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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고학에서 토기는 그 출토 빈도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유물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토기 표면에 시문된 문

양이나 토기의 형태를 바탕으로 한 편년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 토기의 시간적 선후관

계에 집중되어 토기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나 토기에 잔존한 물질들을 연구하여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복원해보는 시도

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한반도의 주요 선사·고대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편에서 추

출한 잔존유기물(Organic Residue)에 대한 GC-MS 분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한반도의 토

기 사용과 식생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산성을 띠는 한반도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유기물의 출토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조리 활동으로 인해 토기 내부에 잔존해 있는 미량 유기물은 옛사람들의 식생활을 어림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각 유적의 시대와 입지에 따라 확연히 다른 생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륙 깊숙이 자리한 춘천 중도 

유적에서는 육상자원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닷가로의 접근이 가능한 광명 가학동 유적의 경우 해양자

원을 소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선사시대에 속하는 위의 두 유적과는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는 인

천 구월동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낙농(酪農)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

다. 토기의 시간적인 선후관계 이외에 토기 자체에 대한 물리·화학적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

거 사회에 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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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 고고유적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는 유

물은 역시 토기일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출토되는 유물인 

만큼 가장 많이 연구된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토기 표면에 시문된 문양이나 토기의 형태를 바탕으

로 한 편년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로서 각 시대

별로 다양한 편년안들이 생성되었으며, 이들은 한국 고고

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었다. 한편 연구자들의 관심이 

토기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집중된 나머지, 토기 자체의 물

리적 특성이나 토기에 남아 있는 물질들을 연구하여 선사

인들의 생활상을 복원해보는 시도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로서 한국

의 선사·고대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고찰을 통해 토기

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고자 한다. 고찰 방법으로

는 토기에 남은 잔존유기물(organic residue)에 대한 Gas 

Cromatography-Mass Spectrometry(이하 ‘GC-MS’) 분석

과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은 당시 사

람들이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사를 줄 것

이다.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이루어졌던 잔존유기

물에 대한 연구는 GC-MS 분석법을 이용하여 유적의 성

격을 구명하거나(유은영 2006; 유혜선·안승모 2001), 고

대 등잔의 잔류물로 등화 풍습을 추론하거나(이상수 외 

1998), 고분 출토 생선뼈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고대 어

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유혜선·정영

주 2000). 하지만 토기 내에 잔존하는 미량의 유기화합물

을 활용한 체계적인 식생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토기들에 대한 관찰사항은 Ⅱ장에서 표로 

정리하였다(표 1). 

Ⅱ. 분석 대상 토기의 관찰 

그림 1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유적들의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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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서 분석된 토기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징  

시료번호 
/ 시대

출토 유구  부분
두께
(㎜)

색깔
바탕흙 주요 특징 시료 사진

겉벽 속심 안벽

JS001
/ 신석기 

인천 중산동 

28호 주거지 

내부 퇴적토

몸체 8.8

짙은 

갈색

7.5 YR
4/6 

검정 검정

석영·장석 많음. 

입자 크기 비교

적 균질. 원마도

(roundness) 

발 달 .  바 탕 흙

(matrix)에 고운 

모래 많이 포함.  

빗살무늬토기, 산화 매우 불충분. 

경도 약함(다공질).  

재활용 위해 모서리 가공 흔적. 

빗금 무늬 길이 23.2㎜.  

JS002
/ 신석기

인천 중산동

 6호 주거지 

내부 퇴적토 
몸체 8.5

황갈색 

7.5 YR
5/6

황갈색 황갈색 

장석류 많고 석

영의 원마도 발

달(비짐은 아님).

빗금 무늬. 

풍화됨. 

산화 잘 된 편.

KH001
/ 청동기 

광명 가학동

 30호 주거지 
몸체 7.2

담황색 

10 YR
6/3

담황 담황
가늘거나 굵은 

석영·장석 많음. 

속심에 산화 불충분으로 인한 어두

운 부분 있음. 

점성 있는 태토.

JD006 

/ 청동기

춘천 중도

 A1 지구 

21호 지석묘

몸체 6.8
적색 

5 YR 

4/6   

회황색

5 YR
4/1   

적색

5 YR
3/3

풍화된 고운 장

석(강변의 퇴적 

점토를 썼을 것).

겉>속심>안벽의 색상 변화는 전

형적인 적색마연토기 제작 수법과 

일치.

안팎을 슬립한 다음 마연함. 

안벽에 대칼 등의 정면 자국. 

JD001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12호 주거지

내부 출토 2 

몸체 4.2
적색 

2.5 YR
4/6

회황

~

황갈

갈색

7.5 YR
3/2

고운 크기의 석

영·장석 있음. 풍

화된 운모 많음

(퇴적 점토).

적색마연토기. 안팎 정면 흔적.  

미사리 등의 홍도와   다름. 

JD002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25호 주거지 

(N4 무문토기 

일괄)

목 

부분
5.2

적갈색 

5 YR 

4/4
검정

적갈색

5 YR
3/4 

4.5㎜ 정도의 장

석 입자. 석영 다

수. 풍화된 운모. 

원마도 있음. 

적색마연토기의 일부라고 판단됨.

손 누름 자국 다수. 

안팎 정면 자국. 

내부에 산화 불충분 흔적.  

JD003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25호 

주거지 

몸체 4.5
적갈색 

2.5 YR
3/3

적갈색

2.5 YR
3/3

적갈색

2.5 YR
3/3 

(검은

 부분 

있음)

흑운모 많음(덩

어리, 4 .3㎜ 등

도 있음). 

가끔 굵은 장석, 

잔모래.

안팎 정면 자국. 

정면에 의한 self-slip. 

내벽의 검은 부분 -> 탄화물?

JD004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16호 주거지

 토기편 8  

몸체 6.4
흑갈색 

5 YR
2.5/1 

갈색

5 YR
2.5/2

검정

5 YR
2.5/1 

잔모래, 고운 장

석 등(퇴적 점토). 

내·외면이 더 검고 속심은 더 밝은 

편. (불 끈 뒤 공기 차단의 가능성) 

안팎 정면, 방향 없음.

JD007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54호 주거지 

2 토기편

몸체 6.4
적갈색 

2.5 YR
3/3

진한 

적갈색 
적갈색 

잘게 혹은 길게 

부서진 장석 많

음 . 파쇄 덜 된 

흑운모(여러 층

으로 나타남).  

산화 분위기.

두께에 굴곡 많아 손 빚음 잘 보여줌. 

정면 자국 잘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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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번호 
/ 시대

출토 유구  부분
두께
(㎜)

색깔
바탕흙 주요 특징 시료 사진

겉벽 속심 안벽

JD005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62호 

주거지 

각목돌대문 1

입술 

부분
6.8

어두운 

적갈색 

2.5 YR
2.5/1

검정 

검정

7.5 YR
2.5/1

잘게 부서진 운

모. 원마도 좋은 

고운 장석과 모

래 등 ( 퇴적 점

토). 

안벽 정면 자국 뚜렷. 

환원 소성은 아닌 것으로 추정.

JD008
/ 청동기 

춘천 중도 

A2 지구 

66호 주거지 

무문토기편 1

몸체 6.7 적갈색 검정 적갈 퇴적 점토

산화 불충분으로 인한 균일한 속심 

부분 있음.

안팎에 균질한 정면 자국.

JD009
/ 원삼국

춘천 중도 

A1 지구 

1호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1

입술 

부분
7.3

회황색 /

담황 

2.5 YR
6/2 

검정

황갈색

10 YR
6/4 

고운·가는·굵은 

모래, 장석과 운

모 없음.

환원 분위기. 

JD010
/ 원삼국

춘천 중도 

A3 지구 

4호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5

입술 

부분 

(외반 

구연: 

목 길이 

23㎜)

8.8
흑갈색 

7.5 YR
3/4

갈색 

갈색

7.5 YR
4/6

넓적한 운모 많

음. 중간 정도의 

원마도 가진 석영

과 장석, 굵은 입

자들 많음 (비짐). 

사각형으로 보이는 일정한 굵기의 

석영·장석 비짐(북한강 유역 경질무

문토기의 특징).

표면에 carbon black 많음. 

안팎에 정면 자국. 

청동기시대 제작 수법과 달라짐 : 

바탕흙, 두께 등 두꺼워짐. 

JD011
/ 원삼국

춘천 중도

A4 지구 

15호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3

몸체 6.5
적갈색 

7.5 YR
4/4~4/6

적갈

흑갈색

7.5 YR
2.5/3 

네모난 균질한 

석영 비짐 + 퇴

적 점토(점 상태

로 부서진 것).

산화 분위기. 

안벽에 carbon black 존재. 

JD012
/ 원삼국

춘천 중도 

A4 지구 

18호 주거지 

경질무문토기 1

몸체 8.4
흑갈색 

7.5 YR
2.5/3

적갈

적갈색

7.5 YR 

3/4 

네모난 균질한 

석영 장석 비짐 

+ matrix에 고

운·가는 모래.

산화 분위기. 

안팎으로 carbon black 남아 있음.

WD001
/ 원삼국

춘천 우두동 

177호 주거지  
몸체 5.1

회색 

2.5 YR 

7/1
회색 담회황색 

원마도 좋은 고

운 모래(퇴적 점

토의) 약간. 

낙랑계 타날문. 

slip 입힘. 

WB001
/ 원삼국

인천 운북동 

5지점 1호 

주거지  

몸체 10.1
담황색 

10 YR 

6/4
담황 담황

외벽에서는 비가

소성 물질 잘 안 

보임.

외래계 토기. 

니질(손에 토기살이 묻어남).

KW001
/ 삼국

  시대 

인천 구월동 

지표 
몸체 4.4

담황색 

10 YR 

6/6
회흑색  담황

전체로 고운 모

래(고운 장석, 운

모). 

비짐은 아님.

매우 단단함. 

내·외벽에 균질한 slip이 보임(타날·

내벽 다듬기에 의한 self-slip으로 

보이지는 않음). 

산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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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기의 잔존유기물(Organic 
Residue)을 활용한 GC-MS 분
석과 안정동위원소 분석 

살아 있는 생물의 안정동위원소 비율은 해당 생물

이 섭취하는 음식물에 따라 변하므로, 안정동위원소 분석

은 동물의 생계 패턴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Malainey 2011). 현대 고고학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과거인의 식생활을 어림하는 데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농경민의 뼈에 

대한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생존 당시 C3 식물

군(벼, 보리, 콩, 팥)과 C4 식물군(조, 기장, 잡곡류) 중 어

느 쪽을 주로 섭취하였는지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

고(Barton et al. 2009; Bentley 2007), 우리나라 사람 뼈에 

안정동위원소 분석이 활용된 예도 있다(김헌석 2010; 신

지영 외 2013; 이준정 2011; Choy and Richards 2010). 다

만 우리나라는 산성을 띠는 한반도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유기물의 출토가 흔치 않으므로 그 적용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조리 활동으로 인해 토

기 내부에 잔존해 있는 미량 유기물은 옛사람들의 식생활

을 어림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Eerkens 2005; 

Evershed 2008b).

잔존 유기물은 살아 있는 생물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방산(fatty acid), 왁스(wax), 스테롤(sterol) 

등-이 같은 유기화합물들을 통칭하여 지질(lipid)이라고 

한다-이 음식물로 조리되는 과정에서 다공질의 토기 내

부 조직 속으로 침투하여 남아 있게 된 것을 말한다. 뼈

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잔존율이 월등하다(Reber and 

Evershed 2004). 일반적으로 동식물 유체 이외에 과거 식

생활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고고 자

료는 토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사시대 주거지에서 출토

되는 토기들이 음식물의 처리 및 조리 또는 조리된 음식

물의 제공이나 보관에 이용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곽승기·김경택 2018). 일반적으로 선사 토

기 내 잔존유기물의 경우 조리 활동과 관계가 깊은 것으

로 인식되는데, 대부분의 유기물들이 토기의 동체 상부나 

구연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Evershed 2008b: 32). 

토기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조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물을 넣고 끓이는 것이다. 조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대

부분의 지질 성분들은 수면 위에 뜨게 되며, 물의 대류 활

동을 통해 이들이 토기의 내측 기벽을 통해 토기 내부로 

침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이 

매우 적지 않는 한 대부분의 유기물들이 동체 상부에 집

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vershed(2008b)는 1,000여점

이 넘는 선사 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90% 이상의 잔존

유기물이 동체 상부와 구연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아냈다. 이들 잔존유기물 가운데 지방산이란 카르복실기

를 가지고 있는 유기산군이며, 각각의 숫자는 탄소 결합

에 사용된 탄소 원자의 수를 의미한다. C16:0과 C18:0 지

방산은 자연계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포화지방산으로, 

버터, 치즈, 우유, 고기, 해바라기유 등 광범위한 천연/가

공 음식물들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들 토기에서 추

출한 미량의 C16:0 지방산과 C18:0 지방산에 대한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인들의 생계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게 되었다(Mottram et al. 

1999).

1.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인천 중

산동, 운북동, 구월동, 가학동, 춘천 중도, 우두동 유적

의 토기편 18점을 채택하였다(그림 1;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a, 2012b, 2017). 채택 기준으로는, 각 시대별로 토기 

잔존지방산의 잔류량과 종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여 신

석기~고대의 토기들을 포괄하였으며, 유사한 바탕흙(육

안상)의 중복을 피했고, 토기의 구연부~몸체 가까이에서 

잔존지방산이 많이 남아 있을 듯한 부분(토기의 구연 혹

은 동체 상부) 또는 carbon black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등을 선택하였다.     

각 토기편에 잔존하고 있는 지질 성분들은 Correa-

Ascencio and Evershed(2014)의 방법에 따라 추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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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시료 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토기편

들을 동결건조기(Freeze Dryer) 내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시켰다. 이후 발굴 과정에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기편의 외부 표면을 깨끗한 드릴로 약 1㎜ 정도 깎아냈

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토기에서 약 3~5g 정도의 시료를 

채취한 후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 형태로 만든 

다음 2% 황산:메탄올(H2SO4:MeOH) 용액을 이용하여 지

질 성분을 추출하였다. 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

서 지질 성분 내의 유기화합물들을 분리·판별하기 위하

여 GC-MS를 이용하여 각 토기편에서 추출한 지질 성분

들을 분석하였다. GC-MS는 지질 성분 내에 존재하는 서

로 다른 미량 유기화합물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화합물들

의 상대적·절대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지질 성분

은 가스 형태로 GC(Gas Cromatography)를 통과하면서 

미량의 유기화합물들로 분리되며, 분리된 각각의 유기화

합물들의 양은 이후 MS(Mass Spectrometry)를 통해 측정

된다. 고고학에서 잔존유기물을 분석할 때는 GC-MS로 

판별된 성분들을 통해 그 기원이 되는 동식물들을 역추적

할 수 있다. 동식물을 구성하는 유기화합물 중 일부는 오

로지 특정한 종류의 생물에만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렇

게 동식물들의 역추적을 가능케 해주는 특정 유기화합물

들을 지질 생체지표(lipid biomarker)라 한다(Evershed 

2008a, 2008b). 특히 해양자원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생

체지표를 지니고 있다(Craig et al. 2011).    

GC-MS 분석기기로는 Agilent Technologies 

6890N Network Gas Chromatography 시스템과 

5979 Mass Selective Detector가 사용되었다. C16:0과 

C18:0 지방산의 탄소 동위원소 분석에는 Thermo GC/

C-IRMS 시스템이 사용되었는데, 이 기기는 Trace GC 

Ultra Gas Chromatograph(Thermo Electron Corp., 

Milan, Italy)와 Delta V Advantag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IRMS), 그리고 GC/C-III Interface(Thermo 

Electron Corp., Bremen, Germany)로 구성되어 있다. 

GC-MS 분석 결과, C16:0과 C18:0 지방산이 다량으

로 검출된다 하더라도 두 지방산은 자연계에서 가장 흔

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질 생체지표가 확인되지 않은 이

상 이들만으로 특정 음식물을 어림하기는 쉽지 않다. 어

떠한 식재료들이 조리되었는지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2차 작업으로서 C16:0과 C18:0 지방산에 대한 탄소 안정

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의 해석

은 Salque et al.(2013)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해석법은 생물체 내의 신진대사와 생합성으로 인한 δ13C 

값의 변화에 근거한 것으로서, 토기편에서 추출된 지방산

의 동위원소 값을 반추동물의 지방, 반추동물의 유즙, 반

추동물을 제외한 동식물의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

다. Salque et al.(2013)의 접근법은 Δ13C18:0 값(δ13C18:0 - 

δ13C16:0)이 -3.1(‰)보다 작은 경우 반추동물의 유즙으로 

판단하고, -3.1과 -0.3 사이인 경우 반추동물, 그리고 -0.3

보다 큰 경우 반추동물 이외의 지방으로 판단한다.

2. 분석 결과 및 고찰           

18점의 토기편 가운데 10점의 토기에서 분석 가능한 

지질 성분이 추출되었다(JD001, JD002, JD003, JD004, 

JD005, JD007, JD008, JD009, KH001, KW001).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8점의 토기편들은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지질 성분 자체의 농도가 매우 낮았다(그림 2C). 분석하

기 전 토기편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깨끗한 드릴로 토기 외부 약 1㎜를 제거하는 작업

이 동반되었는데, 몇몇 토기들에서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굴 현장에서 토

기편들을 수습 후 정리·보관할 때 지퍼백과 같은 플라스

틱 재질의 용기에 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러한 한계점은 잔존유기물 분석을 위한 시료의 경우 플라

스틱 용기에 넣기 이전에 깨끗한 알루미늄 호일에 감싸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잔존지질량의 차이에서 흥미를 주는 예 하나를 미

리 언급하고자 한다. 춘천 중도 유적 21호 지석묘에서 출

토된 적색마연토기(JD006) 1점에서는 지질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그림 2C), 주거지에서 출토된 두 점

의 적색마연토기(JD001, JD002)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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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지질 성분이 추출되었다. 무덤과 집자리 출토 적색

마연토기의 잔존지질량이 매우 다른 점은 눈여겨볼 만하

다. 물론 유적 성격에 따라 토기의 사용 목적이 완전히 다

르고, 처음부터 구분되어 제작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

급하다. 한두 예에 불과하고, 집자리의 적색마연토기가 

무덤 부장용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

분은 차츰 분석 데이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GC-MS 분석을 통해 몇몇 종류의 지방산들을 판별

해낼 수 있었다. GC-MS의 분석 결과는 크로마토그램

(chromatogram)으로 표시되는데, 피크(peak)라고 불

리는 각각의 막대는 서로 다른 유기화합물을 나타내

고, 해당 피크의 면적은 유기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을 의

미한다. 추출된 지질 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C16:0과 C18:0 지방산이었다(그림 2A). 다

른 대부분의 유기화합물들은 유적의 후퇴적 과정(post-

depositional process) 중에 파괴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흔한 포화지방산 C16:0과 C18:0이 주로 발견

되는 것이다(Evershed 2008a).

GC-MS 연구 결과, 분석 가능했던 10점의 토기에

서 비교적 높은 농도의 C16:0과 C18:0 지방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JD001, JD002, JD003, JD004, JD005, JD007, 

JD008, JD009, KH001, KW001; 표 2). 이 경우 C18:0 지

방산의 농도가 높다면 동물성 지방으로 판단한다(Copley 

et al. 2005; Enser 1991; Evershed et al. 2002; Steele et al. 

2010)는 일반적 분류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그림 2A).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토기들이 동물성 식재료만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이다(cf. 곽승기 2017). GC-MS 분석 결과, C16:0 지방산

과 비교하여 C18:0 지방산의 농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는 식물성 지방일 가능성이 있다(Steele et al. 2010).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료 중 한 점(KW001)에서 C16:0 지방

산 대비 비교적 낮은 농도의 C18:0 지방산이 검출되었다. 

과거인들이 토기를 사용하여 어떠한 식재료들을 조

리하였는지 좀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위에서 언급한 

대로) C16:0과 C18:0 지방산에 대한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2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료들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농도 

시료번호 / 시대
유기화합물의 농도

(ng/g=나노그램/그램)

JD001 / 청동기 291064.98

JD002 / 청동기 15588.62

JD003 / 청동기 22009.38

JD004 / 청동기 14367.95

JD005 / 청동기 22094.24

JD007 / 청동기 29036.12

JD008 / 청동기 11086.09

JD009 / 원삼국 4950.39

KH001 / 청동기 10723.48

KW001 / 삼국 7999.37

그림 2   크로마토그램으로 표시된 GC-MS의 분석 결과. 피크(peak)라고 불리는 

각각의 막대는 서로 다른 유기화합물을 나타내고, 해당 피크의 면적은 유

기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을 의미한다. A: 춘천 중도 무문토기편(JD007), 

B: 광명 가학리 무문토기편(KH001), C: 춘천 중도 지석묘 출토 적색마연

토기편(JD006) (IS: Internal Standard= 5α-cholestane, 108ng).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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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A>에서 X축은 C16:0 지방산의 탄소 안정동

위원소(이하 ‘δ13C’) 값, Y축은 C18:0 지방산의 δ13C 값을 

뜻한다. 해석에 있어서는 Salque et al.(2013)의 접근법에 

따라 Δ13C18:0 값(δ13C18:0 - δ13C16:0)이 -3.1(‰)보다 작

은 경우 반추동물의 유즙으로 판단하고, -3.1과 -0.3 사

이인 경우 반추동물, 그리고 -0.3보다 큰 경우 반추동물 

이외의 지방으로 판단한다(곽승기 2017; 곽승기·김경택 

2018). 그리고 X축의 좌측으로 값이 이동할수록 C3 식물

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C4 식물군/해양성 자원을 고려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분석이 가능했던 10점의 시료

들이 출토된 구월동, 가학동, 중도의 3곳 유적에서 서로 

매우 다른 δ13C 값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즉 분석의 의

의를 찾아내게 되었다. 중도 청동기시대 유적의 경우 거

의 모든 시료들이 비(非)반추동물에 해당하는 δ13C 값을 

나타냈고, GC-MS의 분석에서 C18:0 지방산의 농도가 높

았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동물성 식재료로 판단된다. 우

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이래 출토 동물 뼈들 가운데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반추동물이 멧돼지(이준정 

2011; 신지영 외 2013; Choy et al. 2012)임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Lucquin et al.(2016)이 일본에 현존하

는 야생 멧돼지와 조몬시대 고고유적에서 출토된 멧돼지 

뼈에서 얻은 δ13C 값을 비교해보았다(그림 3A). 그 결과, 

비반추동물의 지방 영역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측정치

들이 야생 멧돼지 지방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중도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한 점의 토기

(JD009)는 반추동물의 지방에 해당하는 δ13C 값을 나타냈

는데, 사슴이나 노루 또는 소로 추정된다.  

중도 유적의 분석 결과는 청동기시대 내륙 지역에서 

멧돼지 등의 야생 육상동물들이 당시 사람들의 생계수단

의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내륙 지역 청동기시

대 유적에 대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cf. 곽승기 

2017; 곽승기·김경택 2018). 청동기시대에 접어들어 도작 

농경이 본격화되고 농경이 생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야생 육상동물의 수렵 활동은 꾸

준히 지속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 물론 이 접근법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간 환경의 차이가 동위원소에 주는 영향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cf. 곽승기 2017; 곽승기·김경택 2018).

그림 3   춘천 중도(JD), 광명 가학동(KH), 인친 구월동(KW) 출토 토기편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값 분포와 Salque et al.(2013)의 CSIA 접근법을 통한 해

석. Ruminant milk(반추동물의 유즙), Non-Ruminant adipose(반추동물

을 제외한 동식물의 지방), wild boar adipose fat(야생 멧돼지). A: X축= 

C16:0 지방산의 δ13C 값, Y축= C18:0 지방산의 δ13C 값. B: X축= C16:0 

지방산의 δ13C 값, Y축(Δ13C18:0)= δ13C18:0 - δ13C16:0.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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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동 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편(KH001)의 경

우 GC-MS 분석 결과, C18:0 지방산을 포함한 긴 탄소 사슬

(C20:0, C22:0, C24:0)을 지닌 지방산들이 다량으로 함유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그림 2B), 멧돼지로 판별

된 중도 유적 토기편의 결과와는 다른 모습이다(그림 2A). 

가학동 토기편의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비반추동물의 영

역에 속해 있으나 δ13C 값의 범위가 중도 유적과는 매우 다

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δ13C 값이 우측으로 치우

친 모습을 보인다면 C4 식물군/해양성 자원의 영향을 고

려해야 한다. 그러나 가학동 토기편의 C18:0 지방산 함량

이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C4 식물성 자원이라기보다

는 동물성 해양자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학동에서 서

해안까지의 거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해양성 자원의 수

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서해안으로부

터 가학동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김포 양촌 청동기시대 

유적의 경우 해양성 식재료의 증거가 상당 부분 보인 바 

있다(곽승기 2017).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해양자원의 경

우 GC-MS를 통해 생체지표를 확인한 경우라면 좀 더 명

확하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Craig et al. 2011). 본고

에서 분석된 시료에서는 해양자원과 관련된 알려진 생체

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학동 유적의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구월동 삼국시대 유적 출토 토기편의 경우 C18:0 지

방산의 농도가 조금 낮아 연구 초기에는 GC-MS 결과를 

기준으로 식물성으로 추정해보았다. 그러나 동위원소 분

석 결과 구월동 유적 토기편의 δ13C 값은 필자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제주도 고산리, 부산 동삼동, 범방, 김포 양촌, 

평택 소사동, 부여 송국리, 횡성 읍하리 유적의 결과(곽

승기 2017; 곽승기·김경택 2018; Kwak et al. 2017; Kwak 

and Lee under review)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측정치

를 보여주었다. 구월동 유적의 토기편(KW001)은 Salque 

et al.(2013)의 접근법을 기준으로 Δ13C18:0 값이 –3.1(‰)

보다 작게 나타나 반추동물의 유즙, 즉 소젖이나 양젖에 

해당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 3). 그러나 단 한 점의 

시료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삼국시대에 우유를 활용하였

다는 문헌기록이 있지만2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고학적으

로 유즙의 증거가 밝혀진 예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

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일찍부

터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된 유럽에서는 선사시대의 시료

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cf. Salque et al. 2013). 한편

으로 잔존유기물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만을 근

거로 낙농 활동을 단언하기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는 

잔존 유단백질(milk protein)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cf. Craig et al. 2000). 필자들은 향후 유단

백질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중도 유적 출토 토기편의 

잔존유기물을 통한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던 도중 

지질 성분의 추출상에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다. 중도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 토기편 8점, 원삼국시

대 토기편 4점이 분석용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분석이 가능했던 지질 성분이 추출된 시료는 원삼국시대 

토기편 1점과 청동기시대 토기편 7점이다. 즉 지질 성분

의 회수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원삼국시대의 

경우 시료 토기편들 중에서 지질 성분들이 성공적으로 추

출된 토기편의 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추출된 지질 

성분들의 평균농도(concentration) 역시 청동기시대의 그

것보다 현저히 낮았다(표 2). 

원삼국시대 토기들이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의 토

기들보다 늦기 때문에 유적의 후퇴적 과정을 수백년에서 

천년 가까이 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샘

플링상의 오류를 상정하였다. 즉 이번 분석을 위해 중도

에서 수습된 원삼국시대 토기편들 대부분이 조리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

2 예를 들어,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쇠젖 락(酪)자를 사용하여 우유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치료 목적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의 경우 귀족사회에서 우유가 음

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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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우두동 유적 출토 낙랑계 토기에서도 지질 성분이 거

의 추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분석된 토기편들 가운데

(곽승기 2017; 곽승기·김경택 2018; Kwak and Marwick 

2015; Kwak 2017; Kwak et al. 2017; Kwak and Lee 

under review) 횡성 읍하리 유적의 경질무문토기편들에

서 추출된 지질 성분의 농도 역시 매우 낮다는 것이 확인

되어 이를 단순한 시료 채취상의 오류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였다(표 3). 

또한 제주 고산리, 부산 동삼동, 김포·양촌, 평택 소

사동 유적 등 신석기·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편들의 잔존지질 성분들의 회수율은 중도 유적의 청동기

시대 토기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

다(표 3). 지질 성분은 토기 내부의 조직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토기 조직의 구조(경도·기공률 등)와 회수율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본인의 

가설을 검증해보기 위해 앞으로 전자주사현미경 등을 통

해 신석기~원삼국시대 토기의 단면을 관찰하여 각 시대

별 토기 조직의 차이, 그리고 토기 조직과 제작기술 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Ⅳ. 맺음말

한국 고고학에서 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

지만 대다수 토기 관련 논고들은 주로 토기 표면에 시문

된 문양이나 토기의 형태가 기반이 되는 편년 연구들이었

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토기 자체의 여러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고찰도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인천 중산동, 운북동, 구월동, 가학동, 춘천 중도, 

우두동 유적 토기편들의 잔존유기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사시대 한반도의 토기 사용과 식

생활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적별로 다양한 생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륙 깊숙이 자리한 춘천 중도 유적에서는 육상

자원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닷가로의 

접근이 가능한 광명 가학동 유적의 경우 해양자원을 소비

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중도와 가학동은 모두 청동

기시대 유적이지만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식생활 유형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는 

도작에 기반한 농경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 연구 결

과 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라 좀 더 다변화된 생

계 전략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인천 구월동 삼국시

대 유적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고고학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낙농(酪農)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구월동 

유적의 경우 아직까지 그 증거가 한 점의 시료에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료가 분석되어야 하겠으나, 비

교적 이른 시기에 대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첫 증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기의 잔존유기물 분석 결과로 당시 사람들의 식생

활과 생계경제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식료의 획득부

터 가공, 보관, 섭취, 폐기에 이르는 식생활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고학적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차후 

여러 시기의 다종다양한 토기들에 대한 물리·화학적 연

구가 활성화되고 고고학적 맥락과 함께 고찰된다면 지금

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 인간사회에 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3 한반도의 주요 유적 출토 토기편의 잔존유기물 회수율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철기시대

고산리 동삼동 김포·양촌 소사동 중도 중도 읍하리

17/27
(63%)

13/29
(45%)

20/49
(41%)

28/37
(76%)

7/8
(87%)

1/4
(25%)

8/25
(32%)

* 이 논문을 위한 토기 시료와 분석비를 제공해주신 한강문화재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논문을 위한 동위원소분석에는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의 

Richard Evershed, Julie Dunne, Marisol Correa-Ascencio 세 분의 도움과 조언이 있었음을 밝히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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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human subsistence and pottery use during ancient time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lipid analysis of  potsherds from several major prehistoric settlement sites. Ancient human 

subsistence has been one of  the long-standing topics in Korean archaeology. However, since the high acidity of  

sediments does not allow long-term preservation of  organic remains, we still lack some crit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ehistoric diet. Pottery contains relatively well-preserved organic remains created during  past cooking events. 

Though pottery is one of  the most studied material cultures in Korean archaeology, almost no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nalyzing the pottery itself. This is a surprising omission and represents a serious gap in our understanding 

of  prehistoric technology and subsistence. The analysis of  ancient lipids extracted from the pottery matrix using 

GC-MS and isotope analysis can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past subsistence strategies. 

Potsherd samples for the analyses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six prehistoric and early historic settlement 

sites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sults showed that subsistence strategies differed by 

both location and time period. For example, at Jungdo, an inland  open-air Bronze Age settlement site in Chuncheon 

City, we were able to see the presence of  terrestrial mammals. At Gahak-dong, Gwangmyeong City, marine resources 

were utilized, as the location of  the site is not far from the coastline. At the early historic site of  Guwol-dong, 

Incheon City, we were able to detect dairy produ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was utilization of  a 

wider range of  resources among ancient dwellers in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Prehistoric subsistence and pottery use i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New evidence from 
organic geochemical analysis of potshe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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