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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nghachong tomb from Royal Tombs at Neungsanri is composed of 15 sides including the floor, and the

most highly proportion of rock, two-mica granite, are used on the 7 sides (46.6%). Also, augen gneiss consist with

another 3 sides (20.0%), and each of the remaining 3 sides (6.7%) are made up of granodiorite, gneissous granite

and leucocratic granite, all of which were used to comprise the tabural stone. Meanwhile, the two floors of the

burial chamber and the front chamber, are made up of brick-shaped amphibole schist (13.3%). These rocks are

occurred in the Buyeo area and their provenance sites are located at the side of Guemgang river. The Memorial

Stone for Liu Renyuen in Tang China is a typical augen gneiss showing distinct schistosity and augen texture. This

rock has the same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the rocks used to build the Donghachong tomb, Sanjikri

dolmens and Setapri pagoda in Buyeo. This augen gneiss is distributed from the Jeungsanri in Buyeo to Dukjiri in

Gongju as a large scaled rock body, and where currently are the quarries to produce stone aggregates, garden and

landscape rocks. Thu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site around Buyeo was the source area of augen gneisses since

the Bronze Age. However, while augen gneiss is easier to form into shapes it should have disadvantages when it

comes to painting on the tomb wall because of their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of low strength and dark color.

Therefore, it is very intriguing to investigate which transportation method the people of Baekje chose with

consideration of the distance and terrain, efficiency and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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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산리고분군 동하총은 바닥을 포함하여 15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암석은 복운모화강암으로 7면

(46.6%)에 활용하였다. 또한 안구상편마암 3면(20.0%), 화강섬록암, 편마상화강암 및 우백질화강암을 각각 1면(6.7%)

으로, 모두 판석으로 구성하였다. 현실과 전실 바닥의 각섬석편암(13.3%)은 모전석으로 사용하였다. 이 암석들은 모두

부여 일대에서 산출되며 주로 금강변에 산지가 분포한다. 당유인원기공비는 뚜렷한 편리와 안구상조직을 갖는 전형적

인 안구상편마암이다. 이 암석은 동하총, 산직리 고인돌 및 세탑리 오층석탑의 일부 석재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과 같

은 종류이다. 이 안구상편마암은 부여 증산리에서 공주 덕지리로 연장되는 대규모 암체로 분포하며, 현재 정원석과 조

경석 및 골재용 채석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여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안구상편마암을 활용하기 위한 공급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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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암질이 약해 가공에 수월성은 있으나, 어두운 색을 띠어 벽화의 바탕과 각자에는 단

점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인들이 거리와 지형 및 효율성과 수월성을 두고 어떤 운송체계를 선택했을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주요어 : 동하총, 판석, 안구상편마암, 공급지, 운송체계

1. 서 언

부여는 사비백제의 도읍으로 538년 웅진(공주)에서

천도한 이후 660년 나당연합군에 멸망할 때까지 기능

을 담당하였다. 백제의 기술, 예술 및 종교 등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양상을 보이지만, 이를 고유의 독

창성과 창의성으로 발전시켜 동아시아 및 일본으로 전

파하였다. 사비백제의 역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문화

유산 중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나성

및 능산리고분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및 완

전성을 인정받아 2015년 공주 및 익산의 백제유적과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능산리고분군(사적 제14호)은 사비백제의 왕릉원으

로 중앙고분군, 동고분군 및 서고분군에 수십여 기가

밀집한다. 오래 전부터 왕릉으로 알려져 왔으며, 발굴

조사 이전에 모두 도굴되어 출토유물은 거의 없다. 동

하총은 능산리고분군에서 가장 유명한 고분으로, 유일

하게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다. 고분의 벽과 관대는

여러 종류의 암석을 다듬어 축조하였으며, 화강암 외

에 편마암이라는 독특한 암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Lee et al., 2018).

이는 안구상편마암으로 동하총 일부 판석과 국립부

여박물관의 당유인원기공비(보물 제21호) 및 부여 산

직리 고인돌(충청남도 시도기념물 제40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당유인원기공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

공했을 때 당나라 장군 소정방과 함께 출정한 장수 유

인원의 공적을 기리는 전공비로 당나라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비석은 일부문헌에 화강편마암, 대리암 등으로

잘못 기재하였다(Korea Institute of Ancient Society,

1992). 산직리 고인돌은 초촌면 산직리에 있는 기반식

지석묘로 암종을 흑운모편마암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3).

이 연구에서는 동하총의 석재를 정밀 동정하고 다양

한 분석을 통해 암석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유

사한 특징을 갖는 당유인원기공비와 동하총 일부 판석

및 산직리 고인돌의 안구상편마암에 대하여 동질성 검

토를 통해 추정산지를 고찰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시

료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육안관찰에 대한 의존도가 높

고, 자료의 정밀성과 다양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획득한 결과는 연구대상 문화유산의 과학

적 보존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능산리고분군은 1915년 구로이타 가쓰미가 처음 보

고하였으며, 1917년 추가조사가 진행되었다. 1937년에

는 동고분군이 조사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까지

Hong(1966)의 약식조사를 제외하면 연구가 거의 없었

다. 1976년 아리미쓰 교이치는 능산리고분군의 발굴조

사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들

을 보강하였다.

능산리고분군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

되었다. 초기는 고분형식에 대한 검토가 주류였으며,

한강유역 석실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제 석실분의

형식분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An, 1975; Kang,

1976). 또한 발굴자료를 바탕으로 편년 및 피장자 추정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aito, 1976; Lee, 2014).

이후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발굴조사를 근거로 다양

한 석실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형식의 변화과정

을 해석하였다(Kang, 1996; Choi, 2013). 또한 능산리

고분군의 벽화에 대한 연구와(Jung, 2011), 벽화보존을

위한 환경모니터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잔존벽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수행된바 있다(Lee et

al., 2018).

당유인원기공비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금석문

조사를 정리한 ‘조선금석총람’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1992년 한국고대사회연구소에서 출간한 ‘역주 한국고

대금석문’과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역사

총서’에도 등장한다. 당유인원기공비에 대한 학술적 연

구는 각자된 비문과 관련한 역사적 고찰이 있을 뿐이

다(Noh, 2003).

이 논고에는 각자의 구성과 보존상태, 유인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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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비석을 세운 이유 등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비록

당나라 장수의 공적비이지만 비문의 내용에는 당시 백

제의 상황과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

고 있다. 특히 의자왕과 태자 및 신하 700여 명이 당

나라로 압송되었던 사실과 부흥운동의 주요내용, 폐허

된 도성의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어 백제멸망 당시의

부족한 역사적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여 석성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는 산직리 고인돌이 있다. 이곳에는 거대한 덮개돌을

갖춘 2기의 지석묘가 분포하며, 청동기시대의 돌도끼,

간석기, 숫돌 등이 출토되었다. 덮개돌에는 채석흔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교각 축조에 사용하기 위한 흔적

이라고 한다(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993).

이와 같이 능산리고분군과 당유인원기공비 및 산직

리 고인돌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는 있지만, 석재에 대

한 과학적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

한 암석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상호 동질성을 파악하여

석재의 산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동하총과 당유인원기공비 및 산직리

고인돌 구성암석의 동정을 위해 육안 및 야외용 현미

경을 이용하여 표면을 정밀 관찰하였다. 육안으로 관

찰하기 어려운 조암광물의 조직이나 조성을 정확하게

동정하기 위해 소형 디지털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디지털 실체현미경은 Dino-Lite의 AD7013MZT

모델이다.

암석의 자화강도 비교는 문화재 구성암석의 동질성

검토를 위해 널리 사용하는 기법이다(Lee et al.,

2010). 자화강도의 분석을 위해 암종별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여 분포양상을 파악하였다. 측정은 10-7 SI unit의

측정한계를 갖는 ZH Instruments 사의 SM30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단위는 10-3 SI unit으로 표기하였다.

일부 탈락된 극미량의 시편을 수습하여,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편광현미경은

Nikon사의 Eclipse E 600W를 사용하였으며, 영상촬영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공주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Rigaku사 DMAX2000을 사

용하였으며,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 전류는 각각 40kV

와 100mA로 설정하였다. X-선 타겟은 일반적인 조암

광물의 동정에 널리 활용하는 CuKα를 이용하였다. 분

석결과를 종합하여 동하총 석재와 안구상편마암의 활

용범위 및 석재의 공급지를 고찰하였다.

3. 현황 및 보존상태

3.1. 위치 및 지형

부여는 차령산맥의 말단에 위치하며, 전체적인 지형

은 지맥에서 형성된 산지 및 구릉지가 남동쪽으로 갈

수록 삭박되어 금강유역의 충적평야와 합쳐진다. 지세

는 서북고 남동저를 보이며 산지, 저지, 구릉지 및 수

계 등 다양한 지형이 복합적으로 발달해 있다. 이러한

지형들은 지질구조의 특성에 따라 남서에서 북동 방향

으로 배열되어 있다(Fig. 1).

능산리고분군은 해발 121m의 남사면 중턱에 분포하

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전형적인 묘지의 입지를 갖는

다. 주산인 뒷산을 비롯하여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로 상징되는 능선이 솟아있으며, 전방으로 약 200m

떨어진 거리에 소하천이 서류하고 있다. 소하천 건너

에는 남쪽의 주작에 해당하는 안산이 있으며, 안산 너

머로 금강인 백마강이 자리한다.

당유인원기공비가 처음 발견된 부소산은 표고 106m

의 작은 구릉이지만, 주변으로 금강의 범람원이 넓게 형

성되어 솟아오른 산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이유로 ‘신

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부여의 진산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리 및 지형적으로는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로서 백제산성으로 대표되는 부소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성 내에는 낙화암, 고란사, 삼충사, 영일루, 서북

사지, 군창지 등 명소가 남아있다.

산직리 고인돌은 금강의 지류인 연화천변에 자리하여

저평한 지대를 이루며, 전면 남측으로는 석성천이 흐른

다. 따라서 유적은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전망 좋은

구릉지의 남쪽 상면에 있다. 이 유적은 송국리 선사유

적(사적 제249호)과 같은 구릉지의 선상에 위치하여 문

화적 연관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지역이다.

3.2. 지질 및 암석분포

부여일대의 지질과 암석분포는 Kim et al.(2005)과

Lee et al.(2007)가 비교적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부여지역은 선캄브리아기 변성

암류를 기반암으로 후기 트라이아스기에서 전기 쥐라

기의 대동누층군 퇴적암류 및 변성암류로 구성되며, 쥐

라기 화강암과 백악기의 맥암류가 곳곳에서 이들을 관

입하였다. 부여 동쪽의 논산일대는 쥐라기의 화강섬록

암과 반상화강섬록암이 분포하고 있다(Fig. 1).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는 부여의 동부, 남부 및 남

서부에 넓게 분포하며 대부분 호상편마암과 안구상편

마암 또는 편마상화강암이다. 능산리고분군은 흑운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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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 지대에 위치하며, 이 일대의 편마상화강암은 흑

운모보다 백운모의 양이 많아 비교적 밝은 색을 띤다.

능산리고분군의 동쪽으로는 안구상편마암이 단층대를

따라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며, 부여 석

성에서부터 공주 탄천까지 노출되어 있다(Fig. 1).

능산리고분군의 서쪽과 북동쪽에는 쥐라기의 화성암

류가 관입하였으며, 각섬석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 등이

분포한다. 남쪽의 논산일대에는 화강섬록암과 반상화강

섬록암이 산출되며, 북부에서는 화강섬록암의 암상을

보이지만 중부 및 남부에서는 반상화강섬록암으로 나

타난다. 두 암석의 경계는 점이적으로 변한다(Chang

and Hwang, 1980). 이는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동일암

석으로 논산 및 강경 일대의 반상화강섬록암이며, 익

산까지 연장되었음을 보고하였다(Lee et al., 2007).

당유인원기공비가 출토된 부소산 일대는 쥐라기 흑

운모화강암 지대이다. 이 흑운모화강암은 담회색에 중

립질의 등립조직을 보인다. 이 일대에서는 흑운모화강

암 외에도 섬록암과 반화강암이 산출되며, 금강 건너

편으로 우백질화강암과 편마상화강암 등 다양한 암종

이 노출되어 있다(Fig. 1).

3.3. 보존상태

능산리고분군은 능산리 남쪽 경사면에 분포하는 백제

후기의 대형고분이다. 이 고분군은 총 3개의 군집을 형

성하며, 중앙의 왕릉지역 고분군이 사적지이다. 총 7기가

분포하며, 7호분을 제외한 6기의 고분은 가로를 기준으

로 동, 중, 서로 구분하고, 상하로 나누어 각각 동하총,

중하총, 서하총, 동상총, 중상총 및 서상총으로 불린다.

원봉분은 작았으나, 1972년 정비공사를 통해 현재

크기를 유지하게 되었다(Fig. 2A). 매장주체부는 남북

으로 주축을 둔 장방형 평면의 횡혈식 석실이며, 천장

석 하부를 모두 지하에 구축하였다. 고분에는 도굴흔

적이 있으며 두개골편, 도칠목관편, 금동투조식금구, 금

동화형좌금구 등 약간의 유물만 수습되었다. 무덤의 서

쪽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백제창왕명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되었으며, 이 곳이 절

터임이 밝혀져 능산리고분군이 왕릉이란 것을 입증하

는 계기가 되었다(CHA, 2012).

동하총은 석실의 수직벽 위에 판석을 올려놓은 납작

천장식 석실분이며, 현실의 사면벽과 천장은 각 면에

거대한 판석 1매씩만을 사용하였다(Fig. 2B). 내부는

현실과 같이 동서 두 벽과 천장을 판석 1매로 조립하

였으며, 외부는 가공하지 않은 깬돌로 축조하고 표면

에 석회를 두껍게 칠해 벽체의 형태로 마감하였다. 바

닥은 벽돌모양으로 깔았으며, 현실 입구는 거대한 판

석 1매를 세워 막았다. 연도 입구에는 바닥에 사용한

Fig. 1. Geological map around the Royal Tombs in

Neungsanri and Buyeo area.

Fig. 2. The present state of Donghachong tomb from Royal Tombs in Neungsanri. (A) Southern entrance of the tomb. (B)

Inside stones of tumulus painted four side guardians. (C) Lotus and cloud patterns painted in inside of the roof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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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동일한 모전석을 쌓아 올려 마감하였다.

동하총의 네 벽면에는 여러 색의 안료로 사신도를

그렸으며, 서벽의 백호가 가장 양호하다(Fig. 2B). 천정

에는 구름과 연화문으로 장식하였으며 원문, 비운문 등

다양한 문양을 채색하였다(Fig. 2C). 그러나 현재 서벽

과 천정을 제외한 다른 면의 벽화는 보존상태가 불량

하여 형상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Jung, 2011).

서벽과 천정의 안료도 고분 내부의 불안정한 보존환경

에 따라 빠르게 퇴색되고 있다(Lee et al., 2018).

당유인원기공비는 발견당시 파괴되어 크게 세 조각

으로 흩어져 있었다(Fig. 3A, 3B). 비신과 이수를 하나

의 암석에 조각하였으며, 이수는 각이 없이 둥근 형태

를 보인다. 특히 여섯 마리의 용이 사실적으로 조각되

어 있으며, 좌우 양쪽에서 세 마리의 용이 중앙에 있

는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형상이다. 이는 당나라

전기의 비석제작에 적용한 화려한 조각기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제강점기에 세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접합하

였으며, 그 자리에 비각을 세워 복원하였다고 한다. 광

복 이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와 같이 보존

되고 있다(Fig. 3C). 비석의 접합부에서는 모르타르 등

이 관찰되며, 위치에 따라 색이나 골재의 특징이 다른

것으로 보아 수차례의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석의 높이는 335cm, 너비 133cm, 두께 31cm이며,

비문의 각자는 해서체이다.

4. 석재의 암석학적 특성

4.1. 암종분류 및 점유율

동하총은 현실과 전실이 구분되어 있으며 사이에 연

도가 있다. 현실과 연도는 한 면에 1매의 판석을 사용

하였으며 전실도 한 면에 1매의 판석을 사용하였으나,

천정에는 2매의 판석을 구성하였다. 현실 바닥은 정방

형의 모전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전실은 연도와 접해있

는 일부만 모전석으로 조성하였다. 연도의 바닥은 판

석을 사용하였으며, 현실의 차단을 위해 설치한 현문

이 연도와 전실의 경계부에 있다. 현문은 장방형의 판

석 1매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동하총에 사용한 판석은

총 13매이다(Fig. 4).

판석의 암종은 복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편마상

화강암, 안구상편마암, 화강섬록암의 5종류로 분류되었

다. 바닥에 사용한 모전석은 모두 각섬석편암으로, 동

하총을 구성하는 암종은 총 6종이다. 이 중에서 복운

모화강암이 7개(46.6%) 면에 사용되었다(Fig. 4). 이는

전실, 연도, 현문 및 현실에서 모두 관찰되며, 천정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안구상

편마암은 3개(20.0%) 부재가 관찰되며, 현실의 북측

및 동측 판석과 전실의 외측 천정에 있다.

각섬석편암은 바닥을 구성하는 모전석으로 2개

(13.3%) 면에서 사용되었다. 화강섬록암, 편마상화강암

및 우백질화강암은 각각 1개(6.7%)의 판석으로 관찰되

며, 모두 천정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동하총을 구성

하는 암석은 복운모화강암이 우세하며, 위치와 방위에

따른 특별한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암종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2. 기재적 특징

육안으로 구분한 암종에 대해 조직적 특징을 기재하

였으며, 미세조직을 확인하기 위해 실체현미경으로 정

밀 관찰하였다. 복운모화강암은 중립질에 담회색을 띠

며 조암광물로 중립질의 석영, 장석 및 운모가 관찰된

다(Fig. 5A, 5D). 대부분의 판석에서 흑운모와 백운모

Fig. 3. Occurrences and present state of the Monument for Liu Renyuan of Tang China. (A) The Monument for Liu Renyuan

discovered from Busosan mountain. (B) Rock fragments carving the Chinese letter of the Monument for Liu Renyuan. (C)

The present state of the Monument for Liu Renyuan conserved in Buyeo National Museum. (A and B referred from National

Museum of Kor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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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thological maps for rock properties in four side of Donghachong tomb from Royal Tombs in Neungsanri.

Fig. 5. Lithological and petrographic images of two-mica granite (A, D), augen gneiss (B, E) and amphibole schist (C, F),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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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관찰되며 입도, 산출상태 및 흑운모와 백운모

의 함량비 등은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복운모화강암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안구상편마암은 우백대의 안구상조직을 중심으로 우

흑대가 둘러싸고 있어(Fig. 5B), 전반적인 색은 암흑색

을 띤다. 안구상조직은 편리방향을 따라 유선형에 가

까운 형태를 띠며, 일부는 길게 신장되어 있다. 우백대

는 주로 석영과 장석이며, 수mm에서 수cm까지 다양

하다. 우흑대에서는 흑운모가 관찰되며 길게 신장된 판

상의 형태이다(Fig. 5E). 신장된 방향과 편리면이 일치

하며 벽개도 동일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각섬석편암은 암흑색, 암록색 및 녹회색 등 다양한

산출상태를 보이며, 표면은 매끈한 광택을 띤다

(Fig. 5C). 실체현미경으로는 명도가 낮은 암흑색 광물

이 길게 신장되어 있으며, 녹색도가 높은 광물은 판상

정벽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발달한 벽개가 관찰된다

(Fig. 5F). 이 암흑색 광물은 각섬석이며, 녹색 광물은

흑운모에서 변질된 녹니석이다.

화강섬록암은 화강암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유

색광물의 함량이 높다(Fig. 6A). 무색광물은 석영 및

장석이며, 유색광물은 대부분 흑운모이다(Fig. 6D). 입

자크기는 2mm 내외이며, 등립의 입상조직을 보인다.

편마상화강암은 담회색이며 석영, 장석 및 흑운모가 관

찰된다(Fig. 6B).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편마암과 달리 명확하지 않다(Fig. 6E). 유색광물 주변

으로는 풍화에 의해 형성된 갈색 변색이 나타난다.

우백질화강암은 석영, 장석 및 운모로 구성되며, 동

하총에 사용된 다른 화강암류와 달리 운모류의 함량이

매우 낮다(Fig. 6C). 중립 내지 조립의 입상조직을 보

이며, 미량 관찰되는 흑운모는 0.5mm 내외의 판상으

로 무색광물에 비해 입자크기가 작다(Fig. 6F).

4.3. 암석광물학적 특징

일부 연구대상 암석의 정밀 동정을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는 석재에서

탈락한 극미량의 편을 탐색하여 수습하였으나, 탈락 암

편이 없는 것이 많았다. 중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은 석

영과 장석이 주를 이루며 운모가 관찰된다(Fig. 7A).

광물입자는 3mm 내외이며, 운모류는 1mm 정도이다.

장석류는 알바이트 쌍정을 보이는 사장석과 타르탄 쌍

정을 보이는 미사장석이 모두 관찰되며, 일부 장석의

내부는 변질되었다. 시료의 크기가 너무 작아 X-선 회

절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다.

안구상편마암 시료는 우백대에서 탈락한 극미량의

시편으로 분석하였다. 조암광물로는 석영과 장석이 대

부분이며 운모가 미약하게 나타난다(Fig. 7B). 입자의

크기는 0.2~1.0mm로 다양하며, 유색광물이 상대적으로

작다. 장석은 사장석과 K-장석이 모두 관찰된다.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과 장석 피크가 우세하며 운모가

약하게 동정되었다(Fig. 8A). 분석시료가 너무 작아 전

Fig. 6. Lithological and petrographic images of granodiorite (A, D), gneissous granite (B, E) and leucocratic granite (C, F),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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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섬석편암은 대부분 각섬석과 녹니석으로 구성되며,

타형의 결정형을 갖는다(Fig. 7C). 각섬석은 신장된 주

상의 형태를 보이며 방향성이 있는 반면 녹니석은 방

향성 없이 산재한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녹니석과 각

섬석이 검출되며, K-장석의 피크가 미약하게 나타난다

(Fig. 8B).

4.4. 미세자기적 특징

연구대상 암석의 미세자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암석의 전체

자화강도를 구분하여 동질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국내외 석조문화재의 공급지를 해석하여 문화

재의 원형복원에 활용되어 왔다(Lee et al., 2007;

2010; Lee et al., 2006; Lee and Yi, 2007; Uchida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구성암석의 암종별 전암

대자율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 9에 도시하였다.

동하총의 복운모화강암은 0.001~0.106(평균 0.040×

10-3 SI unit)의 값을 가지며, 우백질화강암은 0.001~

0.021(평균 0.012×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인다. 편마

상화강암은 0.036~0.124(평균 0.075×10-3 SI unit)로

나타났으며, 화강섬록암은 8.92~16.72(평균 13.76×10-3

SI unit)로 다른 암석과 달리 높은 대자율 값을 갖는다.

각섬석편암은 0.436~7.980(평균 1.528×10-3 SI unit)

으로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인다. 안구상편마암은 0.134

~0.272(평균 0.221×10-3 SI unit)이다. 이 자료는 추정

산지 암석과의 동질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산지 및 동질성 해석

5.1. 산지탐색

부여에는 백제시대의 석조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며,

Fig. 9. Diagrams showing the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rock properties from the Donghachong tomb and presumed

source rocks near the Buyeo area.

Fig. 8.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two-mica

granite (A) and amphibole schist (B), respectively. M;

mica group minerals, Pl; plagioclase, Q; quartz, K; alkali

feldspar, Ch; chlorite, Am; amphibole.

Fig. 7.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two-mica granite (A), augen gneiss (B) and amphibole schist (C), respectively. Am;

amphibole, Bt; biotite, Ch; chlorite, Pl; plagioclas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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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재질 및 산지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Kim

et al., 2005; Lee et al., 2007). 한편 Lee et al.(2015)

는 정림사지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석부재 150여개의

암종을 분류하여 화강섬록암, 복운모화강암, 우백질화

강암, 편마상화강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

며, 정량분석과 동질성을 검토하여 산지를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하총의 판석이 6종류임을 규명하였

다. 이 중 화강섬록암, 복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및

편마상화강암은 정림사지 초석과 동일한 암종이 사용

되었다. 선행연구의 기재적, 암석 및 광물학적, 미세자

기적 특징 등의 분석결과가 연구대상 암석과 매우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과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대상과 유사한 암석학적 특징을 갖는 노두

암석과의 비교를 위해 야외조사를 수행하였고, 특히 안

구상편마암과 편암류가 산출되는 부여 석성에서부터 공

주 탄천까지 지질을 조사하였다(Fig. 10). 이 결과, 편

암류의 노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안구상편마암에 대

하여는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산지암석과의 동질성

을 고찰하였다.

5.2. 기재적 동질성

화강섬록암은 강경의 옥녀봉 일대에서 산출된다. 옥

녀봉에는 고기의 채석흔이 도처에서 관찰되며, 정림사

지 오층석탑과 정림사지, 금강사지, 관북리유적에서 출

토된 초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5; Lee et al., 2007; 2015). 이 암석은 석영, 장

석, 운모 및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으로 반정

이 고르게 분포한다. 그러나 동하총 판석의 화강섬록

암은 부분적으로 반정이 관찰되나 주로 조립의 입상조

직을 보여 약간의 차이는 있다.

논산 일대의 화강섬록암체는 북부에서는 등립질 조

직을 보이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반상조직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Chang and Hwang, 1980). 이러한 조직

적 특징의 변화는 점이적으로 나타나며, 옥녀봉 일대

의 반상화강섬록암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양자의 조직적

특징이 공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부여 남부의 장암 애국지사마을 일

대와 천정대의 남쪽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이 연

구에서는 장암 애국지사마을 일대의 복운모화강암과 기

Fig. 10. Schematic distributions of various rocks along the Geumgang river in Buyeo area (modified after Le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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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이 암석은 담회색을 띠며 중

립질의 석영, 장석 및 운모류로 구성되어 동하총 판석

의 구성암석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 편광현미경에서

포이킬리틱 조직이 관찰되지만, 동하총 암석에서는 시

료의 크기가 너무 작아 확인할 수 없었다. 기재적, 암

석 및 광물학적 특징을 검토한 결과, 양자는 매우 유

사한 암상을 보였다.

우백질화강암은 부소산 맞은편에 자리한 천정대 인

근의 단층대를 따라 널리 분포하며, 부여의 남부지역

에서도 소규모 암체로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는 천정

대 인근의 우백질화강암을 수습하였으며, 동하총 판석

에서 탈락편이 확인되지 않아 육안관찰을 통한 기재적

특징만을 비교하였다. 천정대 인근의 우백질화강암은

1~2mm의 석영과 장석을 주요 구성광물로 하며, 미량

의 운모가 관찰된다. 동하총에 사용된 암석에서도 유

사한 기재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편마상화강암은 우백질화강암의 인근에 분포하며, 미

약하게 담홍색을 띤다. 석영, 장석 및 운모가 관찰되며

흑운모가 편리방향을 따라 배열되어 있다. 동하총 편

마상화강암이 천정대의 암석보다 선명한 방향성을 나

타내나, 동하총에서 시료확보가 어려워 정밀한 분석은

불가하였다. 편마상화강암은 부여 일대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위치에 따라 산출상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암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안구상편마암은 능산리고분군 동쪽의 석성면 증산리

에서부터 산출되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암상을 보인

다. 노두의 안구상편마암과 편리면의 두께, 안구상조직

의 크기, 우백대와 우흑대의 점유율 등에서 차이가 관

찰되나, 동하총 판석에서 관찰되는 안구상편마암과 기

재적,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이 거의 동일하다.

각섬석편암은 지질도상에 편암류로 기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노출된 암반을 확인할 수 없

으나 전석은 산재하였다. 이는 능산리고분군에서 남서쪽

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분포하며, 동종암석 중에

가장 근거리에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특징과 암상으

로 보아 이 지역의 편암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3. 전암대자율 비교

동하총 판석과 추정산지 암석의 동질성 검토를 위해

전암대자율을 비교하였다(Fig. 9). 동하총 복운모화강암

의 대자율은 평균 0.040(×10-3 SI unit)이며, 정암 애

국지사마을 복운모화강암은 0.048(×10-3 SI unit)의 평

균값을 갖는다. 정규분포의 범위가 일치하는 양상을 보

이며, 양자의 미세자기적 특징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하총 우백질화강암은 평균 0.012(×10-3 SI unit)의

낮은 전암대자율 값을 가지며, 매우 좁은 범위에 밀집된

양상을 보인다. 천정대 인근의 호암리 우백질화강암은

동하총 암석보다 약간 높은 평균 0.024(×10-3 SI unit)

의 대자율을 갖는다. 전반적으로 추정산지의 대자율이

조금 큰 범위를 보이지만 0.060(×10-3 SI unit) 미만의

매우 작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분적 차이

로 해석할 수 있다.

동하총 편마상화강암은 평균 0.075(×10-3 SI unit)의

대자율을 보이며, 추정산지인 천정대의 편마상화강암은

0.053(×10-3 SI unit)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이

들의 대자율 범위는 겹치는 양상을 보이나 정규분포는

조금 다르다. 편마상화강암은 부여 일대에 널리 분포

하는 암석으로, 암체의 규모와 지역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화강섬록암은 채석흔이 있는 옥녀봉의 대자율과 비교

하였다. 동하총 화강섬록암은 평균 13.76(×10-3 SI unit)

의 높은 대자율 값을 가지며,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를 보인다. 반면 옥녀봉의 대자율은 9.12(×10-3 SI unit)

를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 두 암석은 동일암체

에서도 점이적으로 변화하는 암상의 기재적 특징이 전

암대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5.4. 산지해석

동하총 판석에 가장 많이 활용한 복운모화강암은 추

정산지로 장암 애국지사마을 시료와 비교하였으며, 담

회색을 띠고 중립질의 입자크기를 갖는 등 기재적 특

징이 일치하였다. 또한 전암대자율 분포양상이 일치하

는 등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여, 이 일대의 암석이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구상편마암은 공주 탄천의 덕지리채석장 시료와

비교하였다. 동하총과 추정산지 시료는 미세조직적 특

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 및

조직적 특징은 동일한 암석이며, 대자율 분포 또한 완

벽히 일치하였다. 이는 대규모 암반으로도 노출되어 있

으며 능산리고분군과 반경 5km 내에 있는 부여 석성

애서부터 연장되는 암석이다. 

화강섬록암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구성암석으로, 이

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있다(Kim et al., 2005; Lee

et al., 2007). 이를 강경 옥녀봉 암석과 비교한 결과,

기재적 특징부터 전암대자율까지 다소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옥녀봉 암석에서는 반정이 나타나지만(Fig. 11A),

동하총 판석은 입상조직을 보였다. Lee et al.(200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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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같이, 옥녀봉에서도 불균질한 상태를 보이나 채

석흔이 산재한다(Fig. 11B, 11C). 옥녀봉이 화강섬록암

체의 중남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때, 옥녀봉보다 북

쪽의 암체에서 채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하총 판석의 우백질화강암과 동종암석으로 호암리

시료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인 기재적 특징이 유사하였

으며, 전암대자율 분포도 거의 동일하였다. 시료 수습

에 제한이 있어 정밀한 비교는 어려웠으나, 이 우백질

화강암은 부여일대의 금강 서편에 산재하는 것으로 보

아, 이 일대의 우백질화강암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

분하다.

편마상화강암은 천정대에서 산출되는 동종암석과 비

교하였다. 전반적인 특징은 유사하지만, 대자율에서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부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내에 널리 분포하는 암석이다. 이들의 기재적 특징으

로 보아 부여일대에서 산출되는 동종암석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이나, 정확한 공급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채

석흔 탐색 등이 필요하다.

각섬석편암은 동하총 바닥의 모전석으로 사용된 암

석이며, 부여일대에서 노출된 암반은 확인할 수 없었

다. 지질도폭상에 능산리고분군의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편암류가 산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현지에는 전석이 산재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매

우 가까이 있어 이 일대의 편암류가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6. 안구상편마암의 활용성검토

6.1. 당유인원기공비

당유인원기공비는 비신과 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

으나, 하나의 암석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비신으로

안구상편마암을 활용하였으며, 능산리고분군 동하총의

안구상편마암과 거의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비신의 하

단부에는 비좌가 있으며, 비신과는 다른 섬록암질암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소산성에서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이

전 및 복원과정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검

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안구상편마암은 우백대와 우흑대가 교호하는 양

상이 명확하며, 우백대에서는 안구상조직이 관찰된다

(Fig. 12A, 12B). 편리면의 두께는 수mm이며, 위치에

따라 수cm의 다소 두꺼운 부분도 관찰된다. 안구상조

직은 우백대를 따라 편리방향으로 배열하며, 석영과 장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2C). 수mm 크기의 작은

안구상부터 7cm에 달하는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를

Fig. 11. Field occurrences of porphyritic granodiorite (A), and ancient cutting traces (B and C) from Okyeobong in

Ganggyeong (modified after Lee et al., 2007).

Fig. 12. Monument for Liu Renyuan of Tang China (A), typical texture of augen in gneiss (B) and stereoscopic view on

augen gneiss of the monumen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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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대부분 2~3cm의 크기로 선상배열 한다

(Fig. 12B).

당유인원기공비와 동하총 안구상편마암은 유사한 기

재적 특징을 갖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하총 판석은 우백대의 두께가 얇고 우흑대가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당유인원기공비는 우흑대와

우백대가 비슷한 두께로 호층을 이룬다. 편마암류는 광

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며 광역변성작용으로 형성되어,

동일암체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전반적인 조암광물의 조성과 특징, 안구상조

직의 산출상태 등을 종합할 때 두 암석은 동일한 안구

상편마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6.2. 산직리 고인돌

산직리 고인돌의 발굴조사보고서는 두 지석묘의 구

성암석을 흑운모편마암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편리면

을 따라 안구상조직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안구상편마

암으로 확인되었으며, 동하총 및 당유인원기공비의 안

구상편마암과 동일한 기재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3A, 13B). 특히 우백대와 우흑대가 호층을 이루며

교호하고 안구상조직이 편리를 따라 신장되어 있는 등

당유인원기공비와 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Fig. 13C).

산직리 고인돌은 반상화강섬록암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나 안구상편마암 분포지와 인접하고 있어 석재를

조달하기에는 충분한 장소이다. 현재 산직리 일대에 노

출되어있는 자연암반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산

직리 고인돌은 청동기시대부터 이 일대에서 채석을 통

해 안구상편마암을 중요한 석재로 활용하였음을 지시

하는 문화유산이다.

6.3. 세탑리 오층석탑

부여 초촌면 세탑리 오층석탑(충남 유형문화재 제21

호)은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의 닮은 꼴로 잘

알려져 있으며 높이는 약 2.2m 이다(Fig. 14A). 이

석탑은 탑신의 높이를 낮게 조정하고 옥개석의 체감률

을 작게 하여, 전체적으로 백제탑의 전통이 남아 있는

균형 잡힌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이 일대를 청량사지

라 하여, 이 탑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나 불분명하며

주변에는 많은 석재와 기와편이 흩어져 있다.

세탑리 오층석탑은 여러 종류의 화강암질암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기단의 하대석은 전형적인 안구상편마

암을 사용하였다(Fig. 14B, 14C). 세탑리 일대는 안구

상편마암의 분포지역으로 이 암석이 탑의 부재로 쓰인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부재가 화강

Fig. 14. Field occurrences of Setapri stone pagoda (A), augen gneiss used in basement rocks (B) and typical texture of augen

in gneiss (C) of rock property.

Fig. 13. Field occurrences of Sangikri dolmens (A), ancient cutting traces on rocks of dolmen surface ( B) and typical texture

of augen in gneiss (C) of the dol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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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암이나, 기단부의 한 부재만을 안구상편마암으로

활용하였다. 탑의 수리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내

용은 알 수 없으나 아주 흥미로운 사실로 볼 수 있다.

6.4. 공급지 및 동질성 검토

부여 인근의 노출된 자연암반 중에 현재 정원석 및

조경석과 골재생산을 위해 가행중인 대규모 채석장에

서 안구상편마암을 확인할 수 있다(Fig. 15A, 15B).

공주시 덕지리에 있는 채석장은 부여군 석성면에서 시

작되는 안구상편마암 지대의 연장선에 분포하며, 지질

도상에서도 동일한 암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안구

상편마암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산출상태를 보이며 동

하총과 당유인원기공비, 산직리 고인돌 및 세탑리 오

층석탑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과 기재적 특징이 거의

동일한 암석이다(Fig. 15C).

이 채석장에서 조경석 및 정원석으로 생산되는 안구

상편마암을 수습하여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우백대와 우흑대가 구분되

며 우백대는 석영과 미사장석이 주요 조암광물이고 일

부 사장석이 확인되었다. 장석에서는 부분적으로 변질

로 형성된 2차광물이 관찰된다(Fig. 16A, 16B). 우흑

대는 흑운모로 구성되며 흑운모의 신장된 방향이 편리

와 평행을 이룬다(Fig. 16C). X-선 회절분석에서는 현

미경에서 관찰된 조암광물이 동정되었다(Fig. 16D).

한편 안구상편마암을 활용한 동하총 판석의 전암대

자율은 평균 0.221(×10-3 SI unit)이며, 당유인원기공비

Fig. 16.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augen gneiss (A to C) and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augen gneiss (D) of

the Deokjiri quarry. Bt; biotite, M; mica group minerals, Pl; plagioclase, Q; quartz, K; alkali feldspar.

Fig. 15. Quarry showing augen gneiss for garden, landscape and aggregate stones from Deokjiri of Tancheon in Gongju (A,

B) and typical texture of augen in gneiss (C) from the qu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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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0.253(×10-3 SI unit)이다. 산직리 고인돌과

세탑리 오층석탑 안구상편마암의 대자율은 각각 평균

0.212 및 0.224(×10-3 SI unit)로서 모두 거의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Fig. 17). 덕지리채석장 추정산지의 안구

상편마암은 0.213(×10-3 SI unit)로 나타났으며, 또한

거의 동일한 대자율 분포와 값을 갖는다. 이는 부여

석성에서 공주 탄천까지 연장되는 안구상편마암이 이

일대의 석조문화유산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과 거의 동

일한 것임을 지시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6.5. 운반 및 용도 검토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고

대로부터 육로를 통한 물자수송보다 강이나 바다를 이

용한 수운교통이 유리하였다. 수로를 활용하면 육로운

송보다 저비용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Lee and Lee, 2009). 금강유역 역시 강을 이용한

문화교류와 물자교역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나

당연합군이 금강을 따라 이동하여 백제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하총을 비롯한 문화유산의 구성석재들 운송에도

육상보다 수상교통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

고분군 전면으로 왕포천이 지나가며, 추정산지 조사를

통해 유사한 암석이 파악된 지점은 대부분 금강이나

금강의 지류와 인접한 지점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

다(Fig. 10). 이는 채석한 암석을 육상수송을 통해 금

강까지 이동한 후, 배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가능성

도 있음을 시사한다.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채석산지가 강경 옥녀봉

의 화강섬록암체로 보고된 바 있으며(Lee et al.,

2007), 이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암반에 남아있는

채석흔을 확인하였다. 옥녀봉 바로 아래는 금강이 관

류하여 수운에 적합한 입지를 갖는다. 능산리고분군에

활용한 화강섬록암은 옥녀봉 암석과 약간의 차이가 있

지만 암체의 지질학적 특성과 주변의 지리 및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 암체에서 채석이 이루어졌을 가능

성도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수변의 건축물은 홍수나 범람에 위험부

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림사지, 관북리유적,

고란사 및 금강사지 등 백제의 중요한 건축물들은 강

과 인접한 입지조건을 갖는다. 이는 건축물을 축조하

는데 필요한 물자의 수송을 위해 주요 운반수단으로

수상교통을 활용하게 되면서 건물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판단하는 근거이다.

한편 연구대상 문화유산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은

다른 석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암색과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지질학적 산출지도 상당히 제한적인 암석이다.

이는 현재도 정원석과 조경석으로 많이 활용되는 장식

성을 갖는 암석이기도 하다. 또한 비교적 암질이 약해

가공에 수월성은 있으나,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 벽화

의 바탕과 각자에는 두드러짐이 약한 단점도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안구상편마암은 부여 석성 증산리에서 공주 탄천

의 덕지리로 연장되는 비교적 대규모 암체로 분포하며

지금도 정원석과 조경석 및 골재로 사용하는 채석장이

있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 채석을 통해 안구상편마암

석재를 조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 암석이 어떤 이유로 고분의 판

석과 석조문화유산에 활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

기 어렵다.

이 안구상편마암이 분포하는 증산리에서 능산리고분

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km이며, 부소산까지는 약

9km 정도의 거리이다. 이를 수로로 이용하여 운반했을

때를 가정하면 25km 정도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지형

적 조건을 갖는다. 고대에도 수운교통이 발달하였다고

Fig. 17. Diagrams showing the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augen gneiss from various cultural properties near the

Buyeo and presumed source rocks of the augen gneiss in

the Deokjiri qu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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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이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능산리고분군과 증산리 사이에는 군장산이 있어 육로

로 수송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

움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인들이 지형과 거리

및 효율성과 수월성을 두고 어떤 운반경로를 선택하였

을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7. 결 언

1. 능산리고분군 동하총은 13개의 판석을 사용하였

으며, 복운모화강암, 안구상편마암, 화강섬록암, 우백질

화강암 및 편마상화강암 등 5개 암종을 활용하였다. 현

실과 전실의 바닥은 각섬석편암의 모전석으로 구성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료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동일암종의 산지를 탐색하여 원산지

와 이동경로 등을 고찰하였다.

2. 동하총은 바닥을 포함하여 15개 면으로 이루어졌

으며, 가장 많이 사용한 암석은 복운모화강암으로 7면

(46.6%)에 활용하였다. 또한 안구상편마암 3면(20.0%),

각섬석편암 2면(13.3%), 화강섬록암, 편마상화강암 및

우백질화강암을 각각 1면(6.7%)씩 구성하였다.

3. 당유인원기공비는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공적을

새긴 비석으로 부소산성에서 발견되었다. 비석 전체를

하나의 암석으로 조각하는 당나라 양식으로 제작되었

으며, 암종은 뚜렷한 편리와 안구상조직을 갖는 전형

적인 안구상편마암이다. 이 암석은 동하총, 산직리 고

인돌 및 세탑리 오층석탑의 일부 석재에 활용한 동일

한 안구상편마암으로 밝혀졌다.

4. 동하총에 사용한 암석은 모두 부여 일대에서 산

출되는 암석이다. 복운모화강암은 장암 애국지사마을,

화강섬록암은 옥녀봉 북쪽, 편마상화강암과 우백질화강

암은 천정대 인근의 암석과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각섬석편암은 노두는 없으나, 인근에 분포하는

편암지대에서 조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동하총과 당유인원기공비, 산직리 고인돌 및 세탑

리 오층석탑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은 독특한 암색과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분포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지

금도 정원석과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장식성

암석이다. 이는 암질이 약해 가공에 수월성은 있으나,

어두운 색을 띠어 벽화의 바탕과 각자에는 단점도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안구상편마암은 부여 증산리에서 공주 덕지리

로 연장되는 대규모 암체로 분포하며 현재 정원석과

조경석 및 골재로 사용하는 채석장이 있다. 따라서 청

동기시대로부터 이 일대에서는 안구상편마암을 석재로

활용하기 위해 채석하여 조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7. 부여 일대의 백제시대 주요 석조유구와 유물이 금

강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입지가 금강

을 통한 물자운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석재의 추정공급지도 대부분 강변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석재 등 물자가 수운교통을 중

심으로 유통하였음을 지시하는 근거가 된다.

8. 동하총과 당유인원기공비, 산적리 고인돌 및 세탑

리 오층석탑에 활용한 안구상편마암은 원산지가 비교

적 근거리에 있으나, 산지와 유적사이에는 산맥도 있

어, 백제인들이 거리와 지형 및 효율성과 수월성을 두

고 어떤 운반경로를 선택했을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 암석이 어떤 이유로 문화유산의

석재에 활용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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