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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reuksaji stone pagoda is constructed Baekje Period in the 7th century which is located in Iksan, Korea.

This stone pagoda designated by National Treasure No. 11 is the only remaining pagoda. This pagoda has lost the

original form in part and the whole stonework wase dismantled. Work for the restoration is currently in progress.

This study was divided into soil strata such as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basement, and construct layer of the stylobate by stratum to interpretation the skill of rammed earth and making

techniques. The of physical, minera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samples were identified. Five

pieces of soil in and around the Mireuksaji temple site was selected for the comparative study to interpretate the

mutual homogeneity among soil stratum. As a result, artificial addition has not been identified in all soil samples

using rammed earth. The soils used for the basement of the stone pagoda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foun-

dation layer of the pagoda basement, construct layer of the stylobate) were confirmed to be the same origin as soil

in and around Mireuksaji temple site. Thu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basement of the pagoda was constructed

using soils in and around the Mireuksaji temple site without work as carefu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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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시대의 석탑으로 미륵사터에 세워진 탑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국보 제11호이다. 이 석

탑은 이미 부분적으로 원형을 상실한 상태로서 현재는 완전히 해체되어 복원을 앞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석탑의

지반에 대한 판축기술 및 제작기법을 해석하기 위해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에 사용된 토층을 층위

별로 구분하여 물리적, 재료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륵사지 주변에 분포하는 지반 토양

5점을 선정하여 석탑 판축에 사용된 토층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간의 동질성을 해석하였다. 이 결과, 석탑의 판

축에 사용된 모든 토층에서 인위적 첨가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변 지역의 토양과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

학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지반은 특별한 정선과정 없이 주변 지역의 토양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미륵사지 석탑, 백제시대, 판축, 토양층

1. 서 론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있으

며, 1962년에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석탑이다. 미륵사

는 백제시대 최대의 사찰이었으며, 미륵사지 석탑은 함

몰된 뒷면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

*Corresponding author: chanlee@kongju.ac.kr



238 이정은·이찬희·이동식

있었다. 탑이 세워진 시기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

대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목탑과 석탑의 양식이 절

충된 시원적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조적 불

균형과 복합적인 훼손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최근까지

전체적인 안전진단과 구조보강 및 보존을 위한 해체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판축이란 성벽이나 큰 규모의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

해 토양으로 층을 만든 후 다짐을 반복한 건축기술 중

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판축법은 건물, 성곽 및 고분

등의 기초에 널리 사용되어왔으며, 주로 기반 하부를

파내고 점착력이 우수한 점토, 풍화토 및 잡석 등을

펴 깔고 물을 부어 공극을 줄이며 다졌다. 미륵사지에

서도 판축 기초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토양의 산지 및 축조법 등은 전해지지 않는다(Yoon,

1992; The Chungcheongnam-do Province, 1995; Seo,

2009). 이러한 판축기법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의 특성을 이해하고 토양의 산지와 제작기법

을 규명하는 일이다.

최근까지 유적지의 발굴조사에서는 출토 토기와 기

와 등 고대 세라믹 유물들의 자연과학적 및 고고지질

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유적지 내의 토양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Jo et al., 2008). 또한 토층

의 토양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과 상변화, 구성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료의

공급지와 제작기술 해석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

다(Lee et al., 1993; Lee and Lee, 2002; Kim et

al., 2008; Jang et al., 2009). 이는 토양이 유적 형성

당시의 환경, 토양생성 및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를 담고 있으며, 고대의 환경과 생활사 복원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

단 조성층에 판축된 토양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이들의

물리적, 재료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미륵사지석탑 축조에 사용된 판축기

법을 해석하였다. 또한 해체복원 중인 미륵사지 석탑

의 훼손된 부재와 판축에 대한 대체물질 가능성을 연

구하기 위해 미륵사지 주변에 분포하는 지반의 토층 5

점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석탑 판축에 사용된 토

양과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상호간의 동질성을 해

석하였다. 이 결과는 미륵사지 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유사한 백제시대 석탑의

판축기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료선정 및 연구방법

2.1. 지질 및 토양분포

미륵사지 일대는 금남정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

산이 주된 산세를 이루고 있다. 미륵산 일대는 잔구성

산지로 화강암이 노출되어 풍화된 사질토양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미륵산의 남서부 말단부에 미륵사지와 석

탑이 있다(Shon and Park, 2001). 미륵사지 부근의

지질은 주로 충적층이고 미륵산의 남동쪽 일부에서는

백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나 주변 지역의 대부분은 흑운

모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이 흑운모 화강암은 부분적

으로 편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괴상으로 산

출되고 규장암류, 페그마타이트, 석영반암, 장석반암 또

는 반화강암이 소규모로 관입하고 있다(The Compilation

Committee of Iksan, 2001).

익산의 토양은 편마상 화강암과 대보화강암이 온난

습윤한 기후의 영향으로 풍화하여 배수가 좋은 적황색

토가 발달하였다. 특히 충적평야에는 토사의 퇴적으로

매립된 충적토와 회색토가 있다. 화강암체에서 유래된

토양은 일반적으로 조립질 토성이며, 토심은 보통이고

갈색토양을 나타낸다. 일부 풍화가 심한 경우 토심이

깊은 적색 토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익산 일대의 토양

도 대부분 화강암의 풍화에서 유래된 갈색 및 적색 토

양을 나타내고 있다(Hong and Kim, 1969).

미륵사지 주변 충적층을 이루고 있는 토양의 토성과

사지 조성 및 축기부에 사용된 토양의 토성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양지도를 활

용하였다. 미륵사지 일대는 0~20 cm 깊이의 표토에서는

양토와 사양토가 주를 이루어 분포하며, 20~100 cm

깊이의 심토는 주로 사양질과 식양질 토양이 분포한다.

심토는 사양질로 배수가 어렵지만 미륵사지 주변은 식

양질 토양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경작에 적합하다.

2.2. 시료선정

미륵사지 석탑은 황룡사지, 왕궁리사지 및 제석사지

등과 같이 판축 기초를 하여 시공하였다. 판축 기초는

대규모 구조물의 기초나 기단에 사용한 구조 공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토양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 시 판축된 토양을 지점별 및 기

능별로 분류하여 수습하였다(Table 1, Fig. 1). 수습

시료는 크게 석탑 축기부, 동 트렌치 부분의 기단 및

사지 조성부, 주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석탑 축

기부는 사지 조성층 토양과 석탑 축기부 토양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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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사지 조성층 토양은 총 13개 층(IMS-1~13)이며,

석탑 축기부 토양은 총 27개 층(IMS 14~40)이다. 사

지 조성층과 축기부 토양은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 부

분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토양층이 확인된다

(Fig. 1). 십자통로 하부 기단 조성층 토양은 총 5개

층(IMCP-1~5)으로 각 층위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Fig. 1). 따라서 각각의 특징을 보인 조성부의 수습

토양을 대상으로 광물학적, 지구화학적 및 물성 분석

을 통해 재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미륵사지 주변 지역의 토양은 석탑 축기부와 기단

조성부 토양과의 동질성을 해석하여 공급지를 추정하

기 위해 수습하였으며, 축기부 및 기단 조성부 토양

시료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수습한 장소

는 석탑을 중심으로 200 m 이내에 위치한 백제시대

북승방지 서쪽 끝단 주변(IMO-1), 조선시대 건물지와

와요지 중간 부분(IMO-2), 백제시대 중문지 주변

(IMO-3), 미륵사지 영역 외 서쪽 구릉지 주변(IMO-4),

미륵사지 영역 외 동쪽 구릉지의 와요지 주변(IMO-5)

이다. 시료 중 석탑 축기부, 사지 조성층 및 기단 조

성층 토양은 표토로부터 20 cm 하부에서 수습하였으

며, 주변 지역의 토양은 표토로부터 1 m 하부에서 수

습하여 오염물과 유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2.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미륵사지 석탑의 축기부, 기단부 및

주변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대상으로 광물학적,

토양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원료

Table 1. Description of studied soil samples

Section Sample No. Object (Soil layer) Location

A IMS1 ~ IMS13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under pagoda

B IMS14 ~ IMS40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under pagoda

C IMCP1~5 Construct layer of the stylobate under pagoda

D IMO1~5 Soil of around in and around site

Fig. 1. Location of soil samples from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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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제작기법을 규명하였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시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색도측정을 위해 먼셀 토색첩

과 색도계(Minolta Chroma Meter; CR-300)를 사용

하였다. 또한 각 토양의 자화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

암대자율을 측정하였으며, 측정기기는 10-7 SI 단위의

측정한계를 가진 ZH Instruments 사의 SM30 모델이

이용되었다.

토양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실체현미경과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였고, 토양시료는 연

약하여 강화제(10% Paraloid in Xylene, 20% Paraloid

in Xylene)를 이용하여 강화 후 박편응 제작하였다. 사

용된 실체현미경은 Nikon SNZ100 모델이며, 편광현미

경은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Nikon Eclipse E 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이다.

또한 미세조직적 특징과 공극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집속 이온빔 전자현미경(FIB/SEM System; Tescan

LYRA I FEG) 관찰을 실시하였고, 조암광물의 정밀한

동정을 위해 X-선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XRD 분석에

는 일본 Rigaku D/Max-B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

였고, 타겟으로 사용된 X-선은 CuKa이며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40 kV와 40 mA이

다. 토양시료를 구성하는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

의 정량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분석기(ICP-AES)

와 질량분석기(ICP-MS) 및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

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는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채취된 토양시료들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2 mm 이상의 입도분은 습

식체질법으로 분류하였고, 2 mm 이하의 입도분은

Mastersiaer 2000 (Malvern Instrument) 장비를 이

용하여 Laser Diffraction 방법으로 입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상의 분석방법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종합하

여 미륵사지 석탑의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기단

조성층 및 주변 지역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밝히

고 근원지를 해석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물리적 특성

3.1.1. 색도분석

미륵사지 석탑의 판축에 사용된 토양은 강도를 위해

점토질과 조립 및 세립의 토양을 혼재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의 토층별 색도를 분석하는 것은

판축기법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

한 지역의 경우 색이 다른 토양층이 교호되어 나타나

기도 하며, 이 색들이 혼합되어 중간색을 보이기도 한

다. 따라서 토양의 색은 객관적인 색도 차이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객관적 색도 차이를 나타내는 방법에

는 먼셀토색첩(Munsell Color Chart)이 있으나, 유사

한 계통의 색 특성을 구분하여 평가하기는 적합하지

않다(Schulze et al., 199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

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색도 측정을 위해 먼셀토색첩

과 함께 색차계를 사용하였다.

색차계로 측정된 색도 값은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l' Eclairage)에서 규정

한 색상 값으로 CIE LAB에 표시하였다(Table 2). 색

좌표는 L*, a*, b*로 표시되며 L 값은 명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측정범위는 0에서 100까지이다(Torrent and

Barron, 1993). a와 b 값은 색상과 채도가 종합된 것

으로 측정범위는 각각 +60에서 -60까지 120등급으로

구분된다. 색차계의 a* 값이 +인 경우는 적색의 강도

를 나타내는 것이며, -는 녹색의 강도를 나타낸다. 또

한 색차계의 b* 값은 +인 경우 노란색의 강도를, -인

경우는 청색의 강도를 반영한다.

이 결과, 명도값은 석탑 축기부와 기단 조성층 토양

의 분포 범위가 35~55로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으며,

사지 조성층과 주변 지역 토양은 20~55까지 넓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Fig. 2). 적녹색도와 황녹색도를 도시된

그림으로 확인해보면 명도값에서 균일한 분포 범위를 보

였던 석탑 축기부 토양과 기단 조성층 토양은 녹적색

도와 황청색도에서도 균일한 범위를 나타냈다(Fig. 2).

Table 2. Measured mean value of chromaticity

Section Location of soil layer
chromaticity 

∆E*

L* a* b*

A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33.04 3.33 19.50 10.19 

B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43.45 3.28 22.50 4.71 

C Construct layer of the stylobate 46.42 4.22 23.34 5.83 

D Soil of around 43.21 3.38 20.6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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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지 조성층 토양과 주변 지역 토양은 넓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 이는 석탑 조성 시 사용한 토양이 여러

지역에서 채취해서 사용했다기 보다는 근접한 지점의

토양을 사용하여 축조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1.2. 전암대자율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기단 조성층 및 주변

지역 토양을 대상으로 재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암석의 재질을

특징지어 동질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내

외 석조문화재 산지를 해석하는데 적용되어 문화재의

원형복원에 활용되어 왔다(Uchida et al., 2007; Lee

and Lee, 2009). 또한 최근에는 토양, 토기 및 석기

등에도 적용되어 토양의 재료학적 특성, 석기 및 토기

의 태토에 관한 산지해석에도 많이 이용되는 연구방법

이다(Lee et al., 2006; 2010).

미륵사지 토양시료의 대자율 측정은 수분에 의한 영향

을 제거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들을 상온 건

조한 후 실시하였으며, 각각 20회씩 측정하였다(Table 3).

측정결과, 사지 조성층 토양은 0.01~0.94(×10-3 SI unit)

의 값을 보였으며, 평균값은 0.39(×10-3 SI unit)였다.

석탑 축기부 토양은 0.01~1.20(×10-3 SI unit)의 대자

율 값을 보였으며, 평균값은 0.37(×10-3 SI unit)로 사지

조성층 토양과 유사한 범위의 값을 나타냈다(Fig. 3).

기단 조성층 토양 시료의 대자율 값은 0.30~1.40

(×10-3 SI unit)이며, 평균값은 1.02(×10-3 SI unit)로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부 토양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지 주변 지역 토양의 전암대자율 값은 모두 1(×10-3

SI unit) 이하의 범위에 도시되었다. 측정된 대자율값은

매우 낮은 값으로서 토양 내 자성광물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사용된 토양과 주변지역 토양의 대자율값이

유사한 점은 근원물질의 동질성 가능성을 나타낸다.

3.2. 광물학적 특성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기단 조성층 및 주변

지역 토양에 대한 구성광물의 형태, 입자크기, 기질의

Fig. 2. Chromaticity of soil samples.

Table 3. Measured mean value of magnetic susceptibility

Section Location of soil layer
magnetic susceptibility(×10-3 SI unit)

Frequency Min Max Mean

A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260 0.01 0.94 0.39

B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540 0.01 1.20 0.37

C Construct layer of the stylobate 100 0.30 1.40 1.02

D Soil of around 100 0.05 0.72 0.28

Fig. 3.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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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유기물 분포 등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을 제작하

고 실체, 편광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Fig. 4). 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편은 토양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편 제작 시 강화처리를 선행하였으며, 이

로 인해 기질 및 광물의 색깔은 원 시료와 다소 차이

가 있다.

토양시료는 모두 황갈색 및 암갈색 기질을 보이며,

사지 조성층 토양은 1~2 mm의 석영, 장석 등이 산

재되어 분포한다(Fig. 4A, 4E). 석탑 축기부 토양은 밝

은 황색의 기질이 특징적이며, 거정질 석영과 장석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Fig. 4B, 4F). 기단 조성층 토양은

암갈색의 점토질 기질에 조립 또는 중립의 석영, 장석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며(Fig. 4C, 4G), 주변 지역 토양

은 균질한 색을 보이는 기질에 미립의 석영, 장석 및 점

토질광물 등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다(Fig. 4D, 4H).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모든 토양은 다수의 공

극을 보이며, 점토광물과 풍화된 석영, 장석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기단 조성층 토양 시료에서는 다양한 크기

의 풍화된 광물이 점토광물과 혼재되어 나타나며, 식

물조직 등의 유기물도 함께 관찰되었다. 석탑 축기부

토양에서도 점토광물이 관찰되며, 공극 내부에서는 다

양한 크기의 석영, 장석 등이 밀집되어 있다(Fig. 4I,

4J, 4K, 4L).

현미경 관찰에서 유사한 기질 상태 및 광물 형태를

보인 토양 시료의 광물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토양에서 석

영(Q), 운모(M), 정장석(O), 사장석(P) 등이 공통적으

로 검출되었으며, 회절피크의 강도와 패턴 등이 거의

일치하였다(Fig. 4M).

고대 성벽의 축조에 사용되는 판축기법에는 석회, 짚,

황토 및 진흙 등을 섞여 강도를 높이기도 하였으나,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

시료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석회를 지시할 수 있는 광

물상은 동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판

축기법에는 별도의 물질은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된다. 또한 주변 지역 토양과 거의 유사한 산출상태와

광물 조성을 보여 석탑 축조 시 주변에 분포하는 토양

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입도분석

3.3.1. 토성구분과 입도분포

토양의 구성 물질은 점토, 실트, 모래 등이 있으며,

이들의 구성비는 토양의 조직과 토성을 좌우한다. 토

양의 입도분포는 토지의 생산력과 유기 및 무기물의

투과성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점토, 실트 및

모래의 구성비 차이는 토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

시할 뿐만 아니라 토양형성 과정과 풍화정도를 가늠하

게 해 준다.

현미경 관찰 결과, 모든 토양 시료는 별도의 정선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토양

층 유기물 및 점토 성분의 함량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이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판축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토층의 강도를 위해 층위별로 토양의 종류를 달리 사

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ig. 4. Microphotographs showing fabrics of soil samples from the study area. (A~D) Stereoscopic microphotographs,

(E~H) Polarizing microphotographs, (I~L)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M) X-ray diffraction patterns. M; mica, P;

plagioclase, Q; quartz, O; K-feld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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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particle size analysis for soil samples

Section No.
Particle size distribution U.S.D.A Standard of 

classificationGravel(%) Sand(%) Silt(%) Clay(%)

A

IMS-1 6.35 38.28 36.37 19.00 Loam

IMS-2 3.95 40.65 37.69 17.70 Sandy loam

IMS-3 7.95 51.31 28.72 12.02 Loam

IMS-4 3.30 37.21 30.45 29.04 Clay loam

IMS-5 10.85 55.91 25.90 7.34 Sandy loam

IMS-6 9.05 57.68 26.45 6.82 Sandy loam

IMS-7 10.85 61.41 22.58 5.17 Sandy loam

IMS-8 12.40 61.35 21.52 4.73 Sandy loam

IMS-9 5.20 72.25 18.00 4.55 Loamy sand

IMS-10 8.25 48.73 33.88 9.14 Sandy loam

IMS-11 10.20 51.12 30.05 8.63 Sandy loam

IMS-12 18.95 58.49 19.02 3.54 Sandy loam

IMS-13 2.10 57.23 32.18 8.49 Sandy loam

Average 8.42 53.20 27.91 10.47

B

IMS-14 4.85 50.80 34.46 9.89 Sandy loam

IMS-15 9.60 57.07 26.15 7.19 Sandy loam

IMS-16 3.60 47.06 36.83 12.51 Sandy loam

IMS-17 9.05 52.26 28.96 9.73 Loam

IMS-18 9.35 61.02 22.94 6.69 Sandy loam

IMS-19 9.50 56.93 26.61 6.96 Sandy loam

IMS-20 7.10 52.96 25.25 14.70 Sandy loam

IMS-21 9.05 60.50 23.87 6.58 Sandy loam

IMS-22 14.95 52.42 24.64 7.98 Sandy loam

IMS-23 11.00 54.37 27.25 7.37 Sandy loam

IMS-24 11.20 62.96 20.01 5.83 Sandy loam

IMS-25 5.80 63.06 24.50 6.64 Sandy loam

IMS-26 5.40 41.02 36.13 17.45 Loam

IMS-27 11.65 48.68 29.76 9.91 Sandy loam

IMS-28 6.30 47.83 32.80 13.07 Loam

IMS-29 3.30 53.65 30.78 12.26 Sandy loam

IMS-30 5.25 57.56 27.27 9.92 Sandy loam

IMS-31 7.60 53.85 26.14 12.41 Sandy loam

IMS-32 11.00 50.22 27.60 11.18 Sandy loam

IMS-33 10.80 62.97 19.80 6.43 Sandy loam

IMS-34 8.35 53.96 29.85 7.84 Sandy loam

IMS-35 9.55 52.10 27.40 10.95 Sandy loam

IMS-36 8.85 55.66 26.68 8.80 Sandy loam

IMS-37 7.95 52.99 25.44 13.62 Sandy loam

IMS-38 6.30 60.03 23.75 9.92 Sandy loam

IMS-39 8.45 62.28 22.52 6.74 Sandy loam

IMS-40 8.50 60.71 22.62 8.16 Sandy loam

Average 8.31 55.00 27.04 9.66

C

IMCP-1 5.60 49.45 33.77 11.18 Sandy loam

IMCP-2 3.95 45.48 35.53 15.04 Loam

IMCP-3 4.05 49.73 33.32 12.90 Sandy loam

IMCP-4 3.95 45.54 37.33 13.18 Loam

IMCP-5 9.35 57.20 26.83 6.62 Sandy loam

Average 5.38 49.48 33.36 11.78

D

IMO-1 11.65 48.68 31.51 8.16 Sandy loam

IMO-2 3.75 31.37 36.97 27.91 Clay loam

IMO-3 4.65 30.66 50.55 14.15 Silt loam

IMO-4 30.10 59.96 8.78 1.16 Sand

IMO-5 7.10 63.90 23.57 5.43 Sandy loam

Average 11.45 46.91 30.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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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분석을 수행하여 미륵사지 석탑의 층위별 및 대상

별 판축기법을 알아보았다.

입도분석은 채취한 시료를 건조기에서 충분히 건조

한 후 개별 입자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단일 입자로 분

리시켰다. 시료는 10%의 묽은 염산으로 세척하여 탄

산염을 제거하였으며,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산화철의 제거 및 점토와 실트 분산

을 위해 수산, 수산화나트륨 및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

여 전처리 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부의 토양

은 대부분 자갈 10% 이하, 모래 40~60%, 실트

30% 이하, 점토 20% 이하의 사양토(sandy loam)를

나타냈다(Table 4). 평균값으로 토양 시료의 입도를 살

펴보면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부 토양의 입도는 거

의 유사하였으나, 기단 조성층 토양은 자갈 5.38%, 모

래 49.48%, 미사 33.36%, 점토 11.78%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어 사지 조성층이나 석탑 축기부보다 자갈의 함

량은 적고 점토의 함량이 다소 높았다. 주변 지역 토

양은 자갈 11.45%, 모래 46.91%, 미사 30.28%, 점토

11.36%의 입도분포를 나타냈으며, 사지 조성층 및 석

탑 축기부 토양보다 자갈의 함량이 많고, 모래의 함량

은 낮았다.

각각의 토양을 그림으로 도시하여 살펴보면 전반적

으로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

의 입도 분포는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 유사한 범위를

보인다(Fig. 5). 이 토양층 중 점토의 함량이 높은 시

료는 IMS-4, 20, 26이며, 토층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

로 첨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갈의 분포 범위가 큰 토층은

IMS-8, 12, 22로 점토와 동일하게 인위적으로 첨가하

여 판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3.2. 토성분류

채취한 시료의 토질을 대상으로 토양의 입도조성에

의한 분류법인 미국 농무성(U.S.D.A)에서 제안한 삼각

도표 분류법(Soil Survey Staff, 1951)을 사용하여 토

양을 분류하였다. 사지 조성층 토양의 입도분류 결과

를 살펴보면, 양토로 분류된 IMS-1, 3과 점토질 양토

IMS-4, 양질사토 IMS-9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양토에

도시되었으며, 석탑 축기부 토양은 양토인 IMS-17,

26, 28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양토에 도시되었다(Fig. 6).

기단 조성층 토양은 IMCP-2, 4는 양토이며, 나머지

는 사양토 영역에 도시되었다. 주변 지역 토양은

IMO-1, 5만 사양토의 영역에 도시되며, 나머지는 점토

질 양토, 미사질 양토, 사토로 기단 조성층, 석탑 축기

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과는 달리 입도 조성의 범위가

Fig. 5. Contents of gravel, sand, silt and clay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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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넓게 나타난다(Fig. 6).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정밀한 입도경향을 살

펴보기 위해 Udden-Wentworth 규격에 의한 입도별

세분류를 살펴보았다(Fig. 7). 주변 지역을 제외한 기단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사지 조성층 토양은 과립사질

과 조립사질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일부 시료는

중립사질과 세립사질에서도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자

갈과 점토는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Fig. 7A,

7B, 7C).

주변 지역의 토양은 과립사질, 조립사질, 세립사질~

점토의 함량이 모두 불규칙적인 분포패턴을 나타낸다

(Fig. 7D). 미립사질, 극미립사질도 높은 함량을 보여주

며, 점토의 함량도 높다. 이는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

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과는 상이한 입도경향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토층의 입도입포에 대한 균등계수를 살펴보

기 위해 채취한 토양의 입도분포곡선을 작성하여 분포

상태를 조사하였다(Fig. 8). 이 결과, 사지 조성층 토양

의 입도분포곡선은 입도분포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석탑 축기부와 기단 조성층 토양의 입도

분포는 비교적 균질한 패턴을 보인다. 주변 지역 토양

은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분

포패턴을 보인다.

3.4. 지구화학적 특성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기단 조성층 및 주변

지역에서 수습한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함량과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5,

6). 일반적으로 점토광물은 모암광물의 풍화, 유출, 침

적, 퇴적 등에 의해 형성되며, 풍화가 진행되면 규산염

류가 산에 분해되어 가용성인 Al2O3, Fe2O3가 증대된

Fig. 6. Ternary diagrams showing relative contents of sand-silt-clay for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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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ylor and Velbel, 1991). 따라서 SiO2 함량에 대

한 Al2O3, Fe2O3의 상대적 함량이 높을수록 점토화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지 조성층 토양의 SiO2 함량은 68.53~71.53 wt.%

의 범위를 보이며, Al2O3와 Fe2O3 및 K2O는 각각

13.83~16.52 wt.%와 1.73~3.42 wt.% 및 3.67~4.65

wt.%의 함량을 보인다. 석탑 축기부 토양은 SiO2 함량

은 67.95~73.16 wt.%의 범위를 보이며, Al2O3와 Fe2O3

및 K2O는 각각 14.09~16.07 wt.%와 1.89~2.70 wt.%

및 3.56~4.42 wt.%의 함량을 보인다. 이 중 입자의

크기가 큰 규산염 광물들의 점유율이 높은 토양 시료

는 상대적으로 Al2O3, Fe2O3의 함량이 낮다(Table 5).

기단 조성층 토양은 SiO2 함량은 68.17~70.68 wt.%

의 범위를 보이며, Al2O3와 Fe2O3 및 K2O는 각각

14.39~16.61 wt.%와 2.19~3.21 wt.% 및 3.60~4.45

wt.%의 함량을 나타낸다. 이는 사지 조성층 및 석탑

축기부 토양의 함량과 유사하다. 주변 지역의 토양은

SiO2 함량은 65.81~71.97 wt.%의 넓은 범위를 보였다.

또한 Al2O3와 Fe2O3 및 K2O는 각각 13.64~18.75

wt.%와 1.65~3.54 wt.% 및 3.15~4.07 wt.%의 함량

을 나타내며,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

층 토양의 함량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Table 5).

토양 시료의 주원소에 대한 부화와 결핍양상을 비교

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강암의 평균함량(Nockolds,

Fig. 7. Diagrams showing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oil

samples. A;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B; Construct

layer of the stybolate. C;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D; Soil of around.

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s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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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을 기준치로 토양의 주원소 함량을 표준화하였다.

이 부화계수는 1을 기준으로 높은 값은 부화를 낮은

값은 결핍을 나타낸다. 이 결과, 사지 조성층 토양은

Fe2O3, MgO, TiO2가 부화경향이 나타나고, CaO,

Na2O, P2O5에서 결핍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석탑 축

기부와 기단 조성층 토양도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이

며, 함량 차이가 심한 주변 지역 토양도 부화와 결핍

의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중 MnO의 함량의

차이는 토양층에 포함된 유기물 함량에 의해 양분되는

것으로 부화경향이 높게 나타난 토양이 유기물이 많고

중성 토양임을 지시한다(Fig. 9).

토양을 구성하는 일부 희토류원소에 대해 Taylor

and Mclennan(1985)이 제시한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

화한 결과, 모든 시료는 La, Ce, Nd, Sm 등의 경희

토류원소가 중희토류원소에 비해 크게 부화된 경향을 보

이며, 경희토류는 덜 부화된 경향을 나타낸다(Table 6,

Fig. 9). 기단 조성층과 주변 지역 토양과는 달리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부 토양의 일부 시료는 Nd와 Eu의

함량에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이 경희토류원소는 풍화

초기에 기반암에서 용탈되어 집적되기 때문에 토양의

풍화 정도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 호정원소와 불

호정원소에 대해 원시의 맨틀조성으로 표준화하여 거

동특성을 검토하였다(Pearce, 1983). 이 결과, 대부분의

토양에서 동일한 거동특성을 보이며, 부화양상이 관찰

되었다(Table 6, Fig. 9). 이처럼 구성 원소들의 상대

적 호정성과 불호정성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은 동일 진화과정을 겪은 토양임을 지시하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토양은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함량에 차이가 많았으며, 가장 유사한

토양은 기단 조성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원소 중

CaO의 함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회의 첨가 없

이 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3.5. 작열감량

작열감량법은 토양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무게차이

를 통해 유기물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토양의

유기물은 주로 C, H, O, N, S, 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유기탄소의 함량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

부, 기단 조성층 및 주변 지역의 토양을 대상으로 LOI

값을 측정하여 상대적 유기물 함량 차이를 살펴보았다

(Table 5, Fig. 10). 

사지 조성층 토양의 LOI 값은 2.67~4.69 wt.%이며,

석탑 축기부 토양은 2.74~4.53 wt.%로 유사한 함량을

보였다. 또한 기단 조성층 토양은 2.84~5.01 wt.%의

함량 범위를 보이는데 이는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

부 토양의 작열감량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미륵사지 주

변 지역 토양의 LOI 값은 2.27~6.82 wt.%로 IMO-4

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함량을 보인다(Fig. 10).

LOI 값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지 조성층의 IMS-4,

석탑 축기부의 IMS-10, 29, 기단 조성층의 IMCP-1,

주변 지역 IMO-1 토양은 육안 및 현미경 관찰과 색

도 측정 결과에서도 다른 토양 시료보다 어두운 색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으로 첨가된 유기물이 아

닌 원래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층의

판축에는 강도 보강을 위해 인위적인 유기물을 첨가하

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4. 고 찰

4.1. 제작기법 검토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를 위해 적용된 판축기법을 해

석하는 것은 백제시대 건축기술 규명과 원료의 활용

능력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의 판축기법은 자세히 연구된 바는 없으나, 토성이나

석성의 축조 시 체에 거른 토양을 인위적으로 다져가

며 판축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높이

약 14 m(해체 전 잔존높이), 넓이 약 10×10 m(1층

탑신기준)의 매우 큰 규모의 석탑으로 축조 전 판축이

중요한 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판축에는 강도의 강화와 토양의 응집력을

보강하기 위해 석회, 점토, 짚 등의 첨가물을 넣었다

(Seo, 2009; Shon and Park, 2001). 그러나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에 대하여 토양의

색도, 현미경 관찰, X-선 회절분석, 주원소와 미량원소

함량 및 유기물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토양

에서 인위적인 첨가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입도분석 결과, 자갈의 함량이 5~12 wt.%로

높은 편이었으며, 점토의 함량은 12 wt.%로 상대적으

로 낮았다. 이 결과는 미륵사지에 사용한 판축기법은

기존의 백제시대 토성이나 석성의 판축기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성의 경우 체에 걸러 고운

상태의 토양만 다져 강도를 강화시켰으며, 자갈의 함

량도 매우 낮다. 그러나 미륵사지 판축의 경우 주변

지역의 토양과 비교했을 때, 자갈과 점토의 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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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jor oxide composition of soil samples (uni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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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S-1 70.84 14.15 2.39 0.05 0.44 0.84 2.11 4.22 0.49 0.08 3.18 98.78 

IMS-2 68.95 14.85 3.17 0.06 0.52 0.85 2.05 3.89 0.49 0.07 4.19 99.10 

IMS-3 69.08 14.30 3.31 0.08 0.52 0.77 1.92 3.70 0.44 0.10 4.48 98.69 

IMS-4 68.53 14.85 3.42 0.05 0.55 0.78 2.18 3.74 0.48 0.07 4.59 99.24 

IMS-5 74.02 13.89 1.82 0.03 0.35 0.87 2.40 3.88 0.36 0.08 3.11 100.80 

IMS-6 70.19 15.25 2.13 0.03 0.39 0.97 2.64 4.09 0.43 0.07 3.53 99.74 

IMS-7 70.63 15.07 2.07 0.03 0.44 0.95 2.53 3.91 0.40 0.08 3.73 99.85 

IMS-8 71.53 13.83 1.73 0.03 0.35 0.82 2.16 4.03 0.35 0.11 3.74 98.69 

IMS-9 71.37 14.96 1.94 0.03 0.39 0.95 2.67 4.65 0.44 0.06 2.67 100.10 

IMS-10 69.83 14.97 2.00 0.05 0.40 0.91 2.43 4.07 0.40 0.16 4.69 99.92 

IMS-11 69.08 15.26 2.08 0.05 0.40 0.94 2.52 4.04 0.42 0.19 4.61 99.59 

IMS-12 70.72 15.31 2.13 0.02 0.43 0.91 2.53 4.08 0.36 0.11 3.44 100.00 

IMS-13 67.95 16.52 3.04 0.02 0.68 0.96 2.50 3.67 0.56 0.07 4.39 100.40 

IMS-14 69.28 15.10 2.70 0.05 0.53 0.83 1.91 3.89 0.52 0.14 4.24 99.20 

IMS-15 67.95 15.44 2.59 0.04 0.50 0.87 2.25 4.34 0.50 0.08 3.80 98.38 

IMS-16 69.98 14.63 2.60 0.05 0.51 0.79 1.97 3.82 0.51 0.08 3.82 98.76 

IMS-17 69.88 14.79 2.34 0.03 0.46 0.79 2.19 4.42 0.45 0.07 3.73 99.16 

IMS-18 69.66 14.88 2.47 0.03 0.50 0.88 2.40 3.92 0.47 0.07 3.62 98.90 

IMS-19 69.43 14.73 2.57 0.04 0.50 0.87 2.24 3.72 0.48 0.08 3.97 98.63 

IMS-20 70.45 14.88 2.25 0.03 0.47 0.92 2.52 3.86 0.47 0.05 3.52 99.42 

IMS-21 69.78 15.31 2.43 0.04 0.46 0.88 2.49 4.33 0.44 0.07 3.55 99.77 

IMS-22 71.19 14.22 2.26 0.03 0.46 0.87 2.34 3.90 0.42 0.07 3.38 99.13 

IMS-23 71.22 15.03 2.23 0.03 0.44 0.94 2.53 4.06 0.45 0.07 3.24 100.20 

IMS-24 73.16 14.45 1.90 0.03 0.39 0.87 2.52 4.07 0.42 0.06 2.76 100.60 

IMS-25 72.64 14.22 1.89 0.03 0.39 0.86 2.43 4.32 0.41 0.06 2.75 100.00 

IMS-26 69.47 14.94 2.70 0.03 0.60 0.87 2.24 3.63 0.56 0.07 4.22 99.32 

IMS-27 71.78 14.31 2.44 0.05 0.49 0.76 1.95 4.09 0.50 0.06 3.62 100.00 

IMS-28 72.68 13.83 2.61 0.04 0.54 0.61 1.49 3.89 0.50 0.07 4.09 100.40 

IMS-29 69.73 14.73 2.81 0.05 0.59 0.61 1.53 4.05 0.53 0.07 4.53 99.22 

IMS-30 73.08 14.09 2.02 0.03 0.41 0.87 2.36 3.80 0.42 0.07 2.74 99.89 

IMS-31 71.09 14.91 2.27 0.03 0.46 0.90 2.41 4.02 0.42 0.07 3.27 99.85 

IMS-32 70.88 14.97 2.46 0.04 0.49 0.87 2.38 3.89 0.47 0.07 3.34 99.86 

IMS-33 71.41 15.01 2.26 0.03 0.43 0.88 2.64 4.01 0.42 0.07 3.14 100.30 

IMS-34 69.33 16.07 2.58 0.04 0.50 1.02 2.75 3.83 0.50 0.10 3.79 100.50 

IMS-35 70.18 14.90 2.59 0.03 0.50 0.90 2.40 3.79 0.46 0.07 3.63 99.47 

IMS-36 69.17 15.78 2.45 0.03 0.49 1.02 2.79 4.06 0.50 0.08 3.35 99.72 

IMS-37 70.92 15.24 2.55 0.03 0.48 0.91 2.47 3.83 0.47 0.08 3.34 100.30 

IMS-38 74.31 13.69 2.12 0.03 0.43 0.81 2.22 3.56 0.42 0.06 2.85 100.50 

IMS-39 70.11 15.72 2.19 0.03 0.44 1.00 2.77 4.23 0.45 0.07 3.11 100.10 

IMS-40 71.93 15.10 2.25 0.03 0.43 0.85 2.39 4.15 0.41 0.08 3.00 100.60 

IMCP-1 69.58 14.89 3.11 0.05 0.60 0.38 1.10 3.85 0.57 0.07 5.01 99.21 

IMCP-2 70.68 14.39 3.18 0.05 0.66 0.35 0.94 3.60 0.53 0.04 4.95 99.36 

IMCP-3 68.17 16.61 2.92 0.04 0.54 0.40 1.17 4.45 0.50 0.05 4.95 99.79 

IMCP-4 68.24 15.36 3.21 0.06 0.64 0.51 1.25 3.79 0.56 0.06 4.90 98.58 

IMCP-5 70.44 14.93 2.19 0.03 0.39 0.92 2.62 3.96 0.44 0.08 2.84 98.84 

IMO-1 69.89 14.01 2.05 0.03 0.39 0.79 1.95 3.77 0.45 0.16 5.73 99.21 

IMO-2 71.11 13.64 3.54 0.05 0.60 0.54 1.23 3.34 0.60 0.15 5.04 99.82 

IMO-3 68.00 15.95 2.54 0.02 0.64 0.73 1.87 3.15 0.70 0.07 5.47 99.15 

IMO-4 71.97 15.33 1.65 0.02 0.30 1.02 3.04 3.94 0.26 0.02 2.27 99.81 

IMO-5 65.81 18.75 2.82 0.02 0.43 0.24 0.85 4.07 0.37 0.02 6.82 100.20 

Fe2O3; as total FeO, LOI: Loss on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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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race and rare earth element compositions of soil samples (unit: ppm)

No. As Ba Cr Cu Hf Ni Pb Rb Sc Sr V Zn Zr La Ce Nd Sm Eu Tb Yb

IMS-1 5 854 18 24 5.2 10 37 120 4.2 270 32 59 211 38.5 58 26.0 4.6 1.1 0.7 0.9 

IMS-2 5 879 17 14 4.4 11 30 150 4.3 263 41 62 199 28.8 46 14.0 3.5 0.6 <0.5 1.0 

IMS-3 6 850 16 14 4.1 11 27 140 4.5 249 40 60 183 29.2 54 13.0 3.8 0.7 <0.5 0.7 

IMS-4 5 811 14 9 4.1 14 27 100 4.6 261 42 63 183 30.6 47 12.0 3.7 0.7 <0.5 0.9 

IMS-5 <2 882 7 7 2.9 5 27 130 2.7 296 22 53 145 24.4 31 6.0 2.9 0.7 <0.5 0.6 

IMS-6 <2 905 9 6 4.2 7 27 150 3.0 316 27 58 173 31.0 34 10.0 3.5 0.7 <0.5 0.5 

IMS-7 <2 871 13 8 4.0 6 27 120 3.2 302 26 64 187 33.8 43 10.0 4.0 0.9 <0.5 0.7 

IMS-8 <2 977 <1 6 3.7 5 22 130 2.2 287 21 53 166 22.4 30 9.0 2.4 0.9 <0.5 0.3 

IMS-9 <2 1090 11 6 4.3 7 27 140 2.7 336 24 54 172 25.6 31 11.0 3.0 0.9 <0.5 0.4 

IMS-10 <2 945 13 10 3.6 8 23 100 2.9 300 24 62 169 29.1 33 <5.0 2.9 0.9 <0.5 1.0 

IMS-11 <2 915 7 8 4.0 8 26 170 2.9 304 26 66 178 25.6 35 <5.0 2.8 0.6 <0.5 0.5 

IMS-12 4 898 13 6 3.9 5 27 140 3.0 308 28 65 181 31.1 57 10.0 4.0 1.0 <0.5 0.7 

IMS-13 4 763 17 6 7.6 9 31 140 5.2 273 49 87 331 56.8 81 35.0 6.4 1.3 <0.5 1.2 

IMS-14 6 766 27 33 4.7 12 39 130 5.2 239 39 73 205 36.4 56 18.0 4.2 1.0 <0.5 0.9 

IMS-15 5 959 27 19 4.4 10 34 180 4.6 288 39 68 218 37.9 45 19.0 4.2 1.0 <0.5 1.0 

IMS-16 2 777 15 29 4.5 10 41 100 4.4 248 38 67 205 38.4 56 20.0 4.2 1.1 <0.5 0.9 

IMS-17 4 1180 19 10 4.3 9 31 140 4.4 298 37 59 190 34.5 53 11.0 3.7 1.1 <0.5 1.0 

IMS-18 4 885 12 8 4.6 8 52 120 4.0 284 37 57 205 32.7 44 16.0 3.6 1.0 <0.5 0.8 

IMS-19 5 821 13 7 4.4 10 24 140 4.3 274 37 58 187 32.0 47 13.0 3.6 0.8 0.6 0.9 

IMS-20 2 838 8 12 4.3 8 24 130 3.7 293 32 57 199 35.1 49 15.0 3.8 0.9 <0.5 1.1 

IMS-21 4 1020 12 7 6.6 9 25 120 3.9 313 32 57 198 33.4 45 9.0 4.4 1.0 <0.5 1.6 

IMS-22 4 873 15 7 4.5 8 29 100 3.9 289 34 62 181 32.7 46 16.0 3.7 1.0 <0.5 0.8 

IMS-23 <2 859 14 5 4.2 6 41 140 3.3 307 29 60 191 32.4 39 11.0 3.7 1.0 <0.5 1.0 

IMS-24 <2 869 5 7 4.3 6 27 130 2.9 306 27 55 176 27.9 33 <5.0 3.1 0.6 <0.5 0.6 

IMS-25 <2 1030 8 5 3.6 7 28 150 3.0 316 25 53 165 27.5 40 6.0 3.5 0.8 <0.5 1.0 

IMS-26 6 860 21 7 4.9 13 24 120 5.5 273 48 55 223 34.6 48 13.0 4.4 1.1 <0.5 1.1 

IMS-27 <2 865 16 18 4.2 11 29 140 4.1 257 37 62 195 33.8 48 15.0 4.0 1.0 <0.5 1.0 

IMS-28 4 785 22 18 4.4 12 44 140 4.8 215 40 56 193 32.6 45 11.0 3.9 1.0 <0.5 1.0 

IMS-29 5 845 17 18 4.2 15 28 170 5.1 222 42 61 194 32.6 48 18.0 4.2 0.9 <0.5 1.0 

IMS-30 <2 841 15 8 4.3 6 26 150 3.3 291 28 53 182 29.8 36 13.0 3.6 0.8 <0.5 1.0 

IMS-31 4 898 17 7 4.2 8 25 150 3.7 302 32 59 175 32.2 45 11.0 3.8 0.9 <0.5 0.9 

IMS-32 4 824 13 15 4.4 8 30 140 4.0 289 36 67 204 37.7 43 14.0 4.6 1.1 <0.5 0.9 

IMS-33 4 860 13 8 4.5 8 26 130 3.2 297 30 58 189 32.4 42 <5.0 3.7 1.0 <0.5 0.6 

IMS-34 5 816 13 8 4.8 9 27 150 3.7 316 35 67 196 37.2 48 11.0 4.5 1.0 <0.5 1.0 

IMS-35 <2 869 14 7 5.4 8 28 140 4.0 292 38 60 207 35.4 45 13.0 4.5 0.9 <0.5 1.0 

IMS-36 <2 875 <1 6 4.4 7 23 160 3.7 328 33 61 208 34.1 42 9.0 4.4 1.2 <0.5 1.0 

IMS-37 5 901 13 7 4.1 8 25 150 3.5 303 34 60 200 33.4 45 21.0 4.3 1.0 <0.5 0.4 

IMS-38 <2 796 18 7 4.5 9 23 70 3.7 270 32 52 178 28.5 38 <5.0 3.7 0.8 <0.5 0.6 

IMS-39 <2 937 <1 5 3.9 7 30 100 3.5 332 28 59 186 33.2 44 12.0 3.9 0.5 <0.5 0.6 

IMS-40 2 953 14 5 3.6 8 26 130 3.2 308 30 55 175 28.6 41 6.0 3.3 0.8 <0.5 0.4 

IMCP-1 6 740 26 15 5.0 15 28 180 5.7 158 46 69 200 30.6 57 21.0 4.2 1.1 <0.5 1.4 

IMCP-2 6 711 28 9 4.6 12 25 170 6.3 146 49 66 199 45.3 64 29.0 5.6 1.3 <0.5 2.0 

IMCP-3 4 839 14 17 4.7 8 23 200 4.5 187 38 68 184 26.1 63 18.0 3.4 0.9 <0.5 0.9 

IMCP-4 6 713 23 10 4.9 14 28 170 5.8 178 47 71 199 46.9 65 29.0 5.3 1.3 <0.5 1.8 

IMCP-5 3 871 12 9 4.5 6 23 160 3.1 313 27 58 178 31.0 42 21.0 4.1 1.2 <0.5 1.3 

IMO-1 <2 806 10 21 4.5 8 27 160 3.5 251 31 79 184 32.4 54 22.0 4.0 1.0 <0.5 1.0 

IMO-2 8 710 32 11 5.6 12 26 150 5.8 176 54 54 251 30.8 52 17.0 3.6 1.0 <0.5 1.4 

IMO-3 2 722 37 14 5.2 17 25 150 8.3 210 68 83 234 53.9 95 39.0 7.1 1.4 <0.5 2.0 

IMO-4 <2 830 4 4 2.9 2 24 160 1.9 335 16 55 126 28.2 52 18.0 4.2 1.1 <0.5 0.9 

IMO-5 6 667 10 10 3.9 6 36 180 4.5 141 30 90 138 44.0 79 30.0 5.7 1.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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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의 토

성을 확인해보면 주로 사양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토, 식양토 및 양질사토가 불규칙적으로 포함되어 있

었다(Fig. 11).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 시 적용

한 판축기법은 토양의 특별한 정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변 지역의 토양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다지는 방식

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석회나 점토를 사용

하여 점착력을 높이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2. 토양의 동질성 해석

미륵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층

은 특별한 정선과정 없이 동일한 제작방법에 의해 축

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변 지역 토양도 유기

물의 혼입이 많거나 성인적 유사성이 적은 IMO-4, 5

를 제외한 나머지 토양도 색도, 전암대자율, 입도분석

등의 물리적 특성과 주원소,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거

동특성이 유사했다. 이는 미륵사지석탑의 판축 토양과

주변 지역 토양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정확한 동질성을 해석하기 위해 지구화학적 특성

을 비교하였다.

지구화학적 특성의 비교 결과, 풍화에 의해 상대적

함량 차이가 큰 주원소의 거동특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Fig. 10. Diagram showing the content of loss on ignition

of soil samples.

Fig. 9. Normalized geochemical variations of major, rare earth, compatible and incompatible elements for soil samples from

the study area. A; Construct layer of the temple site. B; Construct layer of the stybolate. C; Foundation layer of the pagoda.

D; Soil of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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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원소와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거동특성은 매우

유사하였다. 이는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의 판축에 사용한 토양이 주변 지역의 토양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시하며, 이 토양이 판축에 이용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토양

들의 화학조성을 토대로 상대적인 풍화정도를 알아보

기 위해 A-CN-K계와 A-CNK-FM계의 삼각도에 도시

하였다(Fig. 12A, 12B).

삼각도에 도시한 결과,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은 매우 밀집되어 분포한다. 주변 지

역 토양은 일부를 제외하고 동일 지점에 분포한다. 이

를 통해 미륵사지석탑 판축 토양과 주변 지역 토양은

동일한 모암으로부터 화학적 풍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토양의 점토화 정도를 확인하고

자 SiO2 함량에 대한 Al2O3와 Fe2O3의 상대적 함량을

관계도에 도시하였다(Fig. 13A). 이 결과,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은 매우 조밀하게 밀

집 분포하였으며, 일부 토양 시료를 제외한 주변 지역

토양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석탑 판축 토양과 주변 지역 토양의 주원소를

몰비율로 표현한 Seger식에 따른 RO2-(RO+R2O)의

관계도에서도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

층 토양은 동일한 영역대에 도시되어 동일한 모암에서

풍화된 토양으로 해석된다(Fig. 13). 주변 지역 토양

역시 일부 시료를 제외한 모든 토양이 석탑 판축 토양

과 유사한 영역에 도시되어 성인적 유사성이 아주 높

Fig. 12. A-CN-K (A) and A-CNK-FM (B) ternary diagrams of soil samples.

Fig. 11. Schematically classified map of soil st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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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1. 미륵사지 석탑의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

단 조성층 토양은 모두 갈색 계열을 나타냈으며, 명도

값은 20~55로 다양한 분포범위를 보였다. 실체, 편광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에서도 주변 지역 토양을

포함한 모든 토양은 황갈색 및 암갈색 기질을 보였으

며, 점토광물과 풍화된 장석, 석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X-선 회절분석 결과, 모든 토양에서 석영, 운모,

정장석, 사장석 등이 공통적으로 산출된다.

2.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은 평균 0.01~1.40(×10-3 SI unit)

의 대자율 값을 보였다. 주변 지역의 토양은 사지 조

성층 및 석탑 축기부 토양과 유사한 범위를 나타냈으

며, 이는 유사한 성인적 환경과 풍화과정을 겪은 토양

이라는 것을 지시하는 결과이다.

3. 입도 특성을 살펴보면,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

부 토양은 자갈과 점토의 함량이 적고 모래의 함량이

높았다. 또한 기단 조성층 토양은 자갈의 함량이 매우

낮으며, 주변 지역 토양은 자갈의 함량이 다소 높았다.

이를 토대로 토성을 분류하면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

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은 주로 양토와 사양토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의 토양은 양토, 사양토 및 미

사질양토로 분류된다. 따라서 판축을 위해 토층별 토

양입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의

SiO2, Al2O3, Fe2O3 함량에 따라 점토화 상태를 살펴

보았다. 이 결과, 모든 토양은 SiO2 함량이 높고,

Al2O3, Fe2O3의 함량이 낮아 점토화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주변 지역 토양은 사지 조성층과 석탑 축기부

토양과 부화와 결핍 양상에서 크게 이탈하는 거동으로

보인다. 이는 주변 지역 토양과 기단 조성층 토양이

동일한 모암에서 유사한 풍화 과정을 겪은 토양임을

지시하는 결과이다.

5. 미륵사지 주변 지역 토양의 물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사지 조성층, 석탑 축기부 및

기단 조성층 토양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미륵사

지 판축의 토층은 축조 당시의 토양이며, 주변 지역의

토양은 이후 많은 변형과 풍화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양

자의 동질성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

러나 이 주변 지역 토양은 미륵사지 판축 토층과 토양

학적 동질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향후 복원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이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건설적인 비평과 유익한 조

언을 해주신 고상모 박사님, 황상구 교수님 및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Fig. 13. Fe2O3/SiO2 versus Al2O3/SiO2(A) and (R2O+RO) versus RO2(B) diagram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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