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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산 대죽리패총과 김해 회현리패총에서 발견되는 백합과조개(Veneridae)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성분을 
고해상도로 분석하여 이들이 성장하던 당시의 환경을 알아보았다. 방사성탄소 연대분석에 의하면 대죽리패총
은 약 4,200~4,000 yr BP, 회현리패총은 약 2,500~2,000 yr BP의 연령을 보여준다. 두 지역 패총의 백합과조개
에 대한 고해상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 산소와 탄소안정동위원소는 여름철에 고갈된 값, 겨울철에 부화된 값
을 보이며 성장당시의 연중 변화를 잘 보여준다.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의 경우 전체 -3.3~-0.
5‰ (VPDB)의 범위에서 평균 -1.6‰의 값을 가지며, 회현리패총 패각의 경우 -3.8~-0.4‰의 범위에서 평균 
-2.2‰의 값을 보인다.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대죽리패총 패각이 0.8~1.8‰ (VPDB)의 범위에서 평균 1.4‰의 
값을 가지며, 회현리패총 패각은 -0.5~1.7‰의 범위에서 평균 0.5‰의 값을 갖는다. 산소와 탄소동위원소의 성
분변화는 대죽리패총 패각의 변화폭이 회현리패총 패각의 변화폭 보다 더 작게 나타나며,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의 평균 값 또한 회현리패총 패각보다 대죽리패총 패각이 부화된 값을 보인다. 두 지역은 모두 민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패총이 형성된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죽리패총은 해안가 쪽에 위치하여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이며, 회현리패총은 대죽리패총보다 내륙에 위치하여 하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
역적인 차이에 의해 회현리패총은 대죽리패총보다 강수유입의 의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패각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성분이 더 고갈되어 나타나며 계절에 따른 큰 변화폭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대죽리패총, 회현리패총, 안정동위원소, 백합과조개, 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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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valves (Veneridae) were collected from the Daejukri Shell Mound on the Yellow Sea coast 
and the Hoehyenri Shell Mound on the South Sea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o investigate  paleoclimatic 
conditions using high resolution stable isotope data. The radiocarbon ages of the shell mounds were about 
4,200~4,000 yr BP from Daejukri Shell Mound (SDJ-B01) and 2,500~2,000 yr BP from Hoehyenri Shell Mound 
(KHa-B01). Both the oxygen and carbon isotope compositions showed clear seasonal cycles with lighter summer 
and heavier winter values. The oxygen isotope composition ranged from -3.3 to -0.5‰ (average -1.6‰) (VPDB) 
for SDJ-B01 and from -3.8 to -0.4 ‰ (average -2.2‰) for KHa-B01. The carbon isotope composition ranged from 
0.8 to 1.8‰ (average 1.4‰) (VPDB) for SDJ-B01 and from -0.5 to 1.7‰ (average 0.5‰) for KHa-B01. Both the 
oxygen and carbon isotope compositions of KHa-B01 were more depleted than those of SDJ-B01 and the amplitude 
of variation was higher due to the larger riverine input nearby. The difference of both the oxygen and carbon isotope 
compositions between two shells were likely to be effected different lo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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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는 화석연료 사용 후부터 온실가스 급증으

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지구온

난화의 영향은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돌발기후, 폭

설과 폭염 같은 기상이변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의 진동 폭이 커지면

서 많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

한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후변화

에 대한 주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우 주요한 연

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기 위

해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과거의 기후복원을 통해 미래의 기후를 예

측하고자 하는 고기후연구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지

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그리고 지난 

일만 년에 해당하는 홀로세(Holocene)동안의 기후

변화를 고해상도로 연구함으로써, 기후의 짧은 변화

주기를 밝히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홀

로세 동안에 나타나는 주기적인 기후변화는 학계에 잘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홀로세 동안에도 7~8

번의 반복적인 기후의 변동주기가 나타나며 현재보

다 온난하거나 한랭했던 기록들이 보고되고 있다( Jian et 

al., 2000;  Zhang et al., 2000; Wang et al., 2005). 

고기후 연구에 주로 이용되는 시료는 유공충이나 

산호, 탄산염 패각, 빙하코어, 호수퇴적물, 동굴생성

물 등이다(조경남과 우경식, 2008). 그중 이매패류나 

복족류와 같은 연체동물의 각질을 이용한 연구도 꾸

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패류의 경우 선사시대 때부

터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면서 해안가 주변에 많은 

패총(shell mound)들이 형성되었고, 패총에서 화석

화되지 않은 과거의 패각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연구

에 활용 되고 있다. 패총은 지금으로부터 약 일만 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도가 잔잔

하여 패류의 서식지로 알맞은 내만(內灣)이 발달한 

지역에 주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스즈키 기미오, 

1989). 패총은 유럽의 스페인, 남프랑스, 북해 연안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의 동해안 남부와 서해안에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대륙 연안, 베트

남, 태국, 보르네오 등에서 대규모의 패총들이 발견

된다. 한반도에서는 서해와 남해에 패총이 주로 분

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해안가 전반에 걸쳐 많은 패총

들이 보고되었다(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홀로세에서 현재에 이르기까

지 패총에서 산출되는 탄산염 패각의 성장선을 분

석하거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성분 및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패각이 채취되었던 계절을 파악하거

나 또는 서식당시의 해수환경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ndrus and Crowe, 

2000; Davis, 2001; Watanabe et al., 2004; Stephens 

et al., 2008; Ford et al., 2010).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분석은 고기후를 복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며 특히 산소동위원소는 표층해수의 온도(Epstein 

et al., 1951, 1953; Shackleton et al., 1973; Killingley, 

1980; Carroll et al., 2009; Miyaji et al., 2010), 해수

의 염분(Klein et al., 1996, 1997)에 의해 조절된다. 또한 

탄소동위원소는 해안의 용승현상(upwelling)이나 

해양생물의 1차생산성(productivity) 등에 따라 해

수에 녹아 있는 용존무기탄소(Dissolved Inorganic Carbon; 

DIC)의 탄소동위원소 비에 의해 조절된다(Killingley 

and Berger, 1979).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형성된 패총들이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패총에서 채취한 패각뿐만 

아니라 화석과 현생패각을 이용한 고기후·고환경 

복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우경식, 1994; 안덕임과 

이인성, 1996, 2001; 안덕임, 1997; 이인성 외, 1998; 김

진경, 2002). 하지만 아직 패각의 종에 따른 환경 반영

정도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고해상도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패각은 주

로 해양환경을 반영하는 종으로 이들 중에서 민물

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물의 영향으로 패각에 기록되

는 산소동위원소 값이 온도만 반영하는 값 보다 낮

은 값을 보이게 되므로 계절주기의 해석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산 대죽리패

총과 김해 회현리패총이라는 서로 떨어진 다른 환

경에서 서식했던 같은 과에 속하는 이매패류를 조사하여, 

이 조개의 패각에 기록된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분

석을 통해 이들 조개가 서식하던 당시의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를 추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연구시료는 서해안의 대죽리패총과 남해안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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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패총에서 각각 채취된 패각으로 백합과(Veneridae)

에 속하는 조개이다. 서산 대죽리패총은 충청남도 

북서부의 태안반도에 위치(37°00´N, 126°23´E)하며 

해안선에서 내륙쪽으로 약 1 km 내외로 떨어져 있

다(그림 1a). 서해는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으

로 해류의 흐름은 미약하다. 남해 회현리패총은 현

재 김해시의 중심부에 위치(35°13´N, 128°52´E)하

고 있으며, 해안선으로부터 약 17 km 정도 떨어져 

있어 대죽리패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륙에 위치한

다(그림 1b). 남해는 북태평양의 서부를 따라 북상하는 

쿠로시오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Tsushima Current)

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해양환경 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측된 자

료를 인용하였으며(http://info.khoa.go.kr) 강수량은 

기상청자료를 인용하였다(http://www.kma.go.kr/ 

weather/observation). 2003년 1월부터 2011년 8월

까지 관측된 해수 표층의 수온과 염분을 보면, 서해

(37°00´N, 126°21´E)의 경우 수온이 가장 낮은 겨울

철(2월) 평균 수온이 약 3.5℃이며 수온이 가장 높은 

여름철(8월) 평균 수온이 약 21.9℃이다(그림 2a). 수

온은 연간 약 18.4℃의 변화폭을 보이며 매년 거의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염분은 겨울철 평균이 약 28.8 

Fig. 1. Map of the study area. (a) Location of the Daejukri Shell Mound, (b) Location of the Hoehyenri Shell Mound.
Diamond shapes indicate the monitoring sites of surface sea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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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 여름철 평균이 약 27.1 psu로서, 여름철이 겨울

철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기적인 

계절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월 평균 강수량(서산 

기상대 측정자료)은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뚜렷

이 증가된 경향을 보이지만 염분변화는 강수량이 적

은 겨울철에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남해

(35°05´N, 128°02´E)는 서해보다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따뜻한 수온을 보이는데, 겨울철 평균 수온이 약 11.

1℃, 여름철 평균 수온이 약 22.5℃로서 변화폭이 약 

11.4℃이며, 여름철 수온은 서해와 비슷하지만 겨울철 

수온이 약 7.6℃ 높게 나타난다(그림 2b). 염분변화는 

겨울철에 약 32.4 psu로 매년 일정한 값을 보이고, 강

수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평균 29.5 psu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강수량(부산 지방기상청 측정자료)은 

서해와 같이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에 뚜렷하게 증가

된 경향을 보인다. 

2.2 연구방법

대죽리패총 패각(SDJ-B01)은 유적지를 조사하면

서 발굴된 패각 층준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백합과조개이며, 회현리패총 패각(KHa-B01)은 봉

황동 유적지 산비탈에서 채취한 시료이다(그림 3). 

채취된 시료는 부드러운 솔로 깨끗이 물 세척 한 후, 

15% 과산화수소(H2O2)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초음파세척기로 깨끗

이 세척한 후 자연건조 하였다. 구성광물 성분을 알

아보기 위해 시료의 가장자리를 약 200 mg 정도 분

쇄하여 X-ray 회절분석(XRD)을 실시하였으며, 연

령분석을 위해 약 200 mg을 취하여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지질특성분석센터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미시료를 채

취하기 위하여 성장률이 가장 높은 최대성장축(maximum 

growth axis)을 따라 패각을 반으로 절단한 후 단면

을 1200번과 2400번 SiC 연마제로 연마하고 1μm 

Al2O3 연마제로 다시 연마하였다. 미시료는 단면상

에서 패각의 최외각 부분을 미량표품채취기(dental 

drill)를 이용하여 약 300~400 μg 채취하였다. 미시

료 채취시 성장률이 빠른 초기성장 부분(umbo쪽)에서

는 1 mm 간격으로, 성장률이 느린 노년기 부분(ventral 

margin쪽)에서는 0.5 mm 간격으로 채취하였다. 채취

된 분말시료를 90℃에서 인산(H3PO4)과 반응시켜 

추출한 CO2 가스를 이용하여 산소와 탄소동위원소를 

측정하였으며, 분석은 캐나다의 McMaster University

의 Research group for stable isotopologues (MRSI)에

서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VG- OPTIMA)

와 연결된 automated IsoCarb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시료는 NBS-18과 NBS-19를 사용하

였으며 분석오차 범위는 산소동위원소가 0.04±0.02‰, 

탄소동위원소가 0.1±0.05‰이다. 분석값은 VPDB 

(Vienna Pee Dee Belemnite)로 나타내었다. 

3. 연구결과

3.1 조직 및 절대연대   

대죽리패총과 회현리패총의 패각에 대한 XRD 분

석결과, 두 패각 모두 아라고나이트 광물로 이루어

Fig. 2. Seasonal variation of surface seawater temperature,
salinity and precipitation (daily temperature and salinity
data from the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stration, daily precipitation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Yellow Sea, (b) 
south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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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각이 퇴적되어 패

총을 형성한 이후 민물속성작용으로 인한 변질작용

을 받지 않았으며, 원래 패각을 이루고 있던 아라고

나이트 광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패류가 

서식하던 당시의 해양환경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이

다. 대부분의 이매패류 및 복족류는 아라고나이트, 

방해석 또는 아라고나이트와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SDJ-B01과 

KHa-B01 패각은 각각 2개의 층(inner layer, outer 

lay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층들은 모두 1차 라

멜과 2차 라멜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사박층미세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대죽리패총 백합과조개와 같은 층준에서 발견된 굴

(oyster) 2점과 백합과조개 2점을 연령 분석한 결과, 각

각 4250±50, 4200±50, 4030±50, 4020±50 yr BP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죽리패

총 백합과조개의 연령을 약 4,100 yr BP로 추정하였

다. 회현리패총에서 발견되는 백합과조개의 경우 삼

강문화재연구원(2009)이 층준별로 발견된 9점의 백

합과조개를 연령 분석한 결과 2,500~2,000 yr BP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현리패총 백합

과조개의 연령을 약 2,250 yr BP로 추정하였다.  

3.2 서산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탄소동위원소 성분

서산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3.4~-0.4‰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보이며, 평균 -1.

6‰의 값을 갖는다(그림 4a). 패각의 각정에서부터 

5~70 mm 구간에서 15개의 마루와 14개의 골을 보

이는 주기를 나타낸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마루를 제

외하고 끝(margin)으로 갈수록 골에서 골 사이의 거

리는 좁아지며 주기의 폭 또한 작아진다. 각각 마루

의 값은 최소 -3.4‰에서 최대 -1.5‰까지 1.9‰의 변

화폭을 보이며 약 -2.6‰의 평균값을 보인다. 반면 

골의 값은 최소 -0.9‰에서 최대 -0.4‰로 0.5‰의 차

이를 보이며 약 -0.6‰의 평균값을 보인다. 마루의 

평균값과 골의 평균값은 약 2‰의 차이를 보인다. 특

히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마루까지는 골에서부터 

마루로 가는 구간 값이 서서히 변하지만 마루에서부

터 골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급하게 값이 변한다.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몇 개의 작은 마루

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산소동위원소와 같은 변화

를 보인다.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0.8~1.8‰로 1‰ 범

위 내에서 변화를 보이며, 전체 평균 1.4‰의 값을 

갖는다. 전체 마루의 평균값은 1.2‰ 이며, 골의 평

균값은 1.7‰로써 각 평균값의 차이는 약 0.5‰이다. 

분석된 탄소동위원소 성분의 변화는 크게 3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초기 5~46 mm 구간까지는 점차 값

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46~63 mm 구간은 평균 

마루 값(1.1‰)에서 평균 골의 값(1.7‰)이 거의 일정

한 변화폭을 유지하며 6개의 주기를 보인다. 마지막 

Fig. 3. Bivalve samples for this study. (a) Veneridae (SDJ-B01) from the Daejukri Shell Mound, (b) Veneridae 
(KHa-B01) from the Hoehyenri Shell M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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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mm 까지의 구간은 골의 값이 중간 구간

(46~63 mm)과 비슷한 약 1.7‰의 값을 보이지만 마

루의 값은 더 높은 약 1.4‰의 값을 보인다. 

3.3 김해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탄소동위원소 성분

김해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4.5~0.0‰의 범위 내에서 변화를 보이며, 평균 -2.

2‰의 값을 갖는다(그림 4b). 패각의 각정에서부터 

10~90 mm 구간에서 총 16개의 마루와 15개의 골을 

보이는 주기를 갖는다. 전체적인 주기는 대죽리패총 

패각과 비슷하게 끝으로 갈수록 골에서 골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주기의 폭도 좁아진다. 각각 마루

의 값은 최소 -4.5‰에서 최대 -2.0‰까지 2.5‰의 변

화폭을 보이며 약 -3.1‰ 평균값을 보인다. 반면 골

의 값은 최소 -1.3‰에서 최대 0.0‰로 1.3‰의 차이

를 보이며 약 -0.7‰의 평균값을 보인다. 이는 대죽

리패총 패각의 골 부분 평균값과 0.1‰ 차이로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루부분의 평균

값은 대죽리패총 패각과 0.5‰의 차이를 보인다. 전

체 평균 마루에서 골까지의 값은 약 2.4‰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또한 대죽리패총 패각의 평균 차인 2‰ 

보다 큰 차이이다. 그리고 회현리패총 패각은 하나

의 주기 내에서, 골에서부터 마루로 가는 구간과 마

루에서부터 골까지 가는 구간과의 거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값이 전체적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전반적으로 산소동

위원소와 같은 주기를 보인다. 전체 -0.5~1.7‰의 범

위 내에서 변화를 보이며, 평균 0.5‰의 값을 갖는다. 

16개 마루의 평균값은 -0.1‰이며, 15개 골의 평균값

은 0.9‰로써 각 평균의 차이는 약 0.8‰이다. 이 또

한 대죽리패총 패각의 평균차인 0.5‰ 보다 약간 큰 

차이이다. 분석된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크게 두 구

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8~53 mm 구간까지는 점

차 값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53~90 mm 구간에서

는 그 값이 다시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4. 토 의 

4.1 패각의 성장과 연령   

패각의 성장률은 종(species)마다 다르며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시료는 백합과(Veneridae) 조

개로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일본에 분포한다

(권오길 외, 1993). 조하대 환경에서 서식하는 백합

과조개는 수심 10 m 까지 서식하며, 주로 봄에서 가

을까지 성장하고 수온이 높은 7~8월에 산란을 한다

(Lee, 1997; Chung et al., 2005). 이매패류의 성장선 

형성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는데 온도가 급격히 낮

아지거나 높아질 때, 또는 산란기 전후로 구분된다

Fig. 4. Seasonal variation of oxygen and carbon isotope compositions of Veneridae. (a) SDJ-B01 from the Daejukri
Shell Mound, (b) KHa-B01 from the Hoehyenri Shell Mound. Triangles are showing a growth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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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et al., 1978; Thompson and Dreibelbis, 1980; 

Renee and Alexander, 2004; Carré et al., 2005; 

Hallmann et al., 2009; Miyaji et al., 2010). 백합과

조개는 보통 해수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

이 멈추게 되며 이때 성장선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백합과조개의 성장선은 성장이 멈추는 11~4월 사이

에 형성된다(김봉안 외, 1977; 류동기 외, 2006; 송재

희 외, 2008). 

2003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관측된 해수 표

층의 수온은 서해의 경우 온도가 가장 낮은 겨울철 

평균 수온이 약 3.5℃이며, 10℃ 이하로 떨어지는 기

간은 약 12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해당한다(그림 

2a). 따라서 서해 대죽리패총 패각은 수온이 떨어지

는 이 시기 동안 성장이 느려지거나 거의 멈추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의 경우 겨울철 평균 수온이 

약 11.1℃이므로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백합과조개

는 일 년 내내 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시료인 대죽리패총 패각과 회현리패총 패각

의 성장선은 패각의 단면에서 반투명한 선으로 관찰

되며 성장이 빠른 유년기보다 성장이 느린 노년기에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 성장선은 겨울을 지시하며, 

대죽리패총 패각의 성장선은 총 15개가 관찰되고 회

현리패총 패각은 13개의 성장선이 관찰된다. 이러한 

성장선은 분석된 패각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의 골 

부분과 일치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겨울에 해당하는 

패각의 성장선과 산소·탄소동위원소의 부화된 지점

과 일치하므로 산소와 탄소동위원소는 겨울에 부화

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

나는 계절변화에 따른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

화와 일치한다. 패각의 산소동위원소는 수온이 낮을 

때 부화된 값을 보이고, 수온이 높을 때 고갈된 값을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패각의 계절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Krantz et al., 1987; Jones and Allmon, 1995; 

Jones and Quitmyer, 1996). 대죽리패총 패각과 회현

리패총 패각이 성장하면서 보여주는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모두 일정한 주기를 보인다(그림 4). 따라서 

성장선과 산소동위원소의 계절변화를 이용하여 대

죽리패총 패각은 약 15년, 회현리패총 패각은 약 13

년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절변화

를 보여주는 산소동위원소의 주기는 패각이 성장하

면서 주기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성장률이 

점차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와 탄소동위원소의 성분변화는 가장 고갈된 값

을 보이는 여름 값을 기준으로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구간의 성분변화와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구간

의 성분변화가 비슷한 간격으로 변화를 보인다. 하

지만 대죽리패총 패각의 경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

는 구간의 성분은 서서히 변화하지만 여름에서 겨울

로 가는 구간의 성분은 급한 변화를 보인다. 이는 수

온이 항상 10℃ 이상을 유지하는 남해에서 성장한 

회현리패총 패각은 연중 내내 성장하게 되지만, 서

해에서 자란 대죽리패총 패각은 겨울 수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는 기간 동안 자라지 못하였으므로 여

름에서 겨울로 가는 구간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이 급

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의 변화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매패류가 성장하는 주변 해수의 수온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는다(Epstein et al., 1951, 1953). 뿐

만 아니라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염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

분은 원양에서는 그 변동의 폭이 매우 작은 편이지

만 지역적으로 강수나 융빙수와 같은 염분이 낮은 

민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그 값이 변화

한다(Ingram et al., 1996; Hellings et al., 2001; Surge 

et al., 2001; Elliot et al., 2003; Gillikin et al., 2005). 일

반적으로 염분이 낮은 민물일수록 산소동위원소 성

분이 고갈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민물의 영향을 받

는 조하대 환경에서 서식하는 백합과조개의 산소동

위원소 값은 민물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고갈

된 값을 보일 것이다. 한반도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

되는 몬순기후대에 속하며 특히 여름 우기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강물의 유입량이 늘어나서 서해안

과 남해안의 염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예, 정희동 외, 2003). 따라서 연구

시료인 백합과조개는 여름철 성장시 수온 뿐만 아니

라 강수의 영향에 의해 고갈된 값을 보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을 보면 겨

울에 해당하는 값이 약 -0.5‰ 이며 여름에 해당하는 

값이 약 -3.3‰로서 2.8‰의 차이를 보인다.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의 변화는 아래와 같이 Grossman 

and Ku (1986)가 제시한 온도방정식을 이용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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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온도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T = 21.8 - 4.69 [δ
18
Oarag - (δ

18
Ow - 0.2)] 

여기서 T는 수온, δ
18
Oarag는 아라고나이트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δ
18
Ow는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을 의미한다.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만을 

고려 할 경우 2.8‰의 패각 산소동위원소 성분의 차

이는 약 13℃의 수온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서해의 

겨울 평균수온은 약 3.5℃이며, 여름 평균 수온은 약 

21.9℃로 18.4℃의 수온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패각

이 10℃ 이하에서는 성장하지 않으므로 패각의 겨울

철 산소동위원소 성분인 -0.5‰이 약 10℃ 수온에서 

성장한 것을 의미한다면 패각의 여름철 산소동위원

소 성분인 -3.3‰은 13℃ 높은 약 23℃에서 성장했

음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측정된 해수의 여

름 수온(21.9℃)과 거의 일치하거나 약간 높은 값이

다. 따라서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는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에 영향을 받

기는 하지만 주로 수온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산소동위원소 성분의 변화는 패각의 산소동

위원소 성분과 현재 관측된 해수의 온도와 함께 위

의 온도방정식에 대입해 보면 패각이 형성되었던 당

시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을 계산할 수 있다. 계

산 결과,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여름철(δ
18Oarag -3.3‰, 수온 21.9℃)에 약 -3.0‰로 계산되었

으며, 겨울철(δ
18
Oarag -0.5‰, 수온 10℃)에 약 -2.8‰

로 계산되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쿠로시오 

해류의 해수 산소동위원소 값이 약 0.2‰의 값을 보

인다고 했을 때(Kang et al., 1994), 대죽리패총 패각

은 성장 당시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강수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

분이 -3.0~-2.8‰의 범위를 보이는 해수 환경에서 성

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겨울철

이 약 -0.4‰을 보이고 여름철이 약 -3.8‰을 보여 

3.4‰의 계절 차이를 보여준다. 3.4‰의 산소동위원

소 성분 차이는 해수의 온도만 고려했을 경우 약 1

6℃의 수온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측정된 남해의 

연 평균 수온변화는 겨울철이 약 11.1℃이며 여름철

이 약 22.5℃로서, 11.4℃의 수온차이밖에 보이지 않

는다.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인 16℃보다 4.6℃ 적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4.6℃의 수온변화에 해당하는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수온의 영향이 아닌 민물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해수의 겨울철 평균 수온인 11.1℃와 패각의 겨울

철 산소동위원소 값인 -0.4‰을 이용하여 해수의 산

소동위원소 성분을 계산해 보면 약 -2.5‰의 값을 갖

는다. 서해 해수의 겨울철 산소동위원소 성분인 -2.

8‰ 보다 약 0.3‰ 부화된 값이다. 이는 남해의 겨울

철 수온을 서해보다 1.1℃ 높은 값으로 온도방정식

에 대입한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한 범위의 값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 해수의 산소

동위원소 성분을 계산해 보면,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이 약 -3.8‰이고 여름철 평균 수온이 약 22.5℃

이므로 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약 -3.5‰의 값

을 갖는다. 이는 서해 해수의 여름철 산소동위원소 

성분인 -3‰ 보다 0.5‰ 고갈된 값이다. 따라서 회현

리패총 패각이 성장하던 당시의 남해 해수는 서해 

해수 보다 여름철에 더 많은 강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두 패총은 모두 민물의 영향을 받는 해안가에 위

치한다. 하지만 대죽리패총 주변은 대호만, 아산만 

등 만(bay)이 발달한 지역으로 하천보다는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이며, 회현리패총 주변은 낙

동강이라는 큰 하천으로 인해 강수유입(runoff)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환경이다. 따라서 강수가 집중되

는 여름철에는 서해보다 남해에 더 많은 강수가 유

입될 것으로 생각된다. 강수의 유입이 많으면 해수

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이 더 고갈된 값을 보이게 되

고, 고갈된 산소동위원소 성분을 보이는 해수에서 

성장한 패각 또한 더 고갈된 산소동위원소 성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

동위원소 성분이 대죽리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소 

성분보다 고갈된 값을 갖는 것은 패류가 서식하던 

지역적인 위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4.3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 변화   

조개가 탄소동위원소 성분을 패각에 기록할 때는 

크게 해수의 용존무기탄소량과 생물체의 신진대사

(metabolism)에 영향을 받는다(Brey and Macken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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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Gillikin et al., 2006; Poulain et al., 2010). 

DIC는 해수의 1차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성하게 되면 광합성이 활발하여 해수

에 녹아있는 12C의 소모가 13C보다 활발하므로 해수

는 상대적으로 탄소동위원소 값이 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조개는 부화된 탄소동위원소 값을 

패각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DIC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용승현상에 의해 고갈된 탄소동위원소 성분

을 가진 심해수가 천해로 올라옴에 따라 DIC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Killingley and Berger, 1979; Bemis 

and Geary, 1996). 또한 해수주변 식생(C3, C4 식물 등)

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Surge et al., 2003), 최근에는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질(sewage)이나 강수에 

섞여 있는 영양염류(nutrient)로 인해 탄소동위원소 

성분이 낮은 값을 보이기도 한다(Swart et al., 1996). 

또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 탄소동위원소 변화(Suess effect)의 영향으로 

해수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이 산업화 이전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Friedli et al., 1986; 

Bacastow et al., 1996; Sonnerup et al., 2000). 

분석된 두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산소동위

원소 성분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비슷

한 주기를 보이며 산소동위원소 값이 부화할 때 탄

소동위원소 값 또한 부화하며 고갈될 때 같이 고갈

되는 값을 갖는다. 또한 두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평

균값은, 대죽리패총 패각이 1.4‰, 회현리패총 패각

이 0.5‰을 보여 전반적으로 대죽리패총 패각보다 

회현리패총 패각이 고갈된 값을 보인다(그림 4, 5). 

만약 이러한 차이가 해수의 생산성 차이 때문일 경

우, 연중 수온이 높고 많은 강수 유입으로 인해 영양

염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남해지역에서의 식물성 플

랑크톤 증식이 활발하므로 남해지역의 탄소동위원

소 성분이 더 부화된 값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관

측된 클로로필-a (chlorophyll-a)의 월평균 함량에 

의하면 남해지역이 서해지역보다 연중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 차이는 해수의 생산성 차이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용승현상에 의해 탄소동위원소 성분이 

변화를 보일 경우 심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동

위원소 성분을 갖는 해수가 표층으로 유입되므로 패

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 역시 낮은 값을 보이게 된

다. 한반도에서 용승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남동지역으로 울기, 감포, 기장 연안 등이다. 

주로 7~8월 동안 남서풍의 영향으로 연안용승현상

이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냉수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이화운 외, 2009; Seung, 1984). 연구지역

인 남해 연안과 동남해 연안은 인접해 있지만, 용승

현상이 남해연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

산 연안 역시 뚜렷한 용승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만약 서산연안에 용승현상이 나타난다

면 남해 연안보다 더 고갈된 탄소동위원소 성분을 

보여야 하지만 분석된 값은 더 부화된 값을 가지므

로 용승현상에 의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두 패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 변화는 

강수 영향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더 

고갈된 탄소동위원소 성분을 보이는 회현리패총 주

변 연안이 대죽리패총 주변 연안보다 강수 유입에 

의한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 여름과 겨울 모두 

더 고갈된 값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소와 탄

소동위원소 성분의 변화 주기가 같은 경향을 보이므

로 산소동위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탄소동위원

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같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패총 패각의 산소동위원

소는 온도와 염분에 영향을 받는다.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온도의 영향에 의해 거의 분별작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강수 유입에 따른 염분의 

영향으로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e.g., Romanek et 

Fig. 5. Scatter diagram of oxygen versus carbon isotope
compositions of the shells from the Daejukri Shell
Mound (SDJ-B01) and the Hoehyenri Shell Mound
(KHa-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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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2). 강수유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Ingram et al., 1996; 

Hellings et al., 2001; Surge et al., 2001; Fry, 2002; 

Elliot et al., 2003; Gillikin et al., 2005). 민물의 영향

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패각은 산소와 

탄소동위원소의 변화주기가 일치하며, 특히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해수의 염분복원에 용이하

다(Sampei et al., 2005; Gillikin et al., 2006). 두 패

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산소동위원소 성분과 같

이 계절에 따른 값의 차이를 보이는데, 회현리패총 

패각이 약 1.0‰의 변화를 보이는 반면 대죽리패총 

패각은 그 절반인 약 0.5‰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회현리패총 패각이 두 배 정도 넓은 범위 내에서 변

화를 보이는 것으로 회현리패총 패각이 성장할 당시 

강수유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지시 해

준다. 

두 패각의 겨울철 탄소동위원소 성분은 대죽리패

총 패각이 약 1.7‰로 회현리패총 패각의 약 1.3‰ 

보다 약 0.4‰ 부화된 값을 보인다. 하지만 대죽리패

총 패각은 수온이 10℃ 이하인 겨울철 동안 성장하

지 못하였으므로 탄소동위원소 성분 역시 회현리패

총 패각처럼 겨울철의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늦가을에 해당하는 값이 회현리패총 

패각보다 더 부화된 값을 보인다. 두 패각의 겨울철

에 해당하는 값이 같은 온도(10℃)를 지시한다면 패

각의 탄소동위원소 성분의 차이는 강수의 영향을 받

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는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지만 두 

지역은 연중 민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대죽리 

패총 패각의 늦가을에 해당하는 탄소동위원소 성분

이 겨울에 해당하는 회현리패총 패각의 값보다 부화

된 값을 보이는 것은 산소동위원소 성분 변화와 마

찬가지로 회현리패총의 위치가 대죽리패총의 위치

보다 하천으로 인한 강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서해 대죽리패총과 남해 회현리패총은 방사성탄

소 연대분석결과, 대죽리패총이 약 4,200~4,000 yr 

BP, 회현리패총이 약 2,500~2,000 yr BP의 연령을 

보였다. 이들 패총에서 발견되는 백합과조개는 산소

동위원소의 계절변화와 패각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성장선을 기준으로, 대죽리패총 패각은 약 15년생, 

회현리패총패각은 약 13년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지역 패총의 고해상도 산소와 탄소동위원소 성분의 

분석결과, 두 지역에 살던 백합과조개의 산소와 탄

소동위원소의 성분변화는 대죽리패총 패각의 변화

폭이 회현리패총 패각의 변화폭 보다 더 작게 나타

나며, 산소와 탄소동위원소의 평균 값 또한 회현리

패총 패각보다 대죽리패총 패각이 부화된 값을 보인

다. 두 지역은 모두 민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패총이 형성된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죽리패총은 

해안가 쪽에 위치하여 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

역이며, 회현리패총은 대죽리패총보다 내륙에 위치

하여 하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러한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

로 받는 위치에서 성장했던 회현리패총 패각의 산소

와 탄소동위원소 성분이 대죽리패총 패각보다 더 고

갈된 값을 가지며 변화 폭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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