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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재질특성을 파악하여 탈락부의 복원석재를 선정하 으며, 다양한 비파괴기술을 활용

하여 보존과학적 정 안전진단을 수행하 다. 연구 결과, 두 석조 모두 몸체의 원부재 암석은 자철석 계열의 반상화강섬록암

으로 화성선리가 발달되어 있고, 미사장석 반정, 세맥 및 염기성 포획암을 함유하고 있다. 부재의 산지추정 결과,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이 동일기원으로 해석되어 탈락부 복원용 석재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다. 석조의 손상도 평가

에서는 공통적으로 박리 및 박락과 흑화에 의한 손상이 심하며, 특히 반죽동석조의 전면은 흑운모의 화성선리를 따라 발생한

구조상 균열(760mm)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조 표면의 흑화오염물은 철 및 망간산화물과 점토광물이 결합하여

발생하 고, 백화오염물은 방해석(중동석조)과 석고(반죽동석조)가 주성분으로 작용하여 변색을 유발하 다. 이 석조의 물성은

원부재의 경우 3등급(중간 풍화단계)을, 신부재의 경우 2등급(약간 풍화단계)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재질분석부터 복원석재 선정과 보존과학적 정 진단까지 매우 유기적인 보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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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석조(石槽)는큰돌을넓게파고물을받아사용하도록

만든일종의돌그릇으로사찰에서물을보관하거나큰일

을치르고나서기물을씻을때주로사용한것으로알려

져있다. 이러한석조의형태는시대와용도에따라조금

씩 다르며,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석조이다. 이중동(보물제148호) 및반죽동석조(보물제

149호)는현재신축된공주박물관으로이전되어야외전

시장의 보호각에 보존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풍화환경에

오랜 세월동안 노출되어 있어 제작 당시의 원형이 상당

부분손상되었다.

특히 중동석조는 일제강점기에 말구유로 사용되면서

주연, 받침기둥 및 지대석이 파손되었고, 반죽동석조는

화성선리로 인한 거대 수직균열과 받침기둥의 박리박락

및 변색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반죽동 석조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주로 미술사 및 고고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을 뿐(이남석·서정석 2000; 이남석 2002) 보존과학적

관점에서정 안전진단이수행된바없다.

또한중동석조의주연부는현재조립질화강암과모르

타르로 복원되어 있어 원암과 상당한 이질감을 주고 있

고, 이 복원부는 접착제의 박리박락으로 인한 구조적 문

제와 시멘트-물 반응에 의한 원부재의 백화현상이 가중

되어 복원재료서의 기능이 퇴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된 복원석재를 제거하고 원부재와 암석학적 특성이

유사한 암석으로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복원석재선정을통해실질적인보존처리가적용된사례

는 회암사지 선각왕사비(최석원 외 2001), 경천사십층석

탑(이찬희 외 2008),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이찬희 외

2010) 등이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암석들의재질특성을밝히고이를통해중동석조

탈락부의복원석재를선정하 다. 또한손상지도를이용

한표면손상도평가, P-XRF 분석을통한오염물분석, 초

음파 측정을 이용한 물성진단, 적외선열화상 분석을 통

한박리검출등의보존과학적정 안전진단을수행하여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메커니즘을 해석하 다. 이

연구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

존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석

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

으로판단된다.

현황및연구방법

1. 역사적및미술사적배경

충남 공주시 반죽동 대통사지에서 발견된 중동 및 반

죽동 석조는 백제시대의 양식과 장식 수법을 하고 있어

백제대통사와관련된유물로추정되고있으나아직까지

정확한 용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중 중동석조(1.34m,

높이0.72m)는일제강점기때헌병대에서말구유로사용

하여 주연, 받침기둥 및 석조 몸체 등이 일부 파손되어

소실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반죽동석조에 비해

마모가 적고 문양이 훨씬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석조의

연판문양과형태는백제불교미술연구에귀중한자료로

평가받고있다(이남석·서정석2000).

반죽동석조(직경 1.88m, 높이 0.75m)는 중동석조보다

약간 크지만 두 석조는 전체적인 형태와 장식 수법이 유

사한것으로보아당우앞에한쌍으로배치하기위해동

시에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반죽동석조의 받

침기둥은 12판의 입상형 복연문이 잘 남아있는데, 여기

에나타나는풍려한연판조각과반전수법은공주에서출

토된 백제 연화문 와당과 동일한 양식과 기법으로 평가

받고있다(이남석·서정석2000). 

이러한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원래 공주시 반죽동 대

통사지에 있었으나 1940년도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공주

분관(구공주박물관) 정원으로 이동되었다<그림 1a, b>.

그러나 중동석조의 주연, 받침기둥 및 지대석과 반죽동

석조의지대석이많이훼손되어1995년도에대대적인교

체작업과이질적인재료로보수되었으며<그림1c>,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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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는 신축된 공주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현재 야외

전시장의보호시설내에전시되어있다<그림1d>. 

2. 조사 및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재질특성 분석

과 동일원료 분포지역을 탐색하여 복원석재를 선정하

으며, 다양한 비파괴 정 진단을 통해 보존과학적 손상

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먼저 편광현미경(Nikon,

Eclipse E600W)과 X-선 회절분석기(Rigaku, D/Max-ⅡB)

를이용하여구성석재의광물학적특징을관찰하고정

동정을 실시하 다. 또한 전암대자율기(ZH Instruments,

SM30)를 이용하여 석조의 미세자화강도를 측정하 으

며, 석조 원부재와 복원석재의 성인적 동질성을 파악하

기 위해 주성분, 미량 및 희토류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 다. 화학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FUS-ICP, TD-ICP)와 중성자방사화분석기

(INAA)이다. 

중동및반죽동석조의표면손상도는2D 그래픽전문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 손상지도를 작성하고 이

를통해손상유형별정량적손상율을산출하는방법으로

실시하 다. 또한 광물학적 및 화학적 풍화에 따른 생성

광물과 오염물의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

6335)으로 관찰하 고, 이들의 성분은 P-XRF(Innov-X,

Alpha-6000)와 에너지분산형 성분분석기(Oxford, EDX

Inca M/X)를이용하 다.

중동및반죽동석조구성석재의물성은비파괴진단기

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측정(CNS Farnell,

Pundit-plus)을 통해 진단하 으며, 각 측정지점에서 획

득한 초음파속도를 입면도에 투 하여 2차원 모델링을

실시하 다. 또한부분적으로나타나는부재의박리검출

을위해적외선열화상카메라(FLIR, B200)를사용하 다.

재질특성및복원석재제안

1. 암석학적및광물학적특성

중동 및 반죽동 석조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조

립질의 녹회색 반상화강섬록암으로 석 , 사장석, 흑운

모 등의 조암광물과 미사장석 반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암석은유색광물의선상배열로인한화성선리구조와

그림 1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현황 조선총독부박물관 공주분관(구공주박물관)으로 이전(1940년) 된 후의 중동(a) 및 반죽동 석조(b) 모습 c.받침기둥 및 지대
석의 교체와 탈락부의 복원이 시행된 1995년도 이후의 중동 및 반죽동 석조 d.신축(2003년)된 공주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야외 전시장의 보호각에 보존되
고 있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

a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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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mm 이상의 미사장석 반정이 관찰되며<그림

2a>, 부분적으로염기성포획암과5∼10mm 폭의세맥도

확인된다<그림2b>. 

또한반죽동석조의받침기둥은토양에의해황갈색으

로 변색되어 정확한 암석기재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없으

나일부박락부를살펴보면석 , 장석, 흑운모및백운모

로구성된중립질화강암임을알수있다. 이암석은석조

와는달리미사장석반정이관찰되지않고유색광물의함

량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난다<그림2c>. 한편중동석조

의 탈락부는 페그마타이트가 발달한 조립질 흑운모화강

암과모르타르로복원되어있으며<그림2d>, 중동석조의

받침기둥및지대석과반죽동석조의지대석은중립질흑

운모화강암의신부재로복원되어있다<그림2e>. 

이러한암석중석조를구성하고있는반상화강섬록암

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석 , 사장석, 미사장석 및 흑

운모가 주요 구성광물로 관찰되었고, 백운모와 풍화산

물 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f>. 이중 거정의

미사장석은 석 과 흑운모를 포함하고 있으며<그림

2g>, 사장석은누대구조를보이며풍화에의한점토광물

과미세균열이관찰된다. 또한황색및갈색을띠는흑운

모는 입자의 경계나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가 진행 중

이다. 

중동및반죽동석조의X-선회절분석결과, 석 , 사장

석, 미사장석및운모가동정되었으며, 이중운모는매우

높은 피크로 검출되었다<그림 2h>. 특히 이 X-선 회절분

석 결과에서는 점토광물을 지시하는 회절피크가 검출되

지 않았으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에서는 장석 및 운모

류 주위에 광물의 풍화조직과 이차생성물들이 나타나는

그림 2 석조의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 a.석 , 사장석, 흑운모 등의 조암광물과 미사장석 반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상화강섬록암 b.암녹색의 염기성 포
획암과 화성선리로 인한 세맥 c.받침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중립질 화강암 d.탈락부의 복원재료로 사용된 조립질 흑운모화강암과 모르타르 e.받침기둥과
지대석의 신부재로 사용된 중립질 흑운모화강암 f.석 , 사장석, 미사장석 및 흑운모의 조암광물과 백운모와 풍화산물 등이 확인되는 반상화강섬록암 g.석 과
흑운모를 포함하고 있는 거정의 미사장석 h.중동 및 반죽동 석조 구성부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M; 운모, P; 사장석, Q; 석 , Mi; 미사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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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이 암석은 이미 상당부분 화학적 풍화작용

이진행된것으로판단된다. 

2. 전암 대자율분포

화강암류에 대한 자철석 및 티탄철석 계열의 구분을

위해응용된전암대자율측정은화강암연구에서는이미

잘 알려진 연구수단이다. 이 전암 대자율은 외부자기장

에 대한 자화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암석에 함유

된 불투명 광물로 존재하는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함

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철석을 함유

한 암석의 광역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56을기준으로이보다높은경우는자철석계열로, 낮

은 경우는 티탄철석 계열의 암석으로 구분한다(Ishihara

1998). 

또한 대자율은 암석의 생성환경과 화학조성을 반 하

므로화성암질암석의성인적환경과암석학적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대자율을 이용해서 석조문화재의 원산지 해석과 석기,

토기 및 소조토의 재료 산지추정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

다(이찬희 외 2007; 조 훈 외 2010; Lee et al. 2005, 2010;

Uchida et al. 1999, 2007).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대자율 측정은 제작 당시에 사

용된 원부재와 탈락부 복원 및 지대석 등에 사용된 신부

재를대상으로실시하 다<그림3>. 먼저원부재를대상

으로대자율을측정한결과, 중동및반죽동석조의몸체

는 각각 평균 6.23(3.97~9.94)(×10 -3 SI unit)과

6.02(3.58~7.13)(×10-3 SI unit)로유사한범위의자철석계

열을 나타냈다. 그러나 반죽동 석조의 받침기둥은 평균

0.10(0.01~0.75)(×10-3 SI unit)으로 석조 몸체와는 상이한

티탄철석 계열을 보 다. 이는 석조와 받침기둥 구성암

석의원산지에차이가있음을의미한다.

신부재의 대자율 측정 결과, 중동석조의 탈락부 복원

에 사용된 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은 평균 0.08(0.01~0.12)

(×10-3 SI unit)의 티탄철석 계열을 보여 석조 몸체와는

전혀 다른 대자율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중동석조의 받

침기둥과 지대석, 반죽동석조의 지대석에 사용된 중립

질 흑운모화강암의 대자율은 각각 평균 6.02, 9.70,

10.70(×10-3 SI unit)으로자철석 계열의높은자화강도를

보 다. 이처럼 탈락부 복원에 사용된 암석과 받침기둥

및 지대석에 사용된 암석의 대자율이 다르다는 것은 복

원석재를 수급해왔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과거 복원시기에도 차이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산지탐색및동질성분석

중동 및 반죽동 석조가 있는 공주 일대의 지질은 선캠

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편마상화강암류, 중생대의 화성

암류및경상계퇴적암류로구성되어있다. 이중공주및

논산 일대의 쥬라기의 화강암류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

와유사한암석으로화성선리가뚜렷하고반정이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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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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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특징이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석조의제작에사

용된석재의원산지는지질도상의화강암류분포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주 및 논산 일대의 화강암

분포지역 19지점을 대상으로 야외 정 조사를 수행하

다<그림4>.

먼저중동및반죽동석조가발견된대통사지를중심으

로공주지역9개노두(1∼9번지점)에서암석기재적특징

및 전암대자율 분포를 조사하 다. 이 결과, 1∼9번 지점

에서는석조와유사한특징을갖는암석들이부분적으로

존재하 으나이암석들은반정의크기와유색광물의함

그림 4 중동 및 반죽동 석조 일대의 암석분포 산지탐색 지점 및 대자율 측정 결과 1.공주시 봉황동 공주교육대학교 2.공주시 주미동 3.공주시 계룡면 화은리
4.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공주시 장기면 한다리 6.연기군 남면 송원리 7.청양군 목면 안심리 8.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9.공주시 계룡면 양화저수지 10. 공
주시 계룡면 상성리 11.공주시 계룡면 화헌리 12.논산시 송정리 13.논산시 천호리 14.논산시 부적면 외성1리 15.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 16.논산시
연산면 임리 17.논산시 관촉동 관촉사 18.논산시 채운면 충렬사 19.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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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에서 석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암대자율

값도 평균 0.10(0.02~0.19)(×10-3 SI unit)으로 티탄철석 계

열을보여중동및반죽동석조와큰차이를나타냈다. 

따라서조사 역을더욱확대하여계룡면상성리(10번

지점) 및화헌리(11번지점)와논산시일대(12~19번지점)

의노두를관찰하 다. 이결과, 계룡면과논산시일대의

암석은 유색광물의 함량 및 반정 등이 석조와 유사한 암

석학적 특징을 보 으며, 전암대자율 값도 대부분의 지

점에서 석조와 유사한 자철석계열을 보 다. 이중 계룡

면 상성리와 화헌리 일대의 전암대자율 값은 각각 평균

2.87(2.14~3.41)(×10-3 SI unit)과 평균 4.20(3.24~5.09)(×

10-3 SI unit)으로산출되었다. 

또한 논산시 일대는 개태사지 부근의 천호산(12번 지

점)과 송정리마애불 주변의 노두(13번 지점)가 0점대인

것을 제외하고 부적면 외성 1리(평균 10.21×10-3 SI unit)

와 감곡리(평균 10.03×10-3 SI unit), 채운면 충렬사 일대

(평균 9.77×10-3 SI unit), 관촉사 일대(평균 10.18×10-3 SI

unit), 성동면원봉리(평균14.36×10-3 SI unit) 모두9 이상

의높은자화강도를보 다. 

이처럼 공주 및 논산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광역적

분포로 봤을 때 중동 및 반죽동 석조와 유사한 반상화강

암이존재하나암상과분화과정이조금씩다른복합암체

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산출상태와 대자율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부 티탄철석 계열 화강암 지

역을제외한대부분의지점들은산출상태와대자율이석

조와거의유사하기때문에중동석조탈락부의복원석재

로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조사지역 중 현재 채석이 가능한 지점은 논산시

부적면에위치하는감곡리석재단지가유일하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감곡리석재단지에서시료를수

그림 5 논산시 감곡리 석재단지의 암석기재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 a.미사장석 반정이 존재하는 반상화강섬록암 b.완정질 조직을 보이고 있는
석 , 사장석 및 흑운모 c.거정의 반정으로 존재하는 미사장석은 내부에 흑운모 결정을 포함하고 있음 d.감곡리 석재단지 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M;
운모, P; 사장석, Q; 석 , Mi; 미사장석) e.중동 및 반죽동 석조와 감곡리 석재단지 암석의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원소의 지구화학적 거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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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여암석기재적특징과광물학적및지구화학적특성

을파악하 다. 우선암석기재적특징을살펴본결과, 이

암석은 미사장석 반정이 존재하는 반상화강섬록암으로

염기성포획암, 페그마타이트 세맥, 화성선리 등이 부분

적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a>.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에

서는석 , 사장석및흑운모가완정질조직을이루고있

고, 미사장석은 거정의 반정으로 나타나며 이 내부에는

흑운모 결정이 확인되었다<그림 5b, c>. 또한 이 시료를

대상으로X-선회절분석을실시한결과, 석조와동일하게

석 , 사장석, 미사장석및운모가검출되었다<그림5d>.

또한 중동 및 반죽동 석조와 감곡리 석재단지 암석의

성인적동질성을규명하기위해주성분, 희토류, 호정및

불호정원소를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화강암의 평균

함량(Nockolds 1954), 운석의 초생치(Taylor·McLennan

1985), 원시의 맨틀조성(Pearce 1983)으로 표준화하여 원

소의 상대적인 증감과 진화경향에 따른 동일 기원의 여

부를판단하 다. 이결과, 석조와감곡리석재단지암석

의 주성분원소 및 희토류원소는 부화와 결핍 양상이 유

사하 고, 호정 및 불호정원소는 상대적 호정성과 불호

정성이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5e>. 이처럼 석조

와 감곡리 석재단지 암석이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

호정원소에서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이 일치한다는 것은

성인적으로거의동일한진화과정을겪은암석임을지시

하는결정적증거이다. 

4. 복원석재제안

중동석조는 일제강점기 때 손상된 주연부가 1995년도

에 원암과 암석학적 동질성이 없는 화강암 및 모르타르

로 복원되어 미관적으로 상당한 이질감을 주고 있다. 특

히 복원에 사용된 모르타르는 백화현상과 같은 화학적

풍화를 유발하고 있고, 과거 접착물질은 대부분 박락되

어 이차적인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부위

는이질적인화강암과모르타르를제거하고원암과암석

학적 동질성이 있는 유사한 암석으로 복원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동석조 주연부의 복원석

재를 선정하기 위해 공주 대통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야

외조사를실시하 다. 

이 결과, 복원석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점은

대통사지에서 남쪽으로 약 28km 떨어진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로 확인되었다. 이 장소는 중동석조와

유사한 암석기재적 특징을 보이는 반상화강섬록암이 넓

게 분포한다. 따라서 이 장소에서 시료를 수습하여 다양

한 동질성 분석을 수행하 고, 분석 결과를 중동석조와

비교하 다. 이 결과, 석조와 감곡리 석재단지의 암석은

유사한 자화강도와 동일한 조암광물로 구성되어 있었

고, 화학조성과 지구화학적 거동특성에서도 성인적으로

아주 유사한 암석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중동석조 탈락

부의 복원석재로 감곡리 석재단지의 암석이 적합하다는

것을입증하는결과이다. 

정 손상도진단

1. 손상현황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균열, 박리, 박락 등에 의한 물

리적 손상과 변색 및 보수물질에 의한 화학적 손상이 심

각하여 석조의 원형이 상당부분 손상되었다. 이중 중동

석조는일제강점기때말구유로사용되어후면주연부의

절반이상이탈락되었으나현재는원암과이질적인화강

암및모르타르로복원되어있다. 그러나접합을위해사

용된 모르타르와 합성수지는 대부분 결실되어 보수물질

로서의 기능을 상실하 으며<그림 6a>, 모르타르는 수

분의 유동흔적을 따라 유리되어 백화현상을 유발하 다

<그림6b>. 또한석조표면은갈색변색과박리가심각하

나<그림 6c, d> 뚜렷한 구조상 균열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보아구조적으로는안정한상태로판단된다. 

한편 반죽동 석조는 균열, 박리, 박락, 탈락, 흑화 등이

전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신선한 부분을 찾아보기 힘

들 정도이다<그림 6e>. 조 훈 외(2007)는 석 , 장석 및

흑운모의풍화속도차이에의해발생하는차별풍화는수

직 또는 수평에 가까운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 균열들은

암석의 불연속면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및 기계



10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적풍화와파쇄를유발시킬위험이있다고보고하 다. 

이 반죽동 석조 역시 전면 중앙에 상대적으로 물성이

취약한 흑운모 층이 수직방향으로 화성선리를 보여

760mm의 거대 수직균열이 발생하 다<그림 6f>. 특히

이 균열부위는 과거에 모르타르로 접합하 으나 현재는

대부분 박락되어 접합기능을 잃은 상태이다. 또한 석조

의 하부는 판상으로 탈락된 부분과 박리상 균열이 나타

나며, 받침기둥은 전면이 황갈색으로 변색될 정도로 화

학적 풍화가 심각하고 일부 표면은 육안으로 확인될 정

도로박리에의한층분리가뚜렷하다<그림6g, h>. 

2. 손상지도작성및정량평가

석조문화재는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완전한 복원이

어려우며, 보존처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

일한현상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손상을미연

에방지하고예측하기위해서는현상기재및예측기술의

일환으로 손상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방법은 손상에

대한 원인, 과정 및 특성을 기호화하고 손상범위를 맵핑

하여 상태진단 및 보존처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법은 김지 외(2009), 전병규

외(2008), 이선명 외(2007), 조 훈 외(2007), Fitzner·

Heinrichs(2004), Trofimov·Phillips(1992), Warke et

al.(2003)에의해국내외석조문화재에적용된바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존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각의 손상유형별로 상세하게 관찰하여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손상지도를 작성하 다. 기재와 도면 작성은 육

안관찰이가능한수cm 내지수m의범위의손상유형을

균열, 박락, 탈락, 흑화, 백화, 모르타르및합성수지로분

류하여 현장에서 직접 표현하 다. 그런 다음 현장실측

도면을실내에서수정과보완과정을거쳐신뢰도가높은

손상지도로완성하 다<그림7>. 

이를 토대로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유형별 점유

면적을 백분율로 수치화하여 종합적인 손상도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 다. 이때 손상율은 원부재인 중동석조의

몸체와반죽동석조의몸체및받침기둥에한하여산출하

으며, 물리적 손상유형 중 균열은 면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독립적으로발생한개수를합산하 다. 

우선 중동석조의 손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전면은균열2개, 박락32.5%, 흑화17.6%를, 후면은박락

34.0%, 흑화 37.2%, 백화 0.3%, 모르타르 5.3%, 합성수지

0.1%로 산출되었다<그림 8>. 전체적으로 박락은 전면과

후면의점유율이유사하나흑화현상은후면이전면에비

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후면의 탈락부는 이질

적인화강암과모르타르로복원되어있어백화현상등의

복합적인손상이가중되어있다. 

반죽동석조의 전면은 균열 3개, 박락 48.3%, 탈락

그림 6 중동(a∼d) 및 반죽동 석조(e∼g)의 손상 현황 a.접합을 위해 사용된 시멘트 몰탈과 합성수지는 대부분 결실됨 b.시멘트 몰탈은 수분의 유동흔적을
따라 유리되어 백화현상을 유발함 c.석조 표면의 갈색변색 d.석조 표면 박리부의 적외선열화상 이미지 e.석조 표면의 박리, 박락 및 갈색변색 f.전면에 발생
한 760㎜의 거대 수직균열 g.황갈색으로 변색된 받침기둥은 박리에 의한 손상이 심함 h.받침기둥 박리부의 적외선열화상 이미지

a

e

b

f

c

g

d

h

31.4℃ 46.3℃

28.3℃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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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흑화 48.8%, 모르타르1.2%를, 후면은균열3개, 박

락 59.5%, 탈락 6.6%, 흑화 33.1%, 백화 0.3%, 모르타르

0.8%로 전면과 후면 모두 총합 100%에 가까운 손상율을

나타냈다<그림8>. 특히전면은박락과흑화가약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 반면에 후면은 박락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게 산출되었고 탈락도 전면에 비해 약 4배 정

도높은수치로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반죽동석조는 중동석조에

비해 균열, 박락, 탈락, 흑화의 손상이 매우 심하며, 대부

분의 손상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만 일부지점에서

는 서로 중첩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점에

다양한손상유형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은하

나의손상요인만작용했을때보다심각한훼손을야기할

수있다. 따라서이러한부분은향후보존처리시세심한

처리가요망된다. 

3. 오염물분석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화학적 풍화 메커니즘을 규명

하기위해각변색지점에대해P-XRF와 SEM-EDS 분석을

그림 1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현황.  조선총독부박물관 공주분관(구공주박물관)으로 이전(1940년) 된 후의 중동(A) 및 반죽동 석조(B) 모습.
(C) 받침기둥 및 지대석의 교체와 탈락부의 복원이 시행된 1995년도 이후의 중동 및 반죽동 석조. (D) 신축(2003년)된 공주박물관으
로 이동하여 야외 전시장의 보호각에 보존되고 있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

그림 7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지도

범 례

중동석조 전면 중동석조 후면

반죽동석조 전면 반죽동석조 후면

균열 박락 탈락 흑화 백화 모르타르 합성수지

0 40 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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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이중 P-XRF는 시료의 전처리 과정 없이 비

파괴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과 벽화 안료 등의 정성

및정량분석에널리사용되고있다(전유근외2009; 조지

현 외 2010). 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된 P-XRF는 탄소, 질

소, 규소 등의 경량원소들이 검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원소들은SEM-EDS로보완하 다.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오염물 분석은 먼저 육안으로

표면오염물의 산출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표적으로 중동

석조9지점과반죽동석조3지점을선정하여P-XRF 측정

을 실시하 으며, 이때 오염물의 발생원소를 정확히 규

명하기위해신선한부위4지점을같이측정하여비교분

그림 9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P-XRF 측정지점과 Fe, Mn, Ca, S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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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율

균열(개수) 2 0 2(합) 3 3 6(합)

박락(%) 32.5 34.0 33.5 48.3 59.5 53.9

탈락(%) 0.0 0.0 0.0 1.7 6.6 4.2

흑화(%) 17.6 37.2 27.4 48.8 33.1 41.0

백화(%) 0.0 0.3 0.2 0.0 0.0 0.0

모르타르(%) 0.0 5.3 2.7 1.2 0.8 1.0

합성수지(%) 0.0 0.1 0.1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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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먼저 흑화 및 백화 오염물과 신선한 지점에서

획득한 원소들의 상대적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흑화현

상은 Fe(철)와 Mn(망간)이, 백화현상은 Ca(칼슘)와 S(황)

가주요인으로작용하 다<그림9>. 

이중 Fe와 Mn의 함량은 신선한 지점에서 평균

1.69wt.%와 0.02wt.%로 검출된 반면에 흑화지점에서는

Fe가 1.82∼9.46wt.%, Mn이 0.03∼0.98wt.%의 범위로 높

게나타났다<표1>. 특히3~6번지점은다른지점에비해

Fe와Mn의함량이매우높은것으로보아화학적풍화가

상당히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3번, 5번및9번

지점은 S가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Fe와 S가 결합하여

황갈색침전물을생성할가능성을지시한다. 

백화현상의 주원인인 Ca와 S는 7번(Ca; 79.09wt.%, S;

7.57wt.%)과 8번 지점(Ca; 67.84wt.%, S; 14.12wt.%)이 신

선한지점(Ca; 평균2.47wt.%, S; <LOD)에비해수십배이

상의 높은 함량을 보 다<표 1>. 특히 Ca 함량이 S에 비

그림 10 반죽동석조 받침기둥의 원소(Ca, S) 맵핑과 높이별 함량 변화

대상 지점 S K Ca Ti Cr Mn Fe Rb Sr Zr Ba

1(흑화) <LOD 1.19 3.25 0.25 89 0.03 2.14 89 521 92 1482

2(흑화) <LOD 6.91 1.21 0.26 44 0.03 1.82 197 607 170 2249

3(흑화) 0.51 1.01 2.54 0.19 35 0.15 3.83 73 545 78 778

4(흑화) <LOD 1.45 2.19 0.30 <LOD 0.98 9.46 125 485 143 1737

5(흑화) 0.68 1.47 1.74 0.33 <LOD 0.51 8.95 103 483 131 1182

6(흑화) <LOD 1.49 2.48 0.43 <LOD 0.07 3.55 125 445 156 587

7(백화) 7.57 <LOD 79.09 0.09 <LOD <LOD 0.12 37 1182 77 <LOD

8(백화) 14.12 <LOD 67.84 0.08 <LOD 0.01 0.14 57 799 67 <LOD

9(흑화+백화) 1.29 1.72 3.23 0.39 <LOD 0.04 2.42 123 673 163 675

10(흑화) <LOD 1.74 3.11 0.36 <LOD 418 31770 84 491 189 624

11(흑화) <LOD 1.74 2.28 0.40 41 433 2.81 87 458 139 567

12(흑화) <LOD 3.74 2.31 0.31 42 272 2.35 125 617 100 1053

신선한 지점 <LOD 1.30 2.47 0.32 28 0.02 1.69 70 524 133 50

표 1 중동 및 반죽동 석조 표면오염물의 P-XRF 측정 결과

반죽동

석조

중동

석조

* S, K, Ca, Ti, Mn, Fe; wt.%, Cr, Rb, Sr, Zr, Ba; ppm, LOD; 검출한계미만(limit of detection)

1

2

3

4

A  B    C    D  E

Ca Ca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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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5∼10배정도높다는것은석고(CaSO4)뿐만아니라

방해석(CaCO3)의생성도추정할수있다. 또한흑화가발

생한9번지점은Ca(3.23wt.%)와S(1.29wt.%)의함량이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7번과 8번 지점의 백화오염물이 수

분에의해하부로전이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한편 반죽동 석조의 받침기둥은 과거 토양의 매몰에

의해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황갈색변색과받침기둥과

석조사이의시멘트몰탈에의한백화현상이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박리박락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받침기둥의전면및후면20지점을P-XRF로측정하

여 오염물의 주성분을 검출하고, 이를 통해 원소 맵핑을

실시하 다. 이 결과, 받침기둥의 모든 지점은 백화오염

물의주요인인Ca와S가주성분으로확인되었으며, 특히

중동석조의 백화오염물과는 달리 S의 농도가 Ca보다 높

게검출되었다.

이러한 받침기둥에 Ca와 S의 함량을 맵핑한 결과, 두

원소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 유사한 농도 경향을 보 으

며,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면서 신선한

지점의 함량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전면 A, B 지점과 후

면H, I 지점의하부에서는다른하부지점에비해Ca와 S

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반죽동 석조 받침기둥

의 전체가 석고와 같은 백화오염물에 의한 피해가 심각

한 것을 의미한다<그림 10>. 또한 받침기둥에서 측정된

Ca와 S의 상대적 함량은 0.97(R2)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

를나타냈다<그림11>.

P-XRF로측정한흑화및백화현상중오염물의극미량

수습이가능한지점에한하여주사전자현미경관찰을실

시하 다. 이 결과, 흑화오염물은 비정질 철산화물질과

점토광물이 표면을 완전히 피복하 으며<그림 12a, b>,

그림 12 흑화 및 백화오염물의 SEM-EDS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a,b.비정질 철산화물질과 점토광물로 표면이 완전히 피복된 흑화오염물 c,d.도변상
석고 및 군집상 방해석이 광물 표면과 미세 공극에서 결정형으로 성장한 백화오염물 e.중동석조 백화오염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Q; 석 , Ca; 방해
석, O; 정장석, P; 사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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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반죽동 석조 받침기둥에서 측정된 Ca와 S 함량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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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오염물은 도변상 석고 및 군집상 방해석이 광물 표

면과미세공극에서결정형으로성장하 다<그림12c, d>.

이러한 오염물에 EDS 분석을 수행한 결과, 흑화오염

물은 Fe의 함량이 16.4∼22.5wt.%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

며, 이외에도 점토광물을 지시하는 Si, Al, K, Mg 등이 함

께 검출되었다. 또한 백화오염물 중 중동석조는 Ca(26.5

∼36.2wt.%)와 C(10.4∼13.7wt.%)가, 반죽동 석조는

Ca(15.5∼25.9wt.%)와 S(12.3∼21.9wt.%)가 주성분으로

나타났다<표2>. 특히중동석조백화오염물의X-선회절

분석 결과에서는 방해석이 주구성광물로 확인되었다

<그림 12e>. 이는중동및반죽동석조에서나타나는백

화현상의 기원이 각각 방해석과 석고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초음파측정

앞의손상도정량평가에서는중동및반죽동석조에서

발생한물리적및화학적결함을육안으로관찰하여손상

지도로표현하고이를정량적손상율로산출하 다. 그러

나석조의물리적결함들이암석내부에미세구조적으로

발생한경우에는손상지도를통해이들의양과범위를정

량적으로확인하기어렵다. 이러한경우에는암석내부구

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음파를 이용하면 석조문화재

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암석 내부에 공극

및균열이발달하거나이들의수가증가하면초음파는공

극 및 균열을 우회하거나 이들과 만나 높은 임피던스 차

이를보여겉보기속도가작아지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물성을

지점 C O Mg Al Si S K Ti Ca Fe 총합

1(흑화) - 42.5 5.6 8.3 19.1 0.8 5.3 2.0 - 16.4 100.0

2(흑화) - 43.8 9.3 8.7 15.5 - - - - 22.7 100.0

3(흑화) - 41.5 5.5 8.2 17.3 - 6.8 1.0 - 19.7 100.0

4(흑화) - 39.3 10.2 10.6 17.4 - - - - 22.5 100.0

5(백화) - 60.1 - - 0.7 17.4 - - 21.8 - 100.0

6(백화) 2.1 59.8 - 1.4 2.0 16.1 - - 18.6 - 100.0

7(백화) - 51.6 - - 0.6 21.9 - - 25.9 - 100.0

8(백화) 13.3 50.5 - - - - - - 36.2 - 100.0

9(백화) 13.7 53.8 - - - - - - 32.5 - 100.0

표 2 흑화 및 백화오염물의 EDS 분석 결과

위 치 초음파속도(㎧) 풍화도지수 풍화등급

원부재(석조) 3,091(2,598∼3,378) 0.38(0.32∼0.48) MW(MW∼HW)

신부재(석조) 3,113(2,618∼3,374) 0.38(0.33∼0.48) MW(MW∼HW)

신부재(받침기둥, 지대석) 4,342(3,868∼4,750) 0.13(0.05∼0.23) SW(SW∼MW)

원부재(석조) 3,066(2,667∼3,420) 0.39(0.32∼0.47) MW(MW∼HW)

원부재(받침기둥) 3,898(3,393∼4,276) 0.22(0.14∼0.32) MW(SW∼MW)

신부재(지대석) 4,314(4,053∼4,537) 0.14(0.09∼0.19) SW(SW∼SW)

표 3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초음파속도,  풍화도지수 및 풍화등급 산정 결과

반죽동

석조

중동

석조

* SW; 약간 풍화단계, MW; 중간 풍화단계, HW; 상당히 풍화단계



10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풍화등급을 산정하기 위해 초음파

측정을수행하 다. 이때초음파측정은간접법(200mm)

으로 중동석조 96지점, 반죽동석조 92지점에 대해 실시

하 으며, 간접법으로 획득된 초음파속도는 조 훈

(2011)이 제시한 조립질 화강암의 보정계수 1.52를 적용

하여 보정하 다. 측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으며,

풍화도지수 및 풍화등급은 Iliev(1966)의 방법을 사용하

다.

우선 중동석조의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원부재인 석조는 평균 3,091㎧(2,598∼3,378㎧)로 중간

풍화단계를 겪고 있으며, 받침기둥과 지대석에 사용된

신부재는평균4,342㎧(3,868∼4,750㎧)로약간풍화단계

를 보 다. 전체적으로 원부재와 신부재의 초음파속도

차이는1,251㎧로이들의물성차이는 1등급이상을나타

냈다. 또한 중동석조 탈락부에 사용된 화강암과 모르타

르는비교적신부재임에도불구하고석조와거의유사한

초음파속도인 평균 3,113㎧(2,618∼3,374㎧)로 산출되었

다. 반죽동석조는 원부재인 석조 몸체와 받침기둥의 경

우 각각 평균 3,066㎧(2,667∼3,420㎧)와 3,898㎧(3,393∼

4,276㎧)로모두중간풍화단계를겪고있으며, 신부재인

그림 1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현황.  조선총독부박물관 공주분관(구공주박물관)으로 이전(1940년) 된 후의 중동(A) 및 반죽동 석조(B) 모습.
(C) 받침기둥 및 지대석의 교체와 탈락부의 복원이 시행된 1995년도 이후의 중동 및 반죽동 석조. (D) 신축(2003년)된 공주박물관으
로 이동하여 야외 전시장의 보호각에 보존되고 있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

그림 13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초음속도 모델링 결과

중동석조 전면 중동석조 후면

반죽동석조 전면 반죽동석조 후면

0 40 80cm

NW                 MW                 SW

2000 3000 4000 50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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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석은평균4,314㎧(4,053∼4,537㎧)로약간풍화단계

를나타냈다. 

이러한 초음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중동 및 반죽동 석

조의물성분포를살펴보기위해입면도에초음파전달속

도를 투 하여 등고선도를 작성하 다<그림 13>. 이 결

과, 중동석조의 몸체는 상부에서 상당히 풍화단계를 보

인 반면에 하부에서는 중간 풍화단계를 나타냈고, 받침

기둥과 지대석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약간 풍화단계로

일정한물성을보 다. 

반죽동석조는 석조 몸체, 받침기둥, 지대석 모두 상이

한물성을보이는데, 이중석조몸체는전면에구조상균

열을중심으로저속도대가형성되어후면보다낮은물성

을 나타냈다. 또한 받침기둥은 박리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대적 저속도대와 고속도대가 혼합되어 있고, 지대석

은 앞의 중동석조와 유사하게 모든 지점에서 유사한 속

도대를형성하 다. 

손상메커니즘해석

앞에서 살펴본 보존과학적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해보

면, 중동석조는 박리 및 박락(33.3%), 흑화(27.4%), 백화

(0.2%), 과거 복원석재 및 모르타르의 기능상실이 주요

문제이고, 반죽동석조는 구조상 균열(760mm), 박리 및

박락(53.9%), 흑화(41.0%)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다. 특히

반죽동석조는 중동석조에 비해 거의 모든 손상유형에서

압도적인 손상율을 보 으며, 이러한 손상요인들은 독

립적으로 작용하여 풍화를 유발시키기도 하나 대부분의

지점에서 암석학적-화학적-물리적 풍화 메커니즘이 복

합적으로발생하여손상을가중시키고있다. 

즉중동및반죽동석조는조성이후약1400여년동안

옥외환경에 노출되어 자연적 풍화를 겪었다. 이로 인해

석 , 장석, 흑운모의 조립질 입자와 최대 50mm 이상의

거정질 미사장석 반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상화강섬록

암은구성광물의상대적풍화속도와물성차이에의해물

리화학적 풍화가 진행될수록 거정질 미사장석을 중심으

로주변광물들이원암에서분리되는현상이발생하 다.

특히반죽동석조의전면과같이흑운모의화성선리구조

가존재하는경우에는차별풍화로인해균열이발생하여

석조의구조적안정성까지위협하고있다. 

또한 석조 구성석재에 함유되어 있는 철 및 망간 등은

산소와 물과 반응하여 산화철, 수산화철 및 산화망간을

생성하 고, 이러한 산화물은 암석 내부와 표면의 압력

을 증가시켜 미세 균열을 형성하 다. 결국 이 미세균열

대를 따라 산화물이 침적되어 갈색 및 흑색변색과 같은

흑화현상을유발한것으로보인다.

이흑화현상이발생한미세균열층에는지속적으로산

화물과 수분이 유입되고 여기에 분진, 염결정, 점토광물

및 미생물 등 색을 띠는 이물질이 흡착하여 흑화부위는

점점짙은색을띠게되었다. 이때압력이증가하면서원

암과의 층분리가 일어나 일차적으로 박리가 발생하

고, 이 박리는 화학적 풍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확장되어

결국 광물의 차별적인 강도 특성에 의해 박락을 발생시

킨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보수물질로 사용된 모르

타르와 수분이 반응하여 백화현상에 의한 손상도 심하

다. 특히 중동석조는 방해석이, 반죽동석조는 석고가 주

성분으로작용하여백화현상을유발하 다. 이백화현상

은 앞의 흑화현상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화학적-물리

적 풍화를 야기하며, 일부 지점에서는 흑화오염물의 철

산화물과 백화오염물의 방해석이 공존하여 풍화를 더욱

가속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의 P-XRF 및 SEM-

EDS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손상 메커니

즘을 겪고 있는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물성은 원부재의

경우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중간 풍화단계)을, 신부재의

경우2등급(약간풍화단계)으로나타났다.

결론

1. 중동및반죽동석조의원부재는몸체를구성하는조

립질 반상화강섬록암과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중립질 화

강암이다. 이중 반상화강섬록암은 유색광물의 화성선리

구조가관찰되고, 거정의미사장석반정, 세맥및염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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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암을함유하고있다. 주요구성광물은석 , 사장석,

미사장석 및 운모이며, 장석류와 흑운모는 견운모화 및

녹니석화가진행되었다.

2.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몸체

는 유사한 범위의 자철석 계열(평균 6.23×10-3 SI unit과

6.02×10-3 SI unit)로나타났으나반죽동석조의받침기둥

은티탄철석계열(평균0.10×10-3 SI unit)을보여석조몸

체와받침기둥의원산지는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또

한 중동 석조 탈락부의 복원석재는 원부재와 상이한 티

탄철석 계열을, 받침기둥과 지대석의 신부재는 자철석

계열로확인되었다. 

3. 석조구성석재와복원석재선정지점(논산시부적면

감곡리 석재단지)의 암석학적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감

곡리 석재단지의 암석은 전체적인 산출상태, 대자율, 조

암광물, 화학조성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서 석조와 유사

한 특성을 보여 성인적으로 거의 유사한 암석으로 판명

되었다. 따라서 중동석조 탈락부에 사용할 새로운 복원

석재는감곡리석재단지의암석이적합하다고판단된다. 

4. 중동 및 반죽동 석조의 손상도 정량평가 결과, 중동

석조는박리및박락(33.3%), 흑화(27.4%), 백화(0.2%), 과

거 복원석재 및 모르타르의 기능상실이 주요 문제이고,

반죽동석조는 구조상 균열(760㎜), 박리 및 박락(53.9%),

흑화(41.0%)에 의한 손상이 심하다. 특히 반죽동석조는

중동석조에비해거의모든손상유형에서압도적으로높

은손상율을보 다.

5. 표면오염물 분석 결과, 흑화오염물은 비정질 철 및

망간산화물과점토광물이표면을완전히피복하고있으며,

백화오염물은 중동석조의 경우 방해석이, 반죽동석조의

경우 석고가 주성분으로 작용하여 변색을 유발하 다.

특히반죽동석조받침기둥의황갈색변색은토양과석고

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석고의 주성분 원

소인Ca와S는받침기둥의상부에서하부로갈수록농도

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냈다. 

6. 초음파속도측정결과, 중동석조의몸체는상부에서

상당히풍화단계를보인반면에하부에서는중간풍화단

계를 나타냈고, 받침기둥과 지대석은 거의 모든 지점에

서 약간 풍화단계로 일정한 물성을 보 다. 또한 반죽동

석조의몸체는전면에구조상균열을중심으로저속도대

가 형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중간 풍화단계를 나타냈

고, 받침기둥은 상대적 저속도대와 고속도대가 혼합되

면서 중간 풍화단계를 보 다. 지대석은 약간 풍화단계

로확인되었다. 

7. 중동 및 반죽동 석조는 미사장석 반정과 흑운모의

화성선리로 대별되는 암석학적 특성, 화학적 풍화로 생

긴 철 및 망간산화물, 보수물질에 의한 석고 및 방해석,

분진 및 점토광물 등의 오염물이 침적되어 일차적으로

미세 균열과 박리가 발생하고, 여기에 화학적 풍화가 진

전되면서구조상균열과박락으로확장된것으로판단된

다. 특히 이러한 암석학적-화학적-물리적 풍화 메커니즘

은대부분의지점에서복합적으로발생하여손상을가중

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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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 on the restoration stone selection of break-out part based on material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the
conservational safety diagnosis using various nondestructive techniques for Jungdong and Banjukdong Stone Auariums.
As a result, the original rocks of the stone aquariums body are porphyritic granodiorite with magnetite-series having
igneous lineation, microcline phenocryst, veinlet and basic xenolith. As a result of the provenance presumption of the
host rock, a rock around Gamgokri area in Nonsan City was identified the genetically same rock. Therefore, the rock is
appropriate for restoration materials of the break-out part. The deterioration assessment showed that the stone
aquariums were highly serious scaling, scale off and blackening. Particularly, the front face of Banjukdong stone
aquarium needs reinforcement of structural crack (760mm) caused from igneous lineation of biotite. Blackening
contaminants on the stone aquariums surface occurred by combining iron oxide, manganese oxide and clay mineral.
Also, major factors of efflorescence contaminants were identified as calcite (Jungdong stone aquariums) and gypsum
(Banjukdong stone aquarium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tone aquariums appeared that the original and new
stone is third (moderately weathered) and second grade (slightly weathered), respectively. This study sets up an
integrated conservation system from material analysis to restoration stone selection and conservational safety diagnosis
of Jungdong and Banjukdong stone aquariums.

Key Words_Jungdong Stone Aquarium, Banjukdong Stone Aquarium, Precision Deterioration Diagnosis, Restoration Stone Suggestion,

Deterioration Mechanism

Precise Deterioration Diagnosis and Restoration
Stone Suggestion of Jungdong and Banjukdong
Stone Aquariums in Go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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