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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의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용범 1조를 대상으로 
재질특성 분석과 원료의 산지를 해석하였다. 이 용범은 주로 조립질 각섬석으로 구성된 
등립의 완정질 조직을 갖는 화성기원의 각섬석암으로서 녹회색 내지 암녹색에 부드러운 
지방광택을 띤다. 이 용범의 전암대자율 값은 19.2 71.0(평균; 39.2 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인다. 높은 대자율 값은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높은 함량을 반영하며, 측정
값의 넓은 분포는 자철석 함량의 불균질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인 염기성 
화성암류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 용범 구성암석의 조암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흑운모가 
주성분을 이루며 휘석, 녹니석 및 불투명 광물이 소량 존재한다. 용범 표면의 흑색 피각
물질에서는 다량의 탄소가 검출되었다. 

이 용범과 동일한 재료의 산지를 추정하기 위해 유적 주변의 광역적인 암석분포를 조
사한 결과, 유적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식천리 및 
번암면 교동리,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에서 용범과 동일한 각섬석암 또는 반려암질암의 
산출지를 확인하였다. 이 암석들의 전암대자율 값도 용범의 범위와 비슷한 16.1 72.4
(평균; 39.9 10-3 SI unit)를 나타내었다. 이는 두 암석 간에 재질적 유사성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장수 교동의 각섬석암이 용범의 암석학적 특성과 가장 유사하
다.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과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 
함량을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이들의 지구화학적 진화경향과 거동특성이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암석이 성인적으로 동일 종류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임을 입
증하는 것이다.

이 암석은 재질이 부드러워 표면에 활자나 미세한 문양을 조각하고 매끈한 표면을 만
들기에 용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전도율 또한 우수하다. 장수군 식천리 일대의 
각섬석암은 현재까지도 채석되어 석제 식기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완주 갈동
유적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용범의 원료는 전북 장수 지역의 대성리, 식천리 및 교동리 
부근에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와 같이 소규모
로 노출된 동일 종류의 암석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원료의 도입과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갈동유적, 청동기 용범, 각섬석암, 지구화학적 진화, 거동특성, 산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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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 용범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재료의 산지
를 추정한 것이다. 갈동유적은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이서 용정) 건설구간 
내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조사를 통해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토광묘 4기와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
었다. 이 중 1호토광묘 유구의 묘광에서 세형동검 용범 1조가 출토되었다. 현재 한반도 
내에서 확인된 세형동검 용범은 평양 장천리, 용인 초부리, 전남 영암을 들 수 있다. 그
러나 이들 용범은 대부분 신고품이거나 출토지가 불명확한데 반하여 이번에 조사된 갈
동유적 출토 청동기 용범은 유구 내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최근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
가 많아졌다. 이는 유물을 연구할 때 기존의 형태학적 형식분류나 편년연구에서 벗어나 
유물에 잠재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의 추정은 형
식분류 뿐만 아니라 유물의 전파관계 등에 관한 추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좁게는 인간
의 활동영역을 유추하고 넓게는 고대의 교역에 대한 해명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최몽룡 외,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상당부분 
진전되어 있다(최몽룡 외, 1996; 1998).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량이 많지 않은 석
기나 석제품의 연구는 아주 미진하다(이현구 외, 1996; 이찬희 외, 2003; 2004; 조남철 
외, 2004). 특히 이들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정확한 동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
다. 이미 상당히 풍화되어 있어 원암의 조직과 조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문화재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훼손할 수 없어 오로지 육안관찰로 표면을 조사해
서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용범을 대상으로 지질학적, 암석
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용범과 유사한 암석의 분포지역
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암석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들에 
대하여는 용범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량분석하여 암석학적 유사성을 규명하였다. 이 결
과는 고고지질학적 측면에서 용범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당
시의 생활반경 또는 이동경로를 유추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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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동유적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의 낮은 구릉 남사면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초
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토광묘 4기와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후대에 조
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광묘 10여기 내외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해발 34.5m에서 확
인되었으며,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굴착한 후 조성되었다. 이 묘광은 장축방향이 N30 W인 
장방형 형태이며, 규모는 장축 306cm, 단축 162cm, 깊이 140cm 내외이다<사진 1A>.

내부는 바닥면으로 갈수록 좁아들고 있는데, 상단부의 폭은 약 160cm이나 바닥면은 
86cm로 70 75  내외의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세형동검 용
범 1조가 묘광의 남쪽 단벽 바닥으로부터 20cm 상부 지점에서 출토되었다<사진 1B>. 
용범의 크기는 각각 33.0  7.3  3.1cm, 31.9  7.9  2.3cm이며 재질은 녹회색에 
조립의 등립질 입상조직을 갖는 암석이다. 두 점 모두 복면에는 세형동검 틀이 조형되
어 있고 한 점의 배면은 편평한 반면 다른 한 점에는 동과 틀이 조형되어 있다<사진 
2A, 2B>. 조형부분은 흑색 물질이 피각되어 있다<사진 2C, 2D>. 또한 용범의 한 쪽 
단부에는 주물의 주입로가 있다<사진 2E,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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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의 재질특성 연구를 위해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연구와 지구화학적 정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산지추정을 위해서 갈동유적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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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역적인 지질분포를 파악하고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의 재질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용범과 비교 분석하였다. 용범은 파괴가 불가한 귀중한 문화재임에 따라 시료채취는 갈
동유적 인근에서 지표조사 결과 수습된 동착 용범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사진 3A, 
3B>. 동착 용범편은 갈동유적의 남동쪽 약 1km 거리에 있는 덕동유물산포지에서 석촉
편과 함께 수습된 것이다. 이것은 갈동유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육안 정밀조사를 
통해 재질특성이 세형동검 용범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용범 시료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 상대적 함량, 광물학적 공생관계,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의 생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편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이 이용
되었다. 편광현미경 관찰을 위해 시료의 박편을 제작하였으며, 분석기기는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이다.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료는 백금으로 피복하였으며, 이용된 기기는 Oxford사의 에너지분산형 성분분석기
(EDX Inca M/X)가 장착된 JEOL사의 JSM 6335F이다. 또한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
하여 조암광물과 변질 및 점토광물의 정확한 동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Rigaku제 
모델 D/Max-IIB였고, X-선은 CuK 에 조건은 40kV와 100mA 이다.

시료의 일부는 건조 후 분말로 만든 뒤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 함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AES, ICP-MS)와 중
성자활성분석기(INNA)가 이용되었으며, 정량분석 결과는 분석과정에서 필수적인 신뢰
도 측정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또한 세형동검 용범 및 유적 주변 지역에 분포한 노두
를 대상으로 전암대자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암대자율 측정은 10-5 SI 단위의 측정한
계를 가진 KT-6(Pocket Susceptibility Meter) 모델을 사용하였고 대자율의 세기는 
10-3 SI 단위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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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동검 용범이 출토된 갈동유적은 행정구역상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산 49-1
번지 일대로 낮은 잔구형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발고도 26 42m 내외로서 용범의 
출토유적은 구릉 남사면에 위치한다. 유적 주변에는 풍화토를 기반으로 한 경작지가 조
성되어 있다. 동남쪽으로 약 7km 내외에 전주시 시가지가 위치하며 호남고속도로가 인
접하여 있다. 유적 주변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평탄하고 낮은 지형을 이루다가, 정남쪽 
10km 지점에 해발고도 793m의 모악산이 독립된 산체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1>.

서쪽에 위치한 김제 지역은 남한의 유명 곡창지대의 하나인 소위 호남평야로 지형적
으로 광활한 평지를 이루고 있다. 동쪽은 서쪽에 비해 높은 지형을 이룬다. 남북 방향의 
운장산(1,126m), 부귀산(806m), 만덕산(762m), 마이산(678m) 및 내동산(887m)으로 
이어지는 소산계와 이와 평행하게 남덕유산(1,507m)에서 장안산(1,237m)과 백운산
(1,279m)으로 이어지는 크고 높은 산맥이 지리산 직전 부근에서 만나 백두대간 줄기를 
형성한다. 유적 서쪽 2km 이내에 기지제를 비롯하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소
재하며 모악산 동쪽의 구이저수지로부터 발원한 삼천천이 전주 시가지 부근에서 하나의 
지류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충적층, 광주화강암, 엽리상화강암 그리고 하부 천매암의 암석분포를 보
인다<그림 1>. 광주화강암은 화강암질편마암과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고 무등산안산암
과 능주지역의 퇴적암류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이며,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에 의해 관
입된다. 광주화강암은 주요 조암광물과 조직의 차에 의해 네 가지 암상, 즉 각섬석-흑
운모 화강섬록암, 반상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및 복운모화강암으로 구분된다. 광주화강암
의 주요 광물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와 미사장석이고 부성분 광물은 견운모, 녹염석, 
스핀, 불투명광물, 저어콘 및 인회석이다(한국자원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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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리상화강암은 전주 부근에 분포하는 북동-남서방향의 저반상 중립 내지 조립질의 
화성암체로서 옥천층군의 천매암층을 관입하였다. 암상은 주로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암체에서 보이는 엽리는 압쇄엽리로서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한 
부근에서는 압쇄도가 보다 높고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구성광물은 석
영, 사장석, 미사장석과 흑운모이고 부구성광물은 녹염석, 견운모, 스핀, 저어콘, 인회석 
및 불투명 광물 등이다. 

미사장석 반정은 압쇄작용을 받은 후에 급성장한 결정으로 변형을 받지 않았으나 주
위에서 반정과 직접 접하는 변형받은 사장석과 반응하여 밀메카이트를 형성하고 있다. 
흑운모는 세립의 섬유상 결정들이 압쇄된 미립의 석영-장석편들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
되어 뚜렷한 엽리조직을 형성시켰다(김용준 외, 1994). 석영은 0.1 5mm의 반자형 내
지 타형의 결정들로서, 대부분이 방향성 있게 신장되거나 재결정되어 있으며, 장석은 반
자형 내지 타형의 결정들로서 주로 거정질의 사장석이나 드물게 정장석도 보인다(나춘
기 외, 1997).

하부 천매암대는 대부분이 쥬라기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소멸되지만 일부는 얇게 
서남서방향으로 이어져 전주와 함평을 지나 목포도폭으로 연장된다. 이 암대는 주로 천
매암과 운모편암으로 구성되나 탄질 셰일, 규암 및 석회암도 협재되어 있다. 석회암도 
곳에 따라 분포량이 많아 석재나 시멘트용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천매암 및 편암류에서
는 파랑벽개(crenulation cleavage)로 산출되는 새로운 면구조가 발달하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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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암대자율은 암석의 전체 자화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응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
으로써 외부자기장에 대한 자화강도를 의미하며 I = k  H로 정의된다. 여기서 I는 자화강
도(magnetization intensity), H는 자기장(magnetic field)이며, k는 대자율(magnetic 
susceptibility)로서 물질의 자기적 특징을 결정하는 상수이다. 이 값은 진공에서 k = 0이
며, 일반적인 화강암의 평균 대자율은 2.512( 10-3 SI unit)이다. 대자율은 암석에 함유된 
불투명 광물로 나타나는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대자율을 통해 자철석을 함유한 암석의 광역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256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는 자철석 계열로, 낮은 경우는 티탄철석 계열의 암
석으로 구분한다(Ishihara, 1998). 이는 유물의 물성과 재료의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많이 이용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앙코르 유적과 국내의 문화재 및 유물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Uchida et al., 1998; 좌용주 외, 2000; Lee et al., 2003; 2005; 이찬희 외, 
2003; 2004).

측정은 세형동검 용범 2점과 시료로 이용된 동착 용범편을 대상으로 총 8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측정값은 19.2 71.0( 10-3 SI unit) 범위의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은 39.2( 10-3 SI unit)로 산출되었다<그림 2>. 높은 대자율은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높은 함량을 반영하며 이러한 강한 자성은 마그네틱 펜슬 시험에서도 확인되
었다. 한 용범 내에서도 대자율값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암석조성의 불균질성을 
나타내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값은 대부분 측면과 같은 측정면적이 좁은 면에
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좁은 자화면적이 측정값에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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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착 용범편과 세형동검 용범 1조를 비교하면 배면에 동과틀이 조형된 용범 1점의 
값이 동착 용범편과 다른 한 점의 세형동검 용범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
것은 같은 암석 내에서 불균일한 자철석의 함량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이
는 일반적인 복합암체를 이루는 염기성 화성암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용범 구
성암석의 생성 당시 마그마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별정출과정의 불균질성을 나타
내는 것이다.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 광물학적 조직 및 공생관계를 밝히고
자 편광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동착 용범편에서 수 mm의 시편을 채취하여 박편을 
제작하여 관찰하였다. 일반적인 조직은 조립의 등립질 완정질 조직을 보이며, 색깔은 녹
회색 내지 암록색을 띤다. 이 암석은 각섬석, 사장석, 흑운모, 휘석, 녹니석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불투명 광물도 관찰된다<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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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하에서 짙은 녹색, 옅은 갈색, 회색 등을 띠며 다색성이 뚜렷한 각섬석은 구성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60 와 120  두 방향에서 벽개가 잘 발달되었다. 흑운모는 
한 방향의 벽개가 잘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풍화에 의한 변질작용으로 녹니석화된 모습
도 관찰된다. 휘석은 90 에서 두 방향의 벽개가 관찰되고, 사장석은 알바이트 쌍정을 
보인다. 불투명 광물로는 자철석이 관찰되며 수십에서 수백 m의 크고 작은 입자상태
로 산출된다<사진 4>. 

채취한 시료의 일부와 표면 탄착물을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료에서 각섬석, 녹니석, 석영 및 사장석이 검출되었으며 휘석 및 흑운모도 동정되었
다. 녹니석의 일부는 흑운모와 각섬석의 변질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탄착물에서는 녹니석과 각섬석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암석의 미세파편 일부가 혼입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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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정벽이 발달한 각섬석이 다른 광물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
나며<사진 5A>, 각섬석 사이에는 사장석 입자가 산출되기도 한다<사진 5B>. 이는 각
섬석암의 전형적인 산출상태이다. 용범의 표면에서는 암흑색의 피각물질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확대한 결과 비정질의 피복 물질로 확인되었다<사진 5C>. 일부에서는 미세하
게 균열된 피각의 모습도 관찰된다<사진 5D>. 

이러한 특징을 가진 각각의 시료 표면에 대해 SEM-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성
분 원소로 산소,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칼슘이 동정되었으며, 이 부분은 용범의 
주요 조암광물인 각섬석으로 판단된다<사진 6A>. 각섬석은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
네슘, 철, 알루미늄 등을 함유하는 규산염광물로서 화학조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광물이다. 또한 시료 표면에 얇은 피각물질에서는 56.21%의 탄소가 검출되었다. 이는 
용범을 이용한 주조과정에서 생긴 탄착물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이다. 산소와 알루미늄
의 존재는 바탕부분의 조암광물 구성원소가 일부 혼입됨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
다<사진 6B>. 이 SEM-EDS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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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밀 육안관찰과 다양한 방법의 실내연구를 통하여 용범을 이루는 암석은 조
립질의 화성기원 각섬석암(hornblendite)으로 동정되었다(양승영, 1998). 이 각섬석암은 
화성기원의 염기성암으로서 등립 완정질의 입상조직을 이룬다. 또한 사장석과 석영의 
함량이 상당히 적으며, 부드럽고 지방감을 갖는 광택을 보인다. 이는 퇴적기원의 각섬변
성암(amphibolite)과는 다른 암석이며, 조립질의 반려암질암과는 상당히 유사하다. 경우
에 따라 반려암질암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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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 Al Ca Mg Fe C O Total

A
1 14.27 7.35 0.00 15.20 2.71 0.00 60.47 100.00

2 20.80 1.62 4.40 11.35 1.89 0.00 59.94 100.00

B
1 28.12 0.00 0.00 15.81 0.00 0.00 56.07 100.00

2 0.00 2.67 0.00 0.00 0.00 56.21 41.12 100.00

표 1. 동착 용범편의 SEM-EDS 분석 성분함량표(ato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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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추정을 위해 용범의 암석학적, 광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출토지 주변 지역의 야
외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갈동유적이 위치한 완주군 이서면 일대는 화강암류가 분포
하는 지역으로 용범과 동일한 종류의 암석은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 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였다. 인접한 지역은 김제, 전주, 완주, 진안, 임실, 장수, 함양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암석분포를 살펴보면 김제, 전주 및 완주는 화강암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용범의 구성암석인 각섬석암과는 육안관찰에 의한 색, 조직 및 조성 등의 특
징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완주 지역 일부와 진안, 무주 지역 일부에서는 산성 화산암류가 분포하는데, 주로 응
회암, 유문암, 규장암 등으로 구성된다. 산성 화산암류는 광주 지역에서도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며 많은 경우 광주단층계를 따라서 형성된 퇴적분지에 퇴적된 쇄설성 퇴적
암을 정합적으로 피복하였다. 또는 쇄설성 퇴적암과 교호하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일부
는 관입암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조직과 구조를 보여주는 
응회암 및 응회암질 화산암이다. 일부는 유문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안분지의 동변부를 따라서 분포하는 마이산층은 주로 역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질사암과 조립질 사암도 협재되어 나타난다. 역의 조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
는데, 북쪽 마이산 주변에 나타나는 역암은 편마암, 규암, 편암 등의 변성암류로 구성되
는 반면 남쪽 내동산 주변의 역암은 변성암류와 흑운모 화강암 외에 분지 내부 기원의 
퇴적암 역을 포함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퇴적암의 역은 주로 이암과 실트암 
및 세립질 사암으로 구성된다. 진안군 동쪽 일부와 임실 부근의 설옥리층은 편암이 넓
게 분포하는 지역으로 운모편암, 견운모-석영편암, 천매암, 규암, 녹니석편암 및 석회암
으로 구성된다. 또한 성수산 부근에서는 페그마타이트가 운모편암을 관입하면서 주변부
에 열변성광물인 경녹니석을 형성하였다. 

남동쪽의 지리산 부근에서는 지리산편마암복합체가 분포하는데 순천, 곡성, 구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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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수, 함양의 소규모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장수 서남부에서는 남원화강암에 의해, 
함양 지역 내에서는 엽리상화강암 및 반상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하고 있다. 장수지역의 
팔공산섬록암은 선캠브리아시대의 편마암과 트라이아스기의 엽리상화강암을 관입하며, 
쥬라기 중엽의 연대를 갖는다. 이 암석은 녹흑색을 띠는 중립질 내지 세립질암으로서, 
암체의 중심부에서는 대체로 중립질의 담흑색을 띠고, 암체 연변부는 세립질이다. 주성
분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퍼다이트 및 흑운모이고, 부성분광물은 석영, 견운모, 티탄석, 
저어콘 및 불투명광물 등이 있다. 모드분석 결과와 사장석의 An 함량으로 보아 이 암체
의 연변부는 반려암 영역에, 중앙부는 섬록암 영역에 각각 해당한다<그림 10>.

장수읍 식천리, 대성리 및 교동리 부근과 남원시 아영면 일대는 암주상으로 각섬석암
이 분포한다. 이 암석은 장수읍 용계리, 산서면 학선리와 동화리 지역에 암주상으로 분
포하는 중립 내지 조립질 염기성-중성 심성암과 동일한 암종으로서, 암체의 중앙부는 
각섬석암상이 연변부는 반려암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빈, 1990). 이 암체의 절대연
대는 180Ma로서 쥬라기 중기의 관입암체이다(김용준 이창신, 1988).

이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불균질한 조직과 조성을 보이나 조립질의 각섬석을 주성분으
로 하며 자형의 자철석과 황철석을 많이 포함한다. 식천리의 암체는 부분적으로 주변의 
화강섬록암과 점이적 관계를 보이나 나머지는 분명한 관입상을 보이는 화성암류이다. 
현미경하에서 이 암석은 주로 사장석, 석영, 흑운모로 구성되며, 미사장석, 정장석, 각섬
석, 견운모, 녹니석, 녹염석 등이 부성분광물이나 이차광물로 나타난다. 또한 스핀, 인회
석, 저어콘 및 불투명 광물이 드물게 관찰된다.

장수읍과 수분재 및 서측 인접 지역에서는 외견상 각섬석이 섬록암과 함께 맥상으로 
분포하는데 식천리 및 교동리 부근에 산재해 있는 곱돌공장(장수석기, 교동석기 등)들
은 괴상의 조립질 각섬석암을 대상으로 채석하여 석기를 제작하고 있다. 수분재 부근에
서는 호상 편마암이 주요 조성광물 중 각섬석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섬석암으로 출현한
다. 부분적으로 N40 E의 주향 방향과 직접 접촉하는 곳에서는 엽리상 섬록암을 관입한 
결과 스카른화된 곳도 관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각섬석암은 괴상의 조립질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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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부근의 각섬석암은 엽리상 화강암류를 관입한 모양으로 산출되
는데, 장경이 2.5km, 단경이 2km 정도의 큰 장방향을 가지며, 장경 방향(N30 E)을 따
라서는 북동쪽 끝으로 약 2km, 단경방향인 서북서쪽으로는 약 2 3km 정도의 길이를 
갖는 맥상의 꼬리들이 약 10조 분포한다. 상기한 각섬석암은 암석학적 특징과 산출상태
로 볼 때 용범의 원료산지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림 4>. 이 중에서도 현재 석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과거 300년 전부터 장수석기로 명성을 얻은 장수지역의 각섬석암이 
갈동유적 용범의 암석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식천리 및 번암면 교동리와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에서 
산출되는 소규모의 각섬석암체 중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의 채석장에서 채취된 각섬석암
을 대상으로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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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노두로부터 분리된 3점의 암편을 구분하여 총 8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측정
값은 상당히 불균질하나 16.1 72.4( 10-3 SI unit)의 비교적 넓은 분포에 평균 
39.9( 10-3 SI unit)를 나타낸다. 이는 19.2 71.0( 10-3 SI unit)의 분포에 평균 
39.2( 10-3 SI unit)를 보이는 용범의 전암대자율값과 매우 유사하다. 장수지역 각섬석
암을 다시 세분하여 살펴보면, JS-1과 JS-3은 유사한 분포영역을 보이는 반면 JS-2
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포영역이 확대된다. 이것은 용범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자
율값을 대변하는 자철석의 불균일한 분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용범과 
장수 지역의 각섬석암은 전암대자율 분포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 또한 장수 일대에
서 각종 비석으로 이용된 동일 종류의 각섬석암에서도 위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 상대적 함량 및 광물학적 조직을 밝히기 
위해 편광현미경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암석들은 용범의 암석과 유사하게 각섬석, 흑운
모, 휘석, 사장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불투명 광물과 자형의 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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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포한다. 구성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섬석은 옅은 갈색, 짙은 녹색, 회색
을 띠고 다색성이 뚜렷하며, 두 방향의 쪼개짐이 잘 발달되어 있다<사진 7>. 이와 같
은 광물조성과 조직은 동착 용범편의 구성암석이 갖는 광물학적 특징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μ

또한 장수 지역 각섬석암을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도 용범
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섬석, 녹니석, 흑운모, 휘석, 석영 및 사장석이 조암광물로 검출되
었다<그림 6>.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용범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각섬석으로 구성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각섬석은 가늘고 긴 주상형태를 보인다. 얇은 판상 모양의 
흑운모도 주구성광물로 산출되며, 각섬석 사이에는 사장석의 미립자가 관찰된다<사진 
8A, 8B>. 이들을 SEM-EDS 분석한 결과<사진 8C, 8D>, 용범 시료의 분석결과와 마
찬가지로 산소, 규소, 칼슘, 마그네슘 등이 검출되었으며, 각섬석 사이의 광물 입자에서
는 인이 검출되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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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유물 및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석재의 산지추정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원에 의
해 생성된 암석은 동일한 화학조성과 진화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암석의 성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암석학적 연구 자료와 화학분석에 근거한 지
구화학적 연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화성암의 화학성분과 광물은 
마그마의 성분과 암석의 형성과정을 반영한다는 전제로부터 도출된다(김영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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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지역에서 채취한 각섬석암과 용범의 구성암석을 대상으로 화학조성 및 풍화에 의
한 지구화학적인 조성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를 분
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각 분류 원소들이 해당하는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원소
의 상대적인 증감과 진화경향에 따른 암석 생성의 성인적 동일 기원의 여부를 평가하였
다. 분석은 용범시료와 3개의 장수 각섬석암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각각의 결과는 <표 
3>, <표 4> 및 <표 5>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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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i Al Ca Mg Fe Na P C O Total

A 1 5.48 0.00 14.54 5.88 37.33 0.00 0.00 0.00 36.77 100.00
2 13.97 2.81 3.39 7.76 2.23 1.14 0.00 11.45 57.26 100.01

B 1 1.74 0.00 12.52 1.67 0.00 0.00 8.81 9.06 66.19 99.99

표 2.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SEM-EDS 분석 성분함량표(atomic %)

시료들의 주성분원소 조성을 살펴보면 SiO2 함량은 43.02 47.27 wt.%로 서로 유사
한 범위를 보여주며, Na2O 및 K2O의 함량은 용범 시료가 장수 지역 각섬석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표 3>. 이는 용범이 매몰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토양 및 지하수와의 반응에 의해 알칼리 원소의 소실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Nesbitt and Young, 1982; 1984).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는 Ba, Cu, Ni, Sc, Sr, V 및 
Zr에서 넓은 조성변화폭을 보이며, 특히 용범 시료의 Ni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Sr과 
V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4, 표 5>. 

No.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WG-1 43.02 8.30 12.60 0.16 26.54 4.00 0.01 0.08 0.34 0.04 4.50 99.59
JS-1 46.15 8.27 11.74 0.15 19.75 7.45 0.97 1.15 0.75 0.06 3.04 99.48
JS-2 47.27 6.30 11.64 0.14 19.57 9.51 0.67 0.20 0.86 0.02 2.85 99.03
JS-3 43.90 9.79 12.89 0.15 20.32 5.45 0.81 1.24 0.92 0.06 4.34 99.87

표 3. 용범과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주성분원소 함량(wt. %) 

 WG-1 : 동착 용범편 시료, JS-1, 2, 3 : 장수지역 각섬석암 시료

No. Ba Cd Ce Co Cr Cu Hf Ni Rb Sc Sr V Zn Zr

WG-1 162 0.8 25 93 1120 24 1.5 472 20 17.0 62 88 86 60
JS-1 300 0.9 25 87 1570 56 2.1 239 40 33.4 183 139 96 58
JS-2 52 1.2 16 104 1350 32 1.4 302 20 42.2 107 174 85 32
JS-3 324 0.9 25 78 826 7 2.7 209 30 19.3 157 159 119 128

표 4. 용범과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미량원소 함량(ppm)

 WG-1 : 동착 용범편 시료, JS-1, 2, 3 : 장수지역 각섬석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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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a Ce Nd Sm Eu Tb Yb Lu

WG-1 12.3 25 10 2.0 0.7 0.5 0.9 0.18
JS-1 11.5 25 12 2.8 0.9 0.5 0.8 0.09
JS-2 6.0 16 11 3.0 0.9 0.5 0.9 0.12
JS-3 10.7 25 15 3.4 1.1 0.5 1.0 0.14

표 5. 용범과 장수지역 각섬석암의 희토류원소 함량(ppm)

 WG-1 : 동착 용범편 시료, JS-1, 2, 3 : 장수지역 각섬석암 시료.

분석된 시료들의 주성분원소에 대하여 부화와 결핍정도를 비교하기위해 Nockolds 
and Allen(1954)이 제시한 일반적인 화강암의 평균함량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그
림 7>. 이 부화계수(enrichment factor)는 1을 기준으로 높은 값은 부화를, 낮은 값은 
결핍을 의미한다. 모든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SiO2, Na2O, K2O와 P2O5가 결핍되어 있고, 
나머지 원소는 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범시료에서 Na2O와 K2O의 함량이 장수
지역 각섬석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각섬석암 시료가 신선
한 암석임에 반해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은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이들 원소가 
암석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용범과 장수 지역 각섬석암의 주성
분원소의 부화와 결핍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생성 당시부터 동일한 분
화과정을 겪은 암석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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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과 장수 지역 각섬석암의 성인적 유사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원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일부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의 부화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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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원소는 암석이나 광물 속에 미량으로 존재하여, 마그마의 기원, 진화 및 지구조적 
환경과 관련된 암석의 성인을 연구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 Govindaraju(1989)가 제
시한 화강암의 평균 미량원소 함량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도표에서 용범과 장수지역 각
섬석암의 미량원소 함량은 부화와 결핍 양상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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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원소는 란탄계열에 속하며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이 아주 유사하고 암석학적 
또는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거동을 보여주므로 지각부근과 맨틀의 부분용융, 
마그마의 분화 및 혼화와 같은 화성암류의 분화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희토류
원소의 대부분은 분화 초기에서 정출되는 광물에 포획되기 어려우며, 잔류 마그마에 농
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희토류원소의 거동은 여러 화성작용의 진화과정을 추적
하는데 예민한 지시자가 된다. 또한 대부분의 희토류원소는 광물 내에서 쉽게 치환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추정에 적합한 원소로 이용되고 있다.

각 희토류원소의 함량을 Boynton(1984)이 제시한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화하였다<그
림 9>. 콘드라이트 운석에 함유된 희토류원소의 양은 지구가 생성될 당시의 초생값으
로 여겨지며, 따라서 원소의 표준함량으로서 역할을 한다. 도시된 그래프에서 용범과 장
수지역 각섬석암 시료는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경희토류 원소가 중희토류 원소
보다 크게 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경향성은 이들 암석이 동일
한 진화경로를 통하여 생성된 물질임을 지시한다.

또한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 상대적 이동성원소와 불이동성원소에 대해 Pearce(1983)
가 제시한 원시의 맨틀조성으로 표준화하여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용범과 장수지역 
각섬석암을 비교하면 작은 변화폭은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이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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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구성하는 암석과 장수지역에서 산출되는 각섬석암이 성인적으로 동일한 기원임을 
의미한다<그림 10>.

이상의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이동성 및 불이동성원소의 거동특성과 진
화경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용범을 이루고 있는 각섬석암과 장수지역에서 산출되
는 각섬석암은 암석학적 성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장수지역에서 생산
되는 석기들과도 같은 생성과정을 갖는 것으로서, 갈동유적의 용범이나 장수석기는 장
수지역에 분포하는 화성기원의 각섬석암을 재료로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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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적 자료의 재질특성을 밝혀 원료의 산지를 규명하는 일은 당시 원료와 제품의 
공급 경로와 인간들의 생활반경 및 지역간의 교역 관계를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초기철기시대의 세형동검 용
범을 대상으로 자연과학적인 분석법을 통해 암석학적 분류, 구성광물의 종류와 함량, 조
직과 조성 및 지구화학적 진화경향을 상세히 규명하였다. 또한 유적 주변 지역의 광역
적인 암석분포를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용범과 동일한 암석을 채취하여 동일
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정량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은 녹회색을 띠는 조립질의 각섬석암으로 
동정되었으며, 용범 출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km 지점인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번암면 식천리 및 교동리와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부근에서 이와 유사한 암상을 확인하
였다<그림 11>. 또한 이 곳에서 채취한 각섬석암의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이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과 상당히 유사함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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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각섬석암은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공성이 뛰어나다. 즉 활
자나 미세한 문양을 조각하기에 다른 암석보다 용이하고 금속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
어 열전도율 역시 뛰어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용범 제작의 원료로 선택되었을 것이
다. 이 지역의 각섬석암은 현재까지도 채석되어 석제 식기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주
변에는 이들의 가공공장이 분포하고 있다<사진 9A, 9B>. 이 암석은 용범과 마찬가지
로 녹회색의 조립질 조직을 보여준다<사진 9C>. 또한 주변에서는 같은 암석으로 이루
어진 비석과 같은 석조물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사진 9D>.

이상의 야외조사 및 실내연구 결과에 따라 용범의 원료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
리, 식천리 및 교동리와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지역에서 산출되는 각섬석암으로 공급되
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중에서도 석재로서 생산 실적이 없는 남원시 아영 일대
의 각섬석암보다는 과거 30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석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명성
을 얻고 있는 장수지역의 각섬석암이 용범의 재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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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용범의 재료가 갈동유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인류의 이동
과 함께 전래되었을 가능성, 주변 부족간의 거래에 의한 확산, 전쟁을 통한 전리품 또는 
노획품, 물자의 이동과 교역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료자체가 원석의 상태로 유입되었는지 반제품 또는 완제
품상태로 유입되었는지 등의 가공상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 갈동유적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위치한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발굴조사
된 토광묘에서 세형동검 용범 1조가 출토되었다. 복면에는 세형동검이 한 점의 배
면에는 동과가 조형되어 있으며, 재질은 녹회색을 띠는 조립질의 각섬석암이다.

2. 유적은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은 평탄하고 광활한 평지인 반면 동
쪽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크고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의 지
질분포는 주로 충적층과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적의 북쪽은 충적층이 넓
게 형성되어 있고, 서쪽은 광주 지역까지 연장된 화강암류가 동쪽 지역은 엽리상
화강암이 분포한다.

3. 용범의 전암대자율 값은 19.2 71.0( 10-3 SI unit) 범위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39.2( 10-3 SI unit)의 값을 갖는다. 높은 대자율은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높은 
함량을 반영하며, 측정값의 넓은 분포는 암석 내에서 불균일한 자철석의 함량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인 염기성 화성암 복합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4.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의 주요 조암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흑운모이며 부구성광물
로 휘석, 녹니석 및 불투명 광물이 존재한다. X-선 회절분석에서 역시 각섬석, 녹
니석, 석영, 흑운모, 사장석 및 휘석이 검출되었다.

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가늘고 긴 주상형태의 각섬석이 주로 관찰되며, 각섬석 
사이에 사장석 입자가 산출되기도 한다. SEM-EDS 분석에서는 각섬석을 구성하
는 모든 구성원소가 확인되었으며, 시료 표면의 흑색 피각물질에서는 다량의 탄소
가 검출되었다. 이상의 육안관찰과 실내연구를 통해 용범을 구성하는 암석은 조립
질의 각섬석암으로 동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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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료산지를 추적하기 위해 유적 주변의 광역적인 암석분포를 조사한 결과, 유적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번암면 교동리, 남원
시 아영면 일대리 부근에서 용범과 동일 종류의 각섬석암 산출지를 확인하였다.

7. 이 중에서 장수군 교동리 각섬석암의 전암대자율을 측정한 결과, 16.1 72.4(평균 
39.9 10-3 SI unit)의 값을 보였다. 이는 용범의 대자율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
으로 두 암석 간에 재질적 유사성을 뒷받침한다. 편광현미경, X-선 회절분석, 주
사전자현미경 및 SEM-EDS 분석에서도 용범과 동일한 조직과 구성광물이 동정
되었다.

8. 용범과 장수지역 교동리 각섬석암의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및 희토류원소의 지구
화학적 진화경향과 거동특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두 암석은 성인적으로 동
일 종류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임이 입증된다.

9. 완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용범의 원료산지는 전북 장수지역의 교동리 
및 식천리 부근과 남원 지역의 아영면 일대리 부근에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중에서도 석재로서의 생산 실적이 없는 남원지역보다는 최근까지 석기를 
생산하고 있는 장수지역의 각섬석암이 용범의 원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10. 이 암석은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표면에 활자나 미세한 문양을 조각하고 매끈한 
표면을 만들기에 용이한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전도율 또한 우수하다. 이와 같
은 석기의 도입과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고고
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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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Hee Kim, Ji-young Han, Su-Young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of the raw materials for 
the stone moulds of bronze artifacts excavated in Galdong Prehistoric site were 
studied. The stone moulds are made of igneous hornblendite with coarse-grained 
holocrystalline textures. The surface color shows greenish grey to dark green with 
greasy luster. The value of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moulds ranges from 19.2 
to 71.0 (mean; 39.2 10-3 SI unit). High value of magnetic susceptibility indicates 
high contents of magnetite as a ferromagnetic mineral and the wide range of the 
values are due to heterogeneous distribution of magnetite. These are characteristics 
of basic igneous rocks. The rock-forming minerals of the moulds mainly consist of 
amphibole, plagioclase and biotite. Pyroxene, chlorite and opaque minerals are also 
rarely present. A large quantity of carbon was detected on the dark black crust 
near the surface of the moulds by quantitative analysis.

Geological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a source of the raw materials 
of the stone moulds around Galdong site. Hornblendite or gabbroic rocks being 
similar to the moulds forming rock occur at Daeseongri, Sikcheonri and Gyodongri 
in Jangsoo, and Illdaeri in Namwon about 50 kilometers away from the site in a 
straight line. They have similarity with the moulds forming rock in magnetic 
susceptibility ranging from 16.1 to 72.4 (mean; 39.9 10-3 SI unit). Among those 
hornblendite or gabbroic rocks, one in Jangsoo area is the most simila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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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ds forming rock on the basis of petrologic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Comparing normalized patterns of major, minor, rare earth and immobile elements 
contents of the moulds to them of hornblendite in Jangsoo area, geochemical 
evolution trend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show affinities between them. It 
suggests that the moulds forming rock and hornblendite in Jangsoo area have been 
originated from cogenetic magma. 

This hornblendite is easy to engrave an inscription or detail graphics on the 
surface because of its softness, and has good thermal conductivity. Hornblendite in 
Sikcheonri, Jangsoo is particularly produced and used for stone wares until the 
present day. Therefore, it is probable that the stone materials of the moulds has 
been imported from Daeseongri, Sikcheonri and Gyodongri in Jangsoo area. 
However, it cannot be completely excluded the possibility that the material of the 
moulds was supplied from Illdaeri in Namwon area appearing the same type of 
hornblendite on a small outcrop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further archaeological 
studies to identify several possibilities of migration process of raw materials.

Keyword : Galdong Prehistoric Site, Stone Moulds of Bronze Artifacts, Hornblendite, 

Geochemical Evolution, Behavior Characteristics, Provenance Interpre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