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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성리신라비는 2009년 5월 11일에 경북 포

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 도로개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이 비가 발견된 지점은 1989

년에 영일냉수리신라비(국보 제264호)를 발견한 지

점에서 동쪽으로 약 8.7km 떨어진 곳이다<그림 1>. 

발견된 장소는 주변에 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나 흔

적이 분포하지 않아 비의 원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

다. 중성리신라비는 지금까지 알려진 신라시대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던 영일 냉수리신라비

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화재청 국

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이 비의 최대높이는 105.6cm, 너비 47.6~49.4cm, 

두께는 13.8~14.7cm, 무게는 115kg이며 부정형 암

석의 한 면에 200여 개의 글자가 음각되어 있다. 확

인된 각자는 모두 12행으로 한 행에 최대 20자 내외

가 새겨져 있고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

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흑색 및 갈색 변색, 표면과 

모서리의 탈락 및 박리·박락, 미세균열 등이 발생하

여 보존처리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그림 1>.

신라는 상당히 많은 고비( )를 남겨 놓았으

며, 이들은 대부분 경상도 일대에서 발견되었다. 그 

중 영일 냉수리신라비(국보 제264호)는 중성리신라

비와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지방통치체계와 중앙정치

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귀

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왔다(안병우 1990). 그러나 이 

비들은 발견되기까지 대부분 매장되었거나 야외 환

경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적 및 인위적인 영향에 의

해 풍화와 훼손이 심하다. 따라서 보존처리 및 관리

를 위한 훼손도 진단과 함께 부재의 산지에 대해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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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석조문화재의 재질 및 풍화 특성과 훼손

도 진단,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중성리신라비와 같은 석비에 대한 보존과학

적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이다(양희제 외 

2004; 김영택 외 2005; 이선명 외 2007; 조영훈 외 

2007; 황상구·남재국 2007; 황상구 외 2008; Lee at 

al. 2005; 2006; Fitzner et al. 2004). 또한 석재의 공급

지를 추적하여 석재의 원산지를 밝히는 연구도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조기만 좌용주 2005; 좌용주 

외 2006; 양희제 외 2006; 이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09; Uchida et al. 2006).

이 연구에서는 포항 중성리신라비와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보존처리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암석의 재질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석재의 산지를 해

석하였다. 또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와 초음파탐

상기를 이용하여 표면오염물 분석 및 풍화훼손도 정

량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 지역일대에 

분포하는 신라비의 과학적 보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 구

성암석의 재질특성과 산지를 밝히고, 풍화 및 훼손

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을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우선 비에서 탈락된 극미량 암편과 산

지암석을 분석용 시료로 수습하였으며, 앞뒤면 전

체에 대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율 계

측기기는 10-7 SI 단위의 측정 한계를 가진 Pocket 

Susceptibility Meter(SM-30)를 사용하였고, 대자율의 

크기는 10-3 SI 단위계를 사용하였다.

비를 구성하는 암석과 산지암석의 광물학적 및 조

직적 특징과 조암광물의 정밀한 동정을 위해 편광현미

경 관찰과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또한 풍화에 따른 

2차 생성광물과 오염물의 성분분석을 위해 휴대용 XRF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편광현미경은 자

동계수기가 장착된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Axiotech 

100HD/Progress 3012, Carl Zeiss, Germany)이며, X-

선 회절분석기는 MAC Science제 X-ray Diffraction 

System(M18XAHF22)을 이용하였고 사용된 X-선은 

CuKα,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각각 

40kV와 60mA이다. 또한 X-선 형광분석에는 Alpha-

4000AS(Innov-X System, USA)를 사용하였다.

이 비를 구성하는 암석재질의 강도 추정을 통한 

정량적 풍화도를 산출하기 위해 비파괴진단법 중 하

나인 초음파속도를 측정한 후 측정값을 각 입면도에 

투영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사

용된 장비는 초음파 탐사기(Pundit Plus, CNS Farnell, 

England)이며, 측정된 자료는 2D 모델링을 위해 전

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포항 중성리신라비와 영일 냉수리신라비를 구성

하는 암석을 대상으로 암석학적 요인에 의한 재질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

대자율은 암석의 자화강도를 구분하기 위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이며, 대자율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

을 결정하는 상수로서 자철석 함량과 상관관계를 가

진다. 일반적인 화강암의 대자율은 1.256(×10-3 SI 

unit)을 기준으로 이 값보다 높으면 자철석 계열, 낮

으면 티탄철석 계열로 분류한다(Ishihara 1998).

자철석계열 및 타탄철석계열은 마그마의 기원물

질, 지각물질의 오염 그리고 마그마 분화에 따른 분

별정출작용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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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암석의 재질을 특징지어 동질성을 파악하

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내외 석조문화재 산지를 해

석하는데 적용되어 문화재의 원형복원에 활용되어 

왔다(좌용주 외 2006; 양희제 외 2006; 이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09; Uchida et al 2006).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의 대자율 측정은 

전면과 후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실시되었다. 측정결

과, 중성리신라비는 5.3~18.5(×10-3 SI unit), 냉수리

신라비는 8.1~18.5(×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각각 12.2와 12.7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

타냈다<그림 2>. 이 결과는 비의 구성암석들이 자철

석계열의 암석임을 지시한다. 이러한 비의 자화강도

를 통한 자철석의 광역적 분포는 석재의 원산지 규명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 중성리신라비의 구성암석은 세립 내지 중립

의 등립질 흑운모화강암이다<그림 3a>. 암석의 색은 

담회색이며 풍화면은 담갈색을 띤다. 이 흑운모화강

암은 유색광물의 집합체인 포획암이 길고 렌즈상으

로 관찰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작고 불규칙한 공동

을 볼 수 있다<그림 3b, c>. 이러한 특징들은 이 비

의 구성석재가 다른 유사한 암석과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비의 구성암석과 주변 지역에 분

포하는 암상과의 연관성은 석재의 산지추정과 관련

하여 논의하기로 하겠다.

영일 냉수리신라비는 세립의 완정질 바탕에 유백

색 장석과 주상의 각섬석 반정이 발달한 화강섬록반

암으로 추정된다<그림 3d>. 이 암석은 전체적으로 적

갈색 및 암회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원암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중성리신라비와 마찬가지로 유색광물의 

집합체인 포획암이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작고 불규

칙한 공동이 발달하였다<그림 3e, f>. 이러한 특징들

은 두 암석이 유사한 암석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오인

섭 정국성(1975)에 의하면, 포항 인근의 흑운모화강

암과 화강섬록반암은 서로 접하며 점이적인 암상변화

를 보이고 있어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중성리신라비 구성암석의 광물조성 및 조직, 풍

화에 의한 변질광물을 알아보기 위해 탈락된 미세시

편을 대상으로 편광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주성분광물은 알칼리장석, 사장석, 석영 및 흑

운모이며 부성분으로 각섬석, 자철석, 저어콘 및 인

회석 등이 관찰되었다<그림 3g>. 알칼리장석은 자형

의 정장석과 미사장석이며 부분적으로 퍼싸이트도 

산출된다. 사장석은 반자형의 결정을 보이고 알칼리

장석보다는 다소 적은 함량을 보이며, 흑운모는 갈

색을 띤다. 석영은 타형의 큰 결정 또는 장석의 입간

을 채운 세립질 형태로 모두 나타난다.

알칼리장석과 사장석은 입자경계와 쌍정면을 따

라 견운모 및 점토광물화 되어 있으며 사장석은 누대

구조를 보여준다. 흑운모도 입자의 경계나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어, 현재 이 암석은 상당히 풍

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그림 3h, i>. 또한 결정

들 사이에는 격자형 쌍정을 보이는 미사장석이 관찰

되기도 하며, 각섬석은 흑운모와 함께 수반된다. 자철

석은 세립 내지 미립으로 산출되며 유색광물과 공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성리신라비 구성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전형적인 화강암 조암광물인 석영, 사

장석, 알칼리 장석이 동정되었다<그림 4>. 이 결과는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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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흑운모의 풍화산물인 녹니석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

아, 이 비는 이미 상당부분 화학적 풍화작용이 진행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석산지의 해석은 석재의 공급지를 추적하여 문

화재를 제작하는 데 이용한 원료의 이동경로를 추적하

는 연구이다. 이는 제작당시 지역 간의 기술수준, 교역

관계 및 사회적 변동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보존처리 

및 복원용 석재의 선정을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로 활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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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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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석재의 공급지를 추적하여 석재의 

원산지를 밝히는 연구는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좌

용주 외 2006; 조기만·좌용주 2005; 양희제 외 2006; 이

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09; Uchida et al 2006).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가 발견된 흥해읍 중

성리와 신광면 냉수리 일대에는 크게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성암류 및 화산암류, 그리고 

제3기의 퇴적암류와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하고 있다<그

림 5>. 특히 중성리신라비가 발견된 중성리 일대에는 주

로 사암, 셰일, 역암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고화도가 낮아서 반고결이나 미고결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엄상호 외 1964). 또한 제4기층인 충적층은 주로 자갈

과 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으로 하천과 계곡을 따라 제3기

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며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 인근에 분

포하는 화강암류를 중심으로 15km 내외로 조사영역

을 확대 설정하여 신광면과 기계면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의 지질학적 분포양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중성리신라비로부터 10km 이내에 흑운모화강암, 냉

수리신라비로부터 5km 이내에 화강섬록반암이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5>.

흑운모화강암 분포지역의 노두를 관찰한 결과, 신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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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면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이 중성리신라비의 구성암

석과 아주 유사한 종류의 암석으로 확인되었다. 전

암대자율 측정 결과, 조사지역 10과 11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4.6~24.4(평균 12.6)(×10-3 SI unit)

의 값을 보였다. 이를 중성리신라비의 대자율 값인 

5.3~18.5(평균 12.2)(×10-3 SI unit)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보이지만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한편, 신광면 남부의 조사지역 10과 11은 지질도

상에서 흑운모화강암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육안관찰 

결과 알칼리장석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알칼리화강

암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자율 값에서도 

3(×10-3 SI unit) 미만을 보이고 있어 신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조사지역 10(냉수리 일대)과 11(내단3리 일대)을 

제외한 신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은 중성

리신라비와 성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냉수리신라비를 구성하는 화강섬록반암은 기계면 

화봉리에 있는 기동저수지에서부터 미현리 일대까지 

분포하는 화강섬록반암과 매우 유사한 암상적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에 노출된 노두 5지역(조사지

역 12~16)을 대상으로 전암대자율 측정을 수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조사지역 12(기계면 화봉리 거리말 일대 

노두)에서 냉수리신라비와 가장 가까운 대자율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6>.

신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은 염기성 

포획암과 작고 불규칙한 공동이 발달하고 세립 내지 

중립질의 광물입자로 구성되어 중성리신라비 구성암

석과 동일한 암석학적 특징을 보인다<그림 7a, b, c>. 

또한 기계면의 화강섬록반암은 세립 완정질 바탕에 

유백색 장석과 주상의 각섬석 반정이 발달하여 냉수

리신라비와 매우 유사하다<그림 7d, e, f>.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신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세립 내지 중립질의 알칼리장석, 사장석, 석

영 및 흑운모가 완정질 조직을 이루며 유색광물인 흑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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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전형적인 흑운모화강암의 

광물조성을 보인다<그림 8a>. 석영은 대부분 타형의 

결정을 가지며, 정장석과 사장석은 반자형의 큰 결정

으로 산출되기도 한다. 또한 격자형 쌍정을 보이는 

미사장석과 유색광물인 흑운모 및 자철석이 관찰된

다. 알칼리장석과 사장석은 입자경계와 쌍정면을 따

라 견운모 및 점토광물화 되어 있다<그림 8b>. 이러

한 광물조성과 조직 등은 중성리신라비의 구성암석이 

갖는 광물학적 특징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광면 반곡리 부근의 반곡저수지 일대와 흥

곡리 장당지 일대의 노두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중성리신라비

의 시료에서 검출된 석영, 알칼리 장석 및 사장석의 조

암광물이 반곡리나 흥곡리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에서

도 공통적으로 검출되었다<그림 8c>. 또한 비의 구성

암석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흑운모와 각섬석이 검출되

어 비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기계면 화봉리 거리말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사

장석, 정장석, 석영, 각섬석 및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반정은 장경 3~5mm의 사장석과 주상의 각

섬석이다<그림 8d>. 기질은 세립의 석영, 정장석, 사장

석 및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장석 결정들

의 일부는 석영으로 교대되어 미르메카이트(myrmekite) 

조직을 보여준다<그림 8e>. 이 암석을 X-선 회절분석

한 결과, 석영, 사장석 및 알칼리 장석이 검출되었다

<그림 8f>. 이 결과도 앞의 편광현미경 관찰결과와 상

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전암대자율, 편광현미경,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중성리신라비를 구성하고 있는 흑운모화강암과, 기계

면 화봉리 거리말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냉수리신

라비를 구성하는 암석과 유사한 암석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

가 발견된 위치가 원래의 위치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각각의 석재 산지는 인근의 신광면 일대와 기계면 일

대로 판단된다.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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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문화재를 구성하는 암석의 물리적 및 기계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대기 중의 공기, 습기, 오염물 및 

생물에 노출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들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물리적 풍화작용의 주요 원인은 압력의 변화, 

염류의 결정화 작용, 물의 동결작용, 온도변화, 식물

의 뿌리 등 매우 다양하며 인위적 훼손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이찬희·서만철 2002).

포항 중성리신라비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련의 

물리적 및 기계적 풍화작용을 겪었을 것이다. 현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내로 이전되어 보호받고 있지

만 최근에 발견되기 전까지 매장 및 야외환경에 노출

되어 있어 주변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암석의 수축 및 

팽창으로 균열이 형성되고 균열 내에 흘러든 강수와 

온도변화에 의해 박리박락 및 탈락 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중성리신라비의 물리적 및 기계적 훼손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모서

리 탈락과 박리박락이다<그림 9a>. 이 비는 부정형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의 원형을 확인할 수 없

지만 모서리를 중심으로 탈락과 미세균열이 발달하여 

매우 불균질한 표면상태를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더

욱 확대된다면 비문과 비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이 비의 전면과 후면에는 발견 당시에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는 훼손이 관찰된다<그림 9b>. 이는 

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도로 개설현장에서 

부주의하게 다루어지는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표면 일부에서는 균열과 박리박락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암편의 탈락 위험도 내재하고 있

다<그림 9c>. 따라서 이에 대해 안정적인 적절한 보

존처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냉수리신라비도 현재는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까지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주변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암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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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수축 및 팽창, 화학반응, 오염물 피복 등으로 훼

손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냉수리신라비의 가장 두드

러진 물리적 현상은 균열과 탈락이다. 비의 우측면에

는 수평균열이 부재를 절단하고 있고 좌측면 하부에는 

모서리를 중심으로 탈락이 발생되어 있다<그림 9d, e>. 

이외에도 비의 상부에는 판상 균열 및 탈락, 부분적으

로 박리박락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9f>.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는 화학적 풍화작용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표면의 변색뿐만 아니라 암

석 및 광물의 성분, 성질과 조직이 변화되어 재질이 

약화되고 표면이 손상된 상태이다. 또한 제작 이후 

오랫 동안 야외나 암석 및 광물의 성분, 비, 바람, 눈, 

안개, 지하수 등에 의해 심하게 풍화를 받아 이미 원

암의 색깔과 조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중성리신라비의 화학적 풍화상태와 이차오염은 크

게 흑색변색과 갈색변색에 의한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0a, b>. 특히 흑색변색은 비석 전면에 상당

부분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

다<그림 10c>. 이 흑색변색과 갈색변색은 자연적인 풍

화작용에 의한 대표적인 현상으로 암석 내에 있는 장

석, 흑운모, 적철석, 갈철석 등의 풍화에 기인한다. 이

는 풍화작용에 의해 암석에서 망간 또는 철 성분이 유

리되어 산소나 물과 반응하여 산화망간 및 산화철 또

는 수산화철을 형성하면서 침착된 것이다. 망간 및 철

이 암석 내에서 산화되면 암석 내부의 압력 증가로 미

세한 균열을 형성하여 풍화를 촉진시킨다.

냉수리신라비의 화학적 풍화 및 이차오염도 적갈

색 및 암회색 변색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이다. 특히 

적갈색변색은 비석 4면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여 직

접적인 풍화작용을 유발하며,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

로도 작용하고 있다<그림 10d>. 이러한 적갈색 변색

과 암회색 변색은 암석의 광물학적 풍화에 기인된 것 

보다는 과거 토양에 묻혀 있을 때와 미세 먼지에 의

해 생긴 변색으로 판단된다. 또한 냉수리신라비의 상

부에는 조류분비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였다<그림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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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10e>. 이 조류분비물은 산성을 띠어 광물의 화학적 

풍화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냉수리신라비의 표면에는 

과거 탁본에 의한 먹물흔적이 옅은 흑색으로 관찰되

며<그림 10f>, 원인불명의 산화철 물질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차오염은 보존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사료

된다.

중성리신라비의 화학적 풍화상태를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해 각각의 변색오염물에 대해 휴대용 XRF 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용 XRF 측정은 전면 13지점, 후면 4

지점 등 총 17지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그림 11>.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이 중 11, 12, 13, 17번

은 변색이 발생하지 않은 지점, 1, 2, 3, 4, 14번은 흑색

변색, 5, 6, 7, 8번은 적갈색변색, 9, 10, 15, 16번은 황

갈색변색이 발생한 지점이다.

측정결과, 흑색변색이 발생한 지점은 변색이 발생

하지 않은 지점에 비해 K, Ca, Mn, Fe 원소가 상대적

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이 중 K, Ca은 중성리신

라비를 구성하는 화강암의 조암광물 중 장석의 주성

분을 이루는 원소로 신선한 지점과 비교하면 농도 차

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Mn과 Fe가 흑

색변색의 주성분으로 판단된다<그림 12>. 특히 Mn은 

최대 51748ppm까지 측정되어 흑색변색의 주원소로 

판단된다<표 1>.

갈색변색이 발생한 지점은 K, Ca, Fe 원소가 높

은 농도로 나타났다<그림 13>. 흑색변색과 마찬가지

로 K과 Ca을 제외하면, Fe가 갈색변색의 주성분으로 

【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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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측정지점의 색상에 따라 Fe의 함량을 비교

하면 적갈색 지점이 26544~34041ppm, 황갈색 지점이 

16154~18046ppm으로 적갈색 지점이 황갈색 지점보다 

철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표 1>. 이는 철의 함량

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

성리신라비의 표면변색은 Mn과 Fe가 흑색과 갈색 오

염물질을 형성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 】 

【 그림 12 】  【 그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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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풍화등급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현장 육안 

관찰, 일축압축강도, 초음파속도, 화학적 풍화지수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속도를 측정

하는 초음파탐사는 현장성, 휴대성 및 안정성과 더불

어 비파괴 진단방법으로 석조문화재의 물성을 평가하

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조영훈 외 2007; 전유근 외 

2008). 초음파속도는 같은 광물조성의 암석이라도 미

세균열이 발달하여 공극이 커질수록 초음파속도는 낮

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측정된 초음파속도

의 차이를 통해 풍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궁극적

으로 암석의 강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탐사를 통해 중성리신라비

와 냉수리신라비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물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풍화도지수와 추

정 압축강도를 산출했다. 또한 측정된 초음파속도를 

등고밀도선 방식으로 투영하여 전체적인 풍화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위치별 초음파속도로 각각의 풍화등급

을 산정했다.

우선 이찬희 외(2009)의 신뢰도 확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탐사조건을 설정하였다. 탐촉자 및 접촉매질

은 UTREXTX(54kHz) 탐촉자와 고무찰흙 접촉매질을 

사용하였으며, 탐사방법은 간접전달방법, 탐사거리는 

20cm로 설정하였다. 또한 간접전달방법으로 측정된 

초음파속도를 보정하기 위해 1.50의 화강암 보정계수

를 이용하였고, 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해 백승철 외

(2006)가 제시한 식을 사용했다.

중성리신라비의 초음파속도 측정은 전면 67지점, 

후면 48지점 등 총 115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방위

별 초음파속도 분석 결과, 전면 3620(1718~4762)m/s, 

후면 3083(2160~4065)m/s로 전체 평균은 3396m/s로 

산출되었다. 이 초음파속도를 이용하여 Illiev(1967)가 

제시한 암석의 풍화도지수와 압축강도를 산출하고, 

풍화등급을 산정하였다. 풍화도 산정 기준은 암석의 

초음파 속도인 5000m/s 의 극경암에 해당하는 속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0.32로 나타났

으며 이와 같은 초음파속도와 풍화도지수를 종합해보

면 중성리신라비는 평균적으로 중간풍화단계(MW)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2>.

냉수리신라비의 초음파속도 측정은 전면 37지점, 후

면 37지점 등 총 74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전면과 후

면의 초음파속도 분석 결과, 전면 3360(2503~4785)m/s, 

후면 3667(2139~4231)m/s으로 전체 평균은 3515m/s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암석의 풍화도지수를 산정한 결과, 평

균 0.30으로 나타나 냉수리신라비도 평균적으로 중간풍

화단계(MW)를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2>. 그러

나 중성리신라비가 냉수리신라비보다 약간 낮은 평균값

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물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까지 이 비가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

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의 초음파속도 분포 경향을 좀 더 쉽게 파

악하기 위해 각 면의 입면도에 초음파 전달속도를 투

영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분석해보았다<그림 14>. 

이 결과, 중성리신라비는 전면 하부 일부분과 후면 

상부에 저속도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냉수리신

라비는 전면 상부에 저속도대가 나타났다. 이는 박

리·박락과 미세 암편의 탈락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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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특히, 중성리신라비의 전면의 하부에 상대적

으로 다소 낮은 초음파속도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암

석의 변색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보존처리시에는 이러한 물리적 풍화와 암석의 

변색현상에 대한 적합한 보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에 사용된 석재의 

원산지 추정 및 이동경로를 해석하기 위해 앞서 연구

한 결과를 토대로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이동경로 및 

당시의 위치를 해석하였다. 신라비로부터 반경 5km, 

10km, 1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

하고, 동종암석 분포지를 탐색하여 동일한 분석방법

으로 암석을 분석한 결과, 산지의 가능성을 지닌 지

역은 신광면과 기계면 일대의 암석으로 판단된다. 이 

일대의 암석은 부분적으로 염기성포획암과 작고 불규

칙하게 발달한 공동의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신광면 

반곡리 반곡저수지 일대의 노두 곳곳에서는 전통방식

의 채석흔적이 확인되었다<그림 15>.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의 발견지점이 원래 

비가 세워져있던 위치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암석의 

채석산지가 인근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비석의 

원위치도 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일 가

능성이 크다. 채석산지로부터 중성리와 냉수리까지 석

재를 운반하는 이동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국토지리정

보원의 거리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그림 15>. 이 

결과, 비의 발견위치와 추정산지와의 거리는 약 10km 

내외로 산출되었다. 비가 단일부재이고 비교적 소형이

나 석재의 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신광면 및 기계면과 

흥해읍 일대에 발달한 하천을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하

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비의 원

산지해석 결과는 비의 제작환경 해석과 보존처리 및 

복원용 석재의 선정을 위한 과학적 증거로서 활용될 

것이다.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에 나타나는 훼손은 

【 그림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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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에 의한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의 결

과이다. 냉수리신라비는 현재 보호각에 의해 보호되

고 있지만 중성리신라비와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야외

에 노출되어 있어 주변의 환경적 변화에 따른 암석의 

수축 및 팽창, 화학반응, 오염물 피복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성리신라비는 흑색 및 

갈색 변색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흑색 및 갈색 변색은 암석의 광물학적 풍화에 기인된 

것 보다는 토양 및 미세 먼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이차오염물은 향후 보존처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의 초음파속도 분포 

경향과 전체적인 풍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신

라비 모두 중간풍화단계(MW)에 해당되나 중성리신

【 그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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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가 넓은 초음파 속도 분포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다소 낮은 속도를 나타냈다. 이는 재질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 발견되기까지 아무런 보호시

설 없이 매장 및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보존처리와 더불어 적절한 

보존환경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1. 포항 중성리신라비는 2009년 5월 11일 경북 포

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발견

되었으며 최대높이는 105.6cm, 너비 47.6~49.4cm, 두

께 13.8~14.7cm, 무게 115kg이다. 이 비는 부정형 암

석의 한쪽에 200여 개의 글자가 음각되어 있으며 지금

까지 알려진 신라시대 비석 중 가장 오래된 영일냉수

리신라비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중성리신라비의 구성암석은 흑운모가 다량 함

유된 흑운모화강암이며 냉수리신라비는 장석과 각

섬석이 반정으로 발달한 화강섬록반암으로 추정된

다. 이 암석들은 유색광물의 집합체인 포획암과 작

고 불규칙한 공동이 관찰된다. 전암대자율 측정 결

과,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는 평균적으로 각각 

12.21과 12.68로 매우 유사한 값이 측정되었으며 신

광면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과 기계면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섬록반암의 대자율 분포와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났다.

3. 신광면 일대는 중성리신라비가 발견된 중성리

에서 약 10km 내외로 떨어져 있으나 이 일대에 분포

하는 흑운모화강암은 조암광물의 함량 및 조직, 전암

대자율이 중성리신라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다. 

또한 냉수리신라비를 구성하는 암석은 기계면 일대

에 분포하는 화강섬록반암과 유사한 종류의 암석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신광면 반곡리 반곡저수지 일대는 

과거의 채석흔적이 발견되고, 크고 작은 하천이 다수 

발달하고 있어 석재의 공급지로서 여건을 갖추고 있

다고 판단된다.

4.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에 나타나는 주

된 훼손은 변색에 의한 오염과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균열과 부재의 탈락이다. 변색 오염물은 Mn과 Fe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나 신라비의 미관을 해치고 향후 훼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존처리와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그림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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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성리신라비와 냉수리신라비는 중간풍화단계

(MW)에 해당되는 물성을 보이나, 중성리신라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초음파속도를 나타내어 물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발견되기까지 아무런 보

호시설 없이 매장 및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

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적합한 

보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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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illa Stone Monument in Jungseongri was found during the road-construction in Pohang. It has 

approximately two hundreds of letters inscribed on the surface of one side, and it is estimated to be older than Shilla 

Stone Monument in Naengsuri which had been known for the oldest stele in Shilla Period. This monument is made 

of fine to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while the Shilla Stone Monument in Naengsuri is made of fine-grained 

granodioritic porphyry bearing feldspar and amphibole phenocrysts. Both rock types of the monuments are interpreted 

to be cognate with biotite granite in Shinkwangmyeon, and with granodioritic porphyry in Gigyemyeon. They are 

characterized by xenolith and miarolitic cavity. Damage aspects in both monuments are discoloring, cracking and 

breaking. These damages do not cause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monuments, but attenuate aesthetic value. Black and 

brown discoloring contaminants on the surface of the Jungseongri Monument contain a high amount of manganese 

and iron. As a result of ultrasonic test, both monuments were evaluated to be medium-weathered (MW), although the 

velocity of the Shilla Monument in Jungseongri was slightly lower than the Shilla Monument in Naengsuri. This is 

because the Monument in Juengseongri had been exposed to outdoor environment for long time until the  discovery. It 

is necessary for Shilla Monuments to be protected by appropriately environmental control and management.

Key Words :  Shilla Stone Monument in Jungseongri, Shilla Stone Monument in Naengsuri, Biotite Granite, 

Granodioritic Porphyry, Provenance Interpretation, Discoloration, Strength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