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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유적지의
식물규소체(Phytoliths) 분석연구

국문초록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동 유적지(129°10’49”~50”E, 35°19’39”~48”N, 68.5~78.5m) 퇴적물의 식물규소체(Phytoliths)

분석을통하여조사지일대의벼농사개시기와국지적식생변화를규명하였다. 식물규소체분석용퇴적물은유적지내 3

개 지점의수직구덩이벽면에서총 82개의 블록형시료를채취하였다. 그 결과, 지점 1에서는퇴적물 8에서 29까지, 지

점 2에서는퇴적물 6에서 20까지, 지점 3에서는퇴적물 7에서 33까지벼(Oryza sativa)의 부채형규소체가검출되었다. 3

개 지점의바닥층과바닥에가까운층에서는물대아과(Arundinoideae)와 쇠풀족(Andropogoneae)의 식물규소체출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본 조사지 일대는 농경 개시기 이전 매우 습한 토양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닥 층에서 표층으로

올라 갈수록 물대아과와 쇠풀족의 식물규소체 출현율은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벼의 식물규소체출현율은 급격히 높아졌

다. 이들결과로부터본조사지일대의벼농사는습지혹은매우습한지역을이용하였고, 유물편년과 14C연대분석에따르

면벼농사의개시기가청동기시대부터이었음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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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생산기술 양식의 벼

(Oryza)재배가시작되었으며존재하였는지를직접적으

로입증하기위해서는탄화미, 벼의껍질, 짚, 화분, 식

물규소체(Phytoliths) 등과같은재배작물의식물유체화

석(fossil)들이주요연구대상이될수있다. 이들중식

물규소체는일반적으로생산량이많고, 풍화에대한내

성이강하여토양속에반영구적으로잔류하기때문에

고환경 복원에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고 있다(杉山,

1987: 10; Piperno, 2006: 82). 또한식물규소체는유체보

존상의문제때문에주로수성퇴적물에한정되어검출

되는화분화석이나대형식물유체와는달리토양, 토기

바탕흙, 재에서도검출이가능한이점을가지고있다.

식물분류군중에서도특히벼과식물의엽맥사이에

존재하는기동세포에서형성되는부채형규소체의형

태적차이에의해벼(Oryza sativa)에대해서는종의수준

까지식별이가능하게되었다(藤原, 1976: 14;藤原·佐

木, 1978: 11; 王, 1998: 5). 그동안국내에서도벼의규소

체형태에관한연구가꾸준히지속되었음에도불구

하고(김경식·황성수, 1992: 22; 황성수·김경식, 1994: 14,

2001: 20), 농경문화를입증하기위한유적지의토양시

료를대상으로한식물규소체분석연구는극히제한

되어 있을 뿐이다(곽종철 외, 1995: 14; 이융조·김정희,

1998: 34). 

본연구는부산광역시기장군가동유적지의토양

시료에 대한 식물규소체 분석과 14C연대측정

(radiocarbon dating)을통하여이지역의국지적인식생

변화와벼농사개시기를규명하고자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개요

기장 가동 유적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에

속한다. 기장군정관면은부산광역시의북동쪽에위치

하며 지형은 북쪽으로 대운산(742.7m) 자락에서 뻗어

나온 용천산(545m)과 삼각산(469m)이 자리 잡고 있고,

북서쪽에서 남쪽으로는 백운산(522m), 망월산(549m),

문래봉(511m)을 지나 동쪽으로 함박산(457m), 천마산

(418m), 달음산(588m)이동해로연결되어있다. 동쪽을

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산으로둘러싸여있고, 삼각

산에서 발원한 좌광천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지나

동해로흐르면서퇴적평원이형성되어경작이이루어

질수있는입지적특성을지녔다. 본유적지는 2005년

울산대학교박물관조사단의지표조사와시굴조사에

서 3∼7세기주거지변천과정을알수있게하는다양

한형태의건물지와석곽및석실, 청동기시대주거지

등이확인되었다. 또한이곳저습지에서는나무로만

든신발과바가지등의다양한목제품과복숭아씨앗

등의 대형식물화석도 출토 되었다(전호태 외, 2008:

415). 

2. 시료채취및분석방법

(1) 시료채취

식물규소체분석용퇴적물은유적지내 3개지점의

수직구덩이의벽면에서토성과토색을기준으로층위

를구분하여총 82개의시료를채취하였다<그림 1>. 지

점 1에서는(129°10′49″E, 35°19′41″N, 68.630~71.050m

a.s.l.) 시료 29개(sam 1~29)를 채취하였고, 지점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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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부산기장가동유적지식물규산체분석용퇴적물채집
지점(●:지점 1~3)



(129°10′50″E, 35°19′39″N, 68.560~70.630m a.s.l.) 시료

20개(sam 1~20)를 채취하였으며, 지점 3에서(129°10′

49″E, 35°19′48″N, 76.000~78.570m a.s.l.) 시료 33개(sam

1~33)를채취하였다. 각지점의퇴적물시료의채집위

치는주상도로나타내었다<그림2, 3, 4>. 각주상도에서

‘sam’은이하본문중의퇴적물시료번호를가리키고

‘m’은 해발고도이다. 또한 각 14C연대측정(radiocarbon

dating) 시료는 지점 1에서는 69.400m, 지점 2에서는

69.400m에서각 1점씩그리고지점 3에서는 77.350m,

76.684m에서각 1점씩총 4점의퇴적물을채취하였고,

절대연대는서울대학교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AMS연구실에위탁하여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식물규소체의 추출은 Plant opal 정량분석법(藤原,

1976: 15)에기초하여다음과같이실시하였다. 채취된

각퇴적물을 Dry oven에넣고, 105℃에서 24시간건조

시켰다. 건조된시료 1g를 Tall beaker에넣고, 유리알

(glass beads, 직경 40㎛) 0.02g을첨가했다. 30% 과산화수

소수(H2O2) 30ml를넣고, Hot plate에서 1시간가량보온

과증발로탈유기물처리를했다. 증류수 200ml를넣고,

Sonicator 속에서초음파수중조사(300W·42kHz·10분)

후약 6분침전및 Electric aspirator로상층부의물분리

작업을 6∼10회반복했다. Conical tube(15ml)에서침전

후 시료 표면에서 약 0.05ml 정도를 Micropipette으로

들어올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떨어뜨려 건조시켰다.

건조된 시료 위에 글리세롤을 1∼2방울 떨어뜨리고,

Spatula로분산후커버글라스를덮어프레파라트를만

들었다. 추출된식물규소체의검경은 400배(대안렌즈×

10, 대물렌즈 ×40)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유리알

이 300개 검경될 때까지 출현하는 식물규소체를동정,

계수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검경된식물규소체수를

토양1g당수로의환산식은다음과같다(藤原, 1976: 25).

결과

1. 연대측정및퇴적물특성

기장가동유적지퇴적물을대상으로 14C연대측정

(radiocarbon dating) 결과총 4개의절대연대값을얻을

수있었다<표 1>. 지점 1에서는 69.380∼69.400m에서

210 cal BC, 지점 2에서는 69.380∼69.400m에서 60 cal

BC, 그리고 지점 3에서는 76.682∼76.684m에서 2130

cal BC와 77.330∼77.350m에서 150 cal BC로확인되

었다.

지점 1의 퇴적물은 주성분 대부분이 2mm 이상의

자갈과 굵은 모래가 포함되는 점토인 역사질 점토

(Gravelly Sandy Clay)이고색깔은암갈색(Dark Brown)이

였으나, 최상부층의 70.475m에서 표층인 71.050m까

지는 모래질 점토(Sandy Clay)이며 황회색(Yellowish

Gray)의퇴적물로이루어져있었다<그림 2>. 지점 2의

퇴적물은대부분은모래가섞인 점토(Sandy Clay)이며

암갈색이었으나, 69.170m 층은 2mm이상의자갈과굵

은모래(Gravelly Sand)층이발달하며, 69.430∼67.410m

층까지는 점토질 모래(Clayey Sand)이고, 최상부층인

70.225m층에서 표층인 70.630m까지는 실트질 모래

(Silty Sand)이며올리브갈색(Olive Brown)층으로이루어

져 있었다<그림 3>. 지점 3의 퇴적물은 바닥층인

76.000m층에서 76.525m까지는 굵은모래(Sand)가 분

포하고, 76.525∼76.685m까지는 점토질 모래(Clayey

Sand)가, 75.685∼77.295m까지는 모래질 점토(Sandy

Clay)가대부분이며, 77.295m에서표층인 78.570m까지

는역사질점토(Gravelly Sandy Clay)로이루어져있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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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1g의개수×첨가한유리알중량(g)

시료의절대건조중량(g)

검경된식물규소체개수

검경된유리알개수

시료1g당식물규소체의수 =

×

표 1 기장가동유적지퇴적물의14C연대값

시료 ID 시료
설명 LAB 번호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눈금맞춤결과
(Calibrated Ages)

Gijang - 지점 1-1 soil SNU08-710 2160±50 210 cal BC

Gijang - 지점 2-1 soil SNU08-711 2030±50 60 cal BC

Gijang - 지점 3-1 soil SNU08-712 2130±50 150 cal BC

Gijang - 지점 3-2 soil SNU08-713 3720±50 2130 cal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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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부산기장가동유적지지점 1의퇴적물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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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부산기장가동유적지지점 2의퇴적물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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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부산기장가동유적지지점 3의퇴적물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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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부산기장가동유적지출현벼(Oryza sativa) 식물규소체현미경사진(X400)

지점 1-sample 9 지점 1-sample 17 지점 1-sample 23

지점 1-sample 25 지점 2-sample 8 지점 2-sample 16

사진 2부산기장가동유적지출현물대아과(Arundinoideae) 식물규소체현미경사진(X400)

지점 1-sample 1 지점 1-sample 9 지점 1-sample 16

지점 2-sample 6 지점 2-sample 11 지점 3-samp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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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부산기장가동유적지출현기장족(Paniceae) 식물규소체현미경사진(X400)

지점 1-sample 6 지점 1-sample 19 지점 1-sample 20

지점 1-sample 24 지점 2-sample 4 지점 3-sample 27

사진 4부산기장가동유적지출현쇠풀족(Andropogoneae) 식물규소체현미경사진(X400)

지점 1-sample 4 지점 1-sample 11 지점 2-sample 3

지점 2-sample 6 지점 2-sample 9 지점 3-samp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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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규소체분석결과

벼(Oryza sativa, 사진 1), 물대아과(Arundinoideae, 사진

2), 기장족(Paniceae, 사진 3), 쇠풀족(Andropogoneae, 사진

4)의 식물규소체가 검출되었다. 동정(同定)·계수(計數)

된각식물의규소체개수와유리알개수의비율로부터

시료 1g당각분류군의규소체개수를구하여이들의

출현동태를지점별로변천도를작성하였다<그림 5, 6,

7>. 이하본문중에나타낸각분류군의식물명과식물

규소체는검출된각분류군의특징적인식물규소체를

가리키며식물규소체개수는시료 1g당검출개수이다.

벼의부채형규소체는단면이은행잎모양을하고있고

측면에돌기가있으며뒷면에귀갑상의문양이특징이

다(藤原, 1976: 17). 

물대아과의기동세포식물규소체는단면이투구모

양이고, 크기가큰특징이있으며, 기장족의특징적인

규소체는긴식빵모양으로위쪽에귀갑상의문양이있

다. 쇠풀족의기동세포규소체는벼의부채형규소체에

비해크기가상대적으로작고가장자리의문양이적으

며측면이뾰족하지않다.

(1) 지점 1

지점 1은벼의출현및검출된개수의변화를중심

으로 3개의 zone으로 구분되었다. 바닥(68.630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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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0m까지를 G1A zone으로, 69.000m에서 69.700m

까지를G1B zone으로, 69.700m에서표층(71.050m)까지

를 G1C zone으로나누었다.

① G1A zone (68.630∼69.000m, 퇴적물 1∼10)

벼는전혀검출되지않았고, 물대아과가바닥쪽퇴

적물 1(68.670m)에서 74,200개/g가검출된이후상부층

으로올라갈수록서서히감소하며퇴적물 7(68.970m)에

서는 45,100개/g가검출되었다. 반면, 쇠풀족과기장족

은바닥쪽퇴적물 1(68.670m)에서는각각 11,000개/g와

15,000개/g로 비교적 적게 검출되었으나, 상부층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여 퇴적물 7(68.970m)에서는 각각

52,100개/g, 47,100개/g가검출되었다. 

본 zone에서는물대아과가바닥쪽에서는우세하였

으나 상부층으로 갈수록 물대아과는 감소하는 반면,

기장족과 쇠풀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상부층에서

물대아과와 기장족, 쇠풀족의 출현 개수가 거의 비슷

하였다.

② G1B zone (69.000∼69.700m, 퇴적물 8∼20)

69.000m에서 69.700m 사이에서는 퇴적물

8(69.030m)에서처음으로 23,900개/g의벼가검출되었

고, 이후퇴적물 11(69.190m)까지는약간줄어들다가상

부로갈수록점점증가하여퇴적물 20(69.670m)에서는

56,800개/g가검출되었다. 반면물대아과는본 zone의

하부층인퇴적물 8(69.030m)에서 85,800개/g가나온후

퇴적물 11(69.190m)에서 9,000개/g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서서히증가하다가다시줄어들어상부층인퇴적물

20(69.670m)에서는 4,000개/g로 감소하였다. 쇠풀족과

기장족은하부층에서서서히감소하다본 zone의중간

지점에서급격한증가를보인후서서히감소하여상층

인퇴적물 20(69.670m)에서각각 13,000개/g와 14,000개

/g가검출되었다. 본 zone에서는벼의출현및개수의

점진적증가가이어졌고, 이와는상대적으로물대아과

와기장족, 쇠풀족이감소하였다.

③ G1C zone (69.700∼71.050m, 퇴적물 21∼29)

하부층인 퇴적물 21(69.720m)에서 벼가 39,900개/g

가검출되었고, 퇴적물 28(70.560m)까지는조금감소하

다가 본 zone의 상부층에서 다시 증가하여 퇴적물

29(70.700m)에서는 49,100개/g가검출되었다. 물대아과

는본 zone의하부층인퇴적물 21(69.720m)에서 21,000

개/g가검출되었다가점점감소하여상부층인퇴적물

28(70.560m)과퇴적물 29(70.700m)에서는각각 2,000개

/g와 3,000개/g로급격히감소하였다. 쇠풀족과기장족

도물대아과와비슷하게감소하였는데, 이 zone의하

층에서각각 67,900개/g와 38,000개/g가검출되었으나

부인퇴적물 29(70.700m)에서는 14,000개/g와 6,000개

/g로급격히감소하였다. 본 zone에서벼의출현개수

는큰변화가없는반면물대아과와기장족, 쇠풀족은

전체적으로급격히감소하여상부에서는벼가우세하

였다.

(2) 지점 2

지점 2는벼의출현및검출된개수의변화를중심

으로 3개의 zone으로구분하였다. 바닥층(68.560m)에서

69.090m까지를 G2A zone으로, 69.090m에서 69.960m

까지를 G2B zone, 69.960m에서 표층(70.630m)까지를

G2C zone으로구분하였다.

① G2A zone (68.560∼69.090m, 퇴적물 1∼5) 

바닥층(68.560m)에서 68.970m 사이에서는 벼가 검

출되지않았다. 바닥쪽퇴적물에서는물대아과가우점

하며퇴적물 1(68.840m)에서 165,400개/g의높은밀도로

검출되었다. 이 zone의상부층으로올라갈수록물대아

과는급격히감소하여퇴적물 3(68.970m)에서 32,000개

/g로 감소하였다가, 상부층인 퇴적물 5(69.070m)에서

92,900개/g로다시증가하였다. 기장족은처음에는물

대아과와출현경향이유사하며퇴적물 1(68.840m)에서

30,900개/g가검출된이후, 상부층으로갈수록점점감

소하여 퇴적물 3(68.970m)에서 10,000개/g까지 줄었으

나, 상부층인퇴적물 5(69.070m)에서 41,000개/g로퇴적

물1(68.840m)보다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을보였다. 쇠풀족도퇴적물 1(68.840m)에서는 15,9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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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가검출된이후점점 감소하여퇴적물 3(68.970m)에

서 4,000개/g로상당히줄었으나, 퇴적물 5(69.070m)에

서다시 24,000개/g로증가하였다.

② G2B zone (69.090∼69.960m, 퇴적물 6∼16) 

벼는 퇴적물 6(69.105m)에서 처음으로 11,000개/g

검출되었고, 이후 서서히 증감을 반복하다가 퇴적물

14(69.475m)에서가장많은 42,800개/g가검출된후이

zone의 상층부인 퇴적물 17(69.960m)에서는 40,100개

/g로감소하였다. 물대아과는이 zone의하부층인퇴

적물 7(69.150m)에서 가장 많은 75,100개/g가 검출된

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 zone의 상층부인 퇴적물

17(69.960m)에서는 2,000개/g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기장족은 벼와 비슷한 형태로 증감을 반복하여 하부

층인퇴적물 6(69.105m)에서 41,000개/g를보인후증

감을 반복하다 퇴적물 14(69.475m)에서 55,700개/g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 후 상부층인 퇴적물

17(69.960m)에서는 37,100개/g로 줄었다. 쇠풀족은 하

부층인 퇴적물 6(69.105m)에서 12,000개/g가 검출된

후 증감을 반복하며 퇴적물 11(69.310m)에서 가장 많

은 25,000개/g를보이다상부층인퇴적물 17(69.960m)

에서는 10,000개/g로 줄었다. 본 zone에서는 벼의 출

현및개수의꾸준한증가가이어졌고, 기장족역시증

감을반복하며꾸준한출현이있었다. 반면, 물대아과

는출현개수가급감하였고, 쇠풀족도증감의반복이후

현저히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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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2C zone (69.960∼70.630m, 퇴적물 17∼20)

벼는 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17(69.960m)에서

는 40,100개/g가검출되었으나, 이후급격히감소하여

상부층인 퇴적물 20(70.350m)에서는 6,000개/g로밀도

가 낮아졌다. 물대아과는 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17(69.960m)에서 2,000개/g의낮은출현을보였고, 이후

상부층인 퇴적물 20(70.350m)에서는 6,000개/g가 검출

되었다. 기장족은 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17(69.960m)에서 37,000개/g가검출되었으며, 이후증감

을반복하다상부층의퇴적물 20(68.120m)에서는 25,000

개/g가검출되었다. 쇠풀족은본 zone의하부층인퇴적

물 17(69.960m)에서 10,000개/g가 검출되었고, 증감을

반복하다 상부층인 퇴적물 20(70.350m)에서 5,000개/g

로줄었다. 본 zone에서는벼와물대아과및쇠풀족의

출현개수가급감하였고, 반면기장족은증감을반복하

며꾸준한출현을통해본 zone의상부층에서우점하

였다.

(3) 지점 3

지점 3은벼와물대아과및쇠풀족의출현개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2개의 zone로 구분하였고, 바닥

(76.000m)에서 77.190m까지를 G3A zone으로, 77.190m

에서표층인 78.570m까지를G3B zone으로나누었다.

① G3A zone (76.000∼77.190m, 퇴적물 1∼20)

벼는퇴적물 7(76.605m)에서처음으로 3,000개/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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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이후증감을반복하며점진적으로증가하는경

향을 나타내었다. 물대아과는 퇴적물 5(76.425m)에서

처음으로 3,000개/g가 출현한 후 퇴적물 6(76.560m)에

서 29,100개/g로급속히증가하였고, 이후증감을반복

하며본 zone의상부층인퇴적물 20(77.180m)에서 92,8

층인 퇴적물 20(77.18m) 검출되었다. 쇠풀족도 퇴적물

6(76.560m)에서 처음으로 7,000개/g가 출현한 후 증감

을반복하며퇴적물 17(77.015m)에서 70,000개/g로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후 본 zone의상부층인퇴적물

20(77.180m)에서 57,900개/g로 약간 감소하였다. 기장

족은 바닥층 퇴적물 1(76.060m)에서 1,000개/g가 출현

한후퇴적물 7(76.605m)에서 9,000개/g로늘었고, 이후

증감을반복하면서, 퇴적물 17(77.015m)에서 35,000개/g

로가장 높은 밀도를 보였다가 본 zone의상부층인퇴

적물 20(77.180m)에서 29,900개/g로 약간 감소하였다.

본zone에서는물대아과가바닥쪽에서우점하면서쇠

풀족, 기장족과함께증가하였다. 벼는미미한정도의

출현을보이면서서서히증가하였다. 

② G3B zone (77.190∼78.570m, 퇴적물 21∼33) 

벼는 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21(77.230m)에서

30,100개/g가 검출되었고, 이후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퇴적물 24(77.400m)에서는 35,100개/g가 검출되었다.

퇴적물 29(77.870m)에서일시적으로 7,000개/g까지급

감하였으나, 퇴적물 31(78.190m)에서 35,100개/g, 표층

에가까운퇴적물 33(78.475m)에서 26,000개/g가검출

되었다. 물대아과는퇴적물 20(77.180m)에서출현개수

92,800개/g가검출된이후출현이급격히감소하여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21(77.230m)에서 29,100개/g

가출현하였고, 이후연속적으로급격히감소하여상

부층인퇴적물 29(77.875m)에서퇴적물 33(78.475m) 사

이에서는 1,000∼3,000개/g의낮은밀도를보였다. 쇠

풀족도 물대아과와 비슷한 출현 경향을 보이며 본

zone의 하부층인 퇴적물 21(77.230m)에서 56,200개/g

가 출현하였다.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퇴적물

26(77.580m)에서 3,000개/g가 검출된 후 표층에 가까

운퇴적물 33(78.475m)까지약 1,000∼4,000개/g의낮

은 밀도를 보였다. 기장족은 하부층인 퇴적물

21(77.230m)에서 22,100개/g가검출된후약간증가하

는경향을보이며퇴적물 24(77.400m)에서 31,100개/g

로가장높은밀도를보였으나, 이후감소하여퇴적물

29(77.875m)에서 3,000개/g, 표층에 가까운 퇴적물

33(78.475m)에서 5,000개/g로 급감했다. 본 zone에서

는 벼는 연속적인 출현개수 증가와 상부층에서 우점

하는것에비해서물대아과와쇠풀족및기장족은하

부층에서상부층으로갈수록급격히줄어드는경향을

보였다. 

고찰

1. 식생 및입지환경

식물규소체분석결과로부터퇴적물의퇴적당시의

서식지환경의일부를복원할수있었다. 조사지점 3곳

모두에서최하부층인바닥혹은바닥에가까운퇴적물

에서벼가전혀검출되지않는시기에물대아과와쇠풀

족의 식물규소체가 평균 50,000개/g이상의 높은 밀도

로연속적으로검출되었다. 이후벼의부채형규소체가

검출되기시작하면서물대아과를중심으로급격히감

소경향을보이나표층에이르기까지연속적으로검출

되었다. 물대아과식물로는진퍼리새속(Molinia)과물대

속(Arundo) 및갈대속(Phragmites)이있다. 그중다년생

초본식물이며습지혹은하천변습지대의주요표징종

으로는 갈대(Phragmites communis)와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이있으며달뿌리풀이갈대보다건

조한생육환경을요구하는특성이있다. 쇠풀족의식물

은억새속(Miscanthus), 바랭이새속(Bothriochloa), 쇠풀속

(Andropogon), 옥수수속(Zea), 율무속(Coix)등이있으나

하천변 다년생 초본식물로는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가대표적이다. 기장족식물로는나도개피

속(Eriochloa), 기장속(Panicum), 돌피속(Echinochloa), 강

아지풀속(Setaria), 바랭이속(Digitaria), 수크령속

(Pennisetum) 등이있다. 조사지점들은소하천이흐르는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3, 2009 062



경사가완만한계곡옆오목한지형에위치하고있다.

이들로부터각조사지점에서검출된식물규소체로부터

추정되는모식물들은모두습윤한토양환경을요구하

는식물들이었을것으로판단할수있다. 전술한자료

를근거로식생과입지환경을복원하면이들각지점

에퇴적물이퇴적될당시에소하천변의경사가완만하

며 오목한 지형에 습지가 만들어지고 갈대(Phragmites

communis)를우점으로하는하천변습지식생이발달하

고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2. 벼농사가능성의검토

벼농사흔적의검증과탐사(探査)를할경우, 일반적

으로벼의기동세포규소체가시료 1g 당 5,000개이상

의높은밀도로검출되는경우에벼농사가이루어졌을

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杉山, 2000: 25). 본연구

에서도벼재배의판단기준을시료 1g 당 5,000개의부

채형규소체를기준으로하여검토하였다. 또한벼농사

개시기에대한연대추정은울산대학교박물관에서제

시한 유물편년과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1) 지점 1

퇴적물 8(69.030m)에서처음으로벼의부채형규소

체가 23,900개/g가 나왔고, 이후 표층쪽 퇴적물

29(70.700m)까지벼의부채형식물규소체가연속적으로

검출되었다. 이들퇴적물중에서퇴적물 17(69.520m)에

서벼의부채형규소체밀도가 59,900개/g로가장높게

검출되었고, 나머지퇴적물에서도 9,000∼59,900개/g가

검출되었다. 이들로부터 G1A zone에서는갈대를우

점으로하는하천변습지가발달하였고, G1B zone부터

벼의재배지로처음이용되기시작하였으며이후 G1C

zone까지벼의재배가지속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고판단된다. 벼의부채형규소체가처음으로 23,900개

/g가검출된퇴적물 8(69.030m)은유물편년으로는청동

기시대에해당하며, 습지식물들이급속히감소하는시

기는 69.380∼69.400m에서 210 cal BC로나타났다. 

(2) 지점 2

지점 2의퇴적물 6(69.105m)에서처음으로벼의부

채형규소체가 11,000개/g가검출되었고, 이후상부층

의퇴적물 20(70.305m)까지모두벼의부채형규소체가

검출되었다. 이중퇴적물 14(69.475m)에서벼의부채형

규소체밀도가 42,800개/g로가장높게검출되었으며,

나머지 퇴적물에서도 6,000∼42,800개/g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이들로부터 G2A zone에서는벼의재배가

시작되지않았고습윤한토양환경에갈대가우점하는

습지식생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G2B

zone에이르러벼의부채형규소체가처음으로 11,000

개/g가검출된퇴적물 6(69.105m)부터 비로소벼의재

배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이후습지식생은급격히

쇠퇴하기시작하며, 습지에서우점하던물대아과식물

이 거의 소멸되었다. 이 시기는 60 cal BC(69.380∼

69.400m)로 확인되었다. 이후 벼농사는 G2C zone까지

지속되었다. 벼농사가시작된 G2B zone 초기는유물

편년으로대조하면청동기시대에해당한다.

(3) 지점 3

퇴적물 7(76.605m)에서벼의부채형규소체가 3,000

개/g가 검출되었고, 이후 퇴적물 10(76.725m)까지는

5,000개/g미만으로 검출되었다. 퇴적물 15(76.930m)와

퇴적물 24(77.400m)에서는벼의부채형규소체밀도가

35,100개/g로가장높았으며, 퇴적물 7(76.605m)∼퇴적

물 10(76.725m)까지는 2,000∼4,000개/g로밀도가낮았

다. 지점 1, 2에서벼의부채형규소체가검출되는 zone

에서부터물대아과와쇠풀족식물규소체의검출밀도가

급격히낮아지는것과는반대로지점 3에서는물대아

과, 쇠풀족 등의 식물규소체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수있다. G3A zone에서는유물이포함되지않은층

으로 76.682∼76.684m에서 2,130 cal BC로 되었다.

G3A zone 역시 지점 1의 G1A zone, 지점 2의 G2A

zone과마찬가지로습윤한토양환경이유지되는습지

식생이발달하였음을알수있다. 그러나벼의부채형

규소체가 5,000개/g미만이지만 연속적인 출현에도 불

구하고G1B, G2B zone에서확인되는습지식생의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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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쇠퇴는보이지않는다. 이러한결과는 G3A zone에

서출현한벼의부채형규소체가소하천의범람, 사면

침식등의원인으로상부층에서유입되어퇴적한것으

로도볼수있겠으나, 벼를비롯한각식물규소체의각

층별 출현 경향이 일정하며 G3B zone의 77.330∼

77.350m에서의 150 cal BC로하부층의 연대와 뒤바꿈

이 없는 것등으로부터혼입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

다. 그이외의원인으로지적될수있는것으로는①짧

은벼의재배기간, ②낮은벼의생산성, ③식물규소체

생산량이적은벼의품종, ④재배한벼를대부분남김

없이경작지에서반출되었을가능성,  ⑤벼의경작지

내에갈대를비롯한습지성식물이무성하게발달하고

있었을가능성, ⑥ 벼를 연속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일

정한 휴경기간이 있어서그사이에습지식생이발달하

였을가능성, ⑦토층의빠른퇴적속도, ⑧홍수등에

의한경작토의유출, ⑨분석용시료채취지점이논두

렁등경작면이아니었을가능성등이있다(外山·中山,

1992: 10). 현재의단계에서는그원인을정확히규명하

기어려우나, 76.682∼76.684m에서의연대가 2,130 cal

BC인 것으로부터 한반도 초기 농경시대의 한 단면을

엿볼수있는자료로서추후좀더많은자료가축적된

후재검토해볼가치는충분히있을것으로생각된다

(최기룡, 2005: 7). 

이상의결과로부터기장가동유적지의지점 1, 2, 3

은갈대를우점으로하는습윤한토양환경이유지되는

습지가발달하던곳이었음을알수있었다. 지점 1과 2

에서벼농사가이루어진시기는유물편년으로는청동

기시대에해당한다. 지점 1, 2에서벼의부채형규소체

가검출되는 zone부터물대아과와쇠풀족식물규소체

의 검출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는 지점 1의

69.380∼69.400m에서 210 cal BC, 지점 2의 69.380∼

69.400m에서는 60 cal BC이었다. 반대로지점 3에서는

물대아과, 쇠풀족등의식물규소체가오히려증가하는

것을알수있었다. 지점 3에서벼농사가시작된시기

는지점 1과 2보다앞서며 76.682∼76.684m에서 2,130

cal BC로측정되었으나본격적인벼농사개시기는지

점 1, 2와같은청동기시대로생각된다. 

결론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양식의 농경문화가

시작되었으며존재하였는지를입증하기위해서는첫째

각재배식물별로생육과농경에적합한자연환경조건

을밝히고, 둘째재배식물의존재를직접적으로입증할

수있는식물화석을최대한검출해야하며, 셋째이들

을정확한시간의축위에배열할수있어야할것이다.

전술한조건들을만족시킬수있는자료를축적하는한

편으로고고학을비롯한제분야에서농경기술과생활

양식도함께연구하여나간다면이들자료들을종합하

여한반도의농경문화의성립과정을보다명확하게밝

힐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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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Phytoliths Analysis of 
Ga-dong Site in Gijang, Busan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cal vegetation history and the origin of rice cultivation, a phytoliths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ediments collected from  archaeological site at Ga-dong in Gijang, Busan. From the analysis with

the sediments of three sampling sites, fan-shape phytoliths of Oryza sativa were detected: sediment 8 ~ sediment 29

of sampling site 1, sediment 6 ~ sediment 20 of sampling site 2 and sediment 7 ~ sediment 33 of sampling site 3. On

the bottom layers or near the bottom layers from the three sampling sites, high densities of Arundinoideae and

Andropogoneae were detected. It indicates that these layers were wet soil environment when they were sedimented.

From near bottoms up to surfaces, the densities of Arundinoideae and Andropogoneae were abruptly decreased, while

the density of Oryza sativa was sharply increased. With these resul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rice cultivation

was started from the Bronze Age o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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