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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 뼈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화장 의례와 장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까지 국내에서는 화장 뼈에 대한 연구가 주로 고고학적 맥락을 확인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에는 피장자의 생물학적 정보와 화장 온도 추정 등을 위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화장 뼈에 분광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피장자들이 화장되었는지 여부와 화

장 온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성백제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한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대규

모 연접식 적석총이 발견되었고, 이 중 매장의례부에서 백제시대 옛사람 뼈가 출토되었다. 화장 뼈가 발견된 유구 

내에서 불의 흔적은 없었고 외부에서 화장 후 유물과 함께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뼈의 표

면 색상에 따라 4점을 선별하여 X-선 회절 분석(XRD)과 적외선 분광 분석(FT-IR)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석촌동 

화장 뼈 4점은 모두 화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XRD를 이용한 결정화지수를 통해 700℃ 이상의 온도

에서 화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T-IR 분석 결과 역시 석촌동 화장 뼈 4점 모두 700℃ 이상 1,000℃ 이하의 온도

에서 화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700℃에서 생성되는 적외선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고 뼈가 1,000℃ 이상을 

경험하였을 때 생성되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렇게 고온으로 화장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

요했기 때문에 석촌동 고분군 피장자 집단이 백제시대에 매우 중요한 위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유적에는 처음으로 XRD와 FT-IR 분석을 적용하여 화장 여부와 화장 온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으며, 당시 화장 의례 등 장례 문화 복원에도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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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타인의 죽음에 대해 의식을 치르고 예를 표하는 장

례 문화는 인간의 집단생활로 인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신을 땅에 묻는 토

장(土葬), 영혼을 하늘로 보낸다는 의미의 조장(鳥葬 혹

은 天葬), 그리고 시체를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등 다양

한 형태로 계속되어오고 있다. 고대 화장 문화의 흔적은 

전 세계 각지의 유적과 문헌에서 발견되며 시대와 장소, 

그리고 종교 등에 따라 성행하거나 금지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 

관련 유구는 신석기시대 유적지로 당시에도 화장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화장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것은 불교문화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에 성행한 것으

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우은진 외 2017: 73; 차순철 

2018: 58). 화장 문화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나는데 예를 들어 고구려는 기단식 적석총 석곽 내부에

서 화장을 했으며, 신라시대는 화장이 끝난 뼈를 수습한 

뒤 뼈 항아리에 넣어 매장하거나 혹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장골 藏骨), 그리고 산이나 바다에 화장된 뼈를 흩뿌

리는 경우(산골 散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차순철 2018: 59). 화장 관련 유구는 뼈 항아리(장골

기 藏骨器)를 그대로 땅에 묻거나 혹은 항아리를 보호하

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한 채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일반

적이며 구덩이나 퇴적층에서 화장 뼈가 그대로 발견되는 

경우 등은 매우 드물다(그림 1).

유적지에서 옛사람 뼈가 출토되면 DNA와 콜라겐 

등을 추출하여 피장자의 사망 연대, 성별, 유전 정보, 친

연 관계, 식습관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반면 화장된 뼈의 경우 생체 분자가 거의 남

아 있지 않아 이러한 생물학적 정보를 분석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화장 인골은 주로 유구나 

뼈 항아리에 의해 파악된 묘주의 성격과 시기별 특징뿐만 

아니라 화장묘의 구조, 형식, 당시의 장례 문화와 화장 의

례 등 고고학적 맥락을 확인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하대룡 2012). 최근에는 뼈 자체에 대한 체질인류

학적 연구를 통해 화장 뼈의 잔존 현황, 불로 인한 변형의 

형태, 색상에 따른 화장 온도의 추정 등 고대 화장 문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연구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표 1). 뼈가 불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뼈 조직의 파손 및 

수축 등 다양한 균열이 발생하고 탈수, 유기물 분해, 치환 

그림 1 화장 관련 유구(경상북도 2016: 165, 167)

A

경주 일원 출토 신라 장골기(국립경주박물관 제공)

경주 석장동 화장묘 발굴 모습(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제공) 

B-1 B-2

표 1 체질인류학적 분석을 통한 국내 화장 인골의 온도 추정 사례

시대 유적 추정 온도 분석 결과 참고문헌

신석기

시대

진주 상촌리유적 

14호 주거지

700~800℃

(노천에서 화장 

후 옹관에 담음)

소편, 회백색, 

파열선

김재현 

2004

삼국

시대

나주 복암리 

3호분

700~800℃, 

< 1200℃

(노천에서 실시)

균열, 회백색 표

면, 그을린 자국, 

치근의 잔존 등

김재현 

2001

신라

시대
경주 석장동 고분

> 1200℃

(화장용 가마시

설 존재 추정)

회청색, 회백색, 

열에 의한 파열선

김호상 

2005

고려

시대

평택 도곡리 고분 

4호, 

강릉 입암동 무덤, 

영월 동강 리조트 

조성 부지 내 

토광묘군

높은 온도

(화장 후 그릇에 

담아 매장하거나 

나무 상자에 담

아 석곽에 안치)

잘게 부서진 

형태로 잔존

김이석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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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뼈의 색상이 변화한다. 법의학과 체질인류학 

등의 분야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뼈가 노출된 온도를 추정

하며, 불에 노출된 뼈의 색상은 온도뿐만 아니라 연소 시

간, 연료, 산화-환원 분위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p et al. 2019). 따라서 뼈의 

색상을 이용하여 노출된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사람 뼈는 단일 표준 물질이 아닌 매우 복잡하

며 개체마다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재현 실험을 포함

한 보다 많은 연구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주로 화장 온도별 재현 실험과 적외선 

분광 분석(FT-IR), X-선 회절 분석(XRD), 열 중량 분석

(TGA)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활용하여 뼈가 노출되

었던 온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화장된 뼈는 고온에 의해 단백질 등의 생체 분자

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뼈를 구성하고 있는 무기 

성분, 즉 수산화인회석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

다. 화장 전의 뼈는 생체인회석(bioapatite)으로 탄산기

(carbonate group, CO3
2-)가 포함된 수산화인회석으로 존

재하며, 생체인회석이 경험하는 온도에 따라 수분을 잃

고 탄산기가 인산기(phosphate group, PO4
3-) 또는 수산

기(hydroxyl group, OH-)로 치환된다. 따라서 결합하는 

기능기의 종류에 따라 수산화인회석을 구성하는 원자의 

간격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결정의 크기와 결정화도가 

달라지는 등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Mamede et al. 

2017). 

Schmahl 연구팀에서는 FT-IR 분석을 통해 유적지에

서 출토된 돼지 뼈와 열처리를 하지 않은 현대 소 뼈의 흡

수 파수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 뼈라

도 고온(1,000℃)의 환경을 거치게 되면 인산기와 관련된 

새로운 피크가 생성되거나 전혀 새로운 스펙트럼이 보이

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매장 환경에서 오래되어 열화

가 많이 진행된 뼈가 고온을 겪지 않으면 적외선 흡수 파

수(wavenumber)에는 차이가 없고 흡수 강도(intensity)

만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Schmahl et al. 

2016). 이처럼 화장 뼈와 유적지 출토 옛사람 뼈의 적외

선 흡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종류의 스

펙트럼으로 구분된다.

Person 연구팀은 XRD 패턴을 이용하여 뼈를 구성하

는 주요 무기 성분인 수산화인회석의 결정화도를 수치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Person et al. 1995).

이를 결정화지수(CI : Crystallinity index)라 하며, 이

는 24~38°사이에 측정되는 수산화인회석의 (211), (112), 

(300), (202) 면에 해당하는 피크의 높이를 가지고 계산

한다. 피크와 다음 피크를 구분하는 밸리 값을 구하여 각 

면의 피크에 대한 높이(H : Height)를 계산한 후 (202), 

(300), (112) 피크의 높이 합을 (211) 피크 높이 값으로 나

누어 얻을 수 있다(그림 2). 이러한 결정화지수는 다양한 

연구팀의 재현 실험에 의해 뼈가 노출된 온도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Greiner 연구팀은 소 뼈를 이

용하여 100℃부터 1,000℃까지 온도별 재현 실험을 진행

하여 노출 온도에 따른 결정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XRD 분석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뼈에서 수산화인회

석 피크 분리가 전혀 안 된 패턴을 보인 반면, 700℃를 지

나 고온으로 갈수록 수산화인회석 피크 분리가 명확하게 

그림 2 수산화인회석의 XRD 패턴을 이용한 결정화지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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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화지수도 온도에 따

라 0.11~1.30까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

라 결정화지수 계산으로 뼈가 경험한 온도를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T-IR, TGA 분석을 

통해서도 온도에 따라 결정 변화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Greiner et al. 2019). 

국내에서도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분산분광분석

기를 이용하여 화장 인골을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고

고학적 자료가 아닌 현대 화장 재현 실험을 통해 분골의 

형태와 화학 조성만을 분석한 사례이다(황규성 외 2015).

국내에서는 고대 화장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

하여 화장 뼈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전무한데, 이

와 같은 XRD, FT-IR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활용하면 

화장된 옛사람 뼈의 화장 여부 및 온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당대의 화장 

의례 방법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선행조사를 통해 화장 여부와 노출 온도(700℃ 

이상)가 보고된 서울 석촌동 고분군 출토 화장 뼈를 대상

으로 화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방

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옛사람 뼈이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한성백제박물관의 발

굴조사에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로 추정되는 백제시

대 대규모 연접식 적석총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총 13

기의 단위 적석묘, 10기의 연접부, 3기의 매장의례부, 3

기의 매장묘가 확인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아직 확실하

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성백제박물관 2020a: 

343~348). 이 중 매장의례부에서 다량의 화장 뼈가 출토

되었는데 백제 유적에서 화장 인골이 출토되었다는 점, 

그리고 매장주체부가 아닌 매장의례부에서 출토되었다

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였다. 처음에는 재퇴적되어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초기 퇴적 

상태 그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 뼈가 발견된 유구 내에서 불의 흔적은 발견되

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화장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

량의 기와, 토기편, 탄화물, 장신구 등과 함께 깨끗하고 

밀도 높은 점토로 덮어 마무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일

부 동물 뼈도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불이나 열에 의한 흔

적이 없는 반면에 사람 뼈의 경우 화장되지 않은 상태의 

뼈는 찾아볼 수 없었다. 1호와 7호 매장의례부에서 발견

된 화장 뼈가 전체의 약 80%인 3㎏ 정도의 양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호 매장의례부에서 출토된 화장 뼈

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인류학적 및 법의인류학적 분석을 통한 선행

조사에서 석촌동 고분군 출토 인골은 700℃ 이상에서 화

장된 옛사람 뼈로 밝혀졌고 7cm 이상의 뼈가 없기 때문

에 화장 후 분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하였다. 인체 여

러 부위의 파편과 더불어 동일 부위의 뼈 여러 점이 함께 

확인되었기 때문에 한 개체의 뼈가 아닌 복수 개체의 뼈

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뼈가 심하게 파

편화되었기 때문에 개체의 성별 및 연령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성인으로 추정되었다(한성백제박물관 2019: 

225~271)(그림 3).

그림 3 서울 석촌동 고분군

A B

C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식 적석총

(한성백제박물관 2020a: 145)

출토 화장 인골의 파편화 사례

(한성백제박물관 2019: 228)

1호 매장의례부 화장 인골 노출 세부 

모습(한성백제박물관 2019: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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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호 매장의례부 출토 화장 뼈 중 표면 

색상에 따라 청백색, 백색, 회청색, 흑색으로 구분하여 4

점의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그림 4). 화장 뼈의 분석 결

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화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삼국

시대 A 유적과 B 유적의 옛사람 뼈 2점을 함께 분석하였

다(표 2).

2. 연구 방법

체질인류학적 분석에 따르면 화장하지 않은 인골은 

유백색이며, 600℃ 이상의 고온을 경험하여 완전히 석회

화된 인골은 흰색으로 분류하는 등 화장 온도에 따라 뼈

의 색상과 파열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열처리 온도에 따라 뼈의 색상과 X-선 회절 패턴 및 

적외선 스펙트럼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된다(Endo 

et al. 2018; Figueiredo et al. 2010; Greiner et al. 2019; 

Minami et al. 2019; Quarta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서

울 석촌동 고분군 출토 옛사람 뼈의 화장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뼈의 구조 분석을 통해 

노출된 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XRD 분석과 FT-IR 분석

법을 이용하였다.

XRD 분석에서는 구리 타겟(Cu target)이 장착된 

XRD(EMPYREAN, PANalytical Co., Netherlands)를 사

용하였으며 측정 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뼈 시료를 분

말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조건은 전압 40㎸, 

전류 40㎃, 측정 범위는 5~60°로 모든 시료를 동일한 조

건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측정 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

해 회전 스테이지(spinner stage)를 사용하여 회전 시간

(revolution time) 0.5초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포인트 간

격(step size)은 0.0131°, 간격당 시간(time per step)은 

99.450초로 하였다(Divergent slit 1/2°, Anti-scatter slit 1° 

사용). 측정 후 화장된 뼈를 구성하는 결정의 성분을 파악

하기 위해 Highscore 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정하였

으며, Person 연구팀이 제시한 결정화지수를 계산하여 시

료별 결정화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장 여부 및 온도

를 추정하였다.

적외선 분광법은 투과 장치(iD1 transmission 

accessory)가 장착된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이하 

적외선 분광기 : Nicolet iS5, Thermo Fisher Scientific, 

United States)를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시료와 브롬화

칼륨(potassium bromide, for analysis grade, Supelco)을 

1:50(w/w)의 비율로 혼합한 뒤 마노 재질의 막자사발로 

분쇄하였다. 시료 약 50.0±0.2㎎을 수동 유압 프레스 장

치(Atlas Manual Hydraulic Press 15T, Specac, UK)에 넣

고 일정한 조건(10t 압력, 2분 정치)에서 펠렛을 제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 시편마다 3배수의 펠렛을 제작하

여 3회씩 반복 분석하였으며, 바탕선(baseline)이 가장 직

선에 가까운 형태(linear)의 스펙트럼을 선택하여 결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적외선 분광기의 측정 조건은 흡수 범

위 4,000~400㎝-1, 분해능 4㎝-1, 스캔 횟수 32회였다. 분석 

결과는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OMNIC ver.9, Thermo 

그림 4 분석 대상 옛사람 뼈 사진

A

B

A: 서울 석촌동 고분군 출토 화장 뼈, B: 삼국시대 유적지 출토 옛사람 뼈

표 2 분석 대상 목록

연번 유적지명 유구 번호 부위 색상 시료 코드 비고

1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매장

의례부

남(수습 53) / 

골편 9
팔뼈 조각, 

머리뼈 일부
청백색 KAB0912

화장된 

옛사람 뼈

2
남(수습 56) / 

골편 11
정강뼈, 

넙다리뼈
백색 KAB0913

3
남(수습 62) / 

골편 13
긴뼈 일부 회청색 KAB0914

4 골편 33
머리뼈, 

광대활 부위 

일부

흑색 KAB0915

5
삼국시대 

A 유적
- - 유백색 KAB0854 화장되지 

않은 

옛사람 뼈6
삼국시대 

B 유적
- - 유백색 KAB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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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United States)을 이용하여 색상별 뼈 시료에서 

나타나는 작용기(functional group)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석촌동 화장 뼈의 화장 여부

1)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분석

<그림 5>는 화장되지 않은 유적지 출토 옛사람 뼈

의 적외선 분광법의 분석 결과이다. 화장되지 않은 유

적지 출토 옛사람 뼈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인해 

3400㎝-1에서 수산기(-OH)의 넓은 흡수 스펙트럼이 관

찰되며 뼈 내부의 단백질에서 유래하는 아미드기(amide 

Ⅰ: 1630㎝-1, amide Ⅱ: 1545㎝-1)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뼈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

산기(phosphate, -PO4
3-)와 탄산기(carbonate, CO3

2-)도 관

찰되지만 확실하게 발달되지는 않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KAB0854보다 KAB0896의 수산기 및 아미드기를 나타내

는 피크가 더 발달한 것으로 보아 KAB0896 뼈의 속성 작

용이 덜 일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그림 5). 반면 석

촌동 화장 뼈는 열이나 고온에 의해 수분에서 유래하는 

수산기(3430㎝-1)가 감소하고 수산화인회석 결정 생성에 

의한 3570㎝-1 피크가 발달하는 것이 확인된다. 아미드기 

I, II(1630㎝-1, 1545㎝-1) 역시 단백질이 분해됨에 따라 사

라지는 것이 보이며 탄산기와 인산기는 뚜렷하게 쪼개지

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6).

2) XRD 분석

XRD 분석 결과 역시 화장 여부에 따라 옛사람 뼈의 

X-선 회절 패턴이 확연히 다르게 분석되었다. <그림 7>

의 흑색 선(KAB0854, KAB0896)은 화장하지 않은 옛사람 

뼈이며, 적색 선(KAB0912~0915)은 석촌동 출토 화장 뼈

의 XRD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그룹 모두 25.87°, 
그림 5   화장되지 않은 삼국시대 A·B 유적지 출토 옛사람 뼈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그림 6 분석 대상 옛사람 뼈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그림 7   옛사람 뼈의 화장 여부에 따른 XRD 결과(흑색 선: 화장되지 않은 옛사람 

뼈, 적색 선: 화장된 옛사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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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32.18°, 32.90°, 그리고 34.05°에서 피크(각각 수

산화인회석의 (002), (211), (112), (300), (202) 면에 해당

하는 피크를 의미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산화인회

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26.60°에서 확인되는 피크

는 석영을 의미하며 토양에서 출토된 시료인 만큼 이 피크 

또한 토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적색 선으

로 표시된 화장 뼈의 경우 수산화인회석 피크 분리가 훨씬 

명확하게 나타나며 회절 강도 또한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구성 광물의 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며 결정화도가 높을수록 각각의 결정면에 해당하는 피

크가 강한 신호를 보이며 서로 겹치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화장 인골의 경우 고온

에 의해 수분과 탄산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상대적으

로 크기가 작은 수산기가 치환되면서 수산화인회석의 결

정면들에 대한 피크 세기가 크게 측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인골의 화장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석촌동 화장 뼈가 고온을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정화지수를 계산하여 온도 변

화에 따른 수산화인회석의 결정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

는데 결정화지수는 XRD 회전 패턴의 바탕선과 피크의 

세기, 밸리 값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분석자의 기준에 따

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

만 고온을 겪지 않은 뼈는 0에 가까운 CI 지수가 계산되고 

고온으로 갈수록 1.2 이상의 높은 CI 지수를 보이는 공통

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3).

석촌동 화장 뼈 분석 결과 결정화지수는 분석 대상 

4점 모두 1.24~1.35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화장

을 하지 않은 인골(KAB0896, KAB0854)이 0.10, 0.22로 

계산된 것과 비교했을 때 화장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소 700℃ 이상의 온도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표 4).

비교 분석을 위해 화장을 하지 않은 옛사람 뼈의 

XRD 패턴도 첨부하였다(그림 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화장 여부에 따른 XRD 패턴은 피크 분리 정도가 명확

히 구분되나 색상별 패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결정화지수 또한 그 차이가 미미하여 XRD 

측정만으로는 700~1,000℃ 사이 온도를 특정짓기 어렵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옛사람 뼈가 고온을 경험

하는 동안 일어나는 기능기들의 변화를 검출해내기에는 

수산화인회석에서 기인하는 신호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

표 3 XRD 패턴을 이용한 수산화인회석의 온도별 결정화지수 분석 사례

Temp. (℃)

XRD CI (Crystallinity Index)

참고문헌

Greiner et al. 

2019

Minami et al. 

2019

Quarta et al. 

2013

unheated 0.11

0 

(<450℃) 0.29~0.73 

(<500℃)

100 0.14

200 0.16

300 0.17

400 0.19

500 0.24
0~0.5 

(450<600℃)

600 0.35 0.5~0.9 0.73~1.2

700 1.23

>0.9 

(>750℃)

1.2~1.3 

(>700℃)

800 1.31

900 1.28

1000 1.30

표 4 XRD 패턴을 이용한 분석 대상 옛사람 뼈의 수산화인회석 결정화지수

삼국시대 유적

(화장되지 않은 

옛사람 뼈)

석촌동 고분군

(화장된 옛사람 뼈)

KAB0896 KAB0854 KAB0915 KAB0913 KAB0914 KAB0912

211 16,326 18,413 63,546 62,008 63,978 62,215 

112 14,826 17,074 33,844 33,900 37,774 34,120 

300 10,670 10,994 40,214 39,377 39,831 43,244 

202 6,062 6,767 15,928 16,251 17,158 15,958 

base 1 4,495 3,976 3,121 2,987 3,457 3,026 

base 2 15,101 16,577 8,021 7,377 7,286 6,600 

base 3 9,874 9,741 3,788 3,666 3,797 3,694 

base 4 5,384 5,384 3,007 2,886 3,013 3,110 

CI = 

(a+b+c) 

/ h
0.10 0.22 1.24 1.28 1.33 1.35 

※ h=211-base 1, a=112-base 2, b=300-base 3, c=202-b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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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FT-IR 분석을 통해 미세한 기능기들을 검출,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X-선 회절 분석과 동일한 결과가 

측정되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2. 석촌동 화장 뼈가 경험한 온도 범위 추정

KAB0915의 표면 색상은 흑색으로 다른 뼈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는 뼈이다. FT-IR 분석 결과 수산기의 3430㎝-1이 얕고 넓

은 피크로 관찰되고 아미드기(1630㎝-1)가 일부 관찰되는

데 이는 KAB0915가 고온을 겪은 것은 맞지만 뼈 조직 내

부의 자유수와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는 정도의 고온

은 아니었을 것을 나타낸다. 또한 뼈가 고온에 의해 수산

화인회석으로 재결정되면서 생성되는 3570㎝-1과 633㎝-1

이 관찰되고 인산기가 뚜렷하게 쪼개지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3570㎝-1은 200℃에서 생성이 시작되고 633㎝-1은 

400℃ 이상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며 두 피크 모두 700℃ 

이상일 때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einer et al. 2019).  따라서 KAB0915는 400℃ 이상 

700℃ 이하의 온도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9).

KAB0912, KAB0913, KAB0914는 모두 수산기와 아

미드기가 관찰되지 않고 수산화인회석에 의한 피크가 확

실하게 발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1457㎝-1, 1412㎝-1

의 탄산기(CO3
2-) 역시 관찰되는데 고온을 통해 수산기에

서 대체되는 A-type 탄산기(1457㎝-1)는 결정 영역 크기

의 감소와 관련되어 고온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700℃ 이상의 온도에서 발달하고 1,000℃ 이상

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iner et al. 2019; 

Madupalli et al. 2018). 또한 인산기와 관련된 피크들이 

매우 명확하게 분석되는데 인산기는 고온을 겪었을 때 υ3 

(PO4)를 나타내는 1091㎝-1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온도

가 높아질수록 1045㎝-1와 분리되어 두 개의 봉우리로 쪼

개진다. 일반 출토 인골인 KAB0896과 KAB0854와 비

교했을 때 석촌동 화장 뼈, 특히 KAB0912, KAB0913, 

KAB0914는 매우 뚜렷하게 쪼개지는 것이 관찰되고  

υ4(PO4)의 604㎝-1, 567㎝-1 피크 역시 점차 발달하는 것

그림 8 분석 대상 옛사람 뼈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그림 9 분석 대상 옛사람 뼈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진동 주파수와 작용기

A B

3700~1900㎝-1 18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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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어 700℃ 이상의 온도에 노출된 것이 확인된다 

(그림 10).

이 중 KAB0914는 회청색의 시편으로 KAB0913과 

유사한 모양의 적외선 스펙트럼이 분석되었지만 다른 시

편들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피크가 분석되었다(그림 11). 

시안아미드(cyanamide)의 특징적인 피크인 3245㎝-1,  

2013㎝-1, 그리고 700㎝-1의 피크가 매우 확실하게 분석되

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뼈의 연소 환경에 암모니아가 

존재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암모니

아는 단백질, 피부, 지방 등의 유기물이거나 혹은 연료(흑

연)의 연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시안아

미드의 유래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noek et al. 2014).

  이를 종합하여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에 따라 추정되는 화장 온도 순서로 스펙트럼을 정렬하

면 <그림 12>와 같다. 피크의 높이와 쪼개짐 등에 따

라 구분했을 때 청백색인 KAB0912가 가장 높은 온도

를 경험하고 흑색인 KAB0915가 가장 낮은 온도를 겪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KAB0912, KAB0913, KAB0914는 

700℃ 이상에서 화장된 것으로 확인되며 1,000℃는 넘

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000℃ 이하의 온도로 추정

하는 이유는 탄산기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고 뼈가 

1,000℃의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1123㎝-1에서 생성되는  

β-TCP(tricalcium phosphates)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Piga et al. 2018).

그림 10   분석 대상 옛사람 뼈의 수산화인회석의 수산기 및 인산기에서 기인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그림 11 KAB0914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그림 12   분석 대상 인골에서 수산기(A와 B), 탄산기 및 인산기(B와 C)와  

관련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영역

A

3800~2400㎝-1

B C

1800~1300㎝-1 8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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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서울 석촌동 고분군 1호 매장의례부 

출토 옛사람 뼈는 모두 화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

장 온도를 추정한 과학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석촌동 고분군 출토 

인골 4점 모두 화장된 뼈라는 사실뿐 아니라 화장 온도

가 70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고

온에 노출된 뼈인 경우 수분과 탄산기가 빠져나간 수산

화인회석의 결정 신호가 크게 검출되기 때문이며, 다수의 

연구팀이 제시한 결정화도, 즉 고온을 경험한 인골의 결

정화지수가 1.2 이상으로 계산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였다. 다만 700~1,000℃ 사이에서 특정 온도를 지칭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외선 분광 분석 결

과도 마찬가지로 석촌동 고분군 출토 화장 뼈 4점 모두 

고온을 경험한 뼈의 특성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화장 온

도는 70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다만 

KAB0915는 수산기, 인산기, 아미드기 등의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700℃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분석 대상은 모두 1,000℃ 이상의 온도는 겪지 않았

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석촌동 고분군 출토 화장 뼈

의 화장 온도는 700℃에서 1,000℃ 사이로 추정된다.

노지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보통 800℃까지 온도가 

올라가며 1,000℃는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

의 단열 시설 없이 노천에서 고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술로 700~1,000℃의 온

도에서 화장을 했다는 것은 화장 의례를 위한 특별한 노

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고온을 올리기 위

해서는 연료와 시간, 그리고 인력이 매우 대량으로 필요

하기 때문에 화장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신분 및 지위가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당대의 장례 문화로서 보

편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화장 장법으로 묻힌 주인공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석촌동 화장 뼈는 별도

의 외부 공간에서 화장을 하고 7㎝ 이하로 분골한 후 따

로 용기에 수습하지 않고 매장의례부 노지에 묻혔다는 점 

등이 매우 독특하다. 화장 온도가 1,000℃ 이하로 분석되

었기 때문에 석촌동 고분군 혹은 백제 왕실의 화장 문화

는 산소가 풍부한 산화 분위기의 노천에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옛사

람 뼈의 개체수가 적어 화장 문화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는 매우 부족하나 본 연구를 통해 화장 온도를 과학적으

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밝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고대 화장 방법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화장 온도 외에도 화장 시간, 연료의 

재료, 육탈 여부 등 다양한 화장 분위기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장례 문화 중 화장에 대한 연구 사례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화장 행위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

아 있다. 화장 대상의 신분, 특정 종교 및 국가, 화장의 온

도와 연료의 사용, 화장 후의 절차 등 화장 문화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방법 중 X-선 회절 분석법

은 결정화지수 계산을 통해 화장 온도를 수치적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적외선 분광 분석법은 약 1㎎ 

정도의 적은 분석 시료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각 

분석 시료가 겪은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화장 분위기에서 재현 실험을 

실시하고 이들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축적한다

면 우리나라 고대 화장 의례 방법과 과정을 파악하는 데 

좋은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고고학 및 체질인

류학적 연구에서 밝혀진 고고학적 맥락을 보다 과학적으

로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NRICH-2105-A53F-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발간한 『서울 석촌동 고분군 Ⅱ(2020)』 부록에 수록된  

「서울 석촌동 고분군 매장의례부 출토 인골의 화장 여부와 화장 온도 추정」 논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의 기반이 되는 옛사람 뼈 자료를 협조해주신  

한성백제박물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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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mated archaeological bones provide crucial information to unravel the details of  ancient cremation events 

and funeral culture. The research on cremated bones to date has been mainly focused on extracting archaeological 

information in Korea. Recently, the techniques of  physical anthropology have been applied to obtain biological 

information and cremation temperatures for individuals. This study analyzed human remains excavated from Seoul 

Seokchon-dong Ancient Tombs and determined whether there were human cremations as well as the estimated 

cremation temperatures. There was no trace of  fire in the pits where cremated bones were found;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y were deposited with the artifacts. In this study, four sampl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urface 

color of  the bones,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XRD) and Fourier-transformed infrared spectroscopy (FT-IR) 

were used for analysis. All four of  the Seokchon-dong cremated bones were found, based on the crystallization index 

of  X-ray diffraction analysis, to have experienced cremation above the temperature of  700°C. Infrared spectroscopy 

results indicated that the four bones from Seokchon-dong were cremated at temperatures above 700°C and below 1,000°C. 

IR peaks were observed at 700°C, whereas no changes were found when bones experienced more than 1000°C. We 

assume that the cremated people in the Seokchon-dong Tombs were people of  high-status because cremation at 

such a high temperature at that period required much effort. Here we present significant evidence of  the cremation 

status and temperature of  archaeological human bones on the basis of  XRD and FT-IR, allowing for the restoration 

of  the cremation events and funeral culture in archaeologic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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