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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고유적 및 유구, 유물이 과거 어느 시점에 형성 또는 제작, 폐기되었는지 밝히

는 것은 인간의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를 연구하는 고고학 분야에서는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고학에서는 이와 같은 시간의 흐름과 연관된 특정

한 논리틀을 편년(chronology)이라 하며, 특히 절대연대측정법을 통해 산출된 절대

연대 편년은 과거 문화를 밝히고 인간 및 인간집단을 이해하는 기본 뼈대가 된다

(Ramenofsky and Steffen 1998).

고고학 유적에 적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은 시간에 관계하는 물리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며 크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한 동위원소

법(radio isotopic method)과 고지자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고지자기법

(paleomagnetic method), 유기물의 속성작용이나 수분의 흡착과 같이 물질의 시간

에 따른 화학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거나 생명체의 성장을 측정하는 화학 및 생물학

적 방법(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부터 유적 및 유구, 유물의 절대연대 편년을 위해 다양한 시료를 대상으로 절대연

대측정을 수행되어져 왔으며, 시료 종류 및 상태, 매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

장 많이 적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radiocarbon dating),

TL/OSL 연대측정법(TL/OSL dating), 고지자기 연대측정법(paleomagnetic dating)

등이 있다(김명진 2011).

이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주 칠금동 392-5번지 일대 제철유적(이하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이라 칭함)에서 수습된 목탄 시료를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하

여 산출된 연대를 모두 종합하였다. 이후 이들 방사성탄소 연대를 고고통계분석 하

여 유적 내 제철시점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충

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고고학적 해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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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료 

충주는 한반도 3대 철광산지로 인접지로부터의 원활한 원료(철광석) 수급과 주변

에 발달된 산지에서의 풍부한 연료(목탄) 수급, 한강을 통한 유통망의 확보 등 유리

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철 제련 전문의 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진 지역이다. 특히 탄금대(명승 제48호) 남사면에 위치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약 1,000 m2 면적 범위 내에서 25기의 제련로와 

소성유구, 철광석 파쇄장 등 각종 부속시설 14기가 확인되었다(국립중원문화재연구

소 2019). 유적의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이중 제련로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를 중심으

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이 수행되었다(Fig. 1 참고).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방사

성탄소 연대측정이 수행된 연도 및 분석기관, 시료 목록 등을 Table 1~4에 요약하

였다.

Fig. 1.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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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시료 목록(2016년).

순번 분석기관 층서 시료명 시료종류 분석번호 비고

1

Beta
analytic

Ltd.

하층
1 (3호 소성유구) 목탄 Beta-437956

2 2 (3호 소성유구) 목탄 Beta-437957

3

상층

3 (4-1호 수혈) 목탄 Beta-437958 28호

4 4 (4-1호 수혈) 목탄 Beta-437959 28호

5 5 (4-1호 수혈) 목탄 Beta-437960 28호

Table 2.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시료 목록(2017년).

순번 분석기관 층서 시료명 시료종류 분석번호 비고

1

Beta
analytic

Ltd.

하층

3 (5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67

2 4 (5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68

3 10 (10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74

4

중층

1 (4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65

5 2 (4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66

6 5 (6호 노벽체) 목탄 Beta-481869

7 6 (6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70

8
상층

7 (7호 노벽체) 목탄 Beta-481871

9 8 (7호 목조시설) 목탄 Beta-48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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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시료 목록(2018년).

순번 분석기관 층서 시료명 시료종류 분석번호 비고

1

㈜라드피온 
고고과학
연구소

하층

5호로-1 목탄 RPC-180233

2 5호로-2 목탄 RPC-180234

3 5호로-1 슬래그 RPC-180235

4 5호로-2 슬래그 RPC-180236

5

중층

14호로-1 목탄 RPC-180243

6 14호로-2 목탄 RPC-180244

7 16호로-1 목탄 RPC-180247

8 16호로-2 목탄 RPC-180248

9 17호로-1 목탄 RPC-180249

10 17호로-2 목탄 RPC-180250

11 20호로-1 목탄 RPC-180251 19->20호 
변경

12 20호로-2 목탄 RPC-180252 19->20호 
변경

13 21호로-1 목탄 RPC-180253 20->21호 
변경

14 21호로-2 목탄 RPC-180254 20->21호 
변경

15

상층

9호로-1 목탄 RPC-180237

16 9호로-2 목탄 RPC-180238

17 12호로-1 목탄 RPC-180239

18 12호로-2 목탄 RPC-180240

19 13호로-1 목탄 RPC-180241

20 13호로-2 목탄 RPC-180242

21 15호로-1 목탄 RPC-180245

22 15호로-2 목탄 RPC-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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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시료 목록(2019년).

순번 분석기관 층서 시료명 시료종류 분석번호 비고

1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하층

23호-1 목탄 KGM-OWd190334

2 23호-2 목탄 KGM-OWd190335

3

중층

14호-1 목탄 KGM-OWd190328

4 22호-1 목탄 KGM-OWd190332

5 24호-1 목탄 KGM-OWd190336

6 24호-2 목탄 KGM-OWd190337

7 26호-1 목탄 KGM-OWd190340

8 26호-2 목탄 KGM-OWd190341

9 상층 25호-1 목탄 KGM-OWd190338

2.2.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은 26Al, 36Cl, 3He 등과 같은 우주기원핵종(cosmogenic

nuclide)의 방사능 붕괴 현상을 이용한 연대측정법이며, 일반적으로 탄소를 포함하

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최대 5만년 정도까지 연대측정이 가능하다(김명진 2011). 방

사성탄소 14C는 대기 중에서 질소원자와 이차 우주선인 중성자의 충돌로 주로 생성

되나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베타붕괴를 하게 

된다.


 → 

    max 

만일 어떤 생물체가 죽은 후 폐쇄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시료에 남아 있는 방사성

탄소의 현재 방사능 At와 초기 방사능 A0를 알면 다음 식으로부터 연대를 산출할 

수 있다.

   exp   



  × ln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 반감기 t1/2는 대부분 국제적으로 공인된 값인 5,730±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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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나, 연대측정의 경우 특별히 Libby의 반감기 5,568±30년을 이용한다.

목탄과 같이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채취된 시료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위해 표

면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한 물리 전처리, 표준 A-A-A (acid-alkali- acid)법

을 이용한 화학 전처리, 연소(combustion), 환원(reduction)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AMS (accelerated mass spectrometer) 계측에 적합한 흑연으로 만들어진다(Kim et

al. 2010; Hong et al. 2010a). AMS는 기존의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와 달리 소량의 시료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탄소 동위원소 14C, 13C, 12C

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 매우 유용한 측정

법이다(Hong et al. 2010b).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와 표준시료 NBS oxalic acid를 

AMS 계측하여 얻어진 각각의 14C/12C, 13C/12C 측정비로부터 산출되며, 연대는 

1950년을 현재로 설정하여 그 이전 시간을 B.P. (Before the present)로 나타낸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서는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농도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

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Late Pleistocene에서 현재까

지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양은 지구지자기의 변화, 태양의 흑점활동, Suess 효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어 왔다(Wagner 1998).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료

로부터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대와 시료의 생명활동이 멈춘 실제 역연대(calendar

age)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고

정밀 보정곡선인 IntCal13 보정곡선(Reimer et al. 2013)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역

연대(calendar year)로 환산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은 보통 Oxcal 프로그램(ver

4.3, Bronk Ramsey 2009a)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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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방사성탄소 연대 종합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는 유적 내 제철시점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2016

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제철로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고통계분석을 통한 유적 내 제철시점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에 앞서 유적에서 산출된 총 모든 방사성탄소 연대의 신뢰성을 우선 

검토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료의 전처리 결과 및 12C 빔 전류, δ

13C 값, 연대 오차, 방사성탄소 연대 신뢰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산출된 총 45개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방사성탄소 연대를 Table 5

에 우선 종합하였다(방사성탄소 연대 세부 결과는 Appendix A, B, C, D 참고).

Fig. 2. 방사성탄소 연대의 신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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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방사성탄소 연대 종합.

층위 시료명 (분석번호)
시료

종류

d13C
(‰)

14C age
(BP, 1σ SD)

비고

하층

3호 소성유구 (BT-03-1) 목탄 -24.6 1,840±30

3호 소성유구 (BT-03-2) 목탄 -28.3 1,830±30

5호 목조시설 (BT-05-1) 목탄 -26.8 1,850±30

5호 목조시설 (BT-05-2) 목탄 -24.3 2,080±30

5호로-1 (RP-05-1) 목탄 -26.1 1,840±30

5호로-2 (RP-05-2) 목탄 -26.1 1,840±30

5호로-1 (RP-05-S1) 슬래그 -25.5 2,070±50

5호로-2 (RP-05-S2) 슬래그 -21.4 1,920±30

10호 목조시설 (BT-10-1) 목탄 -27.6 1,840±30

23호-1 (KG-23-1) 목탄 -25.0 1,860±40

23호-2 (KG-23-2) 목탄 -25.9 1,890±40

중층

4호 목조시설 (BT-04-1) 목탄 -26.2 1,800±30

4호 목조시설 (BT-04-2) 목탄 -26.3 1,800±30

6호 노벽체 (BT-06-1) 목탄 -25.5 1,830±30

6호 목조시설 (BT-06-2) 목탄 -22.5 1,700±30

14호로-1 (RP-14-1) 목탄 -30.8 1,800±30

14호로-2 (RP-14-2) 목탄 -28.6 1,840±30

14호-1 (KG-14-1) 목탄 -26.3 1,820±30

16호로-1 (RP-16-1) 목탄 -27.2 1,820±30

16호로-2 (RP-16-2) 목탄 -29.6 1,850±30

17호로-1(RP-17-1) 목탄 -26.3 1,810±30

17호로-2 (RP-17-2) 목탄 -30.4 1,860±30

20호로-1 (RP-20-1) 목탄 -24.1 1,830±30

20호로-2 (RP-20-2) 목탄 -26.0 1,780±30

21호로-1 (RP-21-1) 목탄 -24.9 1,730±30

21호로-2 (RP-21-2) 목탄 -20.8 1,820±30

22호-1 (KG-22-1) 목탄 -26.5 1,870±30

24호-1 (KG-24-1) 목탄 -27.7 1,790±30

24호-2 (KG-24-2) 목탄 -28.1 1,870±30

26호-1 (KG-26-1) 목탄 -28.7 1,880±30

26호-2 (KG-26-2) 목탄 -28.4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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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명에서 RP, KG, BT는 분석기관인 ㈜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분

석센터, Beta analytic Ltd. (USA)를 각각 의미함.

3.2. 제련로 사용시점 산출

충추 칠금동 제철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약 1,000 m2의 좁은 면적 범위 내에서 

25기 이상의 제련로 및 관련 시설이 확인되었다(Fig. 1 참고). 특히 다수의 제련로가 

중복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유적 내에서 제련로의 보수 및 재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각 제련로의 축조 및 사용시점에 대한 절대연대

편년을 위해 Oxcal 프로그램의 Sum 명령어를 사용하여 각 유구에서 산출된 방사성

탄소 연대를 각각 누적하였다.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가장 이른 시기인 하층에 위치한 제련로들에 대한 방사

성탄소 연대 누적 결과, 대부분의 제련로는 AD 2세기 중후반에 분포됨을 알 수 있

었다(Table 6와 Fig. 3 참고). 그러나 5호로의 경우 70±110 yr AD (1σ SD)의 누적

연대가 산출되었다. 이는 하층 제련로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연대에 해당되며, 또한 

하층 제련로에 대한 순서평가(order test)로부터도 확인 가능하였다(Table 9 참고).

따라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는 5호로를 시작으로 기원 전후부터 제철활동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된 목탄은 인근의 측구

식 탄요에서 만들어져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목탄의 원재

료인 나무에서 기인되는 고목효과(old wood effect)와 함께 목탄의 생산 이후 보관 

상층

7호 노벽체 (BT-07-1) 목탄 -24.9 1,870±30

7호 목조시설 (BT-07-2) 목탄 -32.7 1,770±30

9호로-1 (RP-09-1) 목탄 -24.5 1,730±30

9호로-2 (RP-09-2) 목탄 -23.7 1,710±30

12호로-1 (RP-12-1) 목탄 -25.5 1,730±30

12호로-2 (RP-12-2) 목탄 -24.4 1,700±30

13호로-1 (RP-13-1) 목탄 -23.9 1,720±30

13호로-2 (RP-13-2) 목탄 -24.9 1,750±30

15호로-1 (RP-15-1) 목탄 -27.1 1,760±30

15호로-2 (RP-15-2) 목탄 -26.2 1,700±30

25호-1 (KG-25-1) 목탄 -27.3 1,760±30

4-1호 수혈(28호) (BT-28-1) 목탄 -26.2 1,740±30

4-1호 수혈(28호) (BT-28-2) 목탄 -26.4 1,630±30

4-1호 수혈(28호) (BT-28-3) 목탄 -25.3 1,7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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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반 등으로 인해 실제 제련시점과의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할 수 있다(Bronk

Ramsey 2009b). 따라서 충추 칠금동 제철유적 내 제철활동의 시작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중층에 위치한 제련로들의 경우, 대부분의 제련로들은 AD 3세기를 중

심으로 분포하였다(Table 7와 Fig. 4 참고). 또한 상층에 위치한 제련로들의 경우,

AD 4세기 전반에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8와 Fig. 5 참고). 또한 상층 

제련로에 대한 순서평가 결과, 7호 제련로의 연대는 상층 내 다른 제련로들보다 이

른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0 참고).

그러므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내 각 제련로의 사용시점에 대한 검토 결과, 제

철활동은 AD 2세기 중후반 이전에 5호로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적 내에서 활발하게 

지속되다가 AD 4세기 중후반에 9호, 12호, 13호, 15호, 25호, 28호로를 끝으로 소멸

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6.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하층 유구의 누적연대.

유구명 시료명 (분석번호)
14C age

(BP, 1σ SD)

Summed age
(BC/AD, 1σ 

SD)
비고

3호 소성유구
3호 소성유구 (BT-03-1) 1,840±30

180±40
3호 소성유구 (BT-03-2) 1,830±30

5호로

5호 목조시설 (BT-05-1) 1,850±30

70±110

5호 목조시설 (BT-05-2) 2,080±30

5호로-1 (RP-05-1) 1,840±30

5호로-2 (RP-05-2) 1,840±30

5호로-1 (RP-05-S1) 2,070±50

5호로-2 (RP-05-S2) 1,920±30

10호 목조시설 10호 목조시설 (BT-10-1) 1,840±30 170±40

23호
23호-1 (KG-23-1) 1,860±40

140±50
23호-2 (KG-23-2) 1,8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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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중층 유구의 누적연대.

유구명 시료명 (분석번호)
14C age

(BP, 1σ SD)

Summed age
(BC/AD, 1σ 

SD)
비고

4호 목조시설
4호 목조시설 (BT-04-1) 1,800±30

220±50
4호 목조시설 (BT-04-2) 1,800±30

6호로
6호 노벽체 (BT-06-1) 1,830±30

260±80
6호 목조시설 (BT-06-2) 1,700±30

14호로

14호로-1 (RP-14-1) 1,800±30

190±4014호로-2 (RP-14-2) 1,840±30

14호-1 (KG-14-1) 1,820±30

16호로
16호로-1 (RP-16-1) 1,820±30

180±40
16호로-2 (RP-16-2) 1,850±30

17호로
17호로-1(RP-17-1) 1,810±30

180±40
17호로-2 (RP-17-2) 1,860±30

20호로
20호로-1 (RP-20-1) 1,830±30

210±50
20호로-2 (RP-20-2) 1,780±30

21호로
21호로-1 (RP-21-1) 1,730±30

250±60
21호로-2 (RP-21-2) 1,820±30

22호로 22호-1 (KG-22-1) 1,870±30 140±40

24호로
24호-1 (KG-24-1) 1,790±30

190±60
24호-2 (KG-24-2) 1,870±30

26호로
26호-1 (KG-26-1) 1,880±30

150±40
26호-2 (KG-26-2) 1,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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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상층 유구의 누적연대.

유구명 시료명 (분석번호)
14C age

(BP, 1σ SD)

Summed age
(BC/AD, 1σ 

SD)
비고

7호로
7호 노벽체 (BT-07-1) 1,870±30

200±70
7호 목조시설 (BT-07-2) 1,770±30

9호로
9호로-1 (RP-09-1) 1,730±30

320±40
9호로-2 (RP-09-2) 1,710±30

12호로
12호로-1 (RP-12-1) 1,730±30

330±40
12호로-2 (RP-12-2) 1,700±30

13호로
13호로-1 (RP-13-1) 1,720±30

300±40
13호로-2 (RP-13-2) 1,750±30

15호로
15호로-1 (RP-15-1) 1,760±30

310±40
15호로-2 (RP-15-2) 1,700±30

25호로 25호-1 (KG-25-1) 1,760±30 280±50

28호로

4-1호 수혈(28호) (BT-28-1) 1,740±30

340±604-1호 수혈(28호) (BT-28-2) 1,630±30

4-1호 수혈(28호) (BT-28-3) 1,7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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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호 소성유구 (b) 5호로

(c) 10호 목조시설 (d) 23호로

Fig. 3.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하층 유구의 누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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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호 목조시설 (b) 6호로

(c) 14호로 (d) 16호로

(e) 17호 목조시설 (f) 20호로

(g) 21호로 (h) 22호로

(i) 24호로 (j) 26호로

Fig. 4.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중층 유구의 누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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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호로 (b) 9호로

(c) 12호로 (d) 13호로

(e) 15호로 (f) 25호로

(g) 28호로

Fig. 5.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상층 유구의 누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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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하층 유구의 순서평가.

Probability t1 < t2

t1
t2

3호 소성유구 5호로 10호 목조시설 23호

3호 소성유구 0.0000

5호로 0.8240 0.0000

10호 목조시설 0.5711 0.19853 0.0000

23호 0.7309 0.28268 0.6769 0.0000

Table 10.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상층 유구의 순서평가.

Probability t1 < t2

t1
t2

7호로 9호로 12호로 13호로 15호로 25호로 28호로

7호로 0.0000

9호로 0.0675 0.0000

12호로 0.0522 0.4306 0.0000

13호로 0.1059 0.6393 0.7023 0.0000

15호로 0.0859 0.5713 0.6393 0.431 0.0000

25호로 0.1770 0.7361 0.7842 0.6248 0.6801 0.0000

28호로 0.0634 0.3938 0.4475 0.2905 0.3389 0.2209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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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련시점 추정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제련로의 축조 및 사용은 하층 ->

중층 -> 상층의 고고층서적 순서를 갖으며 지속되었음이 밝혀졌다(국립중원문화재

연구원 2019). 이 장에서는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내 각 층준의 정확한 제련시점 산

출을 위해, 유적 내 고고층서적 순서를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로 설정하여 베이

지안 통계분석(Steier and Rom 2000; 김명진 외 2005)을 수행하였다.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과, Fig.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일치지수(overall

agreement index) Aoverall=141.4% (> Ac=60%)로 산출되었다. 이는 각 제련로의 고고층

서적 위치(하층, 중층, 상층)와 방사성탄소 누적연대가 통계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목탄의 생산과 제련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고목효과 및 시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인 하층 시기의 제련시점은 AD 150±40년,

중층은 AD 190±40년, 가장 늦은 시기인 상층은 AD 300±40 yr년으로 각각 절대연

대편년 되었다. 또한 각 층준의 조업활동 기간은 하층은 60년, 중층은 70년, 상층은 

90년으로 최종 추론되었다.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과를 

Table 11과 Fig. 7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유적 내 각 제련로의 시대적 분

포도를 Fig. 8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은 5호로에서 처음 제련활동이 시도된 이후 AD

150±40년부터 본격적인 제철활동이 이루어졌고 AD 300±40년까지 조업활동이 지속

되다가 9호, 12호, 13호, 15호, 25호, 28호로를 끝으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1.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내 제련시점 추정. 

층위
제련시점

(AD, 2σ SD)
조업활동 기간
(yr, 2σ SD)

비고

하층 150±40 60

중층 190±40 70

상층 300±4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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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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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조업활동 기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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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내 제련로의 시기적 공간분포.

(a) 제철활동 시작

(b) 하층 제철로 (c) 중층 제철로 (d) 상층 제철로

(e) 제철활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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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대를 모두 종합하

여 유적의 제철시점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료의 전처

리 결과 및 12C 빔 전류, δ13C 값, 연대 오차, 방사성탄소 연대 신뢰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했을 때,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산출된 총 45개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의 제철시점 산출을 위해 

각 제련로의 누적연대를 산출한 후 이를 고고층서적 순서(하층, 중층, 상층)에 기반

한 베이지한 통계분석 결과, 전체일치지수(overall agreement index) Aoverall=141.4% (>

Ac=60%)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가장 이른 시기인 하층 시기의 제련시점은 AD

150±40년, 중층은 AD 190±40년, 가장 늦은 시기인 상층은 AD 300±40 yr년으로 각

각 절대연대편년 되었다. 또한 각 층준의 조업활동 기간은 상층은 60년, 중층은 70

년, 상층은 90년으로 각각 추론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종합한 결과,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은 5호로에서 처음 제련활동이 시도된 이후 AD 150±40년부터 본격

적인 제철활동이 이루어졌고 AD 300±40년까지 조업활동이 지속되다가 9호, 12호,

13호, 15호, 25호, 28호로를 끝으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충주 칠금동 제

제철유적 내 제련활동의 시작과 소멸시점은 유적 주변의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이의 

고고과학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추론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산출

된 충추 칠금동 제철유적에 대한 절대연대편년이 추후 우리나라 제철기술사 연구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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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

의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중원문화재연구

소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중요문화유산 관련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

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