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왕궁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토양의 부분 특성 연구
Partial Characterization of the Ancient Soils excavated at Wanggung-ri

金旻姬, 徐民錫

Min Hee Kim, Min Seok Seo

The archeological remains usually exist in some excavated ancient soils. The ancient

soils are buried in underground with the environmental, biological and social facts for

circumstantial evidence at past times. Consequently, it is very important thing to carry out

scientific analysis of the ancient soils side by side with archeological study. 

In this study, we accumulated some basic data for scientific analysis of 5 kinds of

ancient soils excavated at Wanggung-ri, Iksan city. So we obtained some characterizations

of organic chemical source, ancient parasite egg, and some seeds in the soils. The organic

sources showed the content of high organic material as 7~22%, and strong acidic condition

as pH 2~6. It is indicated that Wanggung-ri soils have included so many organic materials

from the degradation of biological remains. Most of all, we searched a lot of eggs of

parasite Trichuris trichiura  and so it is possible that this area had been a ancient toilet at

that times.

The more scientific analysis of the soils will be showed us about the utility of the area,

ancient dietary life style, ancient environment and ancient human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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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토양은 임산학, 토목학, 농학 등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토양학에서는 생성론적 관점으로 토양을 기

후, 동식물, 모암의 조성과 조직, 지형, 시간이라는 토양생성인자의 종합적 작용의 결과

로서, 지표를 생성하는 독립적이며 역사적인 자연체라고 정의 한다1). 한편 고고학에서

토양은 유적 중에 유물이나 유구가 들어있는 포함층 또는 문화층을 형성하는 모체이며,

유적을 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 된다2). 여기서 양자의 학문적인 관점은

크게 다르나 토양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학문은 매우 관련이 깊다. 특히 고고학적 관점

에 있어서 토양은 유물이나 유적이 포함된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가 유적

이 형성된 과정과 당시의 환경, 토양생성 또는 변화 메카니즘에 향을 준 인간의 활동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학적 분석을 이용한 고대의 환경 및 생활사 등 고대사 복

원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고고학적 분야이다.

실제로 이런 토양분석을 통한 고고학의 연구는 이미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 서구에

서는 1983년 Knights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Bearsdens Antonine Wall에 위치한 고

대 로마시대 방어배수진의 토양을 분석하 으며, 2003년 그리스 아테네지역 Aagora

의 로마시대 수로유적주변 토양을 분석하여 과거 생활하수의 오염원의 종류를 밝혀내

는 등 고대토양을 과학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3,4). 또한 일본의 경우는 1958

년 山田 忍에 의해 토기연대로부터 화산회토양의 분출연대를 추정하는 연구를 시초로,

이후 1970년 松井 健가 논토양의 생성학적 특징인 토양 반문의 형태로부터 야요이 시대

후반 이전에 관개수를 이용해 벼를 건답 경직하 다는 것을 밝히는 등, 국외에서는 고

대토양분석의 폭넓은 연구로 다각적인 과거사를 실증해 나아가고 있다5,6).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1983년에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토양 분석, 1992년 백제 무령왕릉 봉분토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등 고대토양의 특성을 밝힌바 있다7,8). 그러나 국내 고고학 연구

는 출토 되어지는 유물이나 유구 중심으로 고대사를 복원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해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굴되어지는 유적지 토양의 구성물질에 대

한 분석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고대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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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유적지 중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유

적지의 수혈유구토양을 대상으로 토양분석을 수행하 다. 왕궁리 유적은 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에 의해 1989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으며, 분석대상인 수혈유구의 토양은

2003년 유적지의 서북편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석축배수

로 남쪽에서 발견된 유구내부에 퇴적된 토양이다(Photo 4). 이 유구들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는 유구의 형태에 따라 분변을 처리했던 고대 화장실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내부의 토양에서 발견되는 곡물, 씨앗 등에 따라 이를 저장하기 위한 지하시설이라고

주장되는 유적이다. 따라서 토양구성물질의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고대 유적지 용도의

규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학적 토양분석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의 축적

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유적지의 주변 환경, 유구의 위치와 유구내부의 층위별 입상상

태 및 토색, 총 유기물 함량, 토양산도, 생물학적 분석(기생충 란(卵)의 유무)을 실시하

여 고대토양분석 방법의 일반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고대토양의 과학적 분석은

향후 발굴 출토되는 유적토양의 활용범위와 고대 식생활, 주변 환경 등을 알 수 있는 자

료를 제공할 것이다.

Ⅱ. 본 론

1. 왕궁리 유적의 주변환경 및 유구의 상태

사비백제(538~660년)시대의 유적지로 여겨지는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1998. 09. 11 지정)은 지리학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0-1번지에 위치

하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35°58'52", 동경 127°03'55"에 위치한다(Photo 1). 또한

이 지역은 남부 서안형 기후구에 속하며, 1월 평균기온 -1.9℃, 8월 평균기온 26.5℃으

로 연평균 기온이 13℃이고 연 평균 강수량은 1,200~1,300mm이다. 이 유적지의 해발

고도는 50m 미만의 구릉지이고, 경사는 북에서 남으로 향하면서 점차 낮아지는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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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분하여 북반구는 자연구릉으로 소나무와 잡목이 자생하고 일부는 과수원과 밭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처 하천은 왕궁면의 서쪽에서 남으로 흘러 내려간다. 지질학적

측면으로는 변성퇴적암류가 접경하여 남동부에는 중생대 쥬라기 편마상 화강암이 분포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9).

이 왕궁리 유적의 서북편 지역에는 동서방향의 석축배수로와 소토구, 포석시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석축배수로 남쪽으로 동서로 길쭉하게 뻗은 길이 10.5m, 너비 1.7m,

깊이 3.6m의 대형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다(Photo 2, 3). 유구 내부에는 길이 5칸,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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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 위치도(1: 25,000)



1칸으로 구획한 길이 1.8m가량의 나무기둥이 12개가 세워져 있었다(Photo 3). 유구 내

토양에는 곡물 및 씨앗류의 유기물질이 발견되었으며, 흙을 다질 때 쓰는 고판(叩板·

나무방망이), 삼으로 짠 백제짚신, 목제칠기뚜껑, 굴뚝 토기편, 연화문 토기편 등의 유

물들도 출토되었다. 

2. 토양 시료 채취 및 보관

왕궁리 대형수혈유구 내부의 토양은 저습지 바닥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평의 토양 유

기물층이 층위별로 집적되어져 있다. 따라서 유구 단면의 토양을 토색 및 입자형태에

따라 깊이별로 A(240~250cm), B(280cm), C(326cm), D(350cm), E(360cm) 총 5지

점에서 채취하 다. 토양시료는 꽃삽을 이용하여 채취하 으며, 채취 시에는 유적지 표

면 토양이나 오염물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 다. 채취량은 Table 2에 기술한 것과 같

다. 채취되어진 토양시료는 알류미늄 호일, 유리병 등의 금속류나 유리류 시료용기에

단단히 눌러 포장하 으며,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해 -30℃이하의 어두운 곳에서 동결

보관하 다(Phot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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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1) 입상 특성 및 토색실험

토색은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토색 표시법인 Munsell Color

Chart로 토양의 색을 구분하 으며, 입상특징은 야외에서 손으로 비벼보거나 봉으로

만들어 본 후 이를 토양판정구분법과 비교하여 토성을 판정하 다10). 

2) 총 유기물의 함량 분석

본 실험의 유기물 함량 측정은 작열 감량법(LOI ; Loss On Igni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작열 감량법이란 토양을 고온에서 작열하여 토양내의 유기물을 태운 후 전

후의 중량차로 토양유기물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의 손실량을 백분율로 나타

내는 방법이다. 먼저 토양시료를 105℃로 건조하여 토양내의 토양수분을 제거한다. 그

후 토양시료를 담을 도가니 무게를 정확히 잰 후 건조된 토양시료를 2g씩을 정확히 칭

량한다. 이를 전기로를 사용하여 550℃로 1시간 30분 동안 가열한 후 전기로에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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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수혈유구 토층 단면 및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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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정확히 칭량하여 LOI(%)식을 이용하여 토양 내 존재하는 총 유기물의 함량을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3) pH 측정

토양의 pH는 토양 중에 존재하는 수용성 산성물질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함으로써

이온화되어 나오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즉 토양의 pH=-

log[H+]로 표시되며, 이것은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

나이다. 토양의 pH를 측정할 때에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에 따라 그 pH값이 차이를

나타내며, 보통 토양의 대한 증류수의 양의 비율을 1:1, 1:2.5, 1:5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류수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pH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 

본 실험은 일반적으로 토양 pH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1:5의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먼저 토양을 35℃에서 건조시켜 곱게 가루로 만든 후 2mm체에

친다. 이 건조토양시료 5g을 100ml 비커에 취하고 증류수 25ml를 가한 후 교반시켜 1

시간 방치한다. 이 후 pH 4.01과 7.01로 보정한 pH측정기인 Hanna Madel Hi9024C

를 이용하여 토양의 pH를 측정하 다.

4) 기생충란 관찰

익산 왕궁리 유적지 토양에 존재하는 기생충란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층별 시료를 각

각 10g씩 50ml 시험관에 넣은 후 Sodium phosphate tribasic(0.5%) 40ml을 용매로

사용하 다. 용매에 담귄 토양 시료는 1주일 이상 실온에 놓아두었으며, 매일 1회 이상

살며시 흔들어주었다. 또한, 2일 간격으로 시험관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밑 부분의 토양

내에존재할수있는기생충란의부유를유도했다. 2주경과후, 시험관은거즈 2겹과증

류수를 이용하여 여과하 으며, 1시간 이상 후에 상층액을 덜어서 최종 부피가 20ml이

되도록 증류수를 첨가했다. 이 시험관을 10초정도 흔들어준 후 20ul를 파이펫으로 뽑아

낸 후 슬라이드 라스위에 놓고 커버 라스를 올렸다. 관찰하는 각 토양층의 시료들은

각각 5개씩 준비하고, 관찰된 기생충란을 기록하 다. 기생충란의 관찰을 위한 현미경

은편광현미경으로써Zeiss axioplan2 polarize microscope를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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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토의

1) 수혈유구토양의 토색과 입상특성

토색과 토양의 입자의 특성은 토양의 생성과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성질을 나타낸다.

보통 토양생성학적인 측면에서 토색은 착색제의 함량, 함수량, 토성, 모암, 통기 등에

의해 달라진다. 여기서 착색제, 즉 유기물은 변성, 축합, 중합 등의 반응으로 분해가 진

행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의 색은 황색-갈색-암갈색-흑갈색-흑색으로 점차 변

화하게 된다. 특히 유기물의 부식화가 클수록 토색은 흑색으로 짙어지는 경향을 띤다. 

왕궁리 유적지의 유구 내 토양의 경우 전반적으로 흑색의 부식점토의 양상을 띠고

있다(Table 2). 이는 위에 기술한 것처럼 착색제, 즉 유기물이 부식되면서 짙은 흑색의

토양이 생성되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색과 토양의 입자에 따라 깊이별로 5개로 구

분되어진 각 층위의 토양은 유구주변 토양의 색과 전혀 다른 토색을 띄므로 유구 내에

국한되어 생성된 토양이다. 또한 일반토양의 경우에는 토층간의 경계가 점이적이나 이

유구 내 토층은 토층간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수평구조의 특성

을 나타냈다(Photo 4). 

왕궁리 토양의 입자상 특징은 Table 1의 토성판정구분을 이용하여 구분한 결과 전

반적으로 부식점토로 이루어져 있다11). 보통 토양의 점토생성은 유기물이 무기화작용을

받아 부식화됨으로써 토양의 입단화를 크게 도와 생성되어진다. 이런 점토생성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유기물은 이 유구토양의 점토생성의 한 요소로 작용된 것이다. 특히 A시

료 토양의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매우 짙은 흑색의 점토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다량의 유기물질이 부식되어 점토토양이 되어진 것으로 해석된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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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유기물 함량 분석

토양에서 유기물이라 함은 주로 광물질 이외의 미생물, 동물 등의 사체나 그 밖에 식

물체가 토양에서 부식되어져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토양 중에는 2~5%정도의 유기물이 차지하고 있다. 보통 농업에서는 토

양 중 유기물 함량이 3% 이상 5%정도면 흙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토양의 평균 유기물 함량은 논토양 2.6%, 밭토양 2.0%정도로 구성하고 있다1). 이는 토

양구성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지만 농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그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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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법 토 성 명

Table 1. 토성판정 구분

거의 모래로 점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sand

모래느낌이 강하고 점기는 조금밖에 없다. sand loam

어느 정도 모래가 느껴지나 점기도 있다. 
모래와 점토가 반반 정도 loam

모래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나 까칠 까칠한 가루의 감촉 silt loam

약간 모래가 느껴지나 상당히 점기가 있다. clay loam

거의 모래가 느껴지지 않으며 매우 점기가 있다. heavy clay

시료번호 출토유구 토 성 명 깊이(㎝) 시료량(g)

Table 2. 층위별 토양의 특성

시료 A 대형수혈유구 1 암흑갈색 부식점토 -240~250 71

시료 B 〃 암회색 부식점토 -280 178

시료 C 〃 흑색 부식점토 -326 91

시료 D 〃 흑회색 부식점토 -350 112

시료 E 〃 암회색 미사질점토 -360 147

※ 시료량(g) 토양 내 수분함량 포함



실험 결과 왕궁리 유적의 각 층위별 총 유기물 함량은 LOI(%)식을 이용하여 총유기

물의 함량을 구하여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Photo 5와 같이 그래프화

하 다. 본 토양의 총유기물 함량은 7~22% 으로 보통토양의 유기물 함량에 비해 높은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 각 층위의 총유기물 함량은 토양 중에 총 유기물은 함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어지는 Table 4에 따라 각각 구분 되어진다12). 특히 A시료의 토양의 경

우 보통토양의 총유기물 함량에 비해 최고 11배 차이의 높은 함량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량의 유기물질이 부식되어 잔존되어진 부식토이다. 그 외 B, C, D, E의 토양시

료 또한 보통토양에 비해 풍부한 유기물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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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 =  
(건조된 토양의 중량 - 작열 후 토양의 중량)  

× 100
건조된 토양의 중량

시료명 도가니(g) 도가니+건조토양시료(g) 작열감량후(g) LOI(%)
(유기물함량(%))

Table 3. 총 유기물의 함량 측정 결과

A 28.3305 30.3310 29.8884 22.124

B 27.7848 29.7848 29.6314 7.670

C 26.4991 28.5052 28.3666 6.909

D 28.3305 30.3353 30.1732 8.086

E 26.4994 28.5017 28.3356 8.295

시 료 명유기물함량 구분(%)

Table 4. 토양내 유기물함량의 구분

< 2.0 거의없다

2~5 함유되어 있다(with some)

5~10 풍부히 함유(rich in) B, C, D, E

10~20 아주 많이 함유(very rich in)

> 20 부식토(humus) A



3) pH 분석

토양 pH는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

다. 일반적으로 토양 내 유기물이 분해되어지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호흡작용으로 CO2

가 발생되어짐에 따라 토양의 CO2농도는 대기 중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며 용액중의 용

존 탄소량이 많아 보통 pH는 낮게 나타난다. 반면에 CO2가 물에 용해되어지면 탄산화

작용으로 토양 내 1차광물의 풍화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광물의 염 이온들은 용출되

어져 pH의 값을 높게 하기도 한다. 또한 용출염이온의 이동과 집적에 따라 토양의 pH

는 큰 향을 받게 된다. 보통 우리나라의 토양의 경우 pH 3.5~10정도를 나타낸다2).  

본 실험의 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은 후 Photo 6과 같이 그래프화 하

다. 수혈 유구내부 각 층위의 pH값은 토양을 pH의 범위를 10개 구분하여 표현하는

Table 6과 비교하여 표현하면 A시료는 아주 강한 산성토양(extremely acid), B시료는

약한 산성토양(medium acid), C시료는 매우 강한 산성토양(very strongly acid), D

시료는 아주 강한 산성토양(extremely acid), E시료는 아주 강한 산성토양(extremely

acid)으로 구분되어지며 전반적으로 강한 산성토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H는

만으로 고고학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인자이므로 단순히 유기

물에 의한 향이나 용출염이온의 의한 향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

41 / 왕궁리유적지에서발굴된고대토양의부분특성연구

Photo 5. 총 유기물의 함량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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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에 언급한 총유기물함량과 관련지어 보면 A시료의 총 유기물의 함량이 가장 높

으면 pH가 낮아지는 등의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로 보아 유기물의 향으로 풍

화가 진행되면서 토양 pH에 향을 미친 것이다. 

4) 생물학적 기생충란 분석

익산 왕궁리 유적지 토양의 각 층위별 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1차적인 기생충란의

동정을 할 수 있었다. 각 층위별 토양에서는 모두 편충을 확인 할 수 있었다(Phot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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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구분 시료명

Table 6. 토양의 pH 범위의 구분

< 4.5 아주 강한 산성(extremely acid) A, D, E

4.6~5.0 매우 강한 산성(very strongly acid) C

5.1~5.5 강한 산성(strongly acid)

5.6~6.0 약한 산성(medium acid) B

6.1~6.5 매우 약한 산성(slightly acid)

6.6~7.3 중성(neutral)

7.4~7.8 알칼리성(mildly alkaline)

7.9~8.4 약한 알칼리성(moderately alkaline)

8.5~9.0 강한 알칼리성(strongly alkaline)

> 9.0 매우 강한 알칼리성(very strongly alkaline)

구 분 pH

Table 5. pH 측정 결과

Photo 6. pH 측정 결과 그래프

시료 A 2.86

시료 B 5.95

시료 C 4.77

시료 D 3.67

시료 E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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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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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편충의 충란(蟲卵)은 갈색이고 인간의 분변을 통해 외계로 배출되며, 큰

것은 50㎛×22㎛이다. 또한 외계에서 충란의 난세포가 분열하여 유충으로 발달하지만

부화하지는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편충은 인간에 기생하는 것 외에 개·양 등에 기

생하는 종류도 있으며, 회충이나 촌충처럼 토양매개선충이다. 따라서 익산 왕궁리 유적

지 토양에서 발견된 편충은 1500년 전 거주민들이 감염되었던 기생충들이 분변을 통하

여 매설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이외의 동물인 개나 고양이 같은 가

축의 배설물을 통해 토양에 응집되었을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찰

및 동정된 편충외의 다른 기생충란의 동정이 필요하며 또한, 분자생물학적 DNA 분석

을 통하여 인체 기생충란의 다양한 종의 동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익산 왕

궁리 유적지의 유기질 토양은 당시의 분변 저장고, 즉 화장실이라는 확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유기질 분석법을 병행 실시하여 유적지의 특성을 분명하게 과학적으

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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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익산 왕궁리 유적지 수혈유구에서 관찰된 인체 기생충중
편충(Trichuris trichiura)란의 형태(x400)



Ⅲ. 맺 음 말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리 유적의 대형수혈유구 내부토양을 분석한 결과 인체 기생충

인 편충의 충란이 관찰되었으며, 암흑색의 부식점토층, 높은 유기물의 함량, 강한 산성

을 띠는 등의 토양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토양학적인 분석의 기본적 실험에 따른 결과

이지만, 고대토양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분석결과로써 새로이 발굴되는 유

적지 토양에서 나타나는 고대토양특성과의 유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이며 과학

적인 데이터로써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고학의 분야가 토양분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다른 분석 분야에서 이미 되어지고

있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현재 발전하고 있는 토양분석 분야

의 발전 속도와 견주어 볼 때 그 파급효과는 기존의 접목분야보다 앞으로 더 크게 작용

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즉 토양분석을 이용한 고고학의 연구는 보다 폭넓

은 고대사복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유적이나 유물의 외형조사로서의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발굴, 현장의 점토, 퇴적물 등에서도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남겨질 수 없는 원시의 동·식물 종을 실증하여, 나아가 육안조사로는 불가능한

고대인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의 발전 등을 밝힐 수 있어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고

대인의 생활상과 환경복원에 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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