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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는 경주시 배동 산 72-6번지 경주남산 삼

릉계01 제5사지에서 동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삼

릉계곡 왼쪽 능선 위에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666호 삼릉계석불좌상의 복원·보

존처리02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삼릉계석불좌상은 1917년 간행된 『조선고적도보』

에 동체로부터 분리된 머리가 대좌 하대석에 놓여 있

는 사진이 실려 있는데, 얼굴 아래 부분은 이미 심하

게 결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배는 파손되어 모

두 불상의 뒤 편 바닥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후, 훼

손의 정도는 더 심해져, 1923년 12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불신과 머리, 광배가 모두 제자리에 놓이고 결

실된 얼굴 아래 부분도 최초로 복원 및 보수가 시도

되었다( ).

보수된 얼굴부분을 제외하면 불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머리에는 소라 모양으로 돌돌 말린 나

발이 표현되어 있고, 상투형 육계가 솟아 있다. 콘크

리트 모르타르가 덧발라지기 이전의 원래 얼굴은 비

교적 둥근 편이고 짧은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으며, 

당당하고 기풍있는 어깨, 볼륨감 있는 근육질의 가슴, 

넓게 퍼진 무릎 등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다. 풍

만한 신체에 옷 주름이 표현 또한 자연스럽다. 오른

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 형식의 법의는 얇게 표현

하여 신체에 밀착되어 있으며, 왼쪽 어깨로부터 내려

진 층단의 옷 주름은 오른쪽 가슴 밑으로 돌려지고 그 

밑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양쪽 무릎을 덮고 있다. 주름

은 가늘고 유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에 대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손

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 놓아 석가모니 성도 당시 

마군을 항복시키는 모습인 항마촉지인의 형식이다. 

대좌는 상·중·하대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석

은 8각으로 지대석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문

양은 보이지 않으며 2단의 각형 받침이 있다. 이 받

침위에는 안상( )이 음각된 8각의 중대석을 올렸

으며, 중대석 상면에는 1단 각형 받침이 새겨져 있는 

상대석을 올려놓았다. 상대석은 16엽의 앙련 연판이 

3중으로 둘러져 있고 각각의 연꽃잎 안에는 화사한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광배는 주형으로 그 내부를 타원형의 신광과 보

주형의 두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광배의 가장자리

에는 활달하게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새기고 있다. 타

원형의 신광 내부에는 4개의 잎을 가진 넝쿨이 불상

을 향해 피어나고 있으며, 두광의 경우도 화려한 모

습이다.

이 불상은 신체의 당당한 모습, 불신과 잘 조화를 

이루는 대좌, 잘록한 허리 등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

대 전성기의 항마촉지인상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대

좌의 연화문, 광배 그리고 옷 주름 등에서 나타나는 매

우 장식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비추어 

보아 8세기 후반 이후 유행한 석굴암 본존불 형식의 

불좌상 계열에 속하는 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 안면에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덧발

라 기다란 모양의 얼굴을 이루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 지역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괴

이한 얼굴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남산을 찾는 탐방객

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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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불좌상의 불상은 남서쪽으로 약 1° 정도 기울

어져 있으나 불안정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불

상이 산속에 위치하고 계곡과 인접하여 조성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근접한 소나무 등 식물체의 생장 

활동에 따른 송화가루와 같은 유기물등과 미생물의 

침해로 부분적으로 흑회색 및 암녹색으로 변색되어 

있고 풍화작용에 의한 균열과 박락 등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조성된 지반이 매우 협소하

고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불안정한 모

습을 보이고 있어 불상의 기반 시설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존처리 및 복원정비 연구는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와 석불좌상의 훼손 원인을 분석하여 보존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결실된 불상 안면 및 광배 상

부에 대한 원형을 복원하여 유적 정비 및 학술조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17

년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현황과 1923년 부분적

으로 보수된 기록을 기초로 보수전과 보수 후의 모

습으로 복원되었다<사진 1>.

연구방법으로 첫째, 유적지 정비 작업에 선행한 

학술 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상태조사 및 1차 3D 스캔을 통하여 정확한 

현 상태를 파악하고, 둘째,전면 해체를 통하여 불상

의 하부구조를 분석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된 복원안

으로 문화유산 정비의 프로세스 지침을 마련하고, 셋

째, 표면풍화가 진행된 부재에 대하여 풍화훼손도를 

작성하여 과학적 보존처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넷째, 석불좌상의 상호에 복원된 콘크리트 모르타르 

지의류 등을 제거한다. 다섯째, 별조식으로 조성된 

불두의 안면 결실부와 광배의 결실부에 대하여 원형 

복원과 전통기법을 활용한 원상 복구을 수행한다.

과학적 보존처리를 포함한 모든 작업과정은 문화

03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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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리표준시방서03의 문화재수리규범을 준수하며, 

문화재위원으로 구성된 고고학, 미술사, 보존과학 

등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

을 기하도록 하였다.

삼릉계곡에는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지를 비롯한 

선사시대의 유적에서부터 삼릉과 같은 고분군, 10개

소에 달하는 폐사지 터 그리고 6개소의 민간신앙지 

등 모두 19개소의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가

운데 불교관련 유적은 10개소에 20여 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불교관련 유적에 대

한 상세한 소개는 이미 『경주 남산』04에 잘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유적에 남아있는 불상을 중심

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가에 넘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불상은 가슴 

윗부분 전체와 발 부분이 결실되었으며 불상의 대의 

아래에 세로로 주름이 있는 군의를 입고 있다. 대의 

뒷면에는 마름모꼴의 선각주름이 새겨져 있다. 측면

에서 본 불상은 손을 가슴 위로 올리고 있는 자세인 

듯하며 그 아래에 옷주름이 보인다. 불상의 잔존 높

이는 93cm이며 너비 50cm이다<사진 2>.

불상은 머리와 하체부분이 파손, 결실된 상태이

다. 어깨는 넓은 편으로 왼손에는 약함을 쥐고, 오른

손은 무릎 아래로 뻗어 촉지인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

된다. 결가부좌로 앉은 무릎과 대좌부분도 결실된 상

태이며 신체는 옷을 입었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

며 다리에는 불규칙한 선각의 옷 주름 일부를 확인

【 사진 2 】 【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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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결실, 마모가 심하지만, 제작

당시부터 세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조악한 조각

기법으로 보아 근세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 높이는 

92m이고 폭 106.5cm이며 두께 31cm이다<사진 3>.

이 불상은 넓은 자연바위 위에 있으며 목에는 삼

도가 뚜렷하고 신체는 당당한 편으로 결가부좌한 자

세이다. 머리는 결실되었고 무릎 위에 두 손은 파손되

어 정확한 수인을 알 수 없다. 통견의 법의 아래에는 

사선으로 표현된 내의와 이를 묶고 있는 띠 매듭이 있

다. 왼쪽 어깨 위에는 다시 띠 매듭이 있는데, 이 매

듭은 무릎 아래로 드리워져 두 가닥의 수식으로 표현

되었다. 불상 뒷면에도 옷 주름이 선명한데 불상의 법

의 표현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이다. 불상의 높이는 

160cm이고 무릎너비 156cm이다<사진 4>.

등신대의 이 보살상은 복연의 연화좌 위에 서 있

고 주변의 암석은 거칠게 다듬어 주형거신광배처럼 

처리하였다. 신체나 옷 주름의 표현은 명료하지 않으

나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 두 다리는 볼륨 있게 표

현되어 있고 군의를 맨 끈은 배 앞에서 나비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아래는 마멸된 상태이나 U자 상의 

천의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계란형으로 갸름

하며 붉은 칠을 한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코는 길

며 눈은 가늘게 뜨고 있다. 머리에는 화불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오른손은 손등을 밖으로 하여 가슴에 대

고 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정병을 들고 있다. 불

상의 높이는 154cm이고 무릎너비 156cm이다<사진 5>.

삼릉계 제2사지 석조여래좌상에서 50m 정도 계곡

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위에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높

이 4m 정도의 바위가 동서로 가로 질러 서 있고, 남

향한 바위 면을 거칠게 다듬어 동서쪽에 각각 삼존상

을 새겨 전체 6구의 불보살상이 있다.

서면에는 가운데 본존입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

살좌상을 배치하였는데, 삼존 모두 원형의 두광과 복

연의 연화대좌를 표현하였다. 동면에는 본존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입상을 배치하였는데, 본존불

은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

고 있는 모습이다. 동면 본존불좌상의 높이 306cm이

고 서면 본존불좌상의 높이 317cm이다<사진 6>.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인 이 불상은 높

이 약 10m의 바위 면에 서쪽을 향해 앉아 있는 모습

【 사진 4 】 【 사진 5 】 【 사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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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신체는 선각하였고 얼굴과 손 등 중요한 부분

은 약간 도드라지게 새겨 강조한 독특한 조각수법으

로 조성되어 있다. 불상의 높이 224cm이고 무릎너비 

170cm이다<사진 7>.

1914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는 국립

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현재 불상이 있던 곳은 2

단으로 쌓은 축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내부에는 

기와편들이 흩어져 있다. 불상은 광배, 대좌를 완전히 

갖추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머리에는 크고 낮은 육

계가 알맞은 조화를 이루며 솟아 있고 사각형에 가까

운 얼굴은 원만하나 미소가 사라진 근엄한 표정이다.

통견의 법의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자

락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뾰족한 삼각형 끝단을 이

루고 있다. 왼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촉지인을 취하

고, 왼손은 오른발 위로 올려 약함을 쥐고 있어 항마

촉지인의 약사여래좌상이다. 광배는 원형에 가까운 

거신광으로 2줄의 선을 넣어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였

다. 내구에는 화불과 영락을 새겨 장식하였고 외구는 

다소 투박한 화염문을 새겼다.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3단의 8각대좌로 상대석에는 앙련의 이중연

화문이, 하대석에는 복련의 복판연화문이 있다. 불상

의 높이는 330cm이고, 무릎너비 110cm이다<사진 8>.

제6사지에서 상선암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서쪽 

암반을 바라보면 선각의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마애

불은 머리와 어깨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

으나 그 이하는 미완성된 상태이다. 소발의 머리에 육

계가 솟아 있고 둥근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짧은 목에는 삼도가 분명하고 넓고 각이 진 어깨는 미

완성이나 당당한 체구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불상의 

높이는 약 80cm이고 어깨너비 약 130cm이다<사진 9>.

상선암 요사체 바로 옆에 넘어져 있으며 상체와 

발 부분이 결실되었다. 보살상의 다리위로 흘러내린 

옷주름, 길게 드리워져 있는 띠와 영락장식 일부가 

확인되며 파손되기 이전에는 5m 이상의 큰 보살상이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높이는 290cm이고 최

대너비 100cm이다<사진 10>.

상선암 뒤편 약 150m 정도 떨어져 남향한 암벽상

에 높이 7m, 너비 5m의 광배형으로 생긴 암벽에 여

래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자연암반을 둥글게 다듬어 

광배로 삼고 그 내부에 여래좌상을 새겼는데, 고부조

의 머리에 세부는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볼륨을 강하

게 표현하였다.  

【 사진 7 】 【 사진 8 】 【사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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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는 편평하며 옷주름과 손, 발 등은 모두 선각

으로 처리하여 대조를 이룬다. 얼굴은 살이 올라 방

형에 가깝고 눈과 코, 입은 세밀하게 조각하여 예리

한 인상을 준다. 통견의 법의는 가슴 아래 깊게 U자

상을 이루며 내려오고 그 안에는 군의를 묶은 띠 매

듭이 표현되었다. 옷 주름은 선각으로 구불구불하게 

복잡하며 느슨하게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

서 엄지, 중지, 약지를 맞대고 설법인을 취하고, 왼손

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결가부좌 무릎 위에 올려놓았

다. 대좌는 중대석이 생략된 채 앙련과 복련이 맞붙

어 있고, 앙련과 연판 내부는 보상화문으로 장식하였

다. 불상의 높이는 521cm이고 무릎너비 350cm이다

<사진 11>.

마애여래좌상과 같은 바위의 배면에 있다. 통견

의 법의로 감싼 체구는 건장한 편이며, 둥근 얼굴에 

눈은 가늘고 길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을 올려 설법인

을, 왼손을 들어 가슴 앞에 올리고 있으며 원형의 두

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나 암면 전체에 균열과 마

모가 심해 세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통일신라 말

기인 10세기경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높이는 

150cm이고 무릎너비 105cm이다<사진 12>.

삼릉계석불좌상 발굴조사를 통해 석불좌상의 하

부구조와 건물지, 석탑지, 근대석축 등을 확인하였

다. 주요 유물로는 석탑지에서 출토된 석탑 부재 편 2

점과 근대 석축에서 출토된 석등 부재편 4점, 기와류 

등이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 석불좌상의 하부에서는 풍화

암반층 위에 조성된 기초시설이 확인되었다<사진

13,14>. 기초부 형태가 다소 조잡하나 안정된 암반 

위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적심석기초와 달리 암반의 

경사를 고려하여 석불좌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

적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전에 석불좌상이 원

위치에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현 위

치는 1920년대에 찍은 사진과 비교하여 동일하며, 주

변에서 석불좌상의 위치로 비정할만한 유구가 확인되

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가 조성 당시의 원위치

로 판단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등의 다른 주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

등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석등지의 위치 확인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경주 남산에 소

재한 석조문화재의 경우에 결실된 부분의 부재가 조

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까지도 인위적으로 옮겨

졌거나 자연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조

【 사진 10 】 【 사진 11 】 【 사진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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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세밀한 탐색 작업을 병행

하여야 할 것이다.

석탑지에서 출토된 석탑 부재편 2점은 국립경주박

물관 야외전시관에 전시 중인 삼릉계 삼층석탑의 결실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이 석탑의 원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추후 석

탑의 복원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15>.

삼릉계석불좌상은 항마촉지인을 맺고 연화좌 위

에 결가부좌한 석불좌상이다. 불상은 불두와 불신을 

따로 제작하여 결합하였다. 불상의 몸은 당당하면서

도 안정감 있게 조형되었다. 법의는 왼쪽 어깨에만 

두르고 오른쪽 어깨는 노출하는 편단우견식으로 걸쳤

는데, 얇게 몸에 밀착하여 신체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리고 정강이에서 발목으로 옷 주름이 비스듬히 흐

르고 있다.

광배는 간결하면서도 섬세하게 새겨진 화염문 등

으로 보아 우수한 조형성을 보인다. 한편 연화좌는 

상대에 앙련을 3단으로 새겼는데, 꽃잎 안에 다시 꽃

잎을 새겼다. 팔각의 중대에는 면마다 안상을 두었으

나, 하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 불상은 풍만하면서 당당하고 안정감이 있는 신

체 표현, 대좌와 공배의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조각 

수법, 몸에 밀착시켜 입은 얇은 법의, 발목으로 흐르

는 옷 주름 등으로 보아 석굴암 본존불상에서 완성

된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양식과 수법을 충실히 따르

고 있으므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의 조형방

식은 불두와 동체를 각각 별석으로 분리 조형하였는

데 동체 상단에 촉을 조각하고 불두에 공을 마련하여 

결구하였다. 별조 방법으로는 결구 방법에서 첫째, 

동체부에 촉을 조각하고 불두에 공을 마련하는 방법. 

둘째, 동체부에 공을 내고 불두에 촉을 조각하여 삽

입하는 방법. 셋째, 동체부와 불두의 양쪽에 공을 마

련하고 철심을 이용 결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경주 남산 삼릉계 제6사지 삼릉계석불좌상이 위

치하고 있는 남산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백악기 

대구층의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각섬석흑운모화강

암, 흑운모화강암과 알칼리화강암, 그리고 제3기 유

문암질 화산쇄설암과 충적층으로 구성된다(Chang. 

K.H.,1975).

【 사진 13 】 【 사진 14 】 【 사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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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두부와 육계는 미생물의 침해로 흑회색 및 암녹

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사진 24 a>. 결실된 안면부 

첫 번째 삼도와 뒷목까지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었다

<사진 24 b>. 육계와 나발은 풍화로 인하여 마모되었으

며 백호 주변에 표면 탈락이 관찰되었다. 안면 얼굴에

는 주황색 고착지의류와 목 주변 보수 부분에는 진한 

회색 고착지의류가 고착되어 있다<사진 16, 17, 18>.

불신 어깨와 양팔 오금 부분에는 녹색의 미생물에 

의한 침착이 관찰되고 왼쪽 손은 약간 깨어져 결실되

【 표 1 】 

【 표 2 】 



253 Jeong, Min Ho    

어 있다<사진 25 c, d>. 전면 양발 사이와 왼쪽 무릎

에는 검게 변색되어 길게 띠 모양으로 흘러내리고 있

으며 약 2~3mm의 박리현상과 촛불에 그을린 흔적으

로 오염되어 있다<사진 19>.

상대석 전면에는 전체적으로 녹색 및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고 광물입자의 박락으로 요철이 매우 심

하다. 앙련 아래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진균류, 녹황색 고착지의류, 진한 회색의 엽상지의

류, 회색 및 회녹색 고착지의류가 고착되어 생물학적 

풍화의 영향이 심하다<사진 19, 20>, <사진 24 e, f >.

중대석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

고 광물 입자 박락으로 표면이 매우 거칠다. 석재 내

부의 광물이 대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그 

산화물이 표면에 다갈색으로 변색되어 나타나며, 중

대석 하부와 하대석 사이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충

전되어 있으며 접합부를 따라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다<사진 20>, <사진 24 g, h>.

하대석은 부분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고 많은 부

분이 깨어져 있다. 하대석 전체가 노출되어 하부는 

할석으로 채워져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은 토양의 유

실로 인해 부분적으로 암반이 드러나 있어 토양 유실

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감을 초래하고 있다. 

상대석 상면에 광배와 연결되었던 방추형 홈이 2

개소 천공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매우 검붉게 풍화된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사진 24 i, j>. 석불좌상 엉덩

이와 상대석 접촉부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접합된 접착부를 따라 검게 변색되어 있고 부분적으

로 부식에 의한 분해 및 박락으로 표면이 깨어져 나

가 하얗게 변한 부분이 관찰된다<사진 24 k>. 석불좌

상의 등 부분에는 미생물과 조류에 의하여 부분적으

로 검은색으로 변색이 진행되고 허리 아래 일부분 들

뜸 현상과 박락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21>.

전반적으로 습기와 미생물, 유기물에 의한 변색과 접

착제로 사용된 시멘트에 의한 풍화가 관찰되고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 부분적인 박락 이외에도 조각할 당시의 충격

에 의한 표면 박락, 신앙숭배에 의한 촛불 등 인위적 요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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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훼손이 관찰되었다<사진 22, 23>, <사진 24 l>.

최근 5년간의 기상데이터를 참고로 Fooketal(1971)의 

기후와 풍화의 관계 모식도에 적용할 때 석조문화재의 

풍화영역 중 중간풍화영역(moderate decomposition)에 

해당된다. 

바람은 대기 오염물질의 공간적 이동에 중요한 요

소이다. 여름과 가을에 비해 봄과 겨울에 바람의 세

기가 강하다. 바람은 기압경도력에 의해 나타나는 공

기의 이동 상태이므로 계절에 따른 기압배치가 바람

을 결정한다. 경주 지역의 풍속은 8.4 로 타 지역

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

된다. 연중 남서 내지 북서풍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

정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바람의 이동은 존

재하지 않고 주풍이 부는 시기에도 계절 및 일교차의 

변화에 따라 바람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 경주 지역

에 위치한 문화재들은 극심한 풍화대에 속하진 않지

만 풍화를 받기 쉬운 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암석의 풍화작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광물입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화되어 

암석의 표면에 불규칙한 요철이 형성되게 하는 물리적 

풍화를 들 수 있다. 물리적 풍화와는 달리 암석을 이루

고 있는 광물들이 대기 또는 물과 화학적 반응으로 다

른 광물로 변하거나 용해되는 화학적 풍화가 있다. 삼

릉계석불좌상의 경우 조성된지 오랜 시간 동안 세월

에 따른 자연환경에 의한 물리적·화학적 풍화요인 

이외에도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남산의 일반적인 석조 조형물에 비해 

비교적 풍화가 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구성광물의 비열과 팽창계수의 차로 급격하게 온

도가 변화할 때 발생하는 분쇄 현상과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동결과 해빙의 반복과정에서 나타나는 균열

과 박락이 파손된 광배의 단면에서 관찰된다.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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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6 】 【 사진 17 】

【 사진 18 】 【 사진 19 】

【 사진 20 】 【 사진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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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4 】

【 사진 22 】 【 사진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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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사진 26 】【 사진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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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 석불좌상이 있는 경주 남산의 암상은 알칼

리화강암으로 담홍색의 중립 내지 조립질이며 정동구

조( )를 나타낸다. 주요 구성광물은 알칼리 

장석, 석영, 흑운모, 알칼리각섬석, 형석 등이며 저

어콘, 인회석, 자철석 등이 수반된다. 각섬석과 자철

석의 함량 변화로 하나의 노두에서도 불균질하며 정

동이 많이 관찰된다. 정동 내에는 석영, 형석 등이 관

찰되고 미량의 방해석들을 자형으로 함유하고 있다

(이준동·황병훈, 1999).

삼릉계석불좌상은 훼손 정도가 심각해 시급히 정

비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근대에 여러 부분이 시

멘트로 보수되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며, 광배

는 파손되어 유적 주변에 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불상 뒤편 자연 동굴의 입구를 막는데 광배 일부편이 

【 사진 29 】 【 사진 30 】

【 사진 27 】 【 사진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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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각 부재의 암석상태도 열화되어 있었다. 대좌, 불

상, 불두, 광배 등 각 부재는 상당부분 풍화가 진행

되어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의류와 녹조류 등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처리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각 부재는 시멘트로 보수한 부분이 많았다. 하대

석-중대석-상대석 간의 틈 및 상대석과 불상의 맞댄 

부위의 틈은 시멘트로 메워 놓은 상태였다. 메워 놓

은 시멘트는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가 상

당히 약해져 있어 약한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거나 부

스러졌다. 특히 상호의 소실된 부분도 시멘트로 복원

하여 형상을 제작해 두었는데, 안면부가 너무 길게 

만들어져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보수·정비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유적지 정비작업에 선행한 학술 발굴 조사    

실시를 통한 유적의 성격 구명

○ 훼손·오염 현황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과학적 보존처리

○ 수차례 검토·보완작업을 통한 유실부 신재 제작

○ 전통기법을 활용한 원상복구

○  유적 정비현황 완료보고회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 문화유산 정비 프로세스 지침 마련

○ 유적지 종합 정비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보수·정비는 ‘발굴조사 - 해체 및 현황조사 - 보

존처리 - 원상복구 - 주변정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재에 대한 조사 및 세척 등의 보존처리를 위

해 불상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졌다. 각 부재를 해

체·이동시켜 조사 및 처리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임시 작업용 비닐하우스

를 설치해 풍우 및 한파에 대비하였다.

불상의 해체 시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체용 

케이스를 제작하였다. 우선 불상 표면에 광목 등으

로 페이싱 처리를 하여 1차 보호조치를 하였다. 다음 

불상이 들어갈 수 있는 목재 케이스를 설치하고 불상

과 케이스 간의 공간에는 우레탄 폼06을 밀실하게 발

포하여 불상과 케이스가 일체화 되도록 하였다. 이후 

삼각대를 설치하고 밧줄을 이용하여 케이스를 미세하

게 이동시켜 불상의 이동을 완료하였다.

해체 후 각 부재에 대한 물리, 화학, 생물, 암석학

적 특성에 대한 보존과학적 조사와 문양 탁본조사 및 

3D Scanning 등이 실시하였다<그림 3~5>. 각 부재의 

3D Scanning 자료는 가상 복원에 이용하여 복원 완료

시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각 부재에 새

겨진 문양에 대한 조사는 탁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다. 탁본 조사를 통해 광배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과 

상대석의 연화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광배 편에 대한 탁본도는 임시로 그 조

각들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광배가 접합된 후의 상

황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탁본도는 3D Scanning을 통한 가상복원 도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 신속히 확보되어 유용하였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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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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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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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 

【 그림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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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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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처리는 부재세척과 부재접합 등으로 구분하

여 진행하였다. 건식, 습식, Steam, Sand Blasting 방법

을 이용한 세척을 통해 석불좌상의 각 부재(광배, 불

신, 불두, 상·중·하대석)에 서식하는 지의류와 녹

조류를 제거할 수 있었다. 파손부재는 Epoxy계열의 

수지를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작업장으로 옮겨진 석불좌상은 포장의 역순으로 

해포를 실시하였다. 목재 상자를 해체하고 톱, 칼 등 

도구를 이용하여 발포 우레탄을 조금씩 잘라내었다. 

염화비닐-공업용 랩-광목 천-솜포-한지 순으로 제

거하였다.

1920년대의 사진을 참고하면서 불두의 분리를 실

시하였다. 석불좌상은 외관상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

용하여 수리된 상태이나 원래의 양식을 따르지 않아 

원형이 훼손되고, 조악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불두의 

분리 시 안전을 위하여 불신은 염화 비닐로 감싸고 

10mm 노끈으로 띠를 만들어 불두를 삼각대에 고정 

하였다<사진 31>.

원형을 갖추기 위하여 보수 및 수리에 이용된 시멘

트 모르타르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에어콤프레셔 및 

무진동 전동공구와 정, 끌, 수술용 메스 등을 이용해 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안면에 붙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

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름 3mm의 무진동 드릴로 천

공하고 정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제거·분리 하였다.

분리된 불두의 안면은 오른쪽 광대뼈에서 왼쪽 뺨

까지 비스듬히 결실되어 있고 오른쪽 귀뿌리도 결실

되어 있다. 불두는 목 안쪽에 안으로 움푹 파내었다. 

불신의 촉이 맞닿는 지점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

되어 있고 단면에 흑색오염물이 침착되어 있다. 부분

적으로 표면 박락이 진행되고 있었고, 요철풍화로 표

면은 매우 거칠었다. 정확한 고증과 원형 복원을 위

하여 불두를 복제하여 모형을 제작하고 3D 스캔을 실

시하였다<사진 32>, <그림 6>.

석불좌상의 목에는 삼도가 새겨져 있고 그 상단 중

앙에 촉을 내어 결구를 하였다.07 이와 같이 별조 제작

방식으로 조성된 불상으로는 굴불사지 사면석불 중 서

면에 조성된 아미타삼존불상을 들 수 있는데 암석 전

체를 신체로 삼고 두부는 암석 상단에 촉을 깎아 결구

를 하였고, 좌협시인 관음보살상도 이마 윗부분을 수

【 사진 32 】

07

【 사진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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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으로 다듬고 중앙에 촉을 내어 보관을 끼워 놓았다.

불신의 목 주변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정과 

메스를 이용하여 제거 하였다. 삼도 아래까지 시멘트 

모르타르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핸드

드릴도 병행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제거 결과 삼

도 일부분과 목덜미 일부가 결실되어 있으며 촉 부분

도 부분적으로 박락되었음이 관찰된다. 시멘트 모르

타르가 사용된 부재의 주변에는 주로 흑화현상이 많

이 관찰된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오랜 세월 동안 먼

지 및 수분 등과 접하게 되면 표면은 검은색을 띠게 

된다. 제거된 시멘트 모르타르 내부 절단면에서는 큰 

공극들이 발견 되었는데 이는 당시 제작 과정상 다짐 

불량으로 콘크리트가 치밀하게 다져지지 않고 시공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의 표면은 지의류 및 오염물질로 인한 표면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자칫 날카롭거나 단단한 

처리 도구의 사용은 석조물의 파손을 불러올 수 있으

므로 오염물질의 제거에는 주의와 조심성을 필요로 

한다. 석조물에 임의의 방안을 설정하고 세척력의 강

도를 비교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건식 세척을 실시하

였다. 세척 시 석재에 물리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모 붓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침과 수술용 메스을 사용하였다<사

진 33a~b>.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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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세척을 통해 제거되지 않은 고착지의류와 흑

색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극성 용매인 물을 이

용한 습식세척을 시행하였다. 물은 고착지의류의 구

성 세포 사이의 원형질 막을 통과함으로써 구성 세포

의 분자구조를 이완시키면서 분해되기 시작한다. 습

식세척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세척 전에 분무

기를 이용하여 석조물에 충분히 증류수를 분무하여 

불리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습윤된 상태에서 부드러

운 칫솔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습식 세척

을 실시하였다<사진 33 c>. 

에어콤프레셔를 이용한 고압공기세척도 병행하였

다. 이 방법은 비교적 풍화가 다소 덜 진행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압축된 공기를 이용하여 노즐

을 통해 증류수를 분사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세척을 

하였다.

습식 세척 후 표면에 남아 있는 고착지의류 등 

잔류 물질들에 대해 고압 스팀 세척기를 사용하였

다. 스팀은 건조한 암석 표면에 분사되어 남아 있

는 균사까지 제거되고, 잔류 오염 물질의 제거에 탁

월한 효과가 있었다. 스팀 세척은 클리닝 약품 처리 

후 2차 세척과정의 하나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

다<사진 33 d>. 시멘트 모르타르와 화학반응에 의한 

흰색 오염원과 황갈색 및 흑색 피각물은 스팀세척에

서도 제거되지 않아 선별적으로 건식 블라스팅을 실

시하였다. 

【 사진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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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5 】 ·

【 사진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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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에폭시

(Epoxy) 수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에폭시 수지는 다

른 수지들에 비하여 접착력이 우수하고 경화된 후 수축

력이 적고 접착 시 압축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경화된다. 에폭시 수지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

여 주제나 경화제를 선택하고 그 첨가량을 조절하여 사

용한다. 열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열팽창계수가 

매우 다른 피착재들끼리의 접착에는 상온 경화형이나 

가소성이 있는 경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수지는 아랄다

이트 AW106과 HV953u이다〔배합 비율 100:8(weight 

%)〕. 여기에 경화제로 사용되는 아랄다이트 HV953u

는 변성 포리아민으로서 저온에서 경화가 양호하며 

흐름성, 색, 안전성 등이 우수하고 환상지방족아민의 

경화촉진제로도 사용된다.

각 부재의 파손 부위 형상을 살펴보면 파손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표면이 풍화 및 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 접착 시킬 때 밀착 되지 않고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를 접합 보강하기 위해서는 수지나 

경화제만으로는 점도가 낮기 때문에 Aerosil(규산 미분

말), Giass micro balloon, 동질의 석분, Silica powder 등

을 혼합하여 점도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였다. 점도조

절제가 많이 사용되었을 때 응집력이 떨어지므로 접

합 전 대상 면에 저점도의 에폭시로 도포하여 응집력 

저하를 사전 예방조치를 하였다.

석조물 부재의 깨어진 부분이나 결손부 충전에는 

접합 전 탁본 조사와 실측을 통하여 멸실부에 대한 

복원 안을 제시하였다. 불상의 안면 및 광배 결실부

에 대한 신석 제작시 사용될 복원대상의 부재는 광배 

상부의 약 1/4로, 부재간 동질성 판단은 파괴분석같

은 과학적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문화재라는 특

성을 감안하여 육안에 의한 비교 판단으로 결정하였

다. 이러한 복원 대상 부재의 결정은 사전에 자문회

의를 거쳐08 그 의견을 따랐으며, 접합 및 복원에 사

용된 수지는 인장강도 실험 결과09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석불좌상은 표면박락이 진행되고 있어 미세 균열

부에는 저점도 에폭시 수지(L-40, L-40H)10와 동종

의 석분과 Silica powder를 혼합하여 충전 하였으며 배

면 허리아래 들뜬 부위에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충전 

접합하였다<사진 36, 37>.

깨어진 석재를 접합할 때 석재편과 접착제에 틈이 생

기거나 접합면에 집중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에는 하중

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강과 같은 금속제 봉을 박아 고

정시키거나 유리섬유 등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에는 보강용 금속봉을 수지로 완전히 피복하여 접착 후 

금속봉에서 녹의 분출을 막아주어야 한다<사진 38>.

수리 복원 시 결손 부위를 충전하거나 보강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동종의 석재편으로 모양을 만들어 

08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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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하여 수리 복원하면 되지만 비교적 작은 결손 부

위는 일반적으로 수지의석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때 

결손 부위보다 수지의석을 조금 높게 만들어준 후 수

지의석이 경화되면 석재면과 동일하게 연마한 후 도

투락 망치를 이용하여 질감을 맞춘다. 수지의석은 에

폭시 수지와 동질의 석분 알갱이를 혼합하여 비교적 

적은 결손부를 충전하여 보강한다<사진 39, 40>. 

미세한 균열부위에는 에폭시 아랄다이트 AY103과 

HV956을〔배합 비율 100:20(weight %)〕, 표면처리에는 

저점도 에폭시 L-30을 사용하였다.

광배는 모두 9편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상부는 

신석으로 가공하여 접합하였다. 광배의 전체적인 도

상 연구를 위하여 각 부재별로 탁본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결손부위의 복원 안을 도출하였고 신석 가공

부재에 사용된 석재는 남산화강암으로 자문회의 승인

을 거쳐 제작하였다. 편들의 깨어진 단면에는 미세균

열이 발생되어 접합이 용이하지 않았다. 크랙과 미세 

균열이 많이 발생한 단면에는 저점도 에폭시를 사용

하여 경화 및 충전을 한 후 에폭시 아랄다이트로 접

합을 하였다<사진 40, 41>.

【 사진 40 】 【 사진 41 】 

【 사진 38 】 【 사진 39 】 

【 사진 36 】 【 사진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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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 사진 42 】 【 그림 7 】

불두 상호 복원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

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자문회의 결과 현존하는 통

일신라 석불의 상호( )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요

구되었다. 이에 유사양식의 석불좌상을 선정하여 각 

유적 현장을 답사하여 그 양식 및 특징을 파악하고 

및 세부형식을 조사11하였다. 조사작업을 통해 두부

( )의 윤곽선과 길이, 비례, 상호 표현 등을 참고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음 단계인 가상 도안 제작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사진 42, 43 a~e>.

불두 상호 현황에 대한 세부촬영, 실측, 정밀 조사

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불두 상호 및 불

상 전체의 3차원 정밀 스캔 작업을 통해 각부 상세 치

수 등을 파악하였다. 3차원 정밀스캔 데이터는 필요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병합작업을 

거쳐 CAD도면화 하였으며, 불두 상호에 관한 다양한 

자료12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7>.

사례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상도안을 작성하였다

<사진 43 f>. 동시에 불교미술사(불상) 전공자에게도 

가상도안 작성을 의뢰하여, 상호 비교 검증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을 제작하였다<그림 8>.

불두 복제는 실리콘 수지를 이용하여 제작하였

다.13 실리콘 수지는 형틀 제작 원료로 자유 변형이 

용이하며, 원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섬세한 부

분까지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다. 결손된 불두의 안면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모

델로 활용하기 위하여 불두 모형은 결손된 형태로 

제작하였다.불두에 이형제를 도포하고 원형의 외부 

틀을 제작한 후 불두를 놓고 주형재로 실리콘 고무

(Silicone rubber : KE 1402)를 사용하여 복제용 틀을 제

작하였다. 경화 후 절단선을 따라 절개한 후 불두를 

탈형하고 복제용 틀에 석고와 포록(Porrok)을 주입한 

후 경화시켜 탈형하였다.

불두 기본 모형 제작이 완료된 후 가상 도안을 토

대로 유토를 이용하여 복원 모형을 제작하였다. 복원 

모형은 4단계에 걸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기존의 석재 불두와 동일한 기본 모형을 석고로 제작

하였다. 유토 모형 작업은 전문 불교조각가 및 가상 

도안을 작성하였던 불교미술사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실 작업 중에는 도상을 제작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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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미술사 전공자 등 관계자가 함께 입회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작업함으로써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

고자 하였다.

1차 모형 작업에서는 2개의 가상 도안을 토대로 

【 사진 43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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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 제작 후 다시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비교·검토한 결

과 1차 모형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제작된 모형을 실

제 불신에 올려본 결과 턱 부분의 길이 및 양감에 차

이가 있어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었다. 따라서 불신에 

불두를 올려놓은 채 상호 부분을 복원하기로 결론짓

고 수정에 들어갔다. 2차 모형 작업은 유적 현장에서 

불신 위에 석고 모형을 올려놓고 진행하였다. 1차 모

형 작업 때와 동일하게 2개의 가상 도안을 토대로 2

개의 모형 안을 제작하였다. 모형 제작이 완료된 후 

다시 유적 현장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

과 <사진 44>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모

형 제작 직후 개최된 자문회의에서는 세부 표현의 수

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콧망울의 길이를 

약간 줄이고, 인중 및 입술 부위, 턱 아랫부분의 양감

을 조정하는 등의 미세한 표현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3차 모형을 제작

하였다. <사진 44> 3차 모형은 양감을 비롯한 형태에 

있어 전체적인 윤곽이 갖춰져 있어, 약간의 세부 수정

만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의 자문회의는 불교

조각가와 자문위원이 함께 자리하여 앞서 제기된 수

정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반영하여 미세하게 수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세부 수정 작업을 여

러 번 걸친 후 4차 최종 모형을 제작하였다<사진 44>.

최종 복원 모형이 완성되고 문화재위원의 검토가 

진행된 후 본격적인 불두 제작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

다. 불두 상호를 전문으로 만들어 온 문화재 수리기

능자(한식석공, 조각공)가 참여하여 복원 모형과 상

호 비교해가며 석재를 다듬어 제작하였다. 

한편, 제작 당시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였

다. 원 불두와 이어지는 부분의 석재는 매우 얇게 가

공해야 했는데, 가공시 석재 일부분이 파손되어 재작

업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원 불두의 내부 형태와 신

재로 제작된 상호 부분과의 접합부 형태를 맞추는 그

랭이 작업 과정에서도 미세한 오차가 생기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사진 45>.

【 사진 44 】

【 사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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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불좌상 상대석과 불상 및 광배 사이에는 3개의 

연결 공이 있다. 연결 재료는 철제 금속으로 불상과 

광배, 상대석을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추정된다. 

광배 하부에 좌우로 2개, 불상 중심부에 1개가 있다. 

상대석 상면은 폭 약 37~42mm, 깊이 92~100mm 내

외로 방형 구멍을 내고 각 부재를 철제 금속으로 연

결하였다. 기존에 있던 연결 금속의 주요 성분이 철

제로 제작되어 있어 주변에는 철 녹의 부식에 의해 

적갈색으로 변색되었고, 금속은 산화되어 일부분 철

심의 형태로 남아 있어 구조적으로 불상과 광배를 지

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연결 공에 대한 간략한 실측을 한 후 포록14을 삽

입하여 내부 형태를 본떠 모형을 제작하였다. 각 부

에 5~10mm의 여유를 두고 꽂임 촉 모형을 만들었

다. 꽂임 촉 제작을 위하여 티타늄 Plate15를 구입한 후 

각각의 크기에 따라 각 모서리를 절삭해 나가는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형태를 비슷한 정도까지 제작

한 후 현장에서 실제 삽입시키면서 절삭하였다<사진 

46>.

14
15

’

[ 표 4 ] 



275 Jeong, Min Ho    

16

【 사진 46 】

기초부의 재료는 강회를 이용하여 이용하여 판축 

다짐 하였다. 강회의 혼합 비율은 문화재수리시방서

에 따라 생석회 128kg당 마사토 1.1m2를 혼합하였다. 

마사는 현장 발굴시 확보된 흙을 체질하여 사용하였

다. 기초는 석불좌상 하부의 풍화암반층부터 시작하

여 다졌으며, 다짐을 위한 목달고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16<사진 47>.

【 사진 47 】



276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3

부재의 원상 복구는 기초부의 경화가 진행된 후 

2차 혼합토를 깔고 철제 삼각대를 이용하여 안전하

게 진행하였다. 하대석-중대석-상대석-불상-광배

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하대석은 해체 기존에 기준으

로 잡아두었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시켰다. 하

대석의 높이는 『 』17 및 『

』18의 사진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사진을 찍은 위

치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체 전의 상

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해체 전에 하대석 하

부에는 크고 작은 석재들이 놓여 있었으며, 하대석

은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어 하대석 전체가 훤히 드러

나 있었다. 그러나 하대석 하부면의 다듬기 상태를 

보면 형태가 고르지 않은 자연암석 그대로의 모습으

로 남아 있어, 지중에 묻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도 해체 전 하대석 하부를 받치고 있던 석재들

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후대에 하대석 하부

가 드러나거나, 혹은 보수시 석재를 끼워 넣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하대석의 높이는 자료가 남아 있는 

1900년대 초의 모습을 기준으로 복구하였다.

중대석 복구시에는 하부 바닥면의 상태가 문제가 

되었다. 중대석을 해체 전의 상태로 복구하자 불안정

하게 흔들렸다. 지지점이 최소 세 지점은 되어야 하

는데 두 지점밖에 되지 않아 생긴 현상이었다. 이에 

중대석을 반시계 방향으로 1/8각(45°)씩 회전시켜 안

정된 방향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전면적인 해체 보수

가 있었다면 중대석의 방향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 것

이라는 가정하에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찾기 위한 방

법이었다. 그 결과 135° 방향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중대석의 안상 형태는 8면에서 크게 다른 모

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중대석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

으로 안치되었기에 135° 회전시켜 복구하였다. 이후 

상대석과 불상, 광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차례로 진

행되었다. 상대석의 경우 불상의 옷자락이 표현되어 

있고, 불상과 광배는 하부에 꽂임 촉이 있어 놓이는 

자리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한편, 광배와 불상이 모두 안치되자 광배의 기울

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광배가 불상에 자

연스럽게 기대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보기 드물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불상과 광배가 개별로 

구성된 불상의 경우에는 광배가 독립한 형태가 많았

고, 불상과 광배가 일체로 구성된 불상의 사례도 소

수 있었다. 이에 자문회의를 통해 광배와 불상의 안

치 모습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로 기댄 모습이 적

정한 형태라는 결론을 지었다. 이를 통해 광배와 불

상 하부의 꽂임 촉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는

데, 광배와 불상이 서로 지지할 경우, 밀려서 움직이

지 않도록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상 복구는 모두 인력으로 이루어졌다. 삼각대, 

체인블록, 고정로프를 이용하여 이동시켰으며, 세부 

드잡이시 지렛대를 이용하여 조금씩 방향을 바꾸어 

놓거나 위치를 옮겼다. 각 부재를 안치시킨 후에는 

부재가 자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공백기를 두고 

다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이동이 완료된 후에는 각 부재의 수평, 

수직 조화 및 위치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위치와 각도

를 변경·수정하는 작업을 거듭하였으며, 조화로운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17 『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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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8 】 【 사진 49 】 

【 사진 50 】 【 사진 51 】 

【 사진 52 】 【 사진 53 】 

【 사진 54 】 【 사진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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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삼릉계석불좌상(보물 제666호)은 경주 남산

(사적 제311호) 삼릉계곡의 중턱에 위치하는 통일신

라(8~9세기경)시대의 불상이다. 벌어진 어깨, 가슴과 

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 넓은 무릎, 목 부분에 

표현된 삼도, 우견편단의 얇은 법의 등의 표현은 당

시 석불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광배는 파손

되어 주변에 흩어져 있었으며, 상호의 일부는 시멘트

로 보수되어 부조화스러운 모습으로 있어, 시급한 보

수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사·정비작업은 첫째, 석불좌상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둘째, 불상 및 각 부재의 현황조사 셋

째, 오염부재의 세척 및 접합 등의 보존처리 넷째, 상

호 및 광배 유실부의 신재제작 다섯째, 석불좌상 원

상복구 및 주변정비 순으로 진행되었다.

석불좌상 주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불상 남쪽에 

건물지를 확인하였으며, 석등 및 석탑의 부재편, 납구

【 사진 56 】 【 사진 57 】 

【 사진 60 】 【 사진 61 】 

【 사진 58 】 【 사진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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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등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석불좌상의 기초부는 풍

화암반층에 지지하고 있었으며, 깨어진 석재로 하대

석 하부를 괴어 후대에 보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석불좌상의 형태, 물리, 화학, 암석학적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3D Scanning, 실체현미경 촬영 및 풍화

훼손지도 작성 등을 수행하였다. 각 부재의 3D 스캐

닝 자료는 가상 복원에 이용하여 복원 완료시의 모습

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실체현미경을 통하여 

확대한 표면의 모습을 본 결과 여러 종류의 고착지의

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부재의 표면 

오염조사를 통해 녹조류, 지의류, 피각, 풍화현황 등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석불좌상의 각 부재(광배, 불신, 불두, 상·중·하

대석)에 서식하는 지의류와 녹조류를 제거하기 위하

여, 건식, 습식, 스팀, 샌드블라스팅 세척을 병행하였

다. 파손된 각 부재는 Epoxy 계열의 수지를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신재제작 불두 상호(안)에 대한 추정을 위해 현존

하는 통일신라시대 석불의 상호에 대한 정밀한 조사

를 하여 두부의 윤곽선과 길이, 비례, 상호 표현 등 

세부형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상도안을 작

성하여 기본적인 비례, 형태 등을 미리 살펴보았으

며, 유토를 이용하여 복원 모형(안)을 제작하였다. 복

원 모형은 4단계에 걸쳐 수정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

의 검토가 진행된 후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석공, 조

각공)와 함께 석재로 상호 유실부를 제작·접합하였

다. 한편, 광배를 구성하는 부재의 편은 총 10개가 수

습되어 접합처리 하였으나, 두광 상부에서 광배 상면 

끝부분까지의 부분은 찾을 수 없어 신재를 그랭이질

하여 접합한 후, 조형하여 통일신라시대 원래 광배의 

윤곽에 가깝도록 제작하였다.

원상복구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부재는 원위치로 

이동하여 원 모습으로 복구하였다. 석불좌상의 기초

부는 강회를 섞어 다져 견고히 보강한 후, 하대석 - 

중대석 - 상대석 - 불상 - 광배의 순으로 원위치에 

드잡이하였다. 이동이 완료된 후 각 부재의 수평, 수

직 조화 및 위치를 고려하여 세밀하게 위치와 각도를 

변경·수정하는 작업을 거듭하여 조화로운 모습을 만

들 수 있었다.

삼릉계석불좌상에 대한 보수정비는 ‘발굴조사 - 

해체 - 보존처리 - 정비’로 이어지는 유적지 정비·

복원에 대한 표준적인 지침 혹은 프로세스와 관련한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서 학문적·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더해 신라인의 신앙지( )

였던 경주 남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

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진행될 유적 주변 및 

관람동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이후에는 유용한 교

육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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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Buddhist cultural relics in Mt. Namsan. The cultural relics carry the spirit of people of 

Shila who dream of Buddhist Elysium and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nation. In the valley and the top of the moun-

tain and on various rock cliff, stone statues of Buddha and stone pagodas stand in harmony with nature. For that rea-

son, Mt. Namsan is called an open-air museum. And i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status for Gyeongdju in December 2000.

But sadly, there are many stone relics that have eroded away and damaged from collapsing in the passage of time.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a in Samreoung valley of Mt. Namsan is one of them. It was created between the 

8th and 9th century, and restored without much care nor extensive historical research in 1923. As a result, The face of 

the Buddha remained with concrete mortar and its nimbus fallen backward and destroyed. Therefore, restoration and 

repair as well as creation of a statue environment for the statue were urgent. So we immediately started in restoration 

and repair. 

First, through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around the stone Buddha, we carried the stone Buddha on the original 

position. In order to restore the statues to its original glory created by the Unified Shila Dynasty, we created a restora-

tion plan in corporation with art historians and historians, then restored the jaw and the damage nimbus.

Second, we made the weathering & damage map of the stone Buddha. In order to prevent second damage, we 

cleaned the surface of contaminants with distilled water. 

Third, we studied restoration method to prevent artificial damage. We recreated parts of his face and halo. Then 

each parts of the statue we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position.

In the whole process of restoration, we tried to use traditional techniques.

Key Words : Mt. Namsan, Gyeongju, Stone Seated Buddha Statue in Samreoung, a Halo, F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