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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 구미시 3용상동에 위치한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 1122 호}의 구성 압석은 혹운모..7..{ 
성석 화강성륙암으로서 약 30 여 개의 불연숙적 동일 암체로 구성되어 었으나， 보판석은 
역철 사압이다. 마애불 주변에 노출판 암괴의 대부훈은 N25-45"W의 주향과 거의 수칙 

(70-85"SE)에 가까훈 배연경사훌 갖는 철리률이 빨달되어 있다. 마애용 본체의 암펴들은 
균얼된 채 서로률 지지하고 있A나， 정함점에서는 싱한 기계껴 빛 화학척 풍화륨 받아 봉 
꾀위험에 쳐해 었다. 또한 상#와 배연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압과 용혁에 의하여 본체는 

전연￡로 두상은 좌측으효 기울어져 있다. 이 마애불옳 。l후는 압씩의 풍화퉁급은 HW어l 
속하며， 조압 광물의 대￥훈은 화학책 맺 팡물학쩍 풍화에 의하여 정토 팡물파 철수산화 . 
팡촬호 교대되어 었다. 마애활의 표연에는 지의류와 상태휴가 셔식하고 있으며 포근과 포 

자휴가 암석의 생물학쩍 풍화훌 혹진시키고 있고， 절리대에는 이미 토양화가 진행되어 장 
초가 서식하고 있다. 보촌과학척 측면에서 불 때， 이 마애훌의 구죠척 안정올 위해서는 불 

안정한 압괴의 제거가 필수척이며 불균형의 재발생과 n싸용의 전연￡로 작용흩}는 용력 
융 최소화하기 위하여 앙석 지지풍법에 의한 본체의 지보가 훨요하다. 율열이 심한 철리 

연에는 암석용 충진제률 사용하여 수;생화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갯A로 보。l며， 마애불에 
미치는 지연의 습도흘 저강하기 위한 차수벽 또는 차단악의 성치도 고려되어야 할 갯이 

다. 또한 표면에 피욕원 지의휴와 토양화가 진행된 불연속면에 서식하는 잡초룰 제거하기 
위한 생화학척 처리가 필요하다. 

ABSTRACT Rock composition of the Hwangsang-dong Granite Standing Sculptured Bud
dha (Treasure No. 1122) in the Kumi αty is biotite-hornblende gr.없lodiorite which consists 
of about 30 pieces of individual rock blocks of 앓me compositions. However, the cap rocks 
is pebble-b없띠19 coarse sandstone. Rock blocks of the Stånding Buddha and surrounding out 
crops occur well developed several joint systems of N2So to 45'W strike and nearly vertical 
(70 to 850 SE) dipping. Rock blocks of the Standing Buddha showed vertical, horizontal and 
oblique joints, and those blocks are well supported by individual blocks. However, the j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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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part of the blocks are ullder dallgerous situation due 10 seriously mechanical and chem
ical weathering. Host rock of the Standing Buddha belongs to the HW grade, therefore 
mostIy rock-forming minerals of the granodiorite Standing Buddha altered with clay and iron 
hydroxide minerals by mineralogical and chemical weathering. Near surface of the Standing 
Buddba show spore and mycelium of green 떠gaes， and a joint plane alive with weeds. We 
suggest that if structural stability for the Standing Buddha remove essentially a unstable rock 
blocks from the main body, and the main body necessitate supporting by rock bolting 
method because of repeated unstability aod rninimizillg stress to the rock blocks. For the 
opened joint planes, fractured surface and alive weeds will attempt to fill in a petro-epoxy, 
peσ'o-filler and biochemical treatmellts for the algaes, and ground water curtain and wall 
seems to be necessary for water t10w and diminishing bumidity pf the Standing Buddha. 

1. 셔 론 

경욕 구미시 황상동 산 90-14 번지에 있는 마 
애 여래업생·은 1992 년 1 월에 보물 제 1122 
호로 지정된 석조 운화재로서 정확한 축조연대 

’와 작자는 알려져 있지 않￡냐 건축 양식파 장 
식으로 보아 홍일신라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강압의 풍화 속도는 아주 
느리나 일단 풍화가 진행되면 박리 또는 박락 작 

용야 심하게 발생하는 것￡로 알려져 있다 I 황 
상풍 마애불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조 품화재 

와 마찬가지로 화강암질 암석A로 이루에져 있 

￡며 기상 변화를 피하기 어려운 곳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마애여래입상은 Fig. lA 와 갇이 7.5 
m 청도의 높이， 5 m 청도의 폭파 3.5 m 정도의 
두께를 갖는 화강성록암 절벽의 노출부에 양각 

되어 있다. 

이 마애불이 위치하는 낙풍강 유역은 삼국시 
대후터 신라 불교의 초기 천도지역푸로 잘 알려 

져 있고 륙히 이 불상이 위치한 주변의 선산군 

일대에는 많은 불척이 납아 었다. 황상동 마애 
활의 구조 빛 양식은 소발의 머리 위에 람칙한 
육계가 있고 원만한 상호가 정제되어 었다. 양 

쪽 귀가 길게 드리워지고 목에 상도가 있어 근 
엄하면서도 자버스러운 인상이다. 홍견법의는 

양쪽 활에 걸쳐 밀￡로 길게 드리워쳤￡며 흉부 
로j폼터 제부에 이르는 의문은 양각부에 이르러 

각기 완만한 후형을 이루연서 훌렸A나， 벌목 후 
훈에서는 다시 큼칙한 의문으로 함쳐졌다. 수언 

은 양쪽 손을 틀어 기농에 올혔는례 우수는 외 
장하고 죄수는 내장하여 셜법인올 결하고 있다 2 

。l 마애불은 정동융 향하고 있으며， 전면응 비 

교척 깨꿋하게 청톤되어 일견 장 보존되에 온 것 
으후 보이냐， 좌우측과 배변에는 지의휴에 의한 

생물학척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애 녹회색， 암혹 
색 빛 혹칼색 반점이 산재한다.또한마애불천 

신에는 30 여 개의 크고 작은 절라면이 발달히 
여 미판올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적 안정에 
성각한 운제를 야기하고 있다. 륙히 매애촬의 두 

상이 하부와 단철된 채 좌흑으로 기울고 있어 
(Fig. lB)，보는 야틀의 마음을 안타깡게 하고있 

는 것이 현실이다. 마애불이 위치한 장소의 배 
면에는 10 m 청도의 거리를두고철책이 셜치되 
어 있으나 지지 구조물과 담장의 보수도 시급한 

실청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석조 문화재의 보존 대책을 
위한 지철학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3A 보다 

많은 학자에 의한 활발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 

다. 이 연구는황상풍마애여래업상의 안정성과 
보강대책융 위한 구조 안전을 목척으로 압석의 

산출상태와 자연적 풍화 현상을 청량적으로 규 
명한 것이다， 이 결과는 마애훌을 야후고 있는 
화강암류의 기계적，화학책， 핑물학적，생물학척 

풍화요소 빛 주변 환경에 따른 영향을 규명하여 
석조운화재의 구조척 안정을 위한 공학척， 화학 

척 빛 생화학적 보존방법을 제시힐 수 있을 것 
이다. 

2. 야외 조샤 빛 실내 철헝 

이 연구률 위하여 정멀 야외 조사와 실내 실 

험이 수행되었다. 야외조사에서는 마애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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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Gran.ite S뻐nding Scuψtur，혀 Buddha at the Hwangsangdong. Kumi. (A) Standing 
Buddha occurs maoy fracture systems in the left upper part and right lower part. (B) Enlargement upper 
head 뼈rt of the Staoding Bu뼈ha show declining lo do lefl. side. (1디 EnJargemenl lower foo‘ 뼈Jt of the 
Standing Buddha show fractured anψ。r J이ot어 with small p~야es of rock blocks. (D) En빠'gement of the 
photograph C occurs v양'Y unstable triple junction of rock blocks. 

싱￡혹 주변지역과 고각 놓션의 로압 여#플 진 

단하여 마애불에 미치는 영향올 규뱅하였다‘ 또 
한 마에-환 부지의 지정 조사와 지반 구조흉 파 
악하여 암석의 신총상태와 풍화의 진행청도， 첼 

리룹 비롯한 용연속변의 방향성 및 정멸한 성측 
이 실시되었다. 실내 연구를 위하여 마애찰 주 

변에 푼3ε하며 본쳐}와 동일한 암종에셔 앙석학 
척 빚 팡물학적 분)씌용 시효를 채취하였다. 

실내 실험에서는 이 앙석의 팡풀 죠성을 밝히 

고자 일후 시료에서 X건 회절 분적융 실시하였 

다. 분석 기기는 Rigaku제 모댐 DlMax-IIB였고， 

X건은 CuK 에 조컨은 30 kV와 15 rnA였다. 
석용의 조암 팡팔에 관한 조성비와 팡불충， 풍 
회에 따른 광풍 빛 생물학책 변화를 판창하기 위 

하여 전자 현미경과 팡학 현미경율 이용하였다. 
분석기기는 LINK 사의 에너지 분산형 X건 분 
석기(EDXA， PV 9 1 00/60)가 장착된 Shima!2U 

사의 rST-SX-40이다. 훈석 시료는 탄소와 끔으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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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피욕한 것옳 이용하였다. 
이 마애불의 모압인 화강성록앙에 대하여 반 

청량적인 광물조성， 팡물학적 공생관계，초칙과 

풍~I 의한변철짱훌의 생성 둥율을판활하기 
위하여 편팡현미경융 판찰하였다. 조압팡훌의 

상대껴 함량비는 각각의 암석을 대상￡로 학면 
융 제작하였으며 전흉척인 방법에 따라 오드훈 

석 (mode an외ysiS)융 실시하였다. 오드조성응 자 
동져l 수기 (mechanical counter)7~ 창착원 Leitz，샤 

오엘의 Orthoplan (071948) 연팡엔사 겸용 현미 
경융 。l용하였다. 

3. 경과 빛 토의 

3.1.지혈 및 혐암 

이 마애용은 동셔방향융 갖는 작은 산맥에서 
냥쪽으혹 연창원 놓션의 중간후분에 위치한다. 

이 지정은 해발고도 60m로서 동쪽￡로 발당한 

산사면의 하단부이다. 마애용의 전면은 정풍쭉 
올 향하고 있￡며 마애훌올 중심으로 10 m 청도 
의 좌우측에는 소규모의 계곡이 발달하고 있어 

약간 톨출원 지형융 이루고 었다. 마애용 주벤 
의 약 10 m 반경 내에는 마애불의 암석과 통일 
한 화강섬록암의 크고 작은 암괴들이 25 개 정 
도 노출되어 었다. 큰 암괴는 5-6 m 청도의 률 
출부흘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l툴의 대J휴분은 

N25-450W의 추향파 거의 수칙(70-850SE)에 가 

까운 배연청사훌 갖는 철리률이 형행하재 발달 
되애 있다. 

이 암괴들의 지변 경사는 모두 지형의 사연갱 

사와 통일하게 능션의 하단푸를 향하고 있￡며 
아주 느련 속도로 이통해옹 흔척을 보여준다. 또 
한 산사연과 암괴 주변j츄의 식생에 우접종옴 정 

하고 있는 소나무풀도 요두 갱사연의 하단후훌 
향해 기윷애쳐 있다. 이는 느린 속도록 이풍하 
는 토양과 압연의 자연척인 포행 현상으료써 여 

기에서 야기된 모든 압압과 토압은 경사연외 하 
단푸에 서 있는 마애훌이 지탱하고 있다. 따라 

서 하나의 거대한 암괴활 이후고 있었댄 마애불 

의 기반암에는 상대척￡로 경사와 방향융 달리 
하는 약 30여 조의 천단연이 발달하게 왼 것jL 
로추정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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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죠척 안정생 빛 기계책 풍화 

3.2.1. 구조혀 l2t정성 
이 마애활에는 주로 4 방향의 주향(N30"W> 

NIO"E>N7O"W>N聊E)과 수껴， 져경사 및 수명 
의 경사훌 갖는 다양한 철리계가 벌달한다. 01 
절리연릎응 크고 작응 30 여 개의 활연송연을 가 
지며 마애용의 구죠척 안정성옳 우l협하고 있다. 
톡히 측연푸와 배면푸에는 N30-40.W의 주향과 

70-80"SW의 경사흘 갖는 형행철리가 발닿하여 

30-50 cm 정도의 폭융 갖는 주상정리대흘 형성 
하였다. 이 정리연률에는 이를 사교하는 천단연 

이10-2O"E. 70-80"NW 빛 N30-400E. 10-20 
엠W)에 의하여 정단되어 었다. 절리계의 삼중점 

올 。l쭈는 암석은 심한 기계척 및 화학척 풍화 
가 진행되어 있으며 박리와 박락작용이 현저하 

여 심각한 용괴위험에 칙연해 었다(Fig. lC. 
10). 

흑히 수칙에 가까운 철리가 우세하며 대부분 
배연청사용 하연서 상부가 넓어진 륙갱올 가지 
고 있고， 청리대에는 잡옥과 암석의 파핀이 산 

재한다. 마애팔 추변에 노출된 암피률도 거의 동 

일한 주향파 경사훌 갖는 철리연이 빵달하고 있 
￡며 툴출후 암괴의 경사는 모두 마애용의 하단 
후를 향하고 있다. 또한 마애훌 본체의 배연에 

.서 판창되는 암괴를의 일부는 하단j휴가 철단된 

채 본체에 의지하고 있기도 하고， 상부의 보관 
석파 。l률 치치하고 있는 받첨대도 역시 절단전 

이 되어있어 외후의 작은 충격에도 파꾀훨 위기 
에 처해 있다. 이는 캉수 및 바합 퉁픽 일반적인 

자연현상에 따라서도 마애붕의 풀리척 흉괴가 
야기훨 수도 있융을 보여주는 것이다. 

3.2.2. 삽훌 상태와 기계쩍 륭확 
마애불의 구죠척 훌균형과 전단대의 정량적인 

형가률 위하여 Fig. 찍 갈이 본체의 부분척인 
실축을 실시하였다. 전연의 충심푸에 톨출 되어 

있는 암체 D.은 이 마얘불의 본체로써 가창 큰 
암괴이나， 하단#의 아주 작은 F) 압체에 의지하 
고 있다. 이 FJ 암괴는 F1 빛 E.과 상충정올 갖 
는 불안청한 캘리로 첩하고 있어， 이 절리면올 
따라 본씨의 앙괴가 확하단으혹 미끄러젤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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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빼. 2. Simplified drawing of the Standing Buddha ∞0515뼈 of so many unstable pieces of: rock blocks π1e 
sketch A. B. C and D 밍e front어. sini짜외. dorsal 없녕 dextral view of the Standing Buddha; resπ:ctively. 
Bar scales 없eabαlt 150 cm‘ 

있융 만큼 상당한 구죠척 위험융 가지고 있다. 

또한 압체 F.은 D，외 용력￡로 방생한 쐐기형태 
의 압체로 이것이 제거활 ;생-?- 상부 압체 (D1) 
도 무께의 충심을 앓고 우너철 가농성 이 었다. 

한연 이 마애불의 최상푸에 놓여있는보판섹 

은 배연의 압괴와 사면에서 벌려드는 압혁에 의 
하여 푸께중심이 균형올 앓고 A，과 %로 훈리되 

어 있￡며， 이들은 불안정한 상태의 B, 암괴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후의 두상따)이 확 
혹으로 기윷어진 것도 상부의 하충과 압력에 의 

한 구죠척 인 변형으로 보인다(Fig. 2A). 현장에 
서 만난 예불객의 전언에 의하면 30 녔 천에는 

그행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후 보아， 아주 빠혼 
속도록 1월화가 얼어냐고 있용융 유추할 수 있다. 

이 마애용운 좌측면에서 가장 큰 노출연과 가 
장 많은 암괴를 관찰할 수 있뎌-(Fig. 28). 켜휴면 
의 D,. E,. ~， ~ 빛 E. 암체 사이 에셔 판창되 
는 앙펴는 N3O-40"W의 주향과 70-80.SW의 경 
사홈 갖는 거의 수칙 철리대훌 형생한다. 또한 

각 암체의 내후에는 미세 균열이 빨생되셔 있 

다. 야 후훈은 청통쪽인 천연과는 다르게 햇엽 
이 찰플지 않는융지야기 때푼에 향상숭도가 

높아 절리연 사이에는 식생이 번성하고 있기도 
하다.전연에서도보듯이 D，의 거대한본체률히· 

단부의 작은 압피(F1파 F2)7} 지탱하고 있다. 또 
한 본채에셔 후방A로 칼수륙 암괴의 규모가 작 
아지고 있고 각각의 상j흙에는 소규모의 독럽된 

암괴가 놓여있어 보기에도 훌안한 형상올 하고 

있다. 
우측면에서 보연(Fig. 2C), 암괴 G가 상부의 

Az'와 8，울 지지하고 있으며， 이틀은 요두 압체 
Hl에 의해 확하당￡혹 훌러내리지 않고 지탱되 

어 었다. 쐐기모양의 압체 F，은 전면 암체 D，융 
지탱해주고 있지만 。l것이 용안정할 경우， 이 마 

애훌의 본체는 천연으효 도괴 될 위험성이 있 

다. 또한 마애불의 전싱은 4방향의 주향(N30'W 
>NIO"B>N7O'W>N4O"B)올 갖는 수직， 수형 빛 
저경사흩 갖는 청려계에 의하여 모두 절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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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parated unstable dangerous rock blocks at the back side of the Standing Buddha (A), each individ
ual blocks ‘how onion-shaped exfoliation developed along the surface weathering (8), 

있융융보여춘다. 

이 마애불의 배면에 노출원 대부운외 압체는 
독업척인 압괴를 。l추고 있는 것으호 보인다 

(Fîg. 20). 최상부의 A，과 Ai는 본체와 다픈 역 
철 사암으로셔 후대에 올려놓은 것이 절단천이 
된 것이다. 암체 G는 G' 방향으후 흘러내리고 있 
￡며 이흘 암채 Hl이 떠받치고 있￡냐. 이 HI에 
도 G" 균열이 발생하고있다.따라셔 가까운장 

래애 엄체 G가하단￡로혼러내렬 가능성이 많 
으며(Fig. 3A). 이 충격에 의하여 전면 0 1 양체 
가 전방으로 도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G흩 지탱하고 있는 암체 H1파 01이 접 
하는 부훈에는 극심한 화학척 풍화로 인하여 현 

상태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천형척인 박리에 

의한 박학현상의 특정을 보인다(Fig. 38). 이는 
우기에 강수의 통로가 되어 화학척 및 기계척 풍 

회흉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겨울에 
는 경맹파 용해가 반복되면서 쐐기 작용에 의한 

압석의 파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 

현 후방의 암체 1. Hz, J" 12 및 1]는 각각 톡렵 
척인 암피이나마애불쪽으로기울어져 있는상 
태혹서 전연의 안전에 치명척인 압력융 가하는 
요소로작용하고있다. 

3.3. 엄석학적 풍화 

3.3.1. 암석학쩍 혹성 

이 마애풀이 조각되어 있는 암석의 명청은 혹 
운모A성석 화강생홉암A혹서 비교적 조렵질융 

갖는다. 전연쭈의 양각원 툴출부에는 단정하게 
정돈펀 전형책인 앙회씩의 아주 깨끗한 화강성 
옥암이나 풍화작용율 성하게 받은 측연부와 배 
변에서는거정의 석영파장석이 노출되어 거친 

압상을 갖는다. 이 암석은 구미도폭 지질도에서 
백악기의 션산화강성륙암으」료 표기되어 있A며 

구미시 중성과외· 인풍 일대에 압주상으후 넓게 
분포한다고한다.s 

육안 판찰이 가능한 무써 팡울로는 석영， 사 
창석 빚 정창석 이 있으며 약 0.3-0.5 cm 청도의 
퉁렵질 업상조칙율 갖는다. 유씩팡물로는 혹운 

모와 각성석이 관활되며 정벽의 크기는 0.2- 1.0 
cm 정도로 신장원 죠칙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 
석과 자철석도 미량 판활원다. 부분척으로는 본 
체인 화강섬륙암보다 엽기성으로 보이는 20-30 

cm 정도의 포획땅률도 다수 존재하며， 일부논 
심한 옹호} 작용·￡후 인하여 초암 광물들의 조칙 
적 변형현상도 판한되었다.X천 회절분석￡로 

확인된 이 · 암석의 대표척인 팡물종은 석영， 청 
장석， 사장석， 운오휴， 각성석류 및 녹니석 퉁이 

다(Fig. 4). 

마애불의 최상푸에 놓여있요며 약 3X4 m의 
넓이와 20 cm 정도의 두깨를 갖는 보관석은 옴 
체의 화강성폭앙파는 션혀 다흔 창석정 사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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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용 4. X-ray powder diffraction paltern showing 
weathered host rock of Ihe Standing Buddha. M ;; 
mica, C = chIorite, H ;; hornblende. Q ;; quartz, P 
= plagioclase. 0 = orlhoclase. 

는 역정 사압에 해당되는 퇴껴압이다. 이 압석 

은 죠렵질의 원마도와 분급이 좋은 회척물로 구 
성되어 있다. 팡풀 조성은 마애풍의 화강암휴와 

거의 동얼하나 약 3-5 cm 청도의 크기흘 갖는 
화강암철 또는 현마암질 압연과 2-3 cm 정도의 
크기흘 갖는 원마.s:..가 좋은 세렵철 퇴척 압연이 

미약한충리를 이후어 산출쥔다. 

3.3.2. 팡톨 및 화학쩍 플확 
압석의 화학척 및 광물학척 풍화논 주로 수 

회·， 가수훈해， 산화-환원 빛 딴산화작용 풍￡로 
구분되나 대부환은 서로 복함척￡로 작용하여 
암석의 구성 성분 빛 죠칙을 파괴한다.6 혹히 화 

강압휴의 종화는 짱청과 벽개가 찰 빨달되어 있 
는 장석과 운모휴의 변질에서톡￥L터 시a작}원다? 

황행J상&풍 마얘불의 구성 암석에 판한 화학 죠성은 
환석되지 않았으나， 전형척인 화캉성혹앙의 조 

성법주에 포항휠 갯￡로 보인다. 또한 이 마애 
불과 강이 많은 철리가 발달한 암석에서는 수훈 

의 청푸와 이차 팡불화 직용에 따쏟 j휴피 변화 

가 훨띤척으로 발생한다. 

。l 압석융 박현으로 제작하여 연광 현미경요 

효 판찰하면 정창석과 미사장석의 오드조성은 
약 25% 정도로서 혀사。l트(perthite빼휠 거정으 

로 산출되는 것이 주류를 이푼다. 누대조칙올 갖 
는 사장석은 약 38% 정도의 함량윷 차지하며 충 
렵질의 반자형을 보이는 것이 우세하다. 이 창 

27 

석류는 업자의 경계와 내부의 쌍정 또는 벽개변 
을 따라 거의 대#환 경운모와 고령석으로 변질 

된 갯을 볼 수 있다(Fig. 5A, 5B). 
혹운모는 약 7.5%의 오드 조성융 가지며 장 

발달된 정벽융보여주나대부훈윤 이차척인 변 
형에 의하여 벽깨면야 성상 배엽을 하고 있다. 
이률의 업자정계와 벽개면도 이차적인 풍화에 

의하여 녹니석， 녹엽석 및 용푸명 철광물(자철 

석， 황철석)로 교대되어 있다(Fig. 5C. 50). 각성 
석은 3% 청도의 모드를 가지며 휴운모와 공생 
한다. 01 팡물의 내후에는 저에흔(강rcon). 스핀 
(sphene) 빛 훌푸명 팡풀이 공존하기도 하며， 혹 

웅모와 갈이 벽개연융 따라 녹니색이 교대하고 
었다. 위에서 성명한 각각의 팡물생성에 관한 대 

표척인 반용식은 아래와 칼다. 

3KAlS~08 (청 장석 ) + 2H’ • 
KA~Si3010(OH)2 (견운모) + 6Si02 (석 영 ) 
+2H‘ (1) 

ζ빠S~016 (청장석) + 2Hp + 002 • 
3A“~S40，(OH). (.고령석) + 4Si02 (석영) 
+ ~ + CO2 (2) 

2KAI3Si30 I0(0H)2 (견운모) + 2H" + 3Hp 
• 3Al2Si20,(OH). (고령석) + 2K~ (3) 

KAlSi)08 (정창석) + 6.5Mg+2 + lOHp • 
Mg6.5(Si3Al)01O(OH)8 (녹니석 ) + K+ + 
12W ~ 

2KF~S니AJ010(OH)2 (혹운모) + 6일 • 
2KAlSi30, (청장석) + 6FeS2 (황철석) + 
2κ0+302 (5) 

2KF~Si씩OIO(0H)2 (혹웅모) +2HP • 
Fe6(Si3Al)0Io(OH), (녹니석) + KAlSi)08 
(정장석) + K’ (6) 

~(Mg，A14Si，020(OH)4 (혹운모) + 2Si02 
(석 영) + 2H닝O • 2KAlS~08 (청장석 ) 
+ Mg,(Si3Alz)0 1O(OH)8 (녹니 석 ) (7) 

~(MgFe)，SisÛ22(OH)2 (각성석 ) + 
lOCaA12Sip8 (사장석)+6HP • 7Si02 
(석 영 ) + C윌Al，SiPI26(OH) (녹염석 ) + 
(MgFe)s(Si3A닝OIO(0H)8 (녹니석) (8) 

위의 반웅 충에서 풍#’l 의한 。l차 팡툴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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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photographs showing weathered host rock of the Standing Bud에la. (A) fresh quartz and bighly 
sericitized orthoclase assemblage. (B) biotite, orthoclase and plag.ioclase assemblages are highly sericite aod 
clay mineralization. (C) biotite, sphene ‘and plagioclase assemblages are lúghly sericite, chlorite and clay min
eralization. (D) biotite highly replace Wilh chlorite, epid이e and αon hydroxide oúneral, and selicitized orthc• 
c1ase assemblage. qt = quartz, or = orthoclase, pc = plag.ioclase, se = sericite. bt = biotite, ch = chlorite, sp 
= sphene, fe = iron hydroxides. ep = epidote 

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반웅식은 (1), (2), (3) 

및 (6)이다. 이와 같이 생성된 견운모， 고령석 및 

녹니석은 현미경하에서 관찰되는 미세열극을 따 
라 청출하여 열극의 부피를 앵창사키며， 규산과 
물을 홉수하거나 용충시켜 광물의 。l차반웅을 

촉진시키는 용매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화강암류의 풍화 기준은 광물 업자 

의 탈색 내지 변색 정도， 휴운모와 창석의 화학 
적 분혜 정도， 일차 조직의 보존 정도 빛 미세 
균열의 발달 상태에 따라 6 퉁급￡로 나누어진 
다 9 이 를 황/앙통 마애활에 척용하면 본체의 풍 

화퉁급은 4 풍급인 HW(highly weathered)에 속 
한다. 이는 육안A로는 드러나지 않」i냐， 마애불 
을 。l후는 암석의 팡물학적 빛 화학썩 풍화 작 

용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갯을 지시하는 

것이다. 

3.3.3. 생을학적풍화 

유기물은 토양층에서 중요한 발생학적 요인을 

구성할 뽕 아니라 암석의 분해와 풍화 작용에 아 
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식물의 뿌리는 성 
장하면서 암석과 광물의 벽개연윷 넓혀가며 암 

석의 물리척 풍화 작용에 기여한다. 보통의 식 
물체 뿌리가 토양 또는 암석에 가하는 근앙은 10 
-15 kglcm2 정도로서 압석의 기계적 풍화흘 촉 
진한다. 또한 식툴의 뿌리 끝에서는 극산성 분 
비물을 벌생시켜 앙석올 부식시키는 강력한 화 
학적 풍화 작용윤 초래하며. 식물의 호홉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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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graphs showing vaJÍOUS kind of pJants alive in s따face and fl1lcture plane of the Standing Bud. 
이1a. (A) Some weed and green 펴gae occur in Ù1e joint plane and rock surface. (B) Scanning e1eclrOn 
micropbotograph (SEM) of the near surface Standing Buddba shows spore and mycelíum (CruStOSe l ichen'~ 

rlúzoid 7) of gr'뼈1 algaes (CryptoendoJitic Algae). Photographs of C and 0 show some aJive weeds with 
right and Jeft sides of Ù1e Standing Buddha, 

파 충밭 작용도 화학쩍 풍화에 중요한 역활을 

한다. 

욕히 지의류냐 션태휴틀은 암석의 표연에 고 

확되어 기생하면셔 청남씩 또는 진녹씨의 반정 
상A로 산출되며， 이들이 성장을 멈추연 앙혹색 

또는 흑갈색으호 변색되어 미판윷 해치는 것은 
풍동 압석의 풍화도 혹진시키는 것이다. 이 마 

애광에서도 지의류에 의한 생물학척 풍화가 심 
각하며 기·갱 심한부분운전면후 화홉의 하단부 

이다(Fig. 6A). 얘기는 히추종일 칙사 팡션융 받 
기 어려운 곳흐록， 약 1.5X2.5 m의 없이의 표면 
에 암휴색 또는 혹갈색을 띠는 지의류( Clyptocn. 
dolitic Algae)가 피복되어 었다. 
이는 보통 2-3 ψn 청도의 두깨훌 갖는 포자 

근과 균사(Crustose lichen's 바izoid ?)로서 표연 

에서 1 cm 깊이의 암석 내부에서도 조암 팡물의 
공극과 업자 경계서 성유 또는 다발 상태로 산 

출된다(Fig. 68). 이련 곳에서는 암석의 박피 현 
상과 함째 화학척 및 광울학척 풍화도 심하게 진 

행되어 있어 약한 충격에도 쉽게 떨어져 나온 
다 또한 마애콸의 죠냐촉과 배면부어l 발달원 1-
2 cm 청도의 간격올 갖는 절려면에는 잡목과 잡 
초가 서식하고 있어 식왈체에 의한 기계적 풍화 

를 가속시키고 있다(Fig. 6C, 6D). 

3.4. 보폰 방안 

3.4.1. 지짚공학쩍 방안 
마애불의 전면이 동쪽을 향하여 돌출되어 있 
는 것은 상대척으혹 배수와 칙사 광선 등의 자 

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분의 빠른 중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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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지의류의 서식을 저감하기 위한 장인 

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냐 황상 
풍 따애용은 지형학척으로 보아 경사연의 하단 

부에 죠착되어 있애 상단후에서#터 작용하는 
토압과 압압율 견뎌지 못하였기 때품에 이훌 분 

산시키기 위하여 여러 죠각의 암괴로 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마애훌의 주변 
에는 크고 작은 암괴률이 노출되어 있￡며， 이 

률의 대푸훈은 마애훌파 동일한 방향의 용영속 
천단대가 밸달되어 었으며 기반암과의 관계도 

훌분명한상태이다. 
현재 상태로는 언제까지 버티고 있울지 가능 

하기 힘툴 청도로 심한 구조척 용균형옳 유지하 

고 있다. 마애불 배연의 상후에 노출훤 보판석 
은 아래혹 향하는 크고 작은 압피의 하중 감소 
융 경며지 뭇하고 파괴되어 있SL며 이 보판섹옳 

지지하고 있는 쐐기모양의 압괴도 30 cm 청도 
-의 심하게 풍화된 암편의 지지홈 받고 있다. 또 
한 전연후 하단에는 NI0-2OØE 빛 N40-S0"B 주 
향울 가지고 있￡며 배면A로 저경사하는 쐐기 
모양의 기반암이 상부의 모든 암괴훌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마애흘에 가해지는 암괴의 압력융 최 

소화하기 위하여 마애불의 미판파 예술척 가치 
흉 혜손하지 않는 벙위에서 용필요한 암괴의 제 
거가 필수척이다. 그러나 머욱 충요한 푼제는 현 

재 마애합의 안청도를 좌우하고 있는 하단부 기 
반암에 대한 지질콩학적 보캉이 최우선 과셰이 

다. 보강 방법에는 절리연을 봉합할 수 있는 정 
확제훌 사용할 수도 있으며， 토압파 앙압올 지 

탱해출 수 있는 연약지반 개량 공법。l 종현되어 
야 합것이다 10 

시공 가능한 방법은 지반 보강 공병 및 연약 
지반 개량 풍법에 따른 많응 방법이 있￡냐， 원 

형융 보존하기 위해서는 배연의 상푸에서 하부 
로 암석융 지앵할 수 있는 공법 (rock b이ting)울 
이용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A로 보인다. 마감제 

혹는 하충에 의한 영향올 성하게 받지 않는 상 
부논 앙씩과 암석 사이흘 천풍하여 강력한 에폭 

시 (epoxy) 계열의 수지를 이용하고 앙혁에 영향 

융 많이 받는 하쑤에셔는 스테인레스 스릴 
(SI킹띠ess steel)로 지탱하는 것이 좋율 것으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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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lLl2 

3.4.2. 슬도의 저갑 방앙 
。l 마애훌의 갱우， 한 암체에서도 싱한 균열 

。l 얼어나고 있￡며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혹 넓 
어지게 마련이다. 균엽의 삼충청혹로부터 발생 

하는 쐐기모양의 암체 죠각률은 주로 천연후나 
축연후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갇은 현상은 마 

애불의 외판율 훼손하지 않도확 충전제와 발수 
경화져l흘 사용하여 보촌 처리률 해야한다. 충전 

시에는 색채가 이활되거냐 파손된 후 오랜 기간 
이 경과됨에 따라 마모되어 셔로 잘 멀확되지 않 

는공간이 생기게 원다. 

이 공간융 충전시키는 보존 처리 과정에서는 
합성 수지로 만￡로는 청도가 낮아 첩확이 훌가 

능하기 때푼에 정화제와 속결제훌 척당히 혼합 
하여 정도홈 죠접하며 사용한다.l3，l4 충전제는 주 

로 에폭시 수지흉 사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수리 후환의 표연이 자외션， 습도 풍 
의 주변 환경에 의용}여 황색으후 변하고 균열。l 

발생되는퉁여러 가지 푼재정。l 발생훨 수 있 
으므로 시약의 션핵이나 작업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충전 접확제로는 아랑다。l 
트(외떠dit야 CY230와 AWI06, 에폭시 수지 
AYI03 퉁이 있다. 
또한 풍화 손상왼 석재는 빨수 경화용 합성 수 

지를 사용하여 색채 내부에 청푸시켜 약화원 섹 
재 죠칙의 웅칭혁융회욕시켜주어 석질융청화 

하고 물의 청푸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석재 

의 풍화냐 손상옳 방지하여야 한다‘ 석채롤 빨 
수 경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함성 수지가 갖 
추어야 할 죠건은 정도가 낮은 수지혹셔 도포시 

용액이 석채내푸로 장 캠쭈되어야 한다. 또한 외 
부로의 충벌이 용이해야 되고 우수한 발수 효파 

가 자연 환갱에 대한 지속척인 내수생올 지니고 
처리후 석재의 써상 염화가 없어야 한다. 우리 
나E에서 사용되고 있는 밭수 경호}용 합성 수지 

로는 Wacker 290L, Wacker OH, Wacker OHlOO, 
DWR (organopolysiloxane), SS-101 퉁이 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빨수 경화제 중에 

DWR 합성 수지는 다븐 제풍에 비하여 시험기 
기 (촉진 내후성 시험， 자비조반-한열 반복 시 
험， 동결 융혜 시헝 빛 내염성 시험〉를 이용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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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화에 대해서 내구성 빛 내엽성. 발수성 모 

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외션， 엽， 
용도 변화에 의하여 석재 표연의 색도 변화가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3.14 따라서 석조 문화 

제 보폰을 위한 에폭시， 수지 및 충전재 선정파 
연마여」휴 또는 발수 경화 합성 수지의 척용은 석 
재의 풍화 원인 빛 부식 메카니좀 풍의 현장여 

건옳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근본척인 방법으 
로는 마애붕에 칙정쩍인 영향을 미치는 지연 습 

도훌최소화하고，강수와츄수의 갱업옳저감할 

수 있는 차수벽과 차단막아 쩔치되어야 할 것 
이다. 

3.4.3. 샘화학혀 처리 방안 
따에불 주변의 앙괴와 토양에서 자생하고 있 

는 장확파 잡풀， 선태류 빛 지의류외 샤식을 방 
치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생 

화학척 처리 방안을 고안하는폐 있어 가장 중정 

을 두는 것은 남조류로부터 시작되는 ·하퉁 식물 
의 천。l흩 차단하는례 있다. 간펀한 방법으혹는 
t2}애불 표연의 수소 이온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다. 대부분의 토양 남조류는 pH 8 이상의 알카 
리성 용액에서 매우 활발한 성장올 보이는례 반 
헤 pH 6 야하에서는 생장이 극도로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야 마애붕씌 청우 좌측 상 

단부와 배연에서 자생하는 지의류는 단순한 pH 
죠철제의 처리만으후는 효용척 억제가 용가능할 

것A호보인다. 

싱제로 。l틀의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pH 
5.4 청도의 산처리를 해야하냐 마애불의 재징이 
화강성휴양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으후 처리활 

경우 외벽의 압색이 달라지는 퉁 구조껴 안정성 
융 해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시척인 효고}플 

거두기 위하여 지속척인 산처리가 있융 경우 회 

와하기 힘든 구조적 파괴를 야기한 수도 있다. 

따라샤 벽면에 생화학제를 처리승}는 방안올 모 
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석조 또는 몹죠 운화 
재에 발생하는 남죠류 및 지의휴흘 쩌l거해1 위 
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의 종류는 

AC322. AB57, KlOl 동이 었다. 
두 용액의 조성은 모두 화캉압 또는 석회암으 

로 이쭈어진 석초 구조물 내부의 표연융 처리하 

31 

기 위하여 고안펜 방법이며， KlOl은 야외에 노 

출된 석죠울에 칙챙 도포 할 수 있도록 공주대 
학교 문화재보존파학연구소에서 새로 개빨한 용 

액이다 4 그러니· 생물의 화학적 처리를 위한 약 

품 또한 다흔 화학 제재와 마찬가지로 현장 여 

건올 고려하여 션핵히여야 한다. 주로 석조 문 
화재에 부작하여 성장하고 있는 식물의 제거활 

위해서는 우선 피북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와 산 
출 상태의 파악이 충요하며 이틀 식물에 대한 특 

갱이 파악원 후가창척당한약풍을선택하여 처 

리하여야한다. 

4. 결론 

1. 이 마애왈은 냥쪽A로 연장원 소규모 능션 
의 동사변 하단J휴에 위치한다. 마애불의 구성암 
석은 혹운모각성석 화강성록암으혹서 약 30 여 
개의 불연속척 인 동일 압괴로 구성되어 있A나， 

보관석응 역정 사압A로서 후대에 올려놓은 것 

이다. 

2. 마애·풀 주변에 노출판 암괴의 대부분은 N25 

-45"W의 주향과 거의 수칙(70-85"SE)에 가까운 
배변 경사흘 갖는 절리률이 발달되어 었다. 이 

암괴틀의 지띤경시는 모두 지형의 사연경사와 
풍일하게 능션의 하만후룹 향하고 있으며 아주 

느련 솜도로 이풍해옹 포행 현상이 판찰된다. 
3. 각각의 암괴흥은 균열왼 채 서로흘 지지하 
고 있으나， 접항쟁에서는 성한 기계적 및 화학 

적 풍화를 받아 용피위험에 쳐해 있다. 또한 상 
부와 배면으후￥터 빨생하는 토압과 응력에 의 

하여 본체는 천연￡로 두상은 죠}측으로 기울어 

져 었다. 

4. 이 마애활을 。l푸는 암석의 풍화 등급은 
HW에 속하며， 초암 핑좋은 화학적 벚 광용학척 

풍화에 의하여 정토 평풍파 철수산화 광물로 교 
대되어 었다. 또한 마애불의 표면과 암석의 공 

극에는 지의휴가 기생하고 있으며， 절리대에서 

는 이미 토양화의 진행에 의하여 잡초가 서식하 
고었다. 

5. 마애훌 본체의 구초척 안정을 위해 훌안정 

한 암괴(A 1, A2. G, 1)의 제거가 필수켜야며， 훌 
균형의 재발생과 마애불의 전면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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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혁율 확소확하71 위해써 영훌쩍 지치공법에 의 

한 폼쩌l의 지보7~ 훨요하마. 
6. 졸앨이 심한 2헐리면에늪 암석용 충천체륨 

사용하여 수경화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요룩 

보이며， 디애H불어1 미치논 지면의 습도률 져창하 

기 위한 차수빽 또는 차딴막외 썰처도 고려되어 

야 할 첫이다. 또한 표변에 찍욕훤 지l외휴와 토 

양화카 첼행됨 불연축면펙 서셔"ð'}는 참초률 져I 
거하기 위한 생화학척 처리가 요구훤다. 

S. 샤의 

。l 혈구논 캡북 구01λl 에서 풍주대학교 품화 

채뾰혼과학연구소에 자훤한 황상통 마애예래업 

상의 qf청성 벚 보캉 대책훌 팎한 l:ll따피￡사 연 

구 용역과， 과학기술부 국가지청연구질 사엽프 

로 지원된 풍주대확교 품화채비파괴전단연쿠설 

위 Äl 훤율 받았옴을 명기하며， 두 기판왜 ~~;;성 

쩍 째헨어I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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