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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의 原理와 活用(II)
–考古學的 活用과 適用事例–

李昌熙*

Ⅰ. 머리말
Ⅱ. 較正曲線(IntCal曲線)과 14C年代의 플롯(plot)

4. 較正曲線에 플롯된 14C年代의 位置 調整法

Ⅲ. 考古學的 活用과 適用事例

1. 較正曲線과 年輪年代法

Ⅳ. 課題

2. 較正年代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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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年代를 較正曲線에 플롯하는 方法

要約
교정곡선은 연륜연대와 14C연대의 조합원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교정곡선을 통해 산출된 교정연대로부터 실연대를
구하는 것은 정도(精度) 높은 작업이다. 측정된 14C연대를 교정곡선에 직접 플롯시키는 작업을 통해 고고학적 정보
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교정곡선은 곳곳에 위글(wiggle)과 평탄한 부분이 있어 플
롯시킨 위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층서(層序)나 형식학적 상대서열 등을 통해 불가능한 플롯 위치를 제외시
키면서 플롯 가능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이다. 이 플롯 조정범위가 실질적인 교정연대 폭이 되겠다.
직접적인 사례로서 청동기시대와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를 추정해 보았는데,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15~14세기경,
송국리문화는 기원전 10세기후반~9세기경에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C연대는 신뢰도 여부를 논하는 대상이 아니라, 적용하는 시대 혹은 시기에 있어, 14C연대가 가지는 오차와 넓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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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대 폭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세부편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용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활용도 높은 편년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의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급증하고 있
는 14C연대와 축적된 자료가 널리 활용되는 데 있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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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근년, 고고학에서 자연과학적인 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2000년대에 들면서 폭발
적으로 증가한 발굴조사 성과에 힘입어 고고자료의 방사성탄소연대(이하, 14C연대)측정치가 눈
에 띄게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고고학에서 14C연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대
로 활용하기 위해 필자는 전고(前稿)를 통해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연대로 활용하기 위
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한 바 있다(李昌熙 2008). 하지만 이 졸고(拙稿)는 오히려 목탄의 고목효
과(old-wood effect), 해양리저버효과(marine reservoir effect), 오차 등으로 인한 14C연대의 문
제점, ‘2400년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원전 일천년기에는 실연대를 구할 수 없다거나 신뢰도가 떨
어진다고 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또한 예상대로 14C연대를 이용하여
실연대를 추정하는 연구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실연대로 활용하기 위한 교정연대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다고 통감하는 바, 두 번째 글을 준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14C연대의 활
용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향후 고고학사적으로 어떻게 위치 지워질지는 알
수 없지만, 21세기초의 고고학은 Science Archaeology로 불러도 과언이 아닌 학풍이 일고 있다.
전고가 발표된 후 여러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필자가 받게 되었던 많은 질문들 중 가장 많았
던 것이 교정곡선과 교정연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정곡선을 이용
해 교정연대를 산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사례로 청동기시대와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를 추정해 보
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에서 14C연대를 보다 가치있게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과제와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較正曲線(IntCal곡선)과 14C年代의 플롯(plot)
1. 較正曲線과 年輪年代法
리비박사에 의해 고안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과거의 대기 중 14C농도가 일정하고, 14C의
반감기가 5568년이라는 전제하에 14C연대로부터 1950년을 빼면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보
다 확실한 반감기는 5730년이며 대기중의 14C농도도 조금씩 변동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하는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여 만든 교정곡선을 통해 교정연대를 산
출한다. 나이테는 시간적인 상대순서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시료는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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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나이테마다의 연대를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해 두면 14C연대를 통해 몰랐던 실연대
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된 나이테의 실연대는 연륜연대법에 의해 정해져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륜연대학이 발달되어 있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더글라스박사에 의해 고안된 연륜연대법은 오차 없이 1년 단위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정
도(精度) 높은 방법으로, 세계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연륜연대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
져 있지만, 교정곡선을 설명하기 위해 그 원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둔다. 나무의 나이테에는
흰색에 가까운 넓은 공간(春材)와 선과 같이 진하고 좁게 그어진 공간(秋材)가 있는데, 춘재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생긴 나무조직이고, 추재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생긴 나무조직이다. 이 춘

그림 1 교정곡선의 작성원리 모식도(※도면에 사용된 14C연대와 실연대는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의 原理와 活用(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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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추재 일조가 하나의 나이테이다. 연륜연대법은 이 나이테를 현미경이 설치된 연륜판독기
를 이용해 아주 미세한 단위로 계측한다. 이를 통해 표준패턴을 작성한 다음, 연대불명의 나이테
를 계측하여 표준패턴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실연대로부터 1년씩 올라가면 연대불명 목재의 실연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목재들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후나 14C농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国立歴史民俗博物館 2007).

나이테의 표준패턴을 알고 있고 그 나이테마다 14C연대측정을 실시한다면, 나이테 각각의 14C
연대와 실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한 시료의 14C연대와 어느 한 나이테의 14C연대
가 동일하다면, 양자의 실연대는 동일한 셈이다. 이러한 원리로 작성된 것이 교정곡선이다. 결
국, 나이테에 대해 연륜연대법과 14C연대측정법을 조합시킨 것이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2. 較正年代
이렇게 나이테의 14C연대측정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 교정곡선이다.
교정곡선은 전고(李昌熙 2008)를 발표했을 시점만 하더라도 2004년판인 IntCal04가 주로 사용되
었는데, 현재는 2009년판 IntCal09가 보급되어 약 5만년 전까지의 교정연대도 구할 수 있게 되었
다. 다만 새로운 범위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났을 뿐 대부분의 원 데이터는 IntCal04와 동일하다
(1만 2,500년전까지의 데이터는 동일).
교정연대는 이렇게 작성된 교정곡선 그래프에서 측정된 세로축의 14C연대치와 만나는 점을
가로축으로 내리는 원리를 가지고, 통계학적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다. 교정곡선에 이용된
원 데이터는 대부분이 5~10년 단위의 나이테마다 측정한 14C연대인데, 이를 평균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원 데이터의 14C연대도 각각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측정하는 시료에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교정연대는 핀포인트로 찍을 수 없고 넓은 폭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작성된
교정곡선을 보면 위글(wiggle)이 많고 평탄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원하는 좁은
폭의 교정연대를 구하기란 어렵다. 교정곡선에서 평탄한 부분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기
중의 14C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그것이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
히 기원전 일천년기에서는 2500~2400 14C BP가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2400년문제’라고 불
리고 있는 것이다(国立歴史民俗博物館 2007). 따라서 측정된 연대치가 2500~2400 14C BP일 경우
에는 교정연대의 폭이 매우 넓게 산출되는 것이지, 실연대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정연대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옥스포
드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OxCal이다(Bronk Ramsey C. 2001, 2009).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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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측정된 14C연대를 입력하여 교정연대를 제시하는 논문들
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고의
말미에 설치방법과 실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두도록 한다.

3. 14C年代를 較正曲線에 플롯하는 方法
특별한 방법이나 수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교정곡선 그래프의 y축에서 측정된 14C연
대의 위치를 가로로 평행하게 옮겨 IntCal곡선과 만나는 곳에 점을 찍으면 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측정치를 한

그림 2 크로스포인트법(cross pointing)으로 본 교정연대와 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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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플롯된 패턴을 통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이하다. 고고학에서
형식학적 방법 등을 통한 상대순서가 정해진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14C연대측정이 행해진 경우
교정곡선에 플롯하는 것을 통해 넓은 교정연대 폭 안에서 상한과 하한 등을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2〉에 다수의 측정치를 교정곡선 위에 플롯해 두었다. 임의로 설정한 측정치는 모두 ±
20의 오차를 가지는데, 긴 I字狀의 선으로 표현하였다. 중심치는 검은색의 둥근 점으로 표현하
였다. 플롯한 곳은 모두 곡선상의 거의 한 가운데인데, 이것은 확률상으로 가장 높은 지점이다.
산모양으로 표현되는 교정연대 확률분포도에서 가장 정상 지점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렇지만 실
제로는 각 측정치마다 표시해 둔 회색 음영 안 어디에도 플롯될 수 있다. 이 음영범위는 〈그림
2〉를 보면 각 측정치의 오차 상하한 범위가 교정곡선과 만나는 x축 영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이다. 즉 측정치가 교정곡선의 평탄한 부분에 걸치게 될 경우 교정연대는 c처럼 넓어지게 되고,
경사가 있는 부분과 만나게 되면 교정연대는 d처럼 비교적 좁아지게 된다. 실연대라는 것은 교
정연대 c와 d의 폭 안에서 a와 b에 해당되는 x축의 어느 한 연대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크로
스포인트법(cross pointing)으로 명명해 둔다.1)

4. 較正曲線에 플롯된 14C年代의 위치 調整法
전고에서 간단하게 위글매칭(wiggle matching)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李昌熙 2008), 교정곡
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전제가
필요하다. 연륜의 순서와 같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상대적 순서가 필요하다. 고고학에서 상대연
대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인 층서(層序)와 형식학을 이용하는 것이다. 층위의 신고(新
古), 형식학적 상대서열에 따라 정해져 있는 순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림3〉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점의 측정치가 있다. 3점 모두 토기부착탄화
물이라 가정하고, 각각의 토기들은 형식판별이 가능한 것이어서 모두 A식, B식, C식토기에 해
당되는 것이다. 상대순서는 A식 → B식 → C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측정을 했더니 A식이
1480±20 14C BP, B식이 1500±20 14C BP, C식이 1430±20 14C BP의 결과가 나왔다. C식은 문
제가 없으나, A식과 B식은 형식의 순서와 측정치가 반대로 나왔다. 측정치의 차이가 그다지 크
지 않거나, 교정곡선이 평탄하거나 위글이 많은 부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쨌든 측정
치의 중심치를 교정곡선과 만나는 부분(한 가운데)에 플롯하면 〈그림 3〉과 같다. 이렇게 되면 대
전제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A와 B의 플롯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설명한 대로
A, B, C는 각각의 교정연대 영역을 가지고 있다(그림 3에서는 직사각형으로 표시). A식 → B식
이라는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B가 영역 ①에 플롯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A를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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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정곡선에서 플롯 가능한 범위

할 수 있는 상한보다 앞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A가 영역 ②에 플롯되면 B를 플롯할 수 있
는 하한보다 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즉 B와 A의 교정연대 범위 중 영역 ①과 ②에
서는 A식 → B식의 전제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두 측정치 모두 영역 ③ 안에 플롯되어야 한
다. 이 작업만으로도 교정연대 폭을 3~40년 정도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영역 ③ 안에서 y축은
그대로 두고 A와 B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더 이상의 정보가 있지 않는 한 A와 B의 간격이라든
지 보다 정확한 플롯 위치는 정하기 어렵다.
C식의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A식이 영역 ②에 플롯될 경우, 영역 ④에 플롯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두 형식의 차이가 나지만, 영역 ②와 ④는 x축에서 동일 영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A식과 B식의 관계를 통해 A가 영역 ②에 플롯될 일은 없지만 말이다. 다만 플롯 위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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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플롯 지점의 최종 수정

을 〈그림 3〉에 플롯된 A의 위치를 그대로 두고 B를 A와 영역 ② 사이의 영역 ③의 아주 좁은 빈
공간에 플롯했을 경우, C를 영역 ④에 플롯하면, 5~10년 사이에 세 형식이 존재하게 되어 어색
한 그림이 된다. 이러한 고고학적 정보와 제 조건들을 반영하여 플롯 위치를 조정한 것이 〈그림
4〉이다.2) C도 같은 방법으로 D식, E식이 있다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다수의 측정치
가 뒷받침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점토대토기의 실연대를 구축하였고, 그 속에서 철기의 출현과 세형
동검문화의 성립연대를 추정한 바 있는데, 활용사례로써 참고하길 바란다(이창희 2010). 또한 형
식의 순서나 층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가 있다. 한국고고학을 동
아시아고고학 속에서 이해한다면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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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전한경(前漢鏡)의 제작연대, 병행관계에 있는 야요이(弥生)토기의 연
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필자가 〈그림 1~4〉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서는 교정곡선에서 비
교적 경사도가 있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교정곡선에서 위글이 매우 심한 부분에서는
플롯하는 위치에 따라 실연대가 1~2세기의 큰 차가 생길 수 있다. 특히 2250~2160 14C BP에서
는 ‘V’자상의 커다란 위글이 있는데(李昌熙・金憲奭 2010: 84), 플롯하는 위치에 따라 기원전 4세
기와 3세기로 실연대가 달라진다. 늑도유적 옹관의 연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필자가 이용한
정보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기원전 4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매우 낮은 정황근
거, 야요이토기와의 공반관계를 통한 병행관계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기원전 370~350년경에
플롯하게 되면 이타즈케 IIc식(板付 II式) 야요이토기 및 죠노코시식(城ノ越式) 야요이옹관과 늑
도옹관이 동일연대가 되기 때문에 이는 고고학적 교차연대(cross date)와 어긋나게 된다. 따라
서 ‘V’자상의 ‘ \’부분이 아닌 ‘/ ’부분에 플롯하였다. 교정곡선의 위글이 심한 부분에서의 활용사
례로 참고하기 바란다(李昌熙・金憲奭 2010).

III. 考古學的 活用과 適用事例
현재 우리 고고학계에서 실연대와 관련해 자주 화두로 등장하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개시
연대,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 점토대토기 및 세형동검과 철기의 출현연대 등이 있다. 더욱 시기
가 내려오면 삼국시대 고고학에서 경자년(庚子年)을 둘러싼 황남대총 등의 고분의 실연대 등이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의 신연대가 점차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와 병행관계에 있는 한반도 토기의 실연대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본장에서는 이 중 청동기시대와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에 대해 그 사례를 적용해 보도록 한
다. 청동기시대의 개시연대는 결국 조기의 상한연대 추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는 수전도작의 개시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최근 안재호
(2010a)는 14C연대를 이용해 그 실연대를 추정한 바 있다. 이용된 측정시료가 대부분 목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14C연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교정연대 산출에 사용하는 2σ(95.4%)의 개념을 14C연대 자체에 적용한 것이다. 즉 측정치의 오
차폭을 두배로 늘려 그렇게 적용한 14C연대의 상한과 하한의 폭은 95.4%라는 높은 확률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물론 3σ, 4σ로 가면 점점 100%의 확률에 가까워지겠지만
굳이 14C연대의 측정기준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오차범위가 좁을 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오차범위와 신뢰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차범위가 큰 측정
치를 교정연대로 산출하면 당연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좁은 범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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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동지역과 한반도의 병행관계
遼東半島

大嘴子 早期
(双砣子 I期)
大嘴子 晚期
(双砣子 III期)
上馬石上層文化

遼東山地域

압록강상류

I期
II期

馬城子 早期

신암리 I期

III期

馬城子 中期

신암리 II期
(공귀리・심귀리 I期)

청천강유역

세죽리 II1期
(구룡강 I期)

연대로 추정하기 힘들 따름이다. 실연대란 산출된 교정연대폭의 어느 한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
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좁든 넓든 교정연대의 확률은 95.4%이다. 전고(李昌熙 2008)에서 목탄이
라는 시료는 토기부착탄화물이나 칠(漆) 등에 비해 불안정한 시료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상대
적인 의미일 뿐 좋지 않은 시료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고목효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어쨋든 안재호는 14C연대 자체에 2σ를 적용한 후 나름대로의 중심연대(14C BP)를 설정하
고 이와 비슷한 14C연대를 통해 병행관계를 증명해 보았다. 다만 2σ의 오차범위를 사용하여 매
우 넓어진 14C연대폭 중 어떻게 중심연대를 설정하였는가가 모호하여 이와 연동하는 실연대 추
정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표현방식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필자는 전장(前章)에서 설명한 크로스포인트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시각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안재호가 사용한 14C연대를 크로스포인트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에 앞서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병행관계를 정리해 둔다. 안재호는 고고학적인 검토와 더불
어 14C연대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광역편년을 설정하였는데, 14C연대를 사용하기 전에 고고학적
인 병행관계만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3)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조기와 관련 깊은 요동지역의 14C연대를 살펴보자.4) 氏는 극단적으로
다른 측정치는 제외하였고, 군집을 이루는 측정치 중에서는 낮은 측정치를 이용하였는데, 본문
에서 실연대 추정을 위해 이용된 측정치5)를 교정곡선에 플롯한 도면은 다음과 같다(그림 5).
고고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플롯해 보았는데, 대부분은 중심치가 교정곡선과 만나도록 플
롯하였다. 플롯 위치는 〈그림 2〉에서 설명한 대로 음영부분의 교정연대 폭 안에서 움직일 수 있
는 것이다. 3200~3000 14C BP의 교정곡선은 그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기 때문에 양호한 조건이
지만, 사용된 14C연대의 오차범위가 너무 넓어 정도 높은 플롯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차 언급하
였지만 〈그림 2〉의 음영부분처럼 각 측정치는 좁고 넓은 교정연대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에 한해서 플롯 위치는 움직일 수 있다. 〈그림 5〉에서 山城子B동M7과 大嘴子 III기92년F1의
C연대 중심치를 교정곡선과 만나는 한 가운데 그대로 플롯시키면 다른 유적들과 병행관계에

14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차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중되는 범위에 가깝게 플롯하였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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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동지역 청동기시대유적의 14C연대 플롯

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이다. 조정 가능한 범위를 〈그림 2〉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것처
럼 적용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한반도에서의 청동기시대 시작을 신암리 I기부터라고 보는 것은 공통된 견해인 것 같다. 14C
연대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大嘴子 III기와 双砣子 III기, 馬城子 早期에 해당되는
데, 실연대로 보아 기원전 1400년경 근처이다.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14C연대가 플롯될 수 있는
범위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그 영역들이 서로 겹치면서 가장 어둡게 된 곳이 실연대상에서
기원전 1400년경이다(그림 6).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암리 I기는 大嘴子 II기와 馬城子 早期 등과 병행관계에 있는데, 요동지역의 双砣子・大嘴
子 II기문화와 遼東山地의 馬城子 早期문화가 만나 형성된 것이다(안재호 2010a). 双砣子・大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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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요동지역 청동기시대유적의 14C연대 플롯 조정 가능범위

子 III기와 馬城子 中期를 기원전 1400년경, 혹은 기원전 14세기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암리 I
기의 시작은 기원전 1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우선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시작을 기원전 15세
기경으로 추정해 두고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조기의 14C연대를 검토해 보
자.
안재호가 사용한 돌대문토기 관련 주거지의 14C연대6)를 교정곡선에 플롯해 보면 〈그림 7〉과
같다. 토기의 형식학적인 상대서열과 유구의 군집화 작업을 통해 미사리유적의 미사리형주거지
군과 瘤狀돌대문토기가 존재하지 않는 외삼포리유적의 돌대문주거지군이 조기에 속한다. 측정
치로는 옥방5지구D-2호와 외삼포리 3・5호의 14C연대가 있다. 〈그림 7〉의 왼쪽 3점인데, 모두
중심치와 교정곡선이 만나는 점에 플롯하였다. 역시 음영부분 내에서 조정될 수 있겠는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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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1_본문.indd 280

12. 01. 02 오후 6:13

그림 7 돌대문토기 관련 주거지의 14C연대 플롯

가장 오른쪽으로 플롯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실연대는 기원전 14세기경이 된다. 가장 어두운 음
영부는 기원전 1400년경이다. 이 수치와 요동지역의 측정치를 통해서 추정한 신암리 I기의 실연
대를 종합해 볼 때, 청동기시대의 시작점은 기원전 15세기에서 14세기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동지역의 14C연대는 오래전에 측정된 자료가 많고 오차범위가 매우 넓다. 한반도의
조기 연대로 활용된 측정치 역시 3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
적인 추정은 역부족이었다. 한반도의 조기 관련 14C연대측정치가 증가되면(최근에 측정되고 있
는 14C연대의 오차범위는 좁게는 ±15년, 넓게는 ±40년정도이다.) 실연대를 보다 압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방법으로 전기와 관련된 〈그림 7〉의 오른쪽 6점을 통해 전기의 시작을 기원전 110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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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송국리계주거지 14C연대 플롯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데이터만으로는 전기의 시작은 기원전 12세기~11세기의 어느 시
기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어서, 아직은 넓은 폭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음영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국리문화의 형성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즉 중기7)의 시작연대를 추정
해 보자. 이는 결국 송국리계주거지의 연대와 결부되는데, 유물이나 유구의 형식학적 연구를 통
해 방형계주거지가 원형계주거지보다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안재호 1992; 이형원 2006; 庄田
慎矢 2009). 그렇다면 방형계주거지의 14C연대를 통해 송국리문화의 상한을 추정해 보도록 한다.

측정치는 역시 안재호가 제시한 송국리계주거지의 14C연대8)를 이용하였고, 교정곡선에 플롯한
것이 〈그림 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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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와 전기의 측정치들에 비해 비교적 오차범위가 좁은 것이 많아 활용도가 그리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주로 14C연대의 중심치가 교정곡선과 만나는 부분에 플롯되어 있는데, 약 2550
C BP보다 이른 시기는 교정곡선의 경사도 가파르기 때문에 실연대 폭도 좁은 편이다. 다만 원

14

형계주거지의 14C연대는 ‘2400년문제’에 걸려 있어 매우 넓은 교정연대 폭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이 결과로부터 원형계주거지는 기원전 800~400년경 사이에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정
곡선이 매우 평탄하여 플롯 조정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 시기 전체에 걸쳐 유행했을 수도 있
고, 보다 좁은 시기에 한해서 유행했을 수도 있다. 어쨋든 방형계주거지는 14C연대에 있어서도
원형계주거지보다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방형계주거지 상한의 플롯 조정범위는 〈그림 8〉의 음
영부분이 되는데, 이를 통해 송국리형주거지의 상한은 기원전 10세기후반~9세기대의 어느 시
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에서는 방형계주거지의 14C연대측정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지
면 관계상 생략하였지만 李眞旼(2004)과 李弘種(2005, 2007) 등의 연구성과를 보면 이미 많은 송
국리형주거지의 14C연대가 축적되어 있고, 그 후로도 발굴조사를 통해 측정치가 증가하였기 때
문에 모두 플롯해 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도 높은 실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근년 송국리문화의 상한연대는 청동기시대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이며, 이는 야요이시대
의 신연대관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에서는 14C연대를 이용한 야요이시대의 신연대관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한반도로부터의 수전도작문화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격론이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요령식동검이 있다. 비록 송국리문화의 개시연대를 14C연대의 적용사례
로 들었지만, 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弥生時
代の新年代観に対する青銅器時代の年代観」’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국 중국의 요령식동검에 대
해서 어느쪽(요서/요동)의 기원설을 좇느냐에 따라, 그리고 각 연구자의 자료에 대한 판단기준
이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에서 요령식동검은 완전한 타임스케일(time scale)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李昌熙 2010). 한반도 남부에서 기원전 8세기를 상회하는 요령식동검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자료의 14C연대가 출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로부터 알게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필자는 송국리문화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
에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국리계주거지의 형식분류9)를 보면 휴암리형과 송국리형
이 동일 계열로 생각된다. 평면구조상 보다
원형에 가까운 순으로 휴암리A형 → 휴암리
B형 → 송국리형의 시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형계로 분류된 휴암리B형
의 위치를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방형과 원형의 중간단계처럼 보이는

休岩里A型

休岩里B型

松菊里型

그림 9 송국리계주거지의 형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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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암리B형의 시간적인 관계는 14C연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14C연대를 크로스포
인트법을 통해 교정곡선에 플롯해 보면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에 대해 한 가지 명기해 두고 싶은 점이 있다. 본고에서 안재호
(2010a)의 논문을 적용사례로 든 이유는 실연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테마 중 청동기시

대를 선택하였고, 14C연대를 이용해 실연대를 추정한 가장 최근의 논문이었기 때문이다.10) 필자
의 1차적인 목적이 청동기시대 조기와 송국리문화의 개시시기를 밝히는 것이었다면, 실연대 추
정은 관련된 모든 14C연대를 집성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즉 氏의 논문에 제시된 14C연대측정
치는 필자의 활용방법에 대입해 보는 재료이며,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음을 밝혀 두
는 바이다.

IV. 課題
C연대를 고고학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벽은 아마도 고고학과 자연과학과의 괴리감

14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14C연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자
신이 추정하고 있는 실연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나 나름대로의 고고학적 근거를 종합하여 도출
한 실연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14C연대는 신뢰
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문제는 부합할 경우는 보조자료로써 활용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4C연대에 신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14C연대를 이용하려면 실연대는 완전히 14C연대에 근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완전
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고고학적 연대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년명 자료 등 실
연대를 추정하기 위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14C연대를 이용하되 보다 정도 높은 접근을 위해 층
위나 형식학 등의 고고학적 상대연대에 기초하자는 것이다. 즉, 고고학적 상대연대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본고의 적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방법이
우선인 것이다.
근년, 14C연대를 베이지안 통계학을 이용해 실연대를 고찰한 연구성과가 발표된 바 있다(김명
진 외 2005). 이는 오히려 베이지안 통계를 활용하여 14C연대와 고고학적 분기 설정 정보의 분석

을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 가락동 유형에 대한 기존의 고고학적 편년안이 통계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4C연대가 고고학적 상대연대조차 검증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
에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고고학적 상대연대는 14C연대를 활용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절대 변
할 수 없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다.11) 고고학적 상대연대를 이용해서 보다 세밀한 실연대 추정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대연대는 어디까지나 고고학적 분석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조차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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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분석이 주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다만 근거가 불분명한 실연대 추정을 14C연대로
추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고고학적 상대연대가 하나의 대전제로 되어 있는 필자의 견해는 상
기의 연구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언급해 두고 싶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고학 연구자가 삼국시대의 14C연대는 믿을 수 없다 라든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삼국시대의 고분편년이 분기별, 좁게는 15년 단위로까지 편년되
고 있기 때문에 14C연대로 이러한 좁은 편년까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울 따름이다. 즉
C연대는 현재의 기술로는 좁아도 ±15~±20년의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분기별 편년까지는

14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삼국시대 편년에 동조시키기 어려울 뿐이지 14C연대를 믿
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실연대는 거의 100% 14C연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고고학적인
실연대 추정 근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4C연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고고학에서 어느 시대의 14C연대는 믿을 수 있고, 어느 시대의 14C연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14C연대인 BP연대 자체는 그 어떤 시대이든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14C연대의 신뢰도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4C연대에 대한 경험적 불신이 존재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목탄을 임의로 분리하여, 각각의 측정을 의뢰했는데 서로 다
른 측정치가 나왔다. 혹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뢰했는데 측정치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떻게 14C연
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질문이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인은 시
료채취와 전처리의 문제부터 기계의 조작까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
도 문제 없이 다량의 시료들이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AMS장치라면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측정치가 달리 나오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시료의 전처
리 문제인데, 이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AMS에 의한 14C연대측정치의 결과보
고에는 반드시 전처리 과정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3자에 의한 검토는 가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목탄이라 할지라도 연륜이 있다. 시료를 임의로 분리하면 어떤 부분의 시료가
어떻게 달리 각 기관에 보내졌는가도 알 수 없다. 수령이 많은 나무의 목탄이라면 더욱 곤란해진
다. 또한 같은 주거지에서 2개의 목탄이 14C연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질문도
많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같은 주거지에서 2개의 목탄의 동시성이 고고학적으로
담보되어 있는가이다. 주거지를 조사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작은 목탄덩어리가
발견된다거나, 연륜이 많은 목재가 썩어서 목탄화된 것, 그리고 후에 혼입되는 경우도 많다. 이
러할 경우 당연히 다른 14C연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12) 그런데 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외
의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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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4C연대측정에는 많
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수의 시료를 측정하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하나의
취락 발굴조사에서 예산상 2~3점밖에 측정할 수 없다고 하자. 이러할 경우 2~3동의 주거지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주거지 1동에서 2점의 목탄 등의 시료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이 2점이 동일한 연대라면 그 주거지의 14C연대는 활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 2점의 측정치가 다르게 나왔다면 1점 더 측정하여 3점 중 2점이 일치하는 쪽
의 14C연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한 주거지에서 산발적으로 작게 출토되는 목탄덩
어리보다는 화재주거지처럼 주거구조가 어느 정도 복원될 정도로 잘 남아 있는 경우가 좋다. 이
렇게 기둥이나 부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고목효과를 제외한 동시성은 담보
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연륜이 적은 목탄을 골라 측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
다. 가능한 한 樹皮, 혹은 樹皮에 가까운 쪽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C연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14C연대를 활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14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하고 싶다. 14C연대에 대한 반감은 14C연대 자체라기보다는 이
로 인해 추정한 실연대 및 교정연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은 14C연대와 함께 보고되는 BC/
AD연대는 무시하도록 한다. 교정곡선에는 평탄부와 위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5도 경
사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14C연대 자체만을 비교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
행관계를 검토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지역, 유적, 유구의 14C연대가 동일할 경우 이것은 실연대
는 차치하고서라도 동일한 시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4C연대가 같다는 것은 시료의 14C농
도가 같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기나 주거지의 형식별로 14C연대만을 비교하고 그 패턴을 분석
하면, 시간성의 검증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14C연대 자체를 중점적으로
사용한 안재호(2010a)의 연구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AMS에 의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지속되는 발굴조사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은 측정치들이 축적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과연 우리는 왜 계속
해서 14C연대를 측정하고 있는가? 실연대를 알기 위해서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측정치를
헛되게 하기보다는 그 원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두 번째 글을 준비하였다. 전고(李昌熙 2008) 이후 생겨난 의문점이나 여전히 잘못 활용되거나 이
해가 부족한 교정곡선과 교정연대를 중심으로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4C연대를 교
정곡선에 플롯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사례를 통해 적용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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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청동기시대가 기원전 15~14세기경에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동기시대에 대한
실연대 추정은 특정 논문에 제시된 14C연대를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진민과 이홍종 등의 연구성과와 더불어 모든 14C연대측정치를 집성한 후 별고를 통해 청동기
시대의 실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C연대를 고고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나름대로의 극복

14

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아직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14C연대가 있는데,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그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__투고일: 2011년 9월 30일 __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7일 __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17일

|주

1) 작명자를 알 수 없지만, 일본에서 교점법(交点法)으로 표현된 것을 본 적이 있다.
2) 〈그림 4〉처럼 플롯된 결과를 통해 A와 B의 측정된 시료는 각각 A식 新단계, B식 古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3) 배진성(2007)이 정리한 요동반도~북한~남한의 병행관계를 함께 참고하였다.
4)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시작에 있어서 조기 설정을 둘러싼 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으며, 아직까
지는 대세라고 생각되는 안재호의 시기구분에 따르도록 한다. 사례의 적용이니 널리 이해 바란다.
5) 안재호의 논문(2010a) p. 20의 〈표 11. 중국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C14연대〉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6) 안재호의 논문(2010a) p. 14의 〈표 6. 돌대문토기 관련 주거지의 C14연대〉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7) 안재호의 시기구분에 의하면 후기에 해당된다. 필자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의 실연대를 추정하면서, 초기철
기시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철기가 출현하지 않은 시기의 세형동검문화는 역시 청동기시대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 시기를 후기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시기에 해당되는 송국리문화를 중기로 보고 있다(이창희
2010).
8) 안재호의 논문(2010a) p. 8의 〈표 2. 송국리계 주거지의 C14연대〉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9) 안재호의 논문(2010a) p. 7의 〈도면 4. 송국리계 주거지의 형식설정〉을 사용하였다.
10) 본고에서 14C연대를 고고학적인 활용사례로써 이용한 문헌은 2010년에 6월에 발표된 안재호의 「韓半島 靑銅器時代
의 時期區分」이다. 도면 작성 후 발표내용에서 대폭으로 수정・보완된 새로운 논문(安在晧 2010b)을 받아 볼 수 있
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송국리계주거지의 14C연대가 보완되었고, 이형원(2002)과 나건주(2006)가 제시한 14C연대
등이 추가로 인용되는 등 다수의 14C연대측정치가 보완되었다. 실연대 추정에 한해서는 전고(安在晧 2010a)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필자의 주된 목적은 활용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재료로써의 사용이므로 모든 측정치를 반영하지 못한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다만 고고학적인 분석을 통한 요동지역과 신암리Ⅰ기 등의 병행관계는 수정되었
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1)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상대편년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연구자들의 형식분류와 시간성 검증을 통한 연
구성과, 즉 고고학자의 인위적인 분류 순서가 전부 불변의 대전제가 아니라는 것은 새삼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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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러한 연대의 편차는 시료에 대한 동시성 검증에서부터 샘플링~결과보고의 전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xCal의 R_Combine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김명진 외 2005), 이
러한 제 요소들이 전부 반영되게 된다. 즉, order test는 측정치에 대해 결합 명령어를 부여한 계산결과이므로 고고
학적 정보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명령어에 의한 계산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오류 및 오차를 절대 반영하
지 못하는 단순한 통계학적 계산일 뿐이다. 이러한 작업 역시 베이지안 통계학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한 토기나 주
거의 형식에 대한 14C연대가 10~20점 정도 축적되었을 때 이를 베이지안 積算을 통해 구하거나, 연결되는 두 형식
의 각각의 적산된 교정연대를 통해 그 경계를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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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al v4.1 설치와 실행방법
1) 설치
먼저 홈페이지 http://c14.arch.ox.ac.uk/embed.php?File=oxcal.html에 접속하여, 다운로
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정한다. 현재 최신 버전은 InCal09 교정곡선을 이용한 OxCal v4.1이
다. 다운로드 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 OxCalDistribution이라는 폴더가 생성된다(다운로드 및 압
축해제 경로는 편의상 바탕화면으로 해두자). 이 폴더를 더블클릭 하면 OxCal이라는 폴더가 생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OxCal 폴더를 컴퓨터 하드의 Program files라는 폴더에 넣어 둔다
(① C:/Program Files/). 비워진 OxCalDistribution폴더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컴퓨터
하드의 Documents and Settings폴더 안에 있는 username폴더 안에 OxCal이라는 새폴더를 만들
어 둔다(② C:/Documents and Settings/username/OxCal/). Mac의 경우 ①은 /Applications/,
②는 /Users/username/OxCal/에 해당된다. 이것으로 프로그램 설치는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별도의 브라우저가 필요하
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급화 정도가 높은 파이어폭스(Firefox)를 이용하도록 한다. Firfox는 프
리웨어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후 최신판을 다운로드 한다. OxCal프로그램과의 호환
성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Firefox 영문판을 다운로드 할 것을 권장한다. 이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
도 끝났다.

2) 실행
Firefox를 실행하고 주소창에 file://C:/Program%20Files/OxCal/Index.html를 입력하여 들
어간다(Mac의 경우file:///Applications/OxCal/Index.html). 또는 OxCal폴더의 index.html파일
을 실행시킨다(C:/program Files/OxCa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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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①에 시료명을 입력하고, ②에 14C연대의 중심치를, ③에 오
차를 입력한다. 우리가 흔히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교정연대 산출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⑤에서 single plot을 선택해 둔다. 이제 ④의 Calibrate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올 것이다.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서 교정연대가 807 cal BC~767 cal BC임을 확인할 수 있다. Format
이나 Options 등에서 수치의 단위나 표현방식 등을 바꿀 수 있다. 그림의 test에서는 교정연대를
1단위까지 도출하게 하였다. 멀티플롯이나 교정곡선에 확률분포그래프를 직접 플롯시키는 방법
도 있으니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길 바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OxCal 4.1 Manual(http://c14.arch.ox.ac.uk/oxcalhelp/hlp_contents.
html) 및 Bronk Ramsey의 논문(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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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1_본문.indd 290

12. 01. 02 오후 6:13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Radiocarbon Dating (II)
Archaeological Application and Instances

Lee, Changhee(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Finding calendar dates from calibrate dates using calibrate curves is a work of high precision
because it requires adjustment between tree ring dates and radiocarbon dates. The work of
plotting up radiocarbon dates on the calibrate curve has a visual effect and can give various
results based on archaeological inform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lot position
because there are wiggles and flat parts in the calibrate curve here and there. This adjustment
takes place through excluding impossible plot positions; such a narrowing of the plot range
takes place based on the stratigraphic sequence and typological order.
As instances of this, I estimated the beginning date of the Bronze Age and that of the
Songguk-ri Culture. It was estimated that the Bronze Age began at around the latter half of B.C.
15c~B.C. 14c and the Songguk-ri Culture at around B.C. 10c~B.C. 9c.
Whether or not radiocarbon dates can be trusted is not a matter of debate. The difficulty in
applying radiocarbon dates lies in wide calibrated dates and errors which cannot satisfy detailed
chronologies. Therefore, radiocarbon dates can be very useful in chronological work in some
cases.
Many problems remain, but ways of overcoming them are currently being put forward. It is
hoped that this paper may be of use in utilizing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radiocarbon
dates and the accumulated data that is becoming widely used.
Key words: Radiocarbon dating/date, Calibrate date/curve, Bronze Age, Songguk-ri Culture, 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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