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6월,
일산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던
일산 대화동 가와지 마을에서
볍씨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볍씨는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새롭게 밝혀주는
소중한 역사 좌표이자,
5000년 전,
한강 하류 고양 땅에 정착해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던
한반도 인류의 진화를 기록해 준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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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추진배경

일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이 진행됐다. 첫 발굴조사 작업은 매
우 형식적이었다. 큰 성과물이 없는 상태로 1차 발굴조사를 마치고, 조사단이 해체될 즈음, 발
굴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이융조 충북대 교수와 이은만 당시 문화원장이 반기를 들었다. 제대로
된 발굴조사 작업이 다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들은 하루라도 빨
리 공사를 착공해야하는 상황이어서 2차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난감한 일이었다. 이
융조 교수와 이은만 문화원장은 일산신도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조사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했고, 2차 발굴조사 작업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확보했다.
2차 발굴조사과정에서 긁게 주먹도끼 토기 등 선사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 중 가
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일산 대화동 가와지마을의 토탄층에서 발굴된 가와지볍씨였다. 가와지
볍씨를 발굴한 이융조 교수팀은 볍씨가 발굴된 토탄층을 미국 베타연구소로 보내 연대를 측정
한 결과 약 5020년 전의 토탄으로 확인했다. 5000년 전 가와지볍씨의 역사가 확인되는 매우 중
요한 결과였다. 가와지볍씨의 역사가 5020년 전으로 측정됐다는 것은 고양은 물론 국내 역사학
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가와지볍씨는 자연 볍씨가 아니라 인간이 의식적으로 키운 재
배 볍씨임이 밝혀져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다시 쓰게 되는 매우 소중한 역사 사료로서 가치를
갖게 됐다.
당시 국내 학계는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을 청동기 시대로 추정했고, 모든 기록과 역사서에도
청동기시대부터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돼 있었다. 가와지 볍씨의 발굴로 한반도의 벼농사
는 수 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 5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가
와지 볍씨의 발굴은 또 고양의 역사를 5000년 전으로 확인시켜주는 매우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주었다. 가와지 볍씨의 발굴로 고양은 한반도에 살았던 인류가 채집생활에서 벗
어나 농사를 짓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땅
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없는 것도 만들어 가치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
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양가와지볍씨는학술적으로 발표된, 실존하는 역사임을 다
시 한 번 확인하고 고양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귀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고양600년을 맞아 준비하는 본 세미나는 고양 5000년의 역사를 다시 세우는 매우 뜻 깊은 공
론의 장이자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과 새로운 문명을 꽃피웠던 고양 땅의 역사적 가치를 안팎으
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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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주제

주제1

내용
사회

고양 가와지볍씨의 발제1
발굴의 학술적 가치
(14:00 ~ 15:50)
발제2

우종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
일산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가와지볍씨발굴의 의미
- 이융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

농경문화의 기원과 한반도 전파
- 최정필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토론1

고양 가와지볍씨의 특성과 가와지볍씨가 한반도 선사시대 농경에
미친 영향
- 박태식 前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원

토론2

고양 가와지볍씨 출토지(토탄층)의 고고지질학적 환경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50 ~ 16:00

휴식

주제 2

사회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

고양 가와지볍씨
역사콘텐츠
구축방안
(16:00~18:00)

발제3

쌀의 역사와 새로운 도시공동체를 말하다
- 이기웅 파주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발제4

고양 가와지볍씨 발굴 당시의 환경적
· 문화적 배경
- 이은만 전 고양문화원장

토론3

고양 가와지볍씨의 문화적 콘텐츠 활용방안
- 박동석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사무관

토론4

고양 가와지볍씨의 기록적 가치 확대 방안
-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토론5

고양 가와지볍씨 출토의 가치와 고양 역사에 미치는 영향
- 안재성 고양향토문화보존회 회장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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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가와지볍씨 발굴과 의미
이

융 조* · 우

종 윤**

1.머리말
일산에서 남쪽 약 5km떨어진 곳에는 남동-북서방향으로 한강이 흘러나간다. 이 한강을
경계로 고양시와 김포시가 갈라지며 강 언저리에는 충적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낮은 산과
시원스럽게 트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일산지역의 여러 곳에는 물줄기가 뻗어 있다. 따
라서 이곳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지세와 환경조건을 두루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기름진 평야지대와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로부터 쌀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옛 주엽리 · 대화리 일대에는 표토층 아래로 토탄층이 잘 발달되
어 있어 가뭄에도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며, 선사시대로부터 쌀농사와 관련된 유
적과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던 지역이다.
이와 같은 고양시 일산구 일원에 1989년 4월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일
대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한국선사문화연구소와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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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1월에 실시하였고,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보기 교수(한국선사문화연구소 소장)
가 단장으로 4개의 조사팀으로 구성하여 1991년 5월~9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일산지역 곳곳에는 전신세(全新世 , Holocene)에 형성된
토탄이 잘 발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그 토탄층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의
자연환경 연구와 벼농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토탄 발굴 중 구석기시대
석기를 찾았고, 낮은 구릉지역의 구덩조사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을 확인하여 일산지역에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여러 시기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히었다. 비록 제
한된 범위에서 102일간의 짧은 조사기간이었으나 고양시의 선사시대 역사를 복원할 수 있
는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의 4개 지점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를 개관하고,
가와지 볍씨 발굴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일산 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손보기 교수는1) 일산 신도시 건설지역 내 유적 위치와 성격에 따라 4개 지점을 조사하기
로 하고, 이 가운데 토탄층이 발달된 지점은 다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1,그림 1].
*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 아시아구석기학회 명예회장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
1) 1964년부터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첫 조사 하면서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의 단초를 연 손보
기 교수는 계속하여 제천 점말 용굴(1973~´80), 단양 상시바위그늘(1980), 단양 금굴(1983~´85)
등의 조사를 통하여 구석기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셨기에, 이번
조사에 특히 토탄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볍씨 등을 비롯한 많은 과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었
다. 손교수의 바람처럼 가와지 볍씨를 찾게 된 계기가 되어서 한국선사농경의 큰 갈래를 세울 수
있게 되었음에 크게 칭송하여야 되며, 또한 이 심포지움을 만들게 된 밑그림도 만들어 주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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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신도시 건설지역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각 지점별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산 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
조사기관/조사책임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손보기)

조사지역
일산 1지역

대화리 성저

충북대학교(이융조)

일산 2지역

대화리 가와지

단국대학교(윤내현)

일산 3지역

주엽리 새말

성균관대학교(손병헌)

성터

대화리 성저

발굴대상
토탄
토탄
구석기유물층
토탄
구석기유물층
성터

출토유물
볍씨,구석기
볍씨,가락바퀴,화살
촉, 민무늬토기
구석기
볍씨 ,빗살무늬토기 ,민
무늬토기
구석기
성터흔적 없음

[그림 1]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손보기 · 신숙정 · 장호수, 1992)
(1.일산 1지역 2.일산 2지역 3.일산 3지역 4.성터추정지)

1)일산 1지역 발굴조사
한국선사문화연구소(소장 손보기 교수)에서 조사한 일산 1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
화동(옛지명 : 대화4리 성저) 앞쪽에 펼쳐진 논 지역(275-4 답)으로 해발 5~8m이며, 토
탄층이 잘 발달된 곳으로 1991년 5월 ~7월에 조사하였다(사진 1).
토탄층(가와지층)은 약2m두께로 두텁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층은 구성물질에 따라 갈색
토탄층(아래쪽), 검은토탄층(위쪽)으로 구분된다. 전체 퇴적층은 토탄층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회갈색 모래질찰흙층(새말층)이, 아래쪽에는 청회색 뻘층과 그 밑의 모래자갈층(대화리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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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
유물은 대화리층에서 주먹도끼(사진 2),찍개,긁개,홈날,찌르개,격지 등의 후기 구석기시대
석기가 출토되었고, 가와지층 하부의 갈색토탄에서 볍씨 10점이 검출되었다. 새말층에서는 철
기시대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가와지층의 갈색토탄에서 출토된 볍씨는 지금의 단립형(japonica)보다는 길고 장립형
(indica)보다는 조금 짧은 특징을 보인다(사진 3·4). 볍씨가 출토된 층의 토탄·숯·나무 등을 시
료로 측정한 연대는 4,070·4,400·4,490·5,240·5,290·5,650BP의 연대값이 나왔다(손보기·신숙
정·장호수,1992).

[사진 1] 일산 1지역 전경

[사진 2] 일산 1지역 출토 주먹도끼

[사진 3] 일산 1지역 가와지토탄 출토 볍씨

[사진 4] 일산 1지역 가와지토탄 출토 볍씨

2)일산 2지역 발굴조사 (가와지 유적)2)
일산 1지역에서 150m떨어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옛지명 : 대화4리 가와지마을)에
해당한 2지역을 충북대학교팀(조사책임자 이융조)이 다시 3개 지구로 나누어 1991년 5월
~7월 : 8월~9월의 2차에 걸쳐 102일간 실시하였다.3) 발굴면적은 총 1,440㎡이다. 1·2지
구는 토탄층, 3지구는 구석기 유물층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토탄층은 2지구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으며 토탄층의 두께는 80~150cm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그림 2, 사진 5).
2지역 1~3지구의 층위와 출토유물 현황은 [표 2]와 같다.
2) 발굴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1·2·3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전해내려오는 지역 명칭이 「가와지」로
되어 있어 이를 따라 부르기로 하였고, 또한 이 지역에서 특히 두터웁게 나타나는 토탄층을 「가와
지층」으로, 여기에서 출토된 볍씨를 「가와지 볍씨」로 하였다.
3) 이 가와지유적을 조사하도록 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토탄층 조사를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
신 손보기 교수님과 이 조사에 참여한 고고미술사학과 강명호 님 (당시 4년), 을 비롯한 60여명의
학생들은 방학까지도 취소하면서 어려운 발굴에 열성을 다하여 훌륭한 성과를 얻게하여 주었기에
감사한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발굴의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여준 강경숙 교수, 인간과 벼의 의
미를 깨우쳐 주신 허문회 교수님, 그리고 가와지 볍씨부터 지끔까지 볍씨로 공동연구를 진행 시키
고 있는 박태식 박사와 또한 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심포지움이 만들어지도록 두터운 우정으로
큰 격려를 준 이은만 회장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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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산 2지역의 층위와 출토유물
지구

1·2지
구

3·3-1
지구

지층

출토유물

표토층
새말층(회색찰흙층)
가와지층(토탄층)
대화리층(청회색찰
흙층)
회색모래층
붉은색 풍화토층
기반암층
표토층
부식토층
황갈색찰흙층
자갈섞인 붉은 노란
모래층
풍화암반층

시대

회청색 경질토기

2,270B.P.

민무늬토기(2지구),화살촉,가락바퀴,

2,460·2,480·2,770·

볍씨,씨앗,곤충껍질,

3,760·4,720B.P.

볍씨, 나무, 나뭇잎

4,330·4,700B.P.

뗀석기

구석기시대

뗀석기(그림 3~7)

후기 구석기시대

뗀석기

중기 구석기시대

[사진 5] 일산 2지역 1지구 전경

[그림 3] 주먹도끼

[그림 5] 찍개

[그림 4] 밀개

[그림 6] 긁개

[그림 7] 뚜르개

[그림 2] 일산 2지역 층위 (이융조 · 박선주 · 강상준 · 하문식 · 윤용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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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산 3지역 발굴조사
단국대학교 박물관(조사책임자 윤대현 관장)에서 조사한 일산 3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
엽동(옛지;명: 주엽1리 새말[新村])이다. 새말은 해방 이후에 새로이 세운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였다고 한다(이은만 엮음,1991). 이곳은 해발 20m이내의 낮은 구릉이 발달되어 있고, 이 구
릉에 민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구릉사이로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토탄층이 발
달되어 있다.
3지역은 다시 2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1지구는 주엽1리 685-1(답) 일대의 논
지역(해발 8m)으로 토탄층을 조사하였고, 2지구는 새말 서쪽의 구릉지역으로 구석기유물층이
확인되었다(윤내현·한창균 등,1992).
일산 3지역의 유적층위와 출토유물 출토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일산3지역 층위와 출토유물
지구

1지구

2지구

표토층
새말층

지층

가와지층(토탄층)

검은색 토탄
갈색토탄

대화리층(청회색 굵은모래~뻘질층)
굵은모래
기반암풍화대
표토층
송포옛토양(갈색염토층)
주엽옛토양(붉은갈색염토층)
기반암풍화대

출토유물

시대

민무늬토기, 석기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2,600B.P.
3,760·4,220·4,310·4,410B.P.

(그림 7)
뗀석기

뗀석기

기원전 6,000년기 말기
구석기시대

중기 구석기시대

[사진 6] 일산 3지역 발굴모습

[그림 7] 빗살무늬토기

[사진 7] 대화4리 장성마을 수습 주먹도끼

[사진 8] 백석3리 수습 주먹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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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터조사
일산읍 송포면 대화리지역의 산성 추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성균관대학교 손병헌 교수)를
실시하였으나, 성(城)의 축성 흔적 및 관련 유구를 확인되지 않았다.

3.일산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일산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이 일대에 잘 발달된 토탄층을 중심으로 3개 지역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고, 낮은 구릉지역의 구석기유물층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고고학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구석기문화의 존재 확인
구석기시대의 석기는 3개 지역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1지역은 모래자갈층에서 여러 점의 석
기가 출토되었으나 본래 위치가 아닌 이동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석기의 존재로 볼 때
후기 구석기시대로 편년된다.
2지역 3지구에서는 2개 유물층에서 5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유물층(Ⅱ지층, 자갈섞
인 붉은노란모래층)과 2유물층(Ⅲ지층, 황갈색 찰흙층)에서 주먹도끼,찍개,긁개,밀개,홈날,몸돌,
망치,격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시기는 중기 구석기~후기 구석기 늦은시기로 편년된다.
3지역 2지구의 붉은갈색염토층(주엽옛토양)에서는 주먹도끼, 찍개, 여러면 석기 등 차돌·개
차돌의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석기가 출토되었다.
일산지역 일대에는 주엽옛토양(붉은갈색염토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1~2개의 구석기 유물
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밖에 주엽리,일산리,대화리(사진 7),백석리
(사진 8),마두리 등에서도 지표조사를 통하여 구석기시대 석기가 찾아졌다. 석기의 돌감, 제
작수법, 석기유형 및 층위 등으로 볼 때 일산지역에는 중기 구석기시대~후기 구석기시대의
문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석기 연구결과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 최근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조사한
신원동과 원흥동 등지를 발굴하며, 고양시의 구석기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
다 (이승원 · 손명수 등, 2011).

2) 신석기~청동기시대문화 확인
일산 2·3지역의 가와지층 상부(검은색토탄)에서 민무늬토기와 석기가 나왔고, 3지역의 가와
지층 하부(갈색토탄)와 대화리층(청회색 굵은모래~뻘질층)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대
화리층 출토 빗살무늬토기는 전면에 무늬가 베풀어졌고 밑모양은 뾰족밑 형태로 중부서해안지
방의 빗살무늬토기와 비교된다. 가와지층 하부의 갈색토탄층에서 나온 빗살무늬토기는 토기의
색깔,굳기,비짐의 구성 등이 대화리층 출토 토기와 차이를 보이며, 무늬 베푼 수법도 거칠게
변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가와지토탄의 상부 검은색토탄층에서는 민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덧띠토기는 일산 2·3지역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가락바퀴,쇠뿔모양 손잡이, 굽잔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토기
형태는 바리,얕은바리,단지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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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식물자료 검출
식물자료는 가와지층과 대화리층에서 여러 종류의 씨앗과 숯, 목재류가 검출되었으며, 이들
자료는 농경과 당시의 자연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일산 2지역의 가와지 2지구에서는 많은 씨앗이 검출·분류되었다. 박(Cucurbitaceae

lagenaria leucantha), 야생참외속(Cucurbitaceae cucumis), 박과(Cucurbitaceae), 콩과
(Leguminosae),박태기나무(Leguminosae cercis Chinesis), 복사나무(Rosaceae prunus

persica), 사초과(Cyperaceae), 벼과(Gramineae) 등의 씨앗이 찾아져 가와지에서는 잡곡농
사를 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목재류는 일산 1~3지역에서 모두 많은 량이 출토되었는데, 수종(樹種)이 밝혀진 나무종
류로는

물푸레나무·오리나무·가래나무·개살구나무·감나무류·다릅나무·졸참나무류·두메오리나

무 등이다. 이들 나무는 온대중부에서 온대북부에 걸쳐 분포하는 약간 추운지방의 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나무류를 비롯하여 침엽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온대남부나 난대림에서 볼 수 있는 상록성 수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 이러한 나무들의 생태환경으로 볼 때 토탄층 형성 당시의 기후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약
간 추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들 나무의 생육특성으로 볼 때 저습지의 비옥한 지역에서 자라는 오리나무류가 대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탄층이 형성될 당시 이 지역이 저습지 또는 호수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래나무,감나무류,개살구나무,사과속 등의 나무가 검출된 사실은 토탄층이
형성될 당시 이 일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식용열매 채취를 위한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박상진,1992).

4) 볍씨 출토
일산신도시 개발지역 발굴조사 성과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볍씨와 함께 박과류,야생참외,콩과 등의 씨앗이 함께 검출되었다. 볍
씨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 고양 가와지볍씨의 발굴과 의미
1)고양 가와지 볍씨의 발굴
볍씨는 토탄층이 분포한 1~3지역 발굴조사에서 모두 331점이 검출되었다[표 4].
[표 4] 고양 가와지 볍씨 출토 현황
출토볍씨

지역

볍씨 출토 층위

일산1지역

가와지층(갈색토탄)
가와지 1지구 대화리층
가와지층(검은색토
가와지 2지구
탄)
가와지층(검은색토탄)

일산2지역
일산3지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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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10점
12점
300점
9점
331점

발굴기관
한국선사문회연구소
충북대학교
단국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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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1지역에서는 가와지층 하부의 갈색토탄층에서 10점의 볍씨가 출토되었고, 3지역에
서는 가와지층 상부의 검은색토탄층에서 9점의 볍씨가 출토되었다. 이 두 지역에서 검출된
볍씨 낟알의 길이/너비 비율, 까락, 실털, 소수경, 소지경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지금의 자포
니카(japonica) 보다 약간 작고 가늘며 긴 모습으로 고대형 자포니카(japonica)의 특징을 보
인다(허문회, 1992).
한편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검출된 볍씨는 2지역에서 많은 양이 검출되었고, 분석·연구
가 많이 이루어져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볍씨는 고양 가와지 2지역 1지구의 대화리
층과 2지구의 가와지층에서 찾아졌는데, 1지구에서는 12점의 볍씨가 가래나무·씨앗·나뭇잎
등과 함께 검출되었으며 연대는 4,330±80B.P.·4,700±70B.P.로 측정되었다.
가와지 볍씨의 대부분은 2지구의 가와지층 상부 검은색 토탄 아래쪽에서 화살촉·가락바
퀴·많은 양의 토기조각·나무·숯 등과 함께 300점이4) 검출되었으며, 볍씨와 함께 출토된 나
무를 시료로 측정하여 2,770±60B.P.의 연대값을 얻었다.
일산 2지역 가와지 2지구에서 찾아진 볍씨(왕겨)는 토탄 속에 묻혀 있었던 관계로 외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로 검출되었다. 벼의 내용물인 쌀은 오랜 기간 동안 토양 미생물과 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모두 부식된 상태이고 벼껍질은 규소 성분이 많아 비교적 잘 남아 있었
다.

2)고양 가와지(일산 2지역) 출토 볍씨의 특징
(1) 가와지 1지구 출토 볍씨
가와지 1지구에서 찾아진 12점의 볍씨(왕겨)는 비교적 외형이 잘 보존된 상태이며,
4,330bp(Beta-45536)로

되었는데,

이것을

MASCA이론에

따라

“다시

계산하기

(re-calibration)“로 계산하여(이융조, 1977), 5,020년으로 발표하였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찾아지는 몇 가지 특징으로 보면 거의가 단립형(Oryza sativa sub

sp. japonica)으로 줄기쪽(소수경)이 좁고 벼끝쪽(부선)이 조금 넓은 형과 전체적으로 약간
갸름한 형이 섞여 있다. 볍씨 끝쪽 부근에는 억세게 보이는 긴 실털(浮毛)이 대부분 붙어
있으며, 몇몇 볍씨는 매끄러운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발굴조사 중 볍씨 검출을 위한 물체
질 과정에서 표면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까락이 없으며 대부분의 볍씨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줄기쪽의 부호영이 매우 잘 발달된 모습이다.
볍씨 크기는 길이 6.6mm~7.4mm, 너비 2.5mm~3.0mm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비록 표
본수가 적으나 거의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보면 한 모집단에서 수확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길이는 7.03mm이고 너비는 평균 2.78mm이다. 볍씨의 형태를 가늠하는 길이/너비 비
율(장폭비)은 평균 2.53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와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가늘면서 긴 편에 속하고, 크기로 볼 때도 현재의 개량된 벼 품종 보다는 대체로 작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와지 1지구 출토 볍씨를 육종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배
당시의 농사방법으로 거의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였거나, 또는 당시는 자연적인 수확조건이었으
므로 순계상태가 아닌 혼계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볍씨가 검출되었으나, 통계처리를 위하여 표본처리한 갯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총체적인 조사 분석으로 전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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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이융조, 1995).
한편 일반적으로 야생벼는 재배벼와는 다른 점이 많은데 볍씨 형태 및 생리적 특성 등으
로 판단하면 야생벼는 재배벼 보다 낟알이 소지경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잘 떨어지는 탈립성
과 떨어진 흔적을 전자주사현미경(SEM)으로 촬영하여 비교한 결과 매우 거칠게 나타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람이 직접 수확한 결과이거나 또는 탈립이 잘 안되는 벼품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야생벼가 대체로 까락이 있는데 반하여 가와지 1지구 출토 볍씨
들은 까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배된 볍씨로 보게 된다(이융조·박태식·하문식,1994:박태식·
이융조,1995).
가와지 1지구 볍씨는 장폭비(길이/너비) 및 크기 개념으로 보면 가와지 2지구 출토 볍씨
들과 같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길고 약간 장립형( indica)적인 형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9] 가와지 1지구 대화리층 출토 볍씨

(2) 가와지 2지구 출토 볍씨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검출된 볍씨의 대부분은 가와지 2지구의 가와지층 상부 검은
색토탄 아래쪽에서 검출되었다. 2지구에서 검출된 볍씨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찾아지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벼 끝쪽 부근에는 억세게 보이는 긴 실털이 대부분 붙어 있고, 줄기쪽의
소수경이 매우 발달된 모습이며, 이삭에서 벼낟알이 잘 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볍씨 300점 중 계측이 가능한 287점을 계측한 결과 길이는 6.0~7.8mm로 평균 6.75mm이
고, 너비는 2.1~3.5mm로 평균 2.84mm로, 길이와 너비의 관계로 보면 매우 넓은 범위에 퍼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볍씨의 형태를 가늠하는 장폭비(길이/너비)는 평균 2.39mm로
지금의 재배벼보다 약간 가늘고 긴 편에 속한다(그림 8, 사진 10).

- 9 -

고양600년기념 학술세미나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과 고양 가와지볍씨의 재조명

[사진 10] 가와지 2지구 출토 볍씨

[그림 8] 가와지 볍씨의 크기에 따른 분포도 (▲ 가와지 1지구 볍씨, □ 가와지 2지구 볍씨)
일반적으로 아종군(亞種群)을 분류할 때 장폭비와 크기의 분포상태로 분류하는데, 가와지
볍씨들이 오랜 동안 토탄 속에 묻혀 있어 크기의 변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길이와 너
비의 분포영역이 매우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와지 2지구 볍씨는
벼의 육종학적인 면에서 볼 때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부분 단립형( japonica)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날의 indica와 비교하여 볼 때 35점
은 장립형(indica)에 속하고 있어 indica적 형질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에서

indica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이다.
한편 가와지 2지구에서 나온 볍씨(사진 11)가 재배벼인지, 야생벼인지를 가늠하기 위하
여 우리나라 자생벼의 하나인 긴까락샤레(사진 12), 재배종인 산조(山租, 사진 13), 줄기에
서 쉽게 떨어지는 통일벼(사진 14) 등과 비교하였다. 즉, 소지경이 떨어지는 부호경의 연결
부위를 전자주사현미경(SEM)으로 촬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와지에서 나온 볍
씨의 떨어진 부위는 산조나 통일벼의 것과는 다르게 매우 거칠게 나타나 있어서, 이는 가와지
볍씨가 재배벼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증거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와 함께 볍씨의 길이/너비/실털(부모)/소수경/전체 생김새 등을 비교하
여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개량 벼 품종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주며, 오늘
날의 단립형 (japoncia)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약간 갸름하고 벼 유전적으로 보면 아직 분화
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의 벼로서 당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수확한 재배벼라고 여겨진다(이
융조 · 박태식 · 하문식,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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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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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진 11] 가와지 2지구 볍씨

[사진 12] 긴까락샤레(자생벼)

[사진 13] 산조(山租, 재배벼)

[사진 14] 통일벼

연구결과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인

『農業考古

國際學術討論會』

(1977.00,00, 中國 江西省 南昌市)에 발표하여 크게 주목을 끌었고 TV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李隆助 · 金貞熙, 1997 : 李隆助 · 朴泰植,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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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 가와지 볍씨 발굴의 의미
고양 가와지에서 출토된 볍씨는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과 전파 등에 대한 폭 넓은 해석
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그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가와지 발굴 볍씨의 여러 분석결과 나타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1) 당시까지 한국의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주장에 신석기 부터로 소급
하여 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로 매김하게 되었다. 손보기 교수도 일산 자료들을 중심으
로 신석기 농경설을 주장 · 발표하였다(손보기 · 신숙정 · 장호수, 1992).
2) 볍씨의 계측에 따르면 길이/너비의 비율로 볼 때 분포범위는 매우 넓게 퍼져 있으며
아종군(亞種群)으로 분류되기 이전 단계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3) 가와지 볍씨와 야생벼,재래벼,통일벼 등의 부호경과 소지경의 연결부위를 전자주사현미
경(SEM)으로 촬영 분석한 결과 부호경쪽 면이 매우 거칠게 나타나 이는 사람이 목적
을 갖고 수확한 재배벼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4) 신석기 중기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다량의 볍씨가 검출되어 우리나라 벼농사의 기원
과 전파에 관한 해석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시 말하면 시다가 내려
올 수록 단립형(japonica)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도 처음으로 밝혀진 사
실이다.
5) 가와지 볍씨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농경문화와 벼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벼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전파를 주장하여 왔고, 필자
도 그에 관한 견해를 청원 소로리 볍씨가 발굴되기 전(1998) 까지는 중국 회하로부터 산둥
반도를 거쳐 한강으로의 유입으로 보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박태식 · 이융조, 1995 :
이융조 · 박태식, 1997),
그러나 소로리 볍씨의 발굴과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결과, 소로리로부터 가
와지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국내 외 학계에 발표하였다(박태식 · 이융조, 2004 :
K. J. KIM, Y. J. LEE, J. Y. WOO, A.J.T. Jull, 2012).
또한 이 사실은 사회사적인 입장에서도 적극 수용되어 신용하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2010. 지식산업사)를 통하여 농업혁명을 일
으킨 신석기 시대의 “한강문화권”의 중심에 바로 가와지 볍씨와 이 볍씨를 만든 주인공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라도

김포 가현리 등 근래에 새로이 찾아진 벼농사

관련 자료들과 함께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벼농사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15). 한강문화권을 이룬 농업혁명의 중심
에 가와지 볍씨와 그를 만든 주인공들이 서 있다는 보다 발전된 해석과 이론을 제기하여 국
내 외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써 보아 가와지 볍씨는 한국의 선사농경문화의
중심에 자리매김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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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문화유적 발굴조사와 가와지볍씨 발굴의 의미

[사진 15] 가와지 볍씨와 한강문화권을 토론한 신용하 교수(우)와 김경
희 사장(중) (2010. 5. 20)

5. 맺음말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의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
의 조사는 토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논 지역과 이어진 낮은 구릉지역에 형성된 구석기
유물층을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신도시로 개발된 현재의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은 중기
구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문화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탄층에서
331점의 볍씨와 씨앗, 식물자료 등 벼농사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가와지 볍씨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재배벼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고, 대부분 단
립형( japonica)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장립형(indica) 형질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아울러 가와지 1지구 볍씨로 대표하는 일산 신도시 출토볍씨는 지금까지의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증거자료로서 벼농사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폭 넓은 해
석을 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농경문화의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더 나
아가 이 가와지볍씨를 중심으로 하여 그 후에 발굴된 청원 소로리 볍씨(15,000년 전)와 연
결되어 우리나라의 선사농경의 연구에 큰 기틀을 만들었다.
가와지 볍씨와 연관된 사실을 든다면, 가와지 2지구에서 출토된 3,000년 전의 볍씨 10톨
을 세계 쌀 연구의 메카인 국제 미작 연구소(IRRI)에 박태식 연구원의 주선으로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쌀의 총 집합체를 전시하고 있는 이 기관의 자료로써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소개되었다(사진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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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방문객들에게 가와지볍씨를

[사진 15] IRRI에 전시된 가와지볍씨

설명하는 필자

전시자료

또한 가와지 볍씨 출토는 일본 유력지인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 1994. 9. 17)을 통하여
당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자료로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문화면에 크게 보도되었다(사진
18). 이러한 사실들은 고양에서 출토된 볍씨가 아시아와 세계 학계에 기여하는 위상을 보여주
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사진 18]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보도된
가와지 볍씨 기사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도시 개발지역 중 매우 적은 범위를 짧은 기간에 발굴조사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조사 여건상 고양의 선사시대 역사를 재구성하여 볼 수 있는 충분
한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가와지 유적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출토된 볍씨의 과학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서 이를 제
대로 진열 · 전시하여 고양의 문화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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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인류의 역사 7백 만년을 살펴 볼 때 인간이 생계수단을 수렵-채집경제 생
활에서 농경문화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만여년 전이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농경문화는 지역과 민족에 따라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도
있지만 타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생업으로 채택한 예가 대부분이다. 지
구상에서 농경문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곳은 중동의 Zagros와
Levant,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류역, 멕시코 중부의 고원지대, 그리고 남미
의 페루지역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초기 농경 중

심지 외에도 독자적으로 농경문화가 개발된 곳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고고학자와 문화인류학자들은 농경문화의 개발을

인류역사에서 가장 획기

적인 문화적 변천과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자연과학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결과로 관계학자들은 지역에 따라 초기
에 재배된 식물과 사육된 동물의 형태학적 특징은 물론, 당시의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규명하였다. 그리고 농경문화에 대한 발생과정의 요인이 무엇이
며, 또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수렵-채집경제사회가 농경사회로 전환하게 되
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해 놓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의 원시농경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의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영세

한 자료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으나, 본 명제에 접근하는 방법론과
선사학의 주 과제인 경제양상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의 초기농경문화는 문화전파론에 입
각하여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에 의해서 확산되었거나, 또는 대륙으로
부터 막연히 전파되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연구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논리를 염두에 두고 농경문화가 한반도에 수용되는 과정을 전
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위의 사실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벼농사를 포함한 원시농경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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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적이 있으나 물론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의 초기농경문화가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에 의해 혁명
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중서부인들이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된다. 한
반도에 농경문화가 최초로 전개된 곳은 중서부지역으로 추정된다.

중서부

인들은 늦어도 중기신석기시대 전반기에 조와 기장 그리고 피, 등의 잡곡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벼농사는 잡곡농사를 시작한 이후에 원시농

경문화의 변천과정에서 신석기시대 말기에 수용되어 서서히 전개된 것이 일
산 가와지 유적지의 발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2. 농경문화의 연구현황
농경문화는 야생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인간행위를 근간으로 하
기 때문에 문화의 개발과 수용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발
생된 초기 농경문화의 발생지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었으며, 훗날 이들 지
역으로 부터

인접으로 농경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농경이

독자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농경의 중심지라 칭하고 이러한 농경의 중심지는
후에 모두가 세계고대문명의 발생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농경을 독자
적으로 개발한 신석기인들은 야생식물과 동물의 순화과정에서 엄청난 시행
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인간의 보편적 심리현상 때문
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종래의 수렵과 채집생활을 버리고 농경사회로 진입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현대

고고학자들은 농경문화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다루어 왔
다.

그들은

단순히

언제

어디에서

농경문화가

발생했다는

서술적

(descriptive) 모델을 벗으나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농경문화
가 발생전개 되었을까”라는 설명적(explanatory) 모델을 염두에 두고 명제
에 접근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그러나 농경문화가 중심지로부터 전파되

어 수용한 경우는 이에 대한 설명이 보다 단순하고 또한 학자들의 관심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도 농경의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
들은 이와 같은 명제에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지금 까지 한반도의 농경기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단순하고 서술적이다.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황하유역에서 발생한 농경문화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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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신석기시대 중기 또는 후기에 조를 바탕으로 하는
곡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과 청동기시대의 개시와 함께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신래족이 청동문화와 농경문화를 전파시켰다는 설로 요약 된다.
그리고 벼농사에 대해서는 반월형석도의 형식분류와 양자강유역으로부터 벼
농사의 전파통로에 관한 연구다. 즉, 양자강에서 발생한 벼농사가 해안을
따라서 한반도로 전파되었는지 또는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가로질러 한반도
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최근
일부학자들은 한반도의 농경문화의 전개를 사회적 갈등모델을 바탕으로 설
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의 변동속성에 의하면 문화는 내부적인

갈등요인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내부구성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를 변화시
키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외부의 영향으로 접변현상을 일으켜 문화가 변화
하는 예도 많다. 물론 외부의 영향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인간은
단순히 피동적 자세이기 보다는 적응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를 채택하
는 능동적 자세가 고대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한반도의 농경발생에 대한 설명은 문화의 단순한 전파 또는 이주민에 의한
확산 보다는 더 복잡한 상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고고학 자료에서 나타
나고 있다. 민족지조사에 의하면 수렵-채집경제사회와 원시농경사회가 서로
교역을 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여러 집단에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수렵-채집경제인들은 이웃집단에서 행하고 있는 농경문화의 실체를 파악하
면서도 농경문화를 채택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이들 대부분은 자연환경
이 풍부한 조건 속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원시농경민에 비해서 생업을 위
한 주당 작업시간이 짧은 반면에 경제는 더 윤택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들의 평균수명도 원시농경민 보다 길다는 보고다. 민족지의 이와 같은 연구
는 농경문화의 발생지에서 농경이 인접지역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
고 또한 문화의 수용에서 보수적이라는 사실이 그동안 발표된 고고학적 자
료와 일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앞에서 열거한 초기 농경
발생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농경문화는 서서히 인접지역으로 전파되

어서 서력기원 전후에는 (남태평양은 인간 이주가 늦게 시작됨) 지구상의
대부분지역이 이를 생계경제의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서력기원 전후까지 농
경문화를 수용하지 않은 집단은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수력-채집사회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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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이들이 농경문화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집약된다. 첫째는 중심지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농경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남미의 일부 부족과 오스트랄리어 남단 섬
타사모니아의 원주민이 이에 속한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악조건 때문에 경
작할 수 없는 곳이다. 오스트랄리어 중부 사막성 토질의 원주민과 한대지방
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경문화를 고의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집단을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프리카의 쿵 산 (Kung San) 족과 하드자(Hadza) 족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위험도가 높고 작업시간이 긴 원시농경 보다는 수렵-채집사회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필자는 한반도의 농경문화발생을 논의할 때 지금 까지 열거한 사실을 반드
시 염두에 두어야 이에 대한 올바른 회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
도의 농경문화는 세계농경 중심지역중의 하나로 간주되는 중국에서 전파되
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 중원지역의 남장두(南庄
頭)와 자산(磁山)문화에서 약 10,000 B.P.에 시작된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잡곡농사가 동쪽으로 전파되어 8,000 B.P. 경에는 요서지역의 흥륭와
문화 그리고 7,000 B.P. 경에는 요동지역의 신석기문화로 대표되는

신락문

화에 도달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신락문화 하층에서 탄화된 기장이 출토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의 복합도와 양상이 비슷한 소주산과 압록강하류
문화로 분류되는 후와문화에도 분명히 농경이 실시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요동지역의 신석기문화는 한반도 서북부 신석기문화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
다는 사실이 두 지역의 토기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요령지역의 신석기문화는 6,000 B.P. 경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요서지역에 홍산문화가 출현하면서 이 지역은 중원의 앙소문화권으로 편입
되는 반면에, 한반도와 바로 인접한 요동지역은 산동지역의 대문구문화 영
향을 강하게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앙소문화와 대문구문화의 생계
경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한반도의 원시농경과 관계
된 문화의 전개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신석기문화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에
는 지역에 따라 문화의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초기 신석기시대 북서부, 중서부, 동북부 그리고 남부지방의 토기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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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뚜렷한 지역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는 생
계경제에도 반영되어 동부지역 인들은 주로 어로행위에 의존한 반면에 서부
인들은 식물성먹이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자원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는 것이
출토유물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중서부 인들이 동부지역 보다 육상자원에
더 의존한 이유는 자연환경의 입지 때문이라 하겠다. 중서부지역의 초기유
적지는 대부분이 해안이나 강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생계경제를 위한 활동영
역 분석 (site catchment analysis)의 관점에서 본다면, 강 또는 바다를 중
심으로 하는 수산자원은 물론 주거지 주변의 들판과 야산에서 생산되는 자
원도 중요한 활용대상이었다. 특히 중서부인들의 경우는 강 또는 바다와 들
판 그리고 야산이라는 세 가지 미시적 자연한경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려면 계절과 직결된 경제활동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생존에 어
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지금 까지 출토된 자료에 의하면 지탑리와 암사동을
위시한 중서부인들은 계절에 따라 일정을 달리하여 서식하는 자원을 지혜롭
게 잘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밟혀지고 있다. 초기신석기인들은 문화의 변동
을 경험하지 않고 수천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그들의 자연환경에
적응하였다.
초기신석기 인들이 요동지역의 농경문화를 약 1천년 이상 동안 채택하지
않고 종래의 경재생활을 고집한 이유는 현존하는 수렵-채집경제인들의 예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풍족한 자연환경의 이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서부 인들은 서북부 인들과 함께 요령지역의 초기신석기문화와 수많은 교
류를 육로와 해상을 통해서 전개시켜왔다. 따라서 이들은 씨앗을 파종하면
삭이 나서 자라게 된다는 원시농경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서부 인들은 요령지역에 전파된 농경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농경
과 관계된 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민족지 조사에 의하면 원
시화전농경에 필요한 도구는 괭이, 굴봉, 이삭을 따는 수확도구(타제
scraper) 그리고 수확한 곡물을 담고 저장하는 용기 정도가 필요할 뿐이다.
이러한 도구는 서북부와 중서부의 초기신석기시대 인들이 갖출 수 있어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탄화된 곡물과 곡
물의 화분, 전분 그리고 곡물이 압인된 자료가 다른 유물과 함께 출토된 신
석기유적지 수는 약 30여기에 달 한다 (표 1. 참조). 곡물이 발견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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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 유적지는 지탑리, 남경리, 마산리, 대천리, 능곡동, 중산동, 문암리
그리고 남부지방의 동삼동과 비봉리, 등이다. 이들 유적지에서는 재배된 곡
물의 흔적과 함께 원시농경에 필요한 도구도 출토되었다. 특히 문암리 유적
지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갈이농사를 하였다는 증거로 이랑과 고랑이 선
명하게 구분된 밭 유구가 출토되어 관심을 모우고 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남부지방에서 검출된 절대연대를 생각한다면
중서부지역에 처음으로 농경문화가 출현한 것은 B.C. 3,500-4,000년 경으로
여겨진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의하면 탄화된 조 또는 피가 지탑리 2
지구 2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토기의 양식에 근거한 2호주거지의 상대연
대는 약 B.C. 4,000년 이라고 한다. 이 연대를 암사동에서 검출된 절대연대
와 비교하여 대체로 남한학자들도 수용하는 편이다. 지탑리에서 원시농경이
B.C. 4,000년경에 시작되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단서는 최근 발굴된 비
봉리와 동삼동 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두 유
적지에서는 탄화된 조가 발견되었고 동삼동의 조와 기장은 B.C. 3,360년으
로 기록되었다. 특히 최근에 동삼동에서 출토된 융기문토기에 기장의 압흔
이 관찰되어 기장 농사가 신석기시대 초기에 전개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최근 인천 중산동 유적에서 보여준 갈돌과 토기의 전분 분석
을 계속 타유적에 실시한다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표 1. 신석기시대 유적지 출토 곡물현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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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국립중앙박물관, 2006, 한국선사유적 출토 곡물자료집성
/안승모, 2012, “동아시아 조.기장 기원 연구의 최근동향”, 한국 신석기
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

중서부인들이 초기신석기시대 자연환경의 이점을 이용하여 농경문화를 채
택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은 주거지에서도 잘 나타

나고 있다. 암사동, 지탑리 그리고 궁산리 주거지의 기둥구멍은 계절에 따
라서 먹 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건립한 움집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크다.
먹 거리가 풍족하여 인간이 정주생활을 하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고
고학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문화의 변동을 무조건 인구압에 결부
시키는 논리는 해묵은 고고학이론이다. 수렵채집경제인들은 그들이 생활하
는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조절 (Carrying capacity)에 많은 노력을 한
다는 것이 민족지연구에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 농경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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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경우 농경으로의 전환 직전단계에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였다는 사실
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중서부의 경우 B.C. 4,000에서 B.C.
3,000년 사이에 유적지의 수가 늘어나고, 그 위치가 해안이나 강안으로부터
내륙지방으로 서서히 옮겨지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신석기인들의
내륙지역 진출은 농경문화란 새로운 생계경제의 수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구압의 작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 가지 흥미
로운 사실은 학자간의 견해에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시기가 서해안에서는
후빙기의 최난온기 (Post-Pleistocene Optimum period) 에 해당한다. B.C.
3,000-B.C.2,000 년경에는 내륙으로 진출한 신석기인들은 주거지를 들판과
산자락에도 축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농경에서는 아직도
고랑과 이랑으로 형성되어 물을 공급하는 갈이농사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
다.
다음으로 벼농사는 잡곡농사 보다 늦게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융조교수의 지속적 연구로 학계에 소개된 청원 소로리 볍씨의 연대가
14,000 B.P.로 검출된 예도 있다. 그동안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벼농사
의 증거는 탄화미, 벼의 규소체, 화분 그리고 토기의 압날된 형태, 등이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표 1을 참조하여 검출된 절대연대를 살펴보면, 일산
가와지; 4,070±80bp., 4,300bp, 김포 가현리; 4,020±25 bp. 그리고 다소 문
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에 발굴된 대천리가 4,200bp.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일산 가와지 유적지에서는 가장 많은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앞의 연대를 보정하여도 모두가 B.C. 3,000-B.C. 2,000년 내에 해당되며 이
는 신석기인들의 내륙진출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수확도구용으
로 반월형석도가 유입되고 생계경제를 거의 농경문화에 의존하던 시기는 후
기신석기를 지나 청동기시대에 와서야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농경문화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서서히 전개된 것이다.

양자강 유역에서

발생한 벼농사는 1)육로전파설, 2)황해전파설 그리고 해안선전파설 등이 있
다. 그러나 발견된 탄화미의 지리적 분포와 반월형석도의 분포를 살펴본다
면 황하유역에 도달한 벼농사가 다시 산동반도와 해안선을 타고 한반도의
중서부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의 초기농경문화는 대륙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에 의해 혁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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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된 것이 아니고 중서부인들이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하나의 생계수단이라고 생각된다. 즉 한반도 인
들은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구압은 물론 변천하는 복합적 사회제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농경문화를 단계적으로 수용하였다. 물론 한반도의 경우
에, 농경문화의 전이과정에서 최근 일부학자들이 제시한 모델 "재배종화
(domestication)에서 경작(cultivation), 그리고 농경(agriculture)“ 의
세

단계를

차례로

거치지

않았으나

Harris가

제시한

소규모

경작

(small-scale cultivation), 대규모 경작(large-scale cultivation) 그리고
농경 (agriculture)의 단계는 차례로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장차관심을 두어야할 명제는 최근 학자들의 가설처럼 요동반도에서 한반
도,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 전개된 농경문화의 전파가 언어의 전파와 연계되
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종래 국내학자들이 주장하는 청동기시대의 농
경을 바탕으로 하는 신래족설을 받아드린다면 Renfrew의 “농경/언어확산”
가설과 일치한다.
한반도에 농경문화가 최초로 전개된 곳은 중서부지역이다.

중서부 인들은

늦어도 중기신석기시대 전반기에 조와 기장, 등의 잡곡을 재배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벼농사는 잡곡농사를 시작한 이후에 원시농경문화의 변천과

정에서 말기신석기시대에 수용되어 청동기시대 중기에 서서히 전개된 것이
다.

3. 과제 및 전망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연구는 토기의 형식 분류와 편년에 너무나 집착한 나
머지 경제양상, 사회조직 그리고 문화의 속성과 관계된 문화변동의 요인에
염두를 두지 않은 것이 약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초기농경이 신석기 중기 그리고 벼농사가 신석기 말기에 전개되었다고 단순
히 지적만 하였지 이러한 생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편년에 응용하지 못한 점
은 모순이라 하겠다.
비록 한반도는 농경의 독자적 발생지가 아니지만 신석기 인들이 농경문화
를 내부적 갈등요인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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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변천과 농경의 전개과정은 신석기문화가 해결해
야할 필수적 과제이다. 후빙기에 접어들면서 점차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에 해수면도 상승하였다. 따라서 선사인들이 적응해왔던 자연환경의 생태계
에도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다. 변천하는 자연환경에 따라 새롭게 형
성된 해안과 강안은 신석기인들의 이상적인 생활터전으로 등장하였다. 이러
한 현상 때문에 후빙기의 최난온기 (Optimum Period)에 접어들면서 생활의
변화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묵은 가설이지만 Binford가 중동지역의
농경을 논의할 때 제시한 모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빈포드에 의하면,
농경이 발생한 지역의 자연환경은 다양한 생태계(Ecological mosaic)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 인구문제와 관계되어 두 가지 형태의 사
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회는 여영아살해(Female infanticide)
풍습, 등의 자율조정체계로 자체 내의 인구를 조절하여 천년자원의 양과 인
구 수 사이의 평형을 유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한편 다른 형태의 사회는 인
구의 이동이 개방된 사회로

자연에 서식하는 먹이의 양에 비례해서 인구밀

도가 상한선에 달하게 되면 그중 일부가 자원이 풍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
여 새로운 생활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은
집단은

인구압을 받게 되어 농경문화를 개발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빈

포드의 가설을 중서부지역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성립된다.
풍부한 자연환경의 자원 때문에 중서부의 특정해안과 강안에 신석기 인들이
거처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인구가 증가되었
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일부지역은 현존하는 수렵-채집경제사회의 예처럼
자율조정체계로 인구를 조절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계방체계를 유지하여
인구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는 타 집단을 수용하는 반면에, 또한 인구의 조절을 위해 새로운
집단을 타 지역으로 분리시켰을 것이다. 타 집단으로 분리된 사회는 다시
인구압 등 내부적 갈등으로 중국의 요령지역으로부터 농경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적지가 파괴된 중
서부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에서 위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주거지의 양상과 토기의 전파는 중서부 인들의 이동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초기신석기문화의 전조 없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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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암사동신석기문화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으나 어머니집단으로부
터 분리되어 현재의 새로운 생활 터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
해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탄화곡물이 발견된 지탑리 2지구는 1지구의 자 문
화가 분명하다. 어머니문화로부터 파생된 암사동신석기 인들은 다시 미사리
그리고 동막동으로 분파되었다는 사실은 토기로 증명이 가능하다. 지탑리 2
지구와 암사동사회는 빈포드가 논의한 것처럼 인구압과 관계되어 갈등을 초
래하는 개방체계 속에서 문화를 전개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신석기시대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증거는 일산
가와지다. 이융조 교수가 발굴한 탄화볍씨의 절대연대를 받아드린다면 한반
도의 벼농사는 말기 신석기시대 일산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서서히 남부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전파경로는 산동반
도에서 해안선을 따라 옮겨왔는지 또는 황해를 통한 해로인지는 앞으로 연
구를 기다려야 한다. 산동반도의 越庄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5,000 이전의
볍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경작된 이후에야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나타난
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폭 넓게 전파되는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
부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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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가와지 출토 볍씨가 한반도 선사시대 농경에 미친 영향
전) 국립식량과학원

박태식

1. 한반도, 우리민족과 벼농사
벼가 우리민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최근 발표된 바에 의하면 어언
일만 오천 년전부터라한다.
우선 자연환경적으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여
름은 덥고 습한 동남 계절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불어
와 춥고 건조하며, 흙은 대부분 산성토양으로 비교적 척박한 편이다.
또한 산지가 대부분이고, 산간 계곡 물줄기에 따라 형성된 선상지, 강
을 끼고 발달된 평야지는 곡식이 잘 자라는 여름철에 홍수로 논밭이
물에 잠기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작물은 벼가 유
일하다. 벼는 매년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연작장해가 일어나지 않으
며, 거름을 특별히 주지않아도 매년 상당한 수확을 거둘 수있는 작물
이다. 즉, 벼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은 작물이었다. 또한 쌀이
우리민족에게 먹거리, 주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벼농사는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다루왕6년
(A.D. 33)에 처음 등장하나, 고고학적 따른 출토물(왕겨, 탄회미, 토기
에 찍힌 볍씨자국)로 보면, 탄화미가 나온 유적지로는 김해 패총에서
나온 쌀덩어리(원삼국시대), 여주 흔암리(B.C. 1,310-910), 평양 남경
구역(B.C. 1,270-860), 부여 송국리(B.C. 850-410)등이 있으며, 볍의
껍질, 왕겨가 출토된 유적지로는 광주 신창동(원삼국시대.전기) 김포
가현리, 고양 가와지 1지구(4,330±80bp: 5,310-4,660 calib.B.P.)등
이 있다. 최근 청원 소로리 유적에서 고대 볍씨가 출토 되었는데 아래
쪽 볍씨출토층 토탄 연대가 13,920bp: 약 15,000 calib.B.P.이었다.

2. 가와지 출토 볍씨들의 작물학적 특성
벼 낟알들은 1지구 대화리와 2지구 가와지 토탄층에서 나왔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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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가와지볍씨의연대는 2,770±60bp: 3,040-2,810calib.B.P.이었다.
가와지2지구 출토 당시 벼낟알들(약 3,000년전)은 토양미생물과 이
화학적 반응으로 쌀 부분은 모두 없어지고 규산성분이 많은 벼껍질만
남은 상태로 300여립이나왔는데(사진 1), 줄기쪽(소수경)이 좁고, 부호
경이 잘 발달하였으며, 벼 끝쪽(부선)이 조금 넓은형과 전체적으로 약
간 갸름한형이 섞인 자포니카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통계적으로는 대
체로 정규분포를 하고있어 상당히 균일하다고 추정되었다. 볍씨의 길
이는 평균 6.75mm, 너비 평균은 2.84mm이었다. 장폭비(길이/너비)는
2.39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와 비교하면 대체로 가
늘면서 긴편에 속하고 크기도 작은 편에 속한다.
가와지1지구 출토 벼낟알은 적게 발굴되었는바 측정이 가능한 12개
(사진 2)의 길이평균이 7.03mm이고, 너비의 평균은 2.78mm이었는데
대체로 가와지2지구 벼낟알들과 큰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장폭비를 볼때 2지구 벼 낟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지만 약간 인디카
적인 형질이남아 있었다.
가와지에서 출토된 벼 낟알들이 당시 재배벼인지 아니면 들판에서
자라던 야생벼인지를 구분하고자, 야생벼는 재배벼보다 벼 낟알이 소
지경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는 즉, 탈립성으로 판단하기로하여 1,2지구
에서 각 4개를 골라 한국 자생벼인 긴까락샤레, 재래종인 산조, 탈립
잘되는 통일벼등의 표본을 부호경과 소지경이 붙어 있던 이층부위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사진 3.4)

그 결과 가와지에서 출토된 벼

낟알의 떨어진 부위는 긴까락샤레나 통일벼의 것과는 달리 거친 상태
를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으려고 직접 수확한 것이거나 탈립이
잘 안되는 벼 종자로 생각되었다. 벼가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아닌 것을 고려하여본다면 이것은 재배된 벼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
볼수 있다.

3. 소로리 볍씨와 가와지 볍씨의 모양새 비교
한반도에서 제일 오래되고 재배벼의 특성을 가진 소로리 출토 벼 낟
알(약 15,000년전)들과 가와지 출토 벼 낟알(약 5,000년,약 3,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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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들을 크기와 모양새를 비교하여 보면(그림 2), 소로리 출토 벼 낟알
들은 유전적 변이가 크게 분포하고 있으며, 크기가 약간 크고 모양새
는 대부분 자포니카에 가까운 편이었으나 인디카로 보이는 것과 열대
자포니카(자바니카)로 추정되는 것도 각각 1알씩 있었다. 그러나 가와
지 벼낟알들은 모두 자포니카에 속하였으며 다만 1지구 출토 벼낟알들
은 인디카적인 형질이 남아 있음을 알 수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세 제4기 자연환경, 작물학적, 생태학적면을 고려
하여 소로리 법씨는 한국 재배벼의 조종이며 순화초기단계의 벼라고
추정한 바 있다.

4. 고대 한반도에서 재배된 벼의 전래경로
소로리 볍씨가 나타난 시기인 최근세 제4기 자연환경은 극지방에서
빙하가 최대로 발달했던 시기(18,000-20,000년전)로 이 동안 해수면
이
낮았을 때(최저 138-143m 아래), 한반도는 반도의 형태가 아니라 아
시아대륙의 한쪽에 붙어 있는 대륙의 일부분으로, 즉, 황해, 남지나해
일부와 남해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다.
필자는 이지음에 우리조상 중

남방계의 한 부류가 소로리 볍씨를

가지고 야생벼의 자생지인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대륙 남부지역
에서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오다가 그 당시 강들의 하류유역에서 한
반도로부터 기원한 금강을 따라 북상하였다고 추정하였다(옛 금강-소
로리 볏길: 그림 1. 참조).
소로리 볍씨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재배된 이후 지금부터 약 일 만
년전쯤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황해에 의해 나누어졌다. 따라서 당시에는 큰 바다를 건널만큼 항해술
이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전제하에 보면, 남방계 인종의 한반도로 유입
은 끊어지고 또한 새로운 벼의 유입도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빙하기이후 지리적,생식적 격리가 발생하게되
고 이어 소로리벼는 한반도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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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큰 소로리벼가 진화의 한 요인인 자연선택에 의하여, 아울러
우리 선조들의 은연중 탐스러운 벼를 수확하는 노고도 보태져서 점점
유전적변이가 작은 종분화에 이르러 고대벼(가와지벼)로 진화하게 되
었다고 추정하였다.
남쪽지방에서 유입된 여러 가지 벼가 우리선조의 지혜와 자연선택에
의하여 자포니카에 가까운 재배벼인 고대벼로 종의 분화(논벼,수도)에
이르른 가와지벼는 당시 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고조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보고있다.

맺는 말
가와지벼는 순화초기단계에 있던 소로리벼가 우리 선조들의 보살핌
과 한반도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자연선택과정을 거쳐 재배벼로 종분화
에 이르렀고, 이후 사회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어 한반도내 국가형성에
이바지 하였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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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가와지 볍씨 출토지 고고지질학적 환경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서언
제4기가 시작되는 약 260만년부터 전지구적 기후변화는 지표의 수문과 생태적
기록체를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인류의 삶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환경을 기
록한 매체들 중에서도 AMS 연대측정이 가능한 약 수만년전 토양과 퇴적물의 형성과
정이나 인간간섭 기록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어왔다. 최근에는 약 1.1만년전
이후 홀로세의 고해상도 몬순기후에 따른 지표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계 반응으로서 고해상 퇴적체 연구가 중시되고 있으며 정밀한 지표프로세스 복원도
점차 가능하게 되었다.
남한 중부

내륙의 지표프로세스 중에서도 특히 최후빙기최성기(LGM) 지표환경

변화가 잘 연구되고
이다.

있는 편이며, 특히 고토양층 발달에 대항 연구사례가 많은 편

약 2만년전 LGM 이후 기후변동에 따른 해안지역의 수문변화와 지표환경 변

화는 약 17,000~15,000yrBP부터 비교적 짧은 주기의 온난기와 한랭기를 거치게 되었
다. 온난기의 기후수문 변화에 차츰 적응해 갔던 고인류는 정착생활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지표환경에 적응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특히 해안지역, 하천 수계
주변, 구릉지 등지에서 탁월한 적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

착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통해 다양한 지표 이용의 지혜가 발달하였고 지표환경
변화와 환경 차이에 따른 식생활, 도구개발, 이동수단, 생산기술 등의 현저한 발달
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반도 서해안 북부지역에서도 토기제작, 동물사육, 원시적 농사와 양식, 어업
과 사냥 기술 등이 발달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1.5만년전

이후는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던

특히 현재 서해안 지방은 약

시기이며

홀로세

중기인

약

6,000~7,000yrBP에는 거의 해수면이 거의 현재 수준에 도달하여 해안평야 환경이 완
성되었던 것으로 본다 (신숙정, 1992; 안승모, 1997; 조화룡 외, 1994). 한반도 해
안지역은 제4기 최후기 중에서도 약 11,000yrBP부터 시작되는 홀로세 전 기간에 걸
쳐, 약 1400yr 주기의 본드주기(Bond cycles)로 대변되는 건조기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Bond, 1997). 이러한 증거는 해안의 호소퇴적체, 해수면 변화 기록체, 내륙
의 하천범람 퇴적체 등에 잘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한반도에서는 청동기로 진빙하면서 전반적으로 기후는 이전에 비하여 점차 건조
한랭해 지는 가운데, 약 4000yrBP 이후에는 여름몬순과 겨울몬순의 강도가 주기적
으로 변화하면서 비교적 건조한 기후수문 현상이 자주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
후수문 변화 주기에 따라 습윤기에서 건조기로 변천하면서 인류의 지표환경 이용에
있어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동아세아에서는 잔반적으로 건조기가 도래하면 황
진이나 황사가 심해지며, 식수나 농업용수 등 수자원 고갈이라는 한발재해가 도래
하였으며, 이로 인한 왕조의 흥망성쇠도 공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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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2,000yrsBP의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걸치는 고대 인류들은 기후수문 변화에 민
감하게 대처하였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
본 논고는 한반도 서해안에서 홀로세 중기의 신석기 도래 후, 한강 하류의 지표
프로세스가 기록된 연속 퇴적체로서 일산과 고양 일대의 해안평야 퇴적기록체를 고
찰해 봄으로써 홀로세 중기까지의 일반적 지표환경 변화 증거를 종합하고 특히 일
산 가와지토탄층에서 출토된 볍씨의 지질고고학적 입지환경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2. 한강하류 일산 해안평야 퇴적층 형성 환경
1) 연구지역 개요
한강 하류의 북부인 일산 고양 및 파주와 남부의 김포 일대에는 해안평야 가
넓게 발달하여 있다.

한강 하류의 김포지역은 한강 유역 중에서 가장 넓은 충적

평야가 발달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와 인접하고 있어 홀로세 동안 해수면 변
동에 따라 이루어진 충적 퇴적층이 넓게 분포한다.

이미 언급한 바 팔당하류로

부터 행주대교 사이의 한강 주변부는 소규모의 구릉들이 발달하여 있어 약 1km
이상의 강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천들은 계곡 사이 사이에 소규모구릉지가 로
발달하여 있다.

행주대교 아래로부터 한강하구의 김포지역 일대는 저구릉들이

발달하여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넓은 해안 충적대지를 이루고 있다. 김포지역의
이와 같은 지형은 기반암 특성에 기인하여 불연속적으로 돌출하여 있는 산 정상
으로부터 사면으로 뻗어내린 능선을 따라 주로 낮은 경사의 저구릉들이 발달하여
있다.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낮은 지형 경사로 인해 주요한 하천발달은 없으나
소규모의 지류들이 서로 합류하여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넓은 충적평야가 발
달하여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립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홀로세 동안에 해수
면이 상승하면서 침식계곡들을 충진하여 현재와 같은 평야지대를 이룬 것이다.
이와 같이 저구릉지와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있는 지형은 한반도의 서해안
일대에서 흔히 관찰 할 수 있는 지형으로서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기반암위에
第 4 기퇴적층이 부정합으로 덮여 있어 선캠브리아기로부터 최근세까지 대부분 침
식이 우세하였던 지역이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운모가 우세한 광물구조를 보이고 있다. 편마암은 선캠브리아
기에 경기도 서북부 일대의 연천- 문산지역에 형성되었던 기반암과 연결되고 있
다. 이들은 퇴적암류가 변성되어 이루어진 암석들로서 지표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심한 풍화작용을 받고 있다. 풍화의 발달정도와 심도는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일산읍 동남부의 정발산과 북동부의 고봉산, 그리고 김포읍 동부의
옥여봉과 서부의 운유산 일대에는 기반암이 지표에 노출하고 있어 산록이 발달한
지형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송포면 일대에 발달하여 있는 저구릉지는 풍화가 극
심하여 기반암이 토양화되어 있다. 행주대교 남쪽에는 부분적으로 중생대의 화강
암류가 분포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구릉지의 풍화토내에도 원래의
기반암 구조인 편리구조와 소규모의 습곡과 단층 등의 구조가 남아 있어 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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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토양층 및 퇴적층과 기반암의 구별이 가능한 편이다. 저구릉지의 지표부
근에는 사면붕적토가 풍화된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사면붕적토는 기반
암의 풍화로 인해 흐트러진 입자들이 하부사면으로 이동되어 형성된 지층으로서
기반암 풍화대가 보유한 암석구조는 갖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의 사면붕적토는 대
부분 사질점토로 구성되여 있으며 간혹 암편들이 섞여 있다. 암편들은 주로 석영
맥에서 유래한 암편들이지만 이 지역의 기반암인 편마암으로 구성된 암편들도 간
혹 포함되어 있다. 구릉과 구릉사이에는 소계곡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의 소계
곡에는 제4 기 동안에 형성된 퇴적지층들이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이러한 소계곡의 제4 기 퇴적층은 한강을 향하여 계속 넓어지며

한강유역의 퇴적

평야지대와 연결되고 있다. 이들 제4 기 퇴적층은 수평적으로나 그리고 수직적으
로 점이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세립질 점토와 유기질 점토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한강하류인 김포와 일산- 고양지역에 발달하여 있는 제4 기 지층은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속에서 형성된 하성퇴적층과 산사면에서 사면작용으로 이루어진 사
면퇴적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성퇴적층은 한강유역으로부터 산록이 발달하는 지
역까지 연속되고 있으며 저구릉들 사이의 소계곡들에까지 해안평야를 채운 퇴적층
으로 본다. 이들은 대부분 세립의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포위치는 고도 약
8m 이내에 한정되여 있다. 한편, 완만한 경사의 저구릉들에는 사면붕적토가 기반
암을 피복하여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분급이 불량한 토양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암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은 하부에 발달하여 있는
기반암의 풍화대와 유사한 토양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기반암 풍화대내에는 원래의
암석조직을 갖고 있어 야외 식별이 가능한 편이다.
2) 일산일대 제4 기 토층 구분
(1) 갱신세말 사면퇴적층과 고토양층
일산 남부지역 일대에는 저구릉지들이 많이 발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기반암
의 풍화대가 지표로 부터 깊은 심도까지 발달하여 있으며 이의 상부에는 사면붕
적토가 덮여 있다. 저구릉지내에서도 구릉정상부는 대부분 기반암의 풍화대가 지
표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면붕적토의 발달이 미약하다. 그러나 구릉사면에는 이
들의 풍화대에서 만들어진 풍화생성물이 운반되여 이루어진 토양층이 수 m 의 두
께로 발달하여 있다. 이와 같은 토양층은 제4 기 퇴적층 중의 최상부층인 새말층
이 소계곡을 충진하고 있는 말단에서 부터 낮은 경사의 구릉사면에 주된 분포를
이루고 있다. 토양층내에는 층위를 달리하는 뚜렷한 구조가 없어 경계는 불명확
한 편이나 토양색에 따라 약간의 구별이 가능하다. 즉 기반암의 풍화대를 피복하
는 최하위 토양층은 대부분 적갈색을 띄는 토양층으로서 간혹 암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엽고토양). 이의 상부는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나타내나 갈색의 견고 치밀
한 구조를 보이며 하부의 적색 토양층과는 다른 토양층이 발달하여 있다( 송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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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가) 주엽고토양(Juyeob Paleosol)
주로 적갈색(5YR 3/4) 의 토양색을 띄며 모래, 실트, 점토들이 골고루 포함
되어 있어 분급이 대체로 불량한 토양이다. 최하부는 기반암의 풍화대와 접촉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풍화대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반암 풍
화대는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 토양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부토양들로 부
터 점토들이 지하수를 따라 하부로 이동하여 조립입자들 사이를 충진하여 있어
간혹 토양층과 유사한 곳들도 있으나 이들 풍화대 내에는 원래의 암석 구조의 잔
흔들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풍화에 상대적으로 강한 석영맥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상부에서 수직 이동하여 충진된 점토들이 자주빛 갈색을 띄고 있어 기반
암 풍화대임을 가르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토양층 내에는 기반암에서 유래된 암
편들이 간혹 포함되어 있으나 균질한 토양색을 가르키고 있다. 적갈색 토양층의
상부는 갈색토양(7.5YR 5/4. 송포토양) 이 접하기도 하나 구릉사면의 윗부분들에
서는 지표면까지 계속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 이와 같은 적갈색의 토양은 낮은
경사의 구릉사면에서 중력과 수분(fluvio-gravity) 에 의해 운반되어 이루어진
토양으로 해석되며 점토광물 고령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적갈색의 토양색이며
화학적 풍화작용이 많이 진전된 토양으로서 이는 현재의 한반도 기후와 비교해
볼 때 더 온난 다습한 고기후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토양으로 해석된다.
갈색토양이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적으로

적색토양의

상부에

형성시기는

Holocene 보다 전기의 온난 다습하였던 시기에 형성될수 있었던 토양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마지막간빙기(Last Interglacial) 시대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색토양을 주엽고토양이라고 명명하였다.
나) 송포고토양(Songpo Paleosol)
토양의 구조나 구성입자는 주엽고토양과 유사하나 토양색이 전혀 다른 갈색토
양이 적갈색의 주엽고토양 위에 쌓여 있다. 두 토양간의 접촉은 점이적이여서 많
은 지역에서 두 토양층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두 토양층이 연속
되는 지역에서는 토양색에서의 차이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갈색토양층에서는 상대
적으로 점토와 같은 세립질 토양구성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견고치밀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토양색은 갈색이 우세하나 지역적으로는 자주빛 회색을
띄기도 하며 토층의 상위 부근에서는 적갈색의 점토가 가느다란 띄 모양으로 수
평적으로 침투되여 있는 곳들도 있다.
갈색토 상부에는 쇄기모양으로 변형된 토양구조가 발달하여 있으며 주변의 갈
색토양과 쇄기모양내의 토양과는 색깔이 현저히 달라 구별이 용이한 편이다. 쐐
기모양내의 토양은 회백색 내지는 황회색을 띄고 있으며 이는 생성후기에 토양수
분 이동에 따른 탈색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쇄기모양의 토양구조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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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기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쐐기구조이거나 나무뿌리의 흔적 혹은 건조기후에서
형성될수 있는 건흔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관찰된 토양쐐기
(soil wedge) 는 평면적으로 5 각형 구조(polygonal structure) 를 보이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형과 토양입도 및 토양구성광물로 보아 건흔이 형성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추운기후의 동토에서 형성된 쐐기구조로 해석된다. 쐐기토층
면 상부는 갈색의 표토층이 발달하여 있다. 이와 같은 갈색토양을 송포고토양이
라고 명명하였다. 쐐기구조 상부에서 지표까지는 주로 교란된 표토층으로 형성되
어 있으며 갈색이나 적갈색을 띄며 지역에 따라 그 두께를 달리하나 대체로 50cm
미만의 토양으로서 최근에 형성된 토양층으로 해석된다.
(2) 고기 하성퇴적층 ( 고양층)
한강하류 고양군 일대는 한반도 서해안의 지형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들
중의 하나로서 지난 마지막 간빙기의 가장 추웠던 기간으로 알려진 약 18,000 년
에서 15,000 년 사이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
며, 이 기간 동안에는

서해안 계곡들은 대부분 풍화된 기반암이 노출되었으며,

하천이나 강들은 계곡 중앙의 노출된 기반암위에 발달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후 기후변화와 더불어 해수면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퇴적면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수면은 퇴적기준면(Base Level) 으로 기준할 수
있으며 마지막 빙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된 퇴적 기준면은 약 10,000yrBP 에는
현 해수면으로부터 약 20-30m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해안지역 퇴
적층에서 연구된 바 있다.

일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한강유역 이산포 지역

에서는 최대 퇴적심도가 현 지표로부터 약 25m ( 평균해수면 기준 약 -20m) 까지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약 10,000yrBP 에는 이미 해수면이 현재 한강의 최대
퇴적기준면인 -20m

이상의 위치로 도달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약

10,000yrBP 부터 계속 상승하였던 해수면을 따라 퇴적기준면도 상승하여 넓은 해
안 계곡부에는 주로 하성기원의 사력질퇴적층들이 구성되는 한강의 하성환경의
고양층이 형성되었다( 이동영 외, 1992).
김포와 일산 사이의 충적평야지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퇴적층의 수직발달 해석은 오직 시추에 의해서만 가능한 상태이다. 이들 지
역에서는 일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표지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여
러 지점들에서 여러 공의 시추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시추자료들은 대체로 퇴
적지층으로부터 풍화암까지 연속되고 있으며 퇴적립자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추자료만으로는 퇴적환경이나 시대규명의 해석은 불가능하였으며
일산 남부의 가와지 지역에서 실시된 트랜치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충적평야의 성
인과 특성에 대한 해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행주대교 북단계곡주변은 지표의 황
갈색의 사질실트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조립화하여 최하부에서는 자갈과 모래로 구
성된 하성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m 미만의 두께를 보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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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한강과 인접된 행주대교 북서부지역은 약 22m 의 두께의 퇴적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표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여러 종류의 퇴적상을 보이고 있다. 지표로
부터 약 2m 는 한강의 유로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세립의 사질실트층이 분
포하며 그 이하부터는 암갈색의 실트질 점토로부터 하부로 갈수록 점점 조립화하
여 기반암과의 접촉부에서는 둥그런 자갈들이 우세한 사력층이 평균 해수면 하부
약 15m 에까지 위치하고 있다. 행주대교 부근부터 한강하류의 이산포 지역으로 갈
수록 기반암과 퇴적층의 경계위치도 낮아지고 있으며 상부에서는 세립의 사질실트
층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퇴적상의 변화는 하부는 사질역층으로 구성된
하성퇴적층임을 지시하며 상부는 하류로 갈수록 조수의 영향을 받아 유속이 낮아
지며 결과적으로 세립의 사립 실트층이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한강
하류에서 조간대 퇴적층 하부에 발달했던 하상과 범람 작용에 의해 형성된 퇴적
층을 고양층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퇴적상은 횡적인 변화가 심하며
특히 시추공 21 번에서는 세립의 모래층과 사질실트로 구성되어 있는 조간대 퇴적
층이 서로 교호하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구릉지역으로 갈수록 퇴적층의 심도는
감소하나 퇴적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한강변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행주대교 서북부의 백석들에서는 약 25 m 의 최대 퇴적 두께를 나타내며 하부는
역시 사질역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안평야로 갈수록 기반암의 풍화댜 위애 하
부 사력층 두께는 감소하며 기반암 위에는 바로 암상을 달리하며 주로 청회색이
나 남회색을 띄고 조간대 퇴적층이 분포하며, 지표부근의 상부로 갈수록 황갈색
이나 회색을 띄는 홍수퇴적층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퇴적지층은 소계곡들이 위

치하고 있는 구릉지역으로 갈수록 지층 두께가 점이적으로 얕아지고 있으나 퇴적
상은 더욱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소계곡에 분포하여 있는 퇴적층내에는 토탄층
( 가와지토탄) 이 발달하여 있다. 토탄층하부에는 청회색의 사질점토층( 대화리층)
이 기반암까지 발달하여 있으며 토탄층 상부에는 황갈색의 점토질 실트사질층( 새
말층) 이 분포하여 있다.
(3) 조간대 퇴적층 : 대화리층
일산에 근접한 해안평야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서해안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심한지역으로서 해안선을 따라 조간대 퇴적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조간대 퇴적층은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일대에도 넓은 지역에 청회색 실트질점토
층을 보이며 퇴적층을 이루고 있어 이들 홀로세 중기 까지의 조간대층 를 대화리
층으로 명명하였다( 이동영 외, 1992). 일산지역에서는 초기 홀로세 이후에 속하
는 적어도 10,000yrBP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지층으로서 해수면의 상승속도가
작아지기 시작한 7,000-6,000 yrBP 에 주로 퇴적된 지층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
화리층내에 포함되어 있는 목편에서 탄소동위원소에 의한 연대측정 결과 6,210
yrBP ( 반감기 5,568 년 이용, 손보기,1992) 을 나타내는 것과 잘 일치하고 있다.
본 조간대 퇴적층인 대화리층은 고양군 일대에서 해수면의 상승속도가 낮아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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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최대 지형고도 약 6.0m 까지 형성되었다. 또한 고양군 일대는 소계곡들이
발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조석의 고조수위가 계곡내에 유입되는 곳에서는 조석의
낮은 유속으로 인하여 고조해수면 경계지역에 늪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지형학적
조건이 갖추어질 수 있었다. 또한 약 5,000yrBP 의 기후는 지난 홀로세 동안에
기후가 가장 온난다습하였던 기간으로서 이 기간의 평균해수면은 현재의 해수면보
다 +3 m-+4 m 정도 더 높았다고 추정되는 기간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00 년 동안의 해수면변동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연
구결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지난 홀로세 동안 해수면이 현해수
면보다 전혀 높은 적이 없었으며 단지 상승속도가 약 5,000yrBP 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전에는 급한 상승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승속도가 극히 적어 약 2
m 의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현해수면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주장
은 지난 5,000 년 전에 현해수면보다 +3 m ~ +4 m 더 높은 해수면이 존재하였
으며 그 후에도 이 보다는 적으나 약간의 해수면변동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한반도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상기의 두 학설 중 어느 것에 더 일치하는가
는 극히 규명하기 어려운 편이다. 단지 조사지역에서 최고 고조수위까지 발달할
수 있는 고기의 조간대 지층인 대화리층이 지형고도 6.0m 까지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홀로세 중기에 해수면이 현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대화리 일대에 분포해 있는 대화리층이나 토탄층이 평균해수면과는
상당한 고도 차이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지층들이다. 이들은 모두 조수의 최고
상한고도에서 형성되었던 지층들로서 이들 지층의 현 위치가 고기 해수면을 지시
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제의 지형과 한강수위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조수의
차이에 의해서는 조사지역에 조간대 지층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
이다.

요컨데, 대화리층은 일산 남서부 일대의 소계곡에 널리 분포하는 최하위

퇴적지층으로서 기반암인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편마암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고, 상부에는 가와지 토탄층이나 혹은 바로 최후기의 하성범람층 ( 새말층) 이
피복하여 있다. 소계곡을 벗어난 한강유역에서는 토탄층은 분포하지 않아 상위점
토층인 황갈색의 새말층과 접하고 있다. 주로 세립의 실트질점토로 구성되어 있
으나 최하위 기반암과의 접촉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으며 한강중심부로 갈수록 하부는 하상퇴적층인 조립의
모래층과 접하고 있다. 세립질 점토일수록 청회색을 띄며 입자가 조립화 될수록
회색 내지는 암회색을 띄고 있다. 이 지층내에는 커다란 나무토막들이 간혹 포함
되어 있다. 나무토막들은 대부분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서 운반퇴적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지층의 상부에는 토탄층이 분포하여 있는 소계곡에서는

초본편들도 다량 함유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층의 두께는 소계곡에서는 약 1m 정
도이나 한강유역으로 갈수록 약 3m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위 점토층
은 그 분포와 퇴적구조로 보아 중기 홀로세 동안에 현재의 송포면 일대의 한강유
역에서 부터 해수면 상승에 따라 발달되어 왔던 고기의 조간대지층(Tidal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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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s) 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청회색 점토층이 가장 널리 발달하여 있는 지
역의 이름을 따서 대화리층이라고 명명되었다.
마) 가와지 토탄층
김포지역일대의 저구릉들 사이의 소계곡에서는 토탄층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
분포지역으로서는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성저마을과 가와지마을일대, 일산읍 주엽
리의 소계곡 및 고촌면 신곡리의 소계곡일대등이다. 이 지역에 발달하여 있는 토
탄은 하부에서는 대화리층과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보이며 상부는 상위 점토층인
새말층과 접하고 있어 구별이 뚜렷한 편이다. 이들 토탄은 목편이나 초본류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분포 위치는 소계곡내에서 지형고도 약 5-8m 사이에 분포하여 있
으며 최대 층후 약 2m 이내의 두께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 토탄은 구성물질에
따라 상위토탄과 하위토탄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하위토탄은 주로 목편류가 우
세한 토탄이며 나무줄기들이 대부분 부스러진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있어 주변 식
생이 운반되어 형성된 토탄으로 해석된다. 나무조직들의 색깔 때문에 건조한 상
태에서는 황갈색을 띄기도 하나 대체로 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초본류의 토탄들
이 이들 목편들 사이를 채우고 있다.
상위토탄은 주로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풀잎, 줄기, 뿌리들이 서로 섞여
있다. 간혹 나무뿌리 부분이 수직적으로 발달한 잔해가 남아 있어 그 자리에서
살던 식물들이 토탄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토탄층에 비하여 나무줄기 부분
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분해정도가 심하여 검은색을 나타내고 있다. 하부
의 대화리층이 형성되던 마지막기간에 고기 조간대의 끝지역에 해당하는 현재의
소계곡들에서는 조간대 유속이 작아져 늪지의 형성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현재 김포 하안변에 발달하여 있는 조간대가 과거에는 유물발굴지역까
지 상승 발달하였던 것임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홀로세 중기에 있었던 기후변화
와 이에 따른 해수면 변동과 유관하며 그 결과 토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토탄은 소계곡에서는 층위상으로는 뚜렷하게 두개의 서로
다른 실트질 점토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강유역의 넓은 계곡에서는 서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 시대적으로는 대화리층 상부와 동일시 되고 있어 층
(Formation) 이라기 보다는 이보다 한단계 아래 층준인 Member 라고 명명함이 타
당하며 주요 분포지 이름을 따라 가와지 토탄(Gawaji Peat Member) 라고 명명
되었다.
(4) 홍수범람층: 새말층
한강하류의 해안평야 지역에서 최상부 실트질 실트질 점토층이며, 주로 갈색
을 띄며 적갈색의 반점(mottlings) 들이 있는 지층이다. 소계곡에서는 가와지 토
탄을 피복하며 계곡 하류에서는 하위 실트질 점토층인 대화리층을 피복하고 있
다. 지층의 구성물질로 보아 하부의 대화리층과 유사한 실트질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지층에는 조립의 모래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편들도 전혀 포
함되어 있지 않으며 층의 색깔로도 하부의 대화리층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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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는 소계곡에서는 약 1m 이내이나 한강유역으로 갈수록 점이적으로 증가하
며 연속적이다. 가와지 토탄과 접하는 곳에서는 약 30 cm 내외의 암회색 점토층
이 협재되어 있어 점이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도 있다. 상부로는 지표까지 연속되
고 있으나 이 지층의 지표는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지표에서부터 약 50cm
는 교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지층은 하부의 대화리층이나 가와지 토탄이 환원
환경의 물속에서 형성된것과는 대조적으로 갈색과 적갈색의 반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화환경에서 형성된 지층으로서 퇴적원과 퇴적립자들로 보아 한강의 홍수범
람에 의해 이루어진 육성층으로 해석된다. 지층의 형성시기는 홀로세 후기의 해
퇴가 일어났던 시기에 형성된 범람원 홍수퇴적층으로 해석되며 새말층이라고 명명
되었다.
3) 고양 강매~원흥 일대 홀로세 토층 분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에서의 토층단면 특성을 보면, 최하부의 청회색 니질
조간대퇴적층, 범람성 니질퇴적층, 고기경작층, 매립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1구덩에서 11구덩방향으로 갈수록 매립층의 층후는 약 4m에서 2.5m로 점

차 얕아지고 있으며, 고기 경작층의 층후변화는 약 20~30cm로 대개 일정한 편이다.
또한 범람니질층은 1구덩에서 11구덩으로 갈수록 2.5~2.0m의 층후로 퇴적되어 있
며, 범람니질층의 분포고도는 약 3.0m 내외로 거의 일정한 편이다. 다시말해서 고
도 약 3m 내외까지 과거 청회색 니질 조간대층이 분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이 보다 상부의 범람 니질층의 상한은 1구덩에서는 약 6m 부근에서 나타나지
만 11구덩으로 갈수록 약 5m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강과 창릉천이 합류하
는 하류보다 상류로 갈수록

범람니질층의 상한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하부의

청회색 니질 조간대층의 상한은 거의 3m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안충적
퇴적층의 분포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조간대성 퇴적층은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 해
안평야 일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에 반하여, 범람성 퇴적층은 불과 2km
이내의 수평거리 차이에서도 약 1m 층후 감소 및 고도 저하를 보여주고 있다.

요

컨대, 창릉천의 홍수범람에 의한 니질퇴적층은 한강본류에서 멀어질수록 층후 감소
와 고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창릉천의 상류로 갈수록 범람성 니
질층과 니질 조간대층의 분포 고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한강변을 따라 강변북로나
제방건설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성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으로 사
료된다.
4) 파주 운정 일대 홀로세 토층 분포
운정1지구 44지점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문화유적
발굴지역으로서 한강 하류 주변의 저구릉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점 남쪽으로
약 6 km에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고도 40m 이하의 비교적 평탄한 범람원으로 이루
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약 60 m 정도, 동쪽으로는 약 40 m 정도 높이의 구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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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여 있다.

파주 운정1지구 44지점은 한강하류와 주변 저구릉에서 곡간에 걸

치는 지점에 발달하는 저습지 지점이다.

연구지역 주변의 저구릉은 하안단구처럼

고도 30-50 m 사이에서 비교적 평평하며, 구릉지 사면에서의 노두를 살펴보면, 하
부의 기반암 위로 풍화대가 위치하고 있고 풍화대 위로는 다량의 각력질의 암편들
이 매트릭스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암편들은 풍화가 진전되어 있으며 원마도
는 매우 불량하고 성분도 모암과 일치하고 있어, 기반암 풍화에 의한 토양형성 과
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구릉지 상부에서의 토양심도는 매우 낮으나 하부로 갈수
록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사면상부의 물질이 사면 하부로
이동하면서 침식율과 퇴적율 수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면 하부에 위치한 시
추 지점은 주변 하천에 의한 범람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상부의 사면에서 유입되는
물질이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시추 지점 주변의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
고 넓어 하천에 의한 범람원과 같은 형태로 보이나, 이 주변에서의 하천의 규모 및
유역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면 시추 지점은 침식분지와 같은 형태로 발달했을 가능
성이 높다. 불교란 시추 시료의 주상단면에서 하부에는 주변 사면의 노두 하부에서
보여지는 모래, 왕모래, 각력질 잔자갈 등 조립질 퇴적층이 나타나며, 중부에서는
일부 모래를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실트질로 구성되며, 암회색이 우세한 퇴적층
이 분포하며, 상부에는 갈색의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다. 하부의 풍화대와 퇴적층
사이에는 부정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동안의 삭박과정을 거친 후 사
면물질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추공 UJ-10과 UJ-12의 연대측정자료와 산정된 퇴적율 자료를 보면, 약 7000yr
BP 이후부터 UJ-10에서는 약 1000년, UJ-12에서는 410yrsBP까지 비교적 퇴적율의
변화가 적다.

UJ-10은 비교적 퇴적율이 일정하였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퇴적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UJ-12는 퇴적율이 같은 기간 동안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여준다. 그리고, UJ-12의 퇴적율은 UJ-10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
상은 UJ-12가 UJ-10보다 사면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UJ-12에서 이동
율보다 퇴적율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중심에 가까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약 1000년 전 이후부터는 양쪽 모두 급격한 퇴적율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급격한 퇴적율을 위해서는 급격한 사면물질 이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면물
질의 이동은 본 연구지역에서는 퇴적물질의 공급유역 내에서의 강우의 변화, 식생
피복의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Nahm, et al, 2011).

연구

지역의 화분대를 대표하는 화분과 우점종들을 고려해서 식생형을 추정하였으며 3번
식생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 (Yi etal, 2011).
(1) 온난온대낙엽활엽수림-상록활엽수림 (중기 홀로세 최적온난기, 약 7400-4500
yrBP)
UJ-10-I-II (고도 17.954-18.164 m)와 UJ-12-I-III (고도 17.204-17.474 m)을 포
함하는 시기로서 참나무속, 가시나무속 및 오리나무속 같은 낙엽-상록활엽수가 주
요 수종이며, 소나무속과 주목과-개비자나무과-측백나무과 등도 역시 비교적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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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중서부 산간지역에 서식하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산악과 구릉지역에는
낙엽활엽수가 광범위하게 서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시나무속은 오늘날 한반
도 남쪽해안과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상록 활엽수이다 (이창복, 1985; 이우철과
임양재, 2002). 오리나무속, 물푸레나무속, 버드나무속 등은 퇴적지 주변의 냇가
혹은 습지와 같은 습윤한 곳에서 서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이들 식생들
은 비교적 습윤한 기후조건을 좋아하는 교목들이다. 초본류들도 사초과와 같은 호
습윤성 초본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선태류의 포자가 높게 산출된다. 이런 식생
의 특징으로 보아 그 당시 퇴적환경은 계곡간의 습지와 같은 습윤지역으로 기후 조
건은 온난온대의 습윤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아고산침엽수-한랭온대낙엽활엽수

혼합림

(후기

홀로세

신빙하기,

약

4500-2000 yrBP):
UJ-10-III (고도 18.194-18.354 m)와 UJ-12-IV (고도 17.504-17.804 m)을 포함하
는 시기로서, 낙엽활엽수의 참나무속과 오리나무속 등이 주요 수종이지만 전 시기
보다 산출이 급감하였다. 상록활엽수 역시 산출이 급감하여 결국은 없어진다. 반면
소나무속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주목과-개비자나무과-측백나무과 등도 변함없이 산
출된다. 호습윤성 초본류의 변함없는 상대적으로 우점을 차지한다. 이런 식생의 변
화는 기후의 한랭화가 진행되었지만 습윤도는 이전 시기보다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
다. 중서부 산간지역의 후기 홀로세의 기후조건은 한랭온대기후조건이었으며 전 지
구적인 신빙하기와 대비될 수 있다. 퇴적환경은 수서식물과 다양한 담수조류들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계곡 간에 형성된 습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3)

침엽수-한랭온대낙엽활엽수

혼합림

(최후기

홀로세,

약

2000yrBP-현재):

UJ-10-IV-V (고도 18.384-18.764 m)와 UJ-12-V-VI (고도 18.014-18.534 m)을 포함하
는 시기로서, 참나무속과 소나무속을 주요 수종으로 하는 혼합림이다. 또한 농경활
동 지표종인 옥수수와 메밀속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산림형태는
자연환경변화에 의해 지배를 받기 보다는 인위적인 간섭활동에 의해서 산림형태가
변화하였다. 오늘날 영동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중부 내륙산간지역에는 대부분 소
나무류와 참나무류가 주요 수종을 하는 혼합림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후조
건은 오늘날과 비슷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적환경은 전 시기와 마찬가
지로 습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5) 한강하류 해안평야 퇴적층 형성환경 종합
일산 고양 등지 한강하류에 대한 지형발달 및 고환경 연구로는 일산신도시 건설
지역에 대한 자연과 문화유적에 대한 환경 및 시대를 규명 연구로서 이동영 외
(1992)를 시초로, 이 후 조화룡 외(1994)의 가와지곡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윤순
옥(1997)의 일산지역의 화분분석연구 그리고 황상일(1998)의 일산 충적평야에서의
해면변동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수문학적인 연구로는 공학에서 많이 다루
어졌으며, 특히 한강범람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 연구가 보고되었다. 한강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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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1925년 대홍수(최병호 외, 1986)와 1990년 일산제 파제에 의한 범람(최병호
외, 1994; 한건연 외, 1995)이 다루어졌다. 특히 최병호 외(1986; 1994)에서 1925
년과 1990년의 홍수범위는 일산신도시를 침수시킨 정도의 범위를 보인다. 수질, 환
경으로는 한강하류에서의 환경학적 연구로 식물플랑크톤 변화(이진환 외, 2004),
퇴적물의 이화학적 조사(한영희 외, 1997; 한영희 1996)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강하류 일산일대에서의 지형발달 및 고환경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동영 외 (1992), 손보기 (1992), 황상일(1998)은 일산신

도시 건설지역에 대한 자연과 문화유적에 대한 환경 및 시대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
였다.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일대와 일산읍 주엽리 일부지역에서 문화유적 발굴과
함께 시료단면들에 대한 제4기 정밀지질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 지역은 저

구릉지들이 특징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구릉지와 구릉지 사이에 소계곡들이 발달
하여 있다. 소계곡내에는 제4기 퇴적층이 부정합적으로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으며,
퇴적층은 최하부로부터 대화리층, 가와지토탄, 새말층으로 분류되었다. 대화리층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최하위의 조립질 모래를 제외하면 대부분 청회색의 점토질 실
트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뿌리와 같은 유기물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퇴적상과
분포위치로 보아 고기 조간대지층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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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산 대화동 유적발굴 지점의 가와지 제4기 지층의 대비와 연대분포(손보
기, 1992 자료 재해석)

해안평야의 형성 시기는 과거 홀로세 동안 기후변화와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조사 지역 일대에서는 과거 약 10,000yrBP부터 하구성 및 조간대
성 대화리층 퇴적체가 형성된 시기로부터 가와지토탄층이 발달하였던 시기까지 계
속된 것으로 보인다. 대화리층을 피복하고 있는 가와지토탄층은 소계곡내에서 조간
대의 고조지역에서 소택지가 발달하여 주변산록으로부터 운반된 목편들과 토탄층내
에서 발달한 식생들이 혼합하여 이루어진 토탄층으로 해석된다. 가와지토탄층이 발
달한 위치는 현 해수면으로부터 약 8.0m 높이까지 발달하여 있어 이 높이는 현재의
해수면에서는 생성이 불가능한 고도이며, 인접 인천 일대의 대조승 고도인 약 5m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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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높은 위치이다. 이러한 상기 토탄층의 규조분석 등을 통하여 기수성 환경이
인정되며 형성시기가 약 4,700yrBP~2,460yrBP 이므로 이 당시 해수면이 현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와지토탄층의 형성 이후에 조사지
역에는 해퇴가 일어남과 동시에 한강유역의 주기적인 범람에 의한 홍수퇴적층이 이
지역 최상부 퇴적층을 구성하고 있다.

새말층으로 명명된 이 지층은 주로 갈색의

퇴적층으로 볼 때 육화환경을 지시하며 실트질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손보기
(1992)은 일산지역의 토층단면에 대한 연대측정자료를 제시하였다. 연대자료를 발
굴구덩별, 토층단면별, 표고별로 재정리 하면 그림 1과 같다.
조화룡 외(1994)에서는 일산지역 가와지 곡지를 대상으로 충적층 층상구조, 규
조 및 화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빙기 후기에 있어서 해수준의 미변동과
관련된 이 계곡의 환경변화를 검토하였다. 후빙기 해진은 약 6,000BP 경에 가와지
곡지에 도달했으며, 해진의 극상기는 대략 5,000yr BP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5,000~3,000yr BP까지 해면은 같은 높이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내륙에는 토
탄이 형성되었고 오리나무속의 삼림이 무성하였다고 보았다. 약 3,200~2,400yr BP
까지 일시적 해면저하 현상이 있어 분해된 토탄층이 형성되었으며 쑥, 벼과, 포자
식물들이 무성하였다. 그 뒤 소규모의 해진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한강의
주기적인 범람에 의하여 범람퇴적물이 1m 이상 퇴적되었다.
윤순옥(1997)은 화분, 충적층의 퇴적상, 탄소연대 등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식생
환경, 해면변동 및 홀로세 환경변화를 고찰하고, 각 시기별 고지리도를 작성하였으
며 화분별로 환경특성을 고찰하였다.
(1) 화분대Ⅰ(3.75~5.75m)은 8,000~4,200yr BP 시기로서, 우점식생은 Alnus로 대
표된다. 빠른 해면상승과 해진의 영향으로 매우 습윤하였다.
(2) 화분대 Ⅱ(5.75~6.35m)는 4,200~2,300yr BP 시기로서, 해수면 하강 및 지하수
면 하강으로 건륙화된 환경하에 Pinus가 증가하고, 포자류와 초본류가 우점하였다.
(3) 화분대 Ⅲ(6.35~6.56m)은 2,300yr BP에서 1,800yr BP 까지 지속되었으며, 해
진의 영향과 인간의 간섭을 모두 반영하는 초본류의 비율이 높은 시기였다. 아분대
Ⅱb와 화분대 Ⅲ의 경계는 베버의 한계층의 특징을 나타낸다. 가와지 Ⅱ층과 새말
Ⅰ층과의 경계는 한계층(Grenzhonzont)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분아분대Ⅱb와 Ⅲ의 경계가 되며 시기적으로 2,300년BP 경이다.
화분아분대Ⅱb와

Ⅲ의

경계는

Subboreal의

온난건조한

기후에서

저온다습한

Subatlatic 기로 이행하는 한계층 혹은 경계층으로서의 특징을 보이며, 토탄의 퇴
적상은 부식화가 진전된 토탄층 위에 부식화가 극히 낮은 토탄이 퇴적되었다.

또

한 Iversen(1973)과 Godwin(1945)은 한계층은 전반적으로 Subboreal의 해면이 하강
했던 시기와 이후의 Subatlantic 의 해면이 상승했던 시기 사이의 경계 시기에 대
비된다고 보았으며, 이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행하
는 시기이기도 하다.
황상일(1998)은 한강 하류 우안에 있는 일산일대 충적평야와 가와지, 새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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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시추코아 자료, 탄소연대측정자료, 규조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약 7,000 yrBP 이후의 이 지역의 퇴적환경과 해면변동을 해석하였고, 해진과
해퇴에 의해 변화된 당시 해안평야의 고지리를 복원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약
7,000yr BP 경에 해면(평균고조위)이 현수준까지 상승하여 정선은 곡저평야에 도달
하였으며, 5,000yr BP 경에는 해발고도 5.5m까지 도달했다. 이후 약 3,200yr BP까
지 거의 같은 고도를 유지하다가 2,300yr BP 경에 해면이 다시 낮아져서 정선(평균
해면)은 후퇴하였고, 곡저평야에는 저습지가 널리 형성되었다.
한강의 범람에 의하여 약 3000yrBP 이후에는 하성니질층이 형성되면서 일산층이
형성되었으며, 약 2000yrBP을 전후하여 해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표환경 변
화 특성은 조화룡(1979)이 동해안 주문진 일대의 토탄층에서 해안사빈 배후에서 해
발 약 1~2m 위에 토탄층이 나타나는 것과 아주 유사하며, 낙동강의 하구에서도 약
2000년을 전후하여 해수면이 약 1m 이상 상승한 증거가 있다.

그림 2. 고양 덕양구 발굴구덩별(1, 2, 3, 4, 6, 7, 11) 단위 지층의 수평거리-표
고 분포특성 그래프.
고양 덕양구 발굴구덩별(1, 2, 3, 4, 6, 7, 11) 단위 지층에서 수평거리에 대한
표고 분포특성를 고찰해 보았다(그림 2).

특히 제2구덩 단면에서0 하부에서 상부

로 갈수록 확인 가능한 니질 조간대층, 범람성니질층 하부, 범람성니질층 상부의
분포고도가 각각 약 -1.1m, 1.6m, 4,4m 이다. 이들 분포고도 중에서 확인 가능한
니질조간대층의 경우, 다른 구덩들의 니질조간대층 분포도고에 비하여 약 4.5~5.0m
정도 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에서도 다른 구덩들
의 니질조간대층에 비하여 약 2.400 ~ 2,800년으로 더 오래된 지층으로 연대측정되
었다. 청회색 니질 조간대층이 일정한 비율로 퇴적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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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퇴적율은 1.60~2.80 mm/yr 범위로 산정될 수 있다. 제2구덩을 제외한 제1구
덩, 제3구덩, 제4구덩, 제6구덩, 제7구덩, 제11구덩의 단면들에서 확인가능한 니질
조간대층의 최상부 고도는 +2 ~ +3m에 해당한다.

청회색 니질조간대층 최상부 위

치에서 AMS 탄소연대가 측정된 제11구덩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절대고도 약
1.6m에 분포하는 지층이 약 6,160±50yrBP에 형성된 지층으로 볼 수 있다.
퇴적체가

이들

해수면 상승에 의한 퇴적체로 해석되며, 이들은 현재 평균해면 상부에

나타나는 최고승으로 보는 약 5m보다는 고도상 더 아래에 나타나는 니질 청회색 조
간대 퇴적층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일산 대화동 일대에서의 토층발달을 보면, 대화동 1지역의 다-단면을 기
준으로 할 때, 육성의 범람퇴적층 하부에 발달하는 가와지토탄층의 고도는 약 3.9m
이며, 방사성탄소연대가 5,800yrBP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산 이산포에서 청
회색 니질조간대층과 범람니질층 경계 지점이 약 5,700yrBP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볼
때, 범람성 니질층 형성연대는 아주 이른 시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6,000yrBP
이후로 간주된다.

상기 연구 자료 검토에 의하면 강매 일대 9-1지점 구덩단면에

나타나는 범람니질층의 최하부 혹은 청회색 니질조간대층의 최상부는 표고 약 3.8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양의 덕양구 발굴구덩의 연대측정 결과, 나타난 퇴적율
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4,810~5,100yrBP (약 4000BC)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조간대성니질층과 범람성니질층의 형성 시기를 보면 강매(~원
흥) 지점에서는 홀로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한강 하류에 형성된 하구환경
(estuarine)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침으로 인하여 현재의 한강하류는 일산
지역의 대화동에서 나타났듯이 일차적으로 최종빙기의 기반암풍화대, 토양쐐기를
포함하는 고토양대, 그리고 최종빙기최성기와 영드라이아스기(Younger Dryas)까지
의 해빙기 동안의 하구성 사력층들이 한강하류에 전반적으로 청회색 니질조간대층
(대화리층) 보다 더 아래에 발달해 있다.
홀로세 초기와 중기에 걸친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청회색 니질조간
대층(대화리층)이 형성되었다. 한강하류 고양일대에서는 본 연구 결과 지금까지 그
하한이 약 6,500yrBP 이후로 알려졌던 청회색 니질조간대층이 약 9,000yrBP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고도 약 -1m 위치에서 해침 흔적이 처
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일산 해안평야에서 해성 혹은 기수성 환경이 존재하는 시
기는 약 6,500yrBP이며 일산 대화리에서는 대화리층(손보기, 1992)으로 분포하며,
일산 이산포에서도 화분과 규조 연구를 통해 해안평야에서의 수문기후 환경변화,
해침 주기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상헌 외, 2005). 요컨데,약
6,500- 6,000yrBP에는 홀로세 동안 해수면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이후에는 해수
면 변화가 없든지 안정된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산 대화동 일대에서 대화리층 상부와 범람퇴적층 하부에 배후습지의 토탄층
(가와지토탄층)이 분포하며 이의 이른 시기는 약 5,800yrBP으로 나타났다. 고양과
일산 일대의 가와지 토탄층은 최대 약 2m 두께를 보이며

1, 2, 3 연구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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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의 갈색토탄층은 주로 나뭇가지들이 많이 섞여 있어 해안평야의 저습지환경하
에서 형성되었고, 형성시기는 신석기인 4300~5000yrBP로 판단된다. 이의 형성시기는
신석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점차 겨울몬순이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한랭건조해
지는 수문기후 환경이 도래했던 시기이다. 가와지토탄층은 갈색토탄층보다 더 상부
로 갈수록 초본류들이 완전 부식되어 회색토탄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저습지가
육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형성시기는 신석기 이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2400~3000yrBP로 나타났는데, 이 당시 소나무(Pinus) 우세해 짔던 시기이기도 한다.
일산의 가와지토탄층에 산출되었던 볍씨의 지질고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면,
일산 새도시 개발 지역 중 한국선사문화연구소 담당지역(1지역)의 주요 발굴 구덩
중, 11과 13 구덩에 나타나는 대화리층은 약 6000년전 해수면이 상승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대화리층 내에는 곤충 등 유기물의 흔적이 많이 포함
되어 있다. 담수성 대형곤충(물땅땡이)와 광엽성 초본류와 더불어 서식하는 쑥잎벌
레, 관목림~준교목지대에 서식하는 풍뎅이류, 야산에 서식하는 방아벌레류, 그리고
약간 건조한 지면에 서식하는 먼지벌레류 등 곤충 유해의 출토로 볼 때, 이들 가와
지 토탄층 하부의 갈색토탄층은 민가에서 약간 떨어진 야산에 인접한 저습한 충적
대지 환경으로 판단된다.
볍씨의 출토와 관련하여 일산 1 발굴지역 내에서 실험실 물체질 작업을 통하여
10여점의 볍씨를 발견했으며, 10개 볍씨 중에서 원형이 잘 보존된 것은 8점이며,
Oryza sativa sub sp. japonica (1,2,5 번 시료)와 더불어 Oryza sativa sub sp.
indica (3,4,6,7,8 번 시료)로 보기에는 다소 짧은 것들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가

와지 토탄층의 상부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본 층의 연대는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로 진입되는 시기인 4070±80yrBP(보정연대 4733~4413yrBP)로 해석되었다.
한편 일산 2 발굴지역은 충북대학교 담당 발굴 지역으로서 발굴당시 주소는 경
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4리(북위 37도 40분 30초, 동경 126도 45분)이다. 가와지 1
지구 대화리층에서 가래나무와 열매, 나뭇임, 볍씨 등이 발굴되었으며, 이 대화리
층의 연대는 4330±
80yrBP로 나타났다. 가와지 2지구 토탄층은 하부의 갈색토탄층은
형성시기가 4720±
50yrBP에서 3760±60yrBP (고도 5.55~5.95m)에 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에

비하여

회색토탄층은

2770±60yrBP에서

2460±
70yrBP

(고도

6.00~6.25m) 에 걸치는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토탄층 윗부분에서 토기(겹입술, 굽잔 토기) 등 약 2000 여점의 유

물들이 발굴되었다. 가와지토탄층의 최상부와 새말층 사에는 황갈색 찰흙층이 분포
하고 있다. 본 발굴지역에서 발견된 볍씨(벼껍질 혹은 왕겨)는 육안관찰로서 Oryza
sativa sub sp. japonica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바 있다 (박태식 외, 1995).

가

와지 1지구의 대화리층(III층, 4330±
80yrBP / 보정연대 BC 3310~2660)와 가와지 2
지구의

가와지토탄층(IV층의

회색토탄층

하부,

2770±60yrBP/

보정연대

BC

1040~810))에서 출토되었다. 즉, 가와ᅟᅵᆽ 1지구의 대화리층 출토 볍씨는 신석기를 지
시하는 반면, 2지구에서 출토된 볍씨는 청동기를 지시한다. 일산 2 발굴지역의 가

고양600년기념 학술세미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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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 토탄층에 대한 꽃가루 분석에 자료를 보면 상부의 회색토탄층보다 하부의 갈
색토탄층에서 화분산출이 많고

개체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벼과의 꽃가루

가 약 60% 산출되며, 벼 농사에 의한 재배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융조 외. 1994).
한편 일산 3 발굴지역은 단국대학교 담당 발굴 지역으로서 발굴당시 주소는 경
기도 고양군 일산읍 주엽리 (북위 37도 40분 20초, 동경 126도 46분)이다. 일산 3
발굴지역의 대화리층 상부와 갈색토탄층에서는 신석기의 새김무늬토기(빗살문토기)
가 출토되었고, 이들 토기에 대한 상대연대는 기원전 5000~4000년전에 비정하고 있
다.

본 발굴지역에서 볍씨는 갈색토탄층 상부인 검은색 토탄층과 새말층과의 경계

부인 유기니질의 회색토탄층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볍씨에 대한 감정에서 자포

니카의 흔적이 있는 시료(5, 7, 9번 시료) 로 본다.
한편 화분연구 자료를 보면, 일산1 발굴지역 12 구덩 지점에서 화분시료 4점에
대한 연구 결과(토탄층은 4410±
70에서 3220±
60 yrBP 형성), 주로 하부의 토탄층으
로 약 200cm 보다 더 하부토층에서는 Alnus, Quercus,Fraxinus/Pinus가 우세한 낙엽
활엽수림(S-1, S-2, S-3)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상부 토층에서는
Alnus, Pinus, Quercus와 같이 침엽/낙엽/활엽 혼합림(S-4)이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고로 일산 1 발굴지역의 12 구덩은 SH-19 지질단면 부근에서 나타나며 본

지점의 가와지토탄층은 고도 4.7~5.3m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일산 3 발굴지역의 V-DL 18 구덩에서 채취한 화분시료 5점에 대한 연구 결과(토
탄층은 4410±
70에서 3220±
60 yrBP 에 형성), 하부 구간인 180cm 보다 더 하부에서
는 Alnus, Quercus,Fraxinus/Pinus가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이보다 상부에서는
Alnus, Pinus, Quercus 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화분산출 결과를 일반
적인 홀로세 중기 화분분대표에 대비해 해석해 보면, 상기의 S-1 시기는 주로
Quercus가 우세하며 약 5600yrBP 이전으로 보며, S-2 시기는 Alnus가 점차 우세해
지는 5290yrBP 까지 시기이며, 그리고 S-3 시기는 4410~5290yrBP 기간으로 Pinus 가
점차 우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끝으로 S-4 시기는 Pinus가

급증하며, Gramineae 등 벼과와 초분과 포자가 현저하게 우세하게 나타나므로 S-4
시기는 2600~4410yrBP (일산 3지역, V-DL 18지점) 혹은 4070yrBP 이후 (일산 1지역,
12 구덩) 기간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소나무(Pinus) 급증은 인위적 간섭 혹은 기후
의 한랭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산 3 발굴지역의 V-DL 18지점은

DT8 지질단면과 DT3 규조분석 단면에 인접해 있으며, 일산 3 발굴지역의 가와지토탄
층은 일산 1발굴 지역 가와지토탄층에서 고도가 0.6~1.0 m 더 높은 고도 5.3~6.3m
에 분포하고 있어 일산1 발굴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후기에 형성된 가와지토탄층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산 2 발굴지역의 가와지 2지구 (더 3칸)의 가와지토탄

층은 분포고도가 5.5~6.3m 로 일산 3 지역의 가와지토탄층의 산출고도와 거의 유사
한 고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와지토탄층의 평균 퇴적율은 일산 1, 2, 3 발굴지역
의 연대자료와 층후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 보면, 약 0.9mm/yr 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산 1 발굴지역의 가와지토탄층은 일산 2 혹은 일산 3 발굴지역의 가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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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층에 비하여 더 오래되었으며, 적어도 최소 약 670년 이전 시기에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한강하류는 주기적인 한강의 범람과 조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고양시 일대는 한
강주변 제방 위로 혹은 창릉천 상류로 가면서 실트를 위주로 하는 범람퇴적층이 형
성되었다. 일산 이산포 일대에서 AD 450~500년경 홍수범람퇴적층이 잘 발달해 있는
점을 볼 때, 약 1,500yrBP까지는 홍수범람니질층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범람퇴적층 형성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대기에 들어났던 기간이 장기화되었기 때문
에 니질 조간대층과 범람니질층 사이에는 산화대가 발달하며, 퇴적층내에는 산화반
점들이 많이 분포하여 있는 특성을 보인다.
3. 결 론
남한의 신석기는 후기 드라이아스기에서 약 7200cal BP 걸치는 조몽조기
(initial Jomon)로서 기후가 일시적인 약 8.2ka와 같은 일시적인 한랭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온난기를 맞이하면서 해수면은 여전히 상승하되 다소 완만히 진행되면
서 거의 현재의 해수면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홀로세 중기인 약 7000yrBP의 해수

면 변동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최대 약 -12m 에서부터 거의 현재 평균 해수준
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현재 한반도 서해안과 주변
지역 해안에 나타나는 신석기 유적은 현재 나타나는 자연적 입지의 틀을 크게 벗어
나지 않은 지표환경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의 지표환경 변화를
해수면 상승의 관점에서 보면, 약 6,000~7,000cal BP에는 거의 현재 해수면에 도달
되었으며, 한반도의 해안지형은 현재와 같은 환경으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하류 일산지역에서도 약 7000yrBP 이후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은 해안평야나 해
변의 저습지 퇴적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산과 고양 일대 저습지 토탄층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실시된 일산 새도시 개발
지역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최초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까지 한강 하류의 일산, 고
양, 김포 파주 일대를 중심으로 제4기 지질과 환경 연구가 지속되었다. 본 연구 결
과에서는 주로 일산의 가와지토탄층에 산출되었던 볍씨의 지질고고학적 의미를 고
찰해 보았다.

볍씨가 발견된 일산 3 발굴지역의 V-DL 18지점의 가와지토탄층은 일

산 1발굴지역보다 약 0.6~1.0 m 더 높은 위치에 분포하며 고도로 볼 때, 5.3~6.3m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

가와지토탄층에서 토탄층의 퇴적율을 0.9m/yr로 볼 때, 일

산1 발굴지역 가와지 토탄층은 일산3 발굴지역의 가와지토탄층에 비하여 적어도 최
소 약 670년, 최대 약 1100년 이후에 형성된 토탄층으로 추정된다.
일산 1, 2, 3 발굴 지역의 지표지질 변화, 볍씨 및 화분 산출 특성 연구를 보
면, 가와지토탄층의 하부 갈색토탄층과 이의 상부에 나타나는 흑색토탄층의 형성시
기와 토탄층에서 산출되는 볍씨는 대개 기원전 약 2000년의 서해안 중북부 지역에
서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의 전환기부터 나타나는 벼농사에 대한 자연환경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600년기념 학술세미나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과 고양 가와지볍씨의 재조명

참고문헌
< 국문 >
박태식, 이융조, 1995. 고양 가와지 1지구 출토 벼 낟알들과 한국 선사시대 벼농사.
농업논문집 37(2), 1-12.
손보기 외, 1992. 자연과 옛사람의 삶-자연환경조사-고고학 발굴보고.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I

(한국선사문화연구소-경기도).178-184,

p.268-270,

326-346,359-365.
신숙정, 1992.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자연환경. 한국상고사학보 10.
안승모, 1997. 신석기 시대의 생업과 사회.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윤순옥, 1997. 화분분석을 중심으로 본 일산지역의 홀로세 환경변화와 고지리 복
원. 대한지리학회지 32, 15-30.
윤순옥, 조화룡, 1996. 제4기 후기 영양분지의 자연환경변화. 대한지리학회지
31(3), 447-468.
이동영, 김주용, 전희영, 이봉주, 이성록, 1992.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지 제4기지질 및 퇴적환경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이상헌 , 류은영 , 김주용, 남욱현, 양동윤, 신숙정, 2005. 경기도 일산 이산포지역
의 후기 홀로세 고환경 변화 연구: 화분과 규조분석. 지질학회지41(3), 295-322.
이융조, 박태식, 하문식, 1994. 한국 선사시대 벼농사에 관한 연구 – 고양 가와지 2
지구를 중심으로. 성곡논총 23, (재)성곡학술문화재단, 927-980.
이진환, 2004. 한강하류의 환경학적 연구 VII,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장기간 변화와
전망. 한국조류학회지 19(4), 321-327.
조화룡, 황상일, 윤순옥, 1994. 후빙기 후기의 「가와지」곡의 환경변화. 한국지형
학회지 1, 3-16.
최기룡, 1992. 일산지역의 꽃가루 분석.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I,
146-154.
최기룡, 2003. 한반도의 벼농사 개시기와 자연환경. 한국고고학회 “한국 농경문화
의 형성”학술발표집, 9-24.
최병호, 이정렬, 서경석, 1986. 한강하류부 감조구간의 1925년 대홍수. 대한토목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428-434.

67

68

고양 가와지볍씨 출토지(토탄층)의 고고지질학적 환경

최병호, 정홍화, 1994. 1990년 일산제의 범람산정.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5-278.
한건연, 박재홍, 이종태, 윤세의, 1995. 1990년 9월 일산제 제방붕괴에 따른 범람
홍수파의 해석.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5-48.
한영희, 1996. 한강하류 수역의 담수와 퇴적물에 대한 이화학적 조사. 자연과학연
구 3, 23-40.
한영희, 이진환, 이순길, 1997. 한강하류의 환경학적 연구 III, 퇴적물. 한국육수
학회 30(4), 299-305.
황상일, 1998. 일산충적평야의 홀로세 퇴적환경변화와 해면변동. 대한지리학회지
33(2), 143-163.

< 영문 >
Bond, G., Showers, W., Chereby, M., Lotti, Almasi, R., P., deMenocal, P.,
Priore, P., Cullen, H., Hajdas,
I.,Bonani,G., 1997. A pervasive
millennial-scale cycle in North Atlantic Holocene and glacial climate.
Science 278,1257–1266.
Fairbridge, R.W., 1961. Eustatic changes in sea-level. Physics and Chemistry
of the Earth 5, 99-185.
Godwin. H., 1945. Coastal Peat-Beds of the North Sea Region as Indices of
Land and Sea-Level Changes. New Phytol 44, 152-155.
Iversen, J., 1973. The development of Denmark's nature since the last
glscial. In: Faegri, K., Iversen. J. (Eds), 1992. Pollen Analysis, John Wiley
& Sons.
Lee, D.Y., 1987. Stratigraphical research of the Quaternary deposti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1, 3-20.
Nahm Wook-Hyun, Ju-Yong Kim, Jaesoo Lim, Kang-Min Yu, 2011. Responses of the
upvalley sediment to Holocen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Paju area of
Korea. Geomorphology 133, 80-89.
Yi Sangheon, Ju-Yong Kim, 2011. Pollen Analysis at Paju Unjeong, South Korea
: Implications of land-use changes since the late Holocene. The Holocene (on
line), 1-8 .

고양600년기념 학술세미나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과 고양 가와지볍씨의 재조명

발제주제

고양 가와지볍씨 발굴 당시의 환경적·문화적
배경

발제자

이은만 前 고양문화원장

70

고양 가와지볍씨 발굴 당시의 환경적·문화적 배경

송포 가와지 볍씨 발굴 당시의 환경적·문화적 배경
이은만 전 문화원장
1. 출토 배경과 환경
고양은 동고서저의 지형으로 임진강과 한강 유역의 송포층(일산 지표조사시 명칭부여)으로 태백 준령으
로부터 뻗어 내린 산맥사이로 흐르는 계곡 물이 모여 한강하류 임진강 하류의 평야 지대인
일산ㆍ송포 지역일대의 평야지를 만들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유일한 배꼽의 위치에
있다.
고양은 동으로 전곡리 유적지 서쪽은 한반도 중앙의 대항구 인천항이 있으며 한반도 중심으
로 들어 올 수 있는 해로가 한강, 임진강 하구가 고양을 통과하여 육지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로 교통의 요지다.
일산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이와 같이 중요한 지역의 개발에 따른 사업이 무작정 이루어
진다는 것은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고장의 개발이 마구 파헤쳐 지는 것이라, 생각 하
고 심도 있는 지표 조사를 건의 하게 되고 당국과 개발 사업자 간에 협조가 오늘 발표 하는
선사문화 연구소 이융조 교수님 팀의 적극적 조사로 볍씨 출토의 개가를 올렸다.
최초에는 단국대에서 유적조사로 금석문만 조사했다.

이융조 교수님과 함께

당시 주민들의 도시 개발 반대 의견으로 마을 출입이 철저히 봉쇄 되는 등 많은 역경이 있었고 여
름철 우기를 맞아 발굴 장소가 침수 되는 등, 연구원들의 고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1지역 송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이 한반도에서 농경문화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발굴을 계속 하였다.
토란층 흙을 체로 치는 연구원 들을 보며 꼭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았다. 발굴자 모두의
가슴에 믿음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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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어린 연구원 손에 걸친 체에서 낱알이 나와 미국 원자 탄소측정연구소로 토탄과
함께 보내졌고, 얼마 후 결과가 나왔다. 함성과 환호.
일산 신도시의 개가였다. 며칠 후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고 중앙 언론들이 모여 기자회
견을 가졌다.

현장에서 기자회견 장면

고양시의 600년 역사 뿐 아니라,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문화유적, 선사문화 유적, 삼국시대
국의 전투 요충지 설화 등, 돌뿌리 하나에도 역사가 깃든 도시다.
특히 고려, 조선, 까지 이어지는 1000년 수도권의 고양은 반만년 한반도 중심 문화의 요
충도시다.
고려의 멸망, 조선의 개국, 패주와 충신의 애절한 사연이 서린 고장이다.
2.가와지볍씨와 고양의 무형문화유산들
가와지 볍씨 출토 계기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된 벼농사 시초가 고양이라는 역사적 근거
가 증명되었다.
그 부산물로 고양쌀이 유명하다는 것이(조선시대 진상품) 과학적으로 증명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산지역(송포일대)은 토탄층이 형성되어 도작문화가 잘 발달되어 품질과 수확량도 좋아
농민들의 풍성함도 함께 성장 되었던 곳이라 하겠다.
농경사회에서의 협동정신과 놀이 문화가 조화되는 마당놀이로서 송포 호미걸이가 전래 되어 오
고 있어 경기도 무형 문화제 22호로 지정 되었다. 그 외에도 지정은 되지 못하였어도 전
래되어 오는 마당놀이 풍의 놀이도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 대상등을 수상하여 전승되고 있
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송포호미걸이 1998, 경기도 22호
①멩개안 사줄다리기,

1991년 경기도 우수상

②십이지신 불한당놀이,

1994년, 경기도 노력상

③싱아대 소리,

1997년, 경기도 대상

④선공감 김감역 호상 상여소리,

1998년, 경기도 청소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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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구제 이무기제,

※2001년, 국무총리상

⑥쌍그네 놀이,

2002년, 경기도 청소년 종합 우수상

⑦멩개안 사줄놀이,

2003년, 경기도 우수상

※이상은 국가적으로 지정 되어야 할 문화재 급으로써, 전승ㆍ보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귀
중한 문화유산들이다.
그 외에도, 향토유적으로
①정발산 도당 굿
②최영장군 위령 굿
등으로, 향토에서 전승 되어 오는 무형의 놀이나 무속신앙등이 농경사회를 통한 풍속들이 전래
되고 있다.
이상의 놀이들은 농경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고 주술적 의의도 있어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상전벽해가 되는 도시의 개발로 인해 모든 전통이 자연적 변화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파
괴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 문화와 소중한 유산을 지키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아
서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탐사자들을 보며 역사 현장이 어딘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
다.
가끔 한 여름밤 막걸리를 들고 피곤한 연구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식을 터득하던 날이 엊그제였
는데 그 분들이 정년을 하시고 고인이 되셨고, 오늘 가와지 볍씨는 역사가 한반도의 증인이 되
어서 훌륭한 후손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
“한반도 최초의 재배 볍씨다, 라고.”

손오기 교수님, 연구원들과 좌담회

끝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세계적 문화재인 가와지 볍씨의 출토에 공헌하신 이융조 교수님과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당시 송포면장이신 이영극 면장님의 장마철 대비에 적극 협
조하여주신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당시 선사문화 연구소장이신 故손보기교수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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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지 볍씨 출토가 고양 역사에 미치는 영향과 비전
토론자 : 안재성(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장)
본 발표문은 고양 가와지 볍씨 발굴의 학술적 가치의 주 발제와는 별도로 제2주제
일산 새 도시 건설과정의 5000년 가와지볍씨 출토가 고양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향
토사를 근간으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1. 일산 새 도시 발표와 5000년 가와지볍씨 출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 땅은 북한산 준령을 동으로 민족 문화의 젖줄인 한강을 남
으로 서북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구석기 시대로부터 인류의 삶
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구한 역사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1989년4월27일 고양(백석,
마두, 일산, 장항, 주엽, 대화리)에 새 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1990년부터 시
작된 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많은 민속과 문화를 송두리 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던
와중 1990년 9월12일 새벽3시 한강제방이 터져 능곡, 원당 등 일산주변 전역이 물
에 잠기는 수마의 참변을 을축년 대홍수에 이어 또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개발공사는 새 도시 건설을 위한 형식적 지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민들은 지표조사에 불복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1991년 5월부터 고양사람들
의 자연환경과 옛 모습을 찾는 발굴조사를 다시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남아 있던 고성 터나 일부 문화유적은 포크레인의
굉음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 도시 건설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구
석기시대 뗀석기들을 찾았고, 토탄층 아래에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나왔고, 토탄
층에서는 볍씨와 곡식류를 발굴 하였고, 또한 청동기 시대의 민토기들을 찾았는데,
이는 소중한 발견이며 대단한 성과인 것입니다. 토탄층에서 찾은 볍씨(가와지볍씨)
는 추가 학술발굴조사결과 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한반도의
도작기원과 전례에 대한 새로운 학설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하듯 가와지볍씨의 발견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세
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곳곳에 간직 하고 있다
는 증거입니다.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자칫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질 뻔했던 가와지볍씨의 출토는
경이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잊혀 있
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고양600주년을 맞아 가와지볍씨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
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부디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한반도 벼 재배의 역사와 가와지볍씨의 고고학적 발굴을 실증사학으로 재확
인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나라 사학계에 반영되도록 각계각
층의 노력이 수반되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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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의 역사성과 정주의식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 현 지축역을“북한산역”으로 개명을 제안 합니다.
고양에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어 지하철 3호선을 연결하는 일산선이 착공 5년 1개
월만인 1996년 1월 30일 오전11시 첫차가 출발함으로 완전개통 되었습니다. 이로
써 우리 고양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1일 통근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
며, 일산선은 현재까지도 수도권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북한동 1-1번지인 민족의 영산 북한산은 자연의 신비로운 자태뿐 아니라
이곳을 차지한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했던 역사에서 보여주듯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
하였던 곳입니다. 아울러 세계적 자연유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우
리 고양시의 보물 북한산을 고양의 역사성과 정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는 상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하철 3호선 일산선 출발역인 지축역명을 북한산역으로 교체하고,
효자동을 ‘북한산동’으로 행정동명을 교체하여, 북한산 일원을 북한산이라는 지명으
로 일원화하여 대한민국 심장부에 위치한 북한산이 갖는 사회, 경제적 효용과 지역
자원과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를 고양시가 향유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역사성과 의미 있는 시민의 날 교체를 제언
역사시대의 고양은 한반도 패권의 중심입니다. 고려조에는 개성의 외곽으로 조선조
에는 수도 한양의 경기로 중앙정권의 일익을 담당 하였기에 다른 어떤 곳보다 역동
적인 역사를 지녔습니다.
올해는 고양이라는 행정명칭이 생긴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양600년 기념사
업은 고려시대에 불리던 ‘고봉’과 ‘덕양’이 조선 태종13년(1413년)에 고양으로 통합
된 그 시점을 되짚고 의미를 찾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는 과거 속에서 현재를 찾아
내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양시민의 날이 10월1일로 고양시조례로 제정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고양 시민의
날 제정의 목적과 의미가 불확실하므로 고양600년의 정체성과 정주의식 제고를 위
한 시민의 날을 고양이란 이름이 생긴 날(5월 2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그것이 어렵다면 차 순위로 한반도에서 인류의 조상이 새로운 문명을 꽃피운 고양
지역에서 정착해 살았다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날을 기념
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로 교체할 것을 제언해 봅니다.
-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는 발굴 유산의 목록작성 및 도록편찬 제언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하듯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세계 어느 나
라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문화유산을 곳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행
주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는 정의와 평화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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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양 일산에 신도시가 건설이 시작되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도시 지역에 대한 학술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고양사람들의 향기와 채취가 남아있는 주옥같은 보고서가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유산은 수천 년 또는 수백 년을 땅속에 묻혀 있다가 빛을 보았지만 발
굴유산의 목록 및 실태조차 파악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도시 및
도로 건설 사업으로 실시한 학술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시 출토된 유물, 유구 유산
의 목록 및 도록 작성을 제안합니다.
3. 맺음말
일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대화동에서 출토되어 한반도의 농경문화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된 5000년전 가와지볍씨는 한반도의 도작기원과 전례에
대한 새로운 학설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자연과학자와 고고학자의 긴밀한 공동연구가 있으면 고양 가
와지볍씨의 고고학 발굴을 실증사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1950년대에는 보리밭을 배경으로, 1960년대
부터는 논과 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의 중요한 많은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고, 그 시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명을 꽃피운 벼농사 기원을 청동기에서 신석기시대로 올려놓은 고양가와지볍씨를
학술세미나를 통한 철저한 고증으로 새로운 고고학적 역사적 조명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