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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firing conditions for some potteries in early and middle

Neolithic period at the Munamri sites, where the first farmland remails were found in Korea. It is divided into six

kinds of surface patterns for potteries such as the raised, bamboo tube and red painted (patternless) from the early

Neolithic period (BC 4000 to 6000), and the patterns of horizontal herringbone, short slanted lined or lattice and

incised thick line in the middle Neolithic period (BC 3000 to 4000), respectively. Based on the color measures,

redness and yellowness of potteries were relatively high as condition of oxidation firings, were also observed black

cores on the cross section of potteries. The firing temperature is divided into two groups having under 800oC and 800

to 900oC, the difference in patterns of the potteries are not confirmed. As a microtextures, the bamboo tube pattern

potteries show the sericitization biotite, the quartz have developed a suture line textures, and altered alkali feldspars are

occurred. X-ray diffraction analysis shows that the main minerals contained in potteries are chlorite and amphibole

besides quartz, alkali feldspar and biotite. Considering the geology around the Munamri area is the biotite amphibole

granite and soil layers within 10km radius are used as the raw materials for the potteries. The raw materials are

presumed that the sources from the metamorphic rocks along the water systems through the mountains around the

sites on the basis of well developed suture line textured quartz in potteries. Results on normalized geochemical

compositions, the potteries by surface patterns are very similar to sources, and it is judged that was made by using

the surrounding soils despite the long time difference from the early to middle in the Neolith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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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최초의 밭 유구가 발견된 고성 문암리 출토 신석기 전기와 중기의 토기를 대상으로 재료학적 특성

과 소성조건을 분석하였다. 문암리 토기는 전기 신석기(BC 4000에서 6000)의 융기문, 죽관문, 무문 또는 주칠 토기

와 중기 신석기(BC 3000에서 4000)의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침선문 토기 등 6종으로 세분할 수 있다.

토기의 색도측정 결과, 적색 및 황색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산화소성되었으며 단면에서는 흑심이 관찰되

기도 한다. 소성온도는 토기의 문양에 따라 차이는 없으며 800oC 이하와 800~900oC의 범위를 보이는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미세조직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죽관문 토기에서는 흑운모의 견운모화와 봉합선 조직이 발달한 석영 및

변질된 알칼리 장석이 확인되며, 토기의 주요광물은 석영과 알칼리 장석, 흑운모 외에도 녹니석과 각섬석이 동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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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암리 일대의 지질특성으로 볼 때, 유적의 10km 이내에는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며 변성암이 외곽의 산

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수계의 영향을 받아 토기의 원료물질인 토층이 산재한다. 이 토층과 토기에 포함된 봉합선상

조직이 발달한 석영으로 보아 변성암 기원의 원료물질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의 지구화학적 표준화 결과, 문

양에 관계없이 성인적으로 유사하여 신석기 시대의 전기와 중기의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적지 주변의 토양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문암리 유적, 신석기 시대, 토기, 소성온도, 변성암

1. 서 언

고성 문암리 신석기 유적은 1999에서 2002년에 걸

친 발굴조사로 주거지, 매장유구, 수혈, 야외노지 등 8

기의 유구와 융기문 토기 등 1,000여점의 유물이 확인

되었다. 이 문암리 유적에 분포하는 유구의 토층에 대

한 연대측정을 통해 BC 4000년에서 6000년 전의 전기

신석기 시대와 BC 3000년에서 4000년의 중기 신석기

시대를 지시하는 절대연대가 보고된 바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2012년 발굴조사 결과, 문암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최

초로 경작 유구인 ‘밭’을 발굴하고(Fig. 1A, 1B), 농경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적의 퇴적

환경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유구의 성

격을 규명한 바 있다. 최근 2차 조사에서는 15개의 유구

가 확인되었고,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보이는 토기 및

석기 등 800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Fig. 1C, 1D).

특히 토기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곳으로 신석기 시대

중에서 이른 시기의 유물로 알려진 융기문 토기가 다

량을 출토되었다. 따라서 시기를 유추할 수 있으며 인

접지역에 있는 오산리 유적과는 거의 비슷한 유물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오산리 출토 융기문 토기는 지표에

서 수습되어 침선문 및 무문토기와의 층위관계를 밝히

기는 어려우나, 문암리 융기문 토기는 안정적으로 출

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부 동해안 신

석기 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문화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 신석기 문화는 오산리식 토기를 지표로 한 전기

토기문화와 중서부 및 남해안 지역 계통의 침선문 토

기로 한 중기 토기문화로 구분되어 왔다. 중부 동해안

의 토기문화는 다시 3시기로 세분화 되는데, 중서부 침

선문화와 관련성이 강한 시기와 남해안 침선문 토기와

관련되는 시기 및 침선문이 퇴화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문암리 유적에서는 중서부 침선문화(서해안식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및 격자문)와 관련성이 강한 시

기와 남해안 침선문화(남해안식 태선침선문)와 관련성

있는 유물 등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분류한 시기와 문양에

따른 토기 그룹의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유

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문암리 일대에서 생산유

Fig. 1. Photographs showing the Goseong Munamri sit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4; 2014). (A)

General view of the Munamri area. (B) Arrangement of remains for dwelling, furnace and farmland sites. (C, D) Excavated

some stone and pottery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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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토기의 원료물질을 주거지와 가

까운 곳에서 수급했을 수 있다. 따라서 문암리 유적지

일대의 지질을 확인하여 원료 물질로서 주변토양이 사

용되었을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문암리 토기 중에서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주거지나 지표 및 야외노지에서 발굴된 전기

신석기 토기 7점(융기문, 죽관문)과 2011년에서 2012

년 사이에 발굴한 중기 신석기 토기 15점(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 또는 격자문, 태선침선문), 신석기 전기의

주칠 토기 2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료의 기재

적 특징과 산출상태는 Table 1과 같다. 

이를 세분하면 전기 신석기의 융기문(raised)과 죽관

문(bomboo tube) 및 무문 또는 주칠(patternless or red

painted) 토기와 중기 신석기의 횡주어골문(horizontal

herringbone), 단사선문(short slanted line), 격자문

(lattice), 태선침선문(incised thick line) 토기 등, 6종

류의 24점이다(Fig. 2). 융기문 토기는 구연부에 양각

의 무늬가 점열 또는 띠의 형태로 확인되며, 죽관문은

대롱으로 찍어 일정한 문양을 낸 토기이다.

또한 주칠 토기는 문양이 없는 표면에서 붉은색 채

색층이 확인되는 것이다. 침선문은 가느다란 봉이나 끝

이 뾰족한 시문구로 건조되지 않은 토기의 기벽에 선

을 눌러 그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압인은 세게 눌러

깊게 새긴 것을 말하고, 침선은 압인보다 얕게 새긴

문양을 말한다(Pusan National University Museum,

1981; Tanaka, 2001; Dongsam-dong Exhibition Hall,

2004).

문암리에서 나타나는 침선문은 횡주어골문, 단사선

문 또는 격자문 및 태선침선문이다. 횡주어골문은 횡

방향의 물고기 생선뼈 모양이며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토기는 짧은 형태의 기울기가 있는 선이 새겨져 있는

토기이다. 격자문은 횡방향과 종향향의 선이 교차하는

형태의 문양이다. 또한 태선침선문은 선이 굵고 깊이

가 깊은 침선문을 말한다.

연구대상 토기의 색도 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육안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정량적 색도는 토기의 표면에

Spectro Guide(BYK-Garder, Light Source C2, 시야

Table 1. Sample descriptions of potteries selected from the Munamri sites

Samples

No.

Neolithic

Period
Excavation Sites Surface Patterns

Archaeological Type

(local classification)

 1 GS-1 Early C2 layer B-2-3 Raised -

 2 GS-2 Early 7-1 layer + the face of the earth Bamboo tube Osanri type

 3 GS-3 Early Da PIT west Bamboo tube Osanri type

 4 GS-4 Early 1st dwelling site (under) Bamboo tube Osanri type

 5 GS-5 Early C2 layer B-2-3 Raised -

 6 GS-6 Early face of the earth Bamboo tube -

 7 GS-7 Early 1st dwelling site Raised -

 8 GS-8 Middle 1st dwelling site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9 GS-9 Middle 1st dwelling site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0 GS-10 Middle 2nd dwelling site Short slanted li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1 GS-11 Middle 2nd dwelling site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2 GS-12 Middle 4th dwelling site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3 GS-13 Middle 4th dwelling site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4 GS-14 Middle 7·8th an open-air furnace Short slanted li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5 GS-15 Middle 7·8th an open-air furnace Lattic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6 GS-16 Middle F1-under area Short slanted li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7 GS-17 Middle F1-under area Short slanted li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8 GS-18 Middle F1-under area Short slanted li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19 GS-19 Middle F1-under area Lattic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20 GS-20 Middle G1-under area Horizontal herringbone West coast type of line pattern

21 GS-21 Middle G1-under area (east dwelling site) Incised thick line  South coast type of line pattern

22 GS-22 Middle G1-under area Incised thick line  South coast type of line pattern

23 GS-23 Early Ga pit 02-3 around Patternless (red painted) -

24 GS-24 Early G1-up hill depositional surface Patternless (red pai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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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로 3회씩 측정하고 평균값을 적용하여 명도와

채도를 분석하였다. 토기의 부피비중과 흡수율 측정은

분석용 저울(Weighing Machine, Switzerland, 202A,

Precisa)과 비중측정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산업규

격 도자기의 흡수율(KS L4008)을 근거로 3회씩 측정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토기의 광물입자와 구성 등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광학현미경(Axiotech, Germany, Zeiss)과 편광현미

경(Axio Plan 2 Imaging, Germany, Carl Zeizz)으로

관찰하였다. 토기의 주요광물은 X-선 회절분석(Em-

pyrean, Netherlands, Panalytical)을 이용하였으며, 고

분해능 Pixel 3D(256Ch) 검출기를 사용하여 분말시료

를 40kV, 40mA, 5°~60°, 0.039°/200sec로 결정구조

를 분석하였다.

Fig. 2. Photographs showing the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The surface patterns represented as raised (GS-1, 5, 7),

bamboo tube (GS-2, 3, 5, 6), horizontal herringbone (GS-8, 9, 11, 12, 13, 20), short slanted line and lattice (GS-10, 14, 15,

16, 17, 18, 19), incised thick line (GS-21, 22) and patternless red painted (GS-23, 24) potter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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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성분

원소를 분석하였으며, 파장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

(XRF; SuperQ, Netherlands, Panalytical)를 이용하였

다. 측정조건은 Collimator Mask 27mm의 조건으로

혼입물을 배제한 토기시편에 대하여 검출된 각 원소에

대한 함량을 산화물형태로 환산하였다. 미량 및 희토

류 원소의 분석은 중성자방사화분석(NAA)으로 한국원

자력연구원 하나로를 이용하였으며, 게르마늄 반도체 검

출기(EG&G ORTEC, FWHM 1.85 keV, 1.33 MeV

60Co, peak compton ratio = 45 : 1)로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3.1. 물리적 특성

토기의 색은 소성환경과 관련이 높으며 대체로 적색

계열 토기는 산화환경에서 소성되고, 회색계열 토기는

산소가 차단된 환원환경에서 소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흡수율은 소성온도가 높아지면 낮아지는 특성을 보

인다. 그러나 1,000oC 이하의 저온소성 토기에서는 소

성온도와 흡수율의 상관성이 적다. 일반적으로 저온소

성 토기는 내부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공극의 면적에

따라 높은 흡수율을 갖기 때문이다.

색도 측정 결과, L*(명도)는 37.97에서 59.88의 범

위를 보이며, 채도 중에서 a*(적색도)는 2.61에서

16.71, b*(황색도)는 9.36에서 25.58의 범위를 보인다

(Table 2). 이는 문암리 토기가 모두 적색도와 황색도

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나타내지만 모두

적황색 계열의 토기임을 알 수 있으며, 육안관찰과 일

치하는 것이다. 주칠 무문토기는 a*가 14.89에서

16.71, b*가 15.61에서 19.76으로 적색도(a*)가 높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Samples Numbers L* a* b* Absorption ratio (%) Bulk density

Raised pattern

GS-1 54.54 4.38 13.14 15.51 1.83

GS-5 48.89 2.61 11.45 14.68 1.85

GS-7 59.88 5.60 19.34 13.65 1.86

mean 54.44 4.20 14.64 14.61 1.85 

Bamboo tube 

pattern

GS-2 47.05 8.34 17.84 16.49 1.74

GS-3 40.99 6.87 16.10 16.09 1.76

GS-4 44.43 8.53 17.13 18.68 1.75

GS-6 51.77 7.31 18.72 13.00 1.86

mean 46.06 7.76 17.45 16.07 1.78 

Horizontal 

herringbone

pattern

GS-8 37.97 3.39 9.36 13.04 1.90

GS-9 46.35 6.86 14.04 16.39 1.82

GS-11 42.75 6.31 14.87 13.40 1.86

GS-12 43.86 5.17 12.05 19.31 1.62

GS-13 40.40 8.73 13.97 14.39 1.87

GS-20 47.89 5.59 16.64 15.06 1.84

mean 43.20 6.01 13.49 15.27 1.82 

Short slanted 

line and 

lattice pattern

GS-10 44.74 5.66 16.89 14.87 1.86

GS-14 52.06 11.78 24.01 14.19 1.82

GS-15 45.37 9.49 18.80 15.22 1.79

GS-16 45.13 7.10 14.96 14.63 1.88

GS-17 58.84 7.54 25.58 14.16 1.81

GS-18 45.55 3.59 9.38 12.99 1.89

GS-19 59.05 6.75 18.45 13.86 1.85

mean 50.11 7.42 18.30 14.27 1.84 

Incised thick 

line pattern

GS-21 53.67 8.13 22.96 14.02 1.88

GS-22 47.87 5.39 14.60 17.61 1.78

mean 50.77 6.76 18.78 15.82 1.83 

Patternless

(red painted)

GS-23 46.97 16.71 19.76 15.50 1.82

GS-24 41.75 14.89 15.61 14.52 1.90

mean 44.36 15.80 17.69 15.01 1.86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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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융기문(a*; 2.61~5.60, b*; 11.45~19.34)과

횡주어골문(a*; 3.39~8.73, b*; 9.36~16.64) 토기는

적색도와 황색도가 낮고, 죽관문 토기에서는 a*가

6.87~8.53, b*는 16.10~18.72이며, 단사선문 또는 격

자문 토기는 a*가 3.59~11.78, b*는 9.38~25.58이다.

따라서 죽관문 토기와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토기는

융기문과 횡주어골문 토기에 비해 적색도와 황색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선침선문 토기는 a*가

5.39~8.13, b*는 14.60~22.96의 범위이다(Fig. 3).

문암리 토기의 전체적인 부피비중은 1.62~1.90, 흡

수율은 12.99~19.31%의 범위를 보인다. 또한 문양별

토기의 비중과 흡수율은 GS-12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토기도 있으나 24점 모두 비슷한 범

위이다(Table 2). 문양별로 보면,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의 흡수율과 부피비중은 12.99~15.22%와 1.79~1.89

이다. 횡주어골문 13.04~16.39%와 1.62~1.90, 융기문

13.65~15.51%와 1.83~1.86, 죽관문 13.00~18.68%와

1.74~1.86, 태선침선문 14.02~17.61%와 1.78~1.88,

주칠무문 14.52~15.50%와 1.82~1.90로서, 전체 토기

가 2% 내외에서 비슷한 범위를 나타내나 죽관문 토기

그룹이 비교적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3.2. 산출상태

문암리 토기 20점에 대해 단면의 미세조직과 광물조

성을 분석하였다(Fig. 4, 5). 이 결과, 토기 단면의 대

부분은 붉은색과 흑색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외면보다

내면에서 흑색의 비율이 많다. 기질들 사이로 길쭉한

형태의 공극이 확인되며, 광물은 1mm 이하의 세립질

과 2mm 이상의 중립질 광물이 관찰된다. 또한 무색광

물(석영, 장석)과 유색광물(흑운모)이 혼재되어 있다

(GS-2, 3). 미세조직은 대부분의 토기에서 치밀하지 못

하고, 길쭉한 형태의 기공(GS-2, 5, 9, 16, 18, 19)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저온 소성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Kim et al., 2009a).

단면에 따라 적색부와 흑색부가 혼재되어 있는 토기,

흑색부만 관찰되는 토기, 적색부만 관찰되는 토기 등

으로 세분된다. 흑색부와 적색부가 혼재된 토기는 융

기문의 GS-1, 5, 7, 횡주어골문의 GS-8, 11,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의 GS-10, 14, 15, 16, 17, 19, 주칠무문

인 GS-23, 24이다. 또한 GS-6(죽관문), GS-21, 22(태

선침선문)는 흑색부만 관찰되는 토기이다.

적색부만 관찰되는 것은 GS-2, 3(융기문), GS-9(횡

주어골문), GS-20(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토기이다. 주

칠 무문토기는 표면에 발색물질을 채색하였으며 두께

는 100~200µm로 일정한 적색층이 확인된다(Fig. 4).

따라서 이들이 신석기 전기나 중기 또는 문양에 따라

일정한 색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토기에서 보이

는 일반적인 단면 특성이며, 다양한 토양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3. 미세조직 및 광물학적 특성

편광현미경으로 토기의 단면에 분포하는 미세조직과

광물조성을 관찰한 결과, 1~2mm의 중립질 또는 세립

질 석영과 장석을 다량 포함하며 분급이 불량하여 다

양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봉합선상 조직을 보이며 균

열이 발달한 석영과 쪼개짐이 특징적인 알칼리 장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융기문 토기인 GS-1은 봉합선상 조직이 발달한 석

영이 많은 반면 GS-7에서는 입자경계가 뚜렷한 석영

이 다량 관찰되며 크기는 1mm 정도이다. GS-5는 일

정한 쪼개짐이 있는 알칼리 장석으로 심하게 변질되어

있다. 이 알칼리 장석은 원마도가 매우 낮아 각상을

이룬다. 죽관문 토기인 GS-2와 3의 기질에서 관찰되는

흑운모는 견운모로 변질되어 있다. GS-5와 6의 알칼리

장석은 1mm 이상의 중립질을 이루며 매우 유사한 형

태로 변질을 받았다.

횡주어골문 토기에서는 봉합선상 조직의 석영입자가

우세하며 특히 GS-10에서 잘 관찰된다(Fig. 5). 다만

GS-9, 11, 12에서는 쪼개짐이 많으며 벽개가 발달한

500µm 내외의 알칼리 장석이 다량 분포하며 각상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GS-9는 기질에서 붉은색 철산화

물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GS-20에도 기질부에서 구형

의 철산화물이 응집되어 있다.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토기에서는 복결정질 석영과

Fig. 3. Chromaticity graphs of the potteris from the

Munamri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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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발달한 석영, 거정질의 알칼리 장석을 포함하

고 있으며 기질에서는 흑운모와 철산화물이 괴상을 이

룬다. GS-10은 복결정질의 석영이 있으며 기질에는 세

립질 흑운모가 관찰된다. GS-18은 500µm 내외의 입

자가 분급이 일정하며, GS-19에서는 3mm 이상의 거

정질 알칼리 장석이 관찰된다. GS-14는 석영과 사장석,

알칼리 장석이 골고루 분포하며 GS-17에서는 기질부

분에서 변질 받은 흑운모가 나타난다.

태선침선문 토기인 GS-21과 22는 단면의 기질이 흑

색이고 봉합선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변성적용을 받

은 석영입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두 시료의 제작기술

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주칠 무문토기(GS-23, 24)에서

는 표면에 약 100~200µm의 적철석 층이 확인되며

미량의 석영이 관찰된다.

Fig. 4. Cross section images showing the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using the stereoscopic microscope. The surface

patterns and sample numbers of the potterie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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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토기의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시편에서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및 운

모 등이 관찰되며 일부 시료에서는 녹니석과 각섬석이

검출된다(Fig. 6, 7). 문양에 따라 분류한 6그룹 간의

광물조성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거의 유사한

토양을 재료로 활용하였으며, 소성온도 또한 유사하다

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한편 GS-2와 3은 알칼리

장석의 회절강도가 높게 확인되어 특징적이며, 주칠 토

기에서는 적철석이 검출되었다(Fig. 6).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한 광물동정과 각 광물상의 생

성온도에 대한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토기의 소성온도

를 추정할 수 있다. 녹니석과 운모가 검출된 토기(융기

Fig. 5. Thin section images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using the polarizing microscope. The surface patterns and

sample numbers of the potterie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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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GS-5, 죽관문 GS-4, 횡주어골문 GS-8, 9, 11, 20,

단사선 및 격자문 GS-10, 18, 태선침선문 GS-21, 22)

는 800oC 이하의 저온에서 소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운모가 검출된 토기(융기문 GS-1, 7, 죽관

문 GS-2, 3, 6, 횡주어골문 GS-12, 13, 단사선 또는

격자문 GS-14, 15, 16, 17, 19, 주칠무문 GS-23, 24)

는 800~900oC에서 소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3.4. 지구화학적 특성

문암리 토기의 태토를 구성하는 주원소(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MnO, P2O5)

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

저 함량 분포를 살펴보면, SiO2는 49.54~68.44 wt.%,

Al2O3는 16.47~20.84 wt.%의 범위를 보인다. 다만

GS-2와 3은 다른 토기에 비해 비교적 SiO2의 함량이

낮고 Al2O3의 양이 다소 높다.

Fe2O3의 함량은 1.79~7.55 wt.%이며 이는 붉은 계열

의 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주는 원소로서(Kim et al.,

2009b), 적철석으로 검출되기도 한다. 적철석이 검출된

주칠 토기 그룹은 평균 2.59 wt.%로 비교적 낮은 값

을 나타내어 표면에서만 소량의 적철석이 확인된다.

알칼리 금속 및 토금속 함량은 MgO 0.17~1.33 wt.%,

CaO 0.14~0.60 wt.%, Na2O 0.27~2.24 wt.%, K2O

2.41~5.01 wt.% 범위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미량인

MnO는 0.00~0.61 wt.%, TiO2는 0.39~1.62 wt.%,

P2O5는 0.15~2.46 wt.%의 범위이다. P2O5는 시료들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1.

Q; quartz, K; alkali feldspar, P; plagioclase, C; chlorite, M; mica group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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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인 토양의 함량

에 비해 토기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Jang et al.,

2011). LOI는 7.07~14.97 wt.%의 범위를 보이며 일

부 토기에서 10 wt.%가 넘는 높은 값을 보였다.

연구대상 토기의 SiO2와 Al2O3 및 P2O5를 문양별로

살펴보면 SiO2는 융기문에서 62.21~63.25 wt.%, 죽관문

은 49.54~62.92 wt.%, 횡주어골문은 59.26~65.48 wt.%,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은 57.85~65.20 wt.%, 태선침선문

은 60.06~60.12 wt.%, 주칠 토기는 64.66~68.44 wt.%

의 범위를 보인다. 따라서 죽관문 토기 그룹에서 가장

낮은 SiO2 함량을 나타내어 다른 토기들과 구분된다.

Al2O3는 융기문 16.80~18.28 wt.%, 죽관문 16.70

~20.84 wt.%, 횡주어골문 17.75~19.44 wt.%, 단사선

문 또는 격자문은 16.47~20.51 wt.%, 태선침선문은

19.68~19.88 wt.%의 분포를 보인다. 주칠 무문토기의

Al2O3는 14.53~16.95 wt.%로 토기 중에서 가장 낮은

함량 분포를 갖는다.

P2O5는 융기문 1.90~2.33 wt.%, 죽관문 0.55~2.46

wt.%, 횡주어골문 0.15~1.33 wt.%, 단사선문 또는 격

자문 0.37~0.98 wt.%, 태선침선문 0.24~0.30 wt.%,

주칠무문 1.57~1.84 wt.%를 보였다. 따라서 융기문과

죽관문 및 주칠 토기의 P2O5 평균 함량은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및 태선침선문 토기의 평균 함

량에 비해 인의 함량이 월등히 높아, 신석기 전기와

중기의 시기별 차이가 가장 잘 나타나는 원소이다. 이

러한 현상은 토기의 태토에 포함된 인의 함량이 높거

나 매장환경 동안 토기의 기공을 통해 인이 농집되는

오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Jang et al., 2011).

연구대상 토기에 대하여 일부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조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미량원소는 생성환경을 반

영하는 지시원소이며(McLennan, 1989), 토기 등과 같

이 생산지의 지질학적 풍화산물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고대 유물의 상대적인 연관성을 추정하는데 적용되는

원소이다. 특히 토기 원료의 산지추정 등에는 안정성과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1.

Q; quartz, K; alkali feldspar, P; plagioclase, C; chlorite, M; mica group minerals, A; amphibole, H; hem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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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동성을 갖는 희토류와 Sc, Co, Cr 등 전이금속이 이

용되고 있다(Taylor and McLennan, 1985; Rollinson,

1993). 이 연구에서도 토기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통해 상호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4. 고 찰

4.1. 원료물질 검토

문암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남동쪽으로 3.7km 부근

에는 운봉산 화산암체가 분포한다. 이들은 주로 알칼

리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 맨틀포획암, 지

각포획암, 거정의 포획광물 등 다양한 포획암을 볼 수

있다. 포획암에는 스피넬과 페리도타이트, 반려암과 화

강암, 감람석, 휘석, 사장석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Jo et al., 1998; Go and Yun, 2005; Kil et al., 2007).

이 암석의 조성은 문암리 토기에서 발견된 광물과는

다른 구성을 보이므로 원료물질로서 운봉산 부근의 현

무암 풍화산물이 토기에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문암리 일대의 지질은 하부로부터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 중생대 쥐라기의 반상 각섬석 흑운

모 화강암, 제3기의 반화강암과 현무암 및 이를 부정

합으로 피복하는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4). 그

러나 문암리 반경 10km 이내에 분포하는 암석은 주로

화강암이다. 또한 유적지 주변의 화강암질 암석은 소

위 속초화강암으로 명명된 조립질의 흑운모 반상화강

암이다(Fig. 8).

이 암석은 담회색을 띠며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

석 등으로 구성된 중립질의 기질에 담홍색의 알칼리

Table 3. Concentrations of major elements (wt.%) in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No. SiO2 Al2O3 Fe2O3 MgO CaO Na2O K2O TiO2 MnO P2O5 LOI Total

GS-1 62.21 18.28 2.38 0.47 0.28 1.13 3.37 0.74 0.01 2.33 8.81 100.01

GS-5 63.25 18.23 2.42 0.58 0.25 1.54 3.32 0.75 0.01 1.90 7.76 100.01

GS-7 62.83 16.80 2.00 0.30 0.20 1.00 3.47 0.59 0.01 2.01 10.78 99.99

mean 62.76 17.77 2.27 0.45 0.24 1.22 3.39 0.69 0.01 2.08 9.11 99.99

GS-2 51.35 20.84 6.09 0.99 0.30 0.27 4.99 0.82 0.09 1.33 12.92 99.99

GS-3 49.54 20.53 6.07 0.92 0.34 0.27 5.01 1.62 0.08 2.46 13.13 99.97

GS-4 62.92 17.18 6.80 1.33 0.24 2.24 3.13 0.75 0.06 0.55 4.79 99.99

GS-6 56.80 16.70 4.81 0.69 0.60 0.55 2.77 0.69 0.04 1.39 14.97 100.01

mean 55.15 18.81 5.94 0.98 0.37 0.83 3.98 0.97 0.07 1.43 11.46 99.99

GS-8 65.48 17.66 2.86 0.81 0.32 1.10 3.03 0.66 0.01 0.35 7.71 99.99

GS-9 61.54 18.95 3.71 0.63 0.21 0.97 2.41 0.70 0.61 1.33 8.96 100.02

GS-11 62.12 19.18 3.02 0.55 0.19 0.97 2.42 0.73 0.00 0.15 10.65 99.98

GS-12 59.26 18.13 3.27 0.17 0.15 0.39 4.38 0.50 0.00 0.87 12.87 99.99

GS-13 60.97 17.75 6.31 0.42 0.14 0.50 4.52 0.39 0.02 0.39 8.60 100.01

GS-20 59.39 19.44 5.06 1.03 0.30 0.86 2.78 0.66 0.10 0.36 10.01 99.99

mean 61.46 18.52 4.04 0.60 0.22 0.80 3.26 0.61 0.12 0.58 9.81 100.02

GS-10 58.47 18.00 6.23 1.01 0.32 0.90 2.75 0.72 0.10 0.88 10.61 99.99

GS-14 62.55 17.65 3.69 0.54 0.36 1.12 3.23 0.65 0.01 0.46 9.72 99.98

GS-15 65.08 16.47 3.45 0.59 0.29 1.12 3.26 0.66 0.01 0.45 8.63 100.01

GS-16 58.38 17.60 7.55 0.94 0.32 0.89 2.75 0.68 0.16 0.98 9.76 100.01

GS-17 57.85 20.51 3.31 0.67 0.37 1.11 2.79 0.73 0.02 0.37 12.28 100.01

GS-18 63.98 17.30 3.44 0.54 0.24 1.10 2.59 0.62 0.03 0.53 9.65 100.02

GS-19 65.20 16.94 1.79 0.38 0.29 1.20 3.91 0.66 0.02 0.52 9.08 99.99

mean 61.64 17.78 4.21 0.67 0.31 1.06 3.04 0.67 0.05 0.60 9.96 99.99

GS-21 60.12 19.68 4.36 1.36 0.40 0.94 2.72 0.72 0.02 0.30 9.41 100.03

GS-22 60.06 19.99 4.34 1.33 0.35 0.88 2.73 0.70 0.02 0.24 9.33 99.97

mean 60.09 19.84 4.35 1.35 0.38 0.91 2.73 0.71 0.02 0.27 9.37 100.02

GS-23 64.66 16.95 2.33 0.35 0.18 1.01 3.74 0.62 0.01 1.84 8.30 99.99

GS-24 68.44 14.53 2.85 0.61 0.24 0.51 3.51 0.63 0.01 1.57 7.07 99.97

mean 66.55 15.74 2.59 0.48 0.21 0.76 3.63 0.63 0.01 1.71 7.67 99.98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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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centrations of som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ppm) in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No. As Co Cr Hf Rb Sc V Zn La Ce Nd Sm Eu Yb Lu

GS-1 13.00 6.31 73.39 7.95 140.78 12.68 80.09 122.59 70.51 88.03 45.83 10.68 1.88 4.30 0.82

GS-5 13.41 4.13 68.49 7.32 137.82 12.22 75.23 115.59 52.68 79.42 38.10 8.69 1.50 3.34 0.64

GS-7 11.56 3.37 66.50 6.94 157.07 10.98 42.55 109.90 54.83 56.08 40.17 9.09 1.50 3.42 0.69

mean 12.66 4.60 69.46 7.40 145.22 11.96 65.96 116.03 59.34 74.51 41.37 9.49 1.63 3.69 0.72 

GS-2 19.83 11.89 57.24 12.51 168.99 11.57 65.55 85.65 42.97 107.42 35.49 6.97 1.51 2.05 0.34

GS-3 24.47 10.66 74.76 12.33 157.97 12.28 93.97 120.10 29.54 78.67 22.14 5.31 1.30 1.51 0.33

GS-4 17.94 12.26 86.21 6.85 198.45 14.10 89.06 106.95 29.13 47.57 25.73 4.95 0.98 2.60 0.57

GS-6 10.47 8.56 46.72 5.01 102.18 11.55 45.20 78.39 41.33 67.91 33.43 5.58 1.35 1.58 0.34

mean 18.18 10.84 66.23 9.18 156.90 12.38 73.45 97.77 35.74 75.39 29.20 5.70 1.29 1.94 0.40 

GS-8 5.98 6.85 80.43 5.57 169.61 13.03 63.01 87.43 70.34 105.00 47.39 10.17 1.40 3.54 0.65

GS-9 5.11 10.86 104.50 7.78 220.57 19.64 75.36 129.94 58.96 127.31 57.18 6.44 1.79 3.94 0.80

GS-11 7.08 5.44 71.68 10.41 275.82 12.77 75.02 56.31 39.22 67.11 43.15 6.17 1.40 2.83 0.69

GS-12 15.20 14.92 137.73 3.78 95.82 13.22 71.52 114.39 21.46 43.48 28.15 3.14 0.99 1.52 0.35

GS-13 18.19 11.26 110.30 3.06 78.41 10.36 94.66 94.04 24.72 36.84 14.16 2.22 0.77 1.44 0.29

GS-20 17.45 14.26 131.38 3.60 85.47 12.60 111.90 118.23 24.20 43.83 17.62 4.15 1.07 1.66 0.40

mean 11.50 10.60 106.00 5.70 154.28 13.60 81.91 100.06 39.82 70.60 34.61 5.38 1.24 2.49 0.53 

GS-10 11.78 8.21 73.53 6.26 194.87 14.15 97.01 74.01 45.08 61.95 34.20 6.16 1.10 2.24 0.53

GS-14 7.67 14.39 71.46 4.38 156.45 11.30 72.79 98.05 30.32 56.48 29.48 5.25 0.70 1.50 0.39

GS-15 8.08 5.46 61.94 5.82 179.19 9.40 68.36 48.87 21.10 47.00 24.32 3.58 0.65 1.86 0.43

GS-16 14.02 11.38 74.42 4.35 180.99 12.94 106.89 87.90 35.63 52.17 28.72 5.34 0.88 1.83 0.43

GS-17 8.00 8.09 77.82 5.99 159.49 14.64 106.21 93.18 49.53 95.35 18.99 7.86 1.24 2.86 0.53

GS-18 6.16 6.60 58.78 4.91 148.21 11.02 78.28 63.81 39.84 48.72 29.96 5.09 0.89 1.90 0.37

GS-19 2.98 3.80 51.23 7.50 183.58 9.21 51.78 40.97 39.24 49.13 43.88 5.59 0.95 2.34 0.48

mean 8.38 8.28 67.03 5.60 171.83 11.81 83.05 72.40 37.25 58.69 29.94 5.55 0.92 2.08 0.45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Table 1.

Fig. 8. Geological map around the Munamri sites (after Jo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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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을 반정으로 하는 반상조직을 갖는다. 편광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문암리 토기의 대부분

은 기질에 알칼리 장석이 확인되어 주변에 분포하는

암석조성과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토기의 광물분석 결과에서도 반상 각섬석화강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운모, 석영, 장석, 각섬석, 녹니석 등

이 확인된다(Table 5). 편광현미경으로는 일부 토기에

서 알칼리 장석은 심하게 변질되어 있으며, 일부 토기

의 알칼리 장석은 퇴적물의 원마도와 구형도로 보아

각상 또는 아각상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토기에 포함된 알칼리 장석은 퇴적작용을 거

의 거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제작과정에서 암편을 부

수어 토기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토기(GS-

2, 3)의 단면관찰 결과, 기질부에서 흑운모의 견운모화

가 관찰되는 등, 문암리 유적의 토기는 주변의 원료

물질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문암리 유적은 해안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으나, 조개껍데기에서 기인한 CaCO3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편광현미경 관찰을 근거로 보

면 문암리 유적의 토기는 내부에 포함된 광물의 변질

된 정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입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봉합선상 조직이 발달한

석영이 포함된 토기는 변성암 풍화토로 제작하였으며

(GS-7, 14, 18을 제외한 시료), 입자의 경계가 명확하

며 변성의 흔적이 없는 석영이 포함된 토기(GS-7, 14,

18)는 화성암 풍화토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변질된 알칼리 장석과 토기의 기질에서 흑운모가

나타나며 일부 토기에서는 각섬석이 확인되기도 한다.

문암리 일대는 서쪽의 산악지대와 10km 정도 떨어

져 있으나 동해로 흘러드는 수계가 발달해 있으며, 이

수계는 문암천을 따라 유적까지 이어진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고

성 일대의 지질을 살펴보면 산악지역의 변성암 기원

퇴적물이 수계를 따라 이동이 가능하며, 문암리 유적

의 생활반경은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과 변성암 지대의

경계에 해당한다(Fig. 8). 따라서 문암리 토기는 유적의

Table 5. Estimation of firing temperatures for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Surface 

Patterns

Samples

Numbers

Mineral

Compositions

Firing

Environment

Firing 

Temperature

Absorption

Ratios (%)

Raised

pattern

GS-1 Q, M, K, P Oxidation 800∼900oC 15.51 

GS-5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4.68 

GS-7 Q, M, K, P Oxidation 800∼900oC 13.65 

Bomboo 

tube pattern

GS-2 Q, M, K, P Oxidation 800∼900oC 16.49 

GS-3 Q, M, K, P Oxidation 800∼900oC 16.09 

GS-4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8.68 

GS-6 Q, M, K, P Oxidation 800∼900oC 13.00 

Horizontal 

herringbone

pattern

GS-8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3.04 

GS-9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6.39 

GS-11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3.40 

GS-12 Q, M, K, P Oxidation 800∼900oC 19.31 

GS-13 Q, M, K, P Oxidation 800∼900oC 14.39 

GS-20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5.06 

Short slanted 

line and 

lattice pattern 

GS-10 Q, M, K, P, C, A Oxidation under 800oC 14.87 

GS-14 Q, M, K, P, A Oxidation 800∼900oC 14.19 

GS-15 Q, M, K, P Oxidation 800∼900oC 15.22 

GS-16 Q, M, K, P Oxidation 800∼900oC 14.63 

GS-17 Q, M, K, P Oxidation 800∼900oC 14.16 

GS-18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2.99 

GS-19 Q, M, K, P Oxidation 800∼900oC 13.86 

Incised thick 

line pattern

GS-21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4.02 

GS-22 Q, M, K, P, C Oxidation under 800oC 17.61 

Patternless

(red painted) 

GS-23 Q, M, K, P, H Oxidation 800∼900oC 15.50 

GS-24 Q, M, K, P, H Oxidation 800∼900oC 14.52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Table 1. Q; quartz, M; mica group minerals, K; alkali feldspar, P; plagioclase,

C; chloride, A; amphibole, H; hem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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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반경 이내에 분포하는 화강암과 변성암을 기반

으로 하는 토층에서 원료의 수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칠 무문토기에서 발견되는 적철석(Fe2O3)은 우리

나라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발색성이

우수한 적철석이 문암리 유적에서도 사용되었다. 신석

기 부산 가덕도 유적에서 출토된 주칠토기에서도 적철

석이 보고된 사례가 있으나, 문암리 유적에서는 신석

기 조기로 알려진 이른 시기부터 적철석이 사용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제작특성 및 소성환경 해석

신석기 전기의 융기문과 죽관문, 신석기 중기의 횡

주어골문, 단사선문 또는 격자문 토기들의 화학조성을

확인하여 시기 및 문양에 따른 원료물질의 선택이 달

랐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성인적 동질성 여

부를 검토하고자 화강암의 조성(Nockolds, 1954)과 운

석 초생치(Taylor and McLennan, 1985)로 표준화한

결과, 주성분과 미량 및 희토류 원소에서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여 성인적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분석대상 토기들은 시간적 차이가 약 3,000년에

이르지만 화학조성의 차이는 크지 않아(Fig. 9), 원료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인근 지역의 풍화토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암리 토기의 화학조성을 A-CN-K 삼각도에 도시

한 결과, 대부분 Al2O3, K2O, Na2O의 알칼리 원소

함량이 비슷하여 모두 유사한 분포범위에 도시된다. 그

러나 A-CNK-FM 삼각도에서는 시료에 포함된 녹니석

과 운모류, K-장석의 포함 정도에 따라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0). 따라서 토기의 문양에 따른

화학성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시료에 포함된 광

물에 따라 서로 다른 분포양상을 보인다. 미량원소에

서도 토기의 양식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

료의 수급지는 동일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 분석 결과, 문암리 토기는 문양에 상관없이 모

두 적색도와 황색도가 높게 나타나, 산화환경에서 소

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단면에서 적색과

흑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문암리에서 발굴된

Fig. 9. Normalized geochemical patterns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showing the major elements (A), trace

elements (B) and rare earth elements (C). Sample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Figure 1.



고성 문암리 출토 신석기 토기의 재질특성과 소성조건 211

야외노지에서 토기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하는 것

이며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환경에서 소성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기에 포함된 광물들은 소성온도에 따라 변화

하며, 문암리 토기의 소성온도를 추정하기 위해 녹니

석과 운모의 상전이 온도를 검토하였다. 녹니석의 X-

선 회절선은 800oC 부근에서 상전이하며 운모의 회절

선은 900oC에서 소멸된다. 따라서 녹니석이 검출된 일

부 토기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온도인 800oC 이하

에서 소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Table 5).

반면 녹니석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운모가 남아있는

토기들은 800~900oC 온도에서 소성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소성온도 추정방법(Lee et al.,

1998; Kim et al., 2009a; 2009b; Mangone et al.,

2013; Aquilia et al., 2012)이며,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여 토기 단면의 기질특성도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토기의 소성온도와 흡수율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

으나 같은 조건일 때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Kim et al., 2009a). 청동기 시

대 무문토기의 흡수율은 32%로 높게 나타나나(Kim

and Lee, 2015), 문암리 신석기 토기의 흡수율은 전체

적으로 낮고 소성온도와 상관관계도 높지 않다.

야외에서 소성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토기 내에서

도 부위에 따라 다른 소성온도를 나타낼 수 있고 열평

형이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체현미경에서

나타나는 기질은 공극이 많으며 치밀하지 못하다. 반

면 외부는 표면에 문양을 새기기 위해 표면처리를 했

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표면처리가 흡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언

1. 문암리 유적 출토 신석기 토기는 육안으로 모두

붉은 계열의 색도를 나타내며, 죽관문과 단사선문 및

격자문 토기는 융기문과 횡주어골문 토기에 비해 적색

도(a*)와 황색도(b*)가 모두 낮고, 주칠 토기는 적색도

(a*)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토기의 단면 색상이

크게 적색부, 점이부 및 흑색부가 관찰되며 흑심이 있

는 것으로 보아 산소가 충분하지 못한 산화환경에서

소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 연구대상 토기의 흡수율과 비중 모두 12.99~

19.31%와 1.62~1.90의 범위에서 중첩된다. 이는 태토

의 구성과 공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문양별

로는 죽관문 토기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이

문암리 토기는 모두 비교적 저온 소성된 것으로 온도

에 따른 흡수율 변화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미세조직 및 광물학적 분석 결과, 토기의 주요 광

물은 세립 내지 중립질의 알칼리 장석과 봉합선상 조

직이 발달한 석영이며 부분적으로 흑운모의 견운모화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토기들은 문양과 시기에 따라

화학조성의 차이 없이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그

러나 흑운모, 녹니석, 알칼리 장석이 다량 포함되어 있

는 토기에서 K2O, Fe2O3, MgO가 차이를 보인다. 이

는 원료의 차이라기보다는 재료의 선별과 정선과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문암리 토기를 구성하는 주요광물은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및 녹니석이며, 시기나 문양에 따라 큰

차이는 없다. 이를 근거로 소성온도를 해석한 결과, 시

기 및 양식에 관계없이 800oC 이하의 저온과 800~

Fig. 10. Triangle A-CN-K and A-CNK-FM diagrams showing of potteries from the Munamri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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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oC에서 소성된 토기가 공존하였다.

5. 문암리 일대는 산악지대와 10km 정도 떨어져 있

으나 동해로 흘러드는 수계가 발달하였고, 이 수계는

문암천을 따라 유적까지 이어진다. 고성 일대의 지질

로 보아 산악지역의 변성암 기원 퇴적물이 수계를 따

라 이동 가능하며, 문암리 유적의 생활반경은 화강암

과 변성암 지대의 경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암리 토

기는 유적의 반경 10km 이내에 분포하는 기반암의 풍

화토층에서 원료의 수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연구대상 토기의 구성원소에 대한 표준화 경향으

로 볼 때, 부화와 결핍 양상이 토기의 양식과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하여 성인적으로 거의 동

일한 토양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석기 전기와 중기라는 약 3,000년의 시간적 차이에

도 불구하고 주변의 토양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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