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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선운사 도솔암마애불(보물 제1200호)은 자연암반의 절벽에 새겨진 높이 13.0m의 거 한 마애불 좌상으로 응회암,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 각력응회암 및 암편질 응회암 등의 화산암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 마애불의 상부와 하부는 

각각 열수변질과 세편화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마애불에 나타나는 손상유형을 크게 물리적 ,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로 

구분하여 요인별 훼손상태를 정밀 진단한 결과 , 물리적 풍화양상 중 박리박락과 결실이 각각 11.3%, 9.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박리와 미세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외선열화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

던 박리가 함께 나타났다. 마애불 기반암의 화학적 풍화지수와 풍화잠재지수는 각각 55.16~64.01 및 6.14~9.92로서 상당한 

풍화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변색은 암흑색, 적갈색 및 백색 변색이 주로 하부에서 두드러지며, 적갈색변색이 

6.9%로 가장 높다. 이들의 P-XRF 측정결과, 공통적으로 Fe 농도가 높으며, 암흑색변색 부위에서는 Mn, 적갈색과 백색변색 

부위에서는 S와 Ca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생물학적 풍화는 황갈색 고착지의류와 흑회색 고착지의류가 각각 20.8%, 
13.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마애불의 종합적 훼손율을 비교하면 물리적 훼손이 21.2%, 무기오염물에 의한 변색이 

10.8%, 생물학적 훼손율이 39.4%로 나타났다. 한편 마애불 표면 555지점에 한 초음파속도 측정결과 1,067~3,215㎧(평
균 2,274㎧)의 범위로 , 이를 풍화도지수로 환산하면 마애불은 중간풍화 (MW)에서 완전한 풍화(HW)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도솔암마애불, 응회암 , 풍화, 박리 , 변색 , 초음파 측정

ABSTRACT     The rock-carved Buddha statue at Dosolam (Korea Treasure No. 1200) of the Seonunsa temple in Gochang 
is unique style sculptured on natural rock cliff of 13.0m height. The Buddha statue is composed of volcanic complex 
with tuff, dacitic tuff breccia, tuff bereccia and lithic tuff. Especially, the Buddha statue is characterized by hydrothermal 
alteration and fragmentation on the upper and lower part. As a result of damage diagnosis, exfoliation and detachment 
of physical weathering are high of 11.3% and 9.3%, respectively. Infrared thermography analysis, exfoliation and 
micro-cracks occurred in the measuring parts that have not been confirmed by naked eyes.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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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절벽의 암면이나 거 한 바위면에 선각 또는 돋을새김 

기법 등으로 조상되어 있는 불상을 마애불이라 한다. 마애

불은 이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앙과 시  상황, 문화의 전

파, 지역적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인
문학적, 고고미술사학적, 불교미술사적인 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최근 보존과학 분야에서도 마애불의 보존을 위한 비파

괴 훼손도 평가, 미기상환경 및 거동특성 등을 해석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2,3. 이들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연암

반과 마애불의 암석학적 특징을 규명하고, 훼손요인별 풍

화상태와 손상 메커니즘을 해석하였다. 또한 마애불을 구

성하는 자연암반의 물성을 평가하였으며 마애불의 원형보

존 및 지속적인 보전에 필요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은 자연암반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칠송 에 새겨진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고려시  마애불 

좌상으로 1994년 5월 2일 보물 제1200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분의 석조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산기슭의 기 

중에 노출되어 오랜 기간 기상환경의 변화 및 인위적인 요

인으로 인해 균열, 박리, 박락, 암편 탈락 등의 물리적 손상

과 기반암 자체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이다. 또한 마애불 하

단에는 지의류, 조류, 균류, 선태류 등이 복합적으로 자생

하고 있으며, 잔디가 식재되어 이들이 미치는 수분의 영향

과 오염물로 인한 변색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애불의 암석학적 특성을 밝히

고, 요인별 훼손상태를 정밀진단하여 종합훼손지도를 작

성하고 훼손유형의 분포양상 및 훼손율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다. 또한 휴 용 XRF를 이용하여 표면 오염물질을 

정밀분석하고, 비파괴 기법인 초음파 측정을 통해 암석의 

물성 및 풍화도를 비교분석하여 마애불의 보존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 자료는 마애불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나아가 야외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유사한 석조문화재의 종합적 보존연구와 과학적 시

스템 확립과 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 황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은 도솔암에서 낙조 로 가는 길

목의 암벽에 새겨진 거  마애불로써 높이 13.0m, 너비 

3.0m로 고려 초에 유행한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는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5m 정도 위에 

3단 각형의 연화 좌 위에 앉아있다(Figure 1A). 마애불은 

뾰족한 육계가 표현된 머리 정상에서부터 상현좌의 하반

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정확한 이등변 삼각형의 구

도를 따르고 있으며, 머리 정상에서 양 어깨에 이르는 불신 

주위는 얕게 파내어 감실을 의도하였다4.
불두 윗면에는 마애불의 중심선상에 4개의 구멍이 있

고, 그 좌우로 각각 일정한 거리를 두고 2개씩의 구멍이 뚫

려 있으며, 좌우면의 구멍 가운데 두 곳에는 가구재로 보이

는 목재가 끼워진 채 남아 있다(Figure 1B). 이는 북한산 

구기리 마애석가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상 앞

에 전실을 마련하였던 목조전실의 가구 흔적으로서 마애

석굴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5. 동학농민전쟁 때의 비밀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설로 인해 도솔암마애불을 주목받게 

한 마애불 가슴 중앙의 복장 부분에는 별석을 끼우고 그 주

and weathering potential index of host rock for the Buddha statue are 55.16 to 64.01 and 6.14 to 9.92 which are represented 
within highly weathering degree. In surface, dark black, reddish brown and white discoloration are observed prominently 
in the lower. Brown discoloration 6.9% is highest. According to the P-XRF measurements, high concentration of Fe in 
common, in part of dark black discoloration was Mn, white and brown discoloration in part of S and Ca content were 
higher. Biological weathering that yellowish brown and dark gray crustoes lichenes appeared by 20.8% and 13.3%, respectively. 
Therefore, comprehensive deterioration rate of Buddha statue show physical damage by 21.2%, discoloration for inorganic 
contaminants by 10.8% and biological damage by 39.4%.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carried out of Buddha statue 
on the surface by 555 points. Measured value of ultrasonic velocity was about 2,273㎧(1,067 to 3,215㎧), and weathering 
coefficient is 0.5(0.4 to 0.8) that progress on MW(moderately weathered) to HW(highly weathered) grade of rocks.

Key Word : Rock-carved Buddha statue at Dosolam, Tuff, Weathering, Exfoliation, Discoloration, Ultrasonic measur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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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강회로 막아 놓았다(Figure 1C).
도솔암마애불의 주변에는 특별한 보호 시설이 없으며, 

정면으로 불단이 조성되어 있어 직접적인 외부인 통제가 

어려우며, 인위적인 훼손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주변

에는 등산로를 따라 수목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암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직간접적으로 생물학적 훼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균열 및 미세 균열에 의한 

박리박락이 발생되어 있으며, 목조전실의 흔적으로 보이

는 방향의 구멍은 암편, 거미줄, 흙 및 이물질로 채워져 있

다. 또한 마애불 곳곳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

는 흑색, 적갈색 및 백색변색과 지의류 고사체에 의한 흑색

변색 등이 관찰된다(Figure 1D, 1E, 1F).

2.2. 연구방법

마애불의 정밀조사를 통해 구성암석의 분류와 전암

자율 측정 및 풍화작용에 따른 훼손 양상을 기록하였다. 또
한 마애불의 재질특성 및 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해 마애불 

암반에서 탈락된 암편과 주변의 자연암반에서 탈락된 암

편을 수습하여 편광현미경 관찰(Nickon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X-선 회절분석(Bruker D8 Advance 고온 

X-선 회절분석기) 및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 6335F)
을 관찰하였다. 구성암석의 화학성분 및 풍화에 따른 조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 원소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는 X-선 형광분석기(XRF), 유도결합 플라

즈마 분광분석기와 질량분석기(ICP-AES, MS), 중성자방

사화분석기(INAA)를 이용하였다.
다양한 풍화훼손 유형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

측도면을 바탕으로 물리적 및 구조적 손상, 표면변색과 생

물학적 풍화로 구분하여 풍화훼손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부재의 전체 면적에 한 훼손유형별 점유율

을 산출하였으며, 손상유형에 따른 정량적인 훼손 점유율

을 평가하였다. 특히 표면 변색에 해서는 휴 용 XRF(Innov- 
X System Portable XRF Analyzer)를 이용하여 오염물을 

정밀 분석하였다. 
마애불 구성암석의 전체적인 강도 추정과 균열 조사를 

통한 정량적 풍화도를 판단하기 위해 비파괴 진단기법 중 

하나인 초음파 속도(CNS FARNELL Model PUNDIT PLUS)
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값을 바탕으로 정량적 풍화도를 산

출하였으며, 마애불 입면도에 초음파 전달 속도를 투영하

여 2D 모델링으로 전체적인 풍화도를 파악하였다.

3.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고창 선운산 화산암체는 중기 내지 후기 백악기 화산분

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암류로 주로 응회암, 암편질응

Figure 1. Appearance of the Buddha statue. (A) Current appearance of the Buddha statue, (B) Head part of the Buddha 
statue, (C) Chest part of the Buddha statue, (D) Brown discoloration at the middle body part, (E) Dark and Brown 
discoloration at the middle body part, (F) Light green and brown lichen inhabited on the rock surface in right under
part of the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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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 안산암질암, 유문암질암 및 유문암질 용결응회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선운사 일 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응회

암은 신선한 노두에서는 암회색 바탕에 장석류와 석영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결정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및 소량의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다. 사장석은 약 20%를 차

지하며, 석영은 약 30% 정도이다. 용결응회암은 암회색과 

회갈색을 띠는 부분이 서로 교호하며, 암회색에서는 석영

과 장석이 관찰되며 길게 신장된 암편들이 산재한다6.

3.1. 전암대자율

마애불을 구성하는 암석의 자화강도를 측정하고 암상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암 자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암석이 함유하고 있는 불투명광물의 함량에 따라 그 세기

가 좌우되며 구성암석이 지니는 미세 자기적 성질과 자성

광물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수단이다. 이 

자율 분포는 암석의 화학조성, 산화상태, 성인적 환경에 따

라 달라짐으로 암석의 기재적 연구에서 선행되어지는 방

법이다.
자율 측정은 마애불과 기반암에 하여 암종별 및 층

리와 엽리 등으로 나누어 전면에 걸쳐 총 445회 측정하였

다. 이 결과,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은 0.10~0.62(평균 

0.32×10-3 SI unit)의 범위에 분포하며, 각력응회암은 0.09~ 
0.46(평균 0.22×10-3 SI unit)의 범위에 해당한다. 전체적으

로 열수변질을 받은 부분은 특히 낮은 자율 값을 보이며 

모두 티탄철석 계열에 속한다. 반면 암편질응회암은 1.03~ 
2.81(평균 1.93×10-3 SI unit)의 분포영역을 보이며 자철석 

계열에 포함된다.
마애불 상부 엽리발달 부위의 자율 분포 범위는 

0.29~0.47(평균 0.40×10-3 SI unit)이며, 하부의 층리발달 

부위는 0.02~0.30(평균 0.13×10-3 SI unit)를 갖는다(Figure 
2). 이처럼 하나의 암체 내에서 자율 값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마애불을 이루는 암반은 여러 번의 화산작용이 중첩

된 복합암체로서 조성과 생성과정이 조금씩 다른 여러 종

류의 암석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암석들은 

동일 화산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써 생성 이후에도 차

별적인 변질작용이 발생하여 부분적으로 암상이 다른 복

잡한 암석학적 특성을 갖는다.

3.2.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마애불은 하나의 암반으로 되어 있으나 구성암석은 각

력응회암,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 및 암편질응회암이 

공존하며 열수변질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관찰

된다. 마애불 구성암석들은 공통적으로 석영과 장석, 운모 

및 각섬석의 조암광물이 관찰된다. 특히 열수변질을 받은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의 기질은 자색과 흑회색의 미립 

광물들로 혼재되어 있으며, 중립질 및 조립질의 석영 입자

들이 뚜렷히 관찰된다(Figure 3A).
열수변질을 받지 않은 각력응회암은 자색의 기질로 중

립질 또는 조립질의 불투명 광물들이 나타나며, 각력들 사

이로 석영 세맥과 많은 기공들이 관찰된다(Figure 3B). 각
력응회암은 자색 기질이 관찰되며 중립질 또는 조립질의 

불투명 광물들이 나타나고 각력들 사이로 석영 세맥이 관

통하고 있다(Figure 3C). 응회암은 자색, 녹회색 및 회백색 

등 다양한 색상을 보인다. 이들은 미립질의 기질로 각섬석, 
운모, 장석 등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각력응회암에

서 관찰되었던 동일한 기공이 관찰되며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Figure 3D).
광물조성,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의 생성을 규명

Figure 2. Diagram showing magnetic susceptibilities for host rocks of the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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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을 실시한 결과, 열수변질을 받

은 각력응회암들은 미립질의 기질을 보이며, 암갈색의 열수

변질 가 관찰된다. 또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는 세립질의 

석영, 사장석, 흑운모, 각섬석들은 변형된 조직을 보인다

(Figure 3E, 3F). 열수변질을 받지 않은 각력응회암은 암흑

색 비정질이 기질을 이루고, 중립질의 석영과 사장석이 나

타나며 흑운모는 변질을 받아 녹니석화되었다(Figure 3G).
응회암은 세립질의 석영과 사장석 입자가 일정한 층리

를 보이고 있으며, 풍화작용을 받아 광물 경계가 불분명하

고 균열이 관찰된다(Figure 3H). 주사전자현미경(SEM) 관
찰한 결과, 열수변질을 받은 암석 내부에는 광물입자와 점

토광물이 혼재되어 불규칙한 모습이 관찰되며(Figure 3I), 
각력응회암은 미립질의 기질에 장석 각력이 관찰된다(Figure 
3K). 응회암 내부에서는 입자간의 풍화로 인해 암편 일부

가 탈락된 흔적과 소량의 점토광물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Figure 3L).
조암광물 동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의 일부를 

분말화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각력응

Figure 3. Lithologies, microphotographs and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major host rocks for 
the Buddha statue. (A, E, I) Dacitic tuff breccia, (B, F, J) Tuff bereccia, (C, G, K) Lithic tuff, (D, H, L) 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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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은 각섬석, 석영, 사장석, 정장석 등의 광물이 동정되

었다. 그러나 열수변질을 심하게 받은 시료에서는 운모와 

조장석이 추가로 동정되었다. 응회암은 색상에 상관없이 

석영이 주류를 이루며 이외에 사장석, 정장석, 운모, 각섬

석, 조장석 등이 동정되었다(Figure 4). 

3.3. 지구화학적 특징

마애불의 구성암석을 상으로 화학조성 및 풍화에 의

한 원소의 상 적인 이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시료를 

선정하여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주

성분 원소는 거의 유사한 함량을 보이고 있으나 MnO는 

0.02~0.12wt.%, Na2O는 0.15~5.57wt.%로 각각 최  6배, 
37배의 차이를 보인다. 분석된 시료들을 화강암의 평균조

성7,8으로 표준화한 결과, 구성암석 모두 SiO2, Fe2O3, K2O, 
TiO2는 기준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Al2O3는 부화, MgO
는 결핍되어 있다.

미량원소는 모든 시료에서 As, Cr, Ni이 부화 양상을 보

이며, 그 외의 원소들은 결핍양상이 나타난다. 미량원소의 

거동은 불규칙한 경향을 가지나 부분 동일한 경향을 보

인다9,10. 희토류원소는 모든 암석에서 유사한 함량을 보이

며 거의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인다. 부분 경희토류가 중

희토류보다 부화되어 있으며 경희토류에서 중희토류 원소

로 갈수록 점진적인 결핍양상을 나타낸다.
다양한 풍화작용에 의한 원소들의 거동특성과 부화 및 

결핍정도 등의 화학조성을 근거로 화성암의 풍화지수로 

잘 알려진 CIA(chemical index of alteration)와 WPI(weathering 

Figure 4.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showing the
host rock of the Buddha statue. A; amphibole, Al; albite,
M; mica, O; orthoclase, P; plagioclase, Q; quartz.

Table 1. Contents of major (wt.%), some minor and rare
earth element (ppm) for host rock of the Buddha statue.
 

No.
Dacitic tuff

breccia
Tuff

breccia Tuff

DS-1 DS-7 DS-10 DS-13 DS-14 DS-16
SiO2 78.72 74.91 76.40 74.74 78.25 75.48 

Al2O3 10.95 13.25 13.89 14.06 11.39 13.31 
Fe2O3 0.76 0.78 1.01 0.85 0.91 1.34 
MnO 0.04 0.03 0.02 0.12 0.03 0.02 
MgO 0.08 0.08 0.30 0.14 0.06 0.27 
CaO 0.53 0.06 0.14 0.91 0.05 0.17 
Na2O 2.94 0.48 5.42 5.57 0.15 4.18 
K2O 4.85 10.23 2.25 2.91 8.89 3.29 
TiO2 0.14 0.16 0.15 0.18 0.16 0.24 
P2O5 0.04 0.01 0.02 0.01 0.01 0.03 
LOI 1.64 0.95 1.13 1.37 0.92 1.89 
Total 100.70 100.90 100.70 100.90 100.80 100.20 
As 2 25 4 2 2 18
Ba 571 613 315 444 229 766
Be 2 2 2 2 2 2
Cr 30 31 16 16 112 45
Cu 9 29 10 16 7 5
Ni 20 18 15 14 53 32
Pb 13 23 7 37 43 15
Rb 150 240 100 70 170 120
Sr 48 20 77 56 13 138
Zn 27 55 54 75 56 59
Zr 114 126 118 144 127 147
La 40.7 44.5 31.9 52.2 43 38.4
Ce 73 78 57 81 78 62
Nd 27 31 21 29 30 24
Sm 5.2 5.1 4.4 6.2 5.1 5.0
Eu 0.9 0.9 0.6 1.0 0.9 0.8
Tb 0.5 0.5 0.5 0.6 0.5 0.5
Yb 2.4 2.2 1.8 2.4 2.5 2.1
Lu 0.3 0.3 0.3 0.4 0.4 0.3 

CIA* 56.82 55.16 64.01 59.96 55.62 63.53 
WPI** 6.84 9.92 7.02 8.23 8.25 6.14 
Fe2O3; as total FeO, CIA*;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by 
Nesbitt and Young (1982; 1984)11,12, WPI**; weathering 
potential index by Nesbitt and Young (1982; 19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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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index)를 구하여 정량적인 풍화도를 산출하였다11,12. 
이 결과, 열수변질을 받은 각력응회암의 화학적 풍화지수

(CIA)는 55.16~56.82(평균 55.99)이며 각력응회암은 64.01, 
응회암은 55.62~63.53(평균59.70)의 값을 보인다. 풍화잠

재지수(WPI)는 열수변질을 받은 각력응회암이 6.84~9.92 
(평균 8.38), 각력응회암 7.02, 응회암 6.14~8.25(평균 7.54)
를 나타낸다. 이는 모든 구성암석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

았다는 것을 지시하는 값이며 일부는 이미 완전 풍화단계

에 진입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손상도 정 진단

4.1. 물리적 풍화와 적외선열화상 분석

도솔암마애불은 야외에 있는 부분의 석조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암편 탈락, 박리, 박락 및 미세 균열 등의 물리

적 풍화가 가중되어 있으며, 특히 상부에서 심하게 나타난

다. 마애불의 구성암석인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 및 암

편질응회암은 암편의 크기가 다소 크며, 암석 표면의 약화

로 인해 곳곳에서 암편이 탈락되었다(Figure 5A). 암편이 

탈락된 곳에는 거미줄, 벌집 등 생물의 서식지와 지의류가 

자생하여 이차적 풍화를 야기하고 있다.
마애불의 전면에는 수많은 미세 균열이 나타나며, 이를 

따라 박리박락이 산재한다. 이는 마애불 상부에서 두드러

지게 관찰되며, 표면 풍화와 함께 박리층이 박락된 부근에

서 입상분해가 확인된다(Figure 5B). 마애불의 좌 하단

부는 다른 암반에 비해 쇄굴되어있다. 이는 인위적 및 자연

적 훼손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세편화 작용으로 인해 표면

에 많은 균열들이 발달되고 약한 충격으로도 암편이 탈락

될 정도로 물성이 약화되어 있다(Figure 5C).

Figure 5. Physical, chemical damages and infrared thermography images of the Buddha statue. (A) Break out of the 
surface, (B) Exfoliation and granular disintegration of surface, (C) Micro-cracks and small pieces on the rock surface
in under part of the statue, (D) Black discoloration on the lower part, (E) Brown discoloration on the right knee of the 
Buddha, (F) White discoloration on the lower part, (G, H, I) Infrared thermography images against exfolia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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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불에 발달되어 있는 미세균열에 따른 박리층의 정

밀한 면적과 위치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적외선열

화상 분석을 실시하였다13,14. 적외선열화상 측정은 총 37지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측정지점 선정은 타진법으로 미세

한 음파차이를 이용하여 박리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후 

박리부위를 촬영하고, 박리를 중심으로 적외선열화상 카

메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 흰색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지점이 고온을 나타내며, 이는 박리가 가장 심한 영역으로 

마애불의 부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박리가 확인된다. 
마애불의 표면 온도는 최소 3.2℃에서 최  42.6℃로 표면 

온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인위적인 열에 의해 상

승한 공기층이 많다는 것을 지시한다. 
마애불은 균열 부분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

로 20℃ 이상의 높은 표면 온도의 박리 파단면이 관찰되어 

박리현상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Figure 5G). 또한 육

안 및 타진법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박리현상이 균열 부분

의 열화상 촬영 결과에서 확인되었다(Figure 5H, 5I). 따라

서 마애불의 박리현상은 균열의 발달로 인해 발생된 것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박리로 마애불 내부에 공극이 형성되

고, 더 나아가 물리적 풍화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4.2. 화학적 풍화와 무기오염물 정 분석

도솔암마애불의 구성암석에는 모든 종류의 장석이 존

재하며, 장석류의 풍화과정에서 철이나 망간 성분이 유리

되어 수산화철 또는 수산화망간을 형성하면서 변색을 야

기하였다. 마애불 표면에 나타나는 변색은 상부보다 하부

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암흑색변색은 상부에서는 육

계가 표현되어 있는 불두의 우측 상단부와 코 부분의 좌측 

하단, 삼도가 표현되어 있는 목 아랫부분에서 나타난다. 하
부에서는 좌의 연꽃무늬가 있는 우측 암반과 세편화 작

용이 발달되어 있는 좌우측의 암반에 넓게 분포한다(Figure 
5D). 적갈색 및 황갈색 변색은 육계가 표현되어 있는 불두

의 좌측 상단 암반과 맞닿아 있는 양손의 하단, 우측 무릎

에서 관찰되며(Figure 5E), 세편화 작용이 발달되어 있는 

하부에서는 암흑색 변색과 함께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세편화 작용이 발달된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회백

색 침적물이 관찰된다(Figure 5F). 백화현상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 용해되어 있던 가용성 무기염류가 석출되

어 석재 표면에 고체상의 회백색 분말 및 피각물질을 형성

하는 것으로 CaCO3가 검출되었다. 이는 암석 내의 칼슘, 
시멘트 및 강회와 같은 석회질 물질, 기가스 등이 용해된 

Table 2. Concentration (ppm) of representative elements and points by P-XRF analysis for the surface and discoloration
contaminants of the Buddha statue.
 

No Color Ca Fe K Mn Ni P S Zn
1

Fresh rock
0 3,682 37,575 152 85 0 0 36

2 0 3,070 59,530 135 0 0 0 21
3 0 2,427 47,165 166 86 0 0 17
4

Fresh rock
(Foliation part)

556 3,843 10,608 127 0 0 0 21
5 774 3,506 9,009 159 0 0 0 41
6 632 2,873 8,622 0 0 0 0 15
7 420 2,881 14,435 0 0 0 0 20
8

Reddish brown
discoloration

53,521 9,453 10,908 148 73 36,996 13,966 29
9 104,016 13,543 16,065 151 108 30,884 20,325 44

10 56,127 9,010 30,618 0 87 24,061 8,181 16
11 43,515 15,117 18,616 285 0 0 10,350 32
12

Dark black
discoloration

9,558 7,510 41,867 20,036 103 0 6,516 90
13 3,374 6,043 48,167 23,089 0 21,398 0 40
14 4,627 9,805 51,292 26,996 0 0 0 67
15

White
discoloration

137,749 6,549 14,528 520 74 39,145 101,865 68
16 57,329 4,468 18,577 106 0 0 95,965 45
17 69,630 8,869 10,992 210 0 0 15,924 111
18 Cement

Material
434,334 5,950 15,659 174 0 0 150,627 20

19 396,062 3,772 6,272 0 0 0 374,0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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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반응하여 생성된다. 현재 마애불 가슴의 복장 주위는 

시멘트 몰탈로 채워져 백화현상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마애불에 나타나는 변색의 정밀분석을 위해 변색 양상

과 색도에 따라 P-XRF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신선한 영역, 
열수변질을 받은 신선한 지점, 적갈색변색, 흑색변색, 백색

변색, 시멘트 지점으로 총 38지점을 측정하였으며 표적

인 분석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 로 신

선한 영역에 한 변색 오염물 수치의 상 적인 값을 비교

하여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이 결과, 변색 영역에서는 신선

한 영역에 비해 특정 원소가 상 적으로 높은 함량이 검출

되었다. 특히 Fe는 공통적으로 신선한 영역보다 높은 양이 

검출되었다(Figure 6).
Mn은 신선한 지점에서 135~166ppm, 암흑색변색 지점

에서는 20,036~26,996ppm이 검출되었다. Fe는 신선한 지

점에서 2,427~3,682ppm이 검출되었으나 변색 지점에서 

6,043~9,805ppm이 측정되어 암흑색변색의 주요 오염원소

는 Mn과 Fe로 확인된다(Figure 6A). 적갈색변색과 백색변

색의 주요 오염원소는 S, Ca, Fe로 동일하며, 신선한 지점

에서 S와 Ca는 0ppm, Fe는 3,682ppm이 검출되었다. 적갈

색변색 지점에서 S는 8,181~20,325ppm, Ca는 43,515~104,016ppm, 
Fe는 9,010~15,117ppm으로 나타났다(Figure 6B).

반면 백색변색 지점에서 S는 15,924~101,865ppm, Ca
는 57,329~137,749ppm, Fe는 4,468~8,869ppm이 검출되

어 적갈색변색은 백색변색보다 철이 더 많이 검출되는 반

면, 백색변색은 S와 Ca가 높게 검출되었다(Figure 6C). 이 

결과는 향후 보존 처리시 변색 유형에 따른 각각의 적합한 

세정제의 선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3. 생물학적 풍화와 유기오염물

마애불에는 이미 생물종의 천이로 인하여 다양한 식물

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피해가 심각한 곳은 양측 가장자리

와 불두 상부, 암편이 탈락되어 생긴 홈과 하단부의 세편화 

작용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음지

로 인한 습한 지역이다. 마애불에 나타나는 지의류는 회백

색, 연녹색, 연갈색 등의 고착 및 엽상지의류로 불두에서는 

회백색 고착지의류와 지의류 고사체가 두드러지게 관찰된

다(Figure 7A). 하부와 양측면의 암반에는 연녹색, 황갈색 

등의 고착 및 엽상지의류가 혼재되어 착생하며 넓은 범위

에 분포하고 있다(Figure 7B).

불두 위의 암편이 결실되어 생긴 공간 내에는 황갈색 고

착지의류, 흑회색 고착지의류 및 연녹색 고착지의류 등이 

자생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단단한 피각물질로 암석 표면

에 고착되어 박리박락 등의 물리적 풍화와 변색에 의한 화

학적 풍화를 유발하여 마애불의 복합적인 훼손을 가중시

키고 있다. 마애불의 자연 암반과 지반이 맞닿는 부분에는 

잔디 및 초본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우측 암반에는 벽면

을 따라 넝쿨식물이 자생하고 있다(Figure 7C).
이들은 암석에 수분을 유지하여 이차적으로 화학적 풍

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뿌리는 암석에 압력을 주

어 암석의 물성변화를 발생시킨다. 또한 암석 표면에 박리

와 박락 및 균열, 암편 탈락과 파쇄 등 암석의 기계적 풍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불연속면과 미세절리

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15. 도솔암 마애불의 생물학적 

풍화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각력

응회암에서는 기질을 이루는 미립질의 광물 사이까지 식

물의 뿌리가 침투하였으며, 응회암 내부에서는 구형의 식

물 포자가 확인된다(Figure 7D, 7E). 한편 강회에서는 규

조류로 보이는 미생물이 관찰되었다(Figure 7F).
 

4.4. 풍화훼손도 정량평가

도솔암마애불에 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

Figure 6. Representative results showing P-XRF analysis
of discoloration points for the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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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종합하여 훼손지도를 작성하였다(Figure 8). 이 손

상유형별 훼손지도와 손상부위의 점유율 산정은 훼손정도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석조문화재에 적용하여 연구된 바 있다16,18. 
풍화유형별 훼손지도를 바탕으로 Figure 8에 도시된 마애

불의 면적 비 각각의 풍화양상별 점유면적을 백분율로 

Figure 7. Biological damage and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Buddha statue. (A) Grey lichen 
inhabited on the rock surface, (B) Light green and brown lichen inhabited on the rock surface, (C) Plants growing in
the gap of the rock surface, (D) Fibrous rootlets and fungus of lichen grown into the host rock, (E) Organic rootlets grown
into the host rock, (F) Diatom and various microorganism which grow at the rock surface.

Figure 8. Deterioration maps of the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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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하여 훼손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마애불의 종

합훼손도를 진단하였다.
마애불의 물리적 훼손양상 중 정동, 시멘트 몰탈은 전체 

면적에 해 각각 0.5%, 0.1%로 비교적 적은 점유율을 보

이는 반면 결손은 9.3%, 박리․박락은 11.3%의 높은 점유

율을 보인다. 이는 자연암반에 조성되어 있는 마애불 표면

이 불안정하고 물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

이다. 화학적 풍화의 점유율은 암흑색변색이 3.1%, 적갈색

변색이 6.9%, 회백색변색이 0.8%로 10.0%의 점유율을 보

인다. 생물학적 훼손 점유율은 앞서 살펴본 물리적 및 화학

적 풍화에 비해 마애불 전체 영역에 하여 가장 높은 점유

율을 보인다.
특히 황갈색 고착지의류는 20.8%로 그 어느 풍화훼손 

점유율보다도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흑회색 고착

지의류 또한 13.3%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반면 

토양오염물과 초본식물은 각각 0.1%와 2.8%로 높은 점유

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차후 미생물이 생장하는데 필요

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물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후 보존처리시 표면 상태를 고려한 적

합한 세정작업을 통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4.5. 초음파 물성측정

마애불에 발생한 미세균열의 발달정도 및 광물의 풍화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측정을 실시

하였다. 초음파 측정은 탄성파를 이용하여 암석의 강도와 

물성을 측정하는 비파괴진단 기법으로 최근에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진단을 위해 활용도가 점점 높

아지고 있다19. 초음파 측정은 마애불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방향인 전달방식을 선택하고, 직
접-간접전달 방법의 보정계수는 1.50으로 적용하였으며, 
두 압전결정 사이의 거리는 20㎝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영역은 조사 여건상 기반암을 제외한 마애불 조상

영역의 암반을 위주로 설정하여 오염물이 피복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부를 시작으로 하부에 이르기까지 마애불 전

면에 걸쳐 총 555지점에 해 측정하였다. 마애불의 초음

파속도는 1,000~3,200㎧이며, 평균은 2,274㎧이다. 가장 

낮은 초음파 속도는 신부와 좌의 중앙부분으로 이는 균

열 및 박리박락의 분포 영역에서 1,067㎧로 나타나며, 가
장 높은 초음파속도는 3,215㎧로 좌의 우측 상단에 마애

불과 기반암이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신선한 암반이 노출

Figure 9. Modeling of 2D contour map showing ultrasonic velocity of the Buddha statue.



112 | 보존과학회지 Vol.27, No.1, 2011

되어 있다(Figure 9A).
마애불의 초음파 속도를 기준으로 암석의 풍화도 분류

기준 및 풍화도 지수(k)와 일축압축강도를 산출하였다20,21. 
이 결과, 풍화도 지수(k)는 0.4~0.8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은 0.5이다(Figure 9B). 이는 마애불의 물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해진 것으로 중간 정도의 풍화(MW; moderately 
weathered)에서 완전 풍화(HW; highly weathered)되는 과

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축압축강도는 122.5~ 
424.4㎏/㎠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압축강도는 253.2㎏/㎠
를 나타냈다. 이는 상 적으로 낮은 수치로 풍화에 의해 강

도와 내구성이 약화된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Figure 9C).
마애불의 물성진단을 위한 초음파속도를 투영한 2D 모

델링과 물리적 훼손지도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 육안으로 

관찰된 풍화상태에 비해 내부의 풍화상태가 심각하였다. 
특히 마애불은 전반적으로 가슴 상단부의 우측 어깨와 허

리 부근 및 양손 부위에서 초음파속도가 저속도 를 나타

내며, 이는 마애불의 훼손지도상에서의 균열, 박리박락 영

역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균열 및 박리박락 

등의 훼손 유형이 마애불 내부의 풍화상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보존과학적 고찰

응회암은 화산기원 쇄설성 퇴적암의 일종으로 화산재와 

암편 및 각력 등이 고화되어 생성된 암석으로서 상당히 불균질

하고 물성이 약하여 비교적 풍화에 취약한 암석이다. 도솔암

마애불과 같은 응회암질암으로 구성된 석조문화재의 손상상

태와 메커니즘에 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17,22. 현재 마애

불은 표면 박리박락 및 균열, 결실 등이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좌 하부의 지면과 맞닿는 결실 부위는 훼손된 면적이 넓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마애불 복장 부분의 시멘트 몰탈은 표면을 제거하고 몰탈

과 원부재 사이의 손상된 부분을 석재용 수지를 사용하여 내부

로 수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애불의 가장 큰 피해는 지의류 및 수목에 의한 생

물학적 풍화이다. 이는 마애불이 수목이 식생하는 산기슭에 

위치하며, 차별적 일조량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주변 수목 정비가 필요하며, 최근까지 석조문화재에 

적용되어 왔던 건식 및 습식 세정법을 적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3. 또한 하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를 차후 

보존처리시 자갈이나 석회다짐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마애불에 나타나는 화학적 풍화로는 수산화철에 의한 적

갈색변색과 망간수산화물에 의한 암흑색변색 및 백색의 석회

잔류물 등이 있다. 이러한 오염물들은 향후 암석내부로 깊게 

침투되어 제거가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세정이 실시되어야 한

다. 일부 변색은 증류수를 이용한 세정만으로도 미관뿐만 아

니라 암석내부의 훼손방지에도 효율적이다. 그러나 표면산화 

및 적갈색 침전물과 피복물질에 해서는 석조문화제 세정용 

유기용제의 사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오염물의 제거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직

접적인 처리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적용실험이 필

수적이다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시행할지라도 석

조문화재는 환경 특성상 이차적인 유기 및 무기오염, 물리적 

훼손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존과

학적 관리가 필요하며, 과학적 풍화원인 규명 및 신기술 개발

도 함께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사이트 환경정비와 인위

적 손상 방지를 위한 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언

1. 선운사 도솔암마애불의 구성암석은 응회암, 석영안

산암질 각력응회암, 각력응회암 및 암편질응회암이다. 각
력응회암은 열수변질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불두와 상반신이 있는 상부는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 및 각력응회암으로 열수변질을 받아 암석 내 

암편과 기질이 변질되어 있다. 열수변질을 받지 않은 부분

은 중립질 및 조립질의 석영과 암편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하부는 응회암으로 자색, 녹회색 및 회백색 등 다양한 색상

을 보인다.
2. 석영안산암질 각력응회암과 각력응회암의 전암 자

율 값은 각각 0.10~0.62(평균 0.32×10-3 SI unit), 0.09~0.46 
(평균 0.22×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며, 열수변질 작용

을 받은 암석은 낮은 자율 값을 보인다. 반면 암편질응회

암의 자율 범위는 1.03~2.81(평균 1.93×10-3 SI unit)로
써 동일 암반에서도 암석의 종류와 생성과정에 따라 조금

씩 다름을 보여준다.
3. 구성암석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열수변질을 받은 

각력응회암에서는 세립질의 석영, 흑운모, 각섬석, 정장석 

및 사장석과 암갈색의 열수변질 가 확인되며, 열수변질

가 발달된 주변부터 풍화가 나타난다. 암석시료의 X-선 

회절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한 조암광물이 동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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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변질을 심하게 받은 각력응회암에서는 운모와 조장석

이 추가로 확인된다.
4. 암석의 지구화학적 분석결과, 시료마다 약간의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석에서 유사한 거동 

특성을 보였다. 화학적 풍화지수(CIA)와 풍화잠재지수(WPI)
는 55.16~64.01 및 6.14~9.92로서 거의 완전 풍화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마애불은 모든 부위에서 암편 탈락, 박리, 박락, 시멘

트 몰탈 및 미세 균열 등의 물리적 손상이 나타나며, 특히 

상부에서 두드러진다. 박리 및 미세균열의 정량적 조사를 

위해 적외선열화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확인되

지 않았던 박리가 균열 부위에서 함께 발생되어 마애불의 

박리현상은 미세균열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6. 마애불 표면에는 암흑색변색, 적갈색변색 및 백화현

상이 좌 하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변색 부위에서

는 공통적으로 Fe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암흑색 변색 부

위에서는 Mn, 적갈색변색과 백색변색 부위에서는 S와 Ca
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따라서 Ca, Fe, Mn, S의 함량

이 변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는 암석의 구성광물

이 물과의 반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애불의 정밀진단을 바탕으로 종합훼손지도를 작성

하여 표면적 비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물리적 풍화는 박
리박락과 결손이 각각 11.3%, 9.3%로 가장 높으며, 화학적 

풍화는 적갈색 변색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생물학

적 풍화는 황갈색 고착지의류와 흑회색 고착지의류가 각

각 20.8%, 13.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하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8. 마애불의 초음파 속도 범위는 1,067~3,215㎧로 다양

한 속도 를 보인다. 이는 각기 다른 풍화양상과 정도의 차

이에 의한 것이다. 초음파 속도값을 토 로 산출한 풍화도 

지수는 0.4~0.8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0.5로 중간 정도의 

풍화(MW)에서 완전 풍화(HW)되는 영역에 해당된다. 일
축압축강도의 평균값은 253.2㎏/㎠로서, 이는 상 적으로 

낮은 수치로 풍화에 의한 강도와 내구성의 약화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된다.
9. 마애불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목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이들은 마애불 표면에 다양한 엽상 및 고착지의류의 

자생을 통하여 이차적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마애불 

전면에는 크고 작은 균열 및 박리박락 등이 발달되어 있으

며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이 마애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손상부위에 한 안정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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