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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함안 묘사리 곡저평야의 하구부 토양층을 대상으로 식물규소체 분석을 행하 다. 분석결과 하부층준
에서는 갈대속(Phragmites)과 재배벼(Oryza sativa)가 가장 많이 산출하 고, 기장족과 쇠풀족이 증가하여
저습한환경에서활발했던농경활동을반 하 다. 또한고고학발굴결과에서도삼국시대수전층이확인되었
다. 전체식물규소체산출량은중간층에서가장많고, 상부층으로오면서점차증가하 다. 재배벼는하부층에
서 가장 많아서 농경층과 식물규소체 산출량은 비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배벼는 거의 전 층준에서 연속적으
로출현하므로전시기에걸쳐농경활동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주요어 : 함안묘사리유적, 식물규소체분석, 농경활동, 재배벼

Abstract : Phytolith analysis of sediments at the river mouth of valley bottom plains in Myosa-ri,
Haman is performed. By the phytolith results, Phragmites and Oryza sativa are dominated in the
lower horizon. An abundance of Paniceae and Andropogoneae indicates the active agricultural
activities under wet conditions. Moreover, the results of archeological studies suggest the paddy
fields in the Three States Age. The phytolith assemblages are dominated in the middle horizon
and they gradually increase in the upper horizon. The rice cultivation layer is not proportional to
total phytolith yield due to the dominance of Oryza sativa in the lower horizon. However,
because the Oryza sativa are continuously observed over the entire sedimen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had been the agricultural activities for the entir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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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옛 사람들이 조성한 경작층은 주변 자연경관을

통하여 지형학적 특징으로 확인될 수도 있지만, 무

엇보다 고고학적으로 수로나 경지 구획 흔적이나

농기구 등의 유구 및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발굴됨

으로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경작층의 증거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

으 면 토 양 층 에 포 함 된 대 형 식 물 유 체

(macrofossil), 식물규소체나 화분과 같은 미화석

(microfossil)을 이용한 대리자료(proxy data)를

검토할수있다.

특히 이러한 식물유체들은 퇴적 상태에 따라 다

르지만 대체로 물리적, 화학적 분해작용에 대한 저

항력이 강하여 퇴적 당시의 고식생 변화 및 인위적

향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다. 식물 세포와

조직 사이에 형성된 여러 무기염류 구조물을 통칭

하는 식물규소체(식물규산체, phytolith, plant

opal, 植物硅素體)는 벼과식물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산출되고, 분석 결과는 제4기 기후 환경 변화

복원, 농경 활동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황성수, 1992; 황상일외, 2010).

식물규소체는 식물세포 내에 규산(SiO2)이 축적

되어 형성된 것으로 식물체의 세포와 조직 사이에

형성되는 여러가지 무기염류의 구조물을 총칭한

다. Watanabe(1968)는 식물규소체가 생물무기화

(bio-mineralization)에 의해 식물체내의 모든 부

위에 형성되어, 분해된 후에도 세포의 형태로 퇴적

물에 보존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식물규소체는 식

물이 죽어서 분해된 후에도 미화석이 되어 반 구

적으로 토양 중에 잔류하기 때문에 저습지 퇴적물

은 물론이고 대지나 산지 퇴적물들의 분석대상이

되며, 화분분석에 비하면 연구 대상의 폭이 넓다

(윤순옥외, 2009).

유적지 토양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식물규소체

는 주변의 식생에서 기원하므로 국지적인 환경을

반 하며(Wallis, 2001), 유적지 토양층에서 확인

되는 식물규소체 군집은 문화층에 포함된 다른 유

물들과 잘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Barczi et al.,
2009; Mercader et al., 2000; Albert et al.,
2008). 따라서 보리, , 벼와 같이 대부분의 경작

층에서 나온 곡물들은 식물규소체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수있다(Rosen, 1992; Zhao et al. 1998).
국내에서 이루어진 식물규소체 연구는 수전층

토양과 토기의 태토에서 고고학자에 의해 주로 이

루어졌다(이융조·김정희, 1998; 임효재·스즈키,

2000 외). 그러나 최근 농경에 대한 직접적인 식물

규소체 증거는 재배벼(Oryza sativa)라는 점에 착

안하여 농경 활동의 유무나 농경층을 확인하고 있

다(황상일 외, 2010). 또한 식물규소체 분석은 형

태별 조성변화, 식물규소체를 응용한 기후지수를

활용하여 고환경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지 , 2008; 윤순옥

외, 2009; 이상헌·강봉원, 2009; 최기룡·김진

태, 2009; 진민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진주-마산간 남해고속도로 확장

구간(6공구) 내 고고학 발굴지역에서 과거 경작지

로 추정되는 문화층에 대해 농경의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함안 IC 가 위치한

트렌치 노두에서 등간격으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대상으로 식물규소체 분석을 행하 다. 특히 식물

규소체 산출 경향으로 조사지점의 농경 특성과 지

형과의관계에대해서도검토하 다.

2. 연구지역개관

식물규소체분석을위하여트렌치를조성한조사

지역은 함안군 가야읍 소재로서 조사지점 주변에는

남강의 지류천인 함안천이 형성한 충적평야가 넓게

전개되고 있다. 함안천에 합류하는 소하천은 천제

봉(224.9m)과 삼봉산(301.6m) 사이로 난 분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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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원하는데 협곡을 지나면서 곡저평야를 매우
좁게 형성하 다. 이러한 평야의 발달에는 또한 거
의 동서방향의 지질구조선도 함께 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사지점은 이 곡저평야의 하류부 구간에
해당하며함안천충적평야와거의맞닿아있다.

일반적으로 지류천 하류 구간은 여름의 장마나
홍수시에 본류 범람원의 지하수위가 상승함에 따
라 향을 받는다. 연구지역은 함안천 범람원이 남
강의 수위 상승에 향을 받고, 이어서 조사지역의
소유역 범람원도 함안천의 수위에 의해 통제되어
홍수시 물빠짐이 불량하다. 따라서 합류 구간에 인
접한 범람원이나 곡저평야와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습지가 형성되기 쉽다. 한편 연구지역 주

변에 넓게 전개되는 함안천 범람원은 농경이 전파

된 청동기시대 이래에는 용수의 공급에 유리하여

지속적으로수전의경작지로이용되었을것이다.

조사지점은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에서 함안천

범람원의 농경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로 판단된다(Fig. 1). 고고학적인 조사도 함께 진행

되었으므로 발굴지점을 중심으로 트렌치가 굴착되

었다(Fig. 2). 이곳에서 토양주상도를 작성하 고

층준 간에 대략 등간격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이를대상으로식물규소체분석을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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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Myosa-ri archeological site, Haman-gun, Gyeongnam Province



3. 식물규소체분석방법및결과

식물규소체분석은近藤·佐 (1986)의방법을일
부 수정, 보완하 다. 건조시킨 5g의 토양시료에 과
산화수소(H2O2)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한 뒤 염
산(HCl)으로 처리하 다. 또한 초음파 조사(照射)를
통해 시료를 분쇄하고, 입도분석용 체에 거른 후 비
중2.3 용액을사용하여식물규소체를추출하 다.

식물규소체의 동정은 Carl Zeiss社의 Axiolab
광학현미경(x400)에서 프레파라트 1개를 다 볼 때
까지 진행하 다. 미국 열대기후지역의 벼과식물
에서 나타나는 단세포 식물규소체(규소괴)의 종류
와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식물규소체의 동정표를
제시하 던 Piperno and Pearsall(1998)은 벼과
식물의 단세포 식물규소체의 산출 특성을 론델형,

안장형, 아령형, 십자형 형태로 제시하 다. 본 연
구에서 식물규소체의 형태 분류는 이지 (2008),
윤순옥 외(2009)의 연구결과를 이용하 으며, 부
채형(fan)을 비롯하여 아령형(bilobate), 안장형
(saddle), 론델형(rondel), 침형(point), 사각형
(rectangular), 판형(plate), 사다리형(trapezoid),
장방형(elongate)을구분하 다.

또한 부채형 식물규소체 분류군은 대략 벼
(Oryza sativa), 갈대속(Phragmites), 기장족
(Paniceae), 쇠풀족(Andropogoneae), 나바랭이아
과(Chloridoideae), 억새속(Miscanthus)이 확인
되었다. 이들 분류군의 출현 경향을 정량화하여 식
물규소체 다이어그램을 완성하 으며(Table. 1,
Fig. 3), 확인된 식물규소체의 현미경 사진은 Fig.
4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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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il profile trench at Myo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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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s of phytolith absolute quantities, Myosa-ri(unit : grains/Praparat)

Table 1.  Phytolith morphotype and count data, Myosa-ri (num/praparat)

8.95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Oryza sativa 115 123 84 102 47 24 50 20 14 24 15 24 12 9 3 6

Phragmites 12 13 7 4 7 6 10 8 18 16 12 3 6 0 6 12

Fan
Paniceae 212 145 152 125 115 178 404 328 294 304 318 198 381 267 411 426

-shape
Andropogoneae 313 273 367 324 204 590 860 900 802 624 546 612 744 486 717 705

Chloridoideae 4 3 4 4 3 8 10 8 0 4 6 9 24 12 30 27

Miscanthus 7 1 8 3 0 4 10 16 4 8 9 9 3 6 15 6

others 52 29 40 21 56 88 188 88 138 238 249 228 348 264 360 270

Saddle 23 34 42 31 76 140 108 100 60 60 90 153 156 141 363 255

Paniceae 5 5 2 1 4 2 0 0 0 0 0 0 0 0 0

Bilobate bilobate others 192 188 220 225 435 820 1,086 898 250 414 477 522 552 378 582 528

polylobate 8 3 8 7 2 10 26 14 10 6 9 15 15 6 24 27

Cross 2 4 1 0 0 12 24 2 0 2 0 3 0 6 0 12

Rondel 60 123 93 104 208 598 504 338 148 190 309 237 417 240 345 219

Point 247 228 250 284 282 496 690 484 368 468 654 615 624 645 765 588

Rectangular 28 24 10 23 69 66 66 40 14 82 81 129 135 105 180 63

Plate 3 4 1 7 12 30 62 20 10 14 15 51 33 15 48 30

Trapezoid 33 15 7 13 41 34 38 14 12 30 27 78 81 27 63 48

Elongate 899 790 953 1,063 1,060 2,632 3,030 2,144 1,448 1,768 2,031 2,496 3,066 1,989 2,805 2,793

Total 2,215 2,005 2,249 2,340 2,618 5,740 7,168 5,422 3,590 4,252 4,848 5,382 6,597 4,596 6,717 6,015

8.95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10.10 10.20 10.30 10.40



10.40-8.95m의 총 1.45m 두께를 10cm 간격

으로 채취하여 16개 층준에 대하여 식물규소체 분

석을 실시하여 각 층준별 총 10개 형태별로 종류를

동정하 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장

방형(elongate)이며, 다음으로는 부채형(fan), 침

형(point), 아령형(bilobate), 론델형(rondel), 안

장형(saddle), 사각형(rectangular), 사다리형

(trapezoid), 판형(plate), 십자형(cross)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양주상도에 의하면 문화층은 11층과 12층인

9.85-10.10m 층준이 삼국시대 경작층으로 확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작층은 수분을 장기간 다량

함유하여 미분해된 유기질 성분이나 불투수층과의

경계에 철분과 망간층이 집적되어 대개 어두운 색

을 보인다. 그러나 토양주상도는 대체로 밝은 명갈

색 계통의 색상을 띠며 유기질 성분이 많지 않고,

더욱이 경작층과 비경작층의 구분이 토색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한 원인은 대략 지질구조선이 지

나면서 사면경사가 급한 곡저평야에 위치하고 있

어서 퇴적물의 공급량이 많은데 비해 습지가 오래

유지되는 동안 유기물이나 기타 무기염류의 집적

량이매우적은데기인할것으로판단된다.

토층 단면에서 식물규소체는 전 층준에서 총

2,000개 이상이 검출되었다. 특히 9.50m 지점에

서는 식물규소체의 산출량이 7,168개로 가장 높았

으며, 최하부층에 해당하는 8.95m와 9.00m는 각

각 2,215와 2,005개로 가장 적은 양의 식물규소체

가산출되었다.

농경활동의직접적인지시자로언급되는재배벼

(Oryza sativa)는 전 층준에서 출현하며, 평균 40

개 내외의 식물규소체가 확인되었다. 특히 최하부

8.95m와 9.00m 층준에서는 1개 프레파라트 당

110개 이상 벼의 부채형 식물규소체가 다량 출현하

여전체층준에서가장많은양이산출되었다. 최상

부인 10.40-10.10m에서 벼의 식물규소체는 10개

내외가 검출되었으며, 최상부로 오면서 산출량이

급감하지만최상부까지연속적으로출현한다.

안장형은 상부쪽으로 오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며 약 10.30m 부근에서 약 360개 내외로 급

증한다. 아령형은 평균적으로 480여개가 전 층준

에서 확인되며, 하부에서 상부로 오면서 약 9.60m

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약 9.70m 부근에서 약 250

개 내외로 급감한 후 상부로 올수록 증가하 다.

십자형은 전 층준에서 20개 내외로 매우 소량 확인

되었다. 론델형은 9.40m로 오면서 증가하 다가

9.70m에서 다시 감소한 후 상부로 오면서 약간의

미변동을 하면서 증가하며 상부층까지 약 200개

내외가 확인된다. 침형은 전 층준에서 평균 480개

이상이 확인되며, 상부로 오면서 약 580개 이상이

연속적으로 출현한다. 사각형은 상부로 오면서 약

80-100개 내외가 확인되었으며, 사초과에서 주로

형성되는 판형이 상부로 오면서 증가하여 약 30여

개가 확인된다. 사다리형은 상부로 올수록 증가하

며 약 50개 정도가 확인되며, 10.20m 부근에서는

약 30개 미만으로 감소하 다가 다시 상부로 오면

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가장 많이 산출된 장

방형은 식물규소체의 총량의 층상변화와 거의 유

사한 산출 경향을 보이며, 전 층준에 걸쳐 약 800

개 이상이 확인되며 최대 3,000개 정도의 장방형

이확인되었다.

4. 식물규소체퇴적환경과농경가능성

연구지역의 식물규소체 산출량은 하부 층준에서

상부 층준으로 오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부 9.20-8.95m 층의 식물규소체 총량은 약

2,000개 고, 중간층인 9.50-9.60m 층(5,400-

7,200개)의 3개 층준에서 최대량을 보이며 급격하

게 증가하 다. 보다 상부층으로 가면서 다시 산출

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중간층과 유사하게 급증하

여 거의 가장 상부층에 가까운 10.10-10.30m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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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600-6,700개 산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다

소 변화폭은 크지만 하부층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2-3배이상의산출량을나타낸다.

또한 하부 층준 형성시기에는 벼와 함께 갈대속,

기장족, 쇠풀족이 나타나므로 저습한 환경에서 농

경 활동이 행해졌을 것이다. 또한 경작지 주변에는

기장족과 쇠풀족을 중심으로 하는 논잡초나 기장,

조, 피와같은밭작물, 그리고강아지풀이나돌피와

같은잡초류도함께생육하는환경이었을것이다.

함안 묘사리 일대는 함안천에 유입하는 지류천

의 하류역 범람원에 해당한다. 분석을 행한 토양층

은 대부분 유기질을 많이 포함하지 않는데, 곡저평

야는 퇴적된 후 오래지 않아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된 담갈색의 실트질 토양층이 대부분으로서

고결도가 높다. 범람원의 토양 형성조건은 함안천

본류에 가까울수록, 지류천 유역에서는 하류역일

수록 보다 저습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체

로 범람원 토양층은 하부층일수록 유기질을 다량

포함하는습지성토양을형성한다.

조사지역은 소하천의 곡저평야와 대하천 본류가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홀로세 중기 이

래 범람원이 충분히 매적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량

의 강우시 낙동강과 같은 대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서 배수가 불량한 환경이 조성되어 토탄질의 습지

토양이형성될수있었을것이다.

본 분석시료인 토양층도 주로 하부층에서 유기

질 성분이 다소 많아서 암회색을 띠고 있어 이러한

가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본 토양트렌치 주상도의

토색만으로는 유기질 포함 여부를 뚜렷이 파악하

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보여 건륙한 환

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 농경층의 유무는 토색이나 볍씨 등의 대형화석

추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기존에는 화분분석

으로확인되기도하 다.

그러나조사지역의산화된토양에서화분화석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식물규소체 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된다.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는 화분
에 비해 적용범위가 좁지만 식물규소체가 반 구적
으로 토양 중에 잔류하여 시료 선택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 공간적인 연구의 폭이 넓다. 묘
사리 분석 결과, 토양층의 전 층준에서 갈대속
(Phragmites)은 재배벼(Oryza sativa)와 유사한
산출 경향을 보이며 최하부층에서 가장 높았다. 저
습지에 주로 생육하는 갈대나 수전에서 주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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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윤순옥, 황상일

Fig 4.  Photomicrograph at Myosa-ri, Haman-gun, Gyeongnam
Province

1 : Oryza sativa fan, 2 : Paniceae fan, 3 : Phragmites fan
4 : Chloridoideae fan, 5: Paniceae fan, 6 : Rectangular
7 : Bilobate 8 : Saddle, 9 : Rondel
10 : Plate, 11 : Cross, 12 ; Trapezoid
13 : Point, 14 : Trapezoid, 15 : Elongate



되는 재배벼의 생태 조건에 비추어볼 때 범람원의

매적과정 초기단계에 지하수위가 보다 높아서 이들

식물의성장에매우적합하 을것으로판단된다.

즉, 하부 9.20-8.95m 층에서 총 식물규소체는

약 2,000개 가량 산출되며, 그 가운데 벼의 식물규

소체는 약 80-120개 정도 산출되어 총량의 15-

20%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체 층준 가운데

재배벼가 가장 많이 산출된 이 층준 형성기에 농경

활동이 가장 활발하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

순히 상대적인 산출량에서 농경활동이 가장 활발

하 던 특별한 층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상부층으로 오면서 즉 현재와 가까운 시

기일수록 재배벼(Oryza sativa)의 경작이 더욱 활

발하 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실제로 벼는 전 층준에서 꾸준하게 확인되었으

므로 이러한 가정이 유의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조

사 층준에서 재배벼(Oryza sativa)의 산출 특성으

로 단순히 검토한다면 농경활동의 집약 정도가 달

라진다. 따라서 식물규소체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율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있을 가능성

을전제하여야할것이다.

미화석분석 결과는 다량의 산출량을 기초로 정

량적인 통계값을 적용하는데 산출량이 적은 시료

일수록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하부층(9.20-

8.95m)은 규소체 산출 총량은 가장 적은 층준이므

로 벼 규소체의 산출 비율로 농경활동의 집약 정도

를 단순히 규정짓기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

여다양한측면에서정확도를높여야할것이다.

본 주상도에서 전체 총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대략 중간 층준의 9.40-9.60m 층(5,400-7,200

개)이며, 더 후기에 퇴적된 가장 상부층인 10.10-

10.30m 층(4,600-6,700개)이 벼가 하부층 보다

2-3배 이상으로 훨씬 높은 산출량을 보이며 두 번

의피크가인정되었다.

즉, 연구지역은 범람원의 지형발달 과정에서 또

한 인간의 농경 발달사적 측면에서도 전체 층준에

서 벼의 식물규소체가 꾸준히 산출되었고 따라서

농경은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다. 벼 산

출량이 많았던 하부층(9.20-8.95m) 형성 시기는

식물규소체 조성과 마찬가지로 고고학 연구 결과

에서도 거의 유사한 9.00-9.10m 층준을 삼국시대

수전층으로제시하고있다.

농경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하부 층준에서 상부로

올수록 농경을 반 하는 식물규소체의 산출경향이

감소하 으나 거의 상층부까지 벼의 식물규소체가

연속하여 출현한다. 거의 전 층준에 걸쳐 농경활동

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부로 오면서 벼

의 출현경향이 감소한 것은 아마도 기후환경이 보

다 건조하 거나 지형 발달 과정에서 범람원이 점

차 매적되어 건조한 토양환경이 심화되어 건륙성

벼과식물이크게증가하 을가능성도있다.

조사 지역과 함께 함안천 범람원은 하천의 규모

에 비하여 매우 넓어서 현재까지 비옥한 농경지로

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상부 층준은 객토로

농경지가 조성되었으며 여러 차례 경작으로 수전

층의 두께가 불규칙하며, 일부 삭평되었다. 따라서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함께 식물규소체 분석결과,

연구지역에서는 거의 상부층까지 농경활동이 지속

되었으나 층준 상부의 활발한 농경활동 등으로 인

한 토양층 교란으로 벼의 식물규소체 확인이 어려

웠다. 연구지역내 농경활동 증거는 추후 문화유적

내 발굴 과정에서 동일 층준에서 확인된 출토 유구

/유물 및 토층 발굴 성과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더

정확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고학적발굴성과와의대비가필요할것이다.

5. 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의 범람원에 조성한 트렌

치의 토양주상도를 대상으로 식물규소체 분석을

행하 다. 함안 묘사리 일대는 곡저평야 보다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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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본류와 만나는 경계부에 위치하여 농경활동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석결과, 하부 층준에서

는 벼와 함께 갈대속, 기장족, 쇠풀족이 함께 증가

하여 저습한 환경에서 농경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주변 지역에서는 기장족과 쇠풀족

을 중심으로 하는 논잡초나 기장, 조, 피와 같은 밭

작물과 강아지풀, 돌피와 같은 잡초류가 함께 생육

하는환경이었을것이다.

식물규소체 산출량은 하부층준에서 상부층준으

로 오면서 점차 증가하 으나 재배벼의 식물규소

체 산출량은 총량과 비례하지 않았다. 즉 맨하부

층준(9.20-8.95m)에서 총 식물규소체는 약

2,000개로 가장 적게 산출되었고, 벼의 규소체는

가장 많았다. 피크를 보이는 층준은 중간층인

9.50-9.60m 층(5,400-7,200개)이며,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거의 가장 상부층(10.10-10.30m)에서

4,600-6,700개로다시높은산출량을나타냈다.

본 식물규소체 분석시료는 하부층준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어 토색만으로 유기질 포함

여부나 농경층을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고 식물규소

체 분석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토양층의전층준에서갈대속(Phragmites)과 재

배벼(Oryza sativa)는 유사한 산출 경향을 보이며

최하부층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생태 조건에 따

라 최하부층 토양 형성시기에 지하수위가 보다 높

은저습한환경이조성되어번성하 을것이다.

재배벼가 가장 높은 층준인 하부 층준에서 농경

활동이 가장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부층

으로 오면서 재배벼(Oryza sativa)의 경작이 더욱

집약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연대값이 충분하

지 않고 다양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범람원의

저습한정도와벼경작과의관계도단정하기어렵다.

벼의 식물규소체 산출량이 많은 하부층(9.20-

8.95m)의 시기는 고고학 연구 결과에서도 삼국시

대 수전층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벼의 식물규소

체가 거의 전 층준에서 연속적으로 출현하므로 전

시기에 걸쳐 농경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상부

로 오면서 벼의 출현경향이 감소한 것은 아마도 보

다 건조한 기후 환경이나 지형 발달 과정에서의 범

람원의건륙화경향도생각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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