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H 2018년도 매장문화재조사 분야 전문교육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이 교재에 수록된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1
첨단조사법 소개 및 유의점
류기정 | 금강문화유산연구원

Ⅰ. 머리말
Ⅱ. 유적의 존재 가능성 예측 및 입지환경 분석
Ⅲ. 매장문화재 디지털 정보 취득 및 분석 기법
Ⅳ. 첨단조사법 개발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Ⅴ. 첨단조사법 운용상의 유의점
Ⅵ. 맺음말

첨단조사법 소개 및 유의점

1

첨단조사법 소개 및 유의점

Ⅰ. 머리말
고고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과거의 물질자료는 대부분 땅 속이나 수중에 묻힌 상태로 발견된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어딘가에 묻혀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정밀하게 조
사하며, 그 내면에 감춰진 여러 환경적 요인과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
방법과 분석기법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 조사기법과 분석기법
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고고학적 조사와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고고학의
이론적 방법론에서부터 유적․유물의 보존처리기법까지를 놓고 보면 그 내용과 범위가 너무나 방
대하기 때문에 이를 본고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비약적인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유적의 존재 확인과 해석에 큰 도움을 주고 있거
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해 제도적 도입이 필수적인 조사․분석기법
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유적의 존재 가능성 예측 및 입지환경 분석
1. 고지형 분석
고분이나 주거지와 같이 주로 산이나 구릉지에 조성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지표면에 유적․
유물의 흔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사전 탐색과 예측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매장문화재는 산지와 구릉지대에 조성된 생활 및 분
묘, 관방유적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이들 유적에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충적지에 조성된 경작유적 등의 경우에는 하천 유로의 자연적인 변동이나 경지정리 등
의 인위적인 개발행위가 가해지면서 원 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유적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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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고지형분석법(이홍종ㆍ高橋學 2008; 장우영ㆍ이왈영
ㆍ이홍종 2010)은 저습지 또는 충적지 일대 조사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유적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통해 추후 면밀한 발굴조사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
장 주목되는 첨단조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지형분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교육 과정 중에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분석기법 자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고의 Ⅴ장 첨단조사법 개발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부문에서 고지형분석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 및 제도적 도
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2. GIS를 이용한 분석기법
지리정보시스템(Geograpic Information System : GIS)은 공간상의 다양한 형상들에 대한
지리정보를 수집, 구축, 유지, 관리, 편집하고 분석과 모델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공
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희연 2003;4~7).
GIS를 매장문화재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면, 고고학 자료의 통합적인 집적과 관리, 유적 위치
및 지형분석, 분포 범위 파악 및 위치 예측, 가시권 분석, 이동코스트 분석, 유적 주변 환경과의
상관관계 규명, 문화영역 설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진다(그림 1․2).

<그림 1> 자연환경분석 개념도(이진영 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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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IS를 이용한 매장문화재 분석 기법의 예(강동석 2009a:1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HGIS(Heritage Geograpic Information System)를 구
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콘텐츠 활
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GIS는 크게 문화재 기본공간정보와 주제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파트로 나뉘어 있다.
기본공간정보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도,
문화유적 분포지도,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구역도 등이 서비스 또는 DB로 구축되고 있다.
주제공간정보로는 문화재안전관리지도, 3차원 경관분석도, 매장문화재 분포예측지도, 발굴유
적배치도 등이 구축 또는 서비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문화재청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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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매장문화재 분포예측지도는 2002년부터 시작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 연구과제 중 하나로 시작되어 의미 있는 학술적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나(이진영
2009), 부족한 유적 정보에 의한 통계학적 확률모델의 한계로 인해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대국
민 서비스는 시행되지 않았다.
HGIS는 국가 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기에 개별 유적이나 단
위 지역의 매장문화재 분석에 활용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HGIS 구축을 위하여 조사 시점부터
최종적인 행정보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장문화재 정보의 위치 정보와 속성을 표준화하고 DB로
구축함으로써 향후 심도 깊은 매장문화재 GIS 연구가 진행될 기반을 마련한 것은 또 다른 중요
한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3> 매장문화재 분포예측시스템 예시(강동석 2009b: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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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장문화재 디지털 정보 취득 및 분석 기법
1. 사진 및 3D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한 고정밀 유적측량
우리나라에서 매장문화재를 실측한 최초의 도면은 일제강점기인 1909년에 작성된 평양 석암
리전축분 발굴도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발굴을 주도한 건축사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측량기사 타니이 아마이즈미(今泉茂松)와 함께 평양 석암리전축분을 조사하고 고분의 도면을 작
성하였는데, 건축․토목 도면 작성방식에 따라 그려져서 오늘날의 고고학적 도면과는 차이가 있
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이후까지 여러 분야의 기술과 방법을 수용하고 응용시키면서 치밀한 발
굴도면들을 작성하기도 하였다(이승원 2009).

<그림 4> 석암리전축분 평면도 및 단면도(이승원 2009:16)

이렇게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도면들이 이제는 비약적으로 발달한 IT기술의 도
움으로 인해 2차원 평면에서 벗어나 3차원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3D프린터로 출력하여 모
형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적․유구․유물로 구분되는 고고학적 자료 중에서 유적의 공간정보를 획득(≒측량)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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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 장비를 이용한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
는 고정밀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측량과 항공사진 측량, 3D레이저측
량, 항공LiDAR 측량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유적의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획득․생성하는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그림 5> 토탈스테이션 측량과 고분 등고선도(정원복 2011:104)

<그림 6> 송산리고분군 GPS측량(정원복 2011:107)
* 각도와 거리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로 전자식 세오돌라이트(electronic theodolite)와 광파측거기
(EDM:electro-optical instruments)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어 있어 측정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전자식 측거·측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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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스테이션 측량과 GPS측량의 경우 프리즘이나 GPS 이동국을 측정대상위치로 이동시키면
서 측량을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항공사진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방법은 단시간에
대규모의 면적을 측량할 수 있고, 유적의 3차원 지형 생성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향후
유적 측량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의한 무인항측시스템(UAS：Unmanned
Aerial Systems)은 소형 무인 비행체에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GPS에 의해 촬영구역을 자
동 비행하여 사진영상을 취득한 다음, 프로그램에 의해 사진의 왜곡을 보정하고 모자이크하여
정상영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의 DEM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이강원 2013).
특히 최근에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소형 UAV 즉, 드론(Drone)은 조사단 스스로 유적 조사 과
정을 수시로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탐사장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UAS를 이용한 유적 촬영 및 벡터라이징(이강원 2013:194)

항공레이저측량은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시스템을 항공기에 장착하여 레이
저 펄스를 지표면에 주사하고, 반사된 레이저 펄스의 도달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반사 지점의 공
간 위치 좌표를 계산해내어 지표면에 대한 지형정보를 추출하는 측량기법으로, 기타방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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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동처리가 가능하여 처리속도가 빠르며 능동적 센서이므로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 측량
이 가능하다(그림 8). 또한 지상기준점측량 작업이 어려운 해안, 습지 측량과 그림자에 의해 방
해받는 산림, 도심 지역에서의 수치표고모형 제작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며, 측량 정확도에 있어
서도 수직정확도 ±15cm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측량이다(이강원 2013).

<그림 8> 항공 LiDAR측량의 개념(이강원 2013:196)

2. 유구․유물의 정밀 실측과 분석
야외에서 수행되는 유적 조사의 상당 부분은 비교적
큰 단위인 유적의 측량보다도 개별 유구 및 다량의 유
물을 도면화하는데 소요되고 있다. 전통적인 실측방법
으로는 작업시간의 단축과 정밀도 모두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발 초기에는
수작업 도면을 빠른 시간 내에 벡터그래픽으로 전환하
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였으나(류기정․이동숙 2005),
지금은 실측대상 자료로부터 직접 3차원 실측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레이저스캔 및 사진실측 기법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레이저스캔 실측기법은 스캔 방식에 따라 레이저 방

<그림 9> 다뉴세문경 도면제작
과정(이재욱 2009)

식과 광학(또는 백색광) 방식으로 나뉘는데, 삼각측량
기법을 이용한 레이저 방식의 경우 1mm 이하의 오차를 가질 정도로 정밀하다고 하며(윤선희
2011:24), 광학 방식의 경우 이보다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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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다뉴세문경에 대한 정밀스캔 결과에서는 기존의 수
작업 실측 방법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까
지 실측이 가능하였으며, 문양 선의 높이가 대략
0.18mm, 간격은 0.2mm 정도임을 계측할 수 있었다
(이재욱 2009).
이와 같이 3차원 레이저스캔기법은 유구 및 유물의
정밀기록뿐아니라 다양한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정밀기록 및 암각 수법
분석(도진영 2008), 금석문의 판독, 문화재로 지정 관
리되고 있는 청동기시대 용범에 대한 가상(假想) 주조
(鑄造)(이재욱 2011a), 무령왕릉과 같은 고분문화재

<그림 10> 전 영암 출토 용범의 가상
주조(이재욱 2011a)

의 장시간에 걸친 변형 여부 모니터링(이재욱 2011b) 등 문화재 분석과 관리 분야에서 그동안
상상만 하던 방법들을 현실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림 11> 무령왕릉 3차원스캔 도면과 균열현상 모니터링(이재욱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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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진실측 기법은 렌즈의 왜곡현상 때문에 레이저 스캔 기법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기법이긴 하지만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최소한의 시간 투입으로 비교적 정밀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유구실측 부문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으로서 향후 활용빈도가 점
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기존 실측도와 사진 실측도와의 중첩비교(좌) 및 최종 완성 도면(우)(허의행 2009)

Ⅳ. 첨단조사법 개발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술적 한계도 아직 있지만 지금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은 그동안 상상으로만 꿈꿔왔던 첨단
분석기법들이 현실화되어 유적의 정밀분석과 원형복원이 가능해지는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이 마련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야외고고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
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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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첨단분석기법의 적용은 아직도 일부 사례에 국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물리탐사기법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조사시에만 겨우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매장문화재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첨단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매장문화재 조사비용과 관련된 문제
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적의 성격에 따른 필수 조사기법 적용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선결과제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양자가 긴밀히 연동된 문제이다. 매장문
화재 조사에 수반되는 사회적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매장문화재 제도개선이 집중되다보니 실
제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녕 국가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보존과 보호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 두 가
지 선결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착수하여야 한다.
먼저 조사기준부터 살펴보면, 예를 들어 충적지의 경우 지표조사시 고지형분석을 의무적으로
병행하고, 발굴조사시 이를 토대로 발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계획서 단계에서 필히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현존하는 어떠한 조사방법 중에서도 충적지
유적의 존재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발굴조사의 정밀도를 높이며, 조사 후 유적의 입지환경분
석에까지 도움을 주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신뢰도와 활용도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으로는 고지형분석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총유적의 경우 출토된 각종 패각류에 대한 정밀분석과 고환경분석 등의 계획과 그 결
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도자기 및 철기 등의 생산유적의 경우 성분과 제작기법분석이 포함
되었는지 등을 사전․사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매장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매장문화재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 문제점의 본질을 덮고 방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다음으로 조사비용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때, 비용의 절감과 정밀한 조사가 반드시 서로 반비
례의 관계가 아니다. 매장문화재 조사 및 연구에 첨단분석기법을 적극 동원할 경우 오히려 인건
비 등 발굴경비의 절감, 조사ㆍ분석 기간의 단축, 고정밀 국가 매장문화재 정보의 획득, 다양한
매장문화재 콘텐츠 활용 등의 높은 효율이 동시에 발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지형분석
법의 경우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사업대상지의 경우 개발 계획을 사전에 변경하여 매장문
화재 조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등 첨단분석기법의 활용은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사회적비용
의 절감과 민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적 관점에서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의무화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민원발생 억제에 급급한 소극적 제도 운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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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가 문화재의 정밀한 조사와 사회적 갈등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제도 운
영으로의 인식전환을 요청한다.

Ⅴ. 첨단조사법 운용상의 유의점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첨단 조사기법 외에도 본고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첨단 디지털 기법
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고고학 현장에 이들을 도입·적용하는 과정에는 우리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측면들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고지형분석법이나 GIS를 이용한 분석기법 등의 경우 분석 데이터가 왜곡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고지형분석법 적용시 원 지형이 이미 변경된 상태에서 취득된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의 원천자
료만 확보한 경우에는 유사 지형의 사례를 참고해서 원 지형을 해석해야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설령 변경 전 지형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확보했다하더라도 세부 지형까지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발굴지역에 대한 조사시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확인되
기도 한다.
따라서 고지형분석법이 과거의 지형을 이해하고 미리 예측하여 조사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만
능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하며, 조사자가 지형학 등 지리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이를 활
용하여 유적을 이해하는 면에서 더 많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므로 조사에 앞서서 관련 지식을 체
득하는데 힘 쓸 필요가 있다.
GIS 분석기법의 경우에도 분석의 깊이와 수준은 분석 데이터의 수나 질과 밀접한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데, 과거 일정 지역에 대한 모든 인문학적 자연적 정보를 모두 획득해서 통계분석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분석 결과가 사실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정
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각종 지리정보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다는 정도의 전제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유적, 유구 및 유물의 측정기술 역시 지금의 첨단기법들은 측정 오차가 1㎜도 채 안 될 정도로
고정밀한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측정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취득해서 어떠한 형태의 도면이나
이미지 등으로 표현할지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는 사전 사후에 걸쳐 조사자의 뚜렷한 방향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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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조사기관들이 부족한 조사비용으로 인해 실내작업에 수반되는 인건비를 절감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각종 실측도면의 정사작업을 외주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
에서 현장조사 연구원들은 실내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본인의 손으로 발굴보고서 등을 작성해
볼 기회도 없이 다시 현장조사에 재배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남겨진 현장조사 기
록들이 실내작업 전담부서의 소수 연구원들 손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발
굴조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를 다 알지 못하다보니 현장에서의 각종 실측이나 촬영 등을 어떻
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역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외주작업을 통해
받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 되고 못 되었는지를 검수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부실 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니다보니 여기서 논하고 있는 첨단조사법이 하나의 대안 또는 보완
책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취득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이 역시
활용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아무리 첨단화된 각종 조사 및 분석기법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십분 활
용하고 더 나은 수준의 기법을 개발하여 보다 정밀한 고고학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
용하는 연구자 스스로 고고학의 기초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외부 장비나
업체, 인력의 도움 없이 수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간과 비용의 절감
및 고정밀한 자료의 확보라는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적극 운용할 때 첨
단기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맺음말
오늘날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일선 현장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IT기술의 도움에 힘입어
보다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해석의
한계를 뛰어 넘는 중요한 연구성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과거의 고고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와 연계된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가
졌듯이 오늘 그리고 미래의 고고학은 최첨단 분석기술과 장비의 운용 위에서 기존 해석의 한계
를 훨씬 뛰어 넘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적 희망만을 열거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일선 발굴현장의 모습이 그리 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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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자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탄탄하게 구축된 IT기반에 잘 적응해 있어서 새로운 조사기법의 도입을 즐겨하며 이해력
과 응용력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위에서 소개한 최첨단 분석기법들이 우리 일선 현장에서
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은 항상 부족한 조사기간과
조사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 유적과 유물에 맞는 최적
의 분석이 아니라 최소한의 분석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제도적 현실적 여건들이 있다면 신속히 개
선하여 날로 성장하는 첨단분석기법의 발전속도와 궤를 같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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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석법은 문화재의 외형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인문학과 구분
하여 재질을 기초로 내형적인 특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에 포함된 역사에 대
한 정보 제공으로 그 활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추세로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인문학에서도 자연과학적 분석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가 어떻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아직 상호적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용 원료의 구분은 재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과학에서는 재질에 대한 가장 기본
단위를 과학에서는 물질(materials)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분석 및 조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물질의 본질, 즉 조성, 구조, 특성 등을 연구하는 화학
(chemistry)은 문화재의 과학적 분석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질
본질을 기초로 하는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는 일반적으로 활용 범위를 다음과 같
이 분류할 수 있다.

1) 문화재의 재질과 이에 따른 원료의 특성 분석
2) 연대 및 산지 추정 분석
3) 제작 기술에 대한 분석
4) 훼손 요인 및 사용 재료 등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분석
5) 진위 조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활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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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용 범주에서 과학적 분석과 조사를 활용하기 위한 고려 사항은 연구 대상인 문
화재의 형태적, 문화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분석 및 조사 방법을 선정해
야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문화재는 사용 원료에 따라 목재, 석재, 금속, 유리, 도자
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연구 목적을 결정하고 이에 적절한 연
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를 역사 자료에 접목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의문
과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분석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연구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연구는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조각품의 아름다운 색상과 질감
이 조성(구리+주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호
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조사는 분석화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독일 화학자
Martin Klaproth박사가 1789년 로마시대 청동 거울과 유리를 분석한 논문을 그 시초로 보고
있다.
이후, 19세기에는 화학 분석은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고고학적 활용이 시도되었고 20
세기 들어서는 물리학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분석법이 문화재에 광범위하게 적용
하여 괄목한 업적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미국화학교육학회에서는 1950년에 E. R. Caley 박
사가 고고학에 화학을 접목한 연구 분야를 '고고화학(Archaeological Chemistry)' 이라고 분류
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접목하는 분야를 광의적으로 '고고과학(Archaeological Science)'이라는
명하고 있다. 이후에 영국은 Hawkes 교수에 의해 고고학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분야를
'Archaeometry'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의 보존(Conservation)'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론 또는 기술학으로 유럽 박
물관에서 1930년대 이후에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다. 물론 이전부터 개인 소장가나 일부 박물관
에서 깨지거나 파손된 문화재를 원형으로 '수리(repair) 또는 복원(restoration)'하는 작업들은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박물관은 발굴 문화재의 대량 유입으로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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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발굴품의 대부분은 보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
다. 특히, 대영박물관은 1차 세계대전 동안 지하에 보관한 소장품에서 대리석의 색상 변화, 금
속품의 부식 등 문화재의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훼손 원인과 보존 방법을 찾기 위
하여 1920년에 화학자 Alexander Scott 박사가 대영박물관에서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보존 연
구를 체계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과학자가 박물관에서 활동하기 된 계기이다.
박물관에서 과학적 연구 활동은 문화재의 훼손 메커니즘의 규명과 대책, 전통적인 수리와 복
원에 재료 과학의 지식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재 보존 철학과 윤리를 제시하는데 크게 공헌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제 협의 단체들이 결성하여 현재는
ICOM-CC(1948), IIC (1950), UNESCO 산하 ICCROM(1958), ICOMOS(1965) 등이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적인 보존 협의체가 과학적인 분석 정보를 기초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문화재의 과학적 연구 분야를 考古科學이라 칭하며 고고학적 유물의 자연과학적
조사, 주로 분석학적 입장에서 재질에 관한 연구 활동 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1. 물질의 분류

문화재를 이루는 물질은 자연 재료를 이용하거나, 인위적인 가공한 것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화학에서는 그 분류가
보다 간단하게 도식될 수 있다(그림 1).
<그림 1>과 같이 문화재인 역사 자료는 크게 무기물과 유기물로, 조성 상태에 따라 균질
과 불균질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에 기초 단위는 원소(elements)로 표시하며 구성 원소들
의 조성 분포와 결합 구조에 따라서도 다양한 특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재의 재질적 분류
를 중심으로 외형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1차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D/B화하
여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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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역사 자료)

Materials (물질)
Inorganic (무기물) : Rocks and Minerals
organic (유기물) : Plants and Animals
Homogeneous (균질)
Gold, Glass, Limestone

Elements (원소)

Heterogeneous (불균질)
Stone, Metal, Pottery, Wood, Bone

Compounds (화합물)

Mixture (혼합물)

<그림 1> 문화재(역사 자료)에 대한 물질의 분류와 특성

일반적으로 물질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으로 그 성질을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특
성은 경도, 밀도, 연성, 전성, 결정 구조, 전기전도도, 열전도도 등으로 물질의 종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화학적 특성은 금속의 부식, 안료의 퇴색 등 물질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보존 처리에
서 중요한 관점으로 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물리적 방법으로, 화학적 변화는 화학적 방법으
로 그 손상 요인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 활용되는 자연과
학적 분석의 단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Macro-level (거시적) : 오감으로 확인
2) Micro-level (미시적) :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 (예 : 현미경)
3) Chemical analysis(화학 분석) : 조성분석으로 확인

2. 과학적 연구의 고려 사항

문화재 자연과학적 연구는 대상 선정 및 시료 채취, 시료 전처리, 분석 측정 및 조사 그
리고 측정 결과의 평가와 해석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시료

24

발굴조사와 자연과학 분석의 활용

2

채취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요구하는 분석 목적, 대상 문화재의 특성 그리고 분석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문화재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비파괴 분석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한정
된 분석 정보만이 제공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 문화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소량 시료를 취하여야 하나 가능한 대표성을 갖도록 표면, 내부, 유물
전체 등 채취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문화재의 전체 조성에 대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서 가능한 최소 양으로 채취
한다.
2) 금속, 유리 등 균질한 물질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제한 요소는 없으나, 문화재는 매장
환경 등의 부식 및 훼손 정도에 따라 균질성이 파괴된 상태이므로 불균질 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 방법을 사용한다.
3) 대부분의 문화재는 불균질한 물질 상태이다. 불균질 물질은 가능한 여러 부위에서 시
료를 채취해야 하며 대표성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
입자의 크기가 다르면 입자별로 분리할 필요도 있다. 필요에 따라

입자의 크기

를 동일하게 전처리한 다음, 분석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문화재란 한계성을 기초로
시료 채취와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4) 이외에 분석 방법은 정확성, 분석 시간 그리고 분석 점수를 고려하여 선택하며 잘 선
택된 분석 자료는 체계적으로 DB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통계처리를 통하여 흥
미로운 결과도 얻을 수도 있다.

3. 분석 방법의 분류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물질은 다양한 특성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에 따른 분석 방법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분석 목적에 따라 분석 방법이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문화재에 대한 분석 방법은 각각의 분석 목적에 따라 현재 50여종의 분석 장비의 활용
이 가능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장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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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존과학과 고고화학
보존과학과 고고화학은 연구 대상이 문화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구 시점이 보존과학은 현재라고 한다면 고고화학은 과거를 대상으
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존과학은 물질에 대한 조성 및 특성 분석을 통하여 손상 요인을 예
측하고 가장 적절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는데 반하여 고고화학은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변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에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고고화학이라는
분야가 정립되지 못한 실정에서 문화재의 과학적 연구 분야를 총칭하여 보존과학의 범주에 포함
하고 있으나 앞으로 연구 영역이 넓어지면서 세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의 과학적 재질 및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고고화학은 일반적
으로 연대추정, 산지추정, 사용 원료의 조성 그리고 제작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연대추정에서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는 1940년 말에 Libby박사가 개발한 Radiocarbon을
활용하여 대영박물관에서 1950년부터 탄소를 함유한 문화재의 제작 연대를 탄소동위원소분석
법으로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재의 절대연대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청동의 납동위원소분석, 토양을 원료로 도자기는 중성자방사화분석은 원료의 산지를 추정하여
문화의 기원 및 변천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재는 광물과 암석 등 무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석재, 금속, 도자기, 유리 제품 등과 동물과 식물을 재료로 하는 유기물을 원료로 하
여 만든 목재, 종이, 섬유 등으로 1차적 재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건축물과
같이 복합 재질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문화재에 구성된 재질의 기본 물질인 원소를 분석하여
지역과 시대에 따른 공시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 분석기술은 문화재 복원 재료와 박
물관 한경 조사, 유적지의 발굴 탐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
문화재의 분석 기술의 응용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화재의 연구는 과학 기술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으며 고고학, 미술사, 전통공예학, 재료과학 등 관련 분야가
함께 연구하는 종합적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Ⅳ. 고대유리의 과학적 분석
한국의 고대유리는 시대적, 지역적으로 문화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고고학적 접근은 고대유리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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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적 구분의 한계성에 의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는 별
도로 접근한 과학적 분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고대유리의 조성과 특성을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고고학적 흐름에 과학적 분석을 연계한 고고화학적 방법은 점차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색상과 형
태의 고대유리에 대한 상호 관계와 변천에 대한 해석에서도 많은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대한 활용의 한 예로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분별 13 지역에서 출토된 315점
의 고대유리의 조성 및 과학적 분석 자료를 조사하여 한국 고대유리의 문화 변천과 특성을
고고화학적 방법으로 연구, 해석한 자료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고대유리의 화학 조성은 납유리(lead glass), 포타쉬유리(potash glass), 소다유리
(soda glass), 알칼리혼합유리(mixed alkali glass)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분류된 조
성은 시대 흐름에 따라 뚜렷한 변화가 있다. 납유리와 포타쉬유리는 소다유리보다 선행된
조성으로, 특히 포타쉬유리는 기원후 3세기 전후하여 급격하게 사라진다. 기원후 2세기부터
나타나는 소다유리는 다양한 유리 색상이 나타나는 삼국시대의 주된 고대유리의 조성으로
확인된다. 이와는 별개의 조성으로 구분되는 알칼리혼합유리는 Na2O와 K2O 성분이 모두 5
%이상으로 존재하는 조성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고대유
리이다. 소다유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알칼리혼합유리는 기원후 3세기에
일부 유리구슬과 17세기에 특이한 형태의 코일유리 등에서 확인되나, 시대적 차이가 있는
알칼리혼합유리는 조성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고분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리 조성은 대부분 다양한 조성 그룹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특정 고분에서는 한정된 조성만이 분석되므로 고대유리의 유입과 발전에 대한
과학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고대유리의

조성을

세분하면

납유리는

순수한

납유리(PbO-SiO2)계와

납바륨유리

(PbO-BaO-SiO2))계로 CaO과 Al2O3 성분의 함량에 따라 Ⅰ～Ⅲ형으로 구분된다. 이중에
서 납바륨유리는 Ⅱ형과 Ⅲ형으로 Ⅱ형과 비교하여 CaO이 2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Ⅲ형
은 Na2O과 MgO 성분도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므로 사용 원료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시
대 흐름에서는 Ⅱ형이 적어도 기원후 3세기까지, Ⅲ형이 기원후 3세기이후에 나타나는 납바
륨유리이다
포타쉬유리는 CaO와 Al2O3의 안정제 성분으로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Ⅰ형은
CaO와 Al2O3이 모두 3%미만으로 포타쉬유리의 대표적인 조성이다. Ⅱ형은 CaO이 1 %미
만, Al2O3가 3～5 %정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록색(BG; Blue Green)과 녹청색(gB;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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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lue, Cu color)의 색상을 가진 유리이다. Ⅲ형은 CaO가 5 %이상 존재하며 황색
계통의 유리구슬에서 분석된다. 이 황색 계통의 Ⅲ형은 기원후 17세기로 추정되는 새로운
포타쉬유리로 분류된다. 포타쉬유리의 색상은 주로 감색(PB; Purple Blue, Co color)으로
MnO가 평균 2%정도로 다른 색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 감색 계통의 포타쉬유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CuO의 조성변화를 가지고 있다. CuO는 기원후 2세기 이전에는 0.5
5～1.7 %이고 이후에는 0.1 % 이하로 분류된다.
소다유리는 선정된 분석시료 315점 중에서 62.2%를 차지하는 196점으로 한국 고대 유리
구슬의 보편적인 조성으로 확인된다. 안정제 성분 CaO와 Al2O3를 5 %를 기준하여 낮고 높
음에 따라 LCA-A, LCA-B, LCHA, HCLA, HCA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소다유리는 색상에 따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CA와 LCHA는 여러 고
분에서 분포하는 한국 소다유리의 중심 유형이며 HCA와 HCLA는 특정 고분에서만 나타난
다. 또한, 사용된 소다 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MgO와 K2O 성분 1.5 %를 기준으로 분류
하면 LMK, LMHK, HMK, KMLK 등으로 나타난다. 고분 및 색상에 따라 고찰한 결과,
한국의 소다유리는 대부분 광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LMK와 LMHK이다. 색
상은 감색(Co color) 계통이 LMK, 녹청색(Cu color) 계통이 LMHK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다유리의 색상은 원료에 따라 특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문화재를 물질의 조성과 특성을 분석하는 고고화학은 과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할 수 있으나 관련된 많은 정보와 분석 자료를 기초하여 접
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한정된 분석 정보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분석
대상에 대한 선정은 과학적 정보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고고화학적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이 표준화되어야 하고 잘 선정된 대상 문
화재에서 광범위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공시적 흐름에 따른
문화재의 조성 및 특성 변화와 함께 연대, 산지, 제작 기술 및 문화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연계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성과가 돌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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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네덜란드어로 landschap, 그리고 소규모 농민의 토지를 의미하는 독일어 landschaft에서 유
래한 경관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자연환경을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인지하는 실체적이
면서 관념적인 공간의 분석단위이다(김종일 2006).
지리학에서 경관을 인식하는 방식은 크게 지형과 기후에 따라 등질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요소
들 사이의 공간 및 기능적인 상관성에 의거한 두 가지의 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
의 시각은 경관이 생태계의 구조이고 기능적인 체계의 일부이자 변화하는 유기체로서 이해한다.
이는 후일 경관생태학으로 발전하였다.
고고학에서의 경관연구는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시·공간적인 접근을 통해 당시 유적의 생태
환경 및 인간활동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거나 유적의 존재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지형학적 연구분
야에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과거 충적지 지형 대부분은 현재 지표면 아래에 매몰되어 있어 인
간의 육안에 의한 관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충적지는 기후환경에 민감하게 변화
하기 때문에 시기 혹은 지형조건에 따라 인간이 이용 가능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충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과거 지형변화를 관찰하여 지형의 형성과정과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의 토지이용 시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옛 지형의 변화모습을 관찰해야만 하는 충적지 관찰의 특성상 과거 항공사진을 이용하
여 분석하는 것은 고고학의 경관연구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를 고고학적 조사에 응용한 분야
가 바로 항공고고학(Aerial Archaeology)이며, 고환경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지질고고학(Geoar
chaeology), 경관과 유적의 관계 측면에서는 경관고고학(Landscape Archaeology)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처럼 과거 지표면이었던 고지형을 분류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찾는 지형고고학
적 연구는 고고학조사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시기별 기후 변동과 지형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미래지형적인 관계를 연구하는데 크
게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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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고학과 지형*
1. 충적지의 이용
충적지는 하천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쌓여서 이루어진 평야를 의미하지만, 한국고고학에서는
산지나 구릉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저지대 혹은 저습지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식물을 재
배하기 시작한 정착 농경생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충적지를 이용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는
수분의 함유량이 높고 유기물질이 풍부한 충적지의 토양 때문이다.
하천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는 성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로 구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나 구릉지 사이에 개석된 곡저부가 발달되어 있어 초기 농경
단계부터 이러한 곳이 농경지로 선택되었다. 곡저지는 대하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지만, 면적이 협소하여 대규모 농경지를 개간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다. 주변은 정
상부가 삭평된 나지막한 구릉이 길게 뻗어있는데, 여기에 청동기시대 이후의 취락이 집중 분포
한다. 주변 취락의 형성과 확대는 생업활동의 장으로서 안정적인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곡
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곡저지의 구조 자체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 계단식의 논을 만들기에 용이하여 초기 수전 개전 시 가장 선호되었던 지형에
속한다. 지금까지 발굴된 청동기시대 초기의 수전은 대부분 취락이 분포하는 구릉 아래의 곡저
지를 이용하고 있어 당시 토지이용 계획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반면, 하천 주변의 충적지는 비교적 대규모 농경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만, 관개수로의 개설
등 농경지 개간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또,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점유 가능하였던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기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처럼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적지에 취락이 집중하는
이유는, 배후습지나 자연제방 사면부의 넓은 면적을 쉽게 농경지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충적지의 지형에 대한 설명은 기존의 연구성과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0; 권동희 2006; 高橋學 2003; 松井章;
2003; 安田喜憲 2004; 이홍종 · 손준호 2012; 이홍종 · 이희진 편 2014)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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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충적세의 기후환경과 지형변동(이홍종·이희진 2014: 50)
단구면

범람원

시기

기후조건

10,000 BP

최후빙기

5,000 BC

온난기
해진 고조기

3,000 BC

한랭기 해퇴

안정

안정(?)

검은
사층형성

2,000 BC

한랭기 해퇴

안정

안정

약간의
검은
사층형성

기원전 10세기

한랭기 해퇴

안정

자연제방
이용의 극대화

검은
사층형성

기원전 2세기

온난

안정

불안정

서기 2~3세기

한랭기

단구면 이용의
극대화

자연제방
이용의 극대화

서기 11세기

온난기

서기 15세기

소빙기

변동

토지조건

변동

토지조건

단구의 형성

불안정

자연제방의 형성

불안정

단구의 형성

단구의 형성

안정

자연제방의 형성

안정

안정

천정천의 형성,
자연훼손으로 인한
자연제방의 형성

안정-불안정의
반복

기타

검은
사층형성

2. 충적지의 지형구분
지금까지 조사된 충적지 유적은 특정 시기에 집중하거나 지형조건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나타
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충적지의 형성과 변화는 기후환경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
를 인간이 이용한 시기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충적지의 지형조건을 구분하고 고고학적 유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관찰한다면, 충
적지의 점유시기와 토지이용 실태 및 그 이유를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충적지에 형성된 지형은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인간이 이용하였던 충적지는 선상지, 하안단
구, 자연제방, 배후습지, 하중도에 집중되며, 습지가 주를 이루는 지형은 근세에 들어 비로소 농
경지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시기별 지형의 형성 과정과 안정화에 따른 유적의 점유시
기를 파악하면 당시의 기후변동과 관련시켜 유적 형성시기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이홍종
2016: 3)<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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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상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춘 선상지는
그리 많지만 유사선상지를 포함한 선상지 지
형에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선상지
의 형성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데, 대체적으로 빙하기 이후 산지의 개석이
이루어지면서 사력퇴적물질이 전면의 하천에
이르기까지 부채꼴로 넓게 퍼지면서 쌓인 지
형을 일컫는다. 선상지는 골짜기부터 선정부,
선앙부, 선단부로 구분된다. 먼저 선정부는
물이 풍부하지만 사력층이 퇴적되어 있어 농
경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선앙부는 사질토
가 퇴적되어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밭
으로 이용되거나 나주 복암리 고분군처럼 묘
역이 조성되기도 한다*. 반면, 선단부는 실
트질이 퇴적되어 있으며 하천과 조우하면서
미고지를 이루는 지형이 가지 모양으로 뻗어

<그림 1> 선상지의 퇴적상(高橋 學 2003: 15)

있어 선사시대 이래 취락과 농경지가 입지하
기에 비교적 적합한 지형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상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선상지 내
부에도 여러 갈래의 개석이 이루어져 작은 규모의 취락들이 선단부를 중심으로 점상 분포하고
있다<그림 1>.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산 기지리와 나주 복암리를 들 수 있다. 먼저 기지리유적이 입지한 지
형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넓은 폭의 대규모 선상지이다<그림 2-1>. 선상지는 휴암리
계곡과 황덕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해미천을 따라 양안으로 넓게 펼쳐지며,
특히 산지가 적은 남쪽으로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선상지 내부는 다시 개석이 이루어지
면서 여러 갈래의 구릉들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는데, 유적은 이러한 내부 구릉의 하단부
에 자리한다. 다음 나주 복암리유적은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려 형성된 선상지의 선정부와 선앙부
에 입지하고 있다<그림 2-2>. 선단부 앞쪽으로는 현재 하천과 같은 방향으로 구하도가 지나고
하천과 접해서는 자연제방이 관찰된다. 하천 쪽으로는 구하도와 자연제방에 막혀 선상지 범위가
산록을 따라 옆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양상이다.
* 복암리 일대의 선상지는 구하도에 의해 남서쪽의 선단부가 발달하지 못한 형태를 이룬다. 따라서 유적이 입지한 지점
은 선정부와 선앙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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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충적지 입지 유적의 고지형분석 결과 1(이홍종 ․ 손준호 201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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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충적지 입지 유적의 고지형 분석 결과 2(이홍종 ․ 손준호 201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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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안단구
하상이 현재보다 높았을 때 범람원에는 당시 하천의 측방침식에 의해 이루어진 계단 모양의
경계면과 그 위쪽의 평탄면이 남게 되는데, 충적지에 형성된 이러한 지형을 하안단구라 한다.
하안단구는 제4기 기후 및 해수면 변동과 지반운동 등에 의해 발달한 지형으로 성인에 따라 구
조단구, 기후단구, 해면변동단구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동과 해수면변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권동희 2006: 107). 단구면 위에는 자연제방이 존재하거나 구하도의
흔적이 관찰되기도 하여, 과거 범람원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단구지형은 평탄면이 넓게 펼
쳐져 있기 때문에 자연제방보다 대규모 유적이 입지하기에 적합하다. 유적의 경관은 일반적으로
산지와 접한 경우 배후산지 쪽에 취락이 입지하고 그 앞쪽을 농경지로 활용하며, 하안에 접한
경우는 하안 쪽에 대규모 취락이 자리하고 뒤쪽의 구하도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배치된다. 지금
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단구의 형성은 온난기에 집중하며, 형성시기에 따라 단구 Ⅰ면(기
원전 5,000년 전후), 단구Ⅱ면(기원전 200년 전후), 단구Ⅲ면(기원후 1,000년 전후)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춘천 우두동, 연기 나성리, 김천 송죽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우두동유적
이 입지한 곳은 상중도와 마주하며, 신사우동에 형성된 자연제방과 접해 있다<그림 2-3>. 유적
이 위치한 단구는 구하도의 하성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는데, 구하도는 단구를 이용할 당시에도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자연적인 하도의 물길을 단구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위적 흔적이 고지형 분석 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선착장과 같은 시설을 만들기 위
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나성리유적은 만곡된 지형에 하성퇴적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단구에 입지하고 있다<그림 3-1>. 발굴조사 결과 일반 취락과는 다른 원삼국시대의 대규모 시
설과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확인되어, 하천을 이용한 세력의 거점지역으로 판단된다. 마
지막 송죽리유적은 단구, 자연제방과 구하도, 배후습지로 이루어진 지형의 단구면에 자리한다
<그림 3-2>. 유적이 위치한 단구는 산지가 약간 만곡된 지점에서 확인되며, 산지의 쇄설물과
하성퇴적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3) 자연제방
홍수 시 범람원에 흘렀던 여러 갈래의 하천이 중심 하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질을
유로의 양쪽에 운반하게 된다. 이러한 운반작용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현재의 충적지에 주변
보다 높은 자연제방이 형성되는데, 범람원이 하천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자연제방은 범람
으로부터 안전해진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변 충적지에서는 자연제방이 확인되며, 신석기시
대부터 취락이 입지하고 있다. 한편, 자연제방보다 낮은 배후습지는 우천 시 물이 스며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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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습한 환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전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충적지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자
연제방은 제4기 간빙기인 12,000년
전후 시기에 일단의 모습이 완성된
다(이홍종 2012: 1)<그림 4>.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연기 대평리
와 진주 대평리를 들 수 있다. 먼저
연기 대평리유적은 하안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의 자연제방에 입

<그림 4> 자연제방과 배후습지의 형성(高橋 學 2003: 39)

지하며, 분석 결과 자연제방의 모습
을 갖춘 것은 약 12,000년 전에 해당한다<그림 3-1>. 대평리 B~D지점에 대해 분석한 고지형
분석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크게 자연제방과 구하도가 관찰된다<그림 5>. 전체적으로 북동-남
서방향으로 관찰되는 긴 타원형 자연제방의 남쪽 후사면과 동쪽 및 서쪽 일부를 구하도가 감싸
고 있는 형태로 흐르고 있다. 타원형 자연제방의 가운데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2갈래의
구하도도 확인된다. 이 중 동쪽의 구하도는 자연제방을 관통하여 후사면의 구하도와 연결되지
만, 서쪽의 구하도는 중간에 끊어져 있는데 원래 연결되었던 것이 구하도의 매몰에 의해 단절되
었을 가능성도 있다. 크게 볼 때 자연제방에는 주거지, 수혈유구, 굴립주건물지 등의 생활유구
와 토광묘, 옹관묘 등의 분묘가 자리하며, 구하도에는 경작유구가 분포한다.
진주 대평리유적의 주변지형은 3열의 자연제방과 그 사이를 관통하는 구하도 및 배후습지로 이
루어져 있다. 구하도의 중복관계로 볼 때 하안에 접한 자연제방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유적은 주로 이곳에서 확인되었다. 배후 구하도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 열은 상대적으
로 늦은 단계라 생각된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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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기 대평리 B~D지점 세부 고지형분석 결과 및 유구 분포도(이홍종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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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중도
우리나라의 하천은 산지와 충적지를 통과하면서 곡류가 심해지는 사행천에 속한다. 이러한 사
행천은 유수의 흐름이 약해지는 지점에 운반물질이 퇴적되어 섬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하중
도라 한다. 토양을 보면 하층은 하상에서 관찰되는 사력퇴적물이 주를 이루며, 상층으로 갈수록
사질과 실티질이 퇴적된다. 사질이 퇴적된 단계는 홍수가 빈번했던 시기이고, 검은 사층이나 실
트층이 퇴적된 단계는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해당한다. 후자의 시기에는
토양화가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식물재배에 유리한 토지조건을 제공한다. 현재의 하중도는 마치
하나의 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여러 개의 섬과 그 사이를 흘렀던 구하도가 합쳐져 이루어진 것
이다. 한강 중상류지역에 집중된 하중도에는 선사시대부터의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어 이른
단계부터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하남 미사리와 춘천 중도를 들 수 있다. 먼저 미사리유적은 크고 작은 여
러 개의 섬이 합쳐져 형성된 하중도에 속한다<그림 3-4>. 하도가 지나가면서 만든 자연제방상
의 섬이 합쳐져 2개의 비교적 큰 섬과 그 사이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적은 북쪽에서
만 확인되었지만 같은 규모의 남쪽 섬에도 동일한 시기의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춘
천 중도유적도 미사리유적과 마찬가지로 여
러개의 하중도 사이를 흘렀던 하도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합쳐진 지형에 속한다<그림 2-3>.

5) 구하도
구하도는 하천의 쟁탈에 밀려서 언제부터인
가 유로의 기능을 상실한 하천을 의미한다.
자연제방이나 단구가 존재하는 곳에는 제방
바깥쪽과 단구애가 유로로서 기능하였던 곳
이다. 또한 충적지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구
하도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하도를 정비하
여 취락을 확장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한 시설
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는 일본 야요이시대
취락인 가라코카기유적, 후자는 경주 안압지
<그림 6>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하도를 경
작지로 이용한 경우도 보이며 연기 대평리유
적을 예로 들 수 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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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후습지
자연제방의 뒤에는 배후습지가 형성되는데 주로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렇게 자연제방의 배
후에 생성된 구하도를 비롯한 범람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우천
이나 홍수 시에는 일시적인 습지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초본류의 서식이 왕성하여 토양이 비옥
하다. 이러한 곳은 이른 시기부터 곡저지와 더불어 수전지로 선택되었다.

Ⅲ. 고지형분석*
1. 고지형분석의 개념
인간이 지구상에서 정착농경문화를 영위하게된 것은 불과 10,000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0,000년은 지구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 온난한 기후가 계속되었던 시기로서 인간은 기초 생
업자원인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난한 기후로 인한 해수면의 변동과 하
천의 범람활동이 왕성하여 지표면이 심하게 변화된 시기로서 현재의 충적지가 형성된 것도 대부
분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충적지는 산지나 구릉과 달리 기후의 변동 등에 민감하게 움직
인다. 기후의 변화(해수면의 변동 등)는 하천의 유량 및 속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충적
지 지형 변화에 즉시 반영된다. 단 한 번에 수 미터(m)가 퇴적될 수도 있고 침식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지표면의 윤회는 반복되었던 것이다. 또한, 충적지는 계곡이나 하천에서 운반
되어온 유기물들이 퇴적되기 때문에 인간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양호한 토양 및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대신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도 빈번하여 풍요로운 삶과 생명의 위협이 동시에 공존
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의 지표면은 대부분 현재의 지표면 하에 매몰되어 있어 인간의 육안에 의한 관찰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도 지형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과거의 지형을 기반으로 퇴적 혹은 침
식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면 과거 인간이 어떠한 지형
을 선호하고 정착생활을 영위하였는지를 밝히는데 매우 유효할 것이다.
고지형을 찾는 작업은 고고학적 조사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시기별 기후 변동
과 지형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도 있다. 아울러 자연이 인간에 혹은 인간이 자연에 끼친
* 고지형분석의 이해에 관한 설명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이홍종 · 高橋 學 2006; 이홍종 · 高橋 學 2008; 한국고고
환경연구소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이홍종 · 이희진 편 2014)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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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미래 지향적인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작지로서 이용 가능한 토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사시대
이래 정착농경은 주로 하천 주변 충적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그러한 유적의
조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사는 고지형분석과 같은 기초조사가
토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고학자의 경험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자에 따
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서라도 충적지에 대한 고지형분석과 그 결과에 입각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과학적이면
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절차
우리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군 단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1/10,000의 유적분포도가 작
성되어 왔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유적은 산지나 구릉 혹은 토석류 선상지대에 분포하며, 평야
지역의 경우 대부분 유적분포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해진 국토개발로 인하여
충적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유적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평야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현재 대부분이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 육안으로 유적이나 유물을 찾
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간 한국 고고학은 평야지역에 대한 체계적
인 유적분포조사를 거의 행하지 못하였다. 평야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한편, 1/25,000 지형도를 비롯하여, 더 큰 축척의 1/10,000, 1/5,000 지형도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그간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던 랜드샛(LANDSAT) 등의 인공위성
자료나 항공사진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아직 일반인의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1m 단
위 이하의 DEM(Digital Elevation Method)도 전국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이처럼 지형분석에
필요한 조건들이 정비되면서 고지형환경분석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지표조사에서 거의 제외되었
던 평야지역에 대한 유적분포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조사자의 안목에만 의존하
였던 조사방식에서 탈피하여 과학적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방법
으로서 고지형환경분석방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지형환경분석은 타카하시 마나부(高橋 學)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데, 5단계의 하위 분석
(Sub-analysis)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형역환경분석에서는 10만 년 단위 또는 그 이상의 타임
스케일에 포함되는 산지, 구릉, 평야의 분포상태를 하천유역마다 살피는데, 이 분석은 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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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두 번째 지형면환경분석은 1만 년 단위의 타임스케일로 평야에 주목하여 단구면의 형성에 대
해서 살펴보는데, 이 분석은 주로 지형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세 번째 지형대환경분석은 지형면분석에서 구분되어진 지형면의 형성 요인에 관하여, DEM을
이용한 미세 등고선과 노두에서의 지층 관찰 혹은 기존의 시추 자료 또는 실제 시추된 결과 등
을 통해 1,000년 단위의 지형환경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는 지형학적 방법을 사용
한다.
네 번째 미지형환경분석은 지형환경분석의 독자적인 분석방법으로, 100년 단위 또는 그 이하
의 타임스케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접근한다. 대축척 항공사진의 판독을 행하거나 시
추봉을 사용하여 자연제방, 배후습지, 구하도 등의 형성과정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고고학
의 시굴조사 이전부터 실시하며, 10cm 등고선도의 작성을 통해 매몰된 미지형의 검토도 행한
다. 이를 통하여 좀 더 유효한 시굴 조사의 지점 및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굴
그리드의 밀도, 시굴트렌치의 방향, 깊이 등을 예측한다.
다섯 번째 실제로 시굴조사가 시작되면, 극미지형환경분석을 행하여 지층의 퇴적 상태를 관찰
하고 매몰된 구지표면의 수, 매몰된 이유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또한 구지표면마다 토
지이용의 상태를 유추한다.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에 수반해서는 지층으로부터 환경변화의 모습이나 토지이용의 상태, 재
해와 재개발의 양상 등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이력’을 밝히는 연구는
과거 인간의 생활환경을 해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방재계획(防災計劃)이나 도시계획
(都市計劃)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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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형환경분석의 순서와 방법(이홍종 · 高橋 學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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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고지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을 입체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는 반사식 실체경으로 분석하는 방식과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3D로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반사식 실체경을 이용한 분석방법*
지형환경분석을 위한 과정에서 선행되는 것이 항공사진을 통한 대상지역의 지형분류작업이다.
항공사진의 관찰은 반사식 실체경(mirror stereoscope)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간략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형도제작을 위해 촬영되는 항공사진은 넓은 지역을 공중에서 촬영할 때 비행방향으로는 약
60% 정도의 중복촬영과 인접 비행로와는 30%의 측면중복이 되도록 비행하면서 촬영한다<사진
1>. 이러한 항공사진의 중복되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반사식 실체경이다<사진 2>.

<사진 1> 중복 촬영한 1:50,000 항공사진(미사리유적)

<사진 2> 반사식 실체경(mirror stereoscope)

(1) 지형관찰
먼저 조사대상지역의 인공위성사진을 관찰하고, 1:50,000~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현지
답사를 실시한다. 현재 지형과 지형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해당지역의 지형을 간략히 살펴본다.

* 기존 연구성과(장우영 외 2010)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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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 · 우측의 항공사진 일치
같은 지점이 60% 이상 겹쳐져서 촬영된 항공사진 2장을 나란히 놓고, 관찰할 부분을 양쪽 사
진에 표시한다. 표시된 부분은 25-27㎝ 간격을 두고 일직선상에 놓는다. 그리고 양쪽 사진에
표시된 임의의 점을 렌즈로 보고, 항공사진의 위치를 조정하면서 일치시킨다<사진 3>.
항공사진 두 장이 제대로 일치가 되었다면 지형의 입체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중
에서 내려다보이는 산의 높이보다 약 3배정도 높게 관찰되고, 충적평야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힘
든 ‘凹凸’지형도 역시 같은 비율로 관찰된다. 산 정상부가 지하로 들어가 보이고 하천이 볼록
하게 관찰이 된다면 항공사진의 좌/우를 바꾸는 것으로 정상적인 지형관찰이 가능하다.

<사진 3> 실체경을 통한 항공사진 관찰: 좌 · 우측
항공사진의 동일한 지점을 일치시키는 모습

<사진 4> Dermatograph로 판독된 입체면을 표시한
항공사진

(3) 지형판독
양쪽렌즈를 통하여 지형의 입체면을 관찰하면서 항공사진을 판독한다. 조사대상지역이 실체경
의 시야보다 넓으면 항공사진 두 장의 간격을 동일하게 고정시켜서 이동시킨 후 다른 지역을 관
찰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서 확인된 지형과 비교검토를 거친다. 이 과정은 조사중간에
수시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판독된 지형의 기록
판독된 입체면을 관찰하면서 항공사진에 표시한다. 이때 항공사진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Dermatograph를 이용한다. 지형의 판독순서는 형성된 시간단위의 규모가 큰지형인 단구선상지의 양상을 우선으로 파악하고, 그 후에 구하도 · 자연제방의 양상을 확인하는 절차로 실
시한다<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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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에 판독된 지형이 모두 표시가 되면 지형도에 옮기는 작업을 실시한다<사진 5>. 항공
사진은 촬영당시 렌즈의 광학적 특성상 약간의 왜곡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로 지형도에 판독
된 결과를 옮길 때 유의해야 한다.

<사진 5> 항공사진에서 판독된 지형을 지도에 표시

2) 항공사진 3D 분석방법
3D 모니터의 대중화와 IT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상에서 항공사진을 직접 3D로 변환해서 확인
할 수 있는 영상처리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ERDAS와 SOCET SET 등의 프로
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동안 한국고고환경연구소는 SOCET SE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지
형분석을 하였다. SOCET SET 프로그램은 배율이 좋아서 반사식 실체경보다 정확한 지형분류
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고고학적 지형분석
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3D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분석한 지형을 표시할 때도 두 번 세 번 작업해야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D 모니터상에서 지형 분류선을 긋고 지형특징에 따라 색을 입
히는 작업, 그리고 관찰된 지형을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직접 입력하는 고지형분석만을 위한 새
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형관찰에서도 확대 · 축소 배율이 자유
로우며,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지형분류 기
준 및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와 지형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었다면 누
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지형분류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프로그램을 ATIS-3D(Arch
aeology Topography Information System 3D)*라 명명하였다.

* 특허번호 제 10-1438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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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S-3D는 고지형분석과 활용에 최첨단의 Stereo Digital Image 분석 알고리즘과
DataBase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고지형분석 관리를 유지하고 연구 활동에 이용하는 고지형분석
시스템이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항공사진을 이용한 3D 고지형분석이 가능
하며 누구나 손쉽게 도면작성에서 보고서까지 작업할 수 있으며 작업결과물을 DB를 통해 간편
하게 관리할 수 있다<그림 7>.

① project edit와 jop edit, photo info 기능을 이용하여
기본정보 및 항공사진, 카메라 정보를 입력한다.

② stereo view 화면에서 stereo mapping 기능을 선택하
여 항공사진의 내부표정 및 타이포인트를 지정해준다.

③ quad buffer 모드로 전환 후 고지형을 관찰한다.

④ drawing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으로 관찰하면서 고지
형을 그린다.

⑤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한 고지형의 설명을
입력한다.

⑥ 분석한 고지형에 대한 결과물을 워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그림 7> ATIS-3D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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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진 획득
항공사진은 항공기 등을 타고 공중에서 지표를 촬영한 것을 의미하며, 고지형분석에서 사용되
어지는 항공사진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수직항공사진을 주로 이용한다. 우리나
라 지형에 관한 수직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토공간영상정보사이트<그림 8
· 9>, http://air.ngii.go.kr)에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을 구입할 수 있
다*. 항공사진은 <그림 10 · 11>과 같이 반드시 네 귀퉁이에 내부표정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원본파일을 구입해야 한다. 최근에는 해방이후 항공사진이라고 해서 1952년에서 1954년까지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공개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고지형분석을 위한 항공사진을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충적지에 조성되어있는 경작지가 경
지정리가 되지 않은 시기의 항공사진을 선택해야 한다.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경작지를 구획하
여 평탄화시키기 때문에 고지형분석을 할 때 구하도나 자연제방 등과 같은 고지형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사진을 구입할 때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항공사진 Fiducial mark(사진지표)가 있는 원본
데이터를 받아야 한다. Fiducial mark는 항공사진을 3D로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림 8> 국토공간영상정보사이트
(http://air.ngii.go.kr)

<그림 9> 항공사진 속성 정보

* 항공사진을 구입할 때는 항공사진에 대한 속성정보를 확인해야만 한다. 특히 카메라 정보는 항공사진을 3D로 변환할
때 입력해야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속성이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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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풍납토성 일대 항공사진 원본파일

<그림 11> 항공사진 Fiducial mark

(2) ATIS-3D 실행
ATIS-3D 아이콘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UserID및 Password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
도록 하는 로그인 화면이다. 입력된 UserID를 DataBase 에서 조회하여 등록된 UserID 및
Password가 확인될 경우 ATIS-3D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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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화면
ATIS-3D를 실행하면 제일 처음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간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프로젝트를 조회, 편집, 수정, 출력 등을 하는 ATIS-3D의 메인화면이다. 각 창의 크기
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항상 모니터 사이즈에 맞추어 최대화하여 표시
한다. 프로젝트 화면은 <그림 13>과 같이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Project List :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Query 버튼에 의해 ATIS-3D Database 에서 불러온 P
roject List를 보여주는 영역이며 여기서 Project Job List로 상세한 Job내역을 보여주게 된다.
Project Job List : Project list에서 하나의 Item을 Double click하였을 때 선택한 프로젝트에 해
당하는 Project Job List를 보여는 영역이며 여기서 Project Job Image List 창을 활성화 한다.
Project Job Image List : Project Job List 에서 Double click한 Item의 Job을 이미지로 보
여주는 영역이며 여기서 Stereo View로 이미지를 선택하여 보여지게 된다.
Select Image : Select Folder에서 선택된 폴더내의 모든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Menu : ATIS-3D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메뉴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Tool Bar :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을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영역이다.
Status Bar : 프로그램에서 최하단에 보여지는 상태바 영역이다.

<그림 13> ATIS-3D 프로젝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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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ject 생성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상세한 Project Jop을 생성해야만 한다. 생성할 때 입력된 모든 정
보는 Report 출력에 사용되므로 최대한 정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Add Project 버튼을 누르면 <그림 14>와 같은 설정 창이 활성화된다.
Project No : 자동 생성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Data : Project 생성 날짜로 자동 입력된다.
Manager : Project를 총괄하는 책임자 성명을 입력한다.
Organization : 분석을 의뢰한 기관 및 조직의 명칭을 작성한다.
Separation : 분석을 의뢰한 기관 및 조직이 공공기관인지 일반기관인지 선택한다.
Term : Project 수행 예정 기간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Photo quantity : 숫자만 입력 가능하며 분석에 사용된 사진의 숫자를 입력한다.
Comment : 2048 영문자, 1024 한글 등 2byte문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프로젝트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넣는다.
OK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리스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한며,
Cancel 을 누르면 입력된 모든 항목을 무시하고 창을 닫는다.
등록된 프로젝트는 나중에 Project List에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edit를
선택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4> Project 설정

54

고지형분석의 이해와 활용

3

(5) Job 생성
Project List 에서 선택된 Project에 Job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먼저 Select Folder 창에서
항공사진을 복사한 폴더를 찾은 다음 폴더명을 클릭하면 하단 Select Image 창에 폴더 안에 있
는 모든 항공사진이 보이게 된다<그림 15>*.
항공사진이 Select Image 창에 보이면 추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Project List에서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우측메뉴가 보인다. 메뉴에서 Add Job을 선택하면 <그림 16>
과 같이 Project Job 입력창이 나타난다.
초기 등록화면에는 선택된 Project No와 Name, photos list만 보이지만, 국토지리정보원 사
이트에서 확인한 항공사진 정보를 필요한 항목에 차례로 입력하고 OK버튼을 누르면 Job이 DB
에 등록된다. 등록된 Job은 Project view Job List에서 선택된 Project Job메뉴에서 오른쪽 마
우스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서브메뉴에서 Edit를 선택하면 위의 창이 활성화되며 편집,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5> Project Job에 항공사진 추가

<그림 16> Project Job

(6) 항공사진 정보 입력
사용되는 항공사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다. Project Job Image List에서 수정, 입력하
려는 이미지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다. 보이는 메뉴에서 Photo Inf
o를 선택하면 <그림 17>과 같은 Photo information 창이 보이게 된다. 입력된 정보는 결과 및
* 항공사진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촬영순서가 진행되게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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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화면 생성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모든 사진에 입력한다.
Film group의 Camera 에 보이는 항목은 Properties. Etc 에 있는 Reg cam button에 의하
여 항공사진에 사용된 camera 종류를 추가 할 수 있다. All apply of Job images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으면 동일한 Project Job 에서 사용되는 모든 image 의 필름 정보에 동일하게 적용
하여 저장된다. 이때 Photo Information Dialog의 항목에서 Map Number, Map Name, Met
a ID를 뺀 나머지가 모든 필름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저장된다.
항공사진 정보를 전부 입력한 후 Project Job image List에 나와 있는 Image 사이의 번호를
누르면 분석화면으로 들어간다<그림 18 · 19>.

<그림 17> Photo information

<그림 18> project Job image List

<그림 19> ATIS-3D 분석화면

<그림 20> Fiducial mark

(7) Stereo Mapping
화면상에 출력된 항공사진을 Stereo Mode로 만들기 위한 Map Orientation을 하는 기능이
다. 항공사진의 Fiducial Marks(기준점)가 있어야 하며 이것을 이용하여 Exterio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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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표정)을 먼저 해야만 한다. 이때 항공사진은 각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속되어 촬영되어
야만 하며, Photo Information에서 촬영 카메라 정보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만 한다.
화면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을 선택하면 외부표정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림 20>과 같은

Fiducial mark(사진지표)의 중심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왼쪽 버튼을 누른다. 연속하여
항공사진 네 귀퉁이의 사진지표를 선택하면 다시 정상적인 초기 화면 상태로 돌아온다. 다시한
번 아까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2장의 항공사진 외부표정 작업이 완료된다.
다시 한번

아이콘을 선택하면 interior orientation(내부표정) 단계로 넘어간다. 넘어가면

과 같은 맵핑 커서가 나타난다. 마우스를 움직여 좌/우에 나타나 있는 항공사진에서 동일한
지점을 찾아서 선택하면 tie point가 생성된다. 3개 이상의 tie point를 생성한 다음

아이콘

을 클릭하면 내부표정 작업이 완료된다.
Menu → View → Stereo Type → Quard Buffer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Q를 누르면
ATIS-3D 프로그램 화면이 겹쳐지며 Stereo Mode로 바뀐다. 이때 편광안경을 쓰고 화면을 보
면 항공사진이 3D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간혹 오래된 항공사진의 경우 Stereo Mapping을 한 후에도 제대로 Mapping이 안될 때도 있
다. 그럴때는 단축키 Shift++나 Shift+-, 혹은 Shift+방향키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Mapping
을 할 수 있다.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이며 휠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 화면
을 확대/축소 할 수 있다.

<그림 21> ATIS-3D Stereo Mode

<그림 22> 고지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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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지형분석 후 객체그리기 및 텍스트 입력
화면 상단의 툴바에서

아이콘 옆의 작은 화살표를 선택하면 <그림 22>와 같은 범례가 나

타난다. Stereo Mode에서 관찰하여 분석한 고지형을 범례에서 선택하여 마우스를 이용해 그릴
수 있으며 일러스트레이터나 오토캐드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과 사용하는 방법이 같다.
고지형을 그린 후 ESC를 누르면 하나의 객체가 완성되며, 그리다가 잘못 그려서 복구해야 할
경우 Tool Bar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Menu에서 Edit→Undo를 선택한다. 그려진 객체를

지우고 싶을 때는 키보드의 Delete를 누르면 된다. 그려진 객체를 저장하려면 메뉴 제일 오른쪽
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한다.

고지형을 전부 그린 후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Tool Bar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Men

u에서 Draw→Text를 선택한다. 문자를 입력하고자 하는 화면위치로 마우스를 움직여 왼쪽 마
우스를 클릭하면 <그림 23>과 같은 Text Box Dialog가 보인다. 입력할 문자의 형태, 색상, 크
기는 Font button 을 눌러서 설정한다.
ATIS-3D는 원문자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원문자 입력방법은 Text Box의
①② 옆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q, w, e, r, t, y, u, i, o, p’를 누르면 된다. 즉, ①
을 입력하려면 키보드의 ‘q’를, ②는 ‘w’, ③은 ‘e’를 입력한다. 원문자가 입력된 위치
에 분석결과를 집어넣으려면 입력하려면 Tool Bar에서 아이콘 옆의 화살표를 누르거나 Menu
→Edit→Text→Analysis를 선택하면 <그림 24>와 같은 입력창이 나오며 여기에 입력한 결과
물은 최종 보고서 양식에 첨부되어 출력된다.

<그림 23> Text Box
<그림 24> 분석결과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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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과물의 출력
Toolbar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분석한 화면에서 출력할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출력한

범위를 지정한 다음<그림 25> 바로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그림 26>과 같은 미리보

기 화면으로 넘어간다. 상단에는 여러 아이콘이 보이는데 각각의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 프린트로 출력한다.
: jpeg와 같은 이미지 파일 저장한다.
: DB에 도면을 저장하여 분석보고서를 출력할 때 마지막 장에 도면을 첨부한다.
프로젝트 화면으로 나온 후 Job List에서 분석한 Job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
르면 Report라는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그림 27>과 같은 고지형분석 결과보고서가
출력이 된다.

<그림 25> 고지형 객체 입력화면

* 출력하기 전 단축키 Shift+L을 눌러서 Stereo Mode를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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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리보기 화면

<그림 27> 고지형분석 보고서 출력화면

(10) 지리보정(Georeferencing)*
완성된 고지형분석 도면은 항공기의 촬영방향에 따라 정확한 방위를 유추하기 힘들 경우가 있
으며, 현재 지도와 비교할 때 분석한 고지형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할 경
우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ArcGIS 프로그램의 지리보정이란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한 고
지형 도면과 현재의 수치지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지리보정이란 좌표값 같은 공간참조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포함한
일반적인 래스터데이터에 GIS 공간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또는 공간참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용하여 레스터데이터에 좌표를 추가하는 작업이다.(윤정미 2009; 216)
ArcGIS의 ArcMAP에서 작업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①~⑨)

① 수치지도 및 동일한 위치의 래스터파일을 불
러온다.

② 레이어를 확인한 다음 디스플레이에 맞게 이
동을 선택한다.

* 기존 연구성과(안형기 2010)의 일부를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래스터파일, 수치지도 순으로 선택을 하며 최소한 세 점 이상을 선택해야 지리보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지점
을 선택한다고 해서 정확한 지리보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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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일한 화면에 수치지도와 래스터파일을 볼
수 있게 된다.

3

④ 지리보정의 컨트롤 포인트 추가를 선택한다.

⑤ 컨트롤 포인트 추가를 활성화 한 후 “A-A′", "B-B′", "C-C′" 순으로 래스터 이미지와 수치지
도의 동일한 지점을 선택한다.**

⑥ 화면에서 래스터 이미지와 수치지도가 동일하
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지리보정의 링크테이블 보기를 선택한다.

***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이라고 하며 변화하는 값의 크기에 대한 통계적 척도이다. 부호보다는 절대값이 더
의미가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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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링크테이블을 열어 RMS*** 오차를 확인한다.
수치가 적을수록 정확하다.

⑨ 새 변환 래스터 생성을 클릭하면 수치지도의
위치정보가 입력된 래스터 이미지를 생성한다.

지리보정을 한 고지형분석 도면은 지형분류로 구분된 지형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 주고 시
· 발굴 조사에서 객관적인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며, 발굴된 유적과 고지형의 관계에 대해 파
악할 수 있다<그림 28, 29>. 이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8> 지리보정한 부여 일대 고지형분석

62

고지형분석의 이해와 활용

3

<그림 29> 지리보정한 대평리유적 유구배치도 및 고지형분석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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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형분석 사례
1) 유럽의 항공고고학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고학 연구는 1920년대에 이집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남아메리
카, 중남미와 미국 등지에서 지표상에 노출된 오래된 건축 구조물들을 항공촬영하면서 시작되었
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Polidebard 등이 시리아의 고대 로마 유적과 고고학적 잔해들을 지도
화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항공고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Riley 1987; Reeves 1965).
그 뒤 세계 1 ․ 2차대전을 치루며 항공 측정술 및 사진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영
국 공군의 항법사였던 O.G.S. Crawford가 최초로 항공사진에서 작물표식(Crop mark)을 통해
매몰된 고고학적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매몰된 유적의 흔적을 탐지하는 데 항공사
진 분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세계 2차대전 기간 동안 유럽대륙에서 촬영된
방대한 양의 항공사진들은 전후에 고고학 유적 탐색을 위한 분석의 기반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
다. 초기의 항공사진들은 현재 각지의 왕립 고대 · 역사시대 기념물 위원회(Royal Commissio
n on Ancient and Historical monument)에서 보관 · 관리되고 있다.
항공사진분석이 고환경 및 공간분석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90년대 환경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터이다. 일례로 항공사진의 분석법을 통해 영국 테임즈(Th
ames) 강 상류와 중류유역 습지에서 다양한 유적과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선사시대, 로마, 근
세에 이르기까지 구하도의 변화와 무지(middens), 청동기시대 취락, 호, 농장경계, 화덕, 로마
점령기의 군주둔지, 저택 등의 매몰지점과 시간에 따른 지형 변화가 관찰되었다(Allen et al. 1
997; Yates 1999).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고환경의 복원과 함께 유구와 유적의 위치를 주변환
경과의 관계 및 공간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사진 6> 작물표식의 한 예로서, 수렬유구가
조사된 지점 위로 밀이 더 높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Riley, 19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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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항공조사를 이용하여 거석기념물의 주변부를 살피고 작물표식을 통해
건물지, 농경지 등을 확인한다. 반면에 습지와 저지대에서는 인간의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농경
지나 가축의 방목장구획, 방목로, 도로, 환형 석렬 등이 주로 나타난다(Darvill 1996; Pryor
1996).
한편 항공사진을 해석하는 보조적인 기술들도 동반하여 발달하였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지도
화, GIS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모델화 작업 등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다.
이밖에 전통적인 항공사진 분석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지리공간분석을 행하는 경우 위성사진
(LANDSAT/satellite image)분석이 이용된다. 이는 유적이 대규모이거나 광역에 걸쳐있는 고
대 경작지의 경계선을 찾는 데 활용되는데(Fowler 2002), 특히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또한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흔적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저 사진측량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을 일반적인 항공사진 분석과
병행하여 실시한다(Bewley 2003).이러한 표식에 의한 관찰방법은 지형의 고저차이가 적고 광
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으면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매우 유효하지만
충적지가 제한적이고 논농사가 주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사진 7> 1990년 7월 3일에 촬영한 옥스퍼드셔의 Standlake 마을과 주변부. 마을에
인접하여 중세취락의 토축분구가 있다. 앞부분 일부는 골재 채취로 인해 이미
침수되었으며, 고고학 유적들은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지도로 제작한
것이 <그림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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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지도 프로그램(NMP)의 지도에서 옥스퍼드셔 Standlake의 선사시대
취락흔적 부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남서쪽은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 사라졌다.
(http://www.english-heritage.org.uk/professional.research/landscapes-and-areas/natio
nal-mapping-programme/thames-valley-nmp/)

이처럼 유럽의 고고학 연구에서 항공사진분석은 단순히 유적의 흔적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
적지의 고환경 및 고고학적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의 Hindon, Ghaggar, Sarsut 와 Chautang강 주변지역의 선사시대 취락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라자스탄 지방의 Haryana와 파키스탄의 Cholistan에서 주요 하천의 유로변동양
상을 조사한 결과, 구하도의 주변부에 다수의 고고학적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구하도의 변천, 취락과 교역의 변화양상을 볼 때, 강의 건조화가 도시와 문명의 성쇠에 지대
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례로는 인도-영국의 합동 연구의 하나인 ‘대지, 물 그리고 취락: 기원전 3000~200
0년의 북서부 인도의 환경적 제약과 인간의 반응(Land, Water and Settlement: Environmen
tal constraints and human responses in northwest India between 2000 and 3000 B
C)’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항공사진 분석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
년 사이 인도 하라파 유적의 변화가 과거 강우량, 구하도의 유로 이동과 같은 환경변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과거의 환경변화가 문명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통
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http://www.arch.cam.ac.uk/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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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의 항공고고학
유럽과 달리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항공고고학이라는 분야가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 이
유는 한국과 일본은 하천변을 따라 소규모의 충적지가 펼쳐져 있고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
서 유럽과 같은 분석방법으로는 유적의 존재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최근까지도 항공사
진의 이용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유럽과 같은 대평원이 많아 항공사진 분석방
법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일반 연구자가 항공사진을 접할 수 없어 이러한 조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아시아에서는 고고학자들에 의한 항공사진분석 방법이 적극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의 지형학자들에 의해 기후변동과 하천의 이동, 그와 관련된 충적지 지형의 형성과 퇴적, 화산
의 폭발, 지진 등 주로 재해방지적인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분야에서 항공사진분석은 일찍부터
널리 행하여져 왔다<그림 32>.
일본의 고고학은 충적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충적지에서
의 유적조사는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고지형과 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까지는 미치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 지형학자들이 고고학조사가 이루어지는 충적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유적과
고지형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
大學) 타카하시 마나부
(高橋學) 교수이며, 그
는 간사이지방(關西地
方)을 중심으로 충적지
에서 조사된 유적들을
관찰하여 지형환경분석
의 방법과 틀을 마련하
였다. 그러나 일본의 고
고학적 조사는 개발에
앞서 시굴조사가 전면
적으로 시행되기 때문
에 고고학자들에 의한
고지형분석은

그다지

<그림 32> 구하도의 분포와 인명피해지역의 상관관계(高橋學 2005)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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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의 항공고고학
우리나라는 2005년 충남 연기・공주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 평야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행하면서 타카하시 마나부의 도움을 얻어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고지형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3>.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넓은 지역에 걸쳐 시굴조사를 한 결
과, 고지형분석 결과물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유적은 시・공간적으로 인간이 이용 가능한 곳에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고지형분석은 하천변 충적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풍납토성 및 주변지형에 대한 고지형환경분석<그림 33>,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2011년도 문화
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시범 용역<그림 34> 등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삼성동토
성의 사례처럼 고지형분석과 GIS를 이용한 지형복원 방법이 결합하여 산지 및 구릉에 있는 인
공구조물의 관찰에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림 35>.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고지형분석도(李弘鍾 · 高橋 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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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
고지형분석 결과
<그림 34> 1966년도 풍납토성 일대
고지형분석(이홍종 외 2011: 34)

<그림 36> 1966년도 삼성동 일대 고지형분석(이홍종 · 안형기 20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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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지형경관을 이해하고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항공사진 분석은 일찍부터 유럽을 중
심으로 고고학적 조사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단순한 구조물이나 단독유구의 파악을 넘어
구하도의 변동 및 고환경을 복원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고학 유적
들을 지리환경의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자연
적 환경과 문화적 맥락이 상이한 다른 지역의 고고학적 해석을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
각한다.
분석된 자료는 개인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개발 이전의 고환경 및 유적분포지점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사업의 주체에게도 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적 밀집 지형 등을 반영하여, 환경 및 유적 보전을 고려할 수 있을뿐
더러 고고학조사가 실시될 경우 유적의 성격, 존재범위 및 시기 등을 예측하여 시굴범위, 깊이,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지형경관의 이해는 충적지에 형성된 지형과 유적의 관계, 유적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예
측할 수 있어서 매몰된 지역의 고환경 복원과 유적입지분석 및 교통로 복원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혹은 미래에 진행될 개발로 자연지형과 역사적 경관이 일부 사라져
도 체계적인 기록을 영구보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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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의 최신기법 소개 및 통계 활용 방법

1. 서 론

고고학은 인간 행위의 산물인 유물과 유구 등에 대한 “시간(time)-공간(space)-형태
(form)”의 3차원적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인간 행위의 제측면과 문화진화의 과정을 이
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시간과 형태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규정하여 고고학적 자료의 시간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고고학 연구의 시작이며 이를 편년
(chronology)이라 한다.
고고학적 자료의 편년 설정은 연대측정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대측정법은 크게 층서법,
형식학적 방법, 순서배열법, 교차연대법 등과 같이 고고학 자료의 상대적 선후관계를 밝히는 상
대연대측정법과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고학 자료의 연대를 확률적으로 제시하는 절
대연대측정법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절대연대측정법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최신 절대연대측정법 중 고
고학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radiocarbon dating)과 발광 연
대측정법(luminescence dating),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archaeomagnetic dating) 등에 대
해 정리하고자 한다.

2. 절대연대측정법

고고학은 인간의 문화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적 자료를 통하여 인간 또는 인간집단을 이해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과학이다. 이는 고고학 연구의 대상인 유물과 유구 등을 과학적 방법
론에 기초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위의 제측면과 문화진화에 대한 이론을 논리적으
로 유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물과 유구 등은 시간-공간-형태의 3차원적 관계를 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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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고학 자료의 시간과 형태의 관계를 설정하는 편년 설정은 고고학 연구의 시작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 개념은 고고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공간과 형태 차원과 달리 추
상적이며 관측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고학에서는 시간차원에 대한 거대 이론(grand
theory)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 연구에서 시간개념은
크게 두가지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시간은 연속적이고 선형적으로 진행하며 비가역
적인 속성을 갖는 뉴턴역학적 시간(Newtonian time)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고고학자가 시
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기, 중기, 후기 등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갖는 대상으로 구
분하며 인간행위와 문화진화와 연관하여 이들이 미래에서 과거로 회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거의 시간흐름 속도와 현재, 미래의 시간흐름 속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시간이 연속적이라는 정의로부터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있으며
고고학자는 무한대의 시간 구분법 중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시간 구분법을 선택하게 된
다. 따라서 시간 구분 척도인 분해능(resolution)이 순서적(ordinal)인지 등간적(interval) 또는
비율적(scale)인지와 이러한 구분이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유효한지에(validity) 따라 고고학 자
료의 편년은 상대 연대 추정과 절대 연대 추정으로 설정된다(Ramenofsky and Steffen 1998).
절대 연대 추정은 고고학 연구의 대상인 유물과 유구 등의 연대를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
하여 산출된 비율척도로 나타냄을 의미한다. 고고학 자료의 연대가 유의미한 비율척도로 산출되
기 위해서는 시간에 관계하는 물리량(time dependent variable)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특
정한 시점에서 이 물리량의 절대영년(absolute zeroing)이 만족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를 절대연대측정법(absolute age method)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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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절대연대측정법의 유효한 연대범위와 적용 가능한 시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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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연대측정법은 시간에 관계하는 물리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며 크게 수
륜연대측정법 등과 같이 유기체의 성장특성을 이용하는 항성법(sidereal method), 방사성붕괴
에 의한 동위원소 조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연대측정에 이용하는 동위원소법(isotopic method),
자연방사붕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가 광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사기원법
(radiogenic method), 유기물의 속성작용이나 수분의 흡착과 같이 물질의 시간에 따른 화학적
성질 변화를 측정하거나 생명체의 성장을 측정하는 화학적․생물학적 방법(chemical and
biological method), 시간에 따른 지형적 특징의 단계적 변화를 이용하는 지형학적 방법
(geomorphic method), 이미 연대추정이 이루어진 지질학적 특성들의 시간적 변화에 측정치를
대비하여 연대를 추정하는 대비법(correlation method) 등으로 분류된다(현창헌 외 2000).
<그림 1>은 각 절대연대측정법의 유효한 연대범위와 적용 가능한 시료의 종류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이 글에서 주로 논의할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은 동위원소법 중 26Al,
주기원핵종법(cosmogenic nuclide method)에 해당하며

238

U,

232

Th,

36

Cl, 3He 등과 같이 우

40

K 등의 자연방사능 붕

괴에너지에 기인하는 발광 연대측정법은 방사기원법에 해당한다. 또한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
은 대비법의 일종으로써 잔류자기(remnant magnetism)를 기존 고고지자기 영년변화(secular
variation)와 대비하여 연대를 산출한다.

3.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인간행위의 결과물인 유물을 비롯하여 당시의 고환경 연구에 도
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대부분 고고학 시료인 물감, 탄화미 등
의 유기물, 옷감, 캔버스, 토기 및 철제유물에 포함된 탄소 성분 등을 비롯하여 목탄, 나무, 뼈,
패각, 생물체 및 생물체 잔여물 등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은 고고학 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해석에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연대측정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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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의 원리
자연계에서 탄소는 두 종류의 안정동위원소(12C : 98.89%,
14

13

C : 1.11%)와 한 종류의 방사성

-12

동위원소( C : ～1

%)로 존재한다.

<그림 2> 방사성탄소 14C는 약 15km 상공의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생성된다.
이 후에 탄소산화물 14CO2을 형성하고 비방사성탄소 산화물들(13CO2,

12

CO2)과 혼합되고

생명체에 흡입되어 저장된다(Aitken 1990).

방사성동위원소 14C는 주로 대기 성층권에서 질소원자와 이차 우주선인 중성자의 충돌로 생성
되며 지구에서의 연간 생성율은 평균 7.5kg/yr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

14

C의 양은 약 75톤

정도이다.
14

C는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이 높은 지하에서

14

N과

17

O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생성되기도 하

지만 이는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양과 비교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양이다.
대기 중에서 생성된 방사성 탄소

14

C는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베타붕

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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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방사성탄소의 반감기 t1/2는 대부분의 경우 국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학회에서 공인된 값인
5,730±30yr (Godwin 1962)를 사용하나 연대측정의 경우 특별히 Libby의 반감기
5,568±30yr를 이용한다. 만일 어떤 생물체가 죽은 후 폐쇄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시료에 남아
있는 방사성탄소의 농도와 초기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알면 반감기를 이용하여 연대를 산출할 수
있다.

  exp  


     



 

위 식에서 A0는 생물체가 살아있을 동안의
된


 


14

C의 방사능(activity)이고 At는 시간 t에서 측정

14

C의 방사능이다. 방사성탄소의 반감기 t1/2=5,568±30yr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시료의 연대를 결정하는 식을 얻는다.

 


   × ln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요구된다. 첫째 대기 중에 생성된 방사
성탄소의 반감기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14C는 전체 자연계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며 방사성
탄소의 초기 양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기 중의
다. 셋째 활성적인 탄소저장고를 통한

14

C 생성율이 오랜 시간동안 일정해야 한

14

C의 출입과 붕괴율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생물

체의 경우 죽은 후에 완전 폐쇄계 -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만

14

C의 양이 감소 - 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양의 변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은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의 양이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과거 Late Pleistocene에서 현재까지 대기 중의 14C 양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그림 3>. 산
호와 나무의 나이테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약 3만년 전 이래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97～
140pMC (percent modern carbon=% modern)의 범위 내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는 주로 지구의 지자기변화와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amon et al. 1989) 또
한 태양 흑점활동 주기인 11년과도 관련이 있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
출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연대와 실제 역년 사이에 차이가 생기므로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
다(de Vries 1958)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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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거 약 3만년 이후의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의 activity의 변화.

<그림 4>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보정. 지난 6,000년 동안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의 d양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Michael and Ralph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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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 동안의14C의 변화와는 별도로 최근 몇 세기 동안 인간행위로 인한 대기 중의 방사성
탄소의 변화가 존재한다. 19세기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석유와 석탄
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방사성
탄소는 양은 평균 0.03%/yr의 비율로 희석되어졌다(Suess 1955). 이러한 효과를 Suess effect
라 하며 1850년에서 1950년까지 대기 중의 14C의 양은 약 3%의 감소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1850년 이후에 생성된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Wagner 1998). 이와는 반대로 1950년대에서 1964년 사이의 지상 핵실험으로 인하여 대기 중
의

14

C 의 양은 약 두 배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지상 핵실험 금지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해마다 줄어들었으며 1995년 현재 약 110pMC까지 양이 줄어들었다.

3.3. 시료의 채취와 보관
14

C 연대의 정확도는 정확한 측정을 통한 시료의 연대 산출과 더불어 채취된 시료가 고고학 발

굴조사 현장에서 유물 및 유구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기인된다. 그러므로 시료의 채취 과정은
정확한 14C 연대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시되는 과정이다. 시료를 현장에서 채
취할 때에는 우선 유물 및 유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채취된 시료로부터 산출된 연대가 유
물, 유구 및 유적의 연대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서 시료의 종류, 채취 위치, 고고학적인 층위상 등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시료의 채취시점은 목탄 및 나무 시료의 경우 발굴조사 과정에서 노출 즉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좋으며 토탄 및 제4기 퇴적층의 경우 문화유적 발굴조사 구역 내 표준 층위가 정립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또한 고고학 현장에서 출토되는 조개류는 대부분 패총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므로 이러한 조개 시료도 문화유적 발굴조사 구역 내 표준 층위가 정립된 후에 가능한 한
노출이 덜 된 조개껍질들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
시료의 채취와 보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과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음
에 기술하였다(Kang et al. 1993). 첫째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위
해 채취되는 시료는 식물뿌리, 식물부스러기. 또는 지하수에서 흡수되는 석회석 입자 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중에서 석회석으로 인한 오염은 가장 심각한데 이는 석회석 내에는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 14C는 존재하지 않으나 안정동위원소인 13C과 12C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시료 내의 방사성탄소는 희석되며 시료의 연대가 오래되게 측정된다. 또한 식물뿌
리 및 식물 부스러기의 경우 현대의

14

C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로인한 오염의 경우 연대는 더

젊게 측정되어진다. 그러므로 시료의 채취시 위와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
만을 시료로 선택해야 한다. 둘째 시료의 채취 및 보관에 있어서 담배재나 음식 부스러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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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종이, 의류, 탈지면 등 탄소가 많이 포함된 물질과 시료와의 접
촉을 피해야 한다. 세째 시료를 수집한 다음 즉시 필름통(폴리에틸렌 재질), 알루미늄 호일, 그
리고 유리병과 같이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밀봉한다. PVA(polyvinyl alcohol) 또
는 PVC(polyvinyl chloride)같은 재질은 가소제가 들어있어 시료에 흡수될 수 있으므로 이 같
은 것은 피해야 한다. 넷째 불필요한 세척이나 건조 등으로 시료를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냉암소에 보관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빛이나 열에 의하여 시료가 변
질되지 않도록 한다.

3.4. 화학처리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위한 시료를 화학처리한 후 AMS 계측에 적합한 흑연 상태로 시료를
만드는 과정은 화학전처리(pretreatment), 연소(combustion), 흑연을 만들기 위한 환원
(reduction)의 순서로 진행된다(Kim et al 2010).
목탄, 나무, 씨앗 같은 일반적인 시료들을 예로들면 우선 외부환경과의 접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료의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료 내에 포함된 나무뿌리나 초본식물류
등의 뿌리 등을 골라내고 시료의 외부표면에 붙어있는 흙 등을 제거한다. 시료는 채취된 후 대
기와의 접촉으로 현재시대 탄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의 표면을 소도구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이후 나무 시료의 경우 10～40mesh 크기의 조각으로 절단하고 목탄 시
료의 경우는 10～60 mesh의 크기로 절단한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외부
에 존재하는 고착성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물리적 전처리가 이루어진 시료에 대하여 표준
AAA(acid-alkali-acid)법(Olsson 1980, Lee et al. 2000)을 적용하여 화학처리를 한다. 표
준 AAA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resigns, sugars, soil carbonate, 그리고 infiltrated 부식산(humic acid)를 제거하기
위하여 95℃ 온도에서 1M HCl 용액을 4시간 동안 시료에 가한다. 다음으로

infiltrated

tannic acid와 lignine의 일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1M NaOH 용액(나무의 경우 0.5M NaOH
용액)을 80℃정도의 온도에서 16시간 이상 시료에 가한다. 마지막으로 전 단계에서 시료에 흡
수된 CO2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95℃ 온도에서 1M HCl 용액을 가한후 20분간 유지한다. 최
종적으로 화학처리 동안 생성된 산과 알칼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탈이온수(DIW,
distilled water)로 세정한다. 이후 전처리가 끝난 시료를 건조기에서 120℃ 온도로 8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로부터 CO2를 얻기 위해선 시료를 진송속에서 고온으로 연소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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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석영관에 전처리된 약 2～3mg 정도의 시료를 1g의 CuO 분말
과 길이 2cm 폭 0.2mm 정도의 은사(Ag wire)와 함께 혼합한 후 0.01Torr의 진공상태에서 토
치(glassblowing torch)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밀봉된 석영관을 가열로(muffle furnace) 안에
서 850℃의 온도로 2시간 동안 연소시킨다. CuO 분말과 은사는 각각 550℃와 850℃에서 연소
하는데 가열로 내에서 CuO 분말은 전처리된 시료와 반응하여 CO2를 생성하고 은사는 황
(sulphur)를 집진하여 침전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연소를 통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AMS에서 계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흑연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많은 AMS 연구실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흑연화법은 촉매환원법
(catalytic reduction method; Kim et al. 2001, Lee et al. 2000)이다. CO2 운반용기에 최
종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가 반응로 안에서 흑연화되는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CO2가
밸브를 통하여 반응관으로 전송되어지기 전에 촉매로 사용된 60 ㎛ 크기의 철 분말은 반응관 내
에서 500℃의 온도로 30분 동안 0.5 기압의 O2와 산화반응한 후 다시 500℃ 온도에서 30분 동
안 H2와의 환원반응에 의해 이미 활성화된 상태이다. CO2는 액체 질소 트랩을 이용하여 저온
상태로 운반용기로부터 반응관으로 옮겨지며 반응관은 turbo-molecular 펌프를 이용하여 약
1× 10-6Torr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미리 제어한다. 또한 반응관 안으로 유입되는 H2는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CO2의 압력에 2.5배가 되도록 조절한다. 반응관 앞의 cold 트랩은 반응시
발생하는 H2O 수증기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흑연화 반응은 반응관을 싸고 있는 노
(furnace)의 온도가 630℃일 때부터 시작되며 총 반응시간은 약 4~5시간 정도이다.

3.5. AMS 계측
최근에 방사성탄소

14

C의 측정은 미량의 희귀 동위원소(rare isotope)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AMS(Accelated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수행되어지고 있다. 1970년대 말에
개발된 AMS로 인하여 연대측정에 필요한 시료의 양은 고전적인 방법에 비하여 10-1 ~ 10-3 정
도로 줄어들었으며 분석의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방사성탄소의 반감기의 약 10배인 60,000
년 까지 연대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5>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중인 AMS의 전
경 사진이다(Hong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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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AMS 전경 모습.

AMS 분석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형태의 mass spectrometer와 함께 자기
장 내에서 모멘텀(momentum)에 따른 궤적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위원소, 동중원소, 화합물에
의한 방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할 수 있다. 둘째 음이온원에 의한 sputtering, 수 MeV의 에너지
에 의해 가속되어 stripping 하는 과정을 통해 단이온상 동위원소를 구별한다. 셋째 안정동위원
소는 Faraday cup에서 전류로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희귀 동위원소는 검출기를 통하여 입
자수로 최종 정량을 한다. 넷째 안정동위원소와의 비는 1:10-15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수 mg의 소량(14C의 경우 0.2~1mg의 탄소 필요)이다. 여섯째 분석 오
차는 1～2% 정도이며 분석시간은 수 분 정도로 짧다.

3.6. 연대결정
1950년을 현재로 설정하여 그 이전 시간을 BP(Before the present)로 표현하는 방사성탄소
연대(conventional radiocarbon ages)는 산출하고자 하는 시료와 표준시료인 NBS oxalic
acid로부터 각각 측정된 14C/12C,

13

C/12C 측정비로부터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관습 방사성탄소

연대는 1σ 표준편차의 오차와 함께 주어진다.
산출된 관습 방사성탄소 연대는 과거시대로부터의 현재까지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변화에 대
한 고정밀 보정곡선을 이용한 보정을 통하여 역년(calendar year)으로 환산해 주어야 한다. 현
재까지 제작된 최신 보정곡선은 IntCal13 곡선(Reimer et al. 2013)이며, 방사성탄소 역연대
Oxcal 컴퓨터 프로그램(Bronk Ramsey 2009, https://c14.arch.ox.ac.uk/oxcal.html) 등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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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 및 통계처리용 Oxcal 프로그램(ver. 4.3.).

4. 발광 연대측정법
발광 연대측정법은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무기결정인 석영과 장석, 방해석 등의 격자
결함에 축적된 전자들로부터 기인되는 발광이 주위 환경방사선과 상관관계를 이루며, 이 발광
의

세기를

자연선량계로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열발광(TL,

thermoluminescence)를 이용한 연대측정법과 광자극발광(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으로 구분된다(Aitken 1998).
열발광은 빛에 민감한 전자와 열에 민감한 전자 모두에서 기인되므로 열발광을 이용한 연대측
정은 열에 의해서 절대영년이 되는 고고학적 시료에 적합하지만 빛에 의해서 절대영년이 되는
지질학적 시료의 경우 열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실험실 보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광자극발광은
빛에 민감한 전자에서만 기인되므로 광자극발광을 이용한 연대측정은 고고학적 시료와 지질학
적 시료 모두에 매우 적합하다(Huntley et al 1985). 또한 빛 에너지에 의한 시료의 부분파괴
분석법이므로 단일시료재현법(SAR,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method)의 적용이 가
능하다(Murray and Wintle 2000).
이 글에서는 방사성탄소 연대측정과 비교하여 토기편과 수전(水田)경작층, 가마벽체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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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영이나 장석을 추출하는 대상시료가 유물이나 유적 그 자체라는 점과 대상시료의 주성분
광물이 석영과 장석이므로 시료의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연대측정의 상한과 하한 폭이 고고
학의 관심영역인 현재부터 구석기시대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존재하는 광자극
발광 연대측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4.1. 발광 연대측정법의 원리
발광은 물질이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흡수한 후 이 에너지를 빛으로 다시 외부에
방출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에너지 띠 이론(band theory)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
하다. 즉, 전리성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된 전자들은 원자가 띠(valance band)로부터 전도 띠
(conduction band)로 여기되어 전자-정공(hole)의 쌍을 형성하고, 극히 짧은 시간(10-8s) 후
금지된 띠(forbidden band) 내의 트랩(trap)에 포획된다. 이 에너지 간격보다 큰 에너지로 포획
된 전자를 자극(stimulation)하면 포획된 전자들은 다시 전도 띠로 이동하고 반대부호를 갖는
정공들과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발광하게 된다<그림 7>.

nc

Conduction Band

n1, N1, A1
n2, N2, A2

m, M, Am

Valence Band
<그림 7> 발광 연대측정에서 사용되는 간략화된 에너지 밴드 모델.

발광 연대측정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연대측정에
이용되는 시료에 포함된 석영과 장석 등은 땅 속에 묻히기 전에 충분히 빛에 노출되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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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열로 인하여 금지된 띠 내에 포획된 전자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즉 연대측정의 대상
시료가 퇴적 전에 발광의 양이 0이 되는 절대 영년이 이루어진 후에 퇴적되어야 한다. 둘째, 전
리성 방사선의 영향으로 전자들은 금지된 띠 내의 여러 에너지 준위에 포획될 수 있다. 연대측
정에 사용되는 전자들은 포획된 전자들 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외부로부터 어떠한 에너지를 받
지 않는 한 여기되지 않는 안정한 전자들이어야 한다. 셋째, 시료에서 관측된 발광의 세기는 외
부로부터 받은 방사선과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석영과 장석이 발광 연대측정에 주로 쓰이는
이유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좋기 때문이다. 넷째, 광자극발광 연대측정법의 경우 여기광원의 파
장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발광의 파장을 분광할 수 있어야 한다.

4.2. 시료채취 및 화학처리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시료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토기, 기와 및 가마벽체 시료의 경우 더 이상의 빛에 대한 노출과 수분증발을 막기 위하여
알미늄 호일과 검은 비닐로 감싼 후 암실로 운반한다. 암실에서 빛에 노출되어 있던 시료의 겉
면을 2mm 이상 제거하고 빛에 노출되지 않았던 안쪽 부분을 고고선량(paleodose) 시료로 선택
한다. 시료의 나머지 부분은 시료 자체의 베타 연간선량율 측정과 수분함량 측정을 위해 사용한
다. 또한 화덕자리 및 소토 시료는 일정부분을 채취하고 암실에서 빛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시료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 또는 암막 등을 이용하여 빛에 노출되었던
화덕자리의 겉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고고선량 측정용 시료를 채취한다. 경작층, 구석기 문화
층 및 제4기 퇴적층은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를 박아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가 외부의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이프의 양끝을 검은색 비닐로 감싼 다음 암실로 운반한다. 그 후 고고선량의
측정을 위해 파이프의 중앙을 절단, 빛에 노출되지 않았던 절단면 양쪽의 시료를 선택한다. 이
와는 별도로 연간선량율(annual dose rate) 측정과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주변토양 시료의 채
취는 고고선량 측정 시료를 채취한 주변 30cm 이내의 위치에서 등방성을 고려하여 채취한다.
고고선량 측정에 필요한 석영은 다음과 같은 화학처리(Fleming 1970)로 얻어졌다. 먼저 얻어
진 시료 내의 자성을 띠는 광물들을 Nd-자석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이 후 물로 세척하여 진
흙 등을 제거한 뒤 표준 그물망체(standard sieve)을 이용하여 90-250㎛ 크기의 시료만을 얻
었다. 시료 내의 석회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10% 염산(HCl)과 과산화수소(H2O2)로 시료를
처리하고, 비중액을 사용하여 석영보다 무거운 입자들을 2.70g/cm3의 비중액으로 먼저 제거한
후 2.63-2.70g/cm3 비중 사이에서 석영을 분리하였다. 하지만 비중액 만으로 분리된 석영은
장석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48% 불산으로 약 한 시간 정도 처리하였다. 약 한 시간 정도의 불산
처리는 장석의 오염을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영입자의 바깥층을 약 10㎛ 정도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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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하므로 알파입자의 영향으로 인한 석영 입자에 축적된 발광을 무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대산출에 필요한 연간선량율을 구할 때 알파입자에 의한 연간선량율은 고려하지 않았
다. 또한 석영은 적외선 여기에 대해서는 발광이 방출되지 않으므로 약간의 시료를 임의로 채취
하여 적외선을 조사한 후 발광이 검출되지 않음을 통하여 장석의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Spooner et al. 1990). 이와 함께 연간선량율 측정을 위한 주변토양 시료는 충분히 건조한 후
마노 유발(agate-mortar)을 이용하여 약 90 ㎛ 크기의 입자상태로 분쇄하여 준비하였다.

4.3. 실험기기
모든 광자극발광의 측정은 자동화된 Riso TL/OSL 시스템(Riso TL/OSL-DA-20)에 의해 이
루어진다(Botter-Jenson et al. 2000). 여기광원으로는 470±20nm의 파장을 가진 청색 발광
다이오드(Nichia type NSPB-500S)가 사용되며 광원의 세기는 50mW/cm2 정도이다. 또한
시료의 장석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30nm의 파장을 가진 적외선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
하였고 여기광원과 광자극발광 간의 분광을 위하여 GG420 필터가 여기광원의 앞에 부착되었으
며 광자극발광은 Hoya U-340 필터와 결합된 광전자 증배관(EMI 9635QA photomultiplier)
으로 검출된다. 검출기의 전기적 잡음(electric noise) 및 시간에 독립적인 발광 신호
(background signal)의 계수는 50counts/s 이하이다. 상온에서 시료에 조사되는 전리성 에너
지는 90Sr/90Y 베타선원으로부터 제공되어진다.
연간선량율 산출을 위한 시료와 주변토양 시료의 방사성동위원소

235

U,

238

U,

232

Th,

40

K의

농도(mg/kg)는 일반적으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ICP/AES)에 의한 원소분석 또는 감마선 분광분석(Gamma spectroscopy) 등에 의해
산출된다.

4.4. 고고선량
매장기간 동안 시료가 받은 고고선량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열 전처리, 발광 측정, 실험실 조
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후 내삽(interpolation)을 통하여 고고선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료
간의 규격화(normalization) 과정이 필요 없고 결정된 여러 고고선량 값의 통계처리를 통하여
신뢰도 높은 고고선량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료의 절대영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 단일시료재현법이 사용된다. 또한 단일시료재현법은 적은 양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
하므로 많은 양의 시료를 얻을 수 없는 토기와 기와 같은 고고학 시료의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단일시료재현법(Murray and Wintle 2000)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료의 자연 광자극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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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열전처리 온도에서 10 초간 열 전처리 후, 125℃에서 40 초 동안
여기하면서 광자극발광을 측정한다. 광자극발광의 민감도 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같은 시료에
시험 방사선을 조사하고 시간적으로 불안정한 트랩에 포획된 전자의 제거를 위해 220℃까지 가
열한 후 시험 방사선으로 인한 광자극발광을 측정한다. 이 후 실험실 방사선 조사, 열전처리 및
광자극발광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성장곡선을 만들고, 시험 방사선 조사로부터 측정된 광자
극발광을 이용하여 선량반응곡선(dose response curve)을 보정한다.
플래토우 테스트(plateau test)는 열전처리 조건에 대한 자연 광자극발광의 안정성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 시료에 대하여 220℃부터 280℃까지 열전처리 온도를 20℃씩
증가시키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고선량을 산출한 후 비교하여 열 안정성을 평가한다.

Fig. 8은 고고선량을 구하기 위한 선량반응곡선과 플래토우 테스트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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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고선량 산출을 위한 단일시료재현법과 플래토우 테스트.

4.5. 연간선량율(Annual dose rate)
연간선량율은 고고선량과 함께 광자극발광 연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시료채취지점의 주변토양을 채취한 후, 시료와 주변토양 각각의 방사성 핵종
232

Th,

235

U,

238

U,

40

K 등의 농도(㎎/㎏)를 구하고 변환인자(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Nambi et al. 1986). 이는 연간선량율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의 최대 비정(range) 범위에서 매
질이 균일할 경우 단위 질량 당 에너지 흡수비(absorption rate)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단위 질량 당 에너지 방출비(emission rate)와 같다는 무한매질(infinite matrix) 가정을 기초
로 한다.
시료와 주변토양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는 원소분석이나 감마선분광분석을 통하여 측정되며
전체 연간선량율은 변환인자를 사용하여 계산된 베타, 감마 연간선량율 값과 우주선(cosmic
ray)에 의한 연간선량율을 합산한 값이다. 실험실에서 석영을 불산으로 한 시간 정도 처리하여
표층을 약 10㎛ 정도 에칭(etching)시키기 때문에 알파입자에 의한 연간선량율은 전체 연간선
량율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우주선에 의한 연간선량율은 0.15 mGy/yr로 추정된다(Pre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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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ephan 1982). 최종적인 연간선량은 시료의 수분 함량에 대한 보정과 불산의 에칭으로
손실된 선량을 고려하여 결정된다(Zimmerman 1971).

4.6. 연대산출
발광 연대측정법에서 연대는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1σ 표준오차와 함께 주어
진다..

고고선량  
    
연간선량율  
여기서, 고고선량은 시료로부터 발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얻어지고, 연간선량율은 시료와 주변
토양으로부터 알파, 베타, 감마선 및 우주선량을 측정하여 얻어진다.

5.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
고고학 유적에서는 매우 다양한 유물과 유구가 발굴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절
대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적과 유물의 편년을 수립한다. 이들 중 고고지자기 연대측정
법은 기원 후에 형성된 화덕자리나 가마터 등과 같이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온의 영향을 받은 유구에 특히 유용하다.
고고지자기 연대는 유구 내부에서 채취한 소토(燒土) 시료의 잔류자화를 측정한 후, 이를 영년
변화 곡선에 대비하여 연대를 산출하기 때문에 시료가 채취된 장소의 영년변화곡선이 필수적이
다. 현재까지 고고지자기 연대 산출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
기 변동곡선을 임의의 척도로 하여 연대를 추정(성형미 2005, 2006)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리
나라 영년변화곡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Shin et al. 2018).

5.1.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의 원리
어떤 장소의 지자기는 편각(declination), 복각(inclination), 전자력(total force), 또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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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력(horizontal component)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지자기 3요소라고 부른다<그림 9>. 지
자기는 방향과 크기(강도)를 가진 벡터량으로 편각과 복각은 지자기의 방향(geomagnetic field
direction)을, 전자력은 지자기의 강도(geomagnetic field intensity)를 결정한다. 또한 편각은
지리학적인 북쪽(진북)과 지자기의 북쪽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의 수평면으로부터의 경사각을
복각이라 한다. 편각은 극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등편각선은 대략 위도선에 평
행하며 동서방향으로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편각은 몇 도 정도 서쪽으
로 치우쳐져 있다. 복각도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며 자극의 근처에서는 90˚가 되며, 반대로
적도에서는 경사가 거의 없는 0˚ 전후의 값이 된다. 지자기의 강도도 위도에 따라 달라지며 극
근처에서는 적도부근 자장세기의 2배가 된다.

<그림 9> 지자기의 3요소 (D : 편각, I : 복각, H : 수평분력, F : 전자력)

지자기의 편각, 복각, 전자력의 값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리고 지역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만, 같은 지역에서도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
자기 변동에는 주기가 짧은 것에서 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변화 간격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그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큰 연속적인 변동을
지자기 영년변화(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한다.
동일 지점에서 지자기관측이 행해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에서 16세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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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시작한 편각과 복각의 연속적인 관측으로 400년 정도의 기록이 남겨져 있으나, 동아시아
에서는 19세기중순경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직접관측에 의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지자기 영
년변화의 주기에 대해서는 그리니치의 관측기록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00년 이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자기 관측기록만으로는
그 전모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보다 이전 시기의 지자기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정밀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암석이나 소토의 잔류자화를 이용하는 고지자기학과 고고지자기학
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성물질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 내부에 강한 자기가 유도되어 물질
은 자석에 끌려간다. 자장을 없애버려도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기를 잔류자화(remanent
magnetization)라고 하며 물질이 자연계에 두어진 상태에서도 남아 있는 잔류자화를 자연잔류
자화(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라고 한다. 소토에서 잔연잔류자화를 띠고 있는 것은
흙이나 점토 중에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철광(magnetite, Fe3O4), 적철광(hematite,
Fe2O3)등의 자성광물이다. 자성광물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각각의 광물이 가지는 고유의 온도에
서 이제까지 보유하고 있던 잔류자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온도를 퀴리점(Curie point)이라고
한다. 반대로 그 광물이 자성을 잃어버린 고온의 상태로부터 식혀져 자화를 잃어버린 온도(퀴리
점)까지 내려가면, 그 당시에 작용하고 있는 자장과 같은 방향의 자화를 취득한다. 이 자화는 열
잔류자화(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불리는 것으로, 상온에서는 자기적으
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
존된다. 자철광의 퀴리점은 578℃, 적철광은 675℃이다. 가마터나 주거지의 화덕자리와 같은
고온에서 구워진 소토를 가지는 유구는 소성 당시에 작용하고 있던 지구자장 중에서 냉각되었기
때문에, 소성되었을 당시 지자기의 방향을 열잔류자화로써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된다.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소토가 남아 있는 유구의 열잔류자화를 측정하는 것
에 의해 그 시기 지구자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각 시대에 걸쳐서 축적함에 따
라, 지자기의 관측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에 대한 지자기 변동양상도 알 수가 있다. 고고학적
인 유구나 유물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구해진 지자기 변화를 고고지자기영년변화
(archa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東海⋅北陸 지방에서 九州北部에
이르는 서남일본 각지의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에 의해, 상당히 상세한 과거 2000년
간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구해져 있다(Hirooka 1971: 廣岡公夫 1977)<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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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편각-복각변화도)(廣岡公夫 1977).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세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을 임
의의 척도로 하여 연대를 추정(성형미 2005, 2006)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영년변화곡
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Shin et al. 2018).

5.2. 시료채취
고고지자기 연대측정용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유구 바닥의 잘
구워진 부분을 골라서 소토를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 칼로 깎은 다음 18mm×18mm×25mm
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
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다음은 물에 갠 석고
를 넣은 시료채취용의 24mm× 24mm×24mm 플라스틱 케이스(plastic cube)를 위에서부터
기둥모양 소토에 뒤집어 씌운 후 기둥모양 소토의 뿌리 부분에도 물에 갠 석고를 뿌려 보강해
둔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 케이스 하부면(背面)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pitch)와 그 경사각
(dip)을 고고지자기용의 특제 클리노미터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케이스의 하부면에는 그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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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어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케이스의 개구부(開口部)도 석고로 막아서 측정용 시료로
한다.
보통 한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5개 전후로 채취한다. 신뢰 가능한 고고지자기 데
이터를 구하기 위해 그 당시의 지자기 방향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 시료를 선별하는데 세심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3. 잔류자화측정
소토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당시의 지자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잔류자화가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잔류자화가 과거의 지자기 방향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한, 잔류자화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소성 당시의 자화 방향의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자화측정의 순서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다(성형미 2008). 우선 시료가 기록하고 있는 잔류자
화를 측정한다. 이 잔류자화를 자연잔류자화(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NRM)라고
한다. NRM의 측정결과로부터 시료 각각의 자화방위 및 자화강도를 통해 동일한 유구 내에서
채취한 시료의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검토한다. 다음에는 소성 이후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 불안정한 2차 자화성분을 없애기 위한 교류소자실험을 한다. 각 단계마다 자화강도의 감소상
태와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조사하여 자화의 방위가 가장 잘 집중된 단계를 선택한다<그림
11>. 각 단계마다 소자실험이 끝나면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자화 방향의 분산 정도나 자화 강도
의 감소 정도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불안정한 잔류자화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던 단계(최
적소자단계)를 판정한다<그림 13>.

5.3.1. 교류소자실험
자화측정에는 일본 夏原技硏製의 ring core type spinner magnetometer를 사용하였다. 측
정시료는 여러 가지 자기특성을 가지는 자성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에는 자기적
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화 성분에는 최종
소성이 이루어져 열잔류자화를 획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구자장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
에, 후대의 지구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화방향을 바꿔버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
화성분은 소성 당시의 지자기의 화석이 아니므로, 이를 제거하여 최종 소성 당시의 지자기 방향
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안정된 자화성분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소성온도가 충
분히 상승되지 않았던 경우에 불안정한 성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실험적인 수단으로, 시료를 교번자장(交番磁場) 중에 위치시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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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흔드는 교류소자(交流消磁) 실험을 수행한다. <그림 11>은 삼천포시 늑도유적 B지구
32호 주거지 화덕자리에서 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교류소자실험의 예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0.0mT에서의 소자 후 측정에서 잔류자화 방향의 집중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ℒ95의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0.0mT에서의 소자 후 측정결과로부터 늑
도유적 32호 주거지 화덕자리의 잔류자화 평균방향과 오차범위를 구하였다.

<그림 11> 교류소자실험의 효과와 그 예(삼천포시 늑도유적 B지구 32호 주거지)

<그림 12> 소토시료의 자기적 안정성: (a) 진주 대평리 어은 2지구 36호 주거지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2001), (b) 청도 신원리 토기요지(中央僧家大學校佛敎史學硏究所 1998),
(c) 경주 물천리 1호 측구부 탄요(東國大慶州캠퍼스博物館 1998).

111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이와 함께 시료의 자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구 한기에서 잔류자화의 표준방향과 강도
를 가진 시료 한 개를 선택하여 99mT까지 10회 이상 교류소자실험을 반복한다. <그림 12>의
각 Zijderveld diagrams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면에 투영한 성분(검은 동그라미)은 물론 남
북연직단면의 성분(흰 동그라미)도 정연하게 원점을 향하는 직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로부터 각 소토 시료는 상당히 안정된 단일자화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2. 최적소자단계의 결정
어떤 시료에 대한 단계적인 교류소자실험에 의해 자화방향의 집중도가 가장 좋아지는 단계를
최적소자단계라고 한다. 각소자단계의 측정결과에 대한 통계계산에서 자화방향의 분산정도나
자화강도의 감소정도를 검토하여 ℒ95(Fisher의 신뢰각, (Fisher 1953))가 가장 작고 K(Fisher
의 정도계수)가 가장 커지는 단계를 최적소자단계로 설정하며, 그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
터로 채용한다.
일반적으로 자화강도가 비교적 약한 주거지에서 채취한 시료들은 10.0mT이전의 소자단계,
즉 5.0mT, 7.5mT 등의 소자후의 측정에서 집중도가 가장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자화강도가
강한 가마에서 채취한 시료들은 10.0mT나 15.0mT, 20.0mT 등 10.0mT 이후의 소자단계가
최적소자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5.3.3. 교란의 체크
여기에서 교란은 소토가 최종 소성된 이후 어떤 원인에 의해 원래의 위치로부터 다른 곳으로
움직인 것을 의미하며, 각 시료의 고고자지기 측정치를 영년변화곡선에 모두 도시하여 판단한
다. 즉, 소토가 교란되면 시료의 잔류자화 방향은 소성 당시의 지자기방향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된 고고지자기 측정치는 특정한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정확한 연대 산출을 위해서 이 교란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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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최적소자단계의 결정(5.0 mT와 10.0 mT의 소자단계가 최적소자단계로 된 유구의 수도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5.4. 연대산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자기방위의 지역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은 일본의 그것
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세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 서남부지역의 변동곡선(Hirooka 1971; 廣岡 1977)
을 준용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영년변화곡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연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Shin et al. 2018).

<그림 14> 서남 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과 계실리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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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공주 계실리 유적(김명진 외 2009)에서 채취한 시료의 최적소자단계의 결과를
일본의 지자기 변동곡선에 도시한 결과이다. 검은 점이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을 표시하며 ℒ
95(Fisher의

95%레벨 신뢰각)는 검은 점을 둘러싼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변동곡선이 유적

부근의 과거 지자기변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검은 점에서 가장 가까운 변동곡
선의 연대가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연대가 된다. 또한 이 추정연대의 폭(오차)은
ℒ95의 원에 덮이는 곡선의 선분의 길이로 표시된다.

6. 고고학과 관련된 절대연대측정법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은 유적 및 유구, 유물의 특성상 방사
성탄소 연대측정법과 발광 연대측정법,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전세계적
으로 고고학 현장에 적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은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고고학전문사전(구석기시대 편)에 소개된 절대연대측정법 중 우리나라 고고학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절대연대측정법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http://portal.nrich.go.kr/kor/archeologyTotalList.do?menuIdx=567)

6.1. 나이테 연대측정법(Dendrochronology; 김요정·박원규 2005))
1910년대에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더글러스(A.E. Douglas)에 의해 개발된 나이테연대측정법
은 나이테가 만들어지지 않는 열대지방을 제외한 전 육상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연대측정법
이다. 나무의 생장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좁고 넓은 나이테 패턴을 일정 지역에 자라는
수목들이 공유하게 되어 사람의 지문처럼 시대별로 독특한 나이테 패턴이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
하는 것이다. 고건축물이나 유물로부터 작성되는 나이테 패턴을 현생수목의 것과 중첩하여 연결
함으로써 장기간의 나이테 패턴도를 만들 수 있다. 나이테 패턴도는 ‘나이테연대기’로 불리
며 나이테의 너비(나이테 폭)을 그래프로 작성하게 된다. 연대를 모르는 미지의 목재에 포함되
어 있는 나이테 폭을 측정하여 만들어진 곡선(표본연대기)을 현생목과 중첩되어 이미 절대연대
가 부여된 나이테 폭 곡선(마스터연대기)과 비교하여, 미지 목재의 각 나이테에 연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나무껍질(수피)이 붙어있는 경우는 줄기의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는 벌채연
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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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연대측정법의 오차는 0년으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나
이테의 개수가 50여개 이상이 되어야하고 이미 대상 시대까지 마스터연대기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후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까
지도 마스터연대기를 공유할 수 있는 반면에 한반도처럼 지형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마스터연대
기를 소기후별-예를 들면 동해안, 서해안, 중부내륙-로 작성해야 한다. 한편수종별로 마스터연
대기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데, 우리나라 소나무와 참나무처럼 마스터연대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종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이테연대기는 아일랜드와 독일의 참나무 연대기로 지금부터 12,400년까
지 작성되어 있다. 이 참나무 나이테 재료들로 방사성탄소연대의 보정곡선을 만들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는 AD 1170년까지 소나무 마스터연대기가 작성되어 고건축물(古建築物), 고가구(古
架構), 목불상(木佛像), 목관재(木棺材), 출토목재와 탄화목(숯)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고 있다.
마스터연대기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고려 초, 삼국시대, 선사시대의 경우는 유구간의 상대연대
를 나이테연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나이테연대기를 연장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

(a)

(b)

<그림 15> (a)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연대기(나이테폭 곡선; 상)와 고목재에서 얻어진
나이테연대기(중) 간의 패턴일치에 의한 연대측정. (b) 미지 표본의 나이테 패턴도. 그림 1의
곡선과 패턴을 맞추어 보면 벌채연도가 1894년임을 알 수 있다.(출처: 한겨레신문 ‘04.6.15.;
Y축은 나이테폭(mm), X축은 각 나이테의 연도임)

115

매장문화재조사와 첨단과학장비의 활용

6.2. 포타슘-아르곤/아르곤-아르곤 연대측정법(K-Ar/Ar-Ar dating; Dickin, 2005)
방사성동위원소 포타슘-40(40K)은 약 13억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하며, 이 중 89%는 칼
슘-40(40Ca)으로 11%는 아르곤-40(40Ar)으로 각각 전환된다. 따라서
부터

40

40

40

40

Ca/ K 또는

40

40

K이 포함된 암석으로

40

Ar/ K의 비를 알면 암석의 형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Ca/ K의 비를 이용한 연대측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그 까닭은 암석 속에 존재하는 많은

양의 비방사능 칼슘에 의해 야기되는 측정 오류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은
화산활동에 수반된 과정을 통해 대기 중으로 모두 달아났기 때문에 암석이 형성된 직후 내부에
남아있는 아르곤의 양은 거의 없다. 이후 40K의 붕괴로 인해 생성되는
40

40

Ar은 암석 중에 그대로

40

남아 있으므로 Ar/ K의 비를 측정하여 포타슘이 풍부한 화산암인 현무암, 흑요석, 용암 속의
장석, 운모, 화산재 등의 생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은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전에 생성된 암석을 연대측
정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최소 10만년 이상된 화산암에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연대
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암석에 따라서는 대기 중의 아르곤을 흡수하는 경우와 포타슘이 풍부
한 더 오래된 광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측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인류학 분야에서는 이 연대측정법을 사용하여 인류 역사의 초기단계인 아프리카 올드
바이(Olduvai gorge)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의 연대가 175만년 전임을 밝혀냈다.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의 적용범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르곤-아르곤 연
대측정법이 개발되었다. 이 연대측정법에서는 우선 측정 시료에 중성자를 조사하여 안정동위원
소인 39K를 39Ar로 바꾼다. 그러고 나서 두 아르곤 동위원소의 농도를 레이저 융해를 통해 방출
시켜 질량분석기로 계측한다. 한 암석 속에서

40

K/39K의 비는 일정하므로 암석이 가진

40

Ar/39Ar의 비를 통해 연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500년 이전의 화산활동을 통

해 생성된 암석 등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아르곤-아르곤 연대측정법은 한 시료에서 많은 연
대를 추출할 수 있고, 물에 젖은 시료의 측정이 가능하며, 시료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은 40K이 자연계에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므로 화산암과 화산분출물
등과 같이 대상 시료가 매우 제한적이며, 연대측정시 10%보다 나은 정밀도를 얻기 힘들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시료의 생성과 관련된 화산활동이 고고학 유물 및 유적과 시간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산출된 연대는 암석의 생성 그 자체의 연대일 뿐이며 유물의 제작연대 또는 유
적의 형성 연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은 화산활동이 왕성
했던 지역 및 시기에서 유물과 유적에 대한 상한 연대(terminus post quem)와 하한 연대
(terminus ante quem)를 설정하는데 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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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휘션트랙 연대측정법(fission track dating; Geyh and Schleicher 1990)
우라늄(U)은 대부분 알파입자나 베타입자를 방출하며 자연 붕괴하여 최종적으로 안정한 납이
되지만, 간혹 자발 핵분열(spontaneous fission)을 하여 반쪽으로 쪼개지기도 한다. 천연 우라
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38

U의 경우, 자발 핵분열로 인한 휘션트랙은 6.77fissions/s-kg의 비

율로 생생하며, 이 때 수 MeV의 에너지를 가진 핵분열의 파편들은 길이가 10~20µm, 너비가
0.01µm 정도인 흔적을 물질 내 결정구조 속에 남기게 된다.
휘션트랙 연대측정법은 흑요석 및 여타 화산 유리질 물질, 유리질 운석(텍타이트), 유리제품,
토기의 광물질 혼입물 등의 암석과 광물들에 주로 적용되며, 이들 내부에 우라늄이
0.1~1000ppm 정도 함유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연대 산출이 가능하다.

238

U의 자발 핵분열

에 의해 생성되는 휘션트랙은 마연된 시료를 산으로 적당히 에칭시킨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수를 셀 수 있다. 다음으로
235

238

U/

235

U을 인위적으로 핵분열시켜 생긴 이차적인 휘션트랙의 수와

U의 비율을 이용하여 시료 내

238

U의 농도를 산출한다. 암석 및 광물의 형성 연대는

238

U의 휘션트랙의 수와 자발 핵분열로 인한 휘션트랙 생성율, 농도를 비교하여 산출되며, 오차

는 ±10% 정도이다.
휘션트랙 연대측정법은 퇴적층에 대한 아주 젊은 연대에서부터 약 3천만년까지 연대 산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연대 범위가 서로 중복되는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과 자주 비교될 뿐
만 아니라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법이 적용될 수 없는 초기 구석기유적에 매우 유용하다. 또
한 휘션트랙 연대측정법을 통해 산출되는 연대도 광물 및 암석의 생성과 관련된 연대이므로 이
들이 유물 및 유적과 어떠한 고고학적 맥락(archaeological context)을 갖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한 필요하다.

<그림 16> 인회석(apatite)에서 관찰된 휘션트랙(http://www.uib.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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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천연방사성핵종 238U,

235

U의 붕괴계열도(http://gulfsci.usgs.gov)

6.4. 우라늄계열연대측정법(U-series dating; Geyh and Schleicher 1990)
천연방사성핵종 중 우라늄-238(238U)과 우라늄-235(235U)은 연속적인 자연 붕괴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안정된 납이 된다. 이러한 자연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딸핵종들은 모핵종과는
다른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연대측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열에 속한

234

U및

230

Th과

235

U의 자연 붕괴계열에 속한

238

U의 자연 붕괴계

231

Pa는 모두 연대측정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핵종인 우라늄이 수용성인 반면 이들 핵종들은 그렇지 않
으므로 이를 이용해 석회암 동굴 등에 대한 연대측정을 할 수 있다. 즉, 석회암 동굴로 스며들어
가는 물 속에는 우라늄만이 함유되어 있고, 이 물 속에 용해된 탄산칼슘(CaCO3)과 함께 석회화
되어 동굴 벽과 바닥에 침전되면 그 때부터 자연 붕괴과정을 거쳐 딸핵종들인

230

Th와

231

Pa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라늄의 자연 붕괴를 통해 이들 딸핵종의 양이
증가하므로 딸핵종과 모핵종의 비율(일반적으로
시점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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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고고학 분야에서 우라늄계열 연대측정법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이 적용될 수 없는 5
만~50만년 전의 연대범위에서 매우 유용한 연대측정법이다. 또한 포타슘-아르곤 연대측정에
적합한 화산암이 없는 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초기 인류가 점유한 유적들의 연대를 밝히는데 최우
선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는 초기 인류들은 동굴과 바위그늘 등을 거주지로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유물과 뼈 등이 탄산칼슘 층 속에 묻혀 있거나 탄산염광물 등과 함께 퇴적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이빨도 우라늄계열 연대측정법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이는 이빨이 묻힌 후 토양 속의
수용성 우라늄이 이빨내 상아질 속으로 확산되어 누적되기 때문이다. 우라늄계열 연대측정법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최초
내부에 미량의

230

Th/234U=0이어야만 하나, 대부분의 경우 퇴적 탄산염광물

230

Th이 처음부터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고고학

분야에서는 연대의 신뢰도 입증을 위해 유적내 동일 시료에 대하여 우라늄계열 연대측정법과 전
자스핀공명법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6.5. 전자스핀공명법(Electron spin resonance dating; Geyh and Schleicher 1990)
자연상태의 결정들은 1㎝3당 1015에서 1017 정도의 결함(결정구조 내에 이온이 비어있는 상태
를 뜻하며 각 이온에 대한 덫(trap)으로써 작용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결정의 성장
또는 속성작용에 의한 원자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다. 전리성 방사선은 결정 내에서 전자를 가전
자대(valance band)에서 전도띠(conduction band)로 이동시키는데,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재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중 아주 적은 수의 전자는 덫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상태의 금
지띠(forbidden band)에 포획되며, 그 지속 시간이 수백만 년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전자스핀공명법을 이용한 연대결정의 원리는 덫에 포획된 전자들의 숫자가 고고선량과 비례하
므로 이를 통해 연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덫에 포획된 전자들은 상자성 센터
(paramagnetic center)처럼 행동하며, 이 상자성 센터의 농도는 전자스핀공명법으로 측정 가
능하다. 즉, 어떤 자기장 내에서 덫의 전자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정렬되는 낮은 에너지 상태
와 이와 반대되는 높은 에너지 상태 중 하나로 배열된다. 이 때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는 ΔE이
며, ΔE=ℊℬH로 정의된다. 여기서 ℊ는 덫의 공명 특성을 나타내는 분광학적 인자이며, ℬ는
보어 자기상수(9.273×10-24Am2), H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A/m)이다. 고고선량은 시료에 외
부 자기장을 가한 상태에서 이를 고주파 전자기장(극초단파)에 노출시킨 후,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결정 내 덫에 포획된 전자들은 이 극초단파를 흡수하여 다양한 공명 현상을 일으킨
다. 이 중 최대 공명은 특정한 극초단파 주파수와 자기장의 세기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한다.
고고선량은 이 상태에서 극초단파의 흡수량이 덫에 포획된 전자의 수에 비례함을 이용하여 산
출할 수 있다. 이 때 유의미한 고고선량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①특정한 ℊ값에서의 전자스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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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신호의 세기는 오직 선량율(dose rate)만의 함수이어야 하고, ②연대가 0년인 경우 신호의
세기도 0이어야 하며, ③열적으로 안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④주변 신호들과의 간섭도 존재하
지 않아야 한다. 또한 ⑤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감소하는 현상(anomalous fading)
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스핀공명법에 의한 연대는 축적된 고고선량과 연간선량률의 비로
산출되며, 이는 발광 연대측정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자스핀공명법에 주로 사용되는 이빨과
같은 수산기 인회석 광물질 시료의 경우, 매장 기간 동안 수용성 우라늄의 흡수로 인해 연간선
량율의 증가가 발생하므로 이의 보정이 필요하다.
전자스핀공명법은 이빨, 산호, 두꺼운 조개류나 유공충, 도자기 등의 시료를 대상으로 석영,
장석, 실리카, 유리, 인회석 등의 냉각연대나 석고의 결정화 연대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시료를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 후 표준망체를 이용하여 약 100~400µm 크기의 입자만을
20~250 mg 정도 선별한다. 이후 연마에 의한 시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약산에 에칭시킨다.
전자스핀공명법의 문제들 중 하나는 시료 전처리에서 기인한다고 추측되어 전처리를 권장하지
않는 예도 있다. 이는 연마, 우라늄 분포설정, 변칙적인 신호감소, 열전처리에 따른 부작용 때문
이다. 또한 전자스핀공명법을 이용한 연대측정의 부정확도는 시료의 수분함량과도 크게 연계되
어 있기 때문에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 부정확도도 함께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에 의한
오차범위는 약 10%로 밝혀져 있다. 전자스핀공명법으로 산출 가능한 연대 범위는 시료의 종류
에 따라 보통 수백 년부터 백만 년 이상 또는 1억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8> 전자스핀공명법을 이용한 연대측정과 23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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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대연대측정치의 결합
고고학 유적에서는 유물 및 유구의 정확하고 정밀한 연대산출을 위하여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과 광지극발광 연대측정, 고고지자기 연대측정 등의 연대측정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출된 절대연대측정치는 연대측정에 사용한 시료의 수, 오차의 범위, 오차의 처
리 방법 등이 서로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연대측정치를 결합하여 정확
하고 정밀한 연대를 산출하기에 앞서 오차의 범위와 처리방법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특히 고고
지자기 연대측정의 경우 오차는 Fisher의 신뢰각(ℒ95)에 의해 주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2σ 표준오차와 유사하게 간주된다(Butler 1998). 또한 연대측정에 사용된 시료의 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차의 표현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일치시켜야만 한다.
<그림 19>는 공주 계실리 유적 2호 소성유구에서 산출된 각 연대측정치를 결합한 그림이며,
결합된 2호 소성유구의 연대는 1σ 표준편차에서 1,320 (68.2%) 1,350AD, 2σ 표준편차에서
390 ( 1.8%) 1,405AD, 1,300 (93.6%) 1,370AD이었다.

Atmospheric data from Reimer et al (2004);OxCal v3.10 Bronk Ramsey (2005); cub r:5 sd:12 prob usp[chron]

C_Date PAM 1325±30
C_Date OSL 1360±50
14C 500±50BP
Combine 2호 소성유구 [n=3 A= 72.3%(An= 40.8%)]
C_Date PAM 1325±30
C_Date OSL 1360±50
14C 500±50BP
Combine 2호 소성유구
800AD

1000AD

1200AD

1400AD

1600AD

1800AD

Calendar date
<그림 19> 2호 소성유구의 각 연대측정치를 결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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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절대연대측정법은 고고학 연구의 대상인 유물과 유구 등의 연대를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적용
하여 산출된 비율척도로 나타냄을 의미하며 고고학 자료의 연대가 유의미한 비율척도로 산출되
기 위해서는 시간에 관계하는 물리량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한 시점에서 이 물리
량은 절대영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하지만 시료의 종류, 유효 연대 범위뿐만 아니라 문화유적
발굴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적용가능한 절대연대측정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고학자는 연구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절대연대측정법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절대연대측정법 중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과 발광 연대측정법,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 등은
다양한 시료에 적용 가능하며 현재 고고학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연대측정
법이다. 그러므로 이들 방법론의 원리와 연대 산출 과정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 자료의 시간과
형태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규정하여 시간적 관계를 설정하는 편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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