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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중국 양자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유입된 벼농사의 확산경로상, 김포지
역은 한반도 내에서도 이른 시기의 벼농사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
된 바 있다. 김포시 고촌읍 태리 유적의 토탄층에서 벼 껍질이 다량 출현하여 벼농사가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하지만 발견된 식물유체의 연대는 삼국시
대이다. 퇴적물에서 벼속(Oryza )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분이 발견되었는데, 퇴
적물의 AMS연대 측정값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800 BC 전후이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서 신석기시대 탄화미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식물유체 분석을 담당
한 스즈키 미츠오(鈴木三男)는 벼의 증거가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김포지역에는 청
동기시대 취락과 지석묘가 분포하며, 벼농사 시작은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올라갈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벼농사 개시가 이 시점을 상회함을 나타내는 자료는 극히 빈약하다.
2000 BC경 경기 내륙지역에는 인구공동화(人口空洞化) 현상이 있었으며, 해안지역
으로 중국 벼농사 문화가 전파되었어도 내륙까지의 파급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주제어 : 벼농사, 벼껍질, 화분, 식물유체, 김포, 토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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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논문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289-5번지 일원(이하 태리 유적)의 퇴적층에서 확
인된 자연유물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사시대 김포지역 벼농사의 시작 시점을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리 유적은 2015년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퇴적
층 내에서 구석기시대 몸돌, 긁개, 격지와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발견되었다(겨레문화유산
연구원 2017:251). 퇴적물에 잔존한 식물유체는 대형식물유체인 종자와 목재, 미세식물유체
인 화분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벼농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벼 껍질과 화분이 본고의
주된 고찰 대상이다.
한반도의 벼농사 시작 시점은 청동기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안승모 2008:31-34; 한
국고고학회 2015:66). 여주 흔암리(안승모 2014:40-64; 임효재 1978:30-38)와 부여 송국리(김
경택 외 2012:29-50; 이춘녕박태식 1979:153-154)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미가 널리 알려진
증거 자료이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탄화미나 압흔 등 벼재배를 확실히 나타내는 식물유체
가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100개소를 훨씬 상회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627-721;
안승모 2013:275-302). 비교적 이른 시기로 비정되는 유적으로는 진주 평거 3, 4지구, 대평
리 어은, 하남 미사리 등을 꼽을 수 있다(손준호 외 2010:13-15; 이경아 2011:305, 2012:336;
Crawford & Lee 2003:92). 강릉 교동에서 발견된 탄화미의 방사성탄소연대는 1000 BC를 훨
씬 상회한다(Ahn 2010:91). 일련의 자료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벼농사가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한편 벼농사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
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소로리 볍씨 논쟁(안승모 2009:192-237)인데, 농경 시작을
구석기시대로 보는 점과 한반도, 특히 청주 지역을 야생벼의 자생지이자 벼의 최초 재배
지로 보는 점 등에서 매우 이례적이다(박태식 2009:119-123; 박태식이융조 2004:119-132;
Kim et al. 2013:675-679). 또 다른 사례는 김포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
다는 주장이다(임효재 1990:7). 벼의 기원지를 중국 남부 지역으로 보는 점과 벼재배 문화가
서해를 가로질러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과 동
일하다. 하지만 벼농사의 한반도 도래시기를 2000 BC경인 신석기시대로 본다는 점이 특징
이다.
벼농사 시작과 관련한 다양한 가설은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벼가 재배되었다면, 신석기시대 유적의 플로테이션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벼 식물유체의 보고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청동기시대 벼농사의 존재도 이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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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입증되었다. 연구 사례를 축적하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의
분석은 이런 문제의식하에 입안되었다.
태리 유적에서는 2m 이상에 달하는 점토성 퇴적물이 잔존하였고 여기에서 육안으로도
식물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 퇴적층에서 구석기가 발견되어 홀로세 이전부터 시
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진 지층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식물유체 분석은 신석기시대 벼농
사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무엇보다 관건이
되는 것은 벼농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는 탄화미나 벼껍질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연대
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아울러 벼농사에 수반한 농경지 조영이나 벌채 같
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식생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는 화분분석에서 감지될 수 있다.
태리 유적의 화분분석 내용은 이 유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김포 일대의 벼농사 시작 문제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김포 일대의 선
사시대 벼농사 전개 과정에 대해 추론하도록 하겠다.

Ⅱ. 벼농사 확산과 중부 서해안
예외적인 주장을 차치한다면, 벼가 중국 남부지역에서 기원한 작물이라는 것에 학자
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Crawford 2005:78; Higham & Lu 1998:867-877; Smith 1995:116).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진령(秦岭)산맥과 회하(淮河)를 있는 소위 진령회하선(秦岭

淮河线)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구분된다. 선사시대에 황하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은
조·기장 경작권이었으며 양자강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은 벼 경작권이었다(Barnes

1999:97; Liu & Chen 2012:76-85). 전통적으로 중국문명은 황하문명과 동일시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양자강 유역이 황하 유역과 대등한 위치를 점한
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Wang et al. 2010:22). 특히 식물유체에 대한 관심과 보고 사
례가 많아지면서 양자강 유역이 벼농사의 기원지란 사실이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벼 식물유체가 보고된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호남성의 위찬옌(玉蟾

岩) 동굴 유적이다(Lu 2006:135; Wang et al. 2010:25). 이 유적에서는 16,000∼13,000 BC
경으로 비정되는 토기편이 발견되었고, 찍개, 격지와 함께 소량의 벼껍질이 보고되었다

(张文绪·袁家荣 1998:416-420; Boaretto et al. 2009:9595-9600). 이 자료가 인정된다면
중국내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벼 이용 증거가 된다.

위찬옌 유적만큼 연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8000 BC 이전으로 비정되는 벼 식물규산체

는 강서성의 셴런둥(仙人洞)과 댜오퉁후안(吊桶环) 동굴 유적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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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35; Wang et al. 2010:24-25). 인접한 두 유적은 석기나 골각기의 양상이 비슷하여
동시기로 간주되며 발굴된 층위의 연대는 2,1000∼7000 BC에 걸쳐 있다(彭适凡·周广明

2004:35). 자오즈준(赵志军)은 식물규산체 분석에 기초하여 10,000∼9000 BC경에 댜오퉁
후안 유적에서 야생벼의 채집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아울러 8000∼6000 BC의 퇴적물에

서 야생벼와 재배벼의 식물규산체가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벼재
배가 초기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Zhao 1998:885-897). 하지만 벼 식물유체가 직
접 연대 측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 인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학자들도 있다
(Lu 2006:135).
플로테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대형 식물유체를 발견한 유적 중 연대가 이르면서도 벼의
출현 여부에 관한 이견이 없는 유적은 절강성의 상산(上山) 유적이다(Lu 2006:138; Wang
et al. 2010:24; Zhao 2011:S276). 상산 유적은 전기와 후기의 두 시기로 나뉘는데, 방사성탄
소연대측정에 의해서 각각 9000∼7000 BC와 6200∼5000 BC로 구분된다(Zhao 2011:S276).
전기는 상산 문화에, 후기는 콰후차오(跨湖橋) 문화에 해당한다. 2005년 발굴에서 대규

모 플로테이션을 실시하여 30여립의 탄화미를 발견하였다. 탄화미는 대부분 6200 BC 이
후로 비정되지만 소량은 상산문화기 지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Zhao 2011:S276). 상산
유적에서는 탄화미 외에도 토기 태토에 벼껍질이 잔존하였고, 상산문화기의 소토에서도
탄화된 왕겨가 검출되었다(Jiang & Liu 2006:355-361).
7000∼5000 BC경에 이르면 벼 식물유체는 양자강 중하류에서 모두 발견된다. 펑터우산

(彭头山), 청베이시(城背溪), 콰후차오(跨湖橋), 바스당(八十垱) 등의 유적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5000 BC를 넘어서면 벼가 발견되는 유적의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논 유구가
발견되는 유적도 등장한다. 허무두(河姆渡), 청터우산(城头山)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이며, 차오셰산(草鞋山), 춰둔(绰墩), 룽추좡(龙虬庄) 등지에서는 논이 발견되었다

(Wang et al. 2010:22-24). 한편 7000 BC를 넘으면 양자강 유역을 벗어난 북쪽 지역에서 벼
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호남성의 자후(賈湖) 유적이다. 장기간 거주

된 대규모 촌락인 자후 유적에서는 400립 이상의 탄화미가 발견되었으며, 방사성탄소연
대에 의해 7000∼5800 BC로 비정된다(Zhao 2011:S296).
한반도의 초기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동지역에서는 식물고고학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rawford 2009:7271-7272; Crawford et al. 2005:309-317; D’Alpoim
Guedes et al. 2015:12-13; Jin et al. 2014:36; Jin et al. 2016:1608-1611). 산동지역의 신석기
시대는 후리(后李, 6400∼5700 BC), 북신(北辛, 5300∼4100 BC), 대문구(大汶口, 4100∼
2600 BC), 용산(龙山, 2600∼2000 BC), 악석(岳石, 2000∼1600 BC) 문화로 구분된다(张之
恒 2004:104-137). 산동지역에서 벼 식물유체가 발견된 선사시대 유적은 15개소를 상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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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벼농사 관련 유적과 벼농사의 가설적 확산 루트:
1.청베이시(城背溪); 2. 청터우산(城头山); 3. 펑터우산(彭头山); 4. 바스당(八十垱);
5. 위찬옌(玉蟾岩); 6. 셴런둥(仙人洞), 댜오퉁후안(吊桶环); 7. 상산(上山); 8. 콰후차오(跨湖橋);
9. 허무두(河姆渡); 10. 차오셰산(草鞋山), 춰둔(绰墩); 11. 룽추좡(龙虬庄); 12. 자후(賈湖);
13. 웨좡(月庄); 14. 둥판(东盘); 15. 쉬자춘(徐家村); 16. 량청전(两城镇); 17. 자오자좡(赵家庄);
18. 베이첸(北阡); 19. 양자취안(楊家圈); 20. 퉁린(桐林); 21. 시허(西河); 22. 좡리시(莊里西);
23. 왕자춘(王家村); ■ 태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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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poim Guedes et al. 2015:12-13). 용산문화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량청전(两城镇), 퉁린(桐林), 자오자좡(赵家庄), 좡리시(莊里西) 유적 등에서는
탄화미가, 양자취안(楊家圈) 유적에서는 벼 압흔이 보고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산동지역의 경우 후리문화 단계인 6000 BC경부터 벼 식물유체가 출현한

다는 점이다(D’Alpoim Guedes et al. 2015:12-13). 시허(西河)와 웨좡(月庄) 유적에서 발견

된 탄화미가 여기에 해당한다(Crawford 2009:7271-7272; Jin et al 2014:36). 둥판(东盘) 유

적에서는 북신문화기의 탄화미가, 베이첸(北阡)과 쉬자춘(徐家村) 유적에서 대문구문화
기의 탄화미가 발견되었다(Jin et al. 2016:1608-1611). 용산문화기에는 탄화미 출현 사례
가 많을 뿐 아니라 요령지역으로 벼농사가 확산된다. 요령성 왕자춘(王家村) 유적에서
2000 BC경의 탄화미가 발견된 바 있다(马永超 외 2015:39-43).

벼 식물유체가 발견된 유적은 많지만 언제부터 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해

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상산 유적의 자료를 근거로 만 년 전에 벼가
재배되었으며 이때부터 순화종이 출현한 것으로 본다(Jiang & Liu 2006:355; Liu et al.
2007:1067). 이 견해에 의하면, 상산 유적의 토기 태토에서 발견된 벼껍질과 벼과식물의
규산체는 순화된 벼의 흔적이며, 상산 문화에 후행하는 콰후차오(跨湖桥) 유적(6200∼
5200 BC)이나 허무두(河姆渡) 유적(5000∼4500 BC)에도 야생종과 순화종 벼가 혼재한

다. 이에 대한 반론은 순화종 벼의 출현은 4000 BC에나 이루어지고, 이전 시기의 벼는 미
처 다 자라지 않은 미성숙 상태에서 수확된 야생벼라는 것이다(Fuller et al. 2007:326-328;
Fuller et al. 2009:1607-1610). 이 견해에 따르면 상산 유적은 물론이고 콰후차오나 허무두
유적의 벼도 완전한 순화종 단계가 아니다. 자오즈준(赵志军)은 자후 유적이 야생벼 자
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유적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재배벼라고

판단하였다(Zhao 2011:S296-S297). 하지만 산동지역에서 6000 BC경에 출현하는 벼는 야
생종이며, 벼가 출현하는 것은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벼의 야생분포지가 북쪽으로 일시
적으로 확대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D’Alpoim Guedes et al. 2015:813). 중국에서 벼 식용의 역사가 길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야생벼와 재배벼의
구분에 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Gross & Zhao 2014:6190-6197).
벼농사가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가는 과정은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고, 한일학계에서 선사시대 벼농사 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인식된

다(佐藤洋一郎 2002:64-67).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일본 열도로 직접 벼농사가 전파되었

을 것으로 보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된 바 있지만, 고고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현재 일본
인 학자들도 대부분 벼농사가 한반도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 같다. 중국
산동지역에서 한반도로 벼농사가 전파된 가설적 경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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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너지 않고 육로로 우회하는 경로, 산동반도를 거쳐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경로, 양자
강 유역에서 남부지역으로 유입되는 경로이다(그림 1). 김포지역을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벼농사 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두 번째 가설에 근거한다.

Ⅲ. 김포 태리 유적
태리 유적의 시료 채집 지점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289-5번지에
위치하며 학교 부지로 설정된 지역이다(그림 2). 시굴조사 전체 면적은 20,107㎡이고, 이
가운데 발굴조사 면적은 3915㎡이다. 유적은 한강 본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해발고도 7.5m 내외의 얕은 언덕이 산재하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이전에
발굴지점은 밭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39-49).
시굴 트렌치에서 확인한 유적 퇴적층은 총 14층으로 구분된다. 위로부터 I 표토층, II
매립토층, III 흑갈색 사질점토층, IV 흑색 실트층, V 청회색 실트층, VI 연갈색 점토층,
VII 적갈색 점토층, VIII 갈색 점토층, IX 황갈색 실트층, X 청회색 실트층, XI 적갈색
사질층, XII 청회색 실트층, XIII 갈색 사질층, XIV 기반암풍화토층이다(그림 2). 제4기
홍적세 퇴적층은 토양쐐기구조 및 엽상구조가 나타나는 제VII층을 포함하여 그 이하
지층이다. 제IV층인 흑색 실트층은 조사지역 동쪽 해발 약 6.0m 높이에 분포한다. 이 층은
지표 가까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 초기에는 최근에 퇴적된 층위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발굴 과정에서 원삼국시대 파수, 토기편과 더불어 다량의 씨앗과 목재편이
발견되었다. 이에 304㎡의 범위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퇴적층 내에서 분석을 위한
토양시료, 유기물시료, 유물 등을 수습하였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42).

Ⅳ. 식물유체 분석
1. 분석 방법
종자시료는 김영준과 김우락에 의해 제토 작업 중에 채집되었다. 현장에서 선별된 식물
유체는 젖은 솜을 이용하여 수분을 계속 함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이후 실험실로 이
동하여 2℃에서 냉장보관하였다. 선별된 유기물들은 세척된 상태였지만 토양이 응착되
어 있어 표면조직의 정확한 관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초음파 세척기로
수 초 간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종자는 알코올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탈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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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면의 이물질은 상온에서 건조시키면서 부드러운 그림붓을 이용하여 닦아 내었다. 마
지막으로 종자 형태를 실체현미경으로 ×10∼80배의 배율에서 관찰하고 사진 촬영, 크기
계측, 수량 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2> 태리 유적 위치 및 화분시료 채집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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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분석을 위한 시료는 약 2.5m 높이의 트렌치 벽면에서 5cm 간격으로 채집된 것으로
6개 층위 내 총 45개이다(그림 2). 우선 덩어리 상태로 채집된 토양시료에서 분석을 위한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후 시료를 15ml 원심분리기 튜브에 넣은 후 증류수로 세척
하고 라이코포디엄(Lycopodium ) 태블릿을 넣어 향후 화분 농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분해된 토양 덩어리를 10%의 염화수소(HCL) 용액에 넣어 90℃에서 15분간 가열하고
체눈 크기 125㎛의 표준체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이어 10% 수산화칼륨(KOH) 용
액에 넣어 10분간 가열하고 증류수로 7회 세척하였다. 다음으로 불산(HF) 용액에 넣어 1
시간 정도 가열한 후 실온에서 48시간 이상 처리하였다. 이어 빙초산(Glacial acetic acid)으
로 탈수하고 아세트산 무수물(Acetic Anhydride)과 농황산(sulphuric acid)을 9:1로 섞은 혼
합액에 4분 동안 담가 아세트산 분해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염색하여 프레파
라아트를 제작하고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화분 동정 및 수량 파악을 실시하였다. 화분 동
정은 Kapp et al. (2000), 장남기(1979, 1986) 등을 참고하였다.
화분분석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분석은 채집된 시료 가운데 5배수 간격의 시
료들(#5, 10, 15, 20, 25, 30, 35, 40, 45)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 시료와 그 아
래에 위치한 퇴적층 시료에서는 화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극소량만
이 검출되었다. 이에 2차 분석에서는 #1∼#20 시료 전량을 대상으로 하되 #21 및 그 아래
시료들은 제외하였다. 화분 다이어그램에서 각 화분의 백분율은 화분 총수를 모수로 산
출하였다.

2. 결과
태리 유적에서 출현한 종자 가운데 벼농사의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벼껍질
이다(그림 3). 총 20여립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제IV층인 흑색 실트층에서 발견되었다. 낟
알은 없고 벼껍질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는 벼가 장시간 토탄층에 함침된 상태로 있었
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잔존 양상이다. 내외영(內外穎)에서 벼껍질의 특징인 모자이

크형 돌기를 관찰할 수 있다(그림 4). 방사성탄소연대에 의해 1570±30 BP(AD 410∼560
[95.4%], KGM-OTg160218)로 비정되며, 삼국시대에 김포지역에서 벼농사가 행해졌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이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7:3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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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태리 유적 출토 벼껍질

<그림 4> 태리 유적 출토 벼껍질 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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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리 유적 화분 다이어그램

태리 유적 퇴적층에서 발견된 화분은 수목 화분 12종, 초본 화분 13종, 포자 2종으로 총 27종
이다. 수목은 소나무속(Pinus), 참나무속(Quercus), 오리나무속(Alnus), 서어나무속(Carpinus), 가
래나무속(Juglans) 등이며, 초본은 쑥속(Artemisia)과 벼과(Poaceae) 등이다. 벼과 화분 가운데 입
경이 35µm 이상인 것은 재배벼(Oryza type)로 분류하였다(최기룡 외 2005:41). 퇴적물 및 화분의
변화 양상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5).
I기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판단되며, 시료 #13을 포함하여 그 아래쪽 퇴적물에 해당한
다. 이 시기에는 오리나무의 출현비율이 매우 높다. 오리나무가 저지대 습지에서 자라는 수종
임을 감안하면, 농경이 시작되기 전 태리 일대는 오리나무가 우점하는 임상(林相)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나무보다 참나무의 출현 비율이 높은데, 이 역시 농경 출현 이전의 일
반적인 현상이다.
II기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시기이다. 시료 #9∼#12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리나무의
비율이 줄어들고 벼과 화분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소량이지만 재배벼 타입의 벼 화분이 출
현하기 시작한다. 태리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시점은 II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III기는 본격적인 벼농사의 시기이다. 시료 #1∼#8에 해당한다. 오리나무 비율은
급감하고 재배벼 화분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소 불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소
나무와 쑥속 화분의 비율도 높아진다. 소나무의 증가는 이차림(二次林) 형성을, 쑥속 역시 인
간 활동에 따른 식생 변화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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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이 되는 것은 재배벼로 볼 수 있는 화분이 가장 먼저 출현하는 시료 #12의 연대이다. 벼
껍질이 발견된 퇴적물은 화분시료상으로는 #2∼#6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료에서는 다량의 재
배벼 화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벼농사가 행해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료 #6 아
래에 해당하는 청회색 실트층(제V층)에서는 벼껍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배벼 화분이 출
현하였기 때문에 역시 벼가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재배벼 화분이 발
견된 시료 중 가장 밑에 위치한 것이 시료 #12이다. 필자는 이 시료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Beta
Analytic Inc.에 AMS연대측정을 의뢰하였다. 이 시료에서는 대형식물유체가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을 이용하여 연대측정을 실시하였으며 2660±30 BP (859∼794 cal BC [85.6%], 895
∼867 cal BC [9.8%], Beta-514271)의 연대를 얻었다(그림 6). 이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현재의 자료로 판단하면, 태리 일대의 벼농사 시작 시점은 기원전 9세기를 상회하기 힘들며,
선사시대 편년상으로는 청동기시대 전기가 벼농사 증거가 출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이다. 하지
만 이 역시 화분에 근거한 것이며, 이 시기로 비정되는 재배벼 대형식물유체는 발견되지 않았
다. 벼껍질과 재배벼 화분이 모두 발견되는 것은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AD 410∼560년경이다.
재배벼 화분의 출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 비해 벼농사가
활발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태리 유적 시료 #12의 AMS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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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1. 기존 연구와의 비교
김포지역에서 이른 시기의 벼농사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는 김포
통진면 가현리 분석(임효재 1990:7)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의 니탄층에서는 벼와 조 등의 탄
화작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니탄의 방사성탄소연대는 4010±25 BP로 보고되었다. 제시된
연대가 보정 전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 연대가 정확하다면 보정 여부와 상관없
이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수백 년 이상 상회하는 것이며, 사실상 신석기시대 벼농사의 증거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발굴 맥락, 식물유체의 탄화 여부, 니탄층
과 벼껍질 연대의 연관성 등 세부적인 사항의 기록이 매우 소략하다. 가현리의 선행 연구는
가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선행 연구를 보완하는 연구로 스즈키 미츠오(鈴木三男)의 연구를 들 수 있다(임효재·
鈴木三男 2000:31-52). 스즈키는 벼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가현리의 퇴적층에 대한 미세
및 대형식물유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니탄층의 두께는 1m 정도였는데,
그 상하의 퇴적층 일부를 포함하여 10cm 두께의 토양시료 12점을 채집하였다. 최상위 시
료가 B1, 최하위 시료가 B12이다. 이 가운데 2점(B3과 B11)으로 탄소연대를 측정하였으
며 4점(B2, B5, B10, B12)으로 종자 및 화분 검출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니탄
층은 담수성이며 주변 식생은 부들속(Typha ), 벼과(Poaceae), 사초과(Cyperaceae) 등이 서
식하는 저습지이고, 인근에는 오리나무(Alnus )가, 주변 언덕에는 참나무(Quercus ) 등의 낙
엽활엽수가 생육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스즈키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퇴적층의 연대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되
었다는 점과 재배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니탄층 상부와 하부에 해당하
는 B3과 B11 시료의 방사성탄소연대는 각각 5710±120 BP (4830∼4339 cal BC [95.4%];
PLD-217)와 6410±120 BP (5616∼5074 cal BC [95.4%]; PLD-218)로, 오차 범위가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7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를 나타낸다. 스즈키는 니탄층 최하위는 5300 BC,
최상위는 4600∼4400 BC에 형성된 것이며, 1m 높이의 퇴적물이 700∼900년의 기간 동안
쌓인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니탄층 가장 윗부분의 연대도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4010±25 BP보다 2000년 이상 이른 것이다.
반면 퇴적물 내에서 재배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화분분석에서 추출된 “벼과” 식
물은 화본과(Poaceae 또는 Gramineae)에 해당하는 다양한 식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갈대
같은 습지성 초본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형식물유체로 골풀속(Juncus ), 바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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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Eleocharis ), 고랭이속(Scirpus ), 사초속(Carex ), 쥐깨풀속(Mosla ) 등의 종자가 다수 보고
되었지만, 이른바 작물의 증거는 전혀 없었다. 스즈키 역시 보고문에서 벼재배의 흔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니탄층의 연대가 오래되었고 상부 퇴적물이 소실
되었기 때문에 4400 BC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스즈키의 연구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태리의 화분분석에 의하
면 재배벼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초출하는 것은 800 BC이다. 태리의 화분대 I기는
부들과 사초과 등 습지성 식물이 출현하고 오리나무와 참나무 화분이 많다는 점에서 가
현리의 화분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7000년 전후의 식생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무엇보다
스즈키가 분석한 퇴적층과 태리 I기의 퇴적층에서 농경은 물론이고 벼재배의 증거가 발
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효재(1990:7)의 최초 보고를 제외하면, 후속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상호 모순적이지 않다.

<그림 7> 중국 산동지역 벼농사 관련 선사시대 유적과 김포 가현리와 태리 퇴적층의 연대.
중국 유적의 연대는 D’Alpoim Guedes et al. (2015:12-13)을 따름

2. 벼농사 가설과 중서부 신석기문화
마지막으로 가설적으로 제기된 2000 BC경 경기 해안지역 벼농사의 내륙지역 파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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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2000 BC에 김포 일대에서 벼농사가 행해졌다는 증거는
빈약하지만, 산동지역에서 훨씬 이른 시기부터 벼가 재배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
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중국 용산문화기(2600∼2000 BC) 유
적에서는 탄화미의 증거가 많이 발견되며, 재배벼는 같은 시기에 요동지역까지 전파된다.
따라서 한반도 서해안 일대에서 농경민과 수렵채집민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이 부분은 향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김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서해안 지역으로 벼농사가 파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벼농사가 이곳으로부터 경기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다. <그림 8>은 경기도에 산재하는 30여개소의 유적에서 수집된 282건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치를 종합하여 SPD (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를 나타낸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는 다양
한 유구에서 측정되었는데, 인간 활동이 확실한 주거지, 수혈, 노지, 패각층 등에서 나온 것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으며, 유적을 경기 도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했다(표 1).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는 소상영에 의해 집성되어 한국신석기학회(www.neolithic.or.kr)에 공
시된 것을 따랐으며 세부적인 방법은 Oh et al. (2017:1764-1765)을 참고하였다. SPD 그래프는
Oxcal 4.3.2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14C연대보정은 IntCal 13 보정곡선을 따랐다(Bronk Ramsey
2017; Reimer et al. 2013:1869-1887).

<그림 8> 경기도 신석기시대 유적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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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 신석기시대 유적 분류
김포 구래리,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 모이도 패총, 삼목도 III, 소부도 패총, 소연평도 패총, 시도
경기 도서
및 해안

패총,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영종도(는들, 송산,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영흥도 외1리
패총, 오이도(북부 패총, 가운데살막, 추가단지내), 용유도(남북동, 을왕리I, 을왕리 ⅢA),
화성 석교리

경기 내륙

남양주(덕소리, 덕송리 1-1지점, 화접리 3지점, 호평 지새울), 문산 당동리, 서울 암사동,
성남 사송동, 용인 신갈동 만골, 용인 농서리, 연천 횡산리, 하남 미사리

방사성탄소연대를 집성하여 경기 도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양상으
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서해안지역의 경우, 3300 BC 이전에 인간 점유 흔적이 뚜렷하고,
다소 부침이 있지만 이후 1500 BC까지 연대 값이 꾸준히 존재한다. 내륙지역은 3000 BC 이후에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는 내륙지역에서 인구증가가 있었거나 다른 지역의 인구가 내륙
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한편 계속해서 인간 점유의 흔적이 발견되는 도서해안지
역에 비해 내륙지역에서는 2000 BC 이후에는 측정치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연대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2000 BC경에 설령 김포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서부 해안지역에
외부의 벼농사 집단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벼재배 전통이 내륙지역으로까지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경기 내륙지역은 일종의 인구공동화(人口空洞化) 현상을 겪
고 있었다. 신석기문화를 영위하던 인구는 급감했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주민이 이주했
다는 증거도 없다. 1500 BC 이후에 재배벼를 수반한 청동기인이 도래하기까지 경기 내륙지역 일
대의 인구공동화 현상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0∼1500 BC경의 내륙지역 인구감소 현
상은 경기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한 전역에 걸쳐 보이는 광범위한 현상이다(Kim et al.
2015:160-182). 따라서 가설적으로 제기된 2000 BC경 김포지역의 벼농사는, 설령 존재하였다 하
더라도, 경기 해안지역 신석기문화 최말기에 나타난 지엽적인 현상이며 다른 지역으로의 문화
적 파급력은 미미했을 것이다.

Ⅳ. 맺음말
김포지역은 한반도 내에서도 이른 시기의 벼농사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포시 고촌읍 태리 유적의 토탄층 자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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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벼의 식물유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벼껍질이 출현하여 벼농사가 행해졌
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만, 발견된 식물유체의 연대는 AD 500년을 전후한 삼국
시대이다. 퇴적물에서 벼속(Oryza)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분이 발견되었는데, 퇴적물
의 AMS연대 측정값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800 BC 전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의 분
석 결과로는 이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이전인 2000 BC경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에서 신석기시대 탄화미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식물유체
분석을 담당한 스즈키 미츠오(鈴木三男)는 벼의 증거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단,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인접한 중국 산동지역에서 6000 BC경부터 탄화
미가 출현하고, 용산문화기인 2600∼2000 BC에 이르면 벼 식물유체가 출현하는 유적
이 많아짐을 고려할 때, 벼재배 문화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일찍 한반도 서해안
일대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자료 축
적을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향후의 연구는 작물유체의 출현 양상을 인구 이동 및 주거 패턴 변화와의 관련 속
에서 규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집성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 의
하면 2000 BC 이후 경기 내륙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다. 남한 전 지역에 걸친 내
륙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경기 내륙지역에서도 2000 BC경부터 청동기문화가 시작될 때
까지 500년 이상 인구공동화 현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벼농사가 설령 한반도 서
해안 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 발전시킬 수 있을만한 수혜자 집단이 내
륙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에 해안지역 신석기문화 주민이 내륙으로 이동했다는 증거도
없다. 식물유체, 신석기시대 인구 분포, AMS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기지역에 벼
농사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은 청동기시대의 개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논문접수일(2019.4.26) ▶심사완료일(2019.5.31) ▶게재확정일(20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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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rchaeobotanical investigation
on the beginning of rice agriculture
in Gimpo, Korea
Minkoo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ung Jun Kim

(Gyeore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oo Rak Kim

(Gyeore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impo is located on the hypothetical diffusion route of rice from the Yangtze River
basi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was claimed to contain the earliest rice cultivation site
in Korea. We found waterlogged rice husks from Tae-ri, Gimpo, but the remains were
dated to ca. AD 500, well after the beginning of rice agriculture on the peninsula. The
lowest sediment that retained Oryza -type pollen in Tae-ri was not earlier than 800 BC. We
found no botanical evidence that could possibly validate the claim that people in this region
cultivated rice as early as 2000 BC. The SPD (summed probability distribution) of 282
AMS dates shows that there was a drastic population decrease in the Neolithic communities
of the peninsular inland region after 2000 BC. Rice cultivation, if it was indeed practiced
by the people of the coastal areas, is very unlikely to have spread eastward. Bronze Age
settlements and dolmens distributed across Gimpo suggest that a full-scale transition to rice
farming occurred with the immigration of Mumun people.

Keywords : rice agriculture, rice husk, pollen, botanical remain, Gimpo, waterlogged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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