP-12 * - * - - * * *** *** - - -

▼ Ⅲ-형 토기

IJP-7 * - - - - *** - - - * - -

Inclusion * - - - - *** - - - * - -

IJP-10 * - - - - *** - - - * - -

IJP-17 ** - - - - *** - * - * - -

Inclusion ** - - - - *** - * - ** * -

▼ Ⅳ-형 토기

IJP-4 ** - - - ** ** *** - - - - -

Inclusion ** - - - * ** *** - - - - -

IJP-6 ** - - - ** ** *** * - - - -

IJP-9 ** - - - ** *** *** * - - - -

IJP-18 ** - - - * ** *** * - - - -

Inclusion ** - - - - * *** * - - - -

IJP-15 ** - - - ** *** *** - - - - -

Inclusion ** - - - * *** *** - - - - -

▼ 토 양

IJS-1 *** * - - * - - - - - - -

IJS-2 *** * - - * - - - - - - -

IJS-3 *** * - - ** - - - - - - *

IJS-4 *** * - - * - - - - - - -

IJS-5 *** * - - - - - - - - - *

IJS-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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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분석

중산동 유적 토기 및 토양의 온도변화에 따른 광물상 

변화를 알아보고자 X-선 회절분석과 병행하여 시차열분석

(DTA)과 열중량 분석(TG)을 수행하였다. 중산동 유적에서 

수습한 토양시료에 대한 열분석 결과, 일반적인 점토광물의 

열적 특성을 보이며 모든 시료에서 동일한 DTA 및 TG 곡선

이 확인된다.

토양시료는 250℃ 전후의 좁은 흡열피크가 나타나기 전

까지 1차적인 중량감소를 보였다. 이후 450~550℃ 전후에서 

흡열피크가 넓고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결정수의 이탈에 의

한 급격한 중량감소를 동반하였다. 이는 운모 및 고령석의 상

전이에 따른 흡열피크로 판단되며 이후 850~950℃ 전후에서 

발열피크를 보인다. 한편 토양시료에서는 573℃ 부근의 흡열 

피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석영의 함량이 비교적 높음을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토기의 가장 많은 중량 감소는 50~150℃ 영역에서 이루

어졌으며, 이는 시차열분석의 흡열 피크에 견주어 물리적 흡

착수의 탈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중량 감소는 200~400℃ 영역으로, 흡착수의 계속되는 탈수

로 인한 것이며 시차열분석의 완만한 발열 피크로 보아 유기

물의 산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00℃ 이전의 중량 감소는 

토기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흙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점토

입자 사이에 물의 재수화와 더불어 점토류에 흔히 들어있는 

부식토, 토탄 등의 유기물이 흡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5. 중산동 유적 토양의 열분석 결과.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IJS-1 9.38 IJS-2 8.40 IJS-3 8.87

IJS-4 7.49 IJS-5 8.31 IJS-6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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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편은 재가열에 의해 중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며 

5.19~11.70wt.%까지 넓은 범위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토

양의 중량감소율 범위가 6.17~9.38wt.% 임을 고려할 때 상

당히 높은 값이다<그림 5, 6, 7>. 그러나 토기의 열중량 곡선

은 토양시료와 비교해 상당히 완만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소성온도를 경험한 토기

편들이 매장과정에서 재수화됨에 따라 저온영역에서의 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물성이 다소 

약하게 측정된 IJP-3은 250~300℃ 부근의 흡열피크를 보이

며, 중량감소율이 10.22wt.%로 측정되어 다른 시료들에 비

해 재수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6, 7>.

토기시료는 각 그룹별로 다양한 광물조성을 보였으나 

특정 광물조성에 따른 열적특성이 크게 확인되지 않고 모

두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저온영역에서 재수화된 물

리적 흡착수의 탈수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만 점토

광물의 결정수 탈수에 따른 열적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00~900℃ 부근의 발열피크가 모든 

시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그림 5, 6, 7>. 이 고온영역의 

발열피크는 운모류의 파괴를 지시하며, 따라서 이들은 최소 

550℃ 이상에서 최대 800℃의 소성온도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중산동 유적 Ⅰ-형 토기의 열분석 결과.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IJP-1 8.21 IJP-2 9.22 IJP-8 7.59

IJP-14 8.29 IJP-20 9.53 IJP-22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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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화학적 특성

1)  주성분원소와 거동특성

중산동 유적 토기 및 토양의 명확한 재료학적 동질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주성분원소는 <표 3>에 제시하

였으며, 각 그룹별로 상이한 원소 함량을 보인다. Ⅰ-형 토

기는 SiO2, Al2O3 및 Fe2O3가 주요 구성원소로 평균 함량

은 각각 62.13wt.%, 17.36wt.%, 4.12wt.%로 나타났다. 이

들은 운모류의 육안관찰 여부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되

나 주성분원소의 조성적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인다<표 3>.

그림 7. 중산동 유적 Ⅱ-형, Ⅲ-형, Ⅳ-형 토기의 열분석 결과.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시 료 명
중량감소율

(wt.%)

IJP-3 10.22 IJP-5 11.70 IJP-12 8.85

IJP-7 8.21 IJP-10 6.18 IJP-17 7.18

IJP-4 8.43 IJP-15 10.02 IJP-18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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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조성이 다양한 Ⅱ-형은 SiO2, Al2O3, Fe2O3, 

MgO 및 CaO 평균 함량이 각각 47.27wt.%, 14.67wt.%, 

7.00wt.%, 11.18wt.%, 6.26wt.%로 Ⅰ-형과 차이가 있

다. 한편 Ⅲ-형 및 Ⅳ-형의 토기군에서도 이들 원소의 함

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Ⅲ-형은 52.58wt.%, 9.28wt.%, 

6.36wt.%, 19.40wt.%, 0.20wt.%의 평균 함량을 보인다. Ⅳ

-형은 평균 52.70wt.%, 10.90wt.%, 6.30wt.%, 14.68wt.%, 

4.87wt.%의 함량을 보여 편광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에

서 확인한 투각섬석, 활석 및 녹니석 등 구성광물의 조성

과 일치한다<표 3>.

표 3. 중산동 유적 출토 토기 및 토양의 주성분원소 함량(wt.%).

시료명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 Ⅰ-형 토기

IJP-1 62.03 17.14 4.61 0.07 1.37 0.58 1.11 2.56 0.83 0.21 8.53 99.03 

IJP-2 61.83 17.20 4.73 0.04 1.43 0.58 0.92 2.36 0.84 0.08 9.25 99.24 

IJP-8 62.64 15.24 4.20 0.03 0.89 0.64 1.06 2.76 0.81 2.50 7.75 98.52 

IJP-11 63.71 17.80 3.81 0.05 0.33 0.22 0.41 2.39 0.89 0.34 10.65 100.60 

IJP-19 58.19 20.91 3.11 0.02 0.50 0.55 1.38 2.84 0.69 0.34 12.40 100.90 

IJP-14 63.84 16.31 3.60 0.04 0.76 0.58 0.99 2.77 0.81 0.16 10.35 100.20 

IJP-20 64.48 16.33 4.00 0.03 0.48 0.48 1.36 2.80 0.74 0.50 9.03 100.20 

IJP-21 56.49 17.85 6.91 0.02 0.82 0.75 1.25 2.69 1.12 0.44 10.93 99.25 

IJP-22 65.98 17.50 2.10 0.02 0.39 0.53 2.24 3.81 0.62 0.13 6.04 99.35 

평 균 62.13 17.36 4.12 0.04 0.77 0.55 1.19 2.78 0.82 0.52 9.44 99.70

▼ Ⅱ-형 토기

IJP-3 48.27 14.51 7.03 0.12 10.22 6.83 0.49 1.00 0.53 0.14 10.14 99.27 

IJP-5 49.25 17.61 7.20 0.08 7.47 2.25 0.73 2.13 0.66 0.80 11.37 99.56 

IJP-12 44.28 11.90 6.78 0.13 15.85 9.69 0.13 0.28 0.31 0.08 10.97 100.40 

평 균 47.27 14.67 7.00 0.11 11.18 6.26 0.45 1.14 0.50 0.34 10.83 99.74

▼ Ⅲ-형 토기

IJP-7 50.12 9.54 6.42 0.03 20.50 0.16 0.05 0.32 0.48 0.60 11.31 99.53 

IJP-10 52.04 7.89 5.74 0.06 22.32 0.15 0.05 0.40 0.47 0.15 9.96 99.22 

IJP-17 55.59 10.41 6.93 0.05 15.37 0.30 0.24 0.74 0.79 0.15 10.07 100.70 

평 균 52.58 9.28 6.36 0.05 19.40 0.20 0.11 0.49 0.58 0.30 10.45 99.82

▼ Ⅳ-형 토기

IJP-4 52.29 10.56 5.95 0.03 15.61 5.11 0.18 0.79 0.42 0.43 8.86 100.20 

IJP-6 54.78 10.58 5.60 0.03 15.11 4.76 0.16 0.77 0.41 0.08 7.57 99.83 

IJP-9 54.29 10.41 6.06 0.04 15.10 5.14 0.16 0.80 0.43 0.30 8.08 100.80 

IJP-15 51.02 12.30 8.36 0.10 12.12 4.33 0.10 1.01 0.54 0.18 9.85 99.91 

IJP-18 51.13 10.66 5.54 0.03 15.47 5.01 0.16 0.74 0.41 0.45 9.67 99.27 

평 균 52.70 10.90 6.30 0.05 14.68 4.87 0.15 0.82 0.44 0.29 8.81 100.00

▼ 토 양

IJS-1 64.31 16.50 6.40 0.18 0.53 0.31 0.26 1.98 0.68 0.15 8.85 100.10 

IJS-2 67.29 14.90 5.63 0.08 0.91 0.11 0.23 1.71 0.77 0.12 8.01 99.76 

IJS-3 63.56 17.38 6.65 0.05 1.35 0.21 0.18 2.32 0.80 0.12 8.29 100.90 

IJS-4 72.97 12.64 4.50 0.08 0.74 0.13 0.19 1.38 0.74 0.12 7.30 100.80 

IJS-5 65.24 17.08 6.50 0.04 0.79 0.05 0.05 1.69 0.87 0.12 8.30 100.70 

IJS-6 61.75 16.96 6.73 0.07 2.87 0.25 0.09 4.17 0.80 0.07 6.33 100.10 

평 균 65.85 15.91 6.07 0.08 1.20 0.18 0.17 2.21 0.78 0.12 7.85 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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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에서 수습한 토양의 경우 SiO2, Al2O3 및 

Fe2O3가 주요 구성원소로 평균 함량이 각각 65.85wt.%, 

15.91wt.%, 6.07wt.%로 마그네슘 광물을 다량으로 포함하

는 Ⅱ, Ⅲ, Ⅳ 유형의 토기와는 명확한 조성차이를 나타낸

다. 한편 Ⅰ-형 토기와 유사한 원소조성을 보이나 Fe2O3의 

함량이 다소 높고 장석류를 구성하는 알칼리 원소 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표 3>.

Ⅰ-형 토기와 토양은 Fe2O3와 장석류와 관계되는 

Na2O 및 K2O의 함량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한 화학조

성을 보인다. 한편 활석 및 각섬석을 포함하는 토기군은 Ⅳ

-형을 제외하면 MgO의 함량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부

분 유사한 화학조성 범위를 보인다. 이 중 Ⅱ-형 토기는 녹

니석의 주성분인 Al2O3와 Fe2O3 및 휘석과 투각섬석의 주

성분인 CaO의 함량이 다른 시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편 활석질 토기(Ⅲ-형)는 투각섬석 토기(Ⅳ-형)와 유사

한 화학조성을 보이나 MgO가 높고 CaO 함량이 낮다.

주성분원소의 함량을 이용하여 각 토기그룹과 토양

의 재료학적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인 칼크알칼리 

화강암의 평균조성(Nockolds 1954)으로 나누어 표준화

하였다<그림 8>. 이 결과, Ⅰ-형 토기는 전반적으로 CaO, 

Na2O 및 K2O가 다소 결핍된 경향을 보이나 주성분원소의 

부화와 결핍 양상이 표준선을 기준으로 큰 폭의 차이는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시료간의 거동특성이 유사하지만 

완벽한 재료학적 동질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마그네슘 광물을 다량 포함하는 Ⅱ, Ⅲ, Ⅳ 유형

은 Fe2O3, MgO가 크게 부화되었으며, Ⅲ-형을 제외한 토

기에서는 CaO 또한 상당히 부화된 경향을 보인다. 한편 

Na2O와 K2O의 결핍도가 높고 각 시료에서의 거동특성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Ⅱ-형은 Na2O와 K2O의 결핍도

에서 시료에 차이가 두드러지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거동

특성을 유지하지만 일부 원소에서 차이가 있다.

활석을 다량 포함하는 Ⅲ-형 토기는 다른 시료들에 

비해 다소 어두운 색상의 괴상 활석이 육안으로 두드러졌

던 IJP-17을 제외하면 주성분원소의 거동특성이 상당히 일

그림 8. 중산동 유적 토기 및 토양의 주성분원소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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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그러나 IJP-17은 다소 결핍된 CaO, Na2O와 K2O

를 제외하면 다른 시료들과 유사한 원료적 특성을 보인다. 

투각섬석을 다량 포함하는 Ⅳ-형 토기는 대부분 비석면상 

투각섬석을 포함하며, 석면상의 투각섬석을 포함하는 IJP-

15는 Fe2O3와 MnO가 다른 시료들에 비해 다소 부화된 경

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그룹에 비해 토기간 주성분원소의 

거동특성이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여 특징적이다. 이는 원

료의 산지 및 배합조건 등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증거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미량 및 희토류원소와 거동특성

중산동 유적 토기와 토양시료 간의 재료학적 동질성

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희토류 원

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희토류 원소는 광물 내에서 쉽게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암

석의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산지추정에 적합한 원소

로 이용되고 있다. 토기 및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류원

소에 대해 Taylor and McLennan(1985)이 제시한 콘드라

이트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화한 결과, 토기와 토양의 거동

표 4. 중산동 유적 토기와 토양의 미량 및 희토류원소 함량(ppm).

시료명 Ba Be Co Cu Hf Ni Pb Rb Sc Sr V Zn Zr La Ce Nd Sm Eu Yb Lu

▼ Ⅰ-형 토기

IJP-1 653 5 13 56 6.3 50 39 150 17.3 89 109 113 208 65.9 79 89 8.2 2.7 6.2 0.99 

IJP-2 743 5 16 60 6.0 50 36 150 18.0 97 116 97 204 88.6 72 105 10.0 3.3 6.6 1.08 

IJP-8 527 4 11 32 5.7 29 41 110 15.7 88 104 65 117 56.0 86 76 8.6 2.3 4.8 0.67 

IJP-11 882 3 17 35 6.8 45 28 130 15.9 59 110 120 249 56.5 88 80 6.3 2.2 4.6 0.68 

IJP-19 1110 5 7 58 4.8 34 53 130 11.4 198 81 97 183 164.0 153 185 16.3 5.3 5.6 0.75 

IJP-14 841 4 18 40 6.7 44 36 140 16.9 123 100 80 221 65.2 92 86 7.7 3.3 5.5 0.92 

IJP-20 793 3 8 41 5.7 38 32 130 13.5 113 98 72 181 47.7 73 55 5.1 2.0 3.4 0.52 

IJP-21 581 3 9 27 5.9 31 24 140 17.9 125 139 61 223 53.5 78 65 5.5 2.0 3.7 0.48 

IJP-22 921 4 6 26 6.3 19 44 110 9.5 206 65 81 207 62.8 84 85 8.3 2.9 4.0 0.63 

▼ Ⅱ-형 토기

IJP-3 538 6 17 28 4.6 33 28 40 13.4 62 82 211 141 31.7 47 52 4.5 1.9 4.0 0.63 

IJP-5 1470 5 18 49 5.2 32 47 80 16.7 76 110 122 154 83.3 85 92 8.2 2.8 4.3 0.63 

IJP-12 195 8 17 47 2.2 29 33 20 11.8 9 65 84 76 77.1 65 97 6.2 2.9 5.6 0.64 

▼ Ⅲ-형 토기

IJP-7 154 3 11 35 2.0 34 19 20 15.8 5 113 99 64 33.1 40 70 4.7 2.9 4.0 0.60 

IJP-10 89 2 13 42 1.9 25 18 <20 13.7 6 94 97 68 24.9 30 56 4.2 2.3 4.5 0.66 

IJP-17 267 3 21 58 3.6 39 30 60 17.2 24 123 80 118 36.2 55 64 5.7 2.3 5.3 0.86 

▼ Ⅳ-형 토기

IJP-4 477 3 11 33 2.8 40 17 60 15.0 14 84 64 91 33.4 42 66 4.7 2.2 4.0 0.53 

IJP-6 430 3 13 52 2.4 40 17 60 14.2 13 78 65 86 52.6 46 68 5.4 1.8 4.0 0.50 

IJP-9 598 3 12 45 2.5 47 16 80 15.5 18 76 76 91 55.2 52 75 4.7 2.2 3.3 0.54 

IJP-15 213 6 16 56 3.3 49 43 80 20.5 17 117 72 126 116.0 106 169 12.0 5.8 9.8 1.40 

IJP-18 411 3 11 25 2.6 35 16 50 14.9 11 83 58 85 32.2 43 69 5.1 2.3 4.1 0.55 

▼ 토 양

IJS-1 465 3 18 56 6.7 51 31 120 16.6 158 94 128 243 49.9 96 59 5.2 2.1 4.5 0.74 

IJS-2 483 3 18 34 8.5 77 27 110 15.8 75 86 92 268 56.6 92 57 4.5 2.0 3.3 0.48 

IJS-3 393 3 15 38 6.4 45 32 170 17.6 66 106 93 224 31.9 69 41 4.0 1.6 2.9 0.44 

IJS-4 370 2 16 30 8.9 35 19 90 13.6 61 72 85 315 59.8 86 77 5.3 2.5 5.0 0.87 

IJS-5 402 3 13 23 7.6 39 19 140 18.9 59 103 101 264 61.3 87 83 6.2 2.8 5.7 0.90 

IJS-6 705 4 19 26 5.0 45 26 250 18.1 79 118 112 179 69.1 89 80 5.7 2.6 4.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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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는 

모두 표준치보다 부화되며, 중희토류원소로 갈수록 상대

적인 부화 정도는 점차 감소하는 음의 기울기를 보여준다 

<표 4, 그림 9>.

이들은 각 그룹별로 유사한 거동특성이 있으며, Ⅰ-형 

토기는 토양과 상당히 유사한 지구화학적 진화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 부화정도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여 각 시료 간

에 완벽한 일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시료(IJP-19)는 

경희토류원소가 다소 부화되어 기울기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Ⅱ-형 토기는 경희토류원소 구간의 기울기가 

Ⅰ-형 토기 및 토양과 유사하나 중희토류 원소 구간의 경

향은 Ⅲ, Ⅳ 유형과 유사하다. Ⅲ과 Ⅳ 유형 토기는 상당

히 유사한 거동특성을 나타내며, 석면형 투각섬석을 포함

하는 IJP-15는 동일한 기울기를 보이며 부화되어 도시된다

<표 4, 그림 9>.

주성분원소와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에서 호정 및 불

호정원소를 선별하여 원시의 맨틀조성으로 표준화하였다

(Pearce 1983). 이는 지각구성물질의 동질성을 판별하기위

해 사용하는 지구화학적 수단으로 변질과 풍화에 따른 원

소의 상대적 이동과 불이동성을 기준으로 물질의 진화경

향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결과, 중산동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편은 원소의 거동특성이 각 그룹별로 매우 일치하였

다. Ⅰ-형 토기는 일부 원소들의 불규칙적인 패턴을 제외하

면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이들은 유적지 토양과도 재료학적으로 동일한 

거동특성을 보여 특징적이다<그림 10>.

그러나 Ⅱ, Ⅲ 유형 토기의 불호정성원소는 대체로 일

치하나 호정성원소는 각 시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광물조성이 상당히 다양한 Ⅱ-형 토기의 불규칙적 

거동패턴이 특징적이며, Ⅲ-형 및 Ⅳ-형 토기와 유사한 거

동패턴을 보인다. 한편 Ⅳ-형 토기는 각 시료간의 지구화학

적 거동특성이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그림 10>.

중산동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 및 토양의 주성분, 희

토류, 호정 및 불호정 원소의 비교도를 통해 유적지 주변 

토양과의 재료학적 동질성이 높은 토기군은 Ⅰ-형으로 파

악되었다. 지각구성물질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동일하

그림 9. 중산동 유적 토기 및 토양의 일부 희토류 원소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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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양자가 성인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기반암에서 

생성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력하게 지시하는 증거

이다. 그러나 Ⅱ, Ⅲ, Ⅳ 유형 토기는 이들과 불호정성 원소

의 거동특성은 일치하나 호정성 원소들은 상당히 불규칙

한 특성을 보여 각 시료간에도 동질성을 논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반면 투각섬석질 석면을 포함하는 Ⅳ-형 토기는 

그룹 내에서의 재료학적 동질성이 상당히 높으며, 활석을 

포함하는 Ⅲ-형은 이와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인다.

5. 유기물 특성 분석

중산동 유적 22호 주거지 2차 생활면(IJP-13), 23호 주

거지(IJP-14) 및 25호 주거지(IJP-16) 출토 3점의 토기는 기

벽의 내외면에서 약 1㎜ 두께의 흑색 탄화층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토기의 속심에서 관찰되는 흑심에 비해 흑색도가 상

당히 높고 기벽과 분리되는 일정한 층을 이룬다. 그러나 표

면에서는 균열이 다량 관찰되고 탄화물 일부는 점토입자 등

에 의해 오염되거나 산화되었다. 또한 탄화물이 고착된 3점

의 토기시료 외면에서는 광물편 주변으로 방사상 균열이 깊

게 생성되어 다른 시료들과의 차이를 보인다<그림 11>.

토기에 고착된 고대 유기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시료의 특성상 잔

존 가능성이 희박하고 잔존한 시료라 할지라도 오랜 매장

기간 동안 오염되거나 변질되어 원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잔존 유기물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원물질 및 토기의 용도 해석에 기

여하고 있다(Spangenberg et al. 2006; Gregg et al. 2009; 

Shillito et al. 2009).

이 연구에서는 토기 내부에 잔존한 탄화물이 유기물

인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SEM-EDS 분석을 선행하였다. 이

를 통해 높은 C(탄소) 함량을 검출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

경 관찰을 통해 토기의 바탕층과 구별되는 뚜렷한 층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흑색탄화물 층은 음식물의 조리과정에서 

그림 10. 중산동 유적 토기와 토양의 호정 및 불호정 원소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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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내벽에 고착된 유기물의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3점의 토기 중 2점(IJP-14, IJP-16)에 고착된 탄

화물 층은 박리 및 오염이 심하였다. 따라서 토기편 안쪽으

로 넓게 탄화물 층이 고착되고 오염도가 낮은 IJP-13을 대

표시료로 선별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벽 안쪽의 탄화물을 

메스로 분리한 후 분말화하였으며, 동일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SEM-EDS, EA(elemantal analysis) 및 FT-IR을 

수행하였다.

탄화물 분말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무기물의 

오염을 확인하였으며 석영, 장석 및 운모가 동정되어 토기 

및 토양의 광물조성과 일치하였다. 탄소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흑연(C)의 회절선은 석영의 주피크(2θ=26.65)와 겹쳐져 

확인이 모호하다<그림 12A>. SEM-EDS 분석결과에서도 일

그림 12. 중산동 유적 토기 내벽의 잔존 유기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A) 및 SEM-EDS 분석 결과(B).

▼ (B) SEM-EDS 분석결과(wt.%).

시료명 C O Na Mg Al Si S K Ca Ti Fe

IJP-13 56.87 37.28 0.28 0.22 1.99 2.83 0.02 0.17 0.04 0.04 0.27

그림 11. 중산동 유적 토기 내벽의 잔존 유기물(A, B, C)과 외벽(D, E, F)의 실체 현미경 사진. A·D: IJP-13, B·E: IJP-14, C·F: IJP-16.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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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무기원소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지만 약 56.87wt.%의 높

은 탄소 함량을 검출하였다<그림 12B>.

또한 이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

원소분석(EA; elemant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서 C(탄소), H(수소), N(질소), S(황), O(산소)의 함량은 각

각 33.7%, 2.9%, 1.5%, 0.1% 이하, 18.6%로 확인되었다. 황을 

제외한 원소의 함량을 몰비로 환산하면 2.80 : 1.45 : 0.10 : 

1.16로 나타나 C, H, O와 비교해 N의 함량이 다소 낮은 경

향을 보인다<표 5>. 한편 유기물 분석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

이 이용되는 FT-IR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실리카(Si)의 혼입

으로 인해 유기시료의 특징적인 피크는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림 13>.

Ⅳ.  고 찰

1. 광물조성과 원료산지 검토

중산동 토기의 광물조성에 따른 원료산지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점토화 정

도의 비교에 활용되는 Al2O3/SiO2-Fe2O3/SiO2 상관도와 

산성산화물과 염기성산화물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한 RO2-

(RO+R2O) 상관도 및 원료의 풍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A-CN-K 계와 A-CNK-FM 계의 삼각도에 적용하여 화학

조성의 차이를 검토하였다<그림 14, 15>.

이 결과, Ⅰ-형 토기와 유적지 주변 토양은 일부 원소

그림 13. 중산동 유적 토기 내벽의 잔존 유기물에 대한 FT-IR 분석 결과.

표 5. 중산동 유적 토기 내벽의 잔존 유기물에 대한 전원소(EA) 분석결과.

시료명 C(%) H(%) N(%) S(%) O(%)

IJP-13 33.7 2.9 1.5 N.D 18.6

* N.D = Non-detectable (S의 검출한계는 0.1% 임)

* C, H, N, S는 Thermo Finnigan FLASH EA-2000 Elemental Analyzer(EA)

O는 Thermo Finnigan FLASH EA-1112 Elemental Analyzer(EA)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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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화와 결핍 정도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

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Ⅰ-형 토기는 원료의 수급이 

용이한 유적지 주변 즉, 석영편암과 운모편암의 풍화대에서 

점토를 채취하여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육안, 현미경 관찰 및 화학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원료의 

준비과정이 획일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입도 및 암편이 다양한 양상을 보여 원료 채취 장소가 여

러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점토 및 풍화도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태토에 초본

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심토 보다는 표

토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정선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산동 유적 일대에서는 활석 및 투각섬석이 

광석으로 산출된 사례가 없어 Ⅱ, Ⅲ, Ⅳ 유형 토기의 원료

산지를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토기편에 포함된 투

각섬석은 대체로 비석면형이지만 석면형(침상 섬유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Ⅰ-형 토기와 마찬가지로 동일 그룹

이라 할지라도 각 시료간 다소 불규칙한 광물함량 및 원

소의 조성적 차이를 보인다. 이 중 비석면형 투각섬석을 포

함하는 Ⅳ-형 토기는 각 시료 간에 동질성이 상당히 높다. 

이들은 각각 6, 7, 10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일한 

구릉선상에 위치한다.

그림 15. 중산동 유적 토기와 토양의 A-CN-K 및 A-CNK-FM 계의 삼각도.

그림 14. 중산동 유적 토기와 토양의 Al2O3/SiO2-Fe2O3/SiO2 및 RO2-(RO+R2O)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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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석과 투각섬석은 서로의 수반광물로 산출될 가

능성이 높으며, 사문암 및 백운암질 석회암의 변성작용

에 의해 생성된다(신동복과 이인성, 2000; 윤근택 외, 

2010). 국내의 활석 및 석면광산은 <그림 16>에 제시한 

것과 같이 경기 및 강원, 충북 일부와 충남지역에 집중

적으로 분포한다(김규봉, 1972). 석면광산은 현재 모두 

폐광되었으며, 충남지역의 광천과 신석광산을 제외하면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중산동 유

적과 이들 광산간의 거리 및 지형적 분포를 고려할 때 

원료채취의 가능성은 있으나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지역 일대에는 활석 및 투각섬석을 대단

위로 형성시킬만한 사문암과 같은 초염기성암체가 확인

되지 않는다. 한편 영종도 북서측 끝단에 운모편암의 상

부와 석영편암의 하부를 협재하며 방해석의 순도는 높지 

않으나 백색을 띠는 결정질석회암이 분포한다(최위찬 외, 

1995). 또한 석영편암 및 석회암층을 암주상으로 관입한 

흑운모화강암이 확인된다.

이 일대 석회암이 백운암질인지는 알 수 없으며, 현

장조사 과정에서 활석 및 투각섬석의 산출양상을 확인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탄산염 암체와 이를 변성시킬 만한 

열수를 공급시킬 화강암맥이 존재하여 과거 소규모 암체

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산

동 유적 외에 활석 및 투각섬석을 포함하는 토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암석 및 

토양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작 및 용도 검토

중산동 유적에서 수습한 각 그룹별 토기는 전반적으

로 불완전 소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육안관찰과 색도

분석 결과(김란희 외 2017), Ⅰ-형 토기의 불완전 소성정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면에 두터운 흑

심을 가지고 있고, 이는 유기물의 불완전 소성에 기인한다. 

신석기시대에는 야외노지와 유사한 형태의 노천요에서 토

기를 소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외 소성

의 경우 연료와 바람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900℃까지 온

도상승이 가능하다(김희찬 1996).

김희찬(1996)은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소성실험 연

구를 통해 노천요에서 약 620℃ 이상에서 토기 전체의 

온도가 골고루 높아지면서 그을음이 벗겨지기 시작하며, 

800~820℃에서 토기가 적열상태로 변화한다고 기재하였

다. 적열상태는 토기편의 안팎으로 완전한 열을 받기 시작

한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중산동 유적 토기는 불완

전소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소성온도 및 유지시간이 

다소 낮고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토기의 흑심 생성은 온도뿐 만 아니라 점토

의 종류 및 입도분포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입자가 

고운 점토는 조립질의 점토에 비해 산화 및 탄소 이동시 

제한된 공극영역을 제공하여 소성과정에서 탄소가 점토 

밖으로 제거되는 속도가 느리다. 또한 스멕타이트나 몬모

릴로나이트와 같은 팽윤성 점토는 탄소 입자를 그들의 구

조 내에 결속시키기 때문에 탄소의 제거속도가 느리게 된

다(Rice 2005).

중산동 토기 중 흑심이 발달된 Ⅰ-형은 다른 토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토함량이 높으며, Ⅱ-형과 Ⅲ, Ⅳ 유

형 순으로 점토함량 차이를 보인다. 실제 Ⅳ-형에서 적색

도가 가장 높고 균일한 특성을 보여 산화정도가 가장 좋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소성 시 산화도는 온도 이

외에 토기 내 포함된 점토와 비가소성 입자의 함량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활석이 다량 포함된 Ⅲ-형은 스멕타

이트군에 속하는 사포나이트를 포함하여 탄소제거 속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가소성 입자의 높은 

함량은 건조와 소성과정에서의 수축과 변형 방지에도 효

과적이다. 실제 야외 노천요 소성 시 사질점토성 토양이 비

교적 소성하기에 수월하며, 이러한 혼합재는 성형보다는 

소성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김희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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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국내 활석 및 석면광산 분포도(김규봉, 1972).

1 가료광산 11 문 막 21 대 림 31 청 당 41 부 여 a 명 진 k 홍동(개월)

2 양수리21호 12 신림7호 22 풍 전 32 신 양 42 서 천 b 가 평 l 구 봉

3 용두리124/125 13 옥 동 23 황강리5 외 33 평 안 43 서천82/92 c 동 아 m 비 봉

4 광 주 14 제천68/78 24 천안101/111 34 대 흥 44 함열98 d 이 화 n 신 덕

5 뚝도20 15 천 덕 25 해미25 외 35 결 성 45 무 주 e 봉 연 o 충 남

6 대 륭 16 황강리101 26 예 산 36 청 양 46 신 보 f 대 흥 p 광 천

7 둔전2호 17 동 양 27 천안150 37 청양125 47 창수광산 g 음 봉 q 신 석

8 양 평 18 제 일 28 대흥1 38 대천65 48 동 일 h 월 령 r 대 보

9 여주광산 19 충 주 29 태 백 39 대 일 49 현동5/6 i 홍동(백동) s 보 령

10 양일136 20 향산리 30 대흥63 40 대천65 50 평채광산 j 대 홍 t 보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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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흑색 탄화물이 고착된 토기는 탄화물이 약 1㎜ 

두께의 막을 형성하고 바탕층과의 미세조직적 차이를 보

일 뿐만 아니라 특성분석에서도 유기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중산동 출토 갈돌과 갈판의 사용흔 및 잔존

전분 분석 등에서 조, 쌀, 수수 등의 벼과식물과 견과류 등

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이 흑색 

탄화물이 고착된 토기들은 조리용 토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사용과정에서 열 충격에 의한 외면의 방사상 

균열이 두드러져 다른 토기와 구분되며 Ⅰ-형으로 분류된

다. 한편 다른 토기들에 비해 낮고 일정한 흡수율 범위를 

보여 특징적이고, 조립질 입자 중 석영에 비해 열팽창률이 

낮은 장석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열팽창률만을 고려할 때 다른 토기 그룹에 포

함된 활석과 각섬석의 안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팽창률이 낮은 광물들을 혼입하지 않고 제작한 토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한데에는 열 충격으로 인해 파괴 가능성

이 높은 조리용 토기 제작 시 유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산동 유적 토

기에서 확인되는 광물조성과 토기 용도와의 관계는 명확

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건조와 소성과정에서의 수축과 

변형 방지를 위해 활석 및 투각섬석을 첨가하였다고 보기

에는 유적 주변의 암석 및 토양특성을 고려할 때 원료채취

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물성이 상당히 취약한 일부 시료를 제외

하면 Ⅰ-형 토기에 비해 흡수율이 비교적 낮고 일정한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Ⅰ-형 토기는 조리용까지 가장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토기를 모두 

저장용이라고 가정할 때 활석과 투각섬석을 포함한 토기

는 단순 저장용이 아닌 액체 저장용일 가능성이 높다. 실

제 활석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액체 저장에 용이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광물조성이 상당히 다양하고 물성이 취

약한 Ⅱ-형은 단순 저장용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종도 일대의 기반암과 중산동 유적 갈돌과 

갈판은 대부분 광택이 강한 운모편암이다. 이 갈돌과 갈판

의 광택 입자는 외견상 토기에 포함된 운모와 같다. 갈돌

과 갈판의 수가 매우 많고 이들이 모암으로부터 유래된 것

으로 이해한다면, 토기의 광물들도 모암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농서리 유적 신석기 

토기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나, 비짐으로 보이는 비가소성 

물질의 기원은 특정하지 못하였다(김란희 외 2009).

중산동 토기의 겉면에는 금색 또는 은색 광택이 매우 

강한 운모, 활석 및 석면 등의 비가소성 물질의 기질이 보

이지 않을 정도로 덮여있어 액체저장용으로 적합한 특징

을 보였다. 이는 한국 신석기 토기에서 처음 보고되는 번쩍

거리는 그릇으로 보통 토기와는 다른 용도가 특별한 것으

로 판단하여 일종의 위세품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중산동 토기의 고고학적 검토 및 비가소성 물질에 대

한 사용과 기원의 논의를 통해 용도와 유통과정에 대한 해

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3. 소성온도 해석

일반적으로 태토를 구성하는 광물은 암석의 조암광

물로서 풍화작용에 의해 점착력이 약해지고 물과의 반응

에 의하여 점성을 가지게 되는 점토질 물질이다. 모든 광

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의 범위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

는 상의 안정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하게 되

면 상전이가 발생하여 화학조성과 결정구조의 변형이 발생

한다. 중산동 유적 토기는 광물조성에 따라 크게 4 유형으

로 구분되며 열저항성이 큰 활석, 녹니석 및 투각섬석을 포

함하여 특징적이다. 그러나 열분석 결과, 각 토기 그룹에서 

나타나는 특정 광물조성에 따른 열적특성이 크게 확인되

지 않고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표 6>.

이들은 저온영역에서 재수화된 물리적 흡착수의 탈

수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만 점토광물의 결정수 

탈수에 따른 450~550℃ 영역의 열적변화를 수반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토광물의 파괴에 따른 

800~900℃ 부근의 발열피크가 모든 시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고온영역의 발열피크는 운모류의 파괴를 지시

하며, 따라서 이들은 최소 550℃ 이상에서 최대 800℃의 

소성온도를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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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산동 유적 토기의 재료학적 특성 및 추정 소성온도 요약.

시료명
주거지
번 호

두께
(㎜)

현정질
광물조성

비 중
공극률
(%)

흡수율
(%)

중량감소율
(wt.%)

LOI*
(wt.%)

광물조성
소성온도

(℃)

▼ Ⅰ-형 토기

IIP-1 1호 11-12 F,Q,M 1.6 27.1 16.6 8.21 8.53 Q,O,P,M 550~800

IJP-2 4호 7 F,Q,M 1.6 25.2 15.5 9.22 9.25 Q,O,P,M 550~800

IJP-8 7호 8 F,Q,M 1.6 29.1 17.7 7.59 7.75 Q,O,P,M 550~800

IJP-11 14호 5-7 F,Q,M 1.7 27.4 16.5 - 10.65 Q,O,P,M 550~800

IJP-19 10호 5-10 F,Q,M 1.7 30.5 18.3 - 12.40 Q,O,P,M 550~800

IJP-13 22호 10 F,Q 1.7 21.2 12.6 - - Q,O,P,M 550~800

IJP-14 23호 9 F,Q 1.7 24.3 14.7 8.29 10.35 Q,O,P,M 550~800

IJP-16 25호 7 F,Q 1.7 22.6 13.1 - - Q,O,P,M 550~800

IJP-20 10호 10-14 F,Q 1.6 27.1 16.5 9.53 9.03 Q,O,P,M 550~800

IJP-21 10호 3-10 F,Q 1.7 32.1 19.0 - 10.93 Q,O,P,M 550~800

IJP-22 10호 4-10 F,Q 1.7 26.4 15.6 7.97 6.04 Q,O,P,M 550~800

▼ Ⅱ-형 토기

IJP-3 5호 5-6 M,F 1.6 40.5 24.7 10.22 10.14 Q,Kf,M,T,Tr,Ch,D 550~700

IJP-5 7호 8 M,F 1.7 29.8 17.7 11.70 11.37 Q,Kf,P,M,T,Tr,Ch,D 550~700

IJP-12 22호 7 M,F 1.7 43.0 26.0 8.85 10.97 Q,Kf,T,Tr,Ch,D 550~700

▼ Ⅲ-형 토기

IJP-7 7호 5-7 T 1.6 22.9 14.0 8.21 11.31 Q,T,S 550~700

IJP-10 13호 5-6 T 1.7 24.8 14.9 6.18 9.96 Q,T,S 550~700

IJP-17 28호 8-9 T 1.6 24.7 15.0 7.18 10.07 Q,T,Ch,S 550~700

▼ Ⅳ-형 토기

IJP-4 6호 8-10 Tr, T 1.6 24.1 14.8 8.43 8.86 Q,M,T,Tr 550~700

IJP-6 7호 9 Tr, T 1.6 23.9 14.6 - 7.57 Q,M,T,Tr,Ch 550~700

IJP-9 10호 7 Tr, T 1.6 27.0 16.6 - 8.08 Q,M,T,Tr,Ch 550~700

IJP-15 24호 5 Tr, T 1.6 41.9 25.7 10.02 9.85 Q,M,T,Tr 550~700

IJP-18 10호 10-11 Tr, T 1.6 22.9 14.1 5.19 9.67 Q,M,T,Tr,Ch 550~700

Q: 석영, F: 장석류, O: 정장석, Kf: K-장석, P: 사장석, M: 운모, T: 활석, Tr: 투각섬석, Ch: 녹니석, D: 투휘석, S: 사포나이트

한편 녹니석은 400~700℃ 온도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가 고사녹니석은 800℃에서 단사녹니석은 850℃

에서 감람석으로 전이가 일어난다(문희수 1996). 활석 또

한 약 700℃ 이하의 온도에서 형태학적 변화를 수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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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800℃에서의 탈수작용을 시작으로 900℃ 이상

에서 엔스타타이트(enstatite)로 상전이 된다(Santos and 

Yada 1988). 투각섬석은 800~900℃에서 투휘석으로의 상

전이가 일어나며, 균열을 수반한다(Chen 2008).

따라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광물들을 포함하는 토

기들은 모두 유사한 안정온도 범위를 가지며, 열분석 결과

와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소성온도를 추정하였다. 먼저 석

영, 장석 및 운모의 광물조성을 보이는 Ⅰ-형 토기군의 소

성온도 범위는 550~800℃로 가장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녹니석은 Ⅱ, Ⅲ, Ⅳ 유형의 토

기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Ⅱ-형 토기에서 상당히 높은 회절

강도를 보여, 이들의 안정온도범위는 550~700℃로 추정할 

수 있다<표 6>.

또한 Ⅲ-형 토기에서 활석과 함께 검출되는 사포나

이트는 700℃ 이상에서 엔스타타이트로의 전이가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wamstsu et al. 1998). 따라서 활

석의 안정온도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토기의 소성온도 범

위를 550~700℃로 추정하였다. 한편 투각섬석을 포함하

는 Ⅳ-형 토기는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활석의 비교적 

높은 회절강도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Ⅲ-형 토기와 함께 

550~700℃의 소성온도 범위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6>. 그러나 이들의 물성 및 소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온도뿐만 아니라 점토의 종류 및 입도, 소성유지 시

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Ⅴ.  결 언

1. 중산동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는 특징적인 광물조

합에 따라 크게 4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형은 장석, 석영

과 운모, Ⅱ-형은 녹니석화된 운모류(활석과 투각섬석 및 

투휘석 포함), Ⅲ-형은 활석, Ⅳ-형은 투각섬석(비석면형과 

석면형)을 주로 포함하며 각 그룹별 재료학적 특성이 명확

히 구분된다.

2. 중산동 토기는 전반적으로 불완전 소성을 경험하

였으며, 상대적으로 점토함량이 높은 Ⅰ-형 토기의 산화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석이 다량 포함된 Ⅲ-형 

토기는 스멕타이트군에 속하는 사포나이트를 포함하여 탄

소제거 속도가 다소 느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Ⅳ-형 토기

는 적색도가 가장 높고 균일한 특성을 보여 산화정도가 가

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온도 이외에 토기에 포함된 점토

와 비가소성 입자의 함량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일부 Ⅰ-형 토기의 기벽 안쪽에는 약 1㎜ 두께

로 고착된 탄화물이 있으며 C(33.7wt.%), H(2.9wt.%), 

N(1.5wt.%), S(0.1wt.%) 및 O(18.6wt.%)가 검출되었다. 황

을 제외한 원소의 함량을 몰비로 환산하면 2.80 : 1.45 : 

0.10 : 1.16로 나타나 N의 함량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

다. 이는 유기기원 물질로 판단되며, 토기의 외면에 방사상 

균열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조리용 토기의 

반복적인 열 충격으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4. Ⅰ-형 토기는 조리용까지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토기를 모두 저장용이라

고 가정할 때 소수성 특성을 갖는 활석과 투각섬석을 포

함한 토기는 단순 저장용이 아닌 액체 저장에 용이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광물조성이 상당히 다양하고 물성이 취약

한 Ⅱ-형은 단순 저장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고고학적 검토 및 비가소성 물질에 대

한 사용과 기원의 논의를 통해 중산동 신석기시대 토기의 

용도와 유통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5. Ⅰ-형 토기는 원료의 수급이 용이한 유적지 주변의 

석영편암과 운모편암의 풍화대에서 점토를 채취하여 제작

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의 입도 및 암편이 다양한 양상

을 보여 원료 채취 장소가 여러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점토 및 풍화도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또한 태토에 초본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토 보다는 표토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

고 정선과정을 크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국내 활석 및 석면광산은 경기 및 강원, 충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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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보통 활석과 투각섬

석은 서로의 수반광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산

동 유적과 이들 광산 간의 거리 및 지형적 분포를 고려할 

때 원료채취의 가능성은 있으나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하였다.

7. 중산동 일대에는 활석 및 투각섬석을 형성시킬만

한 사문암과 같은 초염기성암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영종도 북서측에 운모편암을 협재한 석회암과 흑운모화강

암이 확인되어 과거 소규모 암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산동 유적 외에 활석 및 투각

섬석을 포함하는 토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정밀한 암석 및 토양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8. 중산동 유적 토기의 소성온도는 유형에 따른 수반

광물의 광물상 안정 범위를 통해 해석하였으며, Ⅰ-형 토

기는 550~800℃이다. 또한 Ⅱ, Ⅲ, Ⅳ 유형의 토기는 모두 

550~700℃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물성 및 소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도뿐만 아니라 점토의 종류 및 

입도, 소성유지 시간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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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olithic pottery excavated from the Jungsandong site has been classified into four types of pottery (I: 

feldspar type, II: mica type, III: talc type and IV: asbestos type) according to their mineral composition. These 

four types of potteries generally appear to have undergone incomplete firing, while the level of oxidation in the 

type I pottery objects, which have a relatively higher clay content, was found to be particularly low. The type 

III objects, which have a high talc content, are judged to have been somewhat slow in removing carbon because 

they contain saponite belonging to the smectite group. Of the four types of pottery, type IV showed the highest 

redness and the most uniform characteristics, thus indicating a good level of oxidation. In particular, fixed 

carbide (C; 33.7 wt.%) with a thickness of about 1mm, and originating from organic substances, was detected 

inside the walls of the type I pottery, while the deep radial cracks in the outer surfaces of the pottery are thought 

to have been caused by repeated thermal shocks. 

Given that all of the pottery except for the type I artifacts are considered to be have been made for storage 

purposes, those containing talc and tremolite are easy to done liquid storing vessels based on an analysis of 

their material characteristics. As for the type II relics, which are composed of various minerals and exhibit poor 

physical properties, they seem to have been used for simple storage purposes. As domestic talc and asbestos 

mines were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Gyeonggi, Gangwon, Chungbuk, and Chungnam, it seems likely that 

talc and tremolite were produced as contiguous minerals. Considering the distance between the remains in 

Jungsandong and these mines and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there is a possibility – albeit somewhat slight 

- that these mines were developed for the mining of various minerals. 

Although ultramafic rock masses - such as serpentine capable of generating talc and tremolite - have not 

been found in the Jungsandong area, limestone and biotite granite containing mica schis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Yeongjong Island, indicating that small rock masses might have formed there in 

the past. Therefore, it is judged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on pottery containing talc and tremolite, other 

Interpretation of the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 and 
the Mineral and Chemical Composition of  Neolithic 
Pottery Excavated from the Jungsandong Site, Yeongjong 
Island, South Korea

Abstract

Lee Chan Heea*·Kim Ran Heea·Shin Sook Chungb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32588, Koreaa

Hanga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4502, Bucheon, Koreab

*Corresponding Author : chanlee@kongju.ac.kr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1 No. 1, March 2018, pp.04~31.
Copyright©201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eywords  Neolithic, Pottery, Talc, Tremolite, Asbestos

Received 2017. 07. 30 ● Revised 2017. 10. 26 ● Accepted 2017. 11. 06

than the remains in Jungsandong, and to investigate the rocks and soils in the surrounding area with greater 

precision. The firing temperatures of the pottery found at the Jungsandong site were interpreted by analyzing 

the stability ranges of the mineral composition of each type. As a result, they have been estimated to range from 

550 to 800℃ for the type I artifacts, and from 550 to 700℃ for the type I, II and IV artifacts. However, these 

temperatures are not the only factors to have affected their physical properties and firing temperature, and the 

types, particle sizes, and firing time of the clay should 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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