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조문화재 받침용 쐐기 재질의 물성 실험 연구

석조문화재 받침용 쐐기 재질의
물성 실험 연구

The study on the property of material

for the shim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嚴斗成·洪正基·金思悳·姜大一·李命憙

Doo Sung Eom, Jung Ki Hong, Sa Dug Kim, Dai Il Kang and Myong Hee Lee

Stone cultural properties(pagoda, Buddhist statue etc.) is moved in
original place for many reasons and restored after taking to pieces for
structural safety. With the movement and restoration after taking to pieces,
the cast iron is used for the sake of a fixation and horizontality.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spoiled the beauty and accelerated the
weathering because of the corrosion product of cast iron. So we need to
substitute for the improved property in all aspects.

We are executed the corrosion test and inquired the property of material
on the usable material for the shim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That is the
Cast iron, Stainless steel, Titanium and Fiber Reinforced Plastics.

In the result of the physical property and strength, the Stainless steel
and Titanium was superior to the Cast iron. And the Stainless steel and
Titanium was slower than the Cast iron in the corrosion velocity for the
acid, salt and rain.

If the shim is substitute the Stainless steel or Titanium for the Cast iron,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able to reduce the pollu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by corrosion product and should not happen in the
matter of stone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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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석탑 등 석조문화재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본래의 장소에서 이전되거나 구조적

인 안전을 위해 해체 복원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석조물의 이전이나

해체 후 복원시 석조물의 고정과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쐐기가 사용되고 있다.

쐐기의 재질은 과거부터 무쇠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가공이 용이하고, 손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쇠는 주위환경으로 인해 부식

되면서 생성된 철산화물 등 부식생성물이 석재표면을 오염시켜 문화재의 미관

을 해치고 또한 석재의 풍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여 내식성 등 물성이 우수한 대체재료 선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석조문화재 받침용 쐐기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 4가지(무쇠, 스테

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틱)에 대한 관련자료 조사와 부식시험 내용을

기술하였다.

Ⅱ. 재질별 일반적 특성

1. 무쇠

쇠(철)의 분류는 탄소(C)의 함량으로 결정되는데 현대에는 탄소 함유량이 약

0.035% 이하를 순철, 0.035∼1.7%를 강철, 1.7∼4.5%를 선철이라 한다. 선철을

흔히 주철 또는 무쇠라고 하나 주철은 광석을 녹인 노에서 바로 나온 선철에 규

소(Si) 등을 첨가하여 주조하기 좋도록 성분을 조정한 것이다.

쇠(철)의 주요 화학성분은 탄소(C), 규소(Si), 망간(Mn), 인(P), 황(S) 등으로

탄소(C)와 망간(Mn)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철은 단단해지지만 부서지기가 쉬워진

다. 그래서 강에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른원소를 첨가하여 내열강,

내마모강, 고장력강 등 물성을 증진시킨 제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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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인레스 스틸

보통의 특수강과 비교하여 특히 내식성, 내열성이 뛰어난 특수강의 총칭이며 성

분상으로 크롬(Cr)계와 크롬-니켈(Cr-Ni)계로 대별되며 금속조직학상으로는 페라이

트(Ferrite),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오스테나이트(Austenite)계로 구분된다. 대

부분은 크롬(Cr)이 약 12%이상인 크롬강을 주제로 하여 이것에 니켈(Ni), 몰리브덴

(Mo), 티타늄(Ti), 니오브(Nb) 등을 첨가하여 내식성, 인성, 용접성이 양호한 오스

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 스틸이 60%이상을 차지한다.

제품의 표면이 깨끗하고 미려하며, 내식성이 우수하여 공해 및 부식환경에 잘 견

디고, 또한 내마모성 및 강도가 우수하다. 주로 화학공업기기, 의료기구, 건축가정

용품, 고온부분품(내열강), 대기중에 사용되는 건축내외장재 등에 널리 이용된다.

3. 티타늄

티타늄은 경금속으로서 강도 및 내식성이 뛰어나고 다른 금속들이 지니지 못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성질로는 경금속으로 비중이 철의 약 60%에 해당되며 선팽창계수는 철

의 약 70% 정도이다. 또한 기계적 성질로서 상대강도(인장강도/밀도)가 높으며 고

온에서도 그 성질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인장강도에 대한 내응력 및 충격에 대한

반응이 뛰어나다. 특히 여러 부식물 즉 유기산, 알칼리, 염화합물, 해수 등에 우수

한 내식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티타늄은 견고하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등에 구

조물로써 이용되며, 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학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

4. 강화플라스틱

강화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비해 강도, 내열성, 내충

격성, 내구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강철보다는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는 전성이 풍부하고, 금·은보다 내약품성이 강한 고분자 구조의 금속 대체용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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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으로 많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강화플라스틱의 물성은 인강강도가 5㎏/㎟이상, 내열온도는 100℃이상이며

용도에 맞는 적합한 재료 선택이 필요하다.

내열성, 내구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기계부품, 전기부품, 하우징 등 강도를 필

요로 하는 공업재료로서 충분히 실용성이 있는 제품이다.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 강화

제를 충전한 강화플라스틱은 금속에 필적할 강도를 갖고 있으며 내열성도 매우 개선되

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성질을 개량해서 더욱 안정되고 우수한 물성을 가진 재료가

개발되고 있다.

Ⅲ. 재질별 물성 및 특성조사

1. 조사 방법

각 재질별 물성 및 특성조사는 카타로그, 핸드북, 전문가의 자문 등을 참고하였다. 

2. 물성 및 특성

각 재질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 중 밀도와 인장강도 및 선팽창계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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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제철, TS금속 Products(1999)

무쇠 7.86 14 12.0×10-6

스테인레스 KS STS 304 8.03 53 16.5×10-6

스틸 KS STS 316 8.03 53 16.5×10-6

티타늄 ASTM B265 (Grade 2) 4.51 35 8.4×10-6

강화플라스틱 약 1.5 5∼13 3∼10×10-5

Table 1. 재질별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비교1)

물성
규격 및 Grade

밀도 인장강도 선팽창계수
비 고

재질 (g/㎤) (kg/㎟) (㎝/㎝/℃,1∼100℃)



각 재질별 밀도는 강화플라스틱<티타늄<무쇠<스테인레스 스틸 순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금속재질에서 티타늄의 밀도는 무쇠나 스테인레스 스틸의 약 60% 밖

에 되지 않는다.

인장강도2)는 강화플라스틱<무쇠<티타늄<스테인레스 스틸 순으로 스테인레스

스틸이 가장 우수하다. 

또한 선팽창계수는 티타늄<무쇠<스테인레스 스틸<강화플라스틱 순으로 티타늄

의 경우 철의 약 70%, 스테인레스 스틸의 약 50% 정도로 온도에 따른 변화량은

티타늄이 가장 우수하다.

3. 부식 및 내식성

일반적으로 철(무쇠)이 공기중에서 녹이 생성되는 과정은 철 표면의 화학적

불균일성 때문에 철 표면의 전위는 거시적으로 불균일하게 양극과 음극이 생겨

전류가 흘러 부식이 진행된다.

양극 : Fe → Fe+2 + 2e- (1)

음극 : O2 + 2H2O + 4e- → 4OH- (2)

(1), (2)로부터 2Fe+2 + 4OH- → 2Fe(OH)2 가 된다.

수산화제Ⅰ철(Fe(OH)2)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와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

산화제Ⅱ철(Fe(OH)3)이 되었다가 산화제Ⅱ철(Fe2O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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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강도(引張强度) : 재료에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재료의 강도로서 공업재료의 기계적성질 중 하나이며 인장시험에

서 막대모양의 시험편을 축방향으로 잡아당길때 시험편이 파괴되기까지 견디는 최대하중을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3) 선팽창계수 : 고체나 액체는 대부분 온도가 상승되면 팽창되는 성질이 있고, 열팽창계수(또는 열팽창률)의 종류에는 선팽창계

수, 면적팽창계수 그리고 체적팽창계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팽창계수의 의미는 온도가 1℃ 올라가면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하며, 금속이 가열되면 길이의 변화량(ΔL)은

원래의 길이(L0)와 온도상승(ΔT)에 비례한다. 

즉 ΔL=αLL0ΔT로 된다. αL를 선팽창계수라 한다.



4Fe(OH)2 + O2 + 2H2O → 4Fe(OH)3 → 2Fe(OH)3 + Fe2O3 + 3H2O 

위와 같은 반응과정으로 무쇠는 녹이 발생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은 내식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염화이온과 해수로

인한 공식4) 그리고 틈부식5) 등의 국부부식과 미생물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

고, 티타늄은 여러 부식물에 아주 강한 내식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식성 데이터

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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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孔蝕) : 표면의 대부분은 안정한 보호피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만 바늘로 찌른 것 같은 작고 깊은 구

멍모양의 부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부식은 환경 속의 염소이온에 의해서 표면피막이 국소적으로 파괴될 때 생기기

쉽고, 바닷물 속에 담겨졌던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5) 틈부식 : 금속끼리의 이음매나 금속표면에 부착한 이물질 밑에 생긴 틈에 생기는 부식으로 틈내부는 외부에 비해 용존산소

의 공급이 불충분하므로 틈내부의 금속은 부동태화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이 부분의 금속이 활성용해를 계속함으로써 생기

게 된다.



A : 0.125㎜/년 이하 B : 0.125∼O.5㎜/년 C : 0.5∼1.25㎜/년 D : 1.25㎜/년 이상

* 공식, 틈부식 등의 국부부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구분 부 식 매 질 조 성(%) 온 도(℃)
내식성

비 고
순수 티타늄 STS 304 STS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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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제철, TS금속 Products (1999)

염 산 1 25 A B A
(HCl) 10 25 B D D

무기산
황 산 1 25 A A A
(H2SO4) 10 25 B B B

질 산 10 25 A A A
(HNO3) 65 25 A A A

초 산 (CH3COOH) 10 비등 A A A

개미산(HCOOH) 10 25 A C B

유기산 수 산(COOH2) 10 25 B B B

유 산 10 비등 A B B(CH3CH(OH)COOH)

가 성 소 다 10 100 A A A

알칼리 (NaOH) 40 비등 D B B

탄산칼슘 (CaCO3) 5 비등 A A A

염 화 나 트 륨 25
25 A B* B*

(NaCl) 비등 A* B* B*

무기
염화암모늄 (NH4Cl) 40 25 A B* B*

염화물
염화아연 (ZnCl2) 20 비등 A* D D

염화마그네슘(MgCl2) 42 25 A* A* A*

염화제이철 (FeCl3) 30 25 A D D

황산나트륨 (Na2SO4) 20 25 A A A

무기 황화나트륨 (Na2S) 10 25 A A A

염류 차아염소산나트륨 15 25 A C C(NaOCl)

탄산나트륨 (Na2CO3) 30 25 A A A

메틸알코올 (CH3OH) 95 25 A A A

유기 사염화탄소 (CCl4) 100 비등 A B B

화합물 페놀 (C6H5OH) 포화 25 A A A

포름알데히드(HCHO) 37 비등 A A A

염소(Cl2)
건조 25 D A A

습윤 25 A* D D

가스
황 화 수 소 (H2S)

건조 25 A C B

습윤 25 A B A

암모니아 (NH3) 100 40 A A A

기타 해수
25 A A* A*

100 A* B* B*

Table 2. 티타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내식성6) 



물성

재질
규격 및 Grade 크기 (㎜) 수 량 비 고

Ⅳ. 부식시험

1. 시험시편 및 방법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Table 3과 같이 4가지 종류로 무쇠는 일반적으로 석조문화

재 수리복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스테인레스 스틸은 강도도 우수하고 외부환경

에 적응이 강한 KS STS 316, 티타늄은 Grade 2, 그리고 강화플라스틱은 여러 용도의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구매가 쉬운 에폭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시험방법은 각 재질이 실제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부식요인을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형성시켜 물성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내산성시험, 내염성시험,

강우침수시험, 옥외폭로시험을 실시하였다.

가. 내산성시험

각 재질의 산에 의한 부식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편을 5% 황산용액에 침수시켜 10

일간 표면변화 관찰 및 무게변화를 조사하였다.

나. 내염성시험

각 재질의 염에 의한 부식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편을 30% 황산나트륨용액과 25%

염화나트륨용액에 침수시켜 10일간 표면변화 관찰 및 무게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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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 43×38×9 10
현재 석조문화재 수리복원

현장에서 사용중인 것

스테인레스 스틸 KS STS 316 45×45×4 15

티타늄 ASTM B265 (Grade 2) 50×51×3 10

강화플라스틱 47×50×6 10 에폭시수지와 유리섬유로 제작

Table 3. 시험시편의 종류 및 크기



다. 강우침수시험

각 재질이 실제 강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시편을 강우에

침수시켜 5일간 표면변화 관찰 및 무게변화를 조사하였다.

라. 옥외폭로시험

각 재질이 산성우 및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시험하기 위

하여 시편을 옥상 폭로대에 노출시켜 부식여부를 관찰하였다.

2. 시험결과

가. 내산성시험

시편을 5% 황산용액에 침수시켜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50시간 경과 후에 무

쇠는 표면의 녹이 산으로 인해 일부가 떨어졌고 표면전체는 검은색으로 부식되

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녹 생성물은 서서히 산에 용해되어 황색을 나타내

기 시작했고 부식이 더욱더 진행되어 10일경과 후 용액은 등색의 부식생성물이

많이 발생하였다. 시험 후 건조시킨 시편의 상태는 측면부분에서 노화되어 부식

틈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

틱은 50시간, 10일경과 후에도 표면부식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부식물로 인한

용액의 색상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각 시편의 무게는 단위 표면적당 무쇠 1,704g/㎡로 매우 큰 무게 감소가

나타났고, 강화플라스틱 4.6g/㎡ 감소하였지만, 스테인레스 스틸과 티타늄의 무

게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나. 내염성시험

시편을 30% 황산나트륨용액에 침수시켜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50시간 경과

후 무쇠는 표면에 부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부식생성물로 인해 용액은 황색을 나

타냈다. 그리고 10일경과 후 부식은 더 진행되었고 등색의 부식생성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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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틱은 50시간, 10일경과 후

표면에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부식물로 인한 용액의 색상변화도 일어

나지 않았다.

또한 30% 황산나트륨용액에 침수시킨 각 시편의 무게는 단위 표면적당 무쇠 5.95

g/㎡, 강화플라스틱 2.35g/㎡ 감소하였고, 티타늄은 0.29g/㎡, 스테인레스 스틸은

0.42 g/㎡ 증가하였다.

시편을 25% 염화나트륨용액에 침수시켜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5일경과 후 무쇠는

표면에 부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부식생성물로 인해 용액은 황색을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틱은 5일경과 후 표면에 부식생성물

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부식물로 인한 용액의 색상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25% 염화나트륨용액에 침수시킨 시편의 무게는 단위 표면적당 무쇠 0.83g/㎡,

강화플라스틱 1.94g/㎡ 감소하였고, 티타늄은 0.29g/㎡, 스테인레스 스틸은 0.57 g/㎡

증가하였으며 강화플라스틱의 무게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 강우침수시험

시편을 실제 강우에 침수시켜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50시간경과 후 무쇠는 표면

이 부식되었고 강우에 의해 시편에서 부식생성물이 떨어져 용액을 서서히 황색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틱은 5일경과 후 표면에 부식생성물

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식물로 인한 용액의 색상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 옥외폭로시험

시편을 연구소 옥상의 옥외폭로시험대에 장착하여 1개월, 7개월 경과 후 표면관찰

한 결과 무쇠는 시간경과에 따라 산성우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상당히 부식

이 진행되었고, 강화플라스틱은 1개월 경과 후 부식과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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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7개월이 경과 후 관찰 한 결과 표면이 변색되어 에폭시수지의 단점인 황변현상

이 나타났다. 그러나 스테인레스 스틸과 티타늄 시편은 표면에 부식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론 및 고찰

무쇠, 스테인레스 스틸, 티타늄, 강화플라스틱에대한 물성조사 및 시험결과에서 티

타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은 물리적 성질 및 기계적 강도 측면에서 현재 사용중인 무쇠

보다 우수하다. 또한 티타늄과 스테인레스 스틸은 산, 염, 빗물 등의 부식매질과 접촉

하였을 때 부식속도는 무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고 내식성도 우수하다. 

강화플라스틱은 무쇠와 기계적 강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알칼리에 약한 경향 특

히 농알칼리액에 의한 부식 등으로 치수안정성의 약화로 석탑의 영구보존 측면에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강화플라스틱은 금속대체용으로 여러 용도

의 다양한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석탑의 받침용 쐐기로 현장에서

사용시 제품선정과 가공 등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무쇠 소재는 국내의 어느 환경에서나 부식현상이 즉시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스틸(STS 316) 또는 티타늄의 소재로 대체하면 부식으로

인한 석조문화재의 오염 등을 보완할 수 있고, 구조 재료로서 문제가 되는 기계적

강도도 무쇠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석탑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티타늄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은 무쇠보다 고가이며 현장에서 사용시 성형(가공성)에 어려움이 있

지만 석탑의 보존을 위해 무쇠를 대체하는 재료로의 교체 및 검토가 요망된다.

끝으로 이번 시험·연구에 많은 자문을 하여주신 영남대학교 재료금속학부 조계현

교수님께 지면으로 우선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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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무쇠 쐐기 및 석탑의 오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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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5% 황산용액 부식 시험

(시험 전, 50시간, 10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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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30% 황산나트륨용액 부식 시험

(시험 전, 50시간, 10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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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25% 염화나트륨용액 부식 시험

(시험 전, 5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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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빗물 침적 시험

(시험 전, 5일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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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6.

옥외 폭로 시험

(1개월, 7개월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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