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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골 동위원소분석 방법은 식단에 따라 축적되는 양이 달라지는 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의 수치를
통하여 C3식물과 C4식물의 섭취, 육류와 어패류의 소비와 같은 생존 당시의 식생활을 복원하는 수단이
다. 본고는 그동안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었던 환황해 지역 先秦時期 중국의 인골 동위원소분석 연구
를 집성하고, 지역별・유적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며, 유사한 시기 한반도의 동위원소분석 자료와 상호
비교를 시도하였다. 유적은 총 20개소이며 지역에 따라서 한국 서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 중국 西遼河
지역, 중국 黃河하류지역, 중국 長江하류지역과 남해근접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유적별
로 현재까지 출간된 공반유물의 연구, 동식물유체 분석, 고환경 연구 등을 종합하여 동위원소분석 결과
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 남해근접지역에서는 어로의 비중이 높으며 야생식물의 섭취가 주를 이루고, 長江하류지
역에서는 벼를 위시한 C3 섭취의 비중이 높아진다. 黃河하류지역에서는 탄소동위원소의 평균값은 높아
지나 분포범위가 넓어 전반적으로 C4식물의 비중이 높아지지만 국지적으로 C3작물 혹은 야생식물의 이
용도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西遼河지역에서는 C4식물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였다. 질소동위원소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내륙에 있는 유적일수록 수치가 감소하여 해양자원의 가용성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서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의 탄소동위원소값은 중국 黃河하류지
역 수치의 범위 내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위원소분석 결과의 해석은 시론적 검토에 불과하나
향후 이 지역들 간의 환경, 생업방식 및 문화적 영향 등의 상호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주제어 동위원소분석, 先秦時代, 식생활, 서해안지역, 남해안지역, 중국 남해근접지역, 長江하류역, 黃河
하류역, 西遼河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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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秦時代 환황해 일대 식생활 및

생업방식의 검토
—인골 탄소・질소동위원소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石諾*

I. 머리말
2000년대 이후 선사와 고대의 식생활 연구는 인골의 동위원소분석이라는 획
기적인 분석방법의 적용을 통해 획득한 생물학적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
이다. 인골 동위원소분석은 인골 내의 콜라겐이나 탄산염 등의 조직을 추출하여
식단에 따라 축적되는 양이 달라지는 탄소와 질소의 안정동위원소의 수치로서
당시의 식생활을 복원한다. 밀, 보리, 쌀, 콩과 같은 주요 재배식물과 야생식물이
C3의 범주에 들어가고 조, 기장, 피 등의 잡곡류는 C4에 속하는데, 이들의 섭취
량의 대소에 따라 안정탄소동위원소값이 달라진다. 또한 육류와 어패류의 섭취
는 질소동위원소값의 고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원리는 이준정 등에 의해 소
개되었고, 분석 가능한 인골자료가 출토된 동삼동・고남리 등의 패총유적을 중
심으로 선사시대의 주요 생업방식과 농경의 전환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Choy
and Richards 2010; 이준정 2011). 또한 역사시대에는 예안리 고분군과 임당 고총

고분 내에 보존된 인골을 중심으로 고대의 식생활을 복원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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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신지영・이준정 2009).
한편 중국에서도 고대의 생업과 식생활의 복원에 있어서 동위원소분석의 활
발한 적용이라는 연구경향은 유사하다. 1980년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의 학자 蔡蓮珍과 仇士華(蔡蓮珍・仇士華 1984)이 동위원소분석 방법을 도입해서
仰韶유적과 陶寺유적의 인골과 동물유체에 대해 적용한 것이 그 효시였다. 2000

년대에 들어서 다시 활성화되었는데 蔡蓮珍과 仇士華의 지도에 따라 張雪蓮(張
雪蓮 외 2003)는 河姆渡유적, 殷墟유적, 前掌大유적 등 대표적인 중요 유적의 분

석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2년에 중국과학원의 지도하에 胡耀武(2002)가
B.P.8000~9000년 전 賈湖유적의 28구 인골에서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당시 거주민의 전면적인 식료조성을 제시한 연구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후
인골 동위원소분석은 활발해져서 사회과학원,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대학교, 산
동대학교, 길림대학교, 중산대학교에서 관련시설과 전공자가 증가하고 北阡유적
(王芬 외 2012)과 井溝子유적서구묘지(張全超 외 2008) 등 先秦時代 연구결과가 잇

그림 1 환황해 일대 인골 안정
동위원소분석 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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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표되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의 동위원소분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선사시대 환황해 일대 인골 탄소·질소동위원소 분석 유적 시대 일람표

이와 같이 양국에서 동위원소분석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의 연구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분석적 검토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
국이 선사시대부터 문화교류가 활발하였고, 특히 농경문화의 성립에 있어서 중
국으로부터 종자, 농경기법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집단의 이동 등을
통해 커다란 영향을 받은 한반도의 경우에 동시기 중국지역 유적들의 연구성과
를 상호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황해지역
선사시대 先秦時期(약 B.C.6000~300)의 인골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축적된 안정동위원소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별 환경조건과 연계하여 각 지
역의 생활상의 고찰 및 지역 간 상호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지리환경에 따라 일차적으로 6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중국은 남
중국해와 면한 남해근접지역, 長江지역, 黃河지역, 북동부의 西遼河지역으로 나
누었고, 한국은 분석자료가 존재하는 남해안지역과 서해안지역의 두 지역으로
구분지었다(그림 1).
본 연구의 목표는 (1) 현재까지 한・중 양국의 先秦時期 동위원소분석이 수
행된 연구자료를 집성 및 소개하고, (2) 이들의 검토 및 간단한 상호 비교를 통

先秦時代 환황해 일대 식생활 및 생업방식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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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의 환경과 식단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3) 동위원소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중국과 한반도의 생업방식을
통한 문화적 상관관계를 재고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분석원리를 간략하게 상고하고 각 지역 및 유적별 분
석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이와
같은 단순 비교검토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보완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 탄소・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원리
안정동위원소 분석(이준정 2011: 34)은 인간이 섭취하는 각 식료 특유의 동
위원소가 인간의 신체에 축적되며 그 비율은 시간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인골로부터 콜라겐(bone collage)이나 탄산염(bone apatite
carbonate) 등의 조직에서 다양한 동위원소수치를 검출하여 생전에 섭취한 식료
의 종류 및 비중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준정(2011)의 논고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탄소동위원소(δ13C)
광합성의 과정에서 탄소분자의 고정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C3식물군과 C4식물

그림 2 한국 식용자원의 동
위원소값 분포도 (Choy and
Richards 2010, Fig. 4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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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각각 상이한 정도로 탄소12를 흡수하며 이는 탄소동위원소수치에 반영된
다. 일반적으로 재배식물인 벼, 보리, 밀, 콩, 팥은 C3식물에 속하며, 조, 기장, 피
등의 잡곡은 C4식물에 속한다. 야생식물 대부분이 C3식물에 속하는데, 식물 채집
의 주 대상인 초본류, 과실류, 견과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준정 2011: 35). C3식
물의 탄소동위원소값은 -26.5‰, C4식물은 -12.5‰이다(Van der Merwe 1982: 596606). DeNiro(DeNiro and Epstein 1978: 495-506)의 원리에 근거하여 탄소동위원

소값이 -17‰ 이하로 나타날 때 C3식물을 주로 섭취한 것으로 -15‰ 이상으로 나
타날 때 C4식물을 주로 섭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준정 2011: 36).

2. 질소동위원소(δ15N)
질소동위원소(δ15N)는 단백질에서 유래하며 식물성 식료에서보다 동물성 식
료에서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Ambrose, et al. 1997: 343-361), 주로 동물성 식료
의 섭취량을 반영한다(DeNiro 1985: 806-809). 영양단계로 분류되는 기준이 3‰
(Hedges and Reynard 2007)라고 가정하면 보통 육상동물 중 잡식성 동물의 질소

동위원소값이 7~9‰이고, 육식성 동물의 질소동위원소값은 9‰ 이상으로 나타
난다. 또한, 수생생물을 섭취하면 질소동위원소값은 높고 해양생물을 섭취한 경
우에는 가장 높게 나타난다(Richards, et al. 2005: 390-394).
자연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식용자원을 섭취하고, 섭취된 식료

그림 3 인골 중에 나타나는
보정된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
수치(王芬等 2012, 圖1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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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화・흡수된 후에 인골콜라겐으로 전환되는데, 연령 및 식용자원의 종류
에 따라 어느 정도 동위원소를 농축하게 된다. 이때 탄소동위원소 농축범위
는 4.5~6.1‰이고 질소동위원소 농축범위는 3~5‰이다(Hedges and Reynard,
2007). 중국학자 王芬 등은 일본 연구자의 연구결과(Yoneda, et al. 2004; Kusaka,
et al. 2010)에 근거하여 인체에서의 동위원소 측정비율을 고정하였다. 식용자원

C3식물, C4식물, 해양패류, 해양어류, 육상초식동물, 담수어류를 인간이 섭취한
후에 농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3)(王芬 외 2012). 이는
탄소 및 질소동위원소분석을 통해 인골의 생전 식단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으로 작용하고 있고, 본고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음식
을 섭취하였을지라도 동위원소비가 국지적 환경이나 보존상태 등에 따라 어떻게
변하며 그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러한 난점
을 유념하되, 본고에서는 일반적 원리에 기초하여 각 유적별 동위원소분석 사례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환황해 일대 출토된 인골 탄소 및 질소 안

III. 先秦時代
정동위원소 분석사례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축적된 先秦時代에 해당하는 고인골의 안정동위원
소분석 사례를 집성하였다. 한국의 경우 토양이 산성인 환경이 우세하여 인골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패총에서 확인된 소수의 인골시료(최소 14개체)만이 분석
되었다. 시료의 양이 빈한한 점은 중국 남해근접지역(3개체)도 유사하지만, 長
江유역(25개체), 黃河유역(103개체)과 西遼河지역(20개체)에서의 인골 출토량

은 많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시료 수가 많다. 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리적으
로 유적이 군집된 양상에 따라 중국의 남부권역, 長江권역, 黃河권역, 초원의 西
遼河지역 그리고, 한국의 남해안권역과 서해안권역의 두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하였다. 또한 각 유적의 인골자료를 분석한 연구자 및 인용문헌에 관계된 정보는
지면관계상 〈표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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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사시대 환황해 일대 인골 탄소·질소동위원소분석 결과 일람표

한국
남해안
지역

유적명

문화/시기

인골양상

인골동위원소 연구자와
기관

d13C(‰)

d15N(‰)

참고
문헌

동삼동패총

신석기시대,
B.P.4300±40년

1점

Choy and Richards
(독일 막스 플랑크 진
화인류학연구소)

-14.8

18.1

1

대포패총

신석기시대,
B.P.5930±40~5695±40년

김헌석
5점이며 2개
체이상
(일본종합대학연구원)

-13.1±
0.4

15.6±
0.7

2

안도패총

신석기시대,
B.P.6620±110~7430±60년

5개체

Kyungcheol Choy
(독일 막스 플랑크 진
화인류학연구소)

-13.5±
0.5

15.2±
0.5

3

신석기시대, B.P.3130±60년

1개체

안덕임

-17.83

9.12

-12.2

10.1

-15.4

10.6

-8.918

9.6412

-5.43

8.652

-4.132

9.860

-12.38

9.75

7

-8.167

-

8

고남리패총
한국
서해안
지역
대죽리패총

중국
西遼河
지역

중국 中原
문화와
북방문화
맞닿는
지역

중국
黃河하류
지역

興隆窪유적

安德任 외

청동기시대, B.C.8~5세기경 완쪽 윗팔뼈

신석기시대, B.P.4530년

안덕임
(한서대학교, 독일 막
1점, 대퇴골
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신석기시대 興隆窪문화,
B.C.6200~5200년

7개체

신석기시대 紅山문화,
B.C.4700~3000년

1개체

청동기시대 夏家店下層문화,
B.P.4000~3000년

2개체

井溝子서구

春秋末期~戰國初期,

묘지

B.C.550~300년

琉璃河유적

西周, B.C.1039~560년

(한서대학교,
북해도대학교)

10개체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張全超 외
(길림대학교)

19개체

4

5

6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北莊유적

신석기시대 龍山문화,
B.C.4000~2500년

1개체

-7.892

13.174

9

古鎮都유적

신석기시대 大汶口문화
중ㆍ말기, B.P.5500년

4개체

-8.4395

9.615

10

北阡유적

신석기시대 大汶口문화초기,
B.P.6100~5500년

20개체

王芬 외(산동대학교)

-9.16±
0.66

8.09±
0.96

11

小荊山유적

신석기시대 後李문화,
B.P.8500~7500년

10개체 사용
가능

胡耀武 외(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연
구소, 중국과학원)

-17.8±
0.3

8.99

12

西公橋유적

신석기시대 大汶口문화,
B.P.5000~4500년

19개체

胡耀武 외
(중국과학원)

-14.97±
3.87

8.40±
1.32

13

前掌大유적

商末周初, B.P.3000년

49개체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8.92

10.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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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長江
하류지역

중국
남해 인근
지역

胡耀武 외
(중국과학원)

-20.04±
0.21

9.69±
0.33

15

-19.9

10.8535

16

4개체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18.2393

11.3985

17

신석기시대
B.P.7000~6000년

2개체 사용
가능

胡耀武 외
(중국과학원)

-17.0±
1.3

13.8±
1.4

18

신석기시대
B.P.8000~7000년

1개체

張雪蓮 외
(중국사회과학원)

-18.799

-

19

三星村유적

신석기시대
B.P.6500~5500년

19개체

崧澤유적

신석기시대
B.P.5800~5000년

2개체

河姆渡유적

신석기시대
B.P.6800~6000년

鯉魚墩유적
頂螄山유적

표 2-2 표 2-1의 참고문헌
번호

참고문헌 내용

1

신숙정, 2009, 「동삼동 발굴 80주년의 회고: 橫山將三郞과 L. L. Sample」, 『동삼동패총의 재조명』, 한국신석기학회·동
삼동패총전시관.
임학종, 2009, 「東三洞貝塚의 發掘과 成果」, 『동삼동패총의 재조명』, 한국신석기학회·동삼동패총전시관.
부산박물관, 2007, 『東三洞貝塚淨化地域發堀調査報告書』.
안덕임, 2011, 「同位元素分析을 이용한 新石器時代의 食生活과 貝塚遺蹟의 占有季節性硏究」, 『동방학』 21권: 192.
Choy and Richards, 2010, Isotopic evidence for diet in the Middle Chulmun period: a case study from the
Tongsamdong shell midden, Korea,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2(1).

2

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경상대학교박물관 20주년 기념 발굴유적과 유물 도록』.
김헌석, 2010, 「대포패총출토 인골의 연대와 식성에 관해서」, 『韓國新石器硏究』 20.
趙現鐘·梁成赫·尹溫植, 2009, 『安島貝塚-여수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건설구간 내 유적』,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第58
冊.

3

Kyungcheol Choy, Deogim An, Michael P. Richards, 2012, Stable isotopic analysis of human and faunal remains
from the Incipient Chulmun (Neolithic) shell midden site of Ando Island,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9.

4

한양대학교박물관, 1998, 『안면도고남리패총-8차발굴조사보고서』.
안덕임, 2006,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활 복원 연구-고남리패총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4.
安德任·米田穰·赤澤威, 1994, 「탄소·질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선사인의 식생활 연구」, 『고고학지』 6.

5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서산 대죽리 패총』,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안덕임, 2011, 「同位元素分析을 이용한 新石器時代의 食生活과 貝塚遺蹟의 占有季節性硏究」, 『동방학』 21권.

6

索秀芬·李少兵, 2011, 「興隆窪文化分期與年代」, 『文物』 8.
霍東風, 2010, 「環渤海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孫永剛, 2010, 「夏家店下層文化經濟形態研究」,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7

張全超·Jacqueline T. ENG·王立新·塔拉, 2008, 「內蒙古林西縣井溝子西區墓地人骨的穩定同位素分析」, 『邊疆考古研究』
第七輯.

8

張雪蓮·仇士華·蔡蓮珍, 2003, 「琉璃河西周墓葬的高精度年代測定」, 『考古學報』 1.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9

北京大學考古實習隊·烟台地区文管会·长岛县博物馆, 1987, 「山東長島北莊遺址發掘簡報」, 『考古』 5.
霍東風, 2010, 「環渤海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10

煙台市博物館·棲霞牟氏莊園文物管理處, 2008, 「山東棲霞市古鎮都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 2.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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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東大學曆史文化學院考古學系·青島市文物保護考古研究所·即墨市博物館, 2011, 「山東即墨市北阡遺址2007年發掘簡
報」, 『考古』 11.
王芬·樊榕·康海濤·靳桂雲·欒豐實·方輝·林玉海·苑世領, 2012, 「即墨北阡遺址人骨穩定同位素分析沿海先民的食物結
構」, 『科學通報』 12.

12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章丘市博物館, 1996, 「山東章丘小荊山遺址調查,發掘報告」, 『華夏考古』 2.
胡耀武·欒豐實·王守功·王昌燧·Michael P. Richards, 2008, 「利用C、N穩定同位素分析法鑒別家豬與野豬的初步嘗試」,
『中國科學D輯:地球科學』 38卷 6.

13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山東滕州市西公橋大文口文化遺址發掘簡報」, 『考古』 10.
王芬·樊榕·康海濤·靳桂云·栾丰实·方辉·林玉海·苑世领, 2012, 「即墨北阡遺址人骨穩定同位素分析沿海先民的食物結
構」, 『科學通報』 12.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5, 『滕州前掌大墓地』, 文物出版社.
張雪蓮·仇士華·鍾建·梁中合, 2012, 「山東滕州市前掌大墓地出土人骨的碳、氮穩定同位素分析」, 『考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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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蘇省三星村聯合考古隊, 2004, 「江蘇金壇三星村新石器時代遺址」, 『文物』 2.
胡耀武·王根富·崔亞平·董豫·管理·王昌燧, 2007, 「江蘇金壇三星村遺址先民的食譜研究」, 『科學通報』 52.

16

上海市文物保管委員會, 1962, 「上海市青浦縣崧澤遺址的試掘」, 『考古學報』 2.
黃宣佩·張明華, 1980, 「青浦縣崧澤遺址第二次發掘」, 『考古學報』 1.
鄒厚本·吳建民·穀建祥, 2000, 『江蘇考古五十年』, 南京:南京出版社.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17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浙江省博物館, 1987, 「河姆渡遺址第一期發掘報告」, 『考古學報』 1.
河姆渡遺址考古隊, 1980, 「浙江河姆渡遺址第二期發掘的主要收獲」, 『文物』 5.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18

李法軍·馮孟欽, 2009, 「鯉魚墩新石器時代貝丘遺址出土人骨的研究意義」, 『邊疆民族考古與民族考古學集刊』, 北京:文物出
版社.
胡耀武·李法軍·王昌燧·Michael P. Richards, 2010, 「廣東湛江鯉魚墩遺址人骨的C、N 穩定同位素分析:華南新石器時代先
民生活方式初探」, 『人類學學報』 29卷 3.

19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廣西文物工作隊·南寧市博物館, 1998, 「廣西邕寧縣頂螄山遺址的發掘」, 『考古』 11.
張雪蓮·王金霞·冼自強·仇士華, 2003, 「古人類食物結構研究」, 『考古』 2.

1. 중국
1) 중국 남해근접지역
중국 남해근접지역에서 鯉魚墩유적과 頂螄山유적이 유일하다. 그 이유로는
이 지역은 대개 산성토양으로 先秦時代 인골의 보존이 어려운 환경이어서, 소수
의 패총 출토 인골만이 시료로서 사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頂螄山유적의 경우에
는 질소동위원소의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頂螄山유적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따라서 중국 남해근접지역은 鯉魚墩유적의 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로 제
한하여 동위원소수치를 살펴보았다(그림 4).
(1) 鯉魚墩유적(그림 4-1)

鯉魚墩유적은 중국 廣東省 北部灣동안 遂溪縣 江洪鎭 北草村 동남에 위치

한다(李法軍・馮孟欽 2009). B.P.8000~7000년 전의 8개 무덤에서 출토된 약 7

先秦時代 환황해 일대 식생활 및 생업방식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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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鯉魚墩유적

그림 4 중국 남해근접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기의 인골 중 2개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胡耀武 외 2010).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7.9~-16.1‰(평균: -17.0±1.3‰)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2.8~14.8‰(평균: 13.8±1.4‰)이다. 현재까지 고고연구결과, 본격적인 도작
농경과 목축활동의 근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陳偉駒・李法軍 2013). 인골의 치아
분석을 통하여 당시 거주민들이 일정량의 야생 근경류(根莖類) 식물(陳偉駒・李
法軍 2013: 49)을 많이 섭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탄소동위원소수치가

낮게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중국 華南지역에서 토란과 같은 근경류의
농경을 행했다는 일부의 시각(Zhijun Zhao 2011)과 일치한다. 이곳에서 식물유체
와 같이 근경류의 경작에 관련된 직접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보다 패총에서 출토된 다량의 패각과 높은 질소동위원소수치로 보아 해양
자원이 주식으로 상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출토된 식용 패류로는 대표적
으로 굴, 백합이 있으며 해양성 어류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물유체 연구는 진
행 중이나 아직 바다 포유동물의 섭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육상동물인 사슴, 코
끼리, 토끼 등의 뼈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수렵으로 육류를 일부 섭취하였던 정황
을 보여 준다. 한편 치아의 마모상태가 심각하여 모래와 흙이 뒤섞이고 정제되지
못한 상태로 식료를 섭취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陳偉駒・李法軍 2013: 48), 요
약하면, 이곳의 거주민은 어로, 수렵과 채집활동을 통하여 식료를 취득하였던 것
으로 보이며 근경류의 원시적 농경의 가능성만이 제기된 상태이다.
(2) 頂螄山유적

頂螄山유적은 중국 廣西壯族自治區 邕寧縣에 위치하는 패총유적이다. 연대

는 B.P.7000~6000년경으로 추정하며 분묘 100여 기가 확인되었다. 1개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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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에서 검출된 탄소동위원소값은 -18.8‰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은 구하지 못하였
다(張雪蓮 외 2003). 발굴 결과, 농경활동과 관련된 도구는 부재한 반면에 대량의
골각기, 조가비제품(蚌器), 수생동물과 육상동물의 유체는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 외 1998). 비록 1개체지만 탄소동위원소수치가 낮은 것은

야생식물자원의 섭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출토 유물로 보아 어로와 수
렵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P.8000~6000년의 중국 남해인
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탄소동위원소의 낮은 수치(평균: -18.8~-17.0±
1.3‰)는 야생식물의 이용과 혹은 근경류의 경작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로 및 수렵의 부산물이 다량으로 확인되고, 鯉魚墩유적의
경우, 질소동위원소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어로 및 수렵의 비중이 생업에서 주
요한 방식이었다고 판단된다.

2) 중국 長江하류지역
長江하류지역은 중국의 중요 도작농경지역으로서 인골자료가 출토되어 동

위원소분석이 진행된 사례로는 三星村유적, 崧澤유적과 河姆渡유적을 들 수
있다. 이들 3개 유적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연대폭이 작다
(B.P.6800~5000). 그리고 동위원소수치도 서로 비근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인다(그림 5).
(1) 三星村유적(그림 5-2)

三星村유적은 江蘇省 金壇市 西崗鎮의 三星自然村 북쪽에 위치하며, 長江 중・

하류의 중요한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주거지, 회갱(灰坑), 분묘 등의 유구가 확인

2.三星村유적   3.崧澤유적   4.河姆渡유적

그림 5 중국 長江하류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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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三星村1기 문화층에서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된 곳이다(江蘇省三星村聯合考
古隊 2004). 연대는 B.P.6500~5500년경에 속한다(江蘇省三星村聯合考古隊 2004).

19구의 인골 시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20.4~19.6‰(평균: -20‰)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8.9~10.3‰(평균: 9.7‰)로
나타났다. 탄소동위원소수치가 낮은 편으로 거주민들은 주로 C3식물을 섭취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長江 중하류라는 지리적 위치와 탄화미의 존재로 보아 식용한
C3식물은 주로 벼로 추정되지만, 야생식물의 식단에서의 비중도 높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胡耀武 외 2007: 87). 한편 산맥과 하천이 유적에 근접하여 있어 어로
와 수렵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유적에서 다양한 야생 육상 포유동
물 유체와 고둥패각이 출토되었고(江蘇省三星村聯合考古隊 2004), 질소동위원소값
도 9‰ 이상으로 수렵과 어로에 의한 육류와 패류의 섭취량 또한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유적의 동위원소분석 결과는 생계방식이 벼 위주의 농업과
부차적인 어로와 수렵 및 채집 활동이 결합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기존의 논의와
부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질소동위원소의 수치가 아주 상향된 것은 아니
어서 육류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유한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에 의한 것
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胡耀武 외 2007: 87).
(2) 崧澤유적(그림 5-3)

崧澤유적은 중국 上海市 靑浦區 崧澤村에 위치하며, 이곳에서 분묘 40여 기

가 발견되었고 인골에서 얻은 C14연대는 B.P.5800~5000이다(黃宣佩・張明華
1980: 57). 벼 낟알과 잎의 유체 및 태토에 볏짚을 첨가한 정(鼎)과 부(釜) 등 토

기(黃宣佩・張明華 1980: 55)가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崧澤문화유형에 속하는
浙江省 吳興市 邱城유적에서 농경과 관계된 삼각형 돌보습[石犁]이 출토(梅福
根 1959: 479)되기도 하였다. 2구의 인골에서 검출한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20.2~-19.6‰(평균: -19.6‰)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9.7~12.0‰(평
균: 10.9‰)에 해당한다.
동물유체(上海市文物保管委員會 1987)로는 야생동물 사슴, 사불상, 노루, 거북,
잉어, 가축 돼지, 개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중에서 돼지뼈가 가장 수량이 많
다. 돼지의 악골과 치아를 鑑定한 결과, 집돼지로 판정되었고, 돼지 모양의 陶匜
가 출토되어 당시 돼지사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자
와 화분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형환경을 복원한 결과(王開發 외 1980: 63), 당시
長江 三角洲는 넓게 형성되었고 崧澤유적은 당시 해안선과 원거리에 있었기 때

문에 해양자원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소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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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인 높은 수치는 돼지를 비롯한 가축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육류 소비량
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동위원소분석 결과는 거주
민들이 벼를 주요 식용자원으로 상용했으며 목축과 수렵, 어로 등으로 나머지 식
단을 구성했을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3) 河姆渡유적(그림 5-4)

河姆渡유적(河姆渡遺址考古隊 1980)은 중국 浙江省 寧波市 餘姚市 河姆渡鎮에

위치하며, C3식물인 재배 벼의 유체가 대량으로 확인된 중요 유적이다. 또한 굴

지구로 추정되는 도구[耜]가 다량으로 출토하여 원시농경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424-428). 또한 분묘 27기와 대형의 고상목조가

옥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탄소연대는 B.P.6800~6000(인골이 출토된 층위의 C14
연대)이다. 인골 4구에서 검출한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9.8~-15.1‰(평
균: -18.2‰)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1.2~11.6‰(평균: 11.40‰)이다.
탄소동위원소값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식생활에서 벼를 포함한 C3식물자원의 섭
취가 많았고 육식의 비중도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張雪蓮 외 2003).
한편, 돼지와 야생동물인 원숭이(Macaca mulatta), 물소, 사슴 등의 뼈 및 야
생식물의 과실이 출토되어 당시에 목축, 어로, 수렵과 채집이 이루어졌을 것으
로 추정되며(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373-375) 질소동위원소값도 높은 편이다.
2003년 동물유체 분석결과(浙江省博物館自然組 1987: 95-107)를 참조하면 당시는
현재의 중국 華南 廣東省의 기후와 유사한 온난습윤한 환경이 우세하여 전반적
인 식물의 생산력과 동물의 생장을 촉진했던 기간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동위원
소분석으로 보아 河姆渡유적에서는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벼 위주의 농업
과 야생식물의 섭취가 식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목축 혹은 수렵, 채집
에 의한 생계방식의 비중도 상당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B.P.6800~5000년경 중국 長江하류지역의 거주민들은 낮은 탄소동위원소
값(평균: -20~-18.2‰)과 상대적으로 높은 질소동위원소값(평균: 9.7~11.4%)
을 보이는 특징을 공유하는데 이는 거주민들의 음식물 조성과 이에 영향을 준 생
업방식에서 공통점이 있음을 추론케 한다. 즉, 先秦時期 長江하류지역은 벼 위주
농업과 함께, 목축, 어로, 수렵, 채집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생계방식
을 지녔고 동위원소분석도 이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3) 중국 黃河하류지역
중국 黃河하류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골을 보존하기에 좋은 토양조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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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北莊유적  6.古鎮都유적  7.北阡유적  8.小荊山유적
9.西公橋유적  10.前掌大유적

그림 6 중국 黃河하류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기타 지역보다 동위원소분석 시료가 가장 많다. 이 지역의 인골 동위원소연구 사
례는 수량적으로도 많고 시기적으로도 신석기시대~商末周初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다. 중국 黃河하류지역에 거주한 先秦時代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여러 차례 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중국 黃河하류지
역 탄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그림 6)를 작성하였다. 중국 黃河하류지역에
위치한 유적들 중에서 小荊山유적이 가장 선행한다.
(1) 小荊山유적(그림 6-8)

小荊山유적(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외 1996)은 중국 山東省 章丘市 刁鎭 茄莊村

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초기 문화인 後李문화에 속한다. 後李문화층
은 3층이고 집자리와 灰坑들이 발견되었으며 연대는 B.P.8500~7500이다. 10구
의 인골에서 검출한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8.2~-17.4‰(평균: -17.8‰)이
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8.1~9.4‰(평균: 9‰)이다. 인골 질소동위원소수
치는 9‰로 확인되므로 상당량의 육류를 섭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胡耀武 외
2008: 693).

생업과 관련하여 출토유물(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외 1996: 22)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석기로는 석부, 돌보습[石犁]형기, 갈판
[磨盤], 갈돌[磨石], 석마봉[磨棒] 등이 있고, 수렵에 관련한 도구는 골제화살촉
과 골제작살이 있다. 또한 李秋芳(李秋芳 2012: 152)은 小荊山유적에서 조로 추정
되는 규소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출토된 석기와 결부시켜 당시에 농업활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동위원소수치(평균:
-17.8‰)를 고려하면, 後李문화에 속한 小荊山유적은 조・기장을 중심으로 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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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동은 제한적이고 초보적 발전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동물뼈로 만든 도구와 수렵도구 이외에도 야생포유동
물뼈, 조류뼈, 사슴뿔, 담수패류 껍데기와 담수어류뼈를 발견했는데 이를 통해
수렵과 어로가 시료를 얻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小荊山유적에서는
1점의 陶豬와 십여 마리의 돼지뼈도 출토되었는데 돼지뼈를 통하여 당시의 돼지
가 상대적으로 야생종의 특성이 있으나 집에서 기른 돼지라고 추정했다(何德亮
2004: 61). 그리고 같은 後李문화에 속한 月莊유적에서 발견된 돼지뼈를 동위원

소분석하여 小荊山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와 대비하여 4마리 중 2마리의 동위원
소수치가 小荊山인골의 동위원소수치와 같은 분포범위를 보이기 때문에 그 2마
리의 돼지가 가축이라고 판단했다(胡耀武 외 2008). 이로 보아 後李문화기에는 가
축사육이 있었을 것이며, 小荊山유적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양자
원의 섭취가 질소동위원소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
다고 생각된다.
(2) 北阡유적(그림 6-7)

北阡유적(山東大學曆史文化學院考古學系 외 2011)은 중국 山東省 即墨市 金口
鎭 北阡村에 위치하며 大汶口문화 유적으로 주거지 일부와 다인 합장묘 등이 확

인되었고 B.P.6100~5500에 해당한다. 北阡유적에서 발견된 20구의 탄소동위
원소값의 범위는 -10.3~-8.0‰(평균: -9.2‰)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6.2~10‰(평균: 8.1‰)이다. 따라서 조・기장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로가 주요한
생업방식이며 목축과 수렵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한 견해가 있다(王芬 외 2012:
1039).

출토된 동물 유체의 분석결과, 야생 육상과 해양 동물이 확인되고, 그중 집돼
지가 57마리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당시 가장 중요한 육식의 공급처였을 가
능성이 있다(宋豔波 2011: 18). 또한, 주로 조와 기장의 종실이 확인되었다(趙敏
2009). 높은 탄소동위원소의 값은 C4식물의 식단에서의 비중이 괄목할 만큼 증대

하였음을 보여 주며, 조와 기장이 검경되어 식물고고학적 분석과 일치한다, 그러
나 어류를 섭취한 유적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질소동위원소수치는 다량의
집돼지 유체의 발굴상황과 상치되며 식단에서의 육류의 섭취는 생각만큼 중요하
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3) 古鎮都유적(그림 6-6)

古鎮都유적은 중국 山東省 棲霞市 古鎮都村에 위치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大
汶口 중・말기 문화로 B.P.5500년경의 유적(林仙庭 외 2008)이다. 4개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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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9.5~-8‰(평균: -8.4‰)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은
9.6‰이다.
인골 탄소동위원소 평균값이 -8.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중원지역의 유
적들과 비슷하다. 인골 질소동위원소 평균값이 9.62‰여서 당시 인간들은 C4식
물류를 주식으로 섭취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張雪蓮 외 2003: 68). 古鎮都유적은
식생활에서 北阡유적과 유사해서 조・기장을 중심으로 농업과 어로가 주요한 생
업방식이며 목축과 수렵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西公橋유적(그림 6-9)

西公橋유적은 중국 山東省 滕州市 官橋鎭 西公橋村에 위치하며 B.P.5000~

4500에 해당하는 주거지, 우물과 분묘가 발견되었고 다양한 토기가 출토되었다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인골은 19개체를 분석한 결과, 탄소동위원소값의 범

위는 -23.8~-10.2‰(평균: -15‰)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4.6~10.4‰
(평균: 8.4‰)이다.
인골 탄소동위원소값이 -14.97‰±3.87, 질소동위원소값이 8.40‰±1.32(王
芬 외, 2012: 1039)으로 확인되었다. 탄소동위원소값과 질소동위원소값에 의하여

당시 인간들은 C3식물(벼)과 C4식물(조・기장)을 섭취하고 일정한 정도로 육식
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胡耀武 외 2005: 565).
〈그림 6〉을 보면 西公橋유적은 같은 大汶口문화에 속한 古鎮都유적이나 北阡
유적보다 질소동위원소수치가 낮은 것(평균: 0.3~1.1‰)으로 보인다. 그것은
西公橋유적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해산물을 취하기 어려운 대신 야생 초

식동물을 많이 섭취하였기 때문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유체분석 결과, 사
슴, 노루, 사향노루 등 야생 초식동물이 많이 확인되는데 주로 이들이 주요 수렵
대상으로 추정된다(何德亮 2009: 43). 동시에 집돼지뼈도 확인되어, 이를 통해 당
시 가축사육이 부차적인 생업방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西公橋유
적에서는 조와 벼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주요한 생업방식으로 수렵과 목축이 보
조적인 식량 공급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北莊유적(그림 6-5)

중국 膠東半島에 자리 잡고 있는 北莊유적은 山東省 煙臺市 長島縣 北莊村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龍山문화에 속한 北莊1기, 北莊2기가 발견되고 초기 청동
시대 문화에 속한 岳石문화층도 출토되었다(北京大學考古實習隊 외 1987). 北莊1
기문화를 위주로 하고 상대연대는 B.C.4000~2500년이다(霍東風 2010). 北莊유

적에서 발견된 인골 1구(신석기시대)의 탄소동위원소와 질소동위원소값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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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3.2‰인데 이를 통해 C4식물이 식생활의 기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張雪蓮 외 2003).

그런데 이곳은 중국대륙과 왕래하기 편리해서 음식물의 조성은 중국 내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北莊1기문화의 紅燒土로 구성된 벼 껍질에 기장
까끄라기가 있는 껍질(北京大學考古實習隊 외 1987: 391)을 섞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벼의 이용이 이미 활성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탄소동위원소는 C4
식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7.9‰)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약간 높은 질소동위원소값(13.2‰)은 해양자원의 섭취에 기인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6) 前掌大유적(그림 6-10)

前掌大유적은 중국 山東省 滕州市 官橋鎭 前掌大村에 위치하며 출토 유물

에 근거하여 商末周初의 문화(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5)로 알려져 있다.
선후 7차례 발굴했는데 출토된 商末周初의 무덤이 수백 기에 달하며 그 연대
는 B.P.3000년경이다.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가장 많은 49개체이며 탄소동위
원소값의 범위는 -12.8~-7‰(평균: -8.9‰)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7.2~13.2‰(평균: 10‰)이다.
탄소동위원소값이 -8.9‰ 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이 10‰인데 탄소동위원소값
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식생활에서 C4의 섭취가 증가하였고 일정한 C3식물(벼나
밀)을 식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張雪蓮 외 2012). 前掌大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체의 종류에 근거하여 당시의 환경은 온난습윤 기후에서 냉량한 기후로

변환하는 과도기(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5: 767)였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고
온다습한 기후보다 건조환 환경이 조와 기장의 생장에 적합했던 정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西周 琉璃河유적은 前掌大유적과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하지만 비슷
한 기후와 환경이라서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張雪蓮(張雪蓮 외 2003: 68)는 중국
화경농경 지역에서 조・기장이 주요 작물임을 제시했다. 琉璃河유적에서 발견된
인골시료의 동위원소분석(張雪蓮 외 2003) 결과 거주민들이 주로 C4식물을 섭취
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분석결과를 참조해 前掌大의 거주민들도 C4식물을 주식
으로 섭취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薛河고하도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前掌大묘지(南區)에서는 민
물조개 패각과 고둥패각을 발견했는데, 만약 패각들이 모두 原生物種이면 당시
이 지역은 상당한 시간 동안 온난하고 습윤하였을 것이다(袁靖・楊夢菲 2005).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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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하고 습윤한 기후와 주변 환경에 근거하여 당시 도작농경의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추정하였고 민물패각의 발견을 통해 당시 민물 수산자원이 이용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前掌大묘지에서는 육상 포유동물의 유체(袁靖・楊夢菲 2005)가
출토되었는데 가축사육과 수렵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前掌大유적은 바다
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해양자원을 섭취하기 쉽지 않다. 요약해 보면, 前掌
大유적은 조 위주의 농업이 주요한 생업방식이었으며 도작농경, 어로, 수렵과 목

축이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 黃河하류지역에서 출토된 인골시료는
수량이 적으나 현재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後李문화 인골(1개 유적), 大汶口문
화기 인골(3개 유적), 商末周初(1개 유적)의 인골이다. 신석기시대 중기 인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시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後李문화에 속한 小荊山유적
에서는 조・기장을 중심으로 한 농경의 비중이 크지 않고 채집, 수렵, 어로, 목축
등의 생활방식을 병행했을 것이다. 大汶口문화기의 인골시료 분석결과는 탄소동
위원소값이 C4식물을 섭취한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 내에 분포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주요 생업방식이었지
만 탄소동위원소의 분포범위가 넓고 최저값이 -23.8‰까지 낮아진다. 따라서 일
부 C3식물인 벼, 보리, 밀 그리고 야생식물의 섭취비중이 높았던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질소동위원소값을 본다면 어로, 수렵과 목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大汶口문화 시기에는 농경, 어로, 목축과 수렵을 결합한 생업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商末周初문화 시기에는 C4식물이 주요 식용자원이었고 어
로, 목축, 수렵 등의 생업활동도 병행되었다.

4) 중국 西遼河지역
중국 西遼河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생업활동에서 다
른 유적들과 차이점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지역에서 취한 시료는 신석기시
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그림 7〉은 중국 西遼河지
역에서 先秦時代 4곳의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를 참조해서 탄
소・질소동위원소수치 분포도를 작성한 것이다.
(1) 興隆窪유적

興隆窪유적은 중국 內蒙古自治區 赤峰市 敖漢旗 寶國吐鄕에 위치하며 이 유

적은 興隆窪문화(그림 7-11), 紅山문화(그림 7-12), 夏家店下層문화(그림 7-13)
로 구분한다. 문화양상에 기반하여 구분된 B.C.6200~5200경의 興隆窪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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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C.4700~3000에 속하는 紅山문화는 신석기시대문화이고 B.P.4000~3000
년 夏家店下層문화는 청동기시대에 해당한다. 동위원소분석은 이 세 시기에서
각 7구, 1구, 2구씩 이루어졌다. 興隆窪 탄소동위원소값(張雪蓮 외 2003)의 범위
는 -10.9~-6.3‰(평균: -89.2‰)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9~10‰(평균:
9.6‰)이다. 紅山 탄소동위원소값은 -5.4‰이고 질소동위원소값은 8.7‰이다. 夏
家店下層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4.8~-3.5‰(평균: -4.1‰)이고 질소동위원

소값은 9.9‰이다.
興隆窪유적의 세 시기 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 〈그림 7〉에 근거하면, 興隆
窪 시료의 탄소동위원소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평균: -8.9‰ 대 -6.4~

-4.1‰), 興隆窪문화는 늦은 시기의 두 문화보다 C3식물 섭취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았다고 생각된다. 주식은 C3식물이나 이때에는 농경활동이 발달하지 못해
작물이 아닌 견과류를 비롯한 야생식물로 추정된다.
紅山문화와 夏家店下層문화 시기에는 C4식물의 식료로서의 비중이 높았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세 시기 인골시료 질소동위원소값의 관찰결과, 서로 간에
변량의 차이는 적고 8~10‰ 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일정량의 육류섭취가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張雪蓮 외 2003).
興隆窪문화층의 유물과 발굴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수의 농업도구도

발견되었는데, 돌괭이[石鋤], 돌삽[石鏟] 등을 포함해 갈판, 갈돌 등의 곡물 가
공도구도 다수 출토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중요 생업경제가 농경으로 보이며, 또

11.興隆窪유적(興隆窪문화층)
12.興隆窪유적(紅山문화층)
13.興隆窪유적(夏家店下層문화층)
14.井溝子서구묘지  

그림 7 중국 西遼河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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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지에서 사슴, 노루뼈 등이 출토되어 수렵을 통한 육류의 섭취를 볼 수 있

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5: 87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
古工作隊 1997: 24). 한편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식물유체 분석(孔昭宸・杜乃秋

1985: 873-874)을 통해 가래(胡桃楸, Juglans mandshurica)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에는 채집활동도 중요한 음식물 취득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 지역의 환경은 상록활엽수의 초원 과도지역에 속하고 거주민들은 채집, 동
물수렵, 어로, 농업활동과 가축사육 등의 생업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興隆窪유적의 紅山문화층에서 출토된 자료는 보고서(中國社會科學院考古所究所
內蒙古工作隊 1985) 중에 별로 없으나 紅山문화에 속한 白音長汗유적(內蒙古自治區

文物考古研究所 2004)에서는 동물뼈의 수량이 전보다 감소되었고 魏家窩鋪유적(黨
鬱 2009)에서는 동물뼈가 보이지 않는다. B.P.4800~4000년 전(胡金明 외 2002)

기온이 하강하고 건조해지며 동물을 수렵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농경관련 도구
로 보아 紅山문화 시기에 농업은 발달된 형태의 화전농경의 가능성이 상정되었
다(索秀芬・李少兵 2011). 이 시기의 생업방식은 조와 기장을 위주한 농경으로 興
隆窪문화층보다 비중이 상행되었다.
興隆窪유적은 夏家店下層문화 시기에 기온이 이미 기후 최적화 시기보다 하

강하기 시작한 이후이고, 강수량도 적었기 때문에 夏家店下層문화의 마제석기
를 사용한 화전농경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夏家店
下層문화 사회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조와 기장농경의 비중이 기타 생업방식보

다 높아졌다(韓茂莉 2010). 한편 夏家店下層문화시기에 돼지, 개, 양 등 동물의 뼈
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해 가축이 육류의 공급처가 되고, 또한 조・기장
농경을 보완하여 생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보고 있다(孫永剛 2010). 이는
동위원소분석의 결과와도 부합된다.
(2) 井溝子서구묘지(그림 7-14)

井溝子서구묘지는 중국 內蒙古自治區 林西縣 敖包吐村에 위치하는 春秋末期~
戰國初期의 유적으로 2차례 발굴조사에서 무덤 58기가 확인되었다(內蒙古自治區文
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10). 井溝子서구묘지의 10구의 인골시료

에서 측정한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는 -13~-11‰(평균: -12.4‰)이고 질소동위
원소값의 범위는 8.7~10.5‰(평균: 9.8‰)이다. 탄소동위원소값은 평균 -12.4‰
이므로 주로 C4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질소동위원소값은 9.8‰로
서, 가축사육 및 수렵을 통해 얻은 육류로 일정 정도 육식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다(張全超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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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환경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당시 井溝子서구묘지 일대는 온대소림(疏林)
의 초원경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해 C4식물에 적합
했을 것으로 보인다(塔拉 외 2004). 주목할 만한 것은 井溝子서구묘지에서 다량의
순장의 정황을 보이는 가축들이 출토되었으며 야생동물로는 소량의 사슴, 노루,
여우와 다량의 담수 패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부장한 상당량의 골각기(內蒙古自

治區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10)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골촉[鏃], 재갈[馬鑣]과 각추[角錐] 등이다. 대개 사슴의 뿔로 제작되어 당시 어
로와 수렵이 보조적인 음식물 획득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무덤 내에서 출토된 순장용 동물의 종류와 사슴의 뿔로 만든 도구 등
을 통해 묘 주인은 중국 북쪽에서 주로 유목생활을 하고 어로와 수렵이 보수적인
생업방식이었던 유목민족으로 추정되었다(陳全家 2007). 그리고 대조적으로 농업
활동과 관련된 석제도구는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井溝子서구묘지가 반영하는
당시 생업경제는 목축업, 수렵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농경도구는 아
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중국 西遼河지역은 중국 내륙지역의
기타 유적들과 비교하면 생업방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C4식물의 섭취비중이 높
아지며 채집, 어로와 수렵이 부수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春秋末期~
戰國初期에는 유목민족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2. 한국
1) 한국 서해안지역
한국 서해안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인 고남리와 대죽리패총의 인골 동위원소
를 분석했는데 그중 고남리 인골시료는 각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속한다.
〈그림 8〉은 안덕임・이준정(안덕임 2011; 이준정 2011)에 의해 수행된 서해안지역
의 세 유적 출토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서
해안과 남해안지역 유적들의 출토인골 동위원소분석 결과는 일련의 논고(안덕임
2011; 이준정 2011)를 통하여 자세하게 출간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략

하게 기존의 연구성과를 요약하여 인용하도록 하겠다.
한국 서해안에서는 인골 동위원소분석을 시행한 유적이 고남리패총과 대죽
리패총밖에 없다. 〈그림 8〉을 보면 고남리패총과 대죽리패총의 신석기시대 인골
동위원소분석의 결과가 약 1400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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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 서해안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15.고남리패총(신석기시대)  16.고남리패총(청동기시대)  17.대죽리패총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고남리패총(그림 8-15)

고남리 신석기시대 패총에서는 발견된 5개체의 인골 탄소동위원소와 질소동
위원소값이 각각 -17.8, 9.1‰(안덕임 2006a: 5-20)으로 출토된 C3식물을 식생활
의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초식동물, 어・패류 등의 해양 동물성 식료를 섭취하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안덕임 2011: 195). 또한, 고남리 B-3 패총(漢陽大學校博物館
1999b)에서 출토된 인골시료에서 미량원소를 분석하여 해산물, 식물, 육류가 혼

합된 식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안덕임 2006b: 37). 당시 주로 이용한 C3
식물은 도토리를 비롯한 야생의 다양한 견과류, 초본류, 과실류 등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출토된 야생의 초식동물보다는 탄소동위원소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C4식물군의 섭취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고 조와 기장 등 잡곡
을 소량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이준정 2011: 44). 즉, 고남리패총 후
기 신석기시대에는 초기 농경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남리패총(그림 8-16)에서 출토(漢陽大學校博物館 1999a)된 1구의 인골시료가
분석되었다. 고남리패총 청동기시대 후기 인골 동위원소값은 각각 -12.2‰(탄
소), 10.12‰(질소)로 나왔다. 이 동위원소분석 결과로 보아 당시 거주민들은 C3
식물, C4식물, 육상초식동물, 해양자원 등을 이용하였으며 C4식물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安德任・米田穰・赤澤威 1994: 143-144). 그러나 당시 야생식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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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 가운데 C4식물이 없기 때문에, 농경활동의 산물, 즉 조, 기장 등의 잡곡을
주식으로 이용한 양상으로 해석(이준정 2011: 44)되고 있다.
고남리패총은 육상자원과 해양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
며, 유적 내에서 사슴, 멧돼지를 중심으로 한 육상 포유류와 돔류를 중심으로 한
어류, 그리고 굴을 중심으로 한 패류가 확인된 바 있고 발굴조사 진행 중에는 인
골을 발견한 A-1호 패총이나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B-1・2호 패총에서 C3식물
인 보리와 쌀, C4식물인 조 등이 출토되었다(An 1991). 그리고 산소동위원소분석
결과를 토대로 당시에 대체로 식량이 부족하였을 것이므로 특히 농경이 아직 확
고하게 정착되지 않아 굴이 중요한 식량원으로서 비중이 높았다고(안덕임 1996:
246)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고남리유적 청동기시대 후기에 생업경제 양상은 조,
기장 등 잡곡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야생의 C3식물이나 벼, 보리 등
의 C3작물의 섭취는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신석기시대와
유사하게 육상동물 수렵을 중심으로 어패류의 이용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안덕임(안덕임 1999: 186-187)은 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척추동물 유
체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결과, 양 시기 사이에는 커다란 자연환경의 변화가 없었
고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의 전통이 청동기시대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하였다. 다
만,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이 주요한 경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식생활
에 있어서 거주민들의 야생 식물자원의 이용 정도가 줄어들었을 것이며 안정적
인 생업경제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2) 대죽리패총(그림 8-17)

대죽리 인골시료 1개체에 대한 동위원소분석 결과 탄소동위원소값이
-15.4‰, 질소동위원소값이 10.6‰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죽리 인골은 남해
안지역 인골(동삼동패총, 안도패총, 대포패총)에 비하여 해양자원의 섭취가 적
은 반면에 C3식물의 이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안덕임 2011: 196). 그리고
산소동위원소분석 방법을 통해 대죽리패총에서 조개채집은 연중 이루어졌을 가
능성도 제기되었다(안덕임・이인성 2001: 164). 그러나 미량원소분석에 의하면 대
죽리 패총에서는 채식의 비중이 높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안덕임 2006b: 37). 또
한, 패총에서 패각 이외의 동물뼈(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는 극히 드물기 때문
에 당시에는 주로 C3식물을 섭취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서해안 신석기시대의 두 유적은 시간적으로 1000년의 차이

先秦時代 환황해 일대 식생활 및 생업방식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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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탄소동위원소와 질소동위원소값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당시 거주민
들이 C3식물을 주식으로 섭취했고 육상 초식동물, 해양자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한반도 서부지역의 유적에서 사슴과 노루 등
의 초식동물의 출토율이 높으며(이은 2010: 52) 이들이 식료로 섭취하는 야생식물
은 대체적으로 C3식물이다. 혹시 이러한 초식동물의 다량섭취가 질소뿐 아니라
탄소동위원소값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 남해안지역
지금까지 한국 남해안지역 여러 유적 중에서 동위원소분석연구가 수행된 유
적은 3개소에 해당한다(그림 9).
(1) 동삼동패총(그림 9-18)

동삼동패총에서는 1개 신석기시대인의 식생활 복원을 위해 이준정에 의해
서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 및 동물뼈에 대한 탄소・질소동위원소를 분석(Choy
and Richards 2010: 6-7)하였다. 높은 탄소동위원소값・질소동위원소값(-14.8‰,

18.1‰)으로 미루어 식생활에 있어서 해양자원의 단백질 의존도가 아주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각층을 구성하는 주요 패류는 홍합과 굴이며, 해양 포유류로
는 강치가 가장 많고 고래, 돌고래 등도 있다. 육상 포유류로는 사슴이 가장 많
으며, 멧돼지・개・호랑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상어류・대구・참돔・다랑어 등의
어류와 기타 조류와 파충류도 검출(國立中央博物館 2002)되었다. 그리고 III기(중
기)에 속한 1호 주거지에서, 조, 기장이 발견되어 한반도 잡곡농경 확산의 중요
한 증거가 되었다(하인수 2001: 41-49).
그러나 조・기장의 유체의 출토로 농경활동의 여부는 조심스럽게 추정되
고 있지만, 농경의 전 과정을 보여 주는 도구가 세트로 보이지 않아, 당시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배식물의 기여도는 낮았을 것으
로 보인다. 동시기 유적에서 출토된 도구 조성을 보면(최종혁 2009) 중기에 어로
와 수렵도구는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종류도 다양하다. 탄소동위원소값은
–14.8‰이고 농경활동이 희박했기 때문에 수렵채집의 생업경제의 배경에서 야
생 C3식물을 채취하여 상당량 이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견과류를 제외한 식
물의 경우 동위원소분석만으로는 그 종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이준정 2011:
43).

이상 분석에 근거하여 신석기시대 중기 동삼동유적 거주민은 주로 해양자원
(특히 해양포유류)을 이용하고 기타 식료자원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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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동삼동패총  19.대포패총  20.안도패총

그림 9 한국 남해안지역 탄
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

수 있다. 즉, 주요 생업경제는 어로이고 수렵, 채집과 농경활동을 보조 생업경제
로 판단할 수 있다.
(2) 대포패총(그림 9-19)

대포패총에서 출토된 2개체 이상 인골 동위원소분석결과(김헌석 2010: 89111) 탄소동위원소값이 -12.7~-13.6‰(평균: -13.1±0.4‰), 질소동위원소값이

14.8~16.8‰(평균: 15.6±0.7‰)로 두 값이 모두 높은 것으로 미루어 식생활에
서 해양자원의 단백질 섭취가 많았음을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패총에서 발견
된 식생활과 관련된 동물유체(경상대학교박물관 2004; 有炳一 외 2008: 1-37)로는
사슴, 고래, 강치 등의 포유동물 및 어류가 확인되었다. 또한, 패류 7종과 복족류
12종 등 총 19종의 패류가 확인되었다. 아직 한반도 내에서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작물유존체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작물 섭취 가능성
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이준정 2011: 42). 이상의 자료를 볼 때 통해 신석기
시대 대포패총 거주민은 주로 해양자원을 섭취하고 수렵과 채집을 보조 생업경
제 수단으로 병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안도패총(그림 9-20)

안도패총 5개체 시료에 대한 동위원소분석결과(Choy, et al. 2012: 2091-2097),
인골 탄소동위원소값이 -12.9~-14.2‰(평균: -13.5±0.5‰), 질소동위원소값이
14.4~15.6‰(평균: 15.2±0.5‰)의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시 거주민들이 주로 해양자원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
에 안도패총 출토 인골을 관찰(김재현 2009: 330)하여 1호(여성)와 3호(남성) 인
골에서 외이도골종이 발견되어 당시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빈번하게 잠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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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도패총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은 패류이며 기타 동물유체의 출토량은 많지
않으나 육상 포유동물과 고래・돌고래・강치 등의 해양 포유동물, 어류 및 조류
가 있다. 한편 안도패총에서 출토된 석기류 중 도구로는 석부형석기, 석도형석기
가 있고 수렵도구로는 석창, 작살 등이 보이며 결합식조침, 어망추 등도 관찰(趙
現鐘 외 2009)할 수 있다. 이런 석기 조합은 해양어업, 수렵과 채집 생업경제의 도

구 조합으로 판단할 수 있고, 농경활동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자
료를 통해 볼 때 신석기시대 안도패총 거주민은 대포패총 거주민과 비슷하게 주
로 해양자원을 섭취하고 수렵과 채집을 보조 생업경제 수단으로 병행하였을 것
이다.
분석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국 남해안지역에 위치하는 동삼동패총, 대포패
총, 안도패총 시료의 질소동위원소값이 상당히 높아 남해안지역 거주민은 연중
해양자원이 풍부한 이러한 생태적 여건에 적응하여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치 등 해양 포유동물을 섭취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해안지역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어족의 번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
하여 어종이 풍부하며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도서가 산재하여 패류 및 해조
류도 풍부하다(國立水産振興院 1979). 겨울철에는 풍부한 해양자원이 있어 리만한
류를 타고 내려온 강치, 바다표범 등이 번식하였고, 이러한 해양 포유동물은 거
주민들의 주요 식재료가 되었을 것이며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
이다. 현재까지도 독도 근처에서 가끔 강치를 볼 수 있으며 중요한 증거로서 세
개 유적에서는 모두 강치, 고래 등 해양 포유동물의 뼈를 발견(안덕임 2011: 201)
하였다. 특히 동삼동패총 사람들의 중요 수렵대상인 강치는 유적 전면에 위치하
는 朝島가 번식장(國立中央博物館 2002: 73)으로 수렵이 용이하기 때문에 동삼동
패총 질소동위원소값이 높은 것은 합리적이다.
동시에 선사시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왼쪽에는 면각으로 표현된 고래
나 거북, 그리고 작살을 맞은 고래 등이 묘사(이하우 2007: 58)되어 있어 남해안
지역의 거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다량의 해양 포유동물을 섭
취하였음을 뒷받침해 준다.
한국 남해안지역에 위치하는 3개 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모두 해양
자원을 주로 섭취하고 해양 포유동물을 포식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즉, 이
지역 거주민의 생업경제는 해양어업 위주이고 수렵, 채집은 보조 생업경제 수단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적들 사이의 생업경제의 차이점은 농경활동의 존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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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나타나는데, 선후로 보아 안도패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다음에 대포패
총, 마지막으로 동삼동패총이다. 동시에 작물 섭취 가능성은 적고(이준정 2011:
42) 동삼동패총(안덕임 2011)의 작물의 기여도가 낮다. 이상 두 이유로 안도패총

의 농경활동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분석 및 고찰
지역별 탄소・질소동위원소값 분포도를 작성한 내용은 〈그림 10〉과 같으며,
이를 통해 6개 지역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1. 지역별 공통점
1) 탄소동위원소(δ13C)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동위원소값이 -17‰ 이하일 때는 주로 C3식
물을 섭취한 것으로, -15‰ 이상일 때 C4식물을 주로 섭취한 것으로 추정(이준정
2011: 36)하는 것에 근거하여 6개 지역 중에 탄소동위원소 평균값이 –15‰ 이상

인 곳은 黃河하류지역, 西遼河지역 및 한국 남해안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으로 대부분 C4식물이 잘 생장하는 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여러 유적들에서 조와
기장의 탄화종실이 공반하여 검출된 사례도 빈번하다. 따라서 식단에서 C4식물
인 조와 기장의 비중이 커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
로 탄소동위원소값이 -17‰ 이하인 두 지역은 모두 중국 남부지역에 있으며, 이
러한 수치는 도작농경 혹은 채집으로 근경류를 비롯한 야생식물자원의 높은 비
중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2) 질소안정동위원소(δ15N)
한편 질소동위원소값에서는 지역 간 차이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개 질
소동위원소값이 8‰ 이상이며 평균 질소동위원소값이 9‰를 넘는다. 〈그림 10〉
의 탄소동위원소와 질소동위원소 평균값의 분포양상을 보면 한국 남해안지역의
질소동위원소값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남해근접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
국 長江하류지역, 한국 서해안지역, 중국 黃河하류지역, 중국 西遼河지역의 순으
로 질소동위원소값이 낮아진다. 그리고 이는 해안선에서부터의 거리가 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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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특히 중국 興隆窪유적, 井溝子서구묘지, 小荊山유적, 西
公橋유적, 前掌大유적과 三星村유적은 내륙 유적이고 상대적으로 질소동위원소

값이 낮다(4.6~13.2‰). 따라서 질소동위원소값의 차이에 기여한 변수는 육류
보다는 해양자원 섭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2. 지역별 차이점
지역간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1) 중국 남해근접지역의 탄소동위원소값은 頂螄山유적의 인골, 중국 長江하
류지역의 탄소동위원소값과 근사치를 보인다. 그러나 질소동위원소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남해근접지역은 한국 남해안지역, 중국의 北莊유적에 가까우며 이는
수생자원의 높은 섭취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중국 長江하류지역은 도작농경의 결과로 연결지을 수 있는 C3식물의 섭
취량이 높으며 한국 서해안지역, 중국 黃河하류지역, 중국 西遼河지역과 비교했
을 때 질소동위원소 평균값이 0.7~1.16‰ 높아 육류의 소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물유체와 고고환경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당시에 도작농
경의 개시가 있었으되 목축, 어로, 수렵, 채집의 비중도 높았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0 지역별 탄소·질소동
위원소값 분포도
1. 중국 남해근접지역
(-17.00‰, 13.80‰),
2. 중국 長江하류지역
(평균:-19.39‰, 10.64‰),
3. 중국 黃河하류지역
(평균:-11.20‰, 9.72‰),
4. 중국 西遼河지역
(평균:-7.71‰, 9.48‰),
5. 한국 서해안지역
(평균:-15.10‰, 9.94‰),
6. 한국 남해안지역
(평균:-13.8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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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黃河하류지역에 있는 유적들은 해양자원을 섭치하기 어려운 내륙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의 질소동위원소값이 상대적으로 낮다(평균: 9.7‰). 탄소동
위원소의 경우, 평균값(-11.20‰)은 높은 편이나 전체 분포범위는 -23.8‰에서
-7‰까지 이른다. 이러한 넓은 분포범위로 보아 비록 C4식물의 이용이 증가하지
만 한편으로 야생의 C3식물이나 벼, 보리 및 밀 등의 작물의 섭취가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중국 西遼河지역은 C4식물 섭취가 특징인데 지리위치가 내륙이라 질소동
위원소값은 바다 근접 지역보다 평균 0.24~6.8‰ 정도 낮다.
(5) 한국 남해안지역은 기타 지역보다 질소동위원소값(평균: 13.8‰)이 가장
높아, 당시 거주민들은 연중 해양자원을 풍부하게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조
건에 적응하여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
남해안지역(탄소동위원소 평균값: -17‰)의 탄소동위원소값은 다른 지역과 비
교했을 때 한국 서해안지역(평균: -15.1‰), 중국 黃河하류지역(평균: -11.2‰)
과 비슷하다. 이는 중국 黃河하류의 小荊山유적(탄소동위원소 평균값: -17.8‰)
처럼 농경의 비중이 높지 않고, 야생 C3식물의 섭취량이 상당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특이 양상
1) 자연환경
중국 黃河하류지역에는 해안선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조한 내륙부분이 넓
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B.P.8500~4000년 전의 온난기에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기후가 따뜻하고 호수와 하천이 발달하였다(何德亮・毛曉平 2003). 비슷
한 시기 한국 서해안의 기후는 온난습윤하였고 B.P.6000년부터 한랭해지기 시
작하였다(이명석・유강민 2001). 그래서 두 지역은 기후적으로 유사한 시기가 오
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국 黃河하류지역과 한국 서해안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온대에 해당하므로 선사시대의 한국 서해안지역과 가장 유
사한 환경은 네 개 지역권 중 黃河하류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적별 환경의
격차는 높은 편이다.

2) 생업방식과 식생활
선사시대의 식생활에서 자연환경의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자연환경의 영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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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6개 지역의 지리환경과 기후변화
지역명

지리환경

기후변화

참고
문헌

전형적인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간
한국
척된 곳도 많다. 특히 남해안의 서부에는 섬이
남해안 지역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나주평야와 김해평
야가 분포한다.

약 B.P.4945년에 동삼동 일대의 표면수온은 현재보다
약 2°C 가량 높았으며, 한국 남해안지역에 속한 회현리
패총에 근거하여 B.P.2250년 전 시기의 기후가 현재보
다 온난다습하였고 해수 수온이 높다.

1

한국
바다의 수심이 낮고, 여러 큰 강이 흘러들고
서해안 지역 있어서 평야가 넓게 형성되었다.

B.P.10000~6000년 전 기후는 온난습윤하였고
B.P.6000~2500년 전에는 기후가 전보다 한랭해졌다.

2

內蒙古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내륙이다. 여기
중국
西遼河 지역 에는 구릉과 하곡평야가 분포한다.

B.P.8500~7700년 전에 기후가 온난했지만
B.P.7700~7300년쯤 극렬하게 기온이 하강하였다.
B.P.7300~4800년 전에는 안정한 온난기후였다.
B.P.4800~4000년 전, 온도는 떨어지고 습도도 내려갔
다. 마지막으로 B.P.4000~2000년 전에 온난습윤한 기
후는 지속되었지만 건조해졌다.

3

B.P.8500~8000년 전에 기온이 현재보다 2~4°C 높았
다. 하지만 B.P.8000~7500년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한반도, 요동반도와 마주 보고 있으며, 해안선
랭기가 나타났다.
이 길다. 내륙은 평야 및 구릉의 지형이 우세
B.P.7500~5000년 전에는 온난다습하고 안정한 온난기
하며 黃河가 관통하여 흐른다.
였고 중간시기에 단기적으로 한랭하였다.
B.P.5000~2500년 전에는 건조하고 한랭해졌다.

4

중국
長江하류
지역

B.P.7000 혹은 B.P.6400~5600년 전에 기후는 따뜻하
평야가 넓게 분포하며, 해발이 보통 50m 이하 였고 B.P.5600~5200년 전에는 약간 한랭해졌다. 다음
이다. 그리고 강과 호수 등의 수역은 넓고 동 에 B.P.5200~3800년 전에는 3단계 기후변화가 있었는
쪽에 동중국해가 있다.
데 초기 온난다습, 중기 건조한랭, 말기에는 다시 따뜻
해졌다.

5

중국
남해근접
지역

행정구역상 廣東省과 중국 廣西壯族自治區에
속하며 남쪽에 중국남해가 있다. 이 지역에는
구릉과 산지가 넓게 분포한다.

6

중국
黃河하류

지역

B.P.10000~8000년 전에 기후가 약간 건조한랭하였고
B.P.8000~6000년 전에는 온난다습하게 바뀌었다.

표 3-2 표 3-1의 참고문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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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12, 「서해안, 남해안 및 제주도 지역의 패총에서 발견되는 이매패류의 지화학성분을 이용한 후기 홀로세
고기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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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王開發·張玉蘭·封衛青·黃宣佩·張明華, 1996, 「上海地區全新世植被, 環境演替與古人類活動關系探討」, 『海洋地質與
第四紀地質』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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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료를 얻었는데 국지적 환경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해안
과 남해안지역에서의 동위원소수치는 환황해의 네 개의 지역들 중에서 黃河하류
지역의 동위원소분석값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 그리고 長江하류는 일부만 그리
고 西遼河지역과는 거의 겹치는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의 원인으로 자연
환경이 다름에도 어느 정도 생업방식과 식생활에서의 공통점에 기인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 黃河하류지역(何德亮・毛曉平 2003)은 한국 서해안
과 유사하게 어로에 용이하여 일부는 공통된 자연환경에서 오는 유사점의 영향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黃河하류 일대의 생업방식인 조와 기장의 농경 및
높은 수렵채집의 비중이 역시 완전히 농경사회로 변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
반도 신석기시대의 생활방식과 공통분모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방
식이 완전히 문화적 영향의 소산인지 혹은 수렵채집에서 농경체제로의 전환 시
에 독자적으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아니면 같은 온대 기후대에 속했던
자연환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는 향후 환경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 문화교류와 인구이동
선사시대에 한반도와 산동반도의 문화교류나 인구이동에 대해 아직 정확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으나 기원전 10세기 이후 黃河 중하류유역에서 대규모 주
민이동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한반도로 이주하였을 것으로 생각
하였다(이홍종 2010: 226). 따라서 문화교류와 인구이동으로 인해 중국 黃河하류
지역과 한국 서해안지역의 문화적 친연성이 식단의 선택에도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며 추후 유물과 유적에서의 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축적된 인골의 동위원소분석 자료를 집성하여 지역별 특
징을 알아보고 상호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다수의 연구자의 동위원소분석 결과를 보정없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시료의 개
체수가 너무 적어 대표값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다. 이는 향후 추가
적인 발굴과 분석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서로 다른
자원의 섭취가 유사한 동위원소수치를 보이는 동일결과(equifinality)의 오류의
가능성의 문제로, 한국 서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의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가 黃
河하류지역에서의 탄소동위원소값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현상이 꼭 유사한 식단

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단순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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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하였고, 그보다 동위원소분석 결과의 지역에 따른 정량적인 차이가 나타
나는 현상을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V. 결론
환황해지역 선전시대 인골자료의 동위원소분석 결과는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1) B.P.8000~6000년에는 중국 남해근접지역에서 벼를 위시한 농경활동은
없으며 근경류를 농작물로 삼은 농경의 존재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어로, 수렵과 채집에 대한 증거는 풍부하며 이 지역 탄소동위원소값이 낮고 질소
동위원소값이 높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2) B.P.6800~5000년경 중국 長江하류지역에서 동위원소값의 범위가 대체
로 일치하며 이는 거주민들의 음식물 조성과 생업방식이 대개 유사하였다는 정
황을 보여 준다. 낮은 탄소동위원소값은 先秦時期 長江하류지역의 도작농경의
개시를 나타내나, 한편으로 질소동위원소값(평균: 10.64‰)이 낮지 않아 목축,
어로, 수렵, 채집의 영향을 보여 준다.
(3) 중국 黃河하류지역 신석기시대 後李문화 단계에는 조・기장을 중심으로
한 농경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채집, 수렵, 어로, 목축 등의 생활방식
을 병행했다. 大汶口문화(탄소동위원소 평균값: -10.67‰)에는 C4식물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 지역에서 조와 기장 중심의 농경이 시작되지만 높은 질소동위원소
수치(질소동위원소 평균값: 9.89‰)는 어로, 수렵과 목축의 비중도 낮지 않았음
을 암시한다. 그리고 商末周初에 C4식물(탄소동위원소 평균값: -8.92‰)은 주요
식료자원으로 부상하고 어로, 목축과 수렵 등의 생활수단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한다.
(4) 신석기시대 중국 西遼河지역은 조와 기장 중심의 농경이 주요한 자리를
잡으며(탄소동위원소 평균값: -7.71‰) 채집, 어로와 수렵이 부차적이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동시에 春秋末期~戰國初期에는 유목민족이 나타났다.
(5) 한국 서해안의 신석기시대 거주민들은 C3식물을 높은 비중으로 섭취했고
육상 초식동물, 해양자원을 보충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동기시
대에는 농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 식생활에서 야생식물자원의 이용은 줄어들
었을 것이며 C4식물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68 | 韓國考古學報 第90輯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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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선사시대 남해안지역 유적은 모두 주로 해양자원을 섭취하고 해양
포유동물을 포식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즉, 이 지역 거주민의 생업경제는 해
양어업이 위주고 수렵, 채집이 보조 생업경제로 판단할 수 있다. 유적 간 생업경
제의 차이점이 탄소동위원소의 증강에 비례하는 조・기장 농경의 존재 여부로 보
이는데 사실 이 차이가 농경 발전의 시기적 선후 관계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7) 이상 한・중(韓・中) 6개 지역 중에는 중국 黃河하류지역과 한국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이 생업활동이나 식생활 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해 보인다. 이는 자연
환경, 생업방식과 식생활, 문화교류와 인구이동 등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
며 향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본고는 그동안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었던 환황해 지역 先秦時期 중국의 인
골 동위원소분석 연구를 집성하고, 유사한 시기 한반도의 동위원소분석 자료와
의 상호비교를 시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한 해석
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에 관하여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의 조언을 청하
고자 한다.

[글을 마치며]
지도교수이신 이홍종 선생님과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의 여러분께서 논문작성
과정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셨다. 특히 이희진 선생님의 배려로 본고를 완성하는 것이 가
능하였다. 또한 사공정길, 서나영, 최태정, 곽동구, 스토야킨 막심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원들이 교정 등의 작업을 기꺼이 맡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드린
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자문해 주신 길림대학교 張全超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
이다.

__투고일: 2013년 12월 27일  __심사완료일: 2014년 1월 30일  __게재확정일: 2014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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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in Dynasty Period in the Pan-Yellow Sea Area
Using Stable Isotopic Analysis
Shi Nuo
(Korea University)

Stable isotope analysis can be used as a means to reconstruct diets by
measuring carbon and nitrogen isotope values reflecting types of meals such
as C3 and C4 plants for carbon accumulation, and meat and fish for nitrogen
accumul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published isotope analysis data
acquired from archaeological sites during the Pre-Qin Dynasty period, equivalent
to the Korean Neolithic and Bronze Age periods, in the pan-Yellow Sea area.
A review is undertak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reas and each site, after which a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is attempted. 20 sites are aggregated into 6 groups according to
geographic location. They include the western coastal region and the southern
coastal region of Korea, and the Xiliao River area, the area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the area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and the
southern coastal region of China. Attempts are also made to produce integrated
interpretations on the results of the isotope analysis together with accompanying
material data, ethnobotanical and zooarchaeological research, and palaeoenvironmental studies.
This comparative review shows that the population of China’s southern
coast consumed abundant amounts of fish and gathered wild plants while an
increase of C3 plant consumption including rice can be observed in the area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In the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the average of carbon stable isotope increases with a wide range of
values, which implies that there was an increased use of C4 plants as well as a
high consumption of C3 and wild plants in some local areas. In the Xiliao River
area, consumption of C4 plants increased. Nitrogen values are generally high
but decrease proportionately against the distance to the sea and availability of
marine resources. Notable are the carbon values of the western coas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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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uthern coastal region of Korea, which fall within the range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Thus, this may provide the grounds to postulate that
there might have been some interact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although more research is required.
Keywords: Stable Isotope Analysis, Pre-Qin Dynasty, Paleodiet, Western coastal region, Southern coastal region, Xiliao River area, Area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Area of the lower reaches of the Yangtze River, Southern coastal region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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