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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m-jon-bul or Three Buddha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which is called Sam-jon-bul in

Taean, state-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 307, made in Baek-je Period, has two Buddha

images and one Bodhisattva. The detached part of the Sam-jon-bul from wall rock has been

attached through conservation treatment in 1995. Few study has been done on weathering

condition of petrological point of view and damage while the surface of the Sam-jon-bul has

been under serious weathering (relief) of loosing stone particles, and discoloration. In this study,

it was made weathering damage maps, which show physical property of the material and state of

damage of Sam-jon-bul, in order to dialogize how far the weathering has been done. It has been

considered continuing on-site monitoring as necessity when Sam-jon-bul was covered with dew,

which may have been caused by change in weather in and out of the protect building. It is

necessary to set up detailed conservation plan for it by doing regular diagnosis on the influence

of the protect building and weathering of Sam-j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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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태안마애삼존불(국보제207호)은충남태안군의진산인백화산중턱에자리하고있으며, 백

제시대의석조문화재이다. 이마애불은 1994년보수공사가진행되기전까지모암과분리된상

태로1m 가량매몰되어있었고보물제432호로지정되어있었다. 그후보호각신축공사로마

애불의분리된면이바로세워지고대좌까지노출되면서완전한모습을갖추었으며, 연구와고

증을거쳐재평가받아2004년8월국보로승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태안마애삼존불을 대상으로암석학적및광물학적, 지구화학적특성을검토

하 으며, 마애불에 나타나는 풍화유형을 조사하여 보존과학적 훼손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고, 풍화훼손지도의DB 구축을위한시도로프로그램기준안을제시하 다. 또한보호각내의

미기상환경을보호각판벽해체전과후로나누어비교함으로써기상환경에의한보존상태를

파악하 다. 이연구는향후마애불의보존관리에중요한자료로활용될것이다. 

Ⅱ. 현황및연구방법

1. 현 황

태안마애삼존불은행정구역상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산42 번지에있다. 이마애불은백

화산중턱에있는태을암에위치하며, 북위 N36°45′50.8″, 동경 E126°18′03.6″, 해발 227m

에있고, 마애불의전면방향은S50E로남동쪽을바라보고있다. 태안마애삼존불은특이한삼

존불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쌍불인 이불병립상 사이에 보살상을 배치한 삼존불 형식이다.

이런 배치 구도는 백제 불상 뿐만 아니라 삼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발견되지

않은유일한예이다. 

2. 수리이력

문화재청의문화재수리보고서에의하면 1977년당시태안마애삼존불은큰암반에서분리되

어무릎이하까지땅속에묻힌채작은건물속에보존되고있었다. 이당시의보호각은마애불

의크기에비해규모가너무협소하고, 비가오면상시누수되는문제가있어 1994년 6월부터

보호각개축공사가시작되었고, 폐쇄형보호각으로개축되었다. 또한기울어진마애불을접합

하 는데접착제는에폭시계열을사용하 고, 그과정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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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시킬양면에AY103(주제)과 HY956(경화제)을중량비 100:20으로혼합한수지를도

포하여 접착면에 대한 1차 강화처리를 한 후 AW106(주제)과 HY953U(경화제)를 중량비

100:80(부피비 1:1)으로혼합한수지와AY103과 HY956(100:20)을약 20% 첨가한수지를양

면에 충분히 도포 후 접착시켰다. 접착시킨 후 접착 내부와 양측면의 공간을 AW106(주제)과

HY837(경화제)의 혼합(100:35) 수지와 DFR108(주제)과 DFH108(경화제)의 혼합(100:80) 수

지에 탈크 및 유리섬유, 모래를 첨가하여 충전작업까지 마무리하여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Figure 1A, 1B). 

또한 폐쇄형보호각은대기순환과결로현상이문제점으로대두되어개방형의보호각으로

판벽을해체한상태이다(Figure 1C, 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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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태안마애삼존불현황. (A) 1995년 마애불접합전, (B) 현재 마애불의접합상태, (C) 2008년 이전
폐쇄형보호각, (D) 2008년 현재개방형보호각.



3. 연구방법

이연구에서는태안마애삼존불의주변의지형및지질조사와마애불의기계적및광물학적,

생물학적풍화특성에대한정 조사가실시되었다. 또한마애불의암석학적및광물학적연구

와지구화학적정량분석을위해주변기반암으로부터탈락된암편을수습하 다. 

마애불을이루는반정량적인광물조성과상대적함량, 광물학적공생관계, 조직,  풍화에의

한변질광물의생성등을관찰하기위해편광현미경을사용하 다. 또한암석의광물조성을밝

히고자분말화된시료를 110±5℃에서 24시간건조한후슬라이드 라스에고착시키고, 미소

부X-선회절분석기(Micro-area X-ray Diffractometer, MXP18VA, MAC Science, Japan)

로분석하 다. 분석시 Target은 Cu를사용하 으며, 분석조건은 40kV, 30mA, scanning

speed 8°/min로 계측하 고, 계측후분석데이터는피이크매칭(peak matching) 프로그램

을이용하여각피이크를동정하 다. 

암석의 주성분은 SiO2를 포함하여 10개의 원소에 대해 파장형X-선형광분석기(Wave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MagiX, PANalytical, Netherlands)를 이

용하여 산화물 형태로 분석하 으며, 미량 및 희토류 원소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

(ICP-AES; Optima4300DV, Perkin Elmer)가이용되었다. 또한암석학적인연구를위해암

반 전면에 걸쳐 전암대자율을 측정하 으며, 계측기기는 10-6단위의 측정한계를 가진 SM-

30(Magnetic susceptibility meter) 모델을이용하 고, 대자율의단위는 10-3SI unit로표기

하 다. 

마애불의 풍화훼손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종합 훼손지도를 작성하 으며, 풍화훼손지도

작성 기법 통일화 방안을 제시하 다. 수치 도면 및 풍화훼손지도에 이용된 프로그램은

Autodesk, INC.의 AutoCAD 2006을이용하 다. 암석의비파괴강도추정과풍화분포를조

사하기위하여초음파속도를측정하 다. 측정기기는 CNS FARNELL사의 Model PUNDIT

PLUS이며, 측정된초음파속도를마애불에투 하기위해WINDOWS용 SURFER 프로그램

을이용하 다. 

보호각내부와외부의기상환경변화를알기위해2007년 5월 15일부터2008년 8월31일까

지기온과상대습도, 풍향, 풍속을측정하 다. 측정은 1시간간격으로하 고, 온습도측정장

비는 TESTO사의 Testo 177-H1을 사용하 으며, 풍향·풍속은 GILL사의 WindMaster와

CASELLA사의Nomad를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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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암석분포및재질특성

1. 암석분포

태안마애삼존불은 서해와접한한반도의서부로서경기육괴의 서남단에위치한다. 이 지역

은선캠브리아시대의변성암에서제4기의충적층및매립지에이르기까지의다양한시대의암

석으로구성되며, 이일대에서가장오래된지층은선캠브리아시대에형성된서산층군이다. 태

안일대에 분포하는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관입암류는 크게 화강암과 섬장암으로 구분되는데,

화강암은태안읍의북서부에비교적큰규모로분포하고, 소원면과안면도고남면일대그리고

거아도에소규모로분포하고있다. 태안일대에분포하는화강암은일면서산화강암으로불리

기도한다(Figure 2). 

2. 재질특성

태안마애삼존불의광물조성과광물학적조직, 풍화에의한변질상태등을밝히기위해마애

불과동일한암상을보이는암편을암반의주변에서수습하여박편을제작한후, 편광현미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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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태안마애삼존불주변지질도



찰을실시하 다. 현미경관찰결과, 조암광물은석 , 흑운모, 사장석이며, 조립질조직을갖는

흑운모화강암으로나타났다(Figure 3A). 

석 은대체로결정면이발달한타형으로관찰되며, 사장석은반자형내지자형으로산출된

다(Figure 3B). 사장석은알바이트쌍정을잘보여주고있으며, 부분적으로입자의경계를따

라견운모화되어있다(Figure 3C). 흑운모는판상으로산출되며, 결정의외면이나벽개면의발

달이매우약하지만녹니석화되어있다(Figure 3D). 

시료의일부를분말화하여X-선회절분석을실시한결과, 모든시료에서석 (quartz), 사장

석(albite), 미사장석(microcline)이 주 구성 광물로 검출되었다(Figure 4~7). 또한 TM-1 및

TM-3의신선한부분과TM-2 및 TM-4의풍화된부분의결정구조분석결과를보면(Figure

8), 시료별로특이한차이를보이지않아풍화에대한진행도는파악할수없었다. 그러나Na의

함량이많은알바이트가모든시료에서다량검출되어상당부분풍화가일어날가능성이있다.

┃25CONSERVATION STUDIES 29

태안마애삼존불의보존과학적훼손도진단과보존환경분석

Figure 3. 태안마애삼존불의박편사진. (A) 석 , 흑운모, 사장석의조암광물, (B) 타형의 석 과반자형및
자형으로산출되는사장석, (C) 알바이트쌍정의사장석, (D) 흑운모의녹니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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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암석의결정구조분석결과(TM-1 : Quartz, Albite, Microcline).

Figure 5. 암석의결정구조분석결과(TM-2 : Quartz, Albite, Micro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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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암석의결정구조분석결과(TM-3 : Quartz, Albite, Microcline).

Figure 7. 암석의결정구조분석결과(TM-4 : Quartz, Albite, Microcline).



암석의화학적및광물학적풍화는주로조성광물의용해와이온교환, 수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탄산화작용등으로구분되나대부분은서로복합적으로작용하여암석의구성성분과조

직을파괴한다. 이를판단하기위해태안마애삼존불의주변노두암석에대해주성분원소와미

량원소및희토류원소의함량을분석하 고, 풍화지수및풍화잠재지수를구하 다(Table 1).

주요성분원소의함량에서SiO2와Al2O3의함량은각각73.66~72.74wt.%, 12.89~13.90wt.%

로거의일정하며, Na2O와K2O의함량은5.20~5.76wt.%, 4.22~4.70wt.%이다. 이외의성분은

상대적으로낮은함량을가지고있다.

암석의풍화에의한원소들의거동특성을근거로풍화지수(CIA)와풍화잠재지수(WPI)를구할

수있다. 일반적으로풍화지수는유동성이작은Al2O3에대한알카리원소의변화를나타내는것

으로50을기준으로지수값이클수록강한풍화작용을지시한다(이석훈외, 2001; Nesbitt and

Young, 1982; 1984).

CIA(Chemical Index on Alteration) = [Al2O3/(Al2O3+CaO+Na2O+K2O)]×100

풍화잠재지수는광물이나암석이풍화작용에대한민감성정도를표현한것으로물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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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암석의결정구조분석결과(TM-1과 2, 3, 4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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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태안마애삼존불주변암석의주성분, 미량 및희토류원소함량.

sample No. TM-1 TM-2 TM-3 TM-4

Al2O3 12.89 13.29 13.90 13.22 
CaO 0.85 0.85 0.84 0.83 
Fe2O3 0.46 0.58 0.37 0.25 
K2O 4.22 4.31 4.48 4.70 
MgO 0.35 0.36 0.35 0.36 
Na2O 5.46 5.76 5.66 5.20 
P2O5 0.08 0.07 0.08 0.09 
SiO2 73.66 72.74 72.79 73.66 
TiO2 0.09 0.09 0.09 0.09 
MnO 0.14 0.19 0.10 0.08 
Total 98.20 98.24 98.66 98.48 
CIA 46.06 45.87 46.98 46.60
WPI -0.66 -0.26 -0.27 -0.60
Ba 5.10 3.99 4.88 6.08 
Co 88.47 80.10 77.46 114.38 
Cr 2.16 0.96 9.13 10.29 
Cu 0.73 0.54 0.41 1.01 
Ni 0.76 0.50 0.60 0.48 
Pb 33.04 31.94 33.34 36.26 
Rb 333.71 339.10 341.61 393.78 
Sc 7.91 9.46 3.63 16.68 
Sr 0.56 0.30 0.34 0.49 
Zn 81.25 81.04 54.94 47.81 
Zr 103.53 92.47 67.61 89.96 
La 3.96 2.81 1.47 1.74 
Ce 12.80 11.03 4.88 6.07 
Nd 7.05 5.18 2.62 3.42 
Sm 3.03 2.23 1.08 1.50 
Eu 0.01 0.00 0.00 0.00 
Tb 0.85 0.63 0.30 0.41 
Yb 4.62 3.64 1.67 2.20 
Lu 0.65 0.50 0.23 0.31



하고, 전체몰수에대한알칼리와알칼리토류의몰%로나타낸다. 신선한암석이풍화를받아

변질광물이생겨나면서양이온의함량이줄고, 수산화물의함량이증가하는것에착안되어만

들어진이지수는0을기준으로음의값을보이면화학적인풍화작용에민감하다는것을의미

한다(남기상외, 1993; Reiche, 1943). 

WPI(Weathering Potential Index)

= [(CaO+Na2O+K2O+MgO-H2O)/(SiO2+Al2O3+Fe2O3+MgO+CaO+Na2O+K2O)]×100

이마애불의CIA는45.87~46.98이며, WPI는-0.66~-0.26으로, 현재암석은화학적풍화

작용이왕성하게발생하는정도는아니나풍화잠재력은높은것으로해석된다.

3. 전암대자율

태안마애삼존불을구성하는암석을대상으로전암대자율을측정하 다. 전암대자율은암석

의전체자화강도를구분하기위해응용된암석학연구의한수단으로서외부자기장에대한자

화강도를의미하며, I = k×H로정의한다. I는자화강도(magnetization intensity), H는자기

장(magnetic field)이며k는대자율(magnetic susceptibility)로서물질의자기적특성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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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태안마애삼존불전암대자율(위), 마애불 주변암석전암대자율(아래).



하는상수이다. 이 값은진공에서 k = 0이며, 일반적인화강암의평균대자율은 2.512(×10-3

SI unit)이다. 이대자율은암석에함유된불투명광물로나타나는강자성광물인자철석의함

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대자율을 통해 자철석을 함유한 암석의 광역적 분포를

파악할수있다. 1.256(×10-3 SI unit)을 기준으로이보다높은경우는자철석계열로분류되

며, 낮은경우는티탄철석계열의암석으로구분한다.

측정은마애불전면과주변에분포하고있는암석의대자율을측정하여비교하 다. 이결과,

마애불의대자율값은0.05~0.38(×10-3 SI unit)의분포범위를보이며평균은0.12(×10-3 SI

unit)이다. 주변암은 0.05~0.44(×10-3 SI unit)의분포를보이며평균은0.19(×10-3 SI unit)

이다. 비교결과마애불과주변암은모두티탄철석계열의조립질흑운모화강암임을지시한다

(Figure 9).

Ⅳ. 보존과학적훼손도진단

1. 풍화훼손지도 작성

(1) 기본개요

풍화훼손지도는 석조문화재의훼손상태를수치도면상에도식화하는작업을일컫는다. 이

는 석조문화재의 보존 상태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일반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풍화양상은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수치도면상에 표기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향후

DB 구축을고려하여AutoCAD 작업환경을설정하 으며, 이는통일화된표기법으로정량적

통계분석을가능하게할수있다(Table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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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풍화훼손지도작성을위한 Layer 설정.

Layer AutoCAD color index Polyline

name index plot color
description

RGB linetype plot lineweight

0 250 51,51,51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map line, memo

interbox 31 255,191,127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Interline

defpoints 7 255,255,255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

dim 7 255,255,255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dimensions

dim(d) 20 255,63,0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detail dimensions



(2) 수치도면

통계분석을위한기초는통일화된조건이며, 이는수치도면상에서가능하다. 문화재를대상

으로수치도면을얻는최상의조건은최신기술인3D Scanning 기법이있지만아직까지비용

문제로실용화가되기어렵다고판단된다. 이에기존탁본에의한실측도를참고하여수치도면

을작성하 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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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AutoCAD color index Polyline

name index plot color
description

RGB linetype plot lineweight

scale 7 255,255,255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scale

text 7 255,255,255 continue use object lineweight black text

d-red 1 255,0,0 continue 0.030 black memo

d-yellow 2 255,255,0 continue 0.045 black detail pattern(1)

d-blue 5 0,0,255 continue 0.065 black detail pattern(2)

d-green 3 0,255,0 continue 0.070 black embossing line(1)

d-cyan 4 0,255,255 continue 0.090 black embossing line(2)

d-magenta 6 255,0,255 continue 0.130 black outline

meca-re 82 51,204,0 continue 0.090 82 relief

meca-ex 132 0,153,204 continue 0.090 132 exfoliation

meca-cr 162 0,51,204 fenceline1 0.090 162 crack

hat(m)-re 82 51,204,0 continue 0.090 82 relief hatch

hat(m)-ex 132 0,153,204 continue 0.090 132 exfoliation hatch

dc-rb 26 127,31,0 continue 0.090 26 reddish brown
discoloration

dc-yb 34 153,76,0 continue 0.090 34 yellowish brown
discoloration

dc-db 248 76,0,19 continue 0.090 248 darkbrown discoloration

dc-dg 251 91,91,91 continue 0.090 251 dark gray discoloration

hat(dc)-rb 26 127,31,0 continue 0.090 26 reddish brown hatch

hat(dc)-yb 34 153,76,0 continue 0.090 34 yellowish broen hatch

hat(dc)-db 248 76,0,19 continue 0.090 248 dark brown hatch

hat(dc)-dg 251 91,91,91 continue 0.090 251 dark gray hatch



(3) 풍화훼손지도작성결과

태안마애삼존불의정 진단을바탕으로마애불조각위주로훼손유형을분류하고, 이를정

의하여 종합훼손지도를 작성하 다. 향후 DB 구축을 목적으로 수치도면과 풍화양상, 산출된

면적만을기입하여최소화하 다. 면적산출을위한전체가이드라인은감실로정하여계산하

으며, 훼손유형은크게박리박락, 요철, 균열, 변색으로분류하 다(Table 4).

기계적풍화양상중박리박락과요철풍화가차지하는비중이절대적이다. 암석자체가차별

풍화에의한요철이심하여박리박락과동시에풍화가진행되는곳이많다. 정량적으로산출한

박리박락점유율은 12.26%로감실부분을전체면적으로보았음에도아주많은분포를차지하

는것을볼수있다. 또한요철풍화의점유율도 13.46%로계산되었다(Figure 11). 그러나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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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풍화훼손지도작성을위한 Hatch 설정.

Weathering form Abbreviation Program Preview memo

*exfoliation, exfoliation
박리박락 exfoliation Ex 45, 0,0, 0, 53.025, 35.35, -17.675 exfoliation.pat

135, 0,0, 0, 53.025, 35.35, -17.675

*relief, relief
14.4, 0,0, 33.55,33.625,

0,-8.075,0,-63.6,0,-6.375
2.3, 0,0, 58.1,66.35, 

요철 relief Re 0,-6.05,0,-35.875,0,-13.55 relief.pat
-28.4, -2.44,0, 63.075,38.075, 

0,-5.875,0,-40.9,0,-65.8
-53.2, -2.44,0, 39.075,68.575, 

0,-14.05,0,-40.85,0,-15.85

적갈색 Reddish Rbd 26 적갈색계열변색 brown

황갈색 Yellowish Ybd 34 황갈색계열변색 brown

암갈색 Dark Dbd 248 암갈색계열변색 brown

암회색 Dark Dgd 251 암회색계열변색 gray



불의조각에 향이있다고판단되는곳위주로계산된수치일뿐, 마애불거의모든부분에있

어 요철이 심한 상태이다. 변색은 침전물의 색변화를 형태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황갈색 변색

1.7%, 적갈색변색 24.2%, 암갈색변색 11.2%, 암회색변색 9.5%의결과를보 으며, 적갈색

변색이가장많은범위에서나타나고있다(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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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태안마애삼존불의수치도면.

Table 4. 풍화양상의정의

Level Ⅰ Level Ⅱ Description

틈 Fissures 균열 Crack 자연적또는구조적원인에의한개개의틈또는틈의조직
암석 Loss of
재질의 stone
손실 material

박리박락 Exfoliation 암체가 표면에서떨어지거나떨어지려는현상

요철 Relief 부분적 또는선택적인풍화에의한암석표면의형태상변화

황갈색 Yellowish brown
변색 discoloration 암석 표면에서황갈색의치 한침전물의형태적자취

적갈색 Reddish brown
변색 discoloration 암석 표면에서적갈색의치 한침전물의형태적자취

암갈색 Dark brown
변색 discoloration 암석 표면에서암갈색의치 한침전물의형태적자취

암회색 Dark gray
변색 discoloration 암석 표면에서암회색의치 한침전물의형태적자취

변색 Dis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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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태안마애삼존불의기계적풍화훼손지도.

Figure 12. 태안마애삼존불의변색풍화훼손지도.



2. 초음파 측정

초음파는암석의물성을파악하는데필요한수단으로암석역학분야에서는초음파를통하여

매질의강도및풍화도지수를분석하는데사용되어져왔다. 초음파속도는암석의탄성계수및

도와 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같은암석에서도공극률및미세균열의발달정도에따

라다르다. 이러한원리를이용하면암석의물성및풍화정도를산출해낼수있으며, 석조문화

재의안정성을평가하는데이용할수있다. 초음파속도는시료의시점부에서종점부까지초음

파의진행시간을측정후거리로나누어산출된다. 

압전결정은 54㎑의탐촉자를사용하 으며, 조건은출력전압을 1200V로하고, 초음파펄

스를 1초당 10번으로설정하 다. 방법은 20㎝ 간격으로간접전달방식을이용하 고, 오차를

줄이기위하여가로와세로방향으로측정하 다. 

초음파측정은보호각판벽해체전과후로총2회실시하 으며, 결과는Table 5와같다.

태안마애삼존불의초음파속도측정결과, 1차와 2차의속도평균차이는 178.1㎧로서근소

한차이를보 다. 이차이는측정지점이 1차가더많은것이이유가될수있지만, 2차에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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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마애불의초음파속도측정결과.

기 간 측정지점 최소속도 최대속도 평 균 기상상태

1차(07년 10월) 86지점 902.1㎧ 2837.0㎧ 1858.5㎧ 다습, 흐림

2차(08년 5월) 75지점 1061.5㎧ 2806.4㎧ 2036.6㎧ 건조, 맑음

Figure 13. 초음파속도분포 (1차). Figure 14. 초음파속도분포 (2차).



정이제외된지점은측정범위상부외곽으로서마애불에크게 향을주지않는지점이다. 또

한초음파속도분포를도면에투 해보면, 1차때마애불우측아래부분에서저속도를보

던것이 2차때는평균의속도로회복되었다(Figure 13, 14). 이는벽면해체가보존환경에긍

정적인 향을끼쳤다고판단될수있는데이터이다. 

Ⅴ. 보존환경분석

태안마애삼존불의보존을위하여보호각은세번개축하 으며, 1960년대보호각은마애불

에비하여턱없이비좁아비가오면빗물이마애불까지 향을끼쳤을것으로이것을보완하고

자 1977년전통건축양식을갖춘보호각과 1995년발굴조사및보존처리와함께현재의보호

각을 개축하 다. 세 번의 개축을 통하여 보호각 형태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변화되었다.

1960년대및 1995년 이전에는개방형이었으며, 1995년 이후현재의폐쇄형보호각이개축된

후, 2008년 3월보호각내부의습기로인한마애불보존에 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아래보

호각벽체를해체후개방형으로변화하 다(Figure 15).

또한보호각이폐쇄형에서개방형으로변화하는과정에서마애불의보존에미치는 향을

조사하기위하여휴대용기상관측기등을이용하여보호각내외부의보존환경을조사, 비교함

으로서보호각이마애불에미치는장단점과보존상태와의연관성을파악하고자하 다.

1. 보호각 내의 온·습도 변화

2007년 5월 15일부터2008년 8월까지약1년4개월간태안마애삼존불보호각판벽(벽체) 해

체 전과 후의 온·습도와 이슬점온도, 마애불 표면온도를 측정하 고, 각 측정항목의 월평균

데이터는Figure 16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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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태안마애삼존불의보호각변천. (A) 1920년대 보호각, (B) 1977년 보호각, (C) 1995년 보호각.



마애불의일반적보존환경은여름에는온습도가상승하고, 이에따라이슬점온도도점차상승

되며, 8월말부터온습도가점차하락하기시작하여겨울에는낮아진다. 다시봄과여름에는온습

도가상승하는고온다습한현상과겨울에는저온저습한환경으로변화하는것을알수있다.

보호각판벽해체전봄과여름의보존환경은온도상승및포화상태의고습빈도상승등으로보호

각내부는이슬점온도가표면온도이상으로상승하면서결로점이발생, 해체후에는고습및결로점

빈도가줄어들었다(Figure 17, 18). 또한겨울의동결현상을조사하기위하여마애불표면온도변화

를측정한결과, 하권빈도도나타나고있어보호각만으로단열역할이미흡한것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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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태안마애삼존불의월평균온·습도.

Figure 17. 태안마애삼존불의보호각벽면해체전(2007년 7월~8월).



2. 보호각 내·외부의 풍향·풍속 측정

보호각 내·외부의 기류현상을 알아보고자 풍향과 풍속을 보호각 판벽 해체 전·후 2회에

걸쳐조사하 고, 측정한결과는Table 6, Figure 19와같다.

판벽해체전평균풍속은내부0.2, 0.5㎧, 외부 1.4㎧, 판벽해체후평균풍속은내부0.3,

0.5㎧, 외부1.1㎧, 보호각판벽해체후보호각내부의기류(풍속)는약간증가하 다. 

태안마애삼존불사이트의주풍향은서풍이며, 또한보호각내부는판벽해체전에는북동>북

북동>북풍, 판벽해체후에는동>북동>동북동풍으로바람은도로변측벽과보호각주변산세의

향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Figure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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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태안마애삼존불의보호각벽면해체후(2008년 7월~8월).

Table 6. 보호각내외부평균풍속및빈도.

calm
0.3 0.5 1.0 1.5 3.0 5.0

7.0<
~0.5 ~1.0 ~1.5 ~3.0 ~5.0 ~7.0

외 부 1.4 9.0 4.3 17.3 23.7 40.2 4.9 0.6 -

내 부 0.2(수평) 62.7 20.9 15.4 0.9 0.1 - - -0.5(수직)

외 부 1.1 13.8 7.1 24.8 22.4 30.4 1.5 0 -

내 부 0.3(수평) 53.8 23.0 21.7 1.4 0.1 - - -0.5(수직)

평균 풍속
(㎧)

풍속

빈도

(㎧)

판벽

해체전

판벽

해체후

빈도

풍속



3. 대기오염물질 조사

태안마애삼존불상 사이트의 대기 중 오염물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산화황은 0~7.0 ppb/hr(기준, 0.15ppm/hr), 이산화질소

0~10.5 ppb/hr(기준 0.10ppm/hr), 일산화질소 0~5.8 ppb/hr로 대기환경기준수치보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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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보호각내·외부풍속(판벽 해체전·후)

Figure 20. 보호각판벽해체전풍향(외부, 내부 중앙).

Figure 21. 보호각판벽해체후풍향(외부, 내부 중앙).



우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다(Figure 22). 이것으로 태안마애삼존불상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손상위험성이적다고판단된다.

Ⅵ. 결론및고찰

자연절벽등암반에불상을조각한마애불은물의 향을받아물리·기계적인작용과산화

물의용출등의화학적인작용이발생될수있으며, 미소생태계가초래될수있는생물학적훼

손이 일어날 수 있다. 마애불의 보호각은 물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화요인을

억제하는유효한수단으로지어졌으며, 종류는개방형과반개방형, 폐쇄형으로분류할수있

다. 이 중폐쇄형보호각은암석의표면에이슬이맺히는결로현상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어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태안마애삼존불은 입자가떨어져나가는요철풍화의현상이있으며, 철산화물및망간산화

물에 의한 변색이 넓게 분포되고 있다. 보호각은 개방형, 폐쇄형, 다시 개방 형태로 개축하여

마애불을보존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태안마애삼존불의보존환경을조사한결과, 폐쇄형

보호각에는기류감소와고습, 태양방사선차단등으로결로점이발생하는빈도가높아마애불

은습한환경에노출되고풍화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보호각의벽체(판벽) 해체후에는해체전보다고습빈도감소와기류증가등으로결로

점빈도는감소하 지만, 여전히보호각지붕으로인한태양방사선차단이결로점발생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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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태안마애삼존불의대기오염물질.



으로남아있고, 겨울철동결작용은해체전·후여전히상존하고있어보호각이단열역할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속은 보호각이 개방되어 약간 증가하 지만 바람의 향으로

인한직접적인풍화요인은미미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은본연구결과를요약한것이다.

1. 태안마애삼존불은국보제307호로지정된백제시대마애불로서백화산자락에위치하고

있다. 쌍불인이불병립상사이에보살상을배치한특이한삼존불형식으로서역사적, 미술학적

및학술적으로매우귀중한의미를갖는다.

2. 마애불의구성암석은조립질흑운모화강암이며, 석 과사장석, 미사장석이주구성광물

로검출되었고, 이 암석들은광물및화학적으로풍화가상당히진행되었다. 전암대자율값은

평균0.12(×10-3 SI unit)로티탄철석계열의암석이다.

3. 풍화훼손지도의양식적통일을목표로AutoCAD 프로그램상의기준안을설정하 다. 마

애불의수치지도를작성하 으며, 풍화양상을분류하고그면적을계산하 다. 기계적풍화양

상중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것은요철풍화(13.46%)이며, 변색 중적갈색변색(24.20%)이

가장많은분포를보인다.

4. 초음파측정은보호각판벽해체전과후로총2회실시하 으며, 1차와 2차의속도평균

차이는178.1㎧로서근소한차이를보 다. 이는벽면해체가보존환경에긍정적인 향을끼쳤

다고판단될수있는데이터이다. 

5. 보호각내·외부의온·습도및풍향·풍속을벽면해체전과후로비교하 다. 마애불의

표면결로현상은벽면해체후빈도가감소하 으며, 보호각내부의기류는약간증가하 다.

대기오염물질분석결과, 이산화황과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모두대기환경기준수치보다매

우낮은농도로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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