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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stone cultural heritages in Korea are mostly situated outdoors without any notable

protection, there are severe damages from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weathering. And

this in turn causes deformation and structural damage. To counteract this problem and increase

durability, various kinds of conservation materials are used in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reatment. However,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and technological experiments on this subject.

Accordingly this research is for analysis of effect for treatment to make use a resin of the ethyl

silicate for the granite in Mt. Nam of Gyeongju.

It takes a long time to confirm the test result regarding durability and side effects of the

conservatives after treatment. So we built up an artificial environment through freezing and

melting test, and evaluated the conservation materials. 

As a result of this experiment, porosity and absorptivity was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processing of freezing and melting test. But other things such as elastic wave speed, elastic

modulu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was decreased.

It will make a plan to form a method of research systematically for mechanism and element of

weathering and to elicit a correlation among experiment of artificial weathering and practical

natural weathering from nex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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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석조문화재대부분은특별한보호시설없이옥외에노출되어있어장기간에걸

쳐자연적및인위적훼손을심하게받고있기때문에원래의모습이훼손되어있으며, 구성암

석의강도도약화되어있다. 이러한풍화된석조문화재의보존·복원처리시에보존처리제처

리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석조문화재에적용후에부작용의발생여부에대해서

는평가가제대로되지않았다. 따라서보존처리제를실제석조문화재에적용하기전에부작용

의발생여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보존처리제의부작용및내구성평가가필요

할경우보존처리된별도의암석시료를인공풍화처리하여물성변화를관찰함으로써그효과

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인공풍화실험은 자연 상태의 풍화노출실험에 비해 단시간에 실험을

효과적으로조절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인공풍화실험법은자연환경보다더강한환경을인위적으로조성시켜풍화를가속화시켜

실험기간을단축시키고, 각풍화요인에대한정확한인위적조절을통해그 향효과를정량

적으로파악하게하는실험법이다(Hale and Shakoor, 1998; Park, 1996). 그런데실제자연

환경에서발생하는풍화는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 인공풍화실험에서

모든요인을고려하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그러므로인공풍화실험에서는풍화에가

장큰 향을미치는몇가지의요인을선택하여실시하게되며, 각각의요인에대하여자연계

에서발생하는현상보다극단적인환경을조성하여풍화를진행시키는것이일반적이다. 자연

계에서암석에풍화를발생시키는요인으로는공극이나균열내에서물의동결·융해, 산성비,

염의결정화작용, 온도의상승및냉각에따른암석구성물질의팽창률차이, 바람, 침수와건

조등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물의동결-융해에의한풍화가가장큰요인이므로이연구에

서는동결-융해에의한풍화만을선택하여인공풍화실험을실시하 다.

2. 연구방법

(1) 지형및지질

경주는경상북도동남쪽에경도 129°31′, 위도 35°39′상에위치하고있으며, 동쪽의토함산

(745m), 서쪽의선도산(380m), 남쪽의남산(494m), 북쪽의소금강산(280m)으로둘러싸여있

다. 이가운데남산은경주의남쪽낮은구릉성산지로형산강과남천사이의침식사면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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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길게자리잡고있다. 남북길이약8㎞, 동서폭약4㎞이고, 금오산(468m)과고위산

(494m) 능선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서고동저, 남고북저의형태를보인다. 

이지역의지질을살펴보면, 백악기의대구층과이를관입한각섬석흑운모화강섬록암, 흑운모

화강암과알칼리장석화강암, 제3기화산암과충적층으로구성된다. 경주지역은남산화강암체와

토함산화강암체로크게구분되는데, 연구지역이속한남산화강암체는경주시남쪽남산(471m)

에서마석산(451m)을지나외동읍모화리에이르는연장약20㎞, 폭3~5㎞의암주이다. 북부는

담홍색을띠는알칼리장석화강암, 남부는알칼리장석화강암~흑운모화강암으로구성되며, 동쪽

은Ⅰ-형의토함산화강암체와분리된다(윤성효와황인호 1990). 시료를채취한지점의암석은

경주배리윤을곡마애불좌상과도같은지질분포를보이는것을확인하 다(Figure 1). 

(2) 시료채취

이번 연구 대상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경주 남산 일원의 석조문화재와 주변에 관한 지형

및정 지질조사를실시하 다(Figure 2). 연구지역에대한야외조사자료와풍화와관련된기

존의연구자료를검토한결과, Erfan and Dearman(1978)과Lee and Ed Freitas(1989)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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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ologic and index maps of the study area. 



제시한풍화등급에따라Ⅰ~Ⅵ단계로분류및적용하여, Grade Ⅲ의등급에서채취하 다,

이는단기간에인공풍화실험의 향이잘나타날수있도록하기위하여풍화가좀더진행된

시료를선택한것이다.

(3) 시편제작

보존처리제의처리전·후및인공풍화실험후물성변화를알아보기위하여현장에서채취

한 암괴시료에서 NX 코어시험편(직경 54㎜)을 얻어 표면 연삭기(KSA500-HA, 유압반자동

식)를이용하여편평도의오차가0.02㎜이하가되도록성형하 다(ISRM, 1981)(Figure 3). 공

극률과흡수율은 5개의시료로실험하여평균값을얻었으며, 일축압축강도와 같은파괴시험

은3개의시료로실험하여평균값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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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uddha images carved on rock surface in Namsan. (A) Seated Buddha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of Yuneulgok in Bae-ri.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No. 195 in
Gyeongsangbuk-do). (B) Seated Stone Buddha statue at Bulgok of Namsan. (Treasure
No. 198). (C) Buddhist images carved on rock surface at Tapgok of Namsan. (Treasure
No. 201). (D) Seated Buddha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near Sinseonam at Namsan.
(Treasure No. 199). (E) Seated Buddha images carved on rock surface near Chilbulam at
Namsan. (Treasure No. 200). (F) Seated Yeorae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at
Yongjangsa site. (Treasure No. 913).



(4) 동결·융해실험

콘크리트에대한동결·융해시험법은ASTM C-666, JIS A 6204등에나와있으며, ASTM

에서제안한 시험방법의최저, 최고 온도는 -17.8±1.7℃~4.4±1.7℃로 규정하고있다. 그러

나 암석에 대해서는 아직 규격화된 시험법은 없고, 일본토질공학회(1989), Nicholson and

Nicholson(2000), 김성수와박형동(1999), 곽진철과백환조(2000)등에서-20℃~20℃의온도

범위에서 동결·융해 실험을 실시하 다. 또한 Bortz et al(1993)., Bortz and

Wonneberger(1995)등의 시험법에서는 -22℃~77℃범위, Park(1996)은 -10℃~150℃ 범위,

京谷孝史et al.(2000)은-15℃~20℃범위에서동결·융해실험을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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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lishing machine (KSA500-HA) and Freezing-thawing test machine

Figure 4. Artificial weathering cycle for freezing and thawing.



본 연구에서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7)의 C-666에

규정된콘크리트동결시험법과이탈리아에서실시한석재의동결압축강도시험을참고로하여

-20℃~20℃의온도범위로동결·융해실험을실시하 다(Figure 4).

3. 결과 및 토의

(1) 실험대상보존처리제및처리방법

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암석의보존처리와관련된연구에서효과가우수한것으로평가받

은에틸실리케이트계열의보존처리제를사용하 다(Caselli and Kagi, 1985;  Pascua et al,

1995; Lukaszewicz and Kwiatkowski, 1995). 또한 실리케이트함량에따른정량적이고공

학적인평가를하기위해독일의Remmers사에서제조된Funcosil Stone Strengthener 300

(KSE 300)을이용하 다(Table 1.). 

암석내부에존재하는수분을제거하여보존처리제의암석내침투효율을높이기위하여성

형된암석시료를24시간동안105℃오븐에건조하 다. 보존처리제처리방법은진공함침기를

이용하여보존처리제를주입시키는방법을적용하 다. 본실험에앞서실시한기초실험을통

하여보존처리제가효과적으로침투되는시간과건조시간을확인하 다. 이결과를토대로함

침시간을48시간으로산정하 으며, 보존처리제의효과적인겔형성을위해서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20℃, 50% RH의환경을유지하면서40일동안건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보존처리제 처리 전·후의 암석에 대한 탄성파 속도 P파와 S파를 측정하여

내부입자조직의변화를간접적으로확인하고자하 다. 그결과, Table 3에서와같이보존처

리제를처리한시료에서는전반적으로속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 으며, 이와는반대로공극

률과흡수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보존처리제처리후암석의물성이변화하는

원인은에틸실리케이트가암석내부의공극에침투하여겔형태의실리콘성분의물질을형성

한후공극을채웠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일축압축강도는구성광물의강도와입자간의결합력등에 향을받는것으로물성평가항목

중가장일반적으로사용된다. 실험결과는전반적으로보존처리제를처리한암석의일축압축

강도가증가하는경향을보 다. 일축압축강도시험시측정된정탄성계수( 률, Es) 또한모든

보존처리제처리후시편에서증가하 다. 프아송비는KSE 300에서평균값이0.26으로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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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축방향보다횡방향의변화가적어값의변화폭이작고, 미세균열의 향이축방향

보다횡방향으로더많이받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Table 2). 

인장강도는 실험이 간편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간접인장강도 측정법인

Brazilian test를적용하 다. 실험결과, 보존처리제처리후인장강도는증가하 다. 

(2) 동결-융해풍화메커니즘

물이얼음으로될때체적은약9% 팽창한다. Winkler(1973)는물이동결함에따라-22℃에

서 200Mpa의압력을암석에가한다고보고하 으며, 이때발생하는직접적인팽창압이암석

을파괴하는원인으로생각하 다. 그러나자연조건하에서는암석내공극이완전히물로포화

되어동결하는현상은발생하기어렵다고일컬어지고있다.

Everett(1961)는 암석내존재하는공극사이를연결하는모세관내에얼음-물계면이존재

하고, 이 계면에화학적기울기가형성되어물이모세관내를통과하여얼음·물계면부근에

흐른다고발표하 다. 이때유입한물이얼음과접촉하여동결하면얼음체적이증가하여압력

도증가하고, 이증가압력이암석강도보다크게되었을때암석내에는파괴가발생한다.

Takagi(1980)는광물입자와물사이에필름모양의물이두께를일정하게유지하고자하기

때문에흡수력이생기어주변물을빨아올린다는것이다. Matsuoka(1986)의 흡착력이론에는

암석파쇄속도와단위체적당의공극표면적과인장강도등의암석물성과의관계가비교적잘

설명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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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Namsan alkali-feldspar granite in Gyengju.

* Uni.Comp. Strength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ntreated
sample

Min 3.13 1.23 2231.2 1496.1 122.2 5.1 28.1 0.27

Max 3.89 1.54 2504.5 1653.4 149.9 6.4 45.8 0.37

Mean 3.46 1.39 2396.1 1605.5 136.8 5.8 34.5 0.27

KSE 300

Min 1.52 0.59 2516.7 1828.7 148.3 6.4 34.4 0.25

Max 2.03 0.8 2836.5 2145.6 167.4 7.3 53.5 0.27

Mean 1.81 0.71 2685.3 2016.6 159 6.8 46.3 0.26

Porosity
(%)

Uni.Comp.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Water
Absorp-
tion (%)

Ultrasonic velocity

P-wave
(m/s)

S-wave
(m/s)



위에서말한바와같이온도의변화로인해생기는팽창과수축은물의동반없이는기계적

풍화가쉽게일어나지않는다는사실을알수있다. 따라서동결·융해실험을좀더효과적으

로 하려면 항상 암석 공극에 물이 있어야 체적증가로 인해 팽창압이 발생하여 풍화가 진행될

것으로판단한다(이준성, 2002)  

(3) 공극률과흡수율

공극률(porosity)이란 암석내의공극의분포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써, 시험편중의공극

의부피를전체시험편의부피로나누어백분율로표시한값으로나타낸다. 공극의부피는시

료를물로포화시킨후공극에채워진물의부피를계산하여구한다. 그러나암석시료의경우

공극의 크기가 극히 작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침수에 의하여

100% 포화시키기는어렵다. 따라서일정한기준시간동안침수시켰을때흡수되는물의양으

로부터대략적인값을구한다. 

Figure 5는KSE 300 처리후동결·융해cycle과공극률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동결·융해 cycle과 공극률과의 관계 Poro. = 0.0036cycle + 1.8548을 보여 동결·융해

1cycle마다0.0036%씩증가하며, 상관성은93.1%를보인다.

흡수율이란암석시료의공극에물이어느정도침투하는가를나타내는하나의지표이며, 암

석의기본적인물성의하나이다. 경암의흡수율은 10% 이하이며, 신선하고치 한암석에서는

1%에도달하지않는경우가많고, 풍화에따라흡수율은증가한다. 흡수율은암석의강도가비

교적약한암석에서그경향이잘나타나며, 경암에서의흡수율은거의측정되지않는경향이

있다(김성환, 우병옥, 조성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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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of porosity and absorption after freezing-thawing test.



Figure 5는KSE 300 처리후동결·융해cycle과흡수율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동결·융해 cycle과 흡수율과의 관계 Abs. = 0.0013cycle + 0.7349을 보여 동결·융해

1cycle마다0.0013%씩증가하며, 상관성은97.4%를보인다.

(4) 초음파속도

초음파속도는암석입자자체의성질과내부의불연속면분포및입자결합상태를간접적으로

반 하며, 물질의변형특성이물질내부로의초음파전파속도에의해결정된다.(Kolsky H., 1953)

초음파속도측정장비는 CNS Farnell에서 제조된 PUNDIT이었으며, 시험편을본체에연

결된발신기와수신기사이에끼우고적당한힘(Hydraulic Pressure Jig, 1.0 MPa)으로가압

하여P파는500kHz의초음파를발생시켜서발신기를통해시료를통과시킨후수신기를통해

다시장비로파가되돌아오는과정에서전달시간을 digital로 직접읽을수있도록고안되었

다. 이방법은도착시간을직접읽을수있어조사가빨리진행될수있으나파형을볼수없어

신뢰성을입증하기가어렵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해3번측정하여신뢰성을높 다. 

Figure 6은 동결·융해 cycle과 초음

파속도의관계를보여준다. 

결과를 보면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시료는다소불규칙적이지만전반적으로

속도가감소한경향을보이고있다.

동결·융해 cycle과 초음파 속도와의

상관관계Vp = -3.9118cycle + 2666.3을

보여동결·융해1cycle마다3.9118m/sec

씩감소하며, 상관성은66.9%를보인다.

(5) 일축압축강도

일축압축강도시료는균열이많은시료나다른광물이포함되어있는시료를배제하는작업

을거쳤으며, 혹시있을지도모를불안한요소들을조금이나마배제하기위하여한번의파괴

시험을할때3개의시료로실험을하여평균값을취했다.

Figure 7은 동결·융해 cycle과 일축압축강도의상관관계를보여주며, 동결·융해 cycle과

일축압축강도와의 관계는 UCS = -0.0328cycle + 154.62을 보여 동결·융해 1cycle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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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nge of P-Wave velocities

after freezing-thawing test.



0.0328MPa씩감소하며, 상관성은57.6%를보인다.

일축압축강도는동결·융해실험이진행될수록강도가저하되는양상을보여주기도하나전

반적으로매우불규칙적인양상을나타내고있다. 동일한암석블록에서채취한코어시료이며,

공극률과초음파전달속도를통한균질성확인작업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암석의불균질성

에 의한 원래 시료의 강도차이에 의한 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풍화과정에서

시료의표면이다소불규칙해지기때문에압축강도측정에오차가발생하는것으로사료된다.

Figure 7은동결·융해 cycle과탄성계수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동결·융해 cycle과탄성

계수의관계 E = -0.0586cycle + 49.452을보여동결·융해 1cycle마다 0.0586GPa씩줄어

들고있고, 상관성은88.87%를보인다.  

(6) 인장강도

인장강도를 구하는 시험법으로서 직접인장시험과 압열인장시험, 휨강도시험 등이 있다. 일

축인장시험은겉보기에는간단하게보이지만암석에서는상당히어렵다. 왜냐하면금속의일

축인장시험에사용되는시료제작이번거롭고, 시료를시험기에고정시키는것이어렵기때문

이다. 그래서 원주형 시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인 압열인장시험을 주로 실시하며, 이는

시료제작이용이하고시험법도비교적간단하기때문이다.

Figure 8은동결·융해cycle과인장강도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동결·융해cycle과인장

강도의관계E = -0.008cycle + 6.8102을보여동결-융해1cycle마다0.008MPa씩줄어들고,

상관성은99.9%를보여정의상관관계에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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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nge of Uniaxial Compressive stress

and Young’s Modulus after freezing-thawing test.



4. 결론 및 제안

본연구에서는현재까지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와 관련한 연구에서 효과가 우

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에틸실리케이트

계열의 KSE300 제품의 보존처리제를

사용하여 보존처리제 처리 후 동결·융

해에대한내구성및효과를 정량적이고

공학적으로 평가하고자 경주남산일원의

석조문화재와 유사한 암석을 채취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1) 보존처리제가처리된암석의흡수율과공극률, 프아송비는감소하 고, 탄성파속도와일

축압축강도, 탄성계수, 인장강도는증가하는경향을보 다. 

(2) 옥외에노출되어있는석조문화재의풍화요인은매우다양하며, 대부분의경우하나이

상의풍화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

(3) 석조문화재보존처리제의내구성및효과를연구하는데에는제한적인연구기간과각풍

화요인에대한제어가필요하므로인공풍화실험의수행은필수적이다.

(4) 동결·융해가진행됨에따라공극률과흡수율은증가하 고, 초음파속도,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인장강도는물리적특성이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5) 동결·융해 cycle과 여러가지관계식과상관성을살펴보면일축압축강도와탄성계수보

다는공극률과흡수율의상관성이높게나타난점으로볼때파괴시험보다는비파괴시험을이

용해풍화정도를살펴보는게좋을것으로판단된다.

(6) 인공풍화실험전·후의물성변화중공극률, 투수계수의변화를우선적으로측정하 고,

이를통해인공풍화의효과를관찰할수있었다. 따라서향후인공풍화과정을각요인에따라

외국과 같이 적어도 수년~수십 년 규모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장기적보존대책수립에적합한정보가구축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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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nge of Tensile Strength after 
freezing-thaw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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