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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ource area and p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properties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located in Gimcheon by analyzing its rocks and source rocks. As a result,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consists in a total 11 kinds of various rock types. And aplite (34.5%), leucocratic granite (26.9%) and

schistose granite (24.4%) have a large percentage of the rock’s composition. By examining the possible

provenances, the same rock types and the stones of a similar with metamorphic grades are discovered along the

Jeseok mountain valley located to the south of tomb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rock properties of the

Jeseokri stone-lined tomb were supplied from the upper Jeseok mountain valley and about 1.7km away from

Jeseokri.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the archaeogeological interpretation of funeral culture and conservation data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in th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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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김천 제석리 석곽묘 구성암석의 암석학적 특성 분석과 공급지를 해석하였다. 석곽묘는 총 11종의 다

양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화강암(34.5%), 우백질화강암(26.9%), 편상화강암(24.4%)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

다. 추정산지 탐색 결과, 유적 남쪽의 제석산 계곡 일대에서 동일 암종 및 유사한 변성도의 석재들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이 석곽묘의 석재는 제석산 계곡의 상류 및 제석리 마을과 1.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해석하

였다. 이 결과는 당시 장례문화의 고고지질학적 해석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제석리 석곽묘, 석재, 각섬석화강섬록암, 우백질화강암, 공급지

1. 서 언

김천 제석리 석곽묘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제석

리 산 10-1번지 일원에 분포하는 유적으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Fig. 1A). 조

사면적은 총 4,000m2로, 삼국시대 분묘 10기(석곽묘 9

기, 석개토광묘 1기), 조선시대 분묘(토광묘 29기, 회곽

묘 1기) 등 총 40기의 유구가 발굴되었고, 181점에 달

하는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다(Geumgang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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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유적인 석곽묘 8기는 신라시대 분묘로 해

발 108m의 가지능선 남사면에서 서쪽 능선의 정상을

따라 밀집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Fig. 1B). 현장조사

결과, 석곽묘는 제석리 일대의 기반암인 조립질의 각

섬석화강섬록암과 달리 섬록암, 우백질화강암, 혼펠스

및 규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이 혼재되어 있었

다. 이는 석곽묘 조성에 필요한 석재들이 유적에서 다

소 떨어진 주변의 어디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매장문화재의 구성부재

로 사용된 석재의 재질특성과 원산지 규명에 대한 과

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당진 면천읍성 석재

연구(Jin et al., 2014)나 경복궁 근정전 박석의 산지연

구(Choie et al., 2015)와 같이 석조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문화재의 구성암석

과 동질 암석을 탐색하는 원산지 해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07, 2010; Jo

et al., 2012). 이는 제작당시의 기술수준, 교역관계 및

사회적 변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라의 분묘군 중 하나인 김천 제석

리 석곽묘 8기에 대하여 암석학적 정밀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각 석곽묘에 대한 암석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또한 유적 주변의 지형도와 지질도를 바탕으로 야외

정밀조사를 통해 암석의 분포상태를 상세히 검토하였

다. 또한 석곽묘 구성암석과 추정산지 암석을 대상으

로 지질학적,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다양

성과 동질성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해석하였다. 이 결

과는 당시 석재의 운반과정 또는 이동경로를 유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황

석곽묘는 깬돌 또는 냇돌과 판돌 등을 섞어 쌓은 돌

덧널무덤으로, 할석묘라고도 한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4). 한반도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영된 무덤의 형태로서 삼국시대를 거

쳐 조선시대 초까지 전역에 걸쳐 나타난다. 주로 널길

이 없이 석재로 네 벽을 쌓은 형식으로 수혈식과 횡구

식으로 구분하며, 조성시기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제석리 유적 8기의 석곽묘 가운데 수혈식인 3호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횡구식 석곽묘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당시 석곽 하단의 벽석들은 상당부분 유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또한 석곽묘의 봉분과 개석도 남아있지 않

은 상태였다. 1~4호분의 이른 시기 석곽묘들은 등고

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고, 5~8호분은 등고선 방

향과 직교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묘광은 풍화암

반층을 평면 장방형으로 경사지게 파서 조성하였고, 잔

존 깊이는 17~87cm 정도로 깊지 않았다(Fig. 2).

한편 벽석의 축조재료는 천석 또는 자연할석을 사용

하였는데 3호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닥에 부석을 깔

았다. 횡방향 석곽묘는 모눕혀쌓는 방식으로 수직에 가

깝게 석곽을 구축하였고, 종방향 석곽묘는 가로면 세

워쌓기 후 2단부터 작은 할석들을 눕혀쌓는 축조방식

을 보였다. 사면 벽석의 물림형태는 1호 석곽묘에서 볼

때 횡구부 반대편의 단면이 양장벽과 둥글게 모를 죽

여서 돌려졌고, 나머지 석곽묘는 평면 장방형으로 사

면의 벽을 서로 약간씩 물리거나 기대면서 벽석을 축

Fig. 1. (A) Photograph showing the location of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B) Occurrences showing the six tombs of

Shilla Kingdom in anci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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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Geumgang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 2011).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제석리 분묘군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석곽묘의 구성암석을 대상으로 광물학적 및 암석학적

특징과 암석분포를 파악하였고, 이들의 원산지와 이동

경로를 규명하였다. 우선 유적이 있는 제석리 일대의

지형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분묘별 구성암석

에 대한 종류를 분류하였다. 또한 제석리 석곽묘 구성

암석들의 원산지 해석을 위해 유구와 추정산지 지역에

서 대표성을 갖는 시료를 수습하여 암석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곽묘의 구성암석과 추정산지에 분포하는 노두의

자화강도 및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대자율 측정기는 10-5 SI 단위

의 측정한계를 가진 SM-30 모델이며, 대자율의 세기

는 10-3 SI 단위로 표기하였다. 또한 석곽의 구성암석

과 추정산지 암석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과 상대적 함

량 등을 관찰하기 위해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Nikon, Eclipse E600W)으로 관찰하였다.

구성암석의 조암광물, 변질 및 이차생성광물의 정밀

동정을 위해 공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X-선 회

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Rigaku제 D/Max-IIB

X-선 회절분석기이며, 타겟은 CuKα, 양극의 가속전압

과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40kV와 100mA로 설정하

였다. 대표 시료의 화학조성을 규명하기 위해 캐나다

의 ACTLABS에 의뢰하여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

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X-선 형광분석기(XRF), 유

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AES 및 MS), 중성자

방사화분석기(INAA)가 이용되었고, 각각의 결과는 구

성암석과 추정산지 암석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3. 암석학적 특성

3.1. 암종분류 및 분포

제석리 석곽묘를 구성하는 암석들 중에는 석영과 장

석이 많이 함유된 규장암과 반화강암 및 주로 규장질

로 구성되어 밝은 색을 띠는 우백질화강암과 전형적인

흑운모화강암 등 산성화성암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변

성작용을 받아 엽리가 잘 발달된 편상 및 편마상의 화

Fig. 2. Occurrences of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 to H) No.1 to No.8 tombs, respectively. 

Table 1. Representative rock properties (KS) of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nd rocks (J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s

Rock type No. Location Rock type No. Location

Felsite
KS-1 No. 1 Tomb Schistose

granite

KS-5 No. 6 Tomb

JS-1 Tomb area JS-5 Valley area

Aplite
KS-2 No. 2 Tomb

Granodiorite
KS-6 No. 5 Tomb

JS-2 Valley area JS-6 Tomb area

Leucocratic

granite

KS-3 No. 1 Tomb
Diorite

KS-7 No. 1 Tomb

JS-3 Valley area JS-7 Tomb area

KS-4 No. 7 TombBiotite

granite
Quartzite

KS-8 No. 6 Tomb

JS-4 Valley area JS-8 Valle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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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도 있다. 특히 석영과 장석의 우백대와 흑운모 및

각섬석의 우흑대가 교호한다. 한편 각섬석이나 흑운모,

휘석 등의 유색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전반적으로 어두

운 색을 띠는 섬록암 계열과 열변성작용을 많이 받은

휘록암질암이 분포하며, 담홍색을 보이는 백색의 규암

등이 나타난다(Table 1). 

8기의 석곽묘를 구성하는 다양한 암석들을 대상으로

암종분포 현황과 암종별 점유율을 살펴보았다(Fig. 3).

암석동정 결과, 제석리 석곽묘는 우백질화강암, 반화강

암, 편상화강암, 섬록암, 규장암, 규암 및 휘록암질암

Fig. 3. Lithological map of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 to H) No.1 to No.8 tomb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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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구성부재로 사용되었다. 주

요 구성암석으로 반화강암(34.5%)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우백질화강암(26.9%), 편상화강암(24.4%)이 그 뒤

를 이어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이미 유실된 부재들이

어떠한 암석으로 축조되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주로 반화강암, 우백질화강암, 편상화강암으로 축조되

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 석곽묘의 암석분포를 종합하면, 모든 석곽묘는

이 지역의 기반암인 각섬석화강섬록암이 사용되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석곽묘의 구성부재에 화강

섬록암도 분포하지만 이는 미립질에서 세립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으로, 기반암인 조립질 각섬석화강

섬록암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석곽묘의 구성암석과

기반암의 차이는 석곽묘 구성암석의 산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2. 광물 및 암석학적 특징

석곽묘 구성암석들의 광물조성과 조직, 풍화에 따른

변질광물 등을 살펴보기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Fig. 4, 5). 또한 이들의 자화강

도를 파악하고 추정산지 암석과의 동질성을 해석하고

자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Fig. 6).

규장암은 대부분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곳곳에 담갈색으로 변질된 부분이 나타난다(Fig. 4A).

반화강암도 마찬가지로 거의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

져 있고 부분적으로 격자쌍정을 가진 미사장석이 관찰

된다(Fig. 4B). 우백질화강암은 주요 조암광물 이외에

일부 입자 사이에서 백운모도 확인된다. 이중 석영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크기로 부분적인 선상

조직을 보이고 있고, 장석은 대부분 견운모화 되었다

(Fig. 4C).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ock properties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M; mica, P; plagioclase, Q; quartz,

K; K-peldspar, C; chloride, A; amphibole, Py; pyroxene, respectively. 

Fig. 4. Polarization microphotographs of rock properties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 Felsite, (B) Aplite, (C)

Leucocratic granite, (D) Biotite granite, (E) Schistose granite, (F) Schistose granodiorite, (G) Granodiorite, (H) Diorite, (I)

Diabase, (J) Quartzi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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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화강암은 흑운모의 함량이 높고, 석영은 세립

질을 보이나 일부 조립질도 관찰된다(Fig. 4D). 편상화

강암은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대와 흑운모가

주성분인 우흑대가 교호한다(Fig. 4E). 편상화강섬록암

과 화강섬록암은 흑운모와 같은 유색광물을 많이 포함

하고 있다(Fig. 5). 특히 편마상화강섬록암은 우흑대가

뚜렷한 편마상 조직을 보이는 반면, 화강섬록암은 흑

운모가 석영과 장석의 입간에 분포한다(Fig. 4F, 4G).

섬록암은 주로 각섬석, 흑운모,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량의 석영과 변질 녹니석이 관찰된다. 이중 각

섬석이 50% 이상의 모드 비율을 보인다(Fig. 4H, 5).

휘록암질암에서 휘석은 담갈색, 녹색, 회록색, 담청색

및 홍색 등의 다양한 색깔로 산출된다(Fig. 4I). 이 암

석은 전반적으로 열변질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규암

은 재결정 작용을 받은 조립의 석영 입자가 봉합선 경

계로 맞물려 있으며, 부분적으로 변질된 흑운모가 입

간을 채우고 있다(Fig. 4J). 

제석리 석곽묘 석재의 대자율 측정은 석곽묘 전체에

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암종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또

한 각 부재의 대자율 값은 10~41회 측정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측정 결과, 석곽묘에 사용된 구성암석

은 열변성을 많이 받은 휘록암질암의 0.69~1.35×10-3

SI unit을 제외하고는 모두 1.0×10-3 SI unit 미만대의

유사한 대자율 분포를 보였다(Fig. 6).

이들은 화강편마암의 넓은 대자율 분포 영역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0.1×10-3 SI unit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 석재의 대자율 값은 석곽묘 구성암석과

추정산지 지역 암석의 동질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자

료이다.

4. 산지해석 

4.1. 지형 및 지질학적 배경

제석리 유적은 넓은 충적지와 경계를 형성하는 저산

성 구릉의 남쪽 끝자락에 분포한다. 유적의 남쪽은 금

오산으로 연결되는 제석산에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북진하다가 제석리 부근에서 구릉지를 형성하였다. 유

적의 북서쪽으로는 제석산에서 발원하여 북동류하며 감

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 발달한다.

김천 일대는 영남육괴의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와 변성화성암류가 혼재되

어 나타난다(Cheong and Na, 2008). 이 외에도 쥐라

기의 흑운모화강암, 반화강암 및 페그마타이트가 분포

하며 유문암질 응회암, 염기성 맥암, 중성 맥암 및 산

성 맥암류가 금오산의 화산활동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Yun and Hong, 2003). 특히 응회암은 제석리 아래

북동부 종산부락 동편 언덕에 소규모로 분포한다(Kim

et al., 1989).

지리적으로 보아 유적의 남쪽 평지에는 과수원이 있

고 서쪽에는 제석리 마을이 분포하여 석곽묘 주변에서

노두와 전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제석산 일대가 유일

하다. 따라서 지형 및 지질학적 배경으로 보아 제석리

석곽묘 구성암석과 유사한 거의 모든 암종을 제석산

일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7).

4.2. 산지탐색

제석리 유적을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암석의 공급

지를 명확히 해석하고자 제석리 일대에 대한 다양한

축적의 지형도와 지질도, 유적분포도 및 발굴보고서 등

을 참고하여 석곽묘 구성암석의 원료공급지를 탐색하

였다. 야외조사에서는 암석의 종류에 따른 전체적인 암

상과 전암대자율 특성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제석리 석곽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조립

질의 각섬석화강섬록암이 기반암을 구성하고 있다

(Fig. 7A~7C). 전체 석곽묘를 구성하는 암석은 유적의

기반암에서 확인되는 암종도 있지만, 이보다 다양한 종

류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석리 석

Fig. 6.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rock properties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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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묘 구성암석은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는 최근거리에

서 석재를 조달하여 유적까지 운반해왔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석곽묘 구성암석의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암석의 공급지를 해석하면 제석리

유적 남쪽의 제석산 계곡 일대가 가장 유력한 것이다.

제석산은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며(Fig. 7D), 계곡 하

류는 유적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Fig. 7E).

이 계곡의 상부와 하류 모두에서는 석곽묘의 구성암석들

과 거의 유사한 노두와 전석이 다량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석곽묘에는 우백질화강암이 높은 점유율을 나

타냈는데 제석산에는 단순한 우백질화강암뿐만 아니라

변성을 받은 편마암, 우백질화강암 및 편상화강암을 모

두 관찰할 수 있다(Fig. 7F, 7G). 추정산지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석곽묘 구성암석과 동일한 암석도 있지만

변성작용을 받아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암석까지 다

양하게 관찰된다. 

4.3. 암석학적 동질성 

추정산지 지역에서 수습한 유사암석을 대상으로 광

물학적 조직의 유사성을 밝히고, 조암광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자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을 수행

Fig. 7. (A) Geological map around the study area, (B, C) Hornblende granodiorite in basement rock, (D, E) Jesuk Mountain

and the lower valley, (F) Gneiss, (G) Leucocratic granite and schistose granite. 

Fig. 8. Polarization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rock sample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 (A) Felsite, (B) Aplite, (C)

Leucocratic granite, (D) Biotite granite, (E) Schistose granite, (F) Granite gneiss, (G) Granodiorite, (H) Andesite rock, (I)

Diorite, (J) Quarzit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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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Fig. 8, 9). 또한 석곽묘 부재와 미세자기적 특

징을 비교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Fig. 10).

규장암은 장석이 대부분 변질되어 나타나, 반정들이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등 산출상태가 석곽묘 규장암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Fig. 8A). 반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K-장석 및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과

동일하게 K-장석의 대부분이 미사장석으로 관찰된다

(Fig. 8B). 우백질화강암은 대부분 석영과 장석으로 이

루어졌으며, 정장석은 변질되어 견운모화 되어있다

(Fig. 8C).

흑운모화강암은 전반적으로 장석류의 풍화와 흑운모

의 녹니석화가 관찰된다(Fig. 8D). 편상화강암은 석영

과 장석이 조암광물로 분포하지만 약한 편상조직을 띠

는 흑운모가 선상배열하기도 한다(Fig. 8E). 화강편마

암은 편상화강암보다 유색광물인 흑운모의 함량이 더

많이 관찰되며 특히 편마조직을 보여주었다(Fig. 8F).

화강섬록암은 유적의 기반암으로 조립질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편상조직이 발달되어있어 일정한 방향을 가

진다. 특히 각섬석과 흑운모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Fig. 8G). 휘록암질암은 각섬석, 흑운모 및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변질을 많이 받아 광물 입자간 경

계가 조밀하고 재결정된 무색광물의 방향성이 잘 발달

해 있다(Fig. 8H).

섬록암의 주요 조암광물은 각섬석과 사장석이나

(Fig. 8I), 유적의 섬록암과 입자크기와 광물의 조성비에

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각섬석의 함량이 높다.

규암은 미량의 백운모와 흑운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암광물의 변성조직이

뚜렷하다(Fig. 8J).

전반적으로 석곽묘 구성암석에서 나타난 암종별 조

암광물과 조직은 추정산지의 암종에서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광물간의 상대적인 함량을 보

여주는 X-선 회절피크와 상대적 함량에서도 모든 암종

별로 거의 같은 경향을 보여 광물학적 특징이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Fig. 9). 다만 제석산 계곡에서

Fig. 9.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ock sample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 M; mica, P; plagioclase, Q; quartz, K; K-

peldspar, C; chloride, A; amphibole. 

Fig. 10.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rock samples from the

presumed 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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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휘록암질암은 유적의 것과 다소 다른 안산암

질암에 가까운 암상으로 보였다.

제석리 석곽묘의 석재와 추정산지 암석의 암석학적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Fig. 10). 규장암은 0.04~0.09×10-3 SI unit, 반화강암

은 0.01~0.03×10-3 SI unit의 매우 낮고 좁은 대자율

범위를 나타냈다. 이는 석곽묘 구성암석과 같은 영역

에 분포하는 매우 유사한 대자율 값이다. 우백질화강

암은 0.01~0.02×10-3 SI unit의 범위에서 산출되는데,

석곽묘 구성암석의 대자율과 함께 0.10 미만에 속한다.

편상화강암은 0.01~0.21×10-3 SI unit의 범위를, 화

강편마암은 0.01~0.13×10-3 SI unit의 범위에서

0.06×10-3 SI unit의 평균을 가진다. 석곽묘의 구성암석

인 화강편마암은 0.02~0.94×10-3 SI unit의 넓은 분포

범위를 가지는데 이는 1.0 미만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암석학적으로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Fig. 6).

화강섬록암은 0.16~0.33×10-3 SI unit의 범위를 보

였고, 섬록암은 0.39~0.65×10-3 SI unit를 중심으로

평균 0.50을 나타냈다. 또한 휘록암질암과 유사한 안산

암질암은 0.27~0.47×10-3 SI unit의 분포를 보여 대부

분이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적의 기반암인 조립질 각섬석화강섬록암은

4.10~7.50(평균 5.62)×10-3 SI unit의 범위로 상대적으

로 높은 대자율 값을 가져 석곽묘 석재의 섬록암과 암

석학적 및 성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각섬석화강섬록암을 제외

하고는 산지로 추정된 제석산의 화강암계열과 규암 및

섬록암계열은 모두 석곽묘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특

성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4. 지구화학적 거동특성

제석리 석곽묘 구성암석과 공급지 암석의 동일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암석시료의 주성분, 미량 및 희

토류 원소를 비교분석하였다(Table 2). 먼저 암석들의

주성분원소에 대하여 부화와 결핍정도를 비교하고자 일

반적인 화강암의 평균함량(Nockolds, 1954)을 기준치

로 표준화하였다. 규장암과 반화강암은 석곽묘 구성암

석과 추정산지 암석 모두 동일한 거동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규장암의 추정산지 암석에서 풍화에 따른 CaO

의 결핍이 나타난다(Fig. 11A).

우백질화강암은 추정산지 암석에서 SiO2와 Al2O3 성

분이 부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결핍된 경향을

보였다. CaO의 결핍양상도 규장암과 동일하게 나타났

다. 흑운모화강암은 석곽묘와 추정산지 암석 모두

SiO2, Al2O3, Fe2O3가 부화되면서 매우 유사한 진화경

향을 보여 동일기원의 암석으로 해석된다.

편상화강암은 석곽묘 암석에서 Al2O3, Fe2O3, CaO,

Na2O가 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추정산지 지

역의 화강편마암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석곽묘의 화강섬록암과 섬록암은 추정산지 지역

의 암석들과 거의 동일한 화학조성 및 거동특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암도 주성분원소의 화

학조성과 거동경향이 매우 잘 일치하였다.

희토류원소는 광물의 정출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거

동을 보여주므로 지각부근과 맨틀의 부분용융, 마그마

의 분화 및 혼화와 같은 화성암류의 진화과정을 밝히

는데 아주 유용하다(Henderson, 1984). 대부분의 희토

류원소는 광물 내에서 쉽게 친화되지 않으므로 암석의

산지추정에 적합한 원소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대상 시

료의 희토류 원소 함량은 Taylor and McLennan(1985)

이 제시한 운석의 초생치로 표준화하였다(Fig. 11B).

추정산지 지역의 규장암과 반화강암은 규장암에서

상대적 원소함량과 Eu의 거동경향만 약간의 차이가 있

을 뿐 전체적인 경향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백질화강암, 흑운모화강암, 편상화강암,

화강섬록암, 섬록암 및 규암은 석곽묘를 구성암석의 거

동특성과 대체로 평행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거의 동일한 진화과정을 겪으면서 생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추정산지 암석의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 중 상

대적 호정성과 불호정성 원소에 대해 원시의 맨틀조성

(Pearce, 1983)으로 표준화하여 거동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11C). 이 결과, 석곽묘의 구성암석과 추정산지 지

역의 암석들은 호정원소의 부화경향과 불호정원소의 결

핍양상이 동일하였다. 특히 전반적인 거동경향에서도

매우 잘 일치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5. 고 찰

석조문화재 구성암석의 원산지를 검토하여 원료물질

의 공급지를 추적하는 것은 문화재를 제작하는데 이용

한 원료의 이동경로를 해석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이

는 당시 지역간의 기술수준과 교역관계 및 사회적 변

동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보존관리 및 복원용 석재의 선정을 위한 과학

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천 제석리 석곽묘 8기의 구성암석을 대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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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학적 분석법을 적용하여 암석학적 분류 및 지구화

학적 거동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급지를 밝히기 위

해 석곽묘에서 많이 사용한 암석을 대상으로 제석산

계곡 일대에서 정밀 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

제석산 계곡 일대에는 규장암, 우백질화강암, 화강섬록

암, 규암 등 석곽묘의 구성암석과 암석학적 특징이 거

의 동일한 다양한 암석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유적

의 휘록암질암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제석산의 암석

은 안산암질암에 가까운 암상을 보였다. 한편 유적에

서 확인된 화강편마암과 편상화강섬록암은 심하게 변

질되어 있으며, 추정산지 일대에서 전석으로는 다량 관

찰되나 노두를 찾을 수 없어 분석을 통한 동질성 검토

는 하기 어려웠다.

추정산지 암석들에 대해 암석학적 동질성을 규명하

고 광물학적 특징 및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동일 종류의 암석을 수습하여 동일한 연구방법을

Table 2. Representative compositions of major (wt.%), some minor and rare earth elements (ppm) in rock properties (KS and

JS)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nd presumed provenance, respectively

No. KS-1 KS-2 KS-3 KS-4 KS-5 KS-6 KS-7 KS-8 JS-1 JS-2 JS-3 JS-4 JS-5 JS-6 JS-7 JS-8

SiO2 73.28 73.29 77.92 65.62 71.93 70.13 50.73 95.39 75.57 74.53 77.31 74.08 66.28 63.68 64.62 92.91

Al2O3 15.35 14.41 12.81 19.83 14.73 15.58 16.43 2.46 13.28 14.76 12.89 14.11 19.07 16.79 16.03 3.81

Fe2O3 1.09 0.87 0.35 1.31 1.20 2.92 9.39 0.18 1.49 0.96 0.34 1.62 1.68 4.73 4.08 0.36

MnO 0.02 0.04  0.01 0.03 0.03 0.05 0.14 0.01 0.05 0.03 0.01 0.02 0.03 0.08 0.05 0.01

MgO 0.21 0.14 0.06 0.25 0.18 0.80 6.33 0.07 0.15 0.11 0.10 0.22 0.45 2.09 1.71 0.06

CaO 1.67 0.66 0.91 3.21 1.39 2.13 6.86 0.03 0.16 1.00 0.21 0.24 3.69 5.01 1.90 0.03

Na2O 4.49 3.84 3.35 6.36 3.85 3.99 3.61 0.05 3.61 3.88 2.69 3.35 5.42 3.41 2.24 0.06

K2O 3.12 4.61 4.41 1.77 4.24 2.39 1.57 0.62 3.33 4.33 4.98 5.14 1.66 2.63 3.85 1.16

TiO2 0.12 0.08 0.07 0.17 0.14 0.41 1.71 0.02 0.13 0.08 0.05 0.18 0.25 0.58 0.52 0.04

P2O5 0.04 0.02 0.03 0.04 0.03 0.10 0.57 0.01 0.05 0.02 0.02 0.04 0.09 0.14 0.14 0.02

LOI 0.67 0.31 0.28 0.78 0.55 1.42 2.91 0.47 1.40 0.76 1.03 0.93 0.84 1.09 4.13 0.07

Total 100.10 98.66 100.20 99.34 98.27 99.93 100.20 99.31 99.21 100.50 99.62 99.92 99.46 100.20 99.26 99.16

Ba 1,350 442 1,060 199 1,330 947 854 108 868 827 435 734 950 630 521 141

Be 2 2 2 4 2 3 3 1 2 3 1 3 4 2 2 <1

Co 2 2 3 2 3 5 34 2 3 3 2 3 5 14 11 1

Cr 16 58 43 2 123 28 212 121 59 83 44 49 161 191 51 121

Cs 1 2 2 1 1 2 2 1 4 2 2 2 2 2 16 1

Cu <1 2 1 1 3 <1 30 4 1 2 2 2 4 10 1 24

Hf 3 4 2 4 4 5 4 <0.5 4 2 1 5 5 4 4 1

Ni 2 24 14 3 50 5 86 69 24 36 17 26 85 80 13 71

Pb 26 45 32 34 32 19 6 <5 14 39 47 32 21 12 10 40

Rb 60 200 140 20 150 100 <20 30 100 120 130 110 <20 80 130 40

Sc 1.4 2.6 1.1 3.4 1.9 3.6 22.3 0.5 2.3 1.9 0.9 2.9 3.0 10.1 10.6 0.5

Sr 790 213 492 568 528 557 819 6 129 416 221 210 968 433 188 9

Th 2.1 1.8 3.0 17.5 5.0 14.7 2.7 1.4 14.9 2.3 1.3 12.6 12.2 8.0 9.4 1.0

U 0.9 1.7 2.6 5.8 1.8 2.1 1.2 <0.5 2.5 1.0 <0.5 2.2 2.4 <0.5 2.9 <0.5

V <5 <5 <5 8 <5 25 201 <5 <5 <5 <5 7 12 93 75 <5

Y 4 5 35 92 3 12 30 <1 16 8 <1 21 12 12 11 <1

Zn 40 38 15 53 50 79 71 4 33 47 20 38 36 57 54 66

Zr 79 83 29 127 107 208 223 32 159 63 18 177 245 157 168 17

La 8.1 5.9 6.4 19.8 16.4 34.4 29.6 1.5 42.1 6.9 2.5 42.4 40.5 20.3 25.9 3.1

Ce 19 13 17 46 34 54 56 3 63 12 4 85 58 36 45 4

Nd <5 <5 5 14 11 21 31 <5 21 <5 <5 20 17 15 17 <5

Sm 1.2 0.9 1.4 5.9 1.5 4.3 6.6 0.4 3.7 0.8 0.3 4.8 3.2 3.2 3.2 0.4

Eu 0.4 0.2 0.6 <0.1 0.6 1.0 2.1 <0.1 0.6 0.4 0.2 <0.1 1.3 1.0 0.9 <0.1

Tb <0.5 <0.5 0.6 1.8 <0.5 <0.5 0.8 <0.5 <0.5 <0.5 <0.5 <0.5 <0.5 <0.5 <0.5 <0.5

Yb 1.3 1.6 4.6 7.7 0.7 1.3 2.8 0.6 2.3 1.5 0.7 2.6 1.6 1.7 1.5 0.4

Lu 0.17 0.22 0.56 0.83 0.10 0.20 0.42 0.09 0.33 0.22 0.11 0.34 0.26 0.27 0.2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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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이 결과, 석곽묘 구성암석과 제석산 계곡

일대에 분포하는 동종 암석은 암색과 조직이 거의 동

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암광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구화학적 거동특성도 거의 동일한 암석임을 지시하

였다. 또한 전암대자율 분포에서도 측정 횟수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암종별로 거의 동일한 암석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지형적으로도 제석산 계곡을 따라 제석리 마을까지

1,380m에 이르러 거의 동일한 암종이 분포하고 있어

석곽묘 구성암석의 원산지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한 상류에서 유적지까지 최단거리는 1,390m이고, 제석

리 마을의 하류에서 유적지까지는 320m로 수로로 접

근하기 쉬운 거리에 있다. 따라서 지형학적, 지질학적,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으로 석곽묘 구성암석의 공급지

는 제석산 계곡 일대로서 석곽묘에 사용한 다양한 암

석을 확보하는데 용이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 언

1. 제석리 석곽묘를 구성하는 암석은 반화강암

(34.5%)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우

백질화강암(26.9%), 편상화강암(24.4%), 흑운모화강암

(7.4%) 등 총 11종의 암석이 사용되었다. 석곽묘에서

유실된 부재들이 어떤 암석으로 축조되었는지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암석위주로 축조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석곽묘 구성암석의 편광현미경과 X-선 회절분석

결과, 규장암, 반화강암, 우백질화강암, 편상화강암, 흑

Fig. 11. Normalized geochemical patterns showing rock properties by standard granite composition for major elements (A),

rare earth elements (B) and primitive compatible and incompatible elements (C) from the Jeseokri stone-lined tombs and

presumed provenance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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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화강암에서는 공통적으로 석영, K-장석, 사장석의

조암광물과 부분적으로 흑운모가 관찰되었고, 세립질에

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크기의 광물이 분포하였다. 편

상화강섬록암과 화강섬록암은 우흑대와 우백대가 뚜렷

한 편상조직을 보이며, 특히 섬록암은 각섬석과 흑운

모의 변질로 인한 녹니석화가 나타났다. 

3. 석곽묘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강한

변성을 받은 휘록암질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1.0×10-3

SI unit 미만의 거의 동일한 대자율 분포도를 보였다.

또한 화강편마암의 넓은 대자율 분포를 제외하고는 대

부분 0.1×10-3 SI unit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동종의 암석들과 매우 유

사한 자화강도를 갖는 것으로 동일한 과정에 의해 생

성된 암석임을 알 수 있다. 

4. 석곽묘를 구성하는 암석의 암종별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의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부화경향과

결핍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거동특성도

거의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편광현미경 및 X-

선 회절분석과도 일치하여, 각각의 암종은 모두 성인

적으로 거의 유사한 종류의 기반암에서 생성된 암석임

을 알 수 있다. 

5. 제석리 석곽묘 일대의 지형도와 지질도를 참고하

여 석곽묘 구성석재의 원료공급지를 검토하였다. 이 결

과, 동일한 암석이 분포하는 추정산지 탐색지역은 제

석리 유적 남쪽에 위치한 제석산 계곡 일대이다. 이곳

은 석곽묘 구성석재와 거의 동일한 암석이 다량 분포

하고 있으며, 일부 암석은 변성 및 변질도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일뿐이다.

6. 제석리 석곽묘 구성암석의 대부분은 추정산지 지

역의 암석들과 동일한 암색, 조직, 광물학적 특징 및

조성을 보였고, 암종별 전암대자율도 모두 포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동질성을 검토한 결과, 지구화

학적 거동특성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두 지역 사

이의 동종 암석은 동일 종류의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곽묘 암석의 산지

는 다양한 암종을 구하기 쉽고 운반하기 수월한 제석

산 계곡의 상류에서 하류의 제석리 마을 일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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