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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다보탑
보수정비경과보고

불국사의 창건은『삼국유사』에 의하면 경덕왕 10년(751)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의 해체수리시 발견된 석가탑 출토 묵

서지편에 의하면 공사 시작은 경덕왕 원년(742)이며, 완공은 혜공왕대(765~780)로 기록되어있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쌍탑식 가람이며, 두 탑의 양식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 중 현재 보수정비 중인

다보탑은 1925년일제강점기에해체보수를한바있으며, 1972년에세척과더불어대륜, 돌란대등을교체하는부분보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풍우에 노출되어 박리와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오염이 심하며 1층 지붕의 누수로 인해

지의류가서식하는등보존환경이좋지않아해체보수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그간의석탑해체보수

공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수정비를 실시하고자 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 구성하 다. 보수정비의 목적은 구조

적 문제해결, 누수방지, 세척, 부재강화 등이며, 사업단은 원인분석, 부재조사 등의 연구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석탑

보수정비과정중 8회에 걸친 문화재위원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해체보수의 범위 등 보수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

하 으며, 해체범위는 사각난간, 팔각난간, 상륜부로 국한하고 지난 2008년 12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2009년 5월부터 6

월까지총 76개부재를해체하여현재보존처리가진행중이다.

배병선·남시진·정해두·이태종
국립문화재연구소건축문화재연구실



개요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일대에

소재한사찰로, 우리나라를대표하는다수의국보급석

조문화재를소장하고있다. 1963년에사적및명승제1

호로 지정되었으며, 199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등재되었다. 

불국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으로는『삼국유사(三國

遺事)』, 『신라동국토함산화엄종불국사사적(新갥東國吐

含山華嚴宗佛國寺事蹟)』,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

記)』등이있다. 『삼국유사』에는경덕왕 10년(751)에김

대성이공사를시작하 다고기록되어있으나01, 『불국

사사적』및『불국사고금창기』에는 불국사는 신라불교

가 공인되던 해인 법흥왕 15년(528)에 창건되고, 진흥

왕 때 중흥, 경덕왕대에 김대성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불국사의배치형태는쌍탑식가람으로이러한형태

는 남원 실상사 등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나타난다. 쌍

탑식 가람의 탑은 형식 및 기법을 통일하여 제작하는

것이보편적이나불국사의쌍탑은서로달라매우특이

한형식이라할수있다. 

보수정비 대상인 다보탑은 높이 10.4m, 기단 너비

7.6m이며, 층구분기준에의하면 2층탑으로보편적인

석탑의 형식에서 벗어난 이형석탑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양식의석탑은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다보탑밖

에남아있지않다.

다보탑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전면 해체보수가

이루어졌으나, 보수에대한자세한내용은물론이고, 탑

내부에서발견되었을사리장엄에대해서도공식적으로

아무런기록이남아있지않다. 하지만당시의언론보도

내용과 비공식적인 공사사진 몇 장이 남아있어02 당시

의모습을유추해볼수있다.

앞의 사진에 의하면, 1910년경에는 기단부가 파손

되어있었으나, 1925년까지조선총독부학무국주관으

로 해체수리를 실시하 고, 1936년까지도 간헐적으로

정비가계속된것으로보인다03.

광복 이후 불국사는 남겨진 유적을 중심으로 크게

정비되었다. 

석가탑의 경우 1966년 도굴 미수사건으로 인하여

보수정비를실시하 으며, 해체중 2층탑신에서사리

장엄이발견되어수습하 는데, 유물과함께무구정광

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갥尼經)과 고려시대 묵서지편

(墨書紙片)이출토되었다.

묵서지편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無垢淨

光塔重修記,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佛國

寺無垢淨光塔重修形止記, 1024년),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

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1038년), 불국사탑중수보시

명공중승소명기(佛國寺塔重修布施名公衆僧小名記, 1038

년) 등이있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보존처리를실

시하 다. 이에 대한 자료는 2005년 언론에 일부 내용

이공개되었고, 2007년 10월에는묵서지편의판독에대

한중간보고결과를발표하 다04.

판독된 묵서지편 내용에 의하면, 불국사는 경덕왕

원년(741)에김대성이창건을시작하여혜공왕(765~780)

대에 완성하 으며, 석가탑은 고려 현종 15년(1024)과

정종 4년(1038) 두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붕괴될위험에처하자해체한뒤수리하 다는기록이

있었다. 

한편, 『불국사고금창기』에의하면불국사는 16세기

까지 800여년이상법등을이어오면서 9차례의중수를

거쳤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왜구의 화마(火魔)에

의해대웅전, 극락전, 자하문을제외한 2천여칸의건물

이소실되었다. 이후 17·18세기에들어와서꾸준한복

구와중창으로사세(寺勢)를유지하 다고기술(記述)하

고있는것으로보아불국사는근세까지여러차례보

수정비를실시하 다는것을알수있다. 

173 불국사다보탑보수정비경과보고

01『삼국유사』권제5 효선(孝善) 제9 대성효이세부모조(大城孝二世父母條)

0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7, 『경주신라유적의어제와오늘』

03 조선총독부편, 1938, 『불국사와석굴암』, 조선보물고적도록제 1권, 문성당, 동경

04 국립중앙박물관, 2007, 『석가탑발견유물조사중간보고』



1969년에는복원을위한발굴조사가이루어졌으며,

이를토대로복원을위한설계도를작성하고 1970년 2

월에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1973년 7월에 공사를 완료

하면서불국사는지금과같은모습을갖추게되었다.

이 밖에 1970년 11월 1일에는 복원공사를 계기로

석굴암 및 불국사 중요석조문화재 보존조치에 의하여

석굴암과다보탑, 석가탑의세척을실시하 다.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05에따르면 1972년에“복

원공사와는 별도로 문화재관리국에서 따로 발주하여

김경승06이시공을맡아석가탑의결실된상륜부를실상

사탑상륜부모양으로복원하 고, 다보탑은상륜부중

1, 2, 3단의훼손된대륜을신재로교체하 다. 사각난간

동남측돌란대역시훼손이심하여신재로교체하 으나,

아직도팔각난간의돌란대일부와난간석주등이풍화로

인한 마멸이 심하여 위험상태이나 이는 이후로 미루었

다.”고기록되어있다. 그러나이번해체를하면서대륜

은 1단과 2단의두단만교체하 음을확인하 으나기

록의오류인지공사의부실인지는알수가없다. 

또한, 1982년도에 석가탑과 다보탑의 세척작업을

실시한바있다. 

경위

감은사지삼층석탑이노후와풍화로인한부재의박

락과이완이심하여안전성문제가대두되자경주시에

서는 2000년에감은사지삼층석탑 2기와불국사다보탑

및 석가탑에 대하여 (주)고려구조엔지니어링에 구조안

전진단을의뢰하 다. 그결과, 감은사지서탑의구조적

위험성과불국사다보탑및석가탑의보수정비가요구

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석탑 4기에 대한 보

수정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충분한조사연구를수반한석탑보수정비를실시하기위

하여국립문화재연구소에본사업을의뢰하 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3년 3월 27일 경주시

와대행사업을체결, 현지에상주하면서사업을수행할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구성하 다. 보수정비는구

조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는감은사지서탑을우선적

으로실시하 으며, 2008년 12월부터는다보탑보수정

비를실시하고있다. 

1.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진단은풍화및훼손도조사, 비파괴지반

조사, 물성조사 및 구조안전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다음과같다07.

(1) 풍화 및 훼손도 조사

다보탑의구성암석은알칼리화강암이나부분적으

로화강섬록암, 반려암질암, 응회암등이혼재한다. 

석탑의훼손은석재의표면에박리가심하며, 오염

현상과변색등이나타나부재를교체하거나고분자합

성수지등을이용한강화처리를실시토록되어있다.

부재의파손및균열은 1층옥개석하부및상륜부,

난간부등에많이나타나며, 배수시설의정비, 장기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세척을요한다08고기술되어있다.

(2) 비파괴 지반조사

비파괴 지반조사는 전기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지

하레이더 탐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 동서방향으로

약 10m, 남북방향으로약 10m, 깊이약 4m 정도까지분

포하고있다. 그리고중간층에전기저항이다른것으로

보아지반을구축시점토층을중간중간에넣었을것으

로추정된다. 외부의전기비저항은 200ohm–m 정도이

나, 다보탑지반은 2,200ohm–m 정도로나타나다보탑

의건립시지반안정대책을실시한것으로보인다.

05 문화재관리국, 1976,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06 이화여자대학교와홍익대학교교수로재직하 으며, 불국사다보탑및석가탑보수당시다보탑의복원을맡았다.

07 구조안전진단은석탑 4기를실시하 으나, 본고에서는다보탑에대한내용만을간추렸다.

08 경주시, (주)고려구조엔지니어링, 2001, 『불국사다보탑 정 안전진단보고서』,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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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의p파속도는500~800㎧, s파속도는200~350

㎧의속도를보인다. 이는삼층석탑의 244㎧보다높은

탄성파를보여상대적으로견고한것으로보인다.

허용지지력은 약 7~9ton/㎡으로 실제하중 8ton/㎡

과 거의 비슷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09고 기술되어

있다.

(3) 물성조사 및 구조안전 조사

부재의 강도조사는 초음파측정법을 사용하 으며,

부재수는 255개10, 측정개수는 641개로부재당약 2.5

회를측정하 다. 속도는 584m/s에서 5,845m/s로나타

나부재의상태가양호한것과그렇지않은것의차이

가크게나타났다. 

표면상태조사에서상부하중을받치고있는심주의

경우 파괴율이 3% 미만으로 나타나 불안전 요인으로

볼수없지만북북서쪽으로약 0.6°경사져있다11라고

기술되어있다.

2.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다보탑의 보수정비 범위 및 방법을 결

정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실시하 으며, 2003년에 2회,

2004년에 1회, 2007년에 1회, 2009년에 2회를실시하여

모두 8회에걸쳐실시하 다.

2003년에는 석탑의 변형여부, 보수시 보존방향, 주

변의 향을줄수있는요인들에대한조사, 보수범위

등이검토되었다.

2004년에는 보수설계 및 방수처리 방안에 대한 전

반적인검토및보존처리제, 부재의교체여부를판단하

기위한기초자료작성등이검토되었고, 문화재위원회

의검토를받았다. 

2007년에는보존처리에사용되는충전제와접착제

등에대한논의와, 부재의충전및풍화정도에대한검

토가이루어졌다.

2009년에는이제까지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보수

정비범위및방법, 보수시유의사항을검토하 다. 그

리고 이전 보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확보하라는의견도있었다.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자료조사와 현황조사로 구분 할 수 있

으며, 자료조사는 이제까지 보수정비 및 연혁에 대한

기초자료를확보하는것으로현상황을이해하는데아

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현황조사는 주위 및 석탑현황

등을 자세하게 조사·기록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원

인분석과해체이후비교자료등으로활용한다. 

다보탑에대한현황조사는건축과보존과학분야로

나누어실시하 다. 

1. 건축조사

건축조사는안전점검, 육안조사, 사진촬 , 구조안

전진단시 문제가 제기되었던 1층 옥개석 누수부위 및

배수시설확인, 3차원스캐닝을통한정 실측등을실

시하 다. 

(1)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변위 및 균열, 이격, 부재훼손 등을 점

검하는 것으로, 수직·수평거리측정, 육안조사 등으로

나눌수있다. 점검은본사업이실시되기전인 2002년

9월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에서 실시

하 고, 2003년부터는사업단에서실시하 다.

수직·수평변위의측정은구조적안정성을조사하

09 앞의책. pp. 173-174

10 구조안전진단시부재수는 255개로되어있으나사업단에서측정한결과 263개로나타났다. 이는다보탑의파손부재및사자상, 이음부의결구가시멘트모르타르가덮여있어측

정을 달리볼수있는이유인듯하다.

11 앞의책.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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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하여다보탑의서면과북면에대하여실시하 다.

측정점은팔각옥개석에서심주중앙부와심주중앙부에

서기단부의계단까지수평및수직거리측정을실시하

다.

측정장비는 미국 TRIMBLE사의 5600 DR200+로 무

타켓측정으로도사용이가능하지만보다정 도를높

이기위하여석탑에측정점을붙여측정하 다. 측정거

리에대한오차율이 3~5㎜로비교적작고방향성에대

한거동을점검할수있는장점이있다.

측정결과 최대 측정값이 오차율의 범위 내에서 측

정되어변화가없는것으로판단되었다.

육안점검및사진촬 은부재의훼손, 변위에대하

여동일각도와크기의사진자료를축척하여비교한다.

육안점검은 사진이나 측량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세심하게관찰하고두드려서탁음으로도비교한다. 또

풍화에 따른 균열, 표면박리 등의 관찰과 접근이 어려

운 부분의 표면오염, 생물피해 등의 관찰 등을 실시하

다.

점검은 두공형 받침의 판상박리 부분과 흑색피각,

사각및팔각난간의훼손부분에대하여실시하 으며,

위사진에서보듯이두공형받침의경우처음조사를실

시한 2003년 3월보다 2008년 8월에 오염이 더 진행된

것을육안으로확인할수 있었다.

(2) 1층 옥개석 현황 및 배수시설 확인

1층 옥개석에서의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하부 두공

형받침의흑색피각등오염이심하여누수현상을집중

적으로파악하 다.

비가올때의누수경로를확인하 으며, 배수는사

각난간대석하단옥개석에네방향으로파놓은배수구

를실측하여 70년도보수정비시조사한내용과비교검

토하 다.

배수구의 치석은 70년대와 동일하게 나타나며, 옥

개석상면에파놓은배수구로배수되고있으나, 오염물

이쌓여배수구가막혀부재틈사이로누수가되면서하

부부재표면을오염시키고있다. 

누수현황조사결과북서쪽의누수가가장심하 으

며, 남쪽의 배수는 비교적 원활한 편이어서 북서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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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배수로실측

사진 1 2003년 3월 사진 2 2008년 8월



공형받침이오염이가장심한이유를확인하 다. 

누수현황을조사하면서막힌배수구는이물질을제

거하는 등 청소를 하 다. 배수구 막힘의 주요 원인은

관람객들의움직임에따라발생하는먼지, 이물질투척

(돌, 동전등)12과바람이나자연현상에서나타나는먼지

들이 쌓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

가필요로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3) 3차원 스캐닝을 통한 정 실측

3D 스캔은 실측대상 물체에 대한 포인트데이터를

취득하여프로그램에서대상물체의데이터를다시병

합하여하나의완벽한 3D 형태로만들어시뮬레이션하

는방식으로이제까지실측과달리객관적인수치제공

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측방법이다. 또한 3D 형상보존

작업은 측정한 포인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축설계에

일반적으로사용되는프로그램인 AUTOCAD에서형상

생성을위한작업을마무리할수있어좀더활용성이

높은작업방법이라할수있다. 

하지만 측정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현장에

서즉시알아볼수없다는점과오류에대한보정이필

요하다는문제점이있으나, 광파측거기와병행하여측

정함으로써오류의문제점을해결하 다. 그리고다보

탑의보다정확한현상기록을위해다음과같은사항

을검토하 다. 

①객관적인형상데이터제시가능성② 3D로형성

된도면을이용한각지점의치수측정가능여부③손

상된 부위의 치수 및 면적, 부피를 계산하여 원형복원

에대한가능성제시④실측오차범위의최소화(±10

㎜이내) ⑤컴퓨터상에서의시뮬레이션활용가능성⑥

원형복원 및 부재위치파악을 위한 컴퓨터상에서의 개

별적인부재이동⑦곡선및곡률의부피계산및디테

일한부위의세부치수제시⑧위의검토사항들을보

완한실측도작성⑨프로그램상에서해체및복원작

업의기초마련가능성여부

3차원 형상보존기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정방식,

측정해상도 차이, 보정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대상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의장비를선택하 다.

광대역스캐너로는 RIEGL LMS-Z390, 정 스캐너로

는 VIVID-910. 광파측거기로는 SOKIA TOTAL

STATION x30R.을사용하 다.

실측방법은측정점을설치하고광파측거기를이용

하여 측정점에 대한 값을 측정하 다. 이에 대해 광대

역스캐너로측정점및석탑을스캔하 으며, 세 한문

양등은정 스캔을실시하 다. 

스캔후취득한데이터는 RapidForm을이용하여병

합하 으며, AUTOCAD를사용하여각각의목적에맞는

도면제작및형상보존모델링데이터를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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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7년청소시동전을약 7만원정도수거하 음.

그림 2 3차원현상보존데이터

그림 3측정점설치및스캔 그림 4측정점병합후결과물



2. 보존과학분야 조사

보존과학분야 조사는 풍화도면 작성, 부재 초음파

속도 측정, 기상관측기 운 , 석탑표면온도측정 등을

실시하 다. 

(1) 풍화도면 작성

야외문화재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석조문화재

는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온·습도, 염, 생물서식 등의

복합적요인으로풍화가진행되고있다. 각각의풍화요

인은각기다른풍화현상으로나타나나정확히어떠한

요인으로어떠한현상이나타나는지밝히기는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해나가는방법중의하나로풍화도

면을제작하는방법이있다.

풍화도면에서 풍화상태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현상학적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며13, 여기서는 표면

풍화, 표면오염, 생물피해, 보수물질에 따라 풍화그룹

을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풍화상태의 유사정도에 따라

개별분류군을설정하 다.

설정된 분류군들은 AUTOCAD를 사용하여 면적을

구하 으며, 추후변형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초데이

터를마련하 다.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사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한국의 반구대암각화 등)를 검

토하고 풍화현상을 상세하게 조사하 다. 또한 보존

처리 후에도 향후에 행해질 보존처리와 지속적인 관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2, 2009 178

사진 3풍화도면작성

그림 5동면사각난간생물서식조사

13 FITZNER, B.,  HEINRICHS, H.,  KOWNATZK, K., 1995, 「Verwitterungsformen-Klassifizierung und Kartierung」, 『Denkmalpflege und Naturwissenschaft Natursteinkonservierung I』,

Verlag Ernst & Shohn GmbH, pp. 41-88



리 및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초음파 측정

초음파 측정은 부재의 강도를 측정하여 다양한 물

성치를 보이는 부재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부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파괴검사 및

비파괴검사로나누어볼수있다.

다보탑의 경우 부재강도가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풍화된 상태라 직접타격법보다 간접측정법

인초음파측정법을사용하 다. 

초음파 측정방식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

나문화재표면에 10㎝정도의간격으로측정자를설치

하여측정하는것이보통이다. 간격은측정대상에따라

약간의차이가있으나측정데이터간오차율과비균질

의석조문화재가대상인점을감안하 다. 

초음파측정은한측정점을 3회측정하여평균값을

내었으며, 돌란대는총 7곳을측정하 다. 

<표 1>의 측정치는 돌란대 1개를 측정한 값으로

3~5번째의 초음파 값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부재의 3~5번째측정점부분의상태가좋지

않아 초음파 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현황도면 및 풍화

도면과 비교하여 부재의 보존처리를 실시 할 것이며,

2000년도 안전진단시 초음파 측정을 실시한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부재의훼손의진행여부를판단할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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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초음파측정

돌란대 1회 2회 3회 3회평균 초음파속도

600.7 450.8 397.9 483 207.0 

122.0 118.2 116.5 119 841.0

83.7 116.3 115.5 105 950.9

1 102.4 100.6 101.3 101 985.9

92.7 91.6 91.8 92 1086.6

135.3 111.3 111.5 119 837.8

194.3 193.5 166.9 185 540.8 

표 1 초음파측정치 단위(m/s)



(3) 기상관측기 운

기상관측은보존처리및환경분석을위한기초자

료로, 2006년 3월부터현재까지실시중이다.

설치전불국사경내에 2005. 3. 8~2005. 3. 11까지 3

일간소기상관측기를설치, 운 하여관측에적합한장

소및장비를테스트하 다.

불국사경내의온도, 습도, 기압, 일사량등을측정

하는장비로는이탈리아 LASTEM사의DGB-106를선택

하 으며, 대웅전 일곽의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비

로는 미국 DAVIS INSTRUMENT사의 VANTAGE PRO

Ⅱ, 다보탑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로는 독일

TESTO사의 177-H1를선택하 다.

기상관측기의측정결과 2006년과 2007년 2년간불

국사 경내의 평균온도는 15.5℃, 다보탑 표면온도는

13.1℃로 대기온도와 2.4℃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탑의

표면온도와대기온도의차이가있음을확인하 다. 

2007년에확인된 하의날씨는불국사에서총 92

일, 다보탑 표면에서 총 21일이 관측되었다14. 하의

온도는암석내부에존재하고있는수분의동결로인해

물리적파손을유발할수있다.

6~9월중불국사경내의평균습도는 76%이며,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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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상관측을2006년 3월부터시작하여 하의기온이가장많이나타나는1월과2월의자료가누락되어2007년의자료만사용하 다.

그림 6불국사의기상관측기위치

측정기기 측정항목 단위 측정범위

온 도 ℃ -41℃ ~ 60℃

습 도 % 0% ~ 100%

강수량 ㎜ 0㎜ ~ ∞

풍 향 ° 0°~ 360°

풍 속 m/s 0m/s ~ 50m/s

기 압 W/m2 0 ~ 1500W/m²

일사량 hPa 850 ~ 1100hPa

풍 향 ° 0°~ 360°

풍 속 m/s 0m/s ~ 50m/s

온도 ℃ -20℃ ~ 70℃

표면온도 ℃ -50℃ ~ 80℃

습도 % 0% ~ 100%

표 2 측정항목

DGB-106

VANTAGE

PRO Ⅱ

TESTO 

177-H1



탑내의습도는 86%이다. 습도가높을경우미생물, 지

의류, 선태류등생물생장이활발해지는데, 습도가높

아지는 6월부터 두공형 받침을 중심으로 생물의 생장

이육안으로확인되고있다.

강수 또한 1년 평균 111일 동안 1,204.5㎜.가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주로 6~9월 사이에 1년의 약

72%가내린것으로확인되어미생물이활발해지는시

기와비슷하다.

바람은 불국사 경내의 주풍향이 북북동풍(14.2%),

평균풍속이 2.4㎧이며, 불국사대웅전일대의주풍향은

북풍(32.5%), 평균풍속은 0.4㎧로바람이석탑에 향을

미치는것은경미하다할수있으며, 이때문에미생물,

지의류등이성장할수있는수분의증발속도가저하되

어생물의 양공급이충분해지는것으로판단된다.

석탑 해체

1. 해체준비

석탑의해체를위하여앞서언급하 듯이자문회의

를거쳐서문화재위원회에보고하 으며,  현장에서는

해체보고회를통하여일반인및관계자들에게해체의

당위성과해체범위및절차등을설명하 다.

또한, 본격적인해체를위하여부재적재장설치, 조

사용 비계 및 해체용 비계설치, 부재보강 등의 준비를

하 다.

부재적재장은 컨테이너 3동을 부재의 운반과 보관

이용이한천왕문옆에설치하 다.

조사용비계설치는감은사지석탑에서사용된알루

미늄시스템비계를사용하여효율성을높 으며, 해체

의전과정을일반인들이관람할수있도록조사용비계

외곽에관람대를별도로설치하 다.

해체용비계는작업의효율성과안전성, 경제성, 현

장여건등을고려하여설치하 다. 비계의설치를위한

구조계산을 실시하 는데, 해체부재 중 최고 무게는

450㎏이며, 비계의작업가능한무게는약 1t으로계획

하 다. 

해체전 부재의 보강은 감은사지 석탑의 해체시 사

용한 승화성경화처리제인 시클로도데칸(Cyclododecan)

을 사용하여 표면을 보강하고 랩, 붕대 등을 사용하여

충격에 대비하 다. 석탑에서 적재장까지 부재이동시

파손을 우려하여 부재박스를 제작하 으며, 내부에는

발포성우레탄을도포하여부재를고정하 다. 

2. 해체

해체부재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륜부, 사각난

간, 팔각난간등총 76개이다.

해체 순서는 사각난간을 시작으로 팔각난간, 상륜

부순으로실시하 다. 사각난간부터해체를실시한이

유는 상륜부 해체시 시멘트모르타르 제거과정에서 잔

유물이아래로떨어지면서난간부를손상할우려와작

업일정을고려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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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부재이동보강

사진 5부재표면보강



사각난간중돌란대, 동자주, 띠장등은인력만으로

도쉽게해체가가능하 으나부재의안전한해체를위

해체인블록을사용하 다.

해체후부재는적재장에보관하 으며, 사각난간의

지방석은훼손우려가적고부재가크고무거워현장에

보관하 다.

팔각난간은표면상태가불안정해세 한작업이필

요하여체인블록으로고정하고수작업으로해체하 다. 

상륜부는총 11개의부재로이루어져있으며, 부재

의 가운데에 원형 구멍을 뚫어 찰주를 끼우고 둘레의

남은 공간에는 시멘트모르타르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

었는데, 보주, 보개, 대륜, 복발등의부재는풍화가매

우 심하여 시멘트모르타르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어려

움이있어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향후 계획

다보탑 보수정비 과정의 일환인 해체작업은 상륜

부, 사각난간, 팔각난간등총 76개의부재를대상으로

2009년 5~6월까지 실시하 으며, 앞으로 석탑 보존처

리및 정 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보존처리 작업은 해체된 부재와 잔존부재를 각기

다른방법으로처리할예정이다. 해체부재는독립개체

로취급하여처리시부재각각의상태에맞춰처리강

도를조절할예정이며, 잔존부재의경우부재간손상정

도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면단

위로보존처리를실시할예정이다.

정 조사로는전반적인생물서식환경조사및각부

재의대자율측정, 초음파조사를실시하여암석의조직

파악, 산지확인, 피해현황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부재의치석기법, 구조적안전도조사를실시하

여복원시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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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지방석해체 사진 8보륜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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