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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irst used radiocarbon dating, TL/OSL dating and archaeo-magnetic dating to calculate the
absolute chronology of various objects excavated from the Gyesil-ri archaeological site at Gongju.
After we had summarized the probability density of all absolute chronologies of each object by
using the KDE model performed a peak deconvolution with a normal distribution, and found that
human activity first occurred at the Gyesil-ri site in 840 ± 160 AD (1σ SD) and continued from
1,250 ± 160 AD (1σ SD) to 1,670 ± 180 AD (1σ SD). Those periods correspond to the Unified
Silla, Goryeo dynasty and late Chosun dynasty, respectively. Within the Gyesil-ri site, the objects
related to metallic works, including the slag lay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period were located
perpendicular to the contour lines, which means that the metallic works were carried out at higher
places in the Gyesil-ri site and that slag, as well as other residuals, were naturally discarded in lower
places.
PACS numbers: 07.75.+h, 78.60.Lc, 91.25.Dx, 89.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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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연대측정을 이용한 고고유적에서의 인간활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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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다양한 고고학 유구에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과 TL/OSL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적용하여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년을 우선 산출하였다. 이후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년을 KDE 모델을 이용하여 누적한 후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피크 분리한 결과,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인 840 ± 160 AD (1σ SD) 에 최초로 인간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인
1,250 ± 160 AD (1σ SD), 조선시대 후기인 1,670 ± 180 AD (1σ SD) 순으로 인간활동이 활발히 지속되
었다고 판단되었다. 이중 슬래그 퇴적층을 포함하여 제철 및 제련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후기 유구들은 유적 내에서 등고선에 수직하게 입지하였다. 이러한 유구의 공간분포는 제철 및 제련작업이
상부의 소성유구에서 행해졌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를 유적 하부의 저지대에 자연스럽게 폐기했음을
암시한다.
PACS numbers: 07.75.+h, 78.60.Lc, 91.25.Dx, 89.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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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고유물이 과거 어느 시점에 제작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인간의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를 연구하는 고고
학 분야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고학에서
는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과 연관된 특정한 논리틀을 편년
(chronology)이라 하며, 특히 절대연대측정법을 통해 산출
된 절대연대 편년은 과거 문화를 밝히고 인간 및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기본 뼈대가 된다 [1].
고고학 유적에 적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은 시간에 관
계하는 물리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며
크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동위원소법
(radio isotopic method)과 고지자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고지자기법 (archaeo-magnetic method), 유기물
의 속성작용이나 수분의 흡착과 같이 물질의 시간에 따른
화학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거나 생명체의 성장을 측정하는
화학 및 생물학적 방법 (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유적 및 유
구, 유물의 절대연대 편년을 위해 다양한 시료를 대상으
로 절대연대측정을 수행되어져 왔으며, 현재 시료 종류 및
상태, 매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절대연
대측정법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radiocarbon dating),
TL/OSL 연대측정법 (TL/OSL dating), 고지자기 연대측
정법 (archaeo-magnetic dating) 등이 있다 [2].
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 [3]에서 발굴조사된 토기
가마, 소성유구, 건물지, 슬래그 (slag) 퇴적층 등에서 채취
된 다양한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TL/OSL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후 동
일한 유구에서 산출된 다양한 절대연대를 결합하여 각 유구
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년을 모두 누적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공주
계실리 유적의 인간활동 단계를 시간 순으로 세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행해진 제철 및 제련
작업을 시 · 공간적으로 복원하였다.

Fig. 1. (Color onlin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each
feature in the Gyesil-ri archaeological site, Gongju.
유적에서 수습된 철재 무지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 결과,
철재의 전철량은 39 – 44%, 조재량은 15 – 21%로 확인되
었다. 또한 낮은 CaO 함량 및 높은 Ti, V, Zr 원소 함량,
magnetite와 ulvospinel 미세조직 존재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철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제련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정되었다 [4].
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확인된 다양한 고
고학 유구의 정확한 연대 결정을 위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및 TL/OSL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동시에 실시
하였다 [3].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은 토기가마 (PK-01, 02)

II. 시 료

와 소성유구(FP-02, 08), 미상유구(NK-01, 02), 슬래그 퇴
적층 (SLAG) 에서 채취된 7개의 목탄 시료에 대하여 수행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조사한 공주 계실리
유적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 13-1번지 일원
에 위치하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기가마 2기를
비롯해 건물지 1기, 소성유구 15기, 미상유구 2기, 슬래그
퇴적층, 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슬래그 퇴
적층을 비롯한 소성유구 등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운영된
제철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공주 계실리

되었으며, TL/OSL 연대측정은 소성유구 (FP-02, 03, 05,
10, 14) 와 건물지 (BDRM) 에서 채취된 6개의 소토 시료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슬래그 퇴적층의 경우 제철유구
와 관련된 정확한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퇴적층 내부의 소
토덩어리 (SLAG (BS)) 와 철재 슬래그 자체 (SLAG (SG))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TL/OSL 연대측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지자기 연대측정은 토기가마 (PK-01, 02)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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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solute ages measured from Gyesil-ri archaeological site.
Feature
Pottery kiln
No. 1
Pottery kiln
No. 2
Firing place
No. 2
Firing place
No. 3
Firing place
No. 5
Firing place
No. 8
Firing place
No. 10
Firing place
No. 14
Building
remains

Sample
code

14C
(yr BP, 1σ SD)

PK-01

1,250 ± 50

PK-02

1,280 ± 50

FP-02

500 ± 50

TL/OSL
(yr AD, 1σ SE)

1,360 ± 30

Paleomagnetic
(yr AD,α95 )
140 ± 15
1,175 ± 30
170 ± 20
1,210 ± 20
350 ± 30
1,325 ± 25

Combined age
(yr AD, 1σ SD)

Feature age
(yr AD, 1σ SD)
1,130 (68.2%) 1,220
1,170 (68.2%) 1,240

1,320 (68.2%) 1,350

1,320 (68.2%) 1,350

FP-03

1,200 ± 30

1,110 (68.2%) 1,290

FP-05

1,670 ± 20

1,610 (68.2%) 1,730

FP-08

670 (56.0%) 7807
90 ( 5.1%) 810
840 ( 7.0%) 860

1,250 ± 50

FP-10

1,500 ± 40

1,380 (68.2%) 1,620

FP-14

1,690 ± 20

1,630 (68.2%) 1,750

BDRM

1,270 ± 50

1,120 (68.2%) 1,390

Unknown feature
No. 1

NK-01

210 ± 50

Unknown feature
No. 2

NK-02

370 ± 50

Slag layer

SLAG

170 ± 50

1,640 (20.1%) 1,690
1,730 (35.7%) 1,810
1,930 (12.4%) 1,950
1,450 (40.8%) 1,53
01,570 (27.4%) 1,630
1,810 ± 10a)
1,800 ± 20b)

1,780 (68.2%) 1,825

1,780 (68.2%) 1,830

a) BS (burnt soil), b) SG (ancient metal slag),

소성유구 (FP-02) 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절대연대측정용
시료가 채취된 각 유구의 분포와 세부정보를 Fig. 1과 Table
1에 정리하였다.

III. 결 과
1.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채취된 7개의 목탄 시료에 대한 방
사성탄소 연대측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시료 내
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물리적 전처리 이후, 표준 A-A-A
(acid-alkali-acid) 법을 적용하여 탄산칼슘과 부식산 등을
제거하였다. 전처리된 시료 내의 탄소를 CO2 가스 형태로
추출하기 위해 시료 6 mg과 CuO 분말 100 mg, 은사 (Ag
wire) 10 mm를 석영관에 함께 넣고 진공상태에서 밀봉한
후 전기로(muffle furnace) 안에서 850 ◦ C에서 2시간 동안
연소 (combustion) 시켰다. 연소를 통하여 생성된 CO2 가
스를 가속기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에
서 측정 가능한 흑연으로 만들기 위해 촉매환원법(catalytic
reduction method) 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료의 CO2

가스를 철 분말이 위치한 반응관으로 저온 이송시키고 CO2
가스 압력에 약 2.5배가 되는 H2 가스를 주입한 후 630
◦
C에서 약 4시간 동안 반응시켜 흑연으로 환원시켰다 [5].
최종적으로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시료와 표준시료
(new oxalic acid II (NIST SRM 4990C))의 탄소 동위원소
12
C, 13 C, 14 C의 농도는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설치된 가속기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6].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와 표준시료 간의 탄소동위원소 농도비와 전처
리 및 가속기질량분석기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율변화 (isotope fractionation) 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Table 1 참고).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 연대는 1950년을
기준으로 B.P. (before present) 로 표현되며 오차는 1σ 표
준편차(68.2%)를 의미한다. 시료의 역연대 (calendar age)
변환을 위해서는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14 C의 농도변화에
대한 보정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InCal13 보정곡선
[7]이 적용된 OxCal 프로그램 (ver. 4.3) [8]을 이용하여
역연대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공주 계실리 유적 내 유구들은 통일신라시대부
터 현대까지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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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diocarbon dates measured from seven charcoal
samples.
2. TL/OSL 연대측정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TL/OSL 연대측정은 소성유구와
건물지에서 채취된 6개의 소토 시료 뿐만 아니라 슬래그
퇴적층 내부에서 채취된 소토 덩어리와 철재 슬래그 자체에
대하여 각각 진행되었다. 소성유구와 건물지 소토 시료의
경우 시료 채취 과정에서 시료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유구를 검은색 천으로 덮은 후 내부에 들어가 빛에
노출된 상부를 제거하고 채취하였다. 또한 슬래그 퇴적층에
서는 적당한 크기의 소토 덩어리와 슬래그 덩어리를 선별하
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고고선량 (paleodose) 측정을 위한
석영 광물은 암실에서 시료 중 빛에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
에서 표준망체를 이용하여 125 – 250 µm 크기의 입자만을
선별한 후 화학처리하여 추출되었다 [9]. 각 시료의 고고선
량은 석영 광물에 SAR-OSL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method using OSL measurement)법 [10]을 적용하여
우선 산출되었다. Figure 3(a) 는 SAR-OSL법을 이용하여
고고선량을 산출한 예이다.
SAR-OSL법을 적용하였을 때, 산출된 고고선량의 신뢰
성은 recycle ratio와 recuperation 값으로부터 판단 가능
하다 [10]. Figure 3(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료
에서 recycle ratio는 1 부근이고 recuperation도 10% 미만
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고고선량이 산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련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형성된 철재 슬래그 (SLAG (SG)) 시료의 경우, OSL 신호
의 세기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SAR-OSL법을 적용하
였을 때 recycle ratio가 1.2 이상이고 recuperation도 15%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SAR-OSL법을 적용해 신
뢰할 수 있는 고고선량을 산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OSL
측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수율이 높은 200 ◦ C 온도에서
isothermal TL (ITL) 신호를 이용한 SAR-ITL법 [11]을 적
용하였으며, Fig. 3(c)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고고선량을 산출할 수 있었다.

TL/OSL 연대는 고고선량을 연간선량율 (annual dose
rate) 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간선량율 산출
을 위해 고고선량 시료채취 지점에서 약 30 cm 범위 내의
주변토양을 채취한 후 자연방사성 핵종 235 U, 238 U, 232 Th,
40
K의 농도 (mg/kg) 를 우선 측정하였다. 이후 각 자연방
사능핵종 농도에 최신 핵과학 자료 [12]를 적용하고 우주선
량율 [13]을 합산하여 연간선량율을 산출하였다.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측정된 소토 시료 및 철재 슬래그
시료의 TL/OSL 연대를 Fig. 3(d) 에 정리하였다. 일반적
으로 TL/OSL 연대는 역연대로 표현되며 오차는 1σ 표준오
차(68.2%)를 의미한다. 시료 중 2호 및 3호 소성유구(FP02, 03) 와 건물지는 고려시대로 절대연대편년 되었으며, 5
호, 10호, 14호 소성유구 (FP-05, 10, 14) 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 편년되었다.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제련 활동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슬래그 퇴적층의 경우 조선시대 후기로
편년되었다.

3. 고지자기 연대측정
공주 계실리 유적 내 토기가마 (PK-01, 02) 와 2호 소성
유구 (FP-02) 에 대하여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선 유구 바닥의 잘 구워진 부분을 골라서
소토를 고지자기 시료채취용 칼로 깎은 다음 18 × 18 × 25
mm3 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 후 물에 갠 석고를
넣은 시료채취용 플라스틱 케이스를 상부에서부터 기둥모
양 소토에 뒤집어 씌웠다. 석고가 굳어진 후 고지자기용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여 시료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 (pitch)
와 그 경사각 (dip) 을 각각 측정하였다 [14]. 고지자기 연대
측정용 시료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유구에서 15개 전후로
시료를 채취하며,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는 3개의 유구로부
터 27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고지자기 연대 산출을 위해 시료가 보존하고 있는 자연
잔류자화 (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를 우선 측정
하였다. 잔류자화의 측정결과로부터 Fisher의 통계법을
이용하여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 및 자화의 분산정도를
구하였고, 이로부터 각 유구의 최적소자단계의 평균편각
(D), 평균복각 (I), Fisher의 신뢰각 (α95 ), Fisher의 정도
계수 (K) 를 계산하였다. 각 유구의 고지자기 연대는 위 값
들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 일본의 고지자기
변동곡선 [14]에 도시하여 산출된다. Figure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검은 점 (A: PK-01, B: PK-02, C: FP-02)은 유구
각각의 평균 자화방향을, 그것을 둘러싼 원은 Fisher의 신
뢰각(α95 )을 의미한다. 검은 점에서 가장 가까운 변동곡선
부분의 연대가 공주 계실리 유적 내 각 유구의 고지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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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leodose calculation of the sample FP-02 using the SAR-OSL method (a), the recycle ratio and recuperation
in applying the SAR-OSL method (b), paleodose calculation of the sample of SLAG (SG) using the SAR-ITL method
(c), and TL/OSL ages obtained from the Gyesil-ri site (d).
연대가 되며, 오차는 α95 의 원에 덮이는 변동곡선의 길이로

과 고고지자기 연대측정이 동시에 수행되었고, 2호 소성유

표현된다.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측정된 토기가마 및 소성

구 (FP-02) 시료의 경우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과 TL/OSL

유구의 고지자기 연대는 영년변화곡선의 중첩에 의해 각각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이 모두 수행되었다. 특히 슬

2개씩의 연대가 최종적으로 산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래그 퇴적층은 내부의 목탄에 대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과

1에 정리하였다.

소토 덩어리 및 철재 슬래그에 대한 TL/OSL 연대측정이
각각 수행되었다 (Table 1 및 Fig. 2 – 4 참고).
이와 같이 하나의 고고학 유구에 대하여 다양한 절대연대

IV. 고 찰

측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각 연대측정치의 신뢰성 입증과 이
를 종합하여 유구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연대를 산출하기

1. 절대연대편년

위함이다. 토기가마 (PK-01, 02) 의 경우, 유구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와 유구 내 소토부의 고지자기

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다양한

연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1)

고고학 유구의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채취된 시료가 유구를 대표하는지, 2) 연대측정 과정에서

과 TL/OSL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오류가 없는지, 3) 출토된 유물은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

시료 중 토기가마(PK-01, 02)의 경우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로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토기가마 내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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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archaeo-magnetic measurement of two
pottery kilns of PK-01 (A) and PK-02 (B), and one firing
place of FP-0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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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Statistical combination of the radiocarbon, TL/OSL and archaeo-magnetic ages evaluated from the samples of firing place (FP-02) and Slag
layer (SLAG) using OxCal program, respectively.
2. 인간활동 복원

또는 조선시대로 보이는 토기편들이 출토된 사실 [3]로부
터 고지자기 연대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토기가마에서 채취된 목탄은 후대의 교란에 인해 혼입된
것으로 유구의 축조 및 사용시점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시료가 아니라고 추론하였다.
2호 소성유구 (FP-02) 시료에서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
대와 TL/OSL 연대, 고지자기 연대는 연대측정에 사용한
시료의 수, 오차의 범위, 오차의 처리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연대측정치를 결
합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연대를 산출하기에 앞서 오차의
범위와 처리방법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특히 고지자기 연
대의 오차는 Fisher의 신뢰각 (α95 ) 에 의해 주어지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σ 표준오차와 유사하다 [15]. 또한
연대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차의
표현은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로 일치시켜야만 한
다. Figure 5의 상부 그래프는 OxCal 프로그램의 Combine
명령어 [8]를 이용하여 2호 소성유구 (FP-02) 에서 산출된
각 연대측정치를 결합한 그림이며, 2호 소성유구 시료의
결합연대는 1σ 표준편차에서 1,320 (68.2%) 1,350 AD이
었다.
슬래그 퇴적층 (SLAG) 의 경우, 퇴적층 내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와 소토 덩어리 및 철재 슬래그의 TL/OSL
연대는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Figure 5의 하부
그래프는 슬래그 퇴적층에서 산출된 각 연대측정치를 결합
한 그림이며, 슬래그 퇴적층의 결합연대는 1σ 표준편차에서
1,780 (68.2%) 1,830 AD이었다. 따라서 공주 계실리 유적
에서 사철을 이용한 제철 및 제련작업은 조선시대 후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공주 계실리 유적 내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
년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구 및 유물, 잔
존물 (remains) 들은 인간활동 (human activity, HA) 의 결
과물로 간주되며, 이들 절대연대의 확률분포는 인간활동과
관련된 확률분포로 해석 가능하다 [16,17]. 따라서 Eq. (1)
과 같이 유적 내에서 측정된 모든 절대연대의 확률분포를
누적하면 유적과 관련된 인간활동의 시점과 빈도를 추론할
수 있다.
∑
P rAbsolute age ∼ P rHuman activity
(1)

P rHuman activity ≃

∑

(x−µ)2
1
√ e− 2σ2
σ 2π

(2)

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 내 인간활동을 복원하기
위해 OxCal 프로그램의 KDE (kernel density estimation)
모델 [18]을 이용하여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년 확률분포를
우선 누적하였다. Figure 6(a) 에서 보듯이 공주 계실리 유
적에서는 인간활동과 관련된 확률밀도 피크가 시간순으로 2
개 이상 존재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간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되었다.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는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활동과 관련된 통계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
함수이다 [19]. 따라서 공주 계실리 유적 절대연대편년의
누적확률분포로부터 인간활동의 시점을 세부적으로 추출하
기 위해 Eq. (2) 의 정규분포함수를 이용하여 피크 분리를
시도한 결과, Fig. 6(b) 에 제시된 것처럼 총 3개의 정규분
포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해석되었다 (Rsqr = 1.000). 이는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인 840 ± 160 AD (1σ
SD) 에 최초로 인간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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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Summarization of the absolute
chronology of each feature using KDE model in OxCal
program (a), and the evaluation of human activity period
using the peak deconvolution with normal distribution
(b).
고려시대인 1,250 ± 160 AD (1σ SD) 와 조선시대 후기인
1,670 ± 180 AD (1σ SD) 순으로 유적 내에서 인간활동이
활발히 지속되었다고 추론 가능하다. 만일 절대연대측정이

545

Fig. 7. (Color onlin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related
features of the ancient metallic work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구들은 등고선에 수직하게 입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부의 소성유구에서 제철 및
제련작업이 행해졌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를 유적
하부의 저지대에 자연스럽게 폐기했음을 암시한다.

유적 내에서 무작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공주 계실리 유
적에서 인간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정규분포함수의
면적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 후기인 1,670 ± 180 AD
(1σ SD) 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주 계실리 유적 내 고대인들의 점유 영역을 인간활동
시점과 관련하여 분류하면 8호 소성유구는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및 2호, 3호 소성유구, 건물지는 고려시대, 5호, 10
호, 14호 소성유구 및 미상유구, 슬래그 퇴적층은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참고). 공주 계실리
유적 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성유구 및 슬래그 퇴적층
들은 조선시대에 운영된 제철 및 제련시설과 관련된 것으
로 추정되므로 [3], 이 연구에서는 슬래그 퇴적층이 포함된
조선시대 후기 유구들의 공간분포를 별도로 도시하였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래그 퇴적층을 포함한 조선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다양한
고고학 유구의 절대연대 편년을 위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과 TL/OSL 연대측정,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7개의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 연대로부터 각 유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폭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
으며, 소토 시료와 철재 슬래그를 포함하는 8개의 시료에
대한 TL/OSL 연대도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분
포하였다. 연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진행된 3개 유구
의 고지자기 연대측정에서는 영년변화곡선의 중첩에 의해
각각 2개씩의 절대연대가 산출되었다. 공주 계실리 유적
의 인간활동 복원을 위해 동일한 유구에서 산출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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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연대를 OxCa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의 연대로 우
선 절대연대편년 하였다. 이후 각 유구의 절대연대편년을
KDE 모델을 이용하여 누적한 후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피크
분리한 결과, 공주 계실리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인 840
± 160 AD (1σ SD) 에 최초로 인간활동이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인 1,250 ± 160 AD (1σ SD), 조선시대 후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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