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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은 신라말의 마애불 양식을 계승하여 고려시 에 성행한 거군의 마애불로 암석의 
종류는 흑운모화강암이다. 이 마애불은 2007년도에 세정을 통하여 생물학적 손상에 해 보존처리를 실시했으나 , 마애
불 전면에 걸쳐 크고 작은 불연속면이 발달하고 있어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 또한 암반상부에 일조량을 방해하
는 수목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 마애불이 조각된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마애불의 
두상과 수인 , 법의부분에서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마애불에 발달한 불연속면의 보존처리는 
먼저 절리면을 세정하고 에폭시수지(L-50)를 주입하여 내부를 완전히 충전하였다. 또한 티타늄봉의 삽입과 와이어로프
를 설치하고 동종석분과 활석, 무기안료를 혼합한 에폭시수지(L-30)로 표면처리하여 이질감을 최소화하였다. 이 마애불
의 균열 및 절리부위에는 균열측정기가 설치되어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수행되고 있다 .

중심어: 마애여래입상, 흑운모화강암 , 불연속면 , 균열, 쐐기파괴, 보존처리

ABSTRACT     The Jincheonsagongnimaaeyeoraeipsang is a great stone relief Buddha in Goryeo Dynasty, transmitting 
sculptural styles of the Silla Kingdom. The Buddha was carved on the biotite granite basement, and was undergone cleaning 
treatment in 2007. The basement rock was opened in plenty cracks bringing out structural instability. And the top of the 
basement rock was colonized by trees obstructing sunshine and raising humidity. As a result of failure analysis, the base-
ment rock of the Buddha had a major possibility of wedge failure in the parts of the face, hands and cloths. Therefore, 
the cracks were filled up with epoxy resin L-50, and titanium bars and wire ropes were applied to bind cracked rock blocks. 
The surface of the crack filler was colored by granite and talc powder with inorganic pigment and L-30. The crack meters 
were installed on the stone relief Buddha to monitor further behavior, lastly.

Key Words: Stone relief Buddha, Biotite granite, Discontinuity plane, Crack, Wedge failure, Conserva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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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은 신라말의 마애불 양식을 계

승하여 만든 고려시 의 마애불로 시도유형문화재 제124호
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 마애불은 산중턱의 암반사

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일조량을 방해하는 수목으로 인

하여 습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의

류와 선태류, 수목 등의 생물학적 피해가 심하여 2007년도

에 세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애불과 주변암

반에 발달한 균열 및 불연속면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검토

되어 보존과학적 진단을 통해 보존처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사곡리 마애불은 큰 암벽의 한 면을 편평하게 다듬고 광

배와 불신 부분을 깊게 양각하여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마

애불이 조각된 암벽은 크고 작은 균열 및 불연속면이 발달

하여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 불연속면은 장마

철 집중호우 시 강수의 이동 통로가 되며 토사를 운반시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1. 최근 들어 이와 같

이 불연속면이 발달한 마애불의 구조적 안정성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2,3,4,5,6,7,8,9, 보존과학적 진단 

결과를 통해 보존처리가 수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10. 
일반적으로 암석은 지표의 기환경에 노출될 때 상부 

하중의 제거로 인해 암석이 팽창하여 많은 불연속면을 갖

게 된다. 이 불연속면은 수분의 이동과 함께 온도변화에 따

른 물의 동결과 융해에 의한 쐐기작용, 물-암석 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풍화잔류물의 결정작용 및 식물의 뿌리 등에 

의해 더욱 확 되어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따
라서 마애불이 조각된 암반의 불연속면은 보존처리를 통

한 관리와 적합한 보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을 상으로 

구성암석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풍화 및 훼손상태를 종합

적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마애불이 조각된 암벽에 발달한 

불규칙한 불연속면에 해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마애불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마애불의 보존관리시스템 확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 황

이 마애여래입상은 충청북도 진천군 사곡리에 있는 마

애불로 1982년 12월 17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4
호로 지정되었다. 이 마애불은 바위 한 면을 다듬어 몸 전

체를 감싸는 듯한 커다란 광배를 만들고 그 안에 불신을 양

각하였다(Figure 1A). 전체 높이가 원래 7.5m였으나, 산사

면을 따라 상부에서 흘려 내려온 토사가 불상의 하단을 메

워 현재는 높이 2.7m, 면적 10㎡ 정도만 노출되어 있는 상

태이다(Figure 1B). 사곡리 마애불은 신라말의 마애불 양

식을 계승하여 고려시 에 성행한 거군의 마애불상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수준작이다11. 주변에는 암굴과 목조전실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다(Figure 1C).
이 마애불은 눈이 반쯤 감겨 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

어 단아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깨까지 늘어진 큰 

귀가 특징적이다. 불신은 부분적으로 마멸되고 암반의 절

리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아 세부표현은 불분명하나 통

견의 법의는 U자형으로 흘러내리고, 왼팔 등에도 촘촘하

게 옷 주름선이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

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채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현재 오른손의 수인은 유실되어 알 수 없

다. 발 아래 부분 역시 유실 및 토사에 의해 그 형태를 정확

히 알 수 없다.
2007년도에 마애불의 세정을 실시하여 생물학적 피해

에 한 보존처리를 수행했으나, 마애불 전면에 걸쳐 발달

한 크고 작은 불연속면이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두상에는 두 방향의 절리가 사교하여 암반 일부가 기

반암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Figure 1D). 또한 불신에도 

다수의 불연속면이 사교하여 수인과 법의의 일부가 탈락

되어 있다(Figure 1E). 이와 같이 이 마애불은 크고 작은 불

연속면이 중첩되어 있어 집중호우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

화에 암괴의 일부가 전방도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

로 보여 이를 저감하기 위한 보존 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에 관한 사이

트환경과 마애불의 풍화특성 및 훼손상태에 관한 정밀조

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존처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마애불 주변에 분포하는 동종의 기반암에서 암석학

적 및 광물학적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연구시료의 반

정량적인 광물조성, 상 적 함량,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

질광물의 생성 등을 관찰하기 위해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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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암석의 광물조성을 밝히고자 일부 시료에서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기는 PANalytical사의 X'Pert 
PRO MPD이였고, X-선은 CuKα에 조건은 40kV와 30mA
이다. 암석의 화학분석을 통한 주성분원소의 정량에는 X-
선 형광분석기(XRF)가 이용되었다. 자율 측정은 10-7 SI 
단위의 측정 한계를 가진 SM-30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고, 자율의 크기는 10-3 SI 단위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마애불과 기반암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응력을 해석하고자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고 WINDOW용 DI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

였다.

3. 재질분석 및 훼손상태 진단

3.1. 재질특성

3.1.1.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마애불이 위치한 사곡리 일 의 지질은 체로 편마암

류, 화강암류, 섬록암, 암맥류 및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편마

암류는 암상에 따라 흑운모편마암과 안구상반상변정편마암

으로 구분되며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한다. 섬
록암은 연구지역의 남부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화강암류는 

암상에 따라 편마상화강암과 조립질화강암으로 구분되며 

접촉부에서는 상호 점이관계를 보이면서 편마암류를 관입

접촉한다. 염기성 암맥은 주로 편마암류 분포지역에 발달하

고, 규장암과 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성암맥은 주로 편

마상화강암 내에 분포하며 남북방향이 우세하다. 충적층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계곡과 하천을 따라 발달되어 있다12. 
이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의 구성암석은 중립 내지 조립

의 흑운모화강암으로 담회색을 띠며 심한 풍화작용을 받

아 풍화면과 절리면은 우백색을 띤다(Figure 2A, 2B). 구
성 입자의 크기는 부분 5mm 이상으로 체로 조립질이 

우세한 편이며 장석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이 암석

은 다양한 방향의 수직절리가 사교하고 있어 마애불이 조

각된 암반의 구조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이 화강암은 

안성에서부터 진천읍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흑운모 

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다.
이 암석의 편광현미경 관찰결과, 주로 석영, 사장석, 알

칼리장석, 흑운모로 구성 되어 있으며 소량의 불투명광물

이 포함되어 있다(Figure 2C). 전체적으로 구성광물은 많

은 미세균열이 발달되어 있으며 광물 입간에 공극이 발달

된 상태이다. 석영은 반자형의 형태로서 파동소광을 보이

며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균열이 발달하고 있다. 알칼리장

석은 부분 조립질의 미사장석으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퍼사이트도 산출된다.

Figure 1. Field occurrences of the Jincheonsagongnimaaeyeoraeipsang(Stone relief Buddha). (A) Complete view. (B)
Soil masses and rock fragments settled in front of the Buddha. (C) Neighboring cave. (D) Detached part of the head by
crossed cracks. (E) Detached hand and cloth parts by plenty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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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장석과 사장석은 입자 경계와 쌍정면을 따라 견

운모화 및 점토광물화 되었으며 흑운모도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어, 이 암석은 현재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다(Figure 2D). 또한 결정들 사이의 틈에는 

자철석이 세립 내지 미립으로 공존하고 있다. 마애불 구성

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전형적인 화강암 조암광물인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이 동정되었다(Figure 3). 이 결

과는 앞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으나, 구
성광물의 풍화산물인 점토광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암석의 지구화학적 특징과 풍화에 의한 구성원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여 주성분

원소를 정량하였다(Table 1). 이를 이용하여 화학적 풍화

지수(CIA)와 풍화잠재지수(WPI)를 산출하였다13,14. 주성

분원소의 조성은 전형적인 화강암의 조성 범위 내에 포함

Figure 3.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showing the
rock of the Buddha. P; plagioclase, Q; quartz, Af; alkali
feldspar.

Figure 2. Lithology and polarizing microphotographs showing biotite granite of the Buddha. (A) Light gray 
coarse-grained biotite granite. (B) Weathered surface with milky white color of the Buddha. (C) Medium to coarse-grained
quartz, alkali feldspar, plagioclase and biotite. (D) Alkali feldspar, plagioclase and biotite altered into sericite and clay
minerals along the grain boundary. Qtz; quartz, A-f; alkali feldspar, Pl; plagioclase, Bt/ch; biotite/chlorite, Opq; opaque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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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모든 시료에서 거의 비슷한 주성분 함량을 보인다. 이 

암석의 화학적 풍화지수는 53.03과 53.66으로 신선한 화

강암에 비해 다소 높은 화학적 풍화도를 보이며, 풍화잠재

지수는 -10.65와 -14.28로 화학적 풍화작용의 잠재력은 풍

화지수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1.2. 전암대자율

마애불을 구성하는 암석을 상으로 암석학적 요인에 

의한 재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 자율을 측정하였다. 
이 자율은 물질이 자화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서 암석의 조암광물 중에 불투명 광물로 나타나는 자성

광물의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육안으로 판단

하기 힘든 암석 시료들을 구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

된다. 일반적인 화강암의 자율은 2.512(×10-3 SI unit)이
며 1.256(×10-3 SI unit)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높으면 자철

석 계열, 낮으면 티탄철석 계열로 화강암류를 분류하여 자

철석의 광역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15. 
자철석계열 및 타탄철석계열은 마그마의 기원물질, 지

각물질의 오염 그리고 마그마 분화에 따른 분별정출작용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암석의 재질

을 특징지어 동질성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내

외 석조문화재 산지를 해석하는데 적용되어 문화재의 원

형복원에 활용되어 왔다16,17,18,19,20,21,22. 이 마애불의 자

율 측정은 마애불과 마애불 주변 암반을 상으로 하였다. 
측정결과, 자율 값은 0.010~0.046(×10-3 SI unit)의 범위

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며 평균 0.029(×10-3 SI unit)를 

나타냈다(Figure 4). 이 결과는 이 마애불의 구성암석이 티

탄철석계열의 화강암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3.2. 훼손상태 및 불연속면의 거동특성

3.2.1. 훼손상태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은 지의류, 선태류 등의 생물

피해가 심각하여 2007년도에 세정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마애불과 주변암반에 불연속면이 다수 발달하여 

암반의 거동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주변에는 수목이 우거

져 습도가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앞으로 생물학적 오

염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우기에 마애불 상부의 토사

가 강수와 함께 흘러내려 주변지형의 변형 및 절리를 확장

시키고 있으며, 이는 마애불의 구조적 불안정을 가중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마애여래입상은 부분적으로 박리박락이 진행 중이

고, 주변암반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절리계들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경사가 수직에 가까운 절리가 마애불을 중심으

로 집중되어 있다. 마애불의 두상은 서로 다른 방향의 수직

절리가 사교하여 암반과 최  3cm 정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Figure 5A, 5B, 5C). 또한 마애불의 법의와 오른쪽 수

인은 절리에 의해 유실되어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Figure 5D, 5E, 5F). 이와 같이 이 마애불은 크고 

작은 불연속면이 중첩되어 있어 일부 암괴의 전방도괴 가

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마애불은 산중턱의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암

반상부에 일조량을 방해하는 수목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

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마애불 상부 중앙에 서식하

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근은 불연속면을 확장시키고 암

반의 기계적 풍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마애불이 조각

된 암반으로부터 연장된 절리를 따라 침수 가 확인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생물오염이 진행될 것이다6. 현재 마애

Table 1. Contents (wt.%) of major elements in host rock the Buddha.

No.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CIA1) WPI2)

JSM-1 72.36 12.77 1.05 0.10 0.07 0.41 3.35 4.58 0.00 0.01 5.20 99.90 53.03 -10.65
JSM-2 71.09 13.07 1.03 0.10 0.07 0.39 3.41 4.59 0.00 0.01 5.70 99.46 53.66 -14.28

LOI*; loss-on-ignition, CIA1); chemical index on alteration, WPI2); weathering potential index.

Figure 4.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Stone relief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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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전면에는 산사면에서 내려온 토사가 다량 퇴적되어 있

는 상태로, 향후 여름철이나 집중강우 시 이로 인한 이차적

인 훼손에 비해야 한다. 

3.2.2. 불연속면의 거동특성

이 마애불이 위치한 암반을 상으로 3D 스캐닝 시스템

을 활용하여 3차원 영상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6A). 3
차원 영상의 획득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상 문화재의 3차
원 좌표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현
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재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 및 해석할 수 있으며, 
연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장기간 구조적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23,24. 이 

연구에서는 마애불 암반의 3차원 영상자료에 구조적인 문

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선구조 20여개를 표기하여 안정성

을 분석하였다.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이 조각된 암반에는 주로 두 방향

의 주향(N50~70˚E, N20~40˚W)과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갖는 절리계가 발달하였다(Figure 6B, 6C). 이 절리계는 

암반의 불연속면을 이루어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집중호우와 같은 외부의 약한 충격에도 쉽게 거동할 것으

로 예측된다.1 불연속면의 존재 유무는 암반사면의 안정성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지질학적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은 안정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

Figure 5. Discontinuity planes and cracks on the host rock of the Buddha. (A, B, C) Vertical cracks in the head part.
(D) Layered cracks in the left chest part. (E) Brocken right hand by cracks. (F) Detached cloth folds part by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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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마애불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WINDOW용 DIP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평사투영법에 

의한 평면파괴, 전도파괴 및 쐐기파괴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평면파괴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 암괴가 취약면의 경사 

방향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파괴면의 경사각이 사

면의 경사각보다 더 작아야하고 그 파괴면의 마찰각보다 

더 커야 발생한다. 전도파괴는 급경사를 보이는 불연속면

들이 사면의 경사방향과 반 로 위치하여 연속적인 암주

들이 전방으로 낙반하는 현상이다. 쐐기파괴는 두 불연속

면이 경사면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존재하고 교선이 경사

면에 드러나 있을 때 발생하며, 이 교선의 경사가 마찰각보

다 상당히 클 경우 이들 불연속면 위에 놓여 있는 쐐기형 

암반은 교선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는 암반의 사면방향은 주향이 

Figure 6. Distribution map of discontinuity planes overlaid the 3D scanning image showing the host rocks of the 
Sagokrimaaeyeoraeipsang(A). Stereo-net plotted on lineament systems(B). Rose diagram plotted on lineament sys-
tems(C). Possible field of planer failures(D). Possible field of toppling failures(E). Possible field of wedge failure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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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W, 경사가 82˚NE이다. 마찰각은 조립질 화강암의 기

본마찰각인 30˚를 적용하였다25. Figure 6D는 평면파괴를 

도시한 것으로서, 마찰각보다는 크고 사면의 경사각보다

는 작은 영역 중 사면의 주향과 ±20˚가 되는 영역이 파괴가 

가능한 범위이다. 그러나 이 안에 도시되는 불연속면이 없

으므로 평면파괴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도

파괴의 가능성을 도시한 Figure 6E는 급경사를 보이는 불

연속면들이 사면의 경사방향과 반 로 위치하여 연속적인 

암주들이 전방으로 낙반할 위험이 있는 영역으로, 이 영역

에도 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전도파괴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F는 쐐기파괴의 가능성을 도시한 것으로, 사면

의 경사각보다는 작고 암석의 내부 마찰각보다는 큰 초승

달 모양의 영역 내에 불연속면이 교차할 때 발생할 수 있

다. 이 영역에는 불연속면의 교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불연속면의 교선을 중심으로 불연속

면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 마애불 두상에 발달한 

불연속면 7번과 18번이 파괴영역 안에서 서로 교차하고 있

으며, 오른쪽 수인과 왼쪽 법의 부분에서 9번과 10번, 11번

과 12, 13, 14번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불연속

면들은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보존처리와 주변환경 정리

이 마애여래입상은 전체적으로 지의류와 선태류, 수목 

등의 생물학적 피해가 심하여 2007년도에 세정을 실시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애불과 주변암반에 발달한 절리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검토되어 2008년 5월에 2차 보존처리

를 수행하였다. 처리는 절리 의 세정과 접착 및 보강의 순

으로 실시하였으며 마애불의 두상에 발달한 절리는 현재 

상태로 고정하고 스테인리스 지지 를 설치하였다. 또한 

마애불 상부의 수목을 제거하였으며, 빗물과 토사의 유입

을 최소화하기 위해 U자형 측구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만

들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3D 스캐닝을 

통해 마애불의 모습을 입체영상으로 자료화였다.

4.1. 접합 및 충전

4.1.1. 균열 및 절리대의 세정

균열 및 절리 의 접착은 일차적으로 접착부위에 부착

되어 있는 흙, 먼지, 생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합성수

지의 접착력을 저해하지 않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물질은 합성수지의 접착력을 반감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접착부위의 균열 및 탈락 등을 야기하여 구조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애불에 발달한 균열 

및 절리 부위의 접합 및 충전에 앞서 지의류, 선태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이물질을 부드러운 솔, 나무칼, 증류수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뒤 수분을 건조시켰다(Figure 7A).

4.1.2. 마애불 두상의 보강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마애불 두상

에 발달한 불연속면에 하여 내시경과 탐침봉을 이용하

여 절리의 깊이를 확인하였다(Figure 7B). 이 결과, 두상 

하단 약 30~40cm 정도가 암반과 붙어있어 현재의 상태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방향을 결정하였다. 처리방법은 

티타늄 재질의 지지봉을 삽입하여 석재용 에폭시수지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균열에 해서는 인

위적인 면맞춤이나 기타의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

을 유지시켜 균열의 진행을 방지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에폭시수지는 접착용 에폭시수지 L-30

의 충전 기능을 보강하여 개발된 충전용 에폭시수지 L-50
을 사용하였다. 이 에폭시수지(L-50)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에서 (주)풍림산업과 공동으로 석재의 넓은 이격부위에 충

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의 특성을 보면 저점도

에 경화 시 발열이 적고 경화속도가 완만하여 mass casting
이 가능하다. 또한 산화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변색되

지 않는다. 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에폭

시수지 L-30과 L-50을 상으로 첨가제를 혼합하여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결과, L-50은 L-30에 비해 경화 시 색변화

와 수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마애불 두상의 보강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절리 부위의 

양쪽 하단을 에폭시수지(L-30)와 충전제(활석)를 혼합하

여 봉한 뒤 상부에서부터 에폭시수지(L-50)를 주입하여 내

부를 완전히 충진시켰다(Figure 7C). 그 다음에 우드락을 

이용하여 절리면의 약 10cm 깊이에 바닥면을 만들고, 그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epoxy resin L-50.

Physical properties Resin Hardener
Color Transparent Transparent
Viscosity(cps) at 25℃ 300 ~ 400 200 ~ 300
Specific gravity at 25℃ 1.2 1
Mixing ratio 100 60
Pot life(100g) at 25℃ ≥2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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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충전제를 혼합한 에폭시수지(L-50)를 주입한 뒤 실리

콘 실란트(상품명 : DOW CORNING 977)를 동종석분과 

섞어 표면처리한 후에 고색처리 하였다(Figure 7D). 이 실

리콘 실란트는 경화 후에도 탄력을 지니며, 자외선 등에 내

성을 갖는 재질이다. 또한 야외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내구

성을 갖는 동시에 쉽게 제거가 가능한 재료이다.
지지는 티타늄봉으로 암반의 내부까지 삽입되도록 지

름 10mm, 길이 30cm로 제작하였으며 두상의 상부와 하부

에 4곳을 선정하여 천공 후 삽입하였다(Figure 7E). 지지봉

을 삽입한 후에는 에폭시수지(L-50)로 고정하여 절리가 현

재의 간격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마애불 

두상의 전방도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였다. 와이어로프는 두상의 좌우 암반에 앵커와 볼

트를 고정시킨 후 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었다

(Figure 7F). 이는 풍화 및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마애불 두상의 전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4.1.3. 절리대 충전 및 표면처리

이 마애여래입상에 발달한 크고 작은 균열이 더 이상 진

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에폭시수지(L-50)를 사용하여 보

강하였다. 먼저 균열부를 깨끗이 세정ㆍ건조한 후에 L-50
을 주사기로 주입하여 경화시켰다. 그 후에 충전제(활석)
를 혼합한 L-30을 완전히 충진시켜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으로 동종석분과 충전제, 무기안료를 혼합한 L-50으로 표

면처리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였다.

4.2. 주변 정리 및 보존관리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은 산사면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가 강수와 함께 흘러내려와 마애불에 직간접적인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마애불 

상부의 산사면에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U자형 

측구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다(Figure 8A). 또한 

상부의 절리면에 수목이 서식하여 암반의 기계적 풍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므로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

정 및 제거를 실시하였다(Figure 8B, 8C). 주변정리가 완

료된 후에는 절리 부분에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재까

지 암반의 거동 및 균열 확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Figure 8D, 8E).

5. 결 론

1.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은 신라말의 마애불 양식

을 계승하여 고려시 에 성행한 거군의 마애불상 중 하나

로 원래 전체 높이가 7.5m이나, 산사면을 따라 내려온 토

사가 불상 하단에 퇴적되어 현재는 높이 2.7m만 노출되어 

Figure 7.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Stone relief Buddha. (A) Cleaning of the discontinuity planes. (B) Endoscopic
observation. (C) Injection of L-50. (D) Surface treatment using silicon silant. (E) Insertion of titanium bar. (F) 
Reinforcement of the rock cliff using wire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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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마애불은 암반 전면에 걸쳐 불연속면이 발달되어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한 상태였다.
2. 이 마애여래입상의 구성암석은 담회색의 중립 내지 

조립의 흑운모화강암이나 풍화작용을 받아 표면은 우백색

을 띤다. 구성 입자의 크기는 부분 5mm 이상으로 체

로 조립질이 우세한 편이며 장석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및 흑운모 등이며, 
미세균열이 발달되어 있고 점토광물화 되어 풍화가 상당

히 진전된 상태이다.
3. 이 마애불은 경사가 수직에 가까운 절리가 집중적으

로 발달하여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특
히 두상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수직절리가 사교하여 암반

과 최  3cm 정도 분리되어 있으며, 마애불의 법의와 오른

쪽 수인도 교차된 절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유실되어 그 형

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암반상부에 수목이 우거져 

일조를 방해하고 있었다.
4. 마애여래입상이 조각된 암반에는 주로 두 방향의 주

향(N50~70˚E, N20~40˚W)을 가진 절리계가 발달하고 있

다. 이들은 서로 중첩 및 사교하여 암반사면의 구조적 불안

정을 야기하고 있다. 불연속면에 의한 불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이 암반은 평면파괴와 전도파괴의 가능성은 거의 없

을 것으로 보이나 마애불의 두상과 수인, 법의부분에 쐐기

파괴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파괴 가능성이 높은 불연속면에 해서는 보존처리

를 실시하였다. 절리면 내부는 내시경과 탐침봉을 이용하

여 절리 깊이를 확인한 뒤 에폭시수지(L-50)를 주입하여 

완전히 충전하고 티타늄봉으로 암반의 내부까지 삽입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마애불 두상의 전방도괴를 방지하기 위

해 고강도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 마애불 두상을 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동종석분과 활석, 무기안료를 혼합한 에

폭표면처리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마무리하였다.
6. 마애불 상부의 사면에서 빗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U자형 측구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며, 마
애여래입상의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수목

을 제거하였다. 또한 절리부위에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마애불은 향

후 집중강우 시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가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사

이 연구는 (주)엔가드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 국립문

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기술개발연구(R&D)사업의 지원

을 받아 완성되었음을 명기하며, 각 기관의 행정,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논문의 원고를 심사

해 주시고 내용의 미비점에 관하여 상세한 지적과 건설적

인 비평을 가해주신 공주 학교 이찬희 교수님께 깊이 감

사 드린다.

Figure 8. Site improvement. (A) Installation of waterway in the upper part of the Buddha. (B, C) Pruning off. (D) 
Installation of crack meter. (E) Complete view after conservation treatment and sit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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