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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jiguksaptapbi (Tapbi) is a memorial stele which is inscribed with personal history of a state preceptor, Dae-

jiguksa Beopkyeong. The Tapbi comprises tortoise-shaped pedestal, dragon top and body stone, and the body stone

is remained in 255 pieces by excavation in Samcheonsaji temple site of Seoul. The Tapbi is composed of tuf-

faceous breccia for the body,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for the pedestal and fine-grained granite for the

top. As a result of geological survey to find a rock provenance of the Tapbi rock, the tuffaceous breccia is found in

the banks of Gangwha straits, and the pink feldspar granite and fine-grained granite are found around the temple

site in Mt. Bukhansan. Each rock shows similarities to the Tapbi in lithology and mineralogy. Also, geochemical

data of major, som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verify their cognation in each rock typ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ovenance of the body stone is distant as Gangwha area, and the provenance of the pedestal and top stones are

near the temple site. The results can be utilized to restore the Tapbi by using the same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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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는 고려시대 대지국사 법경의 행적을 기록한 석비이다. 이 탑비는 귀부, 비신 및 이수로 구

성되어 있으며 비신은 발굴조사를 통해 약 255점의 파편으로 확인되었다. 탑비의 비신, 귀부 및 이수를 구성하는 암

석은 각각 응회암질 각력암,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 및 세립질 화강암으로 동정되었다. 비의 구성암석과 동종의 암석

산출지를 탐색하기 위해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화도 해협 양안에 점재하는 응회암질 각력암을 확인하였으며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과 세립질 화강암은 현재 삼천사지가 위치한 북한산에서 확인되었다. 비의 구성암석과 추정 산

지 암석의 성인적 동질성을 규명하기 위해 암석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 추정 산지 암석의 광물조성, 조직, 암

상적 특징과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탑비 구성암석과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비신은 강화도 해협 일대, 귀부와 이

수는 삼천사지 주변이 석재 공급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현재 심하게 파손된 비신의

복원 시 신석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지국사탑비, 응회암질 각력암, 화강암, 산지해석, 복원

1. 서 론

북한산 삼천사지는 서기 661년 원효가 창건한 것으

로 전해지며, 고려 법상종 종찰인 개경 현화사의 초대

주지를 지냈던 대지국사 법경이 주지로 있던 사찰이다.

이 사찰은 고려 현종 때 고려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크게 융성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05년 9월부터 삼천

사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대지국사탑비전지와 부속

건물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때 대지국사탑비의 비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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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다량 수습하였다. 발굴된 비편은 총 255점으로

이중 가장 큰 편은 가로 48 cm, 세로 38 cm 크기이

며, 127자의 비문이 확인되어 대지국사 법경의 행적과

고려 전기 법상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1).

대지국사탑비와 같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문화재의

원료산지를 규명하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유물의 원료수급과 전

파관계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하고 인간의 활동영역과

고대의 교역관계를 유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Caterina et al., 2004; Lee et al., 2006; 2010a;

2010b). 최근에는 자연적인 풍화, 재해 및 인위적인 파

손에 따른 손상된 석조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신석재

를 선정할 때, 원석재의 산지 규명 연구가 타당한 근

거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Jwa et al., 2006; Lee et

al., 2007; 2010c; Jo et al., 2011). 이는 문화유산의

원형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지국사탑비 구성암석의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암석의 분포지역을 유추하고,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암

석을 탑비 구성암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암석

학적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는 고고지질학적 측

면에서 탑비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추정하고 당시

의 석재 이동경로를 유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하게 파손된 탑비의 복원을 위한

동일 암종의 신석재 선정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황

삼천사지는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접하는 북한

산의 서남부 증취봉 능선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고양

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에 해당한다(Fig. 1A). 현

재 이 사찰터에는 대지국사탑비, 탑비전 및 부속건물

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로부터 서쪽 계곡을 따라

약 2 km 하류 지점에 있는 삼천사는 옛 삼천사의 폐

사 이후 새로이 경영되어 온 사찰이다. 이 삼천사의

대웅전 뒤편에는 보물 제657호인 고려시대의 삼천사지

대국마애불상이 자연암반에 조각되어 있다.

삼천사지 일대의 지질은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

Fig. 1. Occurrence of Daejiguksatapbi and geological setting around Samcheonsaji temple site. (A) Geological map (Hong et

al., 1982). (B) A tortoise-shaped pedestal stone. (C) A dragon-carved top stone. (D) Small pieces of a body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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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의 각종 화강암류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제4기의 충적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A). 편마암류는 대부분 호

상 흑운모 편마암이며 북한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 편마암은 석영-장석으로 구성된 우

백질대와 흑운모로 구성된 우흑질대가 상호 교호하며

나타나는 호상구조가 특징적이다. 화강암류는 주로 조

립질의 흑운모 화강암으로서 전반적으로 등립질이며 조

직이나 광물의 성분이 비교적 균질하게 나타난다(Hong

et al., 1982).

대지국사탑비는 삼천사지 유적 내에서 대지국사탑비

전지와 부속건물지가 위치한 A지구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굴 이전에는 귀부와 이수만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탑비의 귀부는 사태로 인해 산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화강암 전석이 상부를 덮고 있었으며, 이수는 귀부의

전면에 떨어져 있었다. 귀부는 가로 240 cm, 세로

270 cm, 높이 137.5 cm의 조립질 화강암으로서 용의

머리와 육각형 귀갑문이 조각되어 있다(Fig. 1B). 발

부분은 비늘문으로 장식하였으며 귀갑대를 주름문으로

처리하고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이수는 가로 185 cm, 세로 55 cm, 폭 80 cm의 세

립질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두 마리 용을 운문과 더불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

고 있다(Fig. 1C). 앞뒷면에 각각 용 두 마리씩 배치

하여 대칭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도 운룡문

이 새겨져 있다. 이수의 윗면에는 원형으로 낮게 돌출

시킨 받침을 새기고 그 주위에 복판 4엽의 연화문을

새겼는데, 이는 이수 몸체에다 별도의 보주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신은 결실되어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는 없었으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총 255점이 파편

상태로 출토되었다(Fig. 1D).

2.2. 연구방법

대지국사탑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재질특성 연

구를 위해 육안관찰, 현미경 관찰과 기기분석을 통한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정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구성암석의 원산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삼천사지

주변과 서울시 일대의 야외 지질조사를 수행하여 광역

적인 지질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두에서 채취한 시

료의 재질특성을 정밀분석하여 탑비의 구성암석과 비

교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발굴 당시 파편 상태로 출토

된 비신의 미세편 일부와 박락된 귀부 및 이수의 미세

편에서 수습하였다.

탑비 구성암석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 상대적 함량,

광물학적 공생관계,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의

생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마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

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탑비에서 자연적으로 탈락된 미

세시편은 크기가 2×2 cm, 두께가 5~10 mm 내외로

매우 작고 풍화로 인해 약해진 상태이므로 박편 제작

과정 중 손실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에폭시 수지로

시편을 마운팅하여 고정한 뒤 200~3000 mesh의 알

루미나 파우더를 이용하여 약 0.25 mm 두께로 연마

하였다. 박편관찰에 사용한 현미경은 자동계수기가 장

착된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현미

경이다. 또한 Rigaku제 D/Max-IIB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조암광물의 조성을 동정하였으며 타겟으로 사

용된 X-선은 CuKα이고, 양극의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

의 전류는 각각 40 kV, 100 mA이었다.

탑비 구성암석과 석재 산지 시료의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 분석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

기(ICP-MS)와 중성자방사화분석기(INAA)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탑비와 원암이 분포한 노

두의 미세자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암대자율 측

정을 실시하였다. 이용된 기기는 10-6 SI 단위의 측정

한계를 가진 ZH Instruments사의 SM30이며 대자율

의 세기는 10-3 SI 단위로 표기하였다.

3. 암석학적 특징

3.1. 전암대자율

대지국사탑비에 사용된 암석의 미세자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암석과 광물의 전체 미세자화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응

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암석의 성인과 환경

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를 보이나 동일 마그마에서 생

성된 암석들은 대부분 유사한 대자율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석조문화재와 선사

시대 석기의 원산지 해석에 널리 활용된 바 있다(Lee

et al., 2007; 2010a; 2010b; Uchida et al., 2007).

대지국사탑비의 전암대자율 측정은 비신(SC-1), 귀

부(SC-2) 및 이수(SC-3)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비신은

0.52~1.51(평균 0.85×10-3 SI unit)의 대자율 분포를

보이며, 귀부는 2.51~5.03(평균 3.72×10-3 SI unit)의

범위를 보였다. 반면 이수는 0.01~0.09(평균 0.05×10-3

SI unit)의 낮은 대자율 값을 가졌다(Fig. 2). 이와 같

이 비신, 귀부 및 이수가 서로 다른 범위의 전암대자

율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강자성 광물의 상대적인 함량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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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신 구성암석은 귀부 및 이수와는 성인적으로

다른 화산암류로서, 낮은 대자율 값은 중광물의 함량

이 다소 낮음을 지시한다. 이는 각각의 석재 공급지를

추정할 때 양자의 동질성을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귀부와 이수를 구성하는 암석은 모두 화강암

질암이나 측정된 대자율 값으로 미루어 귀부는 자철석

계열의 화강암에, 이수는 티탄철석 계열의 화강암에 속

함을 알 수 있다(Ishihara, 1998). 이처럼 같은 화강암

질암이라도 광물조성 및 산출상태에 따라 대자율 값의

차이가 나타난다. 

3.2. 암석기재적 특징

대지국사탑비는 비신, 귀부, 이수가 별매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재는 서로 다른 암석학적

특징을 보인다. 비신은 녹회색 기질에 연녹색, 저색 및

담회색 역을 함유하고 있는 화산쇄설성 퇴적기원의 각

력암이다. 암편의 크기는 1 mm에서 수 cm로 다양하

고 분급과 원마도가 아주 불량하다. 암편의 형태는 각

상과 아각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기질 사이에 수 mm

크기의 공극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Fig. 3A).

귀부는 조립질의 홍장석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등립질 조직에 옅은 홍색을 띠는 장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3B). 구성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5 mm

이상으로 조직이나 광물 성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균

질한 편이다. 이수는 세립질 화강암으로, 전반적으로

회백색을 띠며 광물 입자의 조직과 분포가 아주 균질

하다(Fig. 3C). 비신, 귀부 및 이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암종은 색상, 조직 및 광물 조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대지

국사탑비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암석을 이용하여 제

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광물학적 특징

대지국사탑비의 비신, 귀부, 이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 암석의 미세편을 박편으로 제작하여 현미경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분말시료를 만들어 X-선 회절분석을 하

였다. 비신은 녹회색을 띠는 응회암질 각력암으로 석

기는 대부분 유리질이고 부분적으로 자형 및 반자형의

사장석, 방해석 및 각섬석 반정이 관찰된다(Fig. 3D).

또한 아주 불규칙한 형태의 미정질 석영과 각력상 암

편이 혼재한다. 사장석반정은 주로 알바이트(albite)와

칼스바드(carlsbad) 쌍정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다. 유문암질 석기의 대부분은 심한

변질을 받았으나 일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이차

적으로 교대한 비정질 수산화물이 관찰된다. 이 암석

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사장석, 녹니석이

검출되었고, 특히 반정으로 함유된 사장석이 회절강도

가 가장 우세하였다. 녹니석은 이차적인 변질광물로 판

단된다(Fig. 3G).

귀부는 조립의 등립질 화강암으로 주구성광물은 석

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등이며, 부성분 광물

로 인회석, 저어콘, 불투명 광물 등이 함유되어 있다

(Fig. 3E). 이차적으로 생성된 백운모, 녹니석, 견운모

등도 관찰된다. 석영은 타형으로 거정을 이루며, 입자

의 내부에는 작은 결정의 백운모나 자형의 사장석이

공생한다. 미사장석은 대부분 퍼사이트화 되었으며 내

부는 경계가 불규칙한 작은 사장석 결정이나 석영, 흑

운모 등이 포이킬리틱(poikilitic) 조직으로 나타난다. 사

장석은 반자형의 거정으로 관찰되며 내부는 변질로 인

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견운모가 나타난다. 흑운모는 석

영이나 사장석, 미사장석의 입자들 사이에서 관찰되며

대부분이 변형된 벽개면을 보이고 녹니석화되어 있다.

이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사장석 및

Fig. 2. Magnetic susceptibility of Daejiguksatapbi. SC-1;

body stone, SC-2; pedestal stone, SC-3; top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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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장석이 검출되었다(Fig. 3G).

이수는 세립질 화강암으로 구성광물은 파동소광을

보이는 석영과 알칼리 장석,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녹니석, 저어콘과 불투명광물 등이다(Fig. 3F). 사장석,

알칼리 장석 및 흑운모는 부분적으로 반정으로 산출된

다. 이중 퍼사이트는 간혹 사장석을 함유하며 알칼리

장석은 뚜렷한 칼스바드 쌍정을 이룬다. 사장석은 알

바이트, 칼스바드-알바이트 쌍정과 부분적인 누대구조

를 이루며 입자의 중앙을 중심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

다. 흑운모는 짙은 갈색을 띠며 방사성 색운을 가진

저어콘과 불투명 광물을 함유하며 부분적으로 녹니석

으로 변질되었다. 이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이수의 구성암석과 유사한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및 흑운모가 검출되어 일반적인 화강암의 조암광물과

동일하다(Fig. 3G).

이상의 정밀 육안관찰과 다양한 방법의 실내연구 결

과를 종합할 때, 대지국사탑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은 비신의 응회암질 각력암, 귀부의 조립질 홍장석 화

강암 및 이수의 세립질 화강암으로 판명되었다. 비신

은 녹회색이며 응회질을 띤다. 귀부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담홍색을 띠며 입자가 육안으로

도 쉽게 구별될 만큼 거정질이다. 일반적인 화강암과

같이 석영, 장석, 운모 등이 주요 구성광물이며 특히

장석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이수의 세립질 화강암은 색

상이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고 매우 균질한 세립질

조직을 보여 귀부 구성암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4. 석재의 산지추정

4.1. 암석분포 및 산지탐색

대지국사탑비를 구성하고 있는 응회암질 각력암, 조

립질 홍장석 화강암 및 세립질 화강암의 산출지를 탐색

하기 위해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북한

산 주변 지역의 광역적인 암석분포를 조사하였다. 삼천

사지 대지국사탑비가 위치한 북한산 일대에는 귀부와

이수를 구성하는 암석과 같은 화강암류가 분포하지만

비신을 구성하는 응회암질 각력암은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지역을 경기 서북부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Fig. 3. Lithologic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Daejiguksatapbi. (A) Greenish gray tuffaceous breccia of the body

stone. (B) Pinkish and coarse-grained granite of the pedestal stone. (C) Fine-grained granite of the top stone. (D)

Microphotograph of tuffaceous breccia showing glassy-textured groundmass and euhedral or subhedral plagioclase, calcite

and amphibole phenocrysts. (E) Microphotograph of pink feldspar granite showing coarse quartz, plagioclase and alkali

feldspar. (F) Microphotograph of fine-grained granite composed of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biotite and muscovite.

(G)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Daejiguksatapbi. SC-1; body stone, SC-2; pedestal stone, SC-3; top stone. C; chlorite, P;

plagioclase, Q; quartz, Af; alkali feldspar, B;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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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은 한반도의 지체구조구상 경기육괴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주로 경기변성암복합체를 비롯

하여 소위 춘천누층군과 연천계라 불리는 변성퇴적암

및 쥬라기의 심성암류가 주로 분포한다(Fig. 4A). 이 지

역의 서측인 김포-통진 지역에는 중생대 퇴적층인 통진

층이 기반암으로 피복하거나 단층으로 접하며, 이들을

다시 백악기 화산암류가 피복하였다(Ahn et al., 1998).

삼천사지 일대의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는 고양시와

파주를 중심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분

적으로 성분대의 분화가 불량한 화강암질 편마암도 산

출되며, 다수의 규암 및 대리암을 협재한다. 편암류는

김포-강화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운모편암, 석영-운모

편암 및 석영-장석편암으로 구성된다. 이 암석은 주변의

호상편마암과 일부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가진다. 또한

석류석 반정을 함유하는 화강편마암이 과천시 일원에

작은 암주상으로 분포하기도 한다(Lee et al., 1999).

이 지역의 화강암류는 대지국사탑비가 위치한 북한

산을 기점으로 서울-의정부-동두천-포천-기산으로 이어

지는 남북방향의 화강암질 저반으로 분포한다. 북한산

일대의 화강암류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을 관입

하며 조립질의 흑운모 화강암으로서 전반적으로 등립

질이며 조직이나 광물 성분이 균질하게 나타난다.

의정부 지역의 화강암류는 아주 균질한 암상을 나타

내는 북한산 일대와는 달리 다양한 암상으로 구분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암석은 조립질의 석류석 흑

운모 화강암과 조립질의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 및 세

립질 흑운모 화강암이다.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은 회

색을 띠며 석류석 흑운모 화강암의 내부에 위치한다.

세립질 흑운모 화강암은 소규모 암주나 맥상을 이루며,

석류석 흑운모 화강암을 관입하여 포획하기도 한다.

연구지역에서 화산쇄설성 퇴적암은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일대와 강화도 해협의 황산도와 남쪽의 매도에

이르기까지 대송여, 소송여, 세어도, 거첨도, 대다물도,

운강도, 소운렴도 등 크고 작은 섬에 소규모로 점재하

며 분포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계양구의 서

쪽 구계에 남북방향으로 철마산을 포함한 산계를 형성

하기도 한다(Fig. 4A).

이 퇴적암의 전체적인 구성암석은 저색 각력암 내지

역암, 회백색 사암, 각력질 사암, 저색 셰일, 응회암질

사암, 응회암질 각력암 등으로 대단히 다양하고, 층리

의 발달이 뚜렷하다. 거첨도, 장도, 청라도 등에서는 각

Fig. 4. Geological map of Seoul-Gyeonggi areas (A; Lee et al., 1999) and magnetic susceptibility of provenance rocks (B).

SC-4; Tuffaceous breccia of Gangwha area. SC-5;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of Mt. Bukhansan. SC-6; Fine-

grained granite of Mt. Bukh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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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질 사암, 저색 셰일, 회백색 사암 등이 수십 cm에서

1~2 m 간격으로 호층을 이룬다. 세어도에서는 저색

각력질 내지 역암층이 발달하며, 이들 역은 크기가

20~30 cm에 이르면서 원마도가 좋은 것들도 있다. 역

의 종류는 화산암류, 화강암류 등 다양하며 층리의 측

방 변화가 심하다(Chwae et al., 1995).

4.2. 암석학적 유사성

암석산지 탐색을 통하여 대지국사탑비 구성암석과

유사한 강화도 일대의 응회암질 각력암, 삼천사지 일

대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과 세립질 화강암을 대상으

로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노두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값은 응회암질

각력암이 0.10~1.17(×10-3 SI unit)으로 평균 0.50을

나타냈으며,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이 2.27~5.52(평균

3.62), 세립질 화강암이 0.05~0.10(평균 0.08)의 분포

를 보여 대지국사탑비 구성암석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Fig. 4B). 비신과 추정 산지 암석의 미세한 차

이는 대자율 값을 대변하는 자철석의 불균일한 분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응회암질 각력암 암질

자체의 불균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신 구성암석과 추정 산지 암석의 암석학적 및 광

물학적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인근의 각력암 노두, 강화도 해협 황산도의 각

력암 노두와 북한산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 및 세립

질 화강암 노두에서 각각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암석의 반정량적인 광물조성, 상대적 함량 및

광물학적 조직을 밝히기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 및 X-

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강화도 일대에서 채취한 각력암은 녹색 내지 회색을

띠며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주로 유리질 석기와 사장석

반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5A, 5B). 이는 비신의 각

력암과 매우 유사한 특성이다. 북한산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은 등립질 조직에 옅은 홍색을 띠고 석영, 사장

석, 알칼리장석 및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어 귀부 구성암

석과 매우 유사한 광물조성이 확인되었다(Fig. 5C, 5D).

그러나 북한산 세립질 화강암의 경우, 이수의 구성

암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각섬석이 관찰되어

Fig. 5. Polarizing microscopic images and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ovenance rocks in Gangwha and Mt. Bukhansan.

(A, B) Tuffaceous breccia of Gangwha area; glassy groundmass, plagioclase phenocrysts and altered minerals observed. (C,

D)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of Mt. Bukhansan; quartz, plagioclase, alkali feldspar, biotite and muscovite

observed. (E, F) Fine grained granite of Mt. Bukhansan; quartz, alkali feldpar, plagioclase, amphibole and biotite observed.

(G) X-ray diffraction patterns. SC-4-1, 4-2, 4-3, 4-4; Tuffaceous breccia of Gangwha area. SC-5; Pink feldspar granite of Mt.

Bukhansan. SC-6; Fine-grained granite of Mt. Bukhansan. Q; quartz, P; plagioclase, Af; alkali feldspar, B;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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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Fig. 5E, 5F). 이는 서

울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의 화강암류

내에서 각섬석 함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다른 세립질

화강암이 분포하기 때문이다(Lee et al., 1999).

이와 같이 대지국사탑비를 구성하는 비신, 귀부 및

이수의 광물조성과 조직은 각각의 추정산지 구성암석

이 갖는 광물학적 특징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이 암석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도 마

찬가지로 각각의 구성암석과 유사한 조암광물들이 검

출되었다(Fig. 5G). 따라서 각각의 암석은 상호 유사성

이 인정된다.

4.3. 지구화학적 거동특성

석조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원산지 해석은

Table 1. Major (wt.%), som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ppm) contents of Daejiguksatapbi and provenance rocks in

Gangwha and Mt. Bukhansan.

Element SC-1 SC-2 SC-3 SC-4-1 SC-4-2 SC-4-3 SC-4-4 SC-5 SC-6

SiO2 58.84 73.28 69.02 65.87 66.85 61.13 66.61 75.12 65.00

Al2O3 16.54 14.44 15.22 17.62 16.32 15.36 15.01 13.23 15.92

Fe2O3* 6.83 0.92 2.85 2.80 4.28 3.56 4.22 0.63 5.06

MnO 0.11 0.05 0.12 0.03 0.04 0.12 0.05 0.03 0.24

MgO 3.10 0.17 1.39 0.76 0.63 0.60 1.18 0.12 2.28

CaO 3.87 0.83 1.43 2.42 2.28 4.55 2.51 0.55 2.06

Na2O 4.56 4.10 3.76 2.18 2.86 3.86 4.07 3.32 4.44

K2O 2.04 5.03 5.14 5.23 3.45 3.41 3.76 5.70 2.30

TiO2 0.98 0.13 0.36 0.87 0.42 0.39 0.46 0.08 0.79

P2O5 0.33 0.03 0.11 0.28 0.12 0.16 0.16 0.03 0.16

LOI** 2.84 0.69 0.69 2.41 3.36 5.63 2.21 0.30 2.02

Total 100.04 99.67 100.09 100.47 100.61 98.77 100.24 99.11 100.27

Ba 680 580 1210 3520 620 750 1340 510 370

Be 1 4 3 5 2 2 2 3 6

Co 18 2 3 6 12 9 12 <1 14

Cr 38 1 47 247 37 43 55 4 71

Cs <0.5 5.2 3.4 17.6 4.3 2.1 4.8 4.4 11.2

Cu 15 3 3 15 6 6 7 2 12

Hf 5.1 3.0 5.2 9.7 4.8 4.9 4.5 2.9 4.3

Ni 15 <1 28 36 23 22 26 1 28

Pb 27 45 28 64 31 25 26 39 34

Rb 40 210 180 290 90 110 140 240 240

Sc 16.2 3.0 2.0 12.2 4.7 4.6 5.3 1.5 11.2

Sr 439 140 392 633 99 139 185 97 223

Th 8.7 24.5 30.1 53.0 17.4 18.4 17.4 18.6 9.9

U 1.0 2.3 1.5 5.7 2.3 2.5 2.1 5.5 2.6

V 131 9 16 84 45 45 43 <5 100

Y 24 11 8 33 21 15 16 10 20

Zn 93 33 53 70 77 62 116 17 155

Zr 238 71 197 420 214 207 199 55 170

La 45.2 13.0 64.0 142.0 73.2 54.7 48.4 15.4 15.0

Ce 80 23 107 208 106 84 76 24 56

Nd 40 7 40 84 46 31 26 11 17

Sm 6.8 2.2 5.7 12.9 7.4 4.6 4.6 2.5 5.2

Eu 2.0 0.6 1.1 3.1 1.8 1.1 1.2 0.6 0.7

Yb 2.0 1.2 0.7 2.4 2.1 1.3 1.5 1.4 1.6

Lu 0.36 0.21 <0.05 0.38 0.29 0.22 0.26 0.23 0.18

*total FeO, **LOI; Loss on ignition, SC-1; Tuffaceous breccia of the body stone, SC-2;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of the pedestal stone, SC-3; Fine-grained granite of the top stone, SC-4-1, SC-4-2, SC-4-3, SC-4-4; Tuffaceous breccia of Gang-

wha area, SC-5;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of Mt. Bukhansan, SC-6; Fine-grained granite of Mt. Bukh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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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같은 기원에 의해 생성된 암석은 동일한

화학조성과 지구화학적 진화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전

제하고 있다. 따라서 석조문화재 구성암석과 원산지 석

재의 성인적 동질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암석학적 연구

자료와 화학분석에 근거한 지구화학적 연구가 함께 수

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를 구

성하는 암석과 이 암석들의 산출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노두에서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주성분, 미량 및 희

토류 원소의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이 결과

를 각 분류 원소들의 해당 표준조성으로 표준화하여

원소의 상대적인 증감과 진화경향을 파악하였다.

비신 구성암석의 SiO2 함량은 58.84 wt.%로 강화도

일대 응회암질 각력암의 61.13~68.85 wt.%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며, K2O 또한 추정 원산지 암석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K2O는 알칼리원소로써, Na2O

와 함께 암석의 풍화작용 및 지하수와의 반응을 통해

광물로부터 쉽게 용출되는 원소이다. 따라서 시료로 이

용된 비신 파편이 오랜 시간 땅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서 물과의 반응을 통해 이 원소의 소실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 외 Fe2O3, MgO는 비신보다 강화도

응회암질 각력암이 다소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러한

주성분 원소의 함량을 Nockolds(1954)가 제시한 일반

적인 화강암의 평균함량으로 표준화하였을 때, 비신의

주성분원소는 SiO2와 K2O가 결핍된 반면 나머지 대부

분의 원소는 부화된 경향을 보였다(Fig. 6).

비신 구성암석과 강화도 일대의 응회암질 각력암의

주성분 원소는 SiO2와 Al2O3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

에서 상이한 거동특성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노두 또

는 동일한 지질학적 연대와 성인을 가진 암체에서 채

취된 시료(SC-4-1~SC-4-4) 내에서도 조성 차이를 보

이는 점과 응회암질 각력암의 암석학적 특성상 조성적

으로 매우 불균질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암석의 거동

특성 차이가 직접적으로 성인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신이 파편 상태로 오랜

시간 땅 속에 매몰됨에 따라 풍화로 인한 화학조성 변

화도 고려해야 한다.

두 암석의 동질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희토류 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희토류원소는 마그마의 분화과정에 따

라 서로 다른 거동특성을 보여 화성작용의 진화과정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지시자가 된다. 또한 대부분의 희

토류 원소는 광물 내에서 쉽게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암석의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산지추정에 적합한

원소로 이용되고 있다(Mason and Moore, 1982).

대지국사탑비의 비신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희토류

원소 분석결과를 콘드라이트 운석의 초생치(Boynton,

1984)로 표준화하였을 때, 모든 희토류 원소에서 비신

과 강화도 일대 응회암질 각력암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진화경향을 보였다(Fig. 6). 또한 이동성 및 불이동성

원소에 대하여 원시 지각의 조성과 가장 유사한 태평

Fig. 6. Geochemical behaviors of major, some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of Daejiguksatapbi and provenance rocks. (A)

Tuffaceous breccia of the body stone and Gangwha area. (B) Pink feldspar granite of the pedestal and Mt. Bukhansan. (C)

Fine-grained granite of the top stone and Mt. Bukh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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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중앙 해령 현무암(Pearce, 1983)의 표준조성으로

표준화한 결과, 역시 대부분의 원소에서 비신 구성암

석과 강화도 일대 응회암질 각력암은 함량 차이는 있

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지구화학적 진화 경향을 보였

다(Fig. 6).

탑비의 귀부와 북한산 홍장석 화강암의 주성분 원소는

미세한 함량 차이 외에는 거의 동일한 거동특성을 보

였으며 희토류 원소 또한 Nd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서

매우 근사한 함량 및 거동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동성 및 불이동성 원소에서 두 암석의 조성은 정확하

게 일치하여 이 암석들이 동일한 기원으로 생성된 동

일 종류의 암석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Fig. 6).

한편 이수를 구성하는 세립질 화강암은 원산지로 추

정되는 북한산 세립질 화강암과 비교하여 주성분 및

희토류 원소에서 다소 다른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원소의 부화와 결핍 양상도 완전히 일치하지

는 않았다. 이는 앞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북한산 세립질 화강암과 이수 구성암석

의 광물조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북한산 일대 세

립질 화강암의 불균질성을 지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 및 불이동성 원소의 진화경향은 양자의

성인적 연관성을 지시하고 있다(Fig. 6).

암석학적 및 지화학적 분석 결과, 대지국사탑비의 비

신은 강화도 일대에서 산출되는 응회암질 각력암을 재

료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귀부의 제작에

는 북한산 내 삼천사지 일대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

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수의 경우도 삼천사

지 일대에 분포하는 세립질 화강암을 석재로 사용하였

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4. 산지추정과 해석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를 통

해 대지국사탑비를 구성하는 비신은 응회암질 각력암,

귀부는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 이수는 세립질 화강암

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암석들의 지질학적 분포지

탐색을 통하여 실체를 확인하고, 산지의 노두에서 채

취한 암석을 분석하여 탑비 구성암석과 비교하였다. 이

결과,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강화도 해협 황산도에

서 채취한 암석과 비신의 구성암석이 전암대자율, 암

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 미세조직적 특징이 유사함

을 입증하였다. 또한 주성분, 희토류 및 이동성-불이동

성 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양자

는 동일 기원의 암석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응회암질 각력암은 인천 및 강화도 지역에 분포

Fig. 7. Possible provenance occurrence of Daejiguksatapbi. (A) Tuffaceous breccia outcrops of Hwangsando island in

Gangwha area. (B) Greenish gray tuffaceous breccia in Gangwha area is silmilar to the body stone of Daejiguksatapbi in

color, texture and minerals. (C) A same kind of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used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Samcheonsaji temple site. (D) Ancient quarrying traces found around the temple site. (E) Coarse-grained pink feldspar

granite accompanied by fine-grained granite in a same rock mass. (F) Fine-grained granite included as a xenolith in coarse-

grained biotite granite out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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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백악기의 화산쇄설성 퇴적암류 내에서 소규모로

점재한다. 그러나 인천 부평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주

로 용결응회암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지국사탑비 비신

의 구성암석과는 다른 암석이다(Suh and Park, 1986).

강화해협의 양안은 삼천사지가 위치한 북한산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5 km 가량 떨어져있으며, 마포 포구

에서 수로를 이용한다면 약 80 km의 이동거리를 가진

다(Fig. 4A). 이 응회암질 각력암은 현재에도 김포 대

명리와 강화도 황산도 및 섬암돈대 등 주변 지역에서

채석되어 정원석으로 흔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육

안으로도 색깔, 조직 및 광물조성이 대지국사탑비 비

신에 이용된 암석과 매우 유사하다(Fig. 7A, 7B).

김포 및 강화 일대에 분포하는 응회암질 각력암은

지리적으로 한강 하류와 바로 연결되는 바다 길목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채석된 석재를 한강을 통해 운

반하여 공급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로를 이용해 석조문화재 구성암석의 재료를 조달하

였을 것으로 해석한 예가 보고되어 있다(Lee et al.,

2007). 한편 재질적 측면에서 이 각력암은 다른 암석에

비해 기질의 물성은 비교적 약하나 크고 작은 암편을

함유하고 있어 각자하거나 표면을 균질하게 연마하기

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색깔 또한 균질하

지 않고 다양하여 화강암이나 대리암에 비하여 관상학

적 가치가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각력암을 탑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비신에 이용

하였다는 사실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비롯한 역사학적

및 미술사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귀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은 북한

산에서 쉽게 산출되는 동종의 화강암질암으로서 북한

산에서 직접 채석되어 탑비의 조성에 이용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삼천사지 유적 내의 건물지 초석 및 석

축 구성암석의 대부분도 귀부의 구성암석과 동일한 조

립질 홍장석 화강암이 차지하고 있다(Fig. 7C). 또한

대지국사탑비의 귀부 상면을 덮고 있던 화강암 전석에

서는 채석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삼천사지 주변의 산사면

노두에서도 채석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탑비의 조성 당시 필요한 암석을 북한산에서 바로 채

석한 후 가공하여 이용하였음을 추정케 한다(Fig. 7D).

이수를 구성하는 세립질 화강암도 삼천사지 건물지

유구에서 이수의 암석과 동종의 암석이 흔히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 암석은 조립질 홍장석 화

강암과 혼재하여 산출되기도 하며(Fig. 7E), 북한산 노

두에서도 포획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Fig. 7F). 따

라서 이수의 구성암석은 귀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산에

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서울 화강암

의 중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의정부 일대에 소규모의

세립질 화강암이 분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수의 구

성암석이 의정부 지역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지국사탑비의 비신, 귀부 및 이수를 구성

하고 있는 각각의 응회암질 각력암, 조립질 홍장석 화

강암 및 세립질 화강암은 북한산과 김포 및 강화 지역

이 석재의 원산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나 비신

의 경우 무거운 암석을 삼천사지가 위치한 고지대까지

어떻게 운반하였으며, 어느 공정까지 가공된 상태로 운

반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

해서는 향후 문헌사적 및 미술사학적 근거를 보충하여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1.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의 비신, 귀부 및 이수를

구성하는 암석은 각각 응회암질 각력암, 조립질 홍장

석 화강암 및 세립질 화강암이다. 이 암석들의 평균

전암대자율 값(×10-3 SI unit)은 비신 0.85, 귀부 3.72,

이수 0.05로서 서로 다르며, 귀부는 자철석계열 화강암,

이수는 티탄철석계열 화강암으로 분류된다.

2. 비신의 응회암질 각력암은 녹회색 기질에 연녹색,

저색 및 담회색 역을 함유하고 있고 암편의 크기는

1 mm에서 수 cm까지 다양하다. 이 암석의 기질은 유

리질과 사장석 반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구성광

물은 석영, 사장석, 방해석, 녹니석 등이다.

3. 귀부의 조립질 홍장석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옅은

홍색을 띠며 조립질의 등립질 조직을 갖는다. 장석의

함량이 우세하며 조암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및 흑운모이다. 풍화로 인해 이차적으로 생성된 녹니

석 및 백운모도 관찰된다. 이수의 세립질 화강암은 전

반적으로 조직과 분포가 균질하며 석영, 장석, 흑운모,

백운모 및 변질광물인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대지국사탑비 구성암석의 원산지를 탐색하기 위

해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회암질 각력암은 강

화도 해협의 양안에서 확인되었고, 조립질 홍장석 화

강암과 세립질 화강암은 삼천사지 일대의 북한산에 주

로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5. 대지국사탑비 구성암석과 암석분포 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정산지 암석과의 동질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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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추정 산지 암석의 광물조성, 조직 및 정성적

특징이 탑비 모든 구성암석과 매우 유사하였다.

6. 이 탑비의 비신 및 귀부의 구성암석은 추정산지

암석과 주성분, 희토류 및 이동성-불이동성 원소의 지

구화학적 거동특성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강화해협의

양안과 삼천사지 인근의 북한산이 비신과 귀부의 석재

공급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7. 이수는 추정산지 암석시료와 성인적 동질성은 일

치하지 않으나 이수와 동질의 암석이 삼천사지 유적

내에 다수 분포하고, 삼천사지 인근의 북한산 화강암

에서도 소규모로 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수의

암석 또한 삼천사지와 가까운 북한산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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