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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 제201호)은 신라시대 지방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거대 석불로 중립질의 복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불상의 전암대자율 측정결과, 평균 0.41(×10-3 SI unit)을 나타내며 주변의 기반암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 현재 이 마애불상은 NE-SW 방향으로 평행한 불연속면이 발달하며 , 박리․박락(41.5%), 입상분해
(16.7%), 갈색 변색(40.0%)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다.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 마애불상은 1,629㎧, 주변암반은 1,549㎧로 
취약한 물성을 보였으나 과거 보존처리 전(628㎧)에 측정된 초음파 속도에 비해 약 90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낮은 값이다. 이 석불의 기반암에 대한 사면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 마애불상에서는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자연암반에서는 평면 및 쐐기파괴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 따라서 마애불상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거동
가능성이 있는 암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하고 , 붕괴 위험성이 높은 암반에 대해서는 지반강화 공법
을 적용하여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북지리마애여래좌상 , 복운모 화강암 , 비파괴 정밀진단 , 초음파 속도 , 사면안정성

ABSTRACT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National Treasure No. 201) consists of two-mica granite in medium size, which 
was the simbol of power in the region of the Silla period.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host rock was measured as 0.41(×10-3 
SI unit), which has the similar range with surrounding outcrop. The Buddha developed parallel discontinuous plane of NE 
to SW strike and damaged seriously by exfoliation, granular disintegration and brown discoloration as 41.5%, 16.7% and 40.0%,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ultrasonic velocity, which was relatively weak values as 1,629㎧ (Buddha area) and 1,549㎧ 
(surrounding outcrop), improved about 900㎧ compared to last treatment. From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for slope stability,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toppling failure in the Buddha, and planar and wedge failure in host rock. Therefore, we suggest 
for the safely conservation of the Buddha, continuance monitoring for understand behavior of discontinuity system of the sur-
face, and necessitate foundation reinforcement method for the rock which has the danger of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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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애불은 자연암반에 새겨진 석불의 한 형태로 조성당

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적 및 예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야외에 노출되어 자연적 및 인위

적인 요인에 의해 훼손이 가중되어온 실정이다. 특히 보존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연암반에 조성된 마애불의 

대부분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 구조적 

불안정에서 오는 붕괴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마애불상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훼손도 진

단을 통해 보존처리를 실시한 보존과학적 연구1와 보호각 

유무에 따른 미기상환경의 변화를 분석한 보존환경 연구

가 진행되었다2,3. 또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

여 이들의 거동특성을 밝히는 암반공학적 연구4,5,6 및 지진

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된 마애불의 지질학적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7.

경상북도 봉화군 북지리 지림사 경내에 위치한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은 영주 가흥리마애삼존석불과 함께 통일신

라 이후 지방의 권력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마애불이다. 

그러나 이 마애불은 불상이 조각된 자연암반에 발달한 불

연속면으로 인해 전체적인 구조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불상의 

좌측 암반 약 3m 높이에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마애불의 보존처리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이 조각된 

암반의 사면안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붕괴 및 파괴가능성

을 예측하였다. 또한 훼손지도, 적외선 열화상, P-XRF, 초

음파탐사 등과 같은 비파괴 분석법을 이용하여 손상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였고, 마애불 표면을 피복하고 있

는 오염물을 분석하여 화학적 풍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마애불상의 구조안정성 평가기법 

및 보존방안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 황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은 봉화읍에서 물야면 방면으로 향

하는 지방도로 915번에 연한 북지분교 인근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이 마애불상은 거대한 감실형 석실을 파고 고부

조 형태로 조각되었으며, 현재 감실에는 본존불만 남아있

으나 조성당시에는 좌우 협시보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8. 본존불의 광배와 두광에는 2구와 4구의 화

불이 조각되어 있으며 오른손과 어깨, 가슴 등은 암반의 

절리방향을 따라 결실된 상태이다. 

또한 불안은 네모진 얼굴에 고졸한 미소를 담고 있고,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에 들어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에 내려 여원인을 보이고 있다. 이런 큼직한 

두 손은 불상의 위용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9. 황수영

(1974)은 이 마애불의 조성연대를 신라시대 제1기인 통일

직후에서 700년경까지 보고 있다10. 당시 수도 경주와 경

상북도 일원에는 권력의 상승세를 타고 영주 가흥리마애

삼존석불(보물 제221호)과 같은 거대한 석상이 조성되었

다. 양식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은 모두 원조기법으로 조

성되었으며, 마애불상의 전면에 목조 전실이 있었던 공간

이 잘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마애불상과 이 일대의 자연암반은 백운모와 흑운

모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복운모 화강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요철과 입상분해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마애불상을 중심으로 물성진단을 통

한 강화처리 등의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행된바 있다11. 그

러나 현재 이 마애불상은 주변암반의 붕괴가 발생하여 구

조적 및 기계적 손상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마애불

상의 보존과학적 종합 정밀진단 및 보존대책이 필요한 상

태이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마애불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풍화 및 훼

손상태에 대한 다양한 비파괴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진단

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해 일대 암반

에서 떨어진 탈락편을 수습하여 실내 실험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우선 채취한 암편으로 박편을 제작하였고, 이를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을 이용

하여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또한 암석의 

광물조성을 밝히고자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기기는 Rigaku제 D/Max-ⅡB 를 이용하였다. 이때 타겟으

로 사용된 X-선은 CuKα이며,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

트의 전류는 각각 40kV와 100mA로 설정하였다. 한편 전

암대자율 측정은 ZH Instrument사의 SM30 모델을 이용

하였고, 단위는 10-3 SI unit으로 표기하였다. 

구성암석의 표면 풍화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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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가 장착된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중 

에너지 분산형 성분분석기는 Oxford사의 EDX Inca M/X

이며, 주사전자현미경은 JEOL사의 JSM 6335이다. 특히 

불상 표면의 변색에 대한 화학적 풍화도는 Innov-X System

사의 Portable XRF(α-4000)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

정하였다.  

마애불상과 주변 암반의 강도 측정을 위한 초음파탐사

는 CNS FARNELL사의 PUNDIT-PLUS를 이용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내부 박리는 타진법과 적외

선열화상 카메라(FLIR사의 P640 모델)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마애불의 기반암에 발달된 불연속면은 클리노미

터로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데이터를 Window

용 DIPS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암반사면의 구조적 안정성

을 검토하였다.

3. 재질특성

3.1. 전암대자율 측정

이 연구에서는 마애불상과 주변 암반을 대상으로 전암

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이 전암대자율은 외부자기장에 대

한 자화강도를 의미하며,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함량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일반적인 화강암의 대자율 값은 2.152 

(×10-3 SI unit)이고, 1.256(×10-3 SI unit)을 기준으로 이 값

보다 높으면 자철석 계열, 낮으면 티탄철석 계열의 암석으

로 구분한다12. 자철석계열 및 티탄철석계열은 마그마의 

기원물질, 지각물질의 오염 및 마그마 분화에 따른 분별정

출작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암

석의 성인적 환경과 암석학적 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에 국내외 석조문화재의 산지해석에 적극 활용되어 왔

다13,14,15,16.

대자율 측정은 마애불상과 주변 암반을 중심으로 총 

385회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주변 암반은 0.07~0.35(×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0.17(×10-3 SI unit)의 값을 나

타냈고, 마애불상은 0.23~0.62(×10-3 SI unit)의 범위에서 

평균 0.41(×10-3 SI unit)의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마애

불상과 주변 암반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자화강도를 가지

는 티탄철석 계열임을 알 수 있다(Figure 1). 그러나 마애

불상의 대자율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2006년도 표면 

보존처리에 의해 암석의 응집력이 다소 향상된 결과로 판

단된다.

3.2.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북지리마애여래좌상 일대의 지질은 북동부에 분포하는 

변성암류와 중앙부의 화성암류로 구성된다. 이중 변성암

류는 선캠브리아기 소백산 변성암복합체에 속하며 다양한 

편마암과 편암으로 구분된다. 또한 화성암류는 편상화강

암, 각섬석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섬록암 및 반화강암 등

으로 흔히 춘양화강암으로 불린다. 특히 편상화강암은 동

부에 분포하고 각섬석화강암은 중남부에서 동서방향으로 

넓게 자리잡고 있다. 복운모 화강암은 중부에서 각섬석화

강암과 거의 점이적으로 분포되어 관입하는데 이것이 마

애불상을 이루는 암석이다17.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의 구성암석은 정밀 야외조사와 실

내연구를 통해 복운모 화강암으로 규명되었다(Figure 2A). 

이 암석은 중립질의 입상조직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반상

조직도 함께 나타난다. 육안관찰 결과, 석영과 담홍색의 

장석, 풍화가 상당히 심한 운모류의 조암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표면은 광물입자간의 균열로 인해 입상분해

가 발생하였다(Figure 2B). 이 복운모 화강암은 분암과 페

그마타이트에 의해 관입되어 있으며, 관입시기는 각섬석

화강암 이후로 백악기의 불국사 화강암류로 추정된다17.

이 마애불상의 구성암석과 동일한 암상을 보이는 암편

을 수습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편광현미경, XRD 및 주

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주요 조암광물은 석영, K-장석, 사장석, 흑운모 및 

Figure 1. Diagram showing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and hos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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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모로 각 광물들은 입상조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상대

적으로 풍화에 강한 석영은 입자간 균열이 심하며, 일부 

격자쌍정을 가진 미사장석과 알바이트 쌍정을 갖는 사장

석이 공존한다. 또한 정장석의 내부는 견운모로 변질되어 

있고, 백운모는 정장석 및 흑운모와 공생하며, 흑운모는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다(Figure 2C, 2D).  

이 암석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여 표면의 풍

화정도와 변질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석영은 내부와 경계

부에서 불규칙한 미세균열이 발달하였고, 장석의 표면은 

고령석화가 진행 중이다(Figure 2E). 또한 운모의 벽개면

은 불규칙한 형태로 벌어져 있으며, 이 벽개 사이에는 미

정질의 점토광물군이 확인되었다(Figure 2F). 이와 같은 

벽개면 사이의 공간과 점토광물들은 입자들의 분해를 촉

진하여 화학적 풍화작용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도 강한 회절선을 갖는 석영, 

K-장석, 사장석이 동정되어 전형적인 화강암의 광물조성

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운모류가 확인되었다

(Figure 2G). 

4. 정  훼손도 진단

 

4.1. 훼손상태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은 변색 및 생물학적 오염과 취약

Figure 2. Lithologic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host rocks in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A) Current 
appearance of the Buddha. (B) Granular disintegration by differential weathering. (C, D) Microphotographs showing
rock-forming minerals of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biotite, muscovite. Feldspar and mica are altered into sericite
and chlorite. (E) SEM image of feldspar altered into kaolinite. (F) Mica is observed in irregular cleavages. (G)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showing the host rock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Q; quartz, K; K-feldspar, P; plagio-
clase, M;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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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성으로 인해 2006년도에 보존처리가 수행된 바 있다11. 

그러나 이때 자연암반에 발달된 불연속면과 같은 구조지

질학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마애불상과 주

변 암반은 현재 다양한 크기의 절리가 발달하였고, 이중 

대부분은 12mm의 이격거리를 보이며 부분적으로 미세절

리도 나타났다. 또한 불상의 불두에서는 탈락 및 박락이 

발생하였고(Figure 3A), 불상의 대좌와 수인을 중심으로 

입상분해가 진행 중이다(Figure 3B, 3C).

이 여래좌상에서 확인되는 변색은 크게 흑색, 갈색 및 

황갈색으로 구분된다. 이중 흑색변색은 감실형 석실의 우

측 하단에 새겨져 있는 화불의 광배와 불상의 수인 상단에

서 관찰된다(Figure 3D). 또한 갈색변색은 광배의 상단부

와 불상 기단부 좌측 하단에 발생하였고(Figure 3E), 황갈

색 변색은 불상의 우측 어깨 상단과 좌측 대좌에서 집중적

으로 나타났다(Figure 3F). 이러한 변색은 전반적으로 물

리적 손상에 비해 양호한 편인데, 이는 과거 보존처리시 

수행한 세정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마애불상과 주변 암반은 녹조류, 지의류, 양치류 

및 초본식물 등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중 마애불상은 과거 보존처리의 효과로 인해 녹조류와 

지의류가 좌측 대좌에 소규모로 서식하고 있으며, 석조감

실과 자연암반은 피복도가 높은 상태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Figure 3G, 3H). 특히 초본식물은 불상보다 자연암

반 상부에 집중분포하고 있다(Figure 3I).

 

4.2. 훼손도 평가와 오염물 정 분석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

학적 훼손을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훼손지도를 제작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각 훼손유형별 범례에 해당

되는 영역을 실측도면에 표시하였다. 또한 실내에서는 사

진자료를 이용하여 판독 및 재확인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

Figure 3. Damage states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A) Break out and exfoliation of the Buddha face. (B) Micro
cracks between mineral grains and granular disintegration of the Buddha. (C) Two joint crossing at the Buddha pedestal.
(D) Black discoloration on the surface of the Buddha. (E) Brown discoloration on the Buddha pedestal. (F) Yellowish
brown discoloration on the left arm of the Buddha. (G) Green algae dispersed on the surface of Buddha and host rock.
(H) Foliose lichen inhabited on the rock surface. (I) Herbaceous plants growing in the gap of the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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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런 다음 AutoCAD 프로그램에서 유형별 라인

드로잉 과정을 거쳐 훼손지도를 완성하였고, 각 훼손유형

별 면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훼손율을 산출하였다. 이러

한 훼손지도 작성과 방법론은 이미 국내외 여러 석조문화

재 연구에 적용되어 보고된 바 있다(Figure 4A)18,19,20.

우선 물리적 훼손지도 작성 결과, 절리 11개, 균열 26개

가 발생하였고, 박리·박락 41.5%, 입상분해 16.7%, 결실 

1.1% 순으로 높은 손상율을 보였다(Table 1, Figure 5). 특

히 이 물리적 훼손유형 중 9개의 절리는 보존처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존처리가 시행되지 

않은 절리들은 길이와 폭이 마애불상의 구조적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암반 상부의 토양은 강수와 함께 절리 틈에 유

입되어 구조적 거동 및 박리․박락까지 발생시키므로 이

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 불상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훼손율을 산출한 결과, 

Figure 4. Comprehensive deterioration map, measurement point and 2D contour map of Fe and Mn contents using P-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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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갈색 변색 30.9%, 갈색 변색 9.1%, 흑색 변색 3.9%, 녹

조류 0.7% 및 지의류 0.2% 순으로 높은 손상율을 보였다. 

그러나 마애불상에 발생한 변색은 과거 보존처리에 의한 

세정으로 인해 변색도는 높지 않았으며, 생물오염도 불상

이 아닌 주변암반에서 높은 피복도를 보였다.   

한편 이 마애불상에서 발생한 변색의 오염원을 밝히고 

상대적인 풍화도를 평가하기 위해 P-XRF 분석을 실시하

였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P-XRF의 X-선은 측정대상의 

밀도에 따라 투과 깊이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암석은 1mm 

정도까지 투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이로 인해 X-선

은 표면 오염물층은 물론 구성암석까지 투과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성분만을 검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구성암석의 함량을 제거하기 위해 신선한 지점의 

성분을 분석하여 이들의 함량차이를 구하는 필터링 과정

을 수행하였다21.

우선 분석을 위해 갈색 및 황갈색 22지점, 흑색 9지점을 

선정하였고 신선한 영역 13지점을 같이 분석하여 서로의 

상대적 함량을 비교하였다(Figure 4B). 특히 육안관찰시 

다른 농도를 보였던 황갈색 및 적갈색 변색은 모두 갈색변

색으로 통합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애불상의 

P-XRF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K, Ca, Ti, Mn, Fe, Rb, Sr, 

Zr, Sn, Ba 및 Pb 등이 검출되었으며, 오염물의 주성분은 

K, Ca, Mn, Fe로 확인되었다(Table 2).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갈색변색 부분의 K 함량은 13,428~ 

41,942ppm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26,733ppm을 나타냈

고, Ca는 7,928~36,650ppm의 범위에서 평균 15,583ppm

으로 측정되어 신선한 지점의 K, Ca 함량과 거의 동일한 

농도를 보였다. 그러나 Mn은 193~2,704ppm의 범위를 보

이며 평균 993ppm의 함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한 

지점보다 약 2배 높은 함량이 검출되었고, Fe는 4,340~ 

41,120ppm의 범위에서 평균 12,200ppm로 신선한 지점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흑색변색 부분의 경우, K는 15,226~49,039ppm으

로 평균 28,178ppm으로 나타났고, Ca는 8,481~27,133 

ppm의 범위에서 평균 13,634ppm으로 갈색변색처럼 신선

한 지점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Mn은 755~ 

2,681ppm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1,356ppm의 함량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한 영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함량

이 검출되었다. Fe는 2,305~16,528ppm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6,747ppm으로 나타나 신선한 영역의 표준편차 범위

에 속하는 평균값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지리마애여래좌상 표면에서 확인

되는 갈색 표면오염물질들은 Fe가 주성분으로 작용하여 

변색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흑색변색은 Mn이 주된 

변색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실시하여 오염물 분포에 대한 2D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Figure 4B). 각 범례의 영역 중 가장 낮은 농도인 흰색은 

신선한 암석에서 산출된 함량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이 결과, 변색의 중첩이 이루어진 대좌의 상, 하단과 불

상의 중앙 가슴에서 Fe와 Mn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

었다. 이중 갈색변색 오염물질들의 최소함량은 신선한 암

석보다 낮은 Fe 함량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최대 약 

35,000ppm 정도의 함량을 갖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Table 1. Weathering rate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Weathering form Weathering rate

Physical
damage

Joint(No.) 11
Crack(No.) 26
Break out  1.1 %
Exfoliation 41.5 %
Granular disintegration 16.7 %

Chemical 
and

Biological
damage

Dark grey discoloration  3.9 %
Brown discoloration  9.1 %

Yellowish brown 
discoloration 30.9 %

Green algae  0.7 %
Lichen  0.2 %

Figure 5. Diagram showing weathering rate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Jo; joint, Cr; crack, Bo; break out,
Ex; exfoliation, Gr; granular disintegration, Gd; grey dis-
coloration, Bd; brown discoloration, Yd; yellowish brown
discoloration, Ga; green algae, Li; 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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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변색의 오염물질도 약 2,000ppm 정도의 상대적인 함

량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색상이라 할지라도 표면

오염물질의 침착정도에 따라 상대적인 함량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4B).

4.3. 적외선 열화상 분석

일반적으로 물체는 절대온도 0°K 이상의 온도를 가지

면 표면으로부터 적외선을 방출한다. 적외선의 방출양은 

물체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방출되는 적외선양

을 측정함으로써 그 물체의 온도를 알 수 있다. 적외선열

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에너지를 검출기에 의해 감지한 뒤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물체의 온도를 농도나 색화상

으로 나타내는 원리이다. 

육안관찰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암석 내부의 박리나 

공동은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훼손지도의 박리영

역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것은 물론 정량적인 박리 면적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암석의 강화제 주입을 위한 보존처

리에도 신뢰도 높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적외선 열화상 분석법은 스테판-볼츠만(Steffan-Boltzman) 

법칙에 따른 이론으로 흑체의 단위면적으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량(W)은 온도에 비례한다22. W는 방출되는 

적외선에너지량이고, ε는 방사율이다. 그리고 σ는 스테판-

볼츠만 정수이고 T는 절대온도를 가리킨다. 

W = εσT4 (O< ε <1)

마애불상의 내부층이 공동이나 박리로 비어있는 경우, 기

온이나 복사열의 변화에 따라 구성광물의 열전도율은 차

이를 보여 서로 다른 온도변화를 나타낸다23. 이러한 원리

를 이용하여 마애불상의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실시한 결

과(Figure 6A), 붉은색에서 흰색 부위에 해당하는 박리영

역이 확인되었고, 이는 훼손도 평가의 물리적 훼손지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온도분포 결과에서 노란색과 붉

은색이 함께 공존하여 주황색의 반점처럼 보이는 지점은 

표면 입상분해로 인한 광물입자의 분해영역이다.

4.4. 초음파 측정

봉화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물

성과 과거 보존처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탐촉자는 요철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CNS Farnell사의 UTREXTX(RX)54㎑ 탐촉자를 사

용하였다. 또한 접촉매질은 탐촉자와 암석 표면사이의 음

파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무찰흙을 이용하였다(Table 

3). 측정방법은 마애불상의 형태학적인 점을 고려하여 간

접전달방식을 선택하였고, 직접-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

수는 1.50으로 설정하여 속도보정을 해주었다24,25.

측정지점은 마애불상 71지점, 자연암반 42지점으로 총 

113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초음파속도는 1,034~ 

2,481㎧의 범위로 일반적인 암반의 풍화도 분류기준에 따

르면 완전풍화단계(CW)에서 상당한 풍화단계(HW)에 해

당하는 취약한 물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물성 정량화를 

위해 측정된 속도를 실측도면에 투영하여 풍화도를 분석

하였다. 

이 결과, 불상의 좌측하단 대좌부근, 가슴 및 양 팔에서 

상대적으로 저속도대를 보였으며, 불상의 우측 상단 불두

와 가슴 상단부 및 우측 하단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속

도를 보였다. 또한 주변암반에서는 좌측을 중심으로 저속

도대가 분포하여 물성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물성차이는 훼손지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

리․박락 및 표면의 요철풍화로 인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Figure 6B). 

한편 과거 2006년 마애불상의 보존처리 전에 측정했던 

초음파속도를 강화 처리후 이번에 측정한 초음파속도와 

Table 2. Major contents of P-XRF analysis for the surface contaminants(ppm).

Elements
Fresh rock Brown discoloration Black discoloration

K Ca Mn Fe K Ca Mn Fe K Ca Mn Fe
Mean 27,715 11,835 405 5,234 26,733 15,583    993 12,200 28,178 13,634 1,356  6,747
Min. 16,904  6,956 162 2,940 13,428  7,928    193  4,340 15,226  8,481    755  2,305
Max. 40,150 16,848 662 7,937 41,942 36,650 2,704 41,120 49,039 27,133 2,681 16,528
S.D.  8,459  2,759 171 1,713  8,481  5,795    653 10,110  9,812 5,624    663  4,194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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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물성의 향상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보존처

리 전 평균 속도는 629㎧였으나 보존처리 후 평균속도는 

1,514㎧로 약 90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보존처리 당시 접합과 표면의 강화처리 등에 의해 상대적

으로 표면의 강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사면안정성 평가

봉화 북지리마애여래좌상과 주변암반에 대한 절리의 

방향성과 분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마애불상과 주변암반으로 분

류하여 선구조가 뚜렷한 절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특

히 이 절리의 방향성은 불연속면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요소로 구조적 불안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불연속면의 측정은 마애불 구역 11개, 주변암반 38개

로 총 49개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이 결과, 마애불 구역의 주향은 N50~60E에 집중 분포

하는 경향을 보였고, 부분적으로 N50~60W의 주향을 갖

Figure 6. Infrared thermography and 2D contour map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A) Measurement section of
the thermography and thermal image. (B) 2D contour map using ultrasonic velocity for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Table 3. Ultrasonic inspection condition.

Survey condition Selected condition
Transducer and couplant UTREXTX(RX)54㎑

Couplant Rubber clay
Survey method Indirect
Survey distance 20cm
Direct-indirect

conrrection factor
1.50

Equation for the
compressive streht

UCS = 200.5285·Vp1.5837

(UCS; ㎏/㎠, V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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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리계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주변암반에서도 마애불

상과 유사하게 N50~60E 주향의 절리들이 주로 분포하였

고, 전체적으로는 N40~70E의 절리군이 우세하였다. 이들

의 경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저각도까지 다

양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rue 7A).

일반적으로 암반사면의 구조안정성은 암반 내에 발달

하고 있는 불연속면의 역학적 특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암반은 취약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따라 

파괴가 일어난다. 북지리마애여래좌상과 주변암반은 현재 

불규칙한 불연속면이 발달하여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

는 암괴가 형성되었다. 특히 경사면에 놓여있는 암괴는 형

태에 따라 전도의 발생조건을 달리하며 이미 곳곳에서 암

괴의 붕락흔적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측정된 절리의 방향성을 근거로 평사투영법을 이용하여 

파괴유형과 가능성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안정성을 해석하

였다.

우선 조사영역에 나타나는 불연속면의 안정성을 분석

하기 위해 기준사면을 설정하였다. 이중 마애불상 구역은 

N52W와 80°NE의 주향과 경사값을, 주변 자연암반은 

N60W와 72°NE의 주향과 경사값을 설정하였다. 마찰각

은 국내 화강암이 갖는 30~32°의 습윤 상태를 고려하여 

30°로 설정하였다. 이 마찰각은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의 하

Figure 7. Distribution of discontinuity planes and slope stability analysis of the Bukjiri Maaeyeoraejwasang. (A) 
Measurement point, stereo net and rose diagram of joints on slope. (B) Possible field of planar failures. (C) Possible 
field of toppling failures. (D) Possible field of wedge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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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와 주변 암반이 다습한 환경에 의해 다양한 생물종의 

밀집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마애불과 주변암반의 파괴유형별 안정성을 검토한 결

과, 주변암반의 10, 11, 22번 절리계에서 평면파괴의 가능

성이 나타났고(Figure 7B), 마애불상의 24, 25, 32번 절리

계는 전도파괴 유형에 도시되었다(Figure 7C). 또한 쐐기

파괴의 영역에서는 주변암반은 7번, 10번, 17번, 19번 및 

22번 절리가 속하며, 마애불상 구역에서는 33번 절리와 

26번 및 27번 절리와 교차하며 쐐기파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D). 

6. 보존과학적 제언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은 이미 2006년도에 응급 보존처

리를 수행한 바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였다. 그러

나 암반 표면의 물성은 강화처리 후에도 여전히 낮은 상태

를 보여 입상분해와 괴상탈락의 위험성이 잔존한다. 또한 

이 마애여래좌상고 주변에는 다양한 절리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절리계 사이에는 다양한 생물종과 토양층이 형

성되어 있다. 특히 사면안정성 평가에서 보았듯이 주변 암

반의 불연속면들은 평면 및 쐐기파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파괴가능성이 높은 암반을 중심으로 붕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06년에도 암반의 강수유입으로 인해 일부 사면에서 

붕락이 발생했다. 이러한 절리층을 통한 강수의 유입은 지

속적인 붕괴위험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절기의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붕락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암반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

인 종합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암반의 절

리계 사이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반의 변형을 모니터

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리의 거동 가능성과 결과를 분

석하여 암반의 안정화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사면보강공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의 보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암반으로 유입되는 강수의 차단이 가장 시급하다. 현

재 마애불상 암반의 상부에 강수 차단로가 마련되어 있지

만 이 차단로의 시멘트는 이미 파손되어 있고, 지지대도 

붕괴되어 배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마애불을 포함한 암반전체에 대하여 강수의 유입

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유도배수로 개수를 늘려 수분 차

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리대와 암반의 이격 사이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은 구조

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관을 유지하는 범위에

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암반의 붕락을 막고, 마애불상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특히 틸트미터나 균열측정기와 같은 정량적인 

계측기의 설치는 실시간 구조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에 보존방안을 모색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 외에도 정

기적인 사진촬영, 배수로 정비, 관람객의 인위적 훼손 방

지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1. 봉화 북지리마애여래좌상은 국보 제210호로 감실형 

석실에 본존불을 안치한 형태이다. 이 마애불상의 광배와 

두광은 화불이 조각되어 있으며 오른손과 어깨, 가슴 등은 

암반의 절리방향을 따라 결실된 상태이다. 

2. 마애불상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평균 0.41(×10-3 

SI unit)로 주변암반의 대자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암

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 불상은 중립

질의 입상조직을 갖는 복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요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K-장석, 흑운모 및 백

운모로 확인되었다. 이 구성광물 중 흑운모는 녹니석화가, 

장석류의 일부는 견운모 및 고령석화가 진행되었다.  

3. 훼손지도 작성결과, 불상의 불두는 절리, 입상분해 

및 흑색변색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였고, 불신에는 절리, 

박락, 입상분해 및 갈색변색이 집중되었다. 이를 정량적 

훼손율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박리·박락 41.5%, 입상

분해 16.7%, 결실 1.1%, 갈색 변색 40.0%가 산출되었다.  

4. 불상 표면의 오염물 분석결과, 갈색변색에서는 Fe 

(12,200ppm)가, 흑색변색에서는 Mn(1,356ppm)이 주요

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상에 대한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훼손지도와 유사한 영역서 표면으로

는 나타나지 않는 박리층과 입상분해가 확인되었다.

5.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에서는 마애불상은 1,629㎧, 

주변암반은 1,549㎧로 완전풍화단계(CW)에서 상당히 풍

화단계(HW)에 해당하는 취약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2006년에 보존처리 전(628㎧)에 측정된 

초음파속도에 비해 약 900㎧ 정도 향상된 것이나, 여전히 

낮은 물성을 보였다.

6. 이 마애여래좌상의 사면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마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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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구역은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자연암반은 평면 및 쐐

기파괴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애불상의 안정

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거동가능성이 있는 암반에 계측기

를 부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붕괴 위험이 

높은 암반에 대해서는 지반공학적 보강공법의 적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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