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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포항중성리신라비는 2009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견되었다. 부정형 형태를 가진 비석의 크기는 최대높이 105㎝, 너비

47.6~49.6㎝, 두께 13.8~14.7㎝, 무게는 115㎏이다. 

비석은 흑운모화강암이며 보존처리 공정은 훼손지도 제작, 표면 오염물 세척, 에틸실리케이트를 이용한 강화처리 순서로

진행하 다.

레이저를 이용한 검은색 표면 오염물 제거를 위해 표면의 60%이상을 덮고 있는 검은색 오염물을 분석하 다. 분석목적은

오염물 확인 뿐 만 아니라 동일한 오염물을 가진 암석을 확보하여 예비세척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암석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중 경주남산 시료를 p-XRF로 분석한 결과 역시 중성리신라비와 유사하게 Mn이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리신라비와 같이 동일

오염물로 확인된 암석을 10개의 샘플로(5㎝×5㎝) 제작하여 Nd/YAG Laser로 예비 세척하 다. 포터블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관찰 결과@ 파워 460mJ, 파장 1,064㎚, 방사횟수는 25㎠당 1,800~2,300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위의 조건을 감안하여 비석

전체를 세척 후 강화처리 하 으며 보존처리에 대한 평가는 색차계 측정 및 성분분석을 통해 오염물 제거 정도를 확인하 다. 

색차계 측정 결과 명도(L*)값이 33 → 49로 상승하여 밝아진 것을 수치로 확인하 으며 성분분석 결과 Mn 함량이 50,000

±5,000ppm → 10,000±2,000pmm로 80%가량 감소하여 오염물 역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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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포항중성리신라비(이하‘중성리비’)는 2009년 5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중성리 167-1번지에서 도로공사 중

발견되었다. 비석의 크기는 최대높이 105.6㎝, 너비

47.6~49.6㎝, 두께 13.8~14.7㎝이며 무게는 115㎏이다

<사진1>.

중성리비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임시보관 중

2010년4월7일본센터로인수되어동년9월까지초음파

탐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촬 등 보존처리 전 조사와

레이저세척, 강화처리등과학적보존처리를실시하 다.@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중성리비표면에덮여있는

검은색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과학적

보존처리, 그리고 보존처리 전·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수있는방법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표면오염물분석및예비세척

1. 표면오염물 분석

중성리비의 보존처리는 비문판독과 안정적 보존관리

를 위해 주된 손상원인인 검은색 표면오염물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오염물 분석을 통한 유사한

시료를 확보하여 예비세척을 실시한 후 타당성 있는

오염물 제거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위해 지질도폭,

포터블현미경(Scalar DG-3), P-XRF(PMI. INNOV-X) 등을

이용한 현지조사를통해유사오염물시료를확보하 다. 

1) 시료준비

중성리비표면오염물제거를위해동일오염물양상을

가진시료를확보하여예비세척을실시하 다. 이를위해

중성리비가발견된포항시흥해읍중성리일원과포항시

신광면 냉수리 일원, 경주시 남산 일원을 조사하 다.

흥해읍과 신광면 일대에서는 노출된 암반이 많지 않아

오염물 제거를 위한 샘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경주시

남산 열암곡 주차장 조성부지에서(위도 : 35°45′17″,

경도 : 129°14′8″, 고도 : 147m )다양한샘플시료를확인

하 으며결과는다음과같다<사진2>.

육안조사 및 현미경 조사 결과 오염물 양상이나 집

도가 유사하며, 또한 표면 오염물을 정성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현장에서 휴대용 XRF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이 중성리비 표면에서 관찰되

는 검은색과 적갈색 오염물 양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1>. 따라서노두에흩어진암석중샘플제작이가능

한 크기의 암석을 채취하 으며 아울러 실험실 분석을

통한 정량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표면오염물과

기반암이플랫화된부분을채취하 다.

사진 1 포항중성리신라비 사진 2 표면오염물 사진

a.샘플시료표면 b.샘플시료표면(X100) c.중성리비표면(X200)@

검은색(Mn) 적갈색(Fe)

중성리비 9,577~51,748(평균 35,443) 26,544~34,041(평균 29,060)

샘플시료 4,338~62,843(평균 39,225) 20,652~32,602(평균 30,095)

표 1 중성리비와 샘플시료 표면 오염물의 휴대용 XRF 측정결과(ppm)

중성리비분석결과는『문화재』제43권, 제3호, p.135,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일냉수

리신라비의재질특성과산지해석및훼손도진단」내용을재구성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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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l₂O₃ SiO₂ CaO MnO FeO O wt%

3.62 4.25 3.45 55.01 6.38 27.29 100

Spectrum 1

total
Al₂O₃ SiO₂ CaO MnO FeO O wt%

12.69 21.93 1.52 9.44 11.73 42.70 100

Spectrum 1

total
Al₂O₃ SiO₂ CaO MnO FeO O wt%

16.44 23.92 1.55 9.20 3.11 45.77 100

Spectrum 1

대상
- 중성리비표면오염물 2점

- 1·2차 조사지역(중성리·냉수리일원)각 1점, 3차 조사지역(경주남산) 2점

조건
- SEM/EDS Model@ : JEOL,JP(JSM-5900LV)/OXFORD INCA WAVE

- Accelerating voltage ( kV ) : 20.00

대조군(중성리비) 검은색표면오염물은 Mn이 유리되어산소와수분이반응하여산화망간을형성, 침착된것으로판단되며 Mn함량은 52wt%±3

결과
1차조사(중성리) 검은색표면오염물은 Si, Al함량을 감안할경우 Fe가 11.7wt%로 갈색을띠고있으나반사율차에따라검은색을보임

2차조사(냉수리) Mn 함유량 9.2wt%는 1차 조사(중성리)지역과유사하나그외발색원소가검출되지않아유기물에의한오염으로추정된다.@

3차조사(경주남산) 대조군인중성리비표면오염물과비교시 Mn함량이 53wt%±5

표 2 표면 오염물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그림 3 2차 조사지역(냉수리) SEM-EDS분석결과

그림 1 대조군(중성리신라비) SEM-EDS분석결과

그림 2 1차 조사지역(중성리) SEM-EDS분석결과

2) 시료 분석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샘플 시료와 유물 복제과정에

서 채취한 중성리비 시료를 전자주사현미경에서 정량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 오염물임을 확인하 다. 분석

조건과결과는다음과같다.<표2, 그림1~4>

중성리비와경주남산에서확보한샘플시료표면의검은

색 오염물은 Mn과 Fe에 의해 변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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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 2003). 다만 Fe 높게 검출된 부분은 적갈색변색

을포함하고있어두원소간관계해석이필요할것이다.

2. 예비세척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세척은

표면의이물질을제거하는작업으로처리전오염물분포

양상과성분분석등을실시하여제거대상과범위를선정

한다. 이때제거대상과범위, 석재의종류및손상정도등

에따라세척방법을결정하게된다. 지금까지오염물분석

은그분포양상을설명하거나기원을밝히는선에서끝나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오염물 제거를 위한 연구 역시

레이저 세정이나 습포제를 이용한 방법에 대한 연구만

실시되었다. 따라서금번연구는중성리비에서관찰되는

표면오염물의 성분분석 후 유사오염물 샘플시료를 확보

하여예비세척함으로써효과적제거방안을제시하 다.@ 

표면오염물분석을통해선정된경주남산샘플을적당

한 크기로 10개 제작한 후 예비세척을 실시하 다. 예비

세척은국내외소개된다양한세척방법중실제중성리비

처리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클리닝, 마이크로 블라스팅,

습식세척(브러시)을실시하 다. 

총10개시료는중점세척방법인레이저클리닝7개(1~5

번, 7, 8번), 마이크로블라스팅은 2개(6, 9번), 습식세척은

1개(10번)가사용되었다.

예비세척의기준은자문회의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

수렴하여 두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오염물의 완벽한

제거가아닌 집도만저하시켜모재의표면손상을최소

한으로 줄인다. 둘째, 각자(刻字) 깊이가 2~4㎜내외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세척은 각자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으로 자제한다. 위 기준에 준하여 다음 10개 샘플을 예비

세척하 다<사진3>. 

1) 레이저 세척

암석표면에 침착된 검은색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안된 레이저클리닝은 레이저의 특성 중 단색성에 기

인하여 오염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유색광물이 포함된 암석에는 사용할

수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이번처리는오염물

의 완전한 제거가 목적이 아니므로 암석에 큰 손상 없이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염층의 두께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층과 층 사이의 균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 제거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각자(角字)부분을 제외

한 면을 메스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

로 일정량을 제거한 후 원암에 가까워지면 레이저를 이

용하여 모암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거하 다

(김진형, 2010). 

또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직후에는 오염층이

그림 4 3차 조사지역(경주남산) SEM-EDS분석결과

total
SiO₂ CaO MnO FeO Br O wt%

5.12 1.92 56.73 6.03 5.36 24.85 100

Spectrum 2

사진 3 예비실험샘플 - 처리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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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또는 짙은 회색을 띄고 있어 레이저의 특징인 흡

수능효과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증류수를이용하여

오염물표면에반복적으로도포하면서제거하 다. <사진

4, 5>는Nd-YAG Laser로파워460mJ, 파장1,064㎚조건으

로 처리한 결과로 오염물 제거에 있어 레이저 빔은 렌즈

를 통과 시켜 초점 크기를 제어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선

택하 다. 따라서 오염 정도가 미약한 부분에서는 10~20

회방사정도로오염물제거가이루어졌다<사진4, 5>.

동일처리 면적으로 시료 5번은 타격횟수 1,800, 시료

3번은 타격횟수 2,300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오염물의

완전한제거가목적이아니기때문에스폿조정은실시하

지 않았다. 따라서 방사거리 조절을 통한 얼룩현상 방지

는본처리에서는제외하 음을미리밝힌다.

시료5번은오염물일부가남아있으나흑운모를포함

한 기타 유색광물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벽개

면을중심으로일부균열이확인되었으나세척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자연적 손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 3번은 과도한 세

척으로 흑운모의 결정손상과 이탈이 확인되었으며 열팽

창에 따른 물리적 손상으로 주변 광물이 변질되는 이차

적손상도확인되었다.

2) 마이크로블라스팅

물리적세척법의대표적인예로미립자를분사하여오

염물 표면을 마모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다. 세척효과와

세척능력을감안할경우, 또한미립자의종류, 분사압력,

분사형태에따라대형석조물세척에적합할수있다.

하지만 중성리비의 경우 각자 깊이가 1.5~3㎜ 내외로

선택적 제거능력이 떨어지고 결정손상에 따른 표면요철

로 비문 손상이 예상된다. 다음은 마이크로블라스팅 기

계를이용, 분사압력5bar, 분사거리15㎝, 투사체돌로마

이트로처리한결과이다<사진6>.

오염물 표면을 연마하여 제거하는 위와 같은 방법은

작업 효율성에서 뛰어나다 할 수 있으나 광물질 탈락과

erosion에 따른 표면요철은 실제 중성리비 오염물 제거

시비문을훼손할우려가충분하다.

3) 습식세척

극성용매인물을이용한세척방법으로대상시료(10번)

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시킨 후 표면에 증류수를 뿌리면

서 브러쉬 하 다. 하지만 <사진 3> 10번 시료의 처리

a.처리 전 b.처리 후(L*값 상승) c.처리 후(결정상태 양호)

a.처리 전 b.처리 후 c.처리 후(결정손상)

사진 4 샘플시료 5번

사진 5 샘플시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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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진에서와 같이 처리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세척과정에서는 레이저세척 시발생한 잔유물

을제거하기위한목적에한하여사용하 다.

보존처리전조사

1. 초음파탐사

초음파탐사(CNS Farnell, PUNDIT PLUS)는 암석의 풍

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탐사방법

은 암석 내부로 입력된 초음파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

리사이를 전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를

산출하 다.

중성리신리비 초음파탐사는 간접법(Indirect Testing)으

로 탐촉자간 거리는 10㎝, 3회 측정 후 평균한 값으로

전·후면각33지점에초음파속도를측정하 다. 

그결과, 전면2,629㎧, 배면2,672㎧로나타났다. 강화처

리후14일이경과한시점에서측정한초음파속도는전면

2,772㎧(5.43% ↑), 배면2,843㎧(6.39% ↑) 이다<그림5>.

처리 전 초음파 속도가 부재 중심에서 낮게 측정되었

으나(2,512㎧) 강화처리후측정한값에서모든부위에서

비슷한값을보임을알수있다. 

하지만 초음파측정은 암석 표면상태, 풍화 깊이, 암석

의 종류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암석의 상

태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암석의다양한보정계수

산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조 훈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보다는 강화처리

전·후비교데이터로만사용하 다. 

2.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 은 중성리비에서 방사된

적외선의제한된파장폭에대한감도를갖으며이를검지

하고 온도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이다. 중성리비 표면

온도는 주로 외부 공기에서와 내부에서의 열전도율의

교환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부가 공동일 경우 기온이나

복사열의 변화에 따라 구성광물의 열전도율은 차이를

보이며결론적으로다른온도변화를보인다(사와다마사

아키, 2000). 본 조사에 사용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는

(FLIR P620) 시야각(24°*18°), 공간분해능(0.65mrad),

적외선분해능(640*480pix), 온도분해능(40mK@+30°C),

측정범위(-40℃~500℃±2℃)이다.

실내에서 처리한 중성리비는 일정한 표면온도 조건

과 지속적인 온도변화로 내부결함 부위를 찾기 위해

히팅건으로 60㎝ 거리에서 10~12sec가량 열을 주었다.

그 결과 전면 4.1℃, 후면 4.2℃의 미묘한 온도차가 발생

하여 건전한 상태를 지시하고 있으나 앞면 가운데 부분

이 밝게 표시되어 내부결함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사진7>. 

그림 5 초음파측정

a.측정점 b.강화처리 전 c.강화처리 후

a.처리 전 b.처리 후(표면요철) c.처리 후(광물탈락)@

사진 6 샘플시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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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결함탐사

적외선열화상카메라촬 에서확인된내부결함(균열

및공극)을파악하기위해레이더결함탐지기와저주파

결함 탐지기를 병행 검사하 다. 저주파 결함 탐지기가

압전입자의분해능과다수의송·수신채널로검출능이

뛰어났으나 로우데이터를 맵핑하는 과정에서 국내 소

프트웨어상의 문제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레이더 결함

탐지기측정결과만을실었다. 

레이더파 방식의 결함(공동)탐지는 최대 300㎜ 깊이

까지 탐사 가능하며 반사신호를 처리하여 공동 등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중성리비와 같이 수평방향 고정

탐사의 경우 RF주파수 범위 확장이 500㎒~1,000㎒에서

300㎒~2,300㎒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매 2.5㎜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여 정 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Gain 값

조정 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더욱 선명한 유효

측정데이터취득이가능하 다. 측정방식은중성리비를

길이방향으로4등분한후비표면을스캔하 다.@ 

측정결과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촬 이미지와 같이

내부는 균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번 그리드의

경우 열화상에서 확인된 내부결함 가능부위와 유사한

지점에서 파장이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나 10~15㎝ 깊이

로 후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성리비 배면이 전부 평탄

한 것에 비해 이 부분만 괴상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생긴 간섭파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모든 비파괴측정

방식은 교차검증이 가능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보다

객관화된데이터를제공할필요가있다<사진8>.

표면오염물제거및강화처리

1. 표면오염물 제거

예비세척 결과에 따라 레이저세척기를 이용한 표면

오염물 제거 작업을 실시하 다. 제거작업은 중성리비

전면 처리에 앞서 측면 일부를 선택하여 샘플 세척함으

로써 그 효과를 추가 검증하 다. 이는 레이저세척기를

이용한 오염층 제거는 선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이다. 오염의정도별로각기다른양상을나타

내기 때문에 두께의 정도나 모암 표면 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성시기에서도

오랜시간동안잔류된부분과그렇지않는부분의양상도

사진 8 내부결함탐사결과

탐사그리드

a.그리드1 b.그리드2

c.그리드3 d.그리드4

사진 7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촬

a.전면 b.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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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중성리비의 경우 보존환경이

양호하여 오염물 생성 이후 심각한 풍화 양상으로 전이

되지 않은 오염층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예비세척 및

샘플세척 결과 Nd-YAG Laser파 방식으로 파장 460mJ,

파장 1,064㎚조건으로 처리하 으며 타격횟수는 25㎠

당 1,800~2,300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진9, 10>.

예비및샘플세척, 본세척결과를통해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화강암 특성상 표면오염

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더라도 표면에서 미세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조암광물로 구성된 화강

암이에너지흡수능차이때문에발생되는문제이다.

예를 들어 오염물 제거시 신선한 면이 노출된 국소

부위가 석 과 같이 광이 투과가 되는 투명한 광물의

경우 레이저빔이 투과하게 된다. 하지만 장석과 같은

유색광물은레이저빔의에너지를흡수하기때문에반응

을보이게된다. 

이러한 두 광물이 암석내의 배치에서 석 이 상부에,

장석이 내부에 위치한 경우 방사된 레이저빔 에너지는

석 을 투과하여 유색광물인 장석에서 반응하게 된다.

이때 내부에서 빔에너지와 반응한 장석은 강하게 형성

된 내부 폭발응력을 외부로 발산하는 과정에서 광물

입자간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표면의

균열과박락현상을일으켰다. 

2. 강화처리

강화처리는 레이저클리닝 후 물리적 스트레스를 방

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 다. 사용된 에틸실리케이트

강화제는 규소(Si)와 산소(O)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기규소 화합물로서 규산염과 유기폴리머의 중간

물질이다. 유기규소 화합물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알콕사이드로 상온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

하여 액체 상태의 졸(sol)에서 고체 상태의 겔(gel)로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에틸실리케이트의 졸 - 겔 반응은 단분자

에틸실리케이트가 수분과 반응하여 실라놀 nSi(OH)₄

입자와 에탄올이 생성되는 가수분해 반응과 실라놀

(SiOH)기의 수분이 증발하는 축합반응함에 따라 올리

고머인 실록산 입자가 생성되면 실록산 입자의 결합에

의해 점도가 증진되는 중축합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

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응시간이 지속되면 실록

산 중합체가 3차원적으로 연결되어 반응이 완료되면

유리와 같이 점도가 무한대인 비결정질의 고체 상태로

변화하게된다.

사진 9 비석측면 샘플세척

a.샘플세척 b.처리 전 c.처리 후

사진 10 비석 표면오염물 제거

a.전면 세척 b.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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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제 선택기준

실험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처리 시 강화제는 다

양한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선택

기준에따라강화제를선정하여야할것이다. 첫째, 강화

제는 결합이 와해된 표면과 내부 및 미세균열을 암석에

고정시키는 접착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충분

한 깊이로 암석내부로 침투해야 하며 이때 강화대상인

암석표면에는얇은피각이형성되거나강화제가표면에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강화성분은 무색·투명

해야 하며 처리 후 암석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지 않아

야한다.

강화제는 접착력과 침투력, 광학적 물성 등을 고려해

야하는데2003년을전후하여에틸실리케이트계강화제

가이런조건을충족하여많이사용되고있다. 본처리에

서는 에틸실리케이트 함량이 높고 침투력이 뛰어나며

풍화에 비교적 안정한 Remmers사의 KSE300STE 강화제

를선정하여강화처리하 다(이명성, 2011).

강화처리는 레이저클리닝 후 물리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KSE300STE를 1회 스프레이 하 다

<사진 11>.

표면오염물제거전·후비교

중성리신라비 표면오염물 제거정도를 정량적으로 파

악하기위해동일지점(10point)에대한휴대용XRF(PMI.

INNOV-X)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색차계를 이용, 신

선한 부분과 비교 시 제거 정도를 산출하 다. 휴대용

XRF 측정결과, 검은색 표면오염물의 지시자인 망간

(Mn)의 함량은 처리 전 44,065ppm(평균)에서 처리 후

8,230ppm(평균)로 처리 전의 19%수준으로 감소하 다.

적갈색오염물 지시자인 철(Fe)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

하 다<사진12, 표 3>.

사진 11 중성리비 보존처리 전·후

a.보존처리 전@ b.보존처리 후

표 3 보존처리 전·후 포인트별 표면오염물 변화값

No. Ti Mn Fe Ni Cu Zn As Rb Sr Zr Pb 비고

1 2142 35853 11777 292 40 404 16 154 274 191 15
검은색

1 2518 1631 11923 LOD 38 112 LOD 133 228 199 32

2 2665 44596 19137 270 41 442 11 151 207 231 20
검은색

2 5002 7807 19670 LOD LOD 140 LOD 148 LOD LOD 29

오 3 2218 51748 18800 542 LOD 488 LOD 145 241 157 20
검은색

염 3 3921 13254 22703 148 53 220 LOD 148 LOD LOD 29

물 5 3778 9577 31775 116 29 141 14 138 256 209 29
검은색

제 5 2663 5347 22258 LOD 41 112 LOD 148 227 206 38

거 6 2376 2314 28585 LOD 56 63 19 130 286 154 21
적갈색

6 2528 1121 22202 LOD 62 51 LOD 127 282 165 22

전 7 1902 317 13694 LOD LOD 23 LOD 125 233 155 16 신선한
· 7 3513 525 29667 LOD LOD 45 LOD 137 255 164 LOD 부분

후 8 2207 358 12157 LOD LOD 31 LOD 139 252 229 25 신선한
8 4453 276 14886 LOD LOD 27 23 121 248 172 LOD 부분

9 2560 438 84041 LOD 41 37 16 106 285 177 15
적갈색

9 6616 984 67049 LOD 58 101 16 130 257 LOD 27

10 1747 552 27072 LOD 42 40 LOD 123 249 229 27
적갈색

10 2081 418 41972 LOD 58 52 21 143 285 220 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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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계 측정결과, 명도가(L*) 33.28에서 48.85로 상승

하여 밝아졌으며, 적색/초록 값(a*)은 1.43에서 3.54로 상

승하여 신선한 부분인 4.81에 근접하 다. 노랑/파랑 값

(b*) 역시 4.77에서 12.21로 상승하여 신선한 부분인

16.86에근접하 다<사진13, 그림6>.

고찰및결론

중성리신라비는 학계의 추가적 고증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시대 비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

으로 추정된다. 사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성리비는표면오염물제거및안정적보존관리를위해

보존처리를실시하 다. 

표면오염물제거를위해마이크로블라스팅, 습식세척,

레이저클리닝등 동일 오염물에 대한 예비세척을 실시

하고, 결과 검토 후 Nd/YAG 레이저로 중성리비 표면의

검은색오염물을제거하 다. 

이 후 강화처리와 도로공사 중 힌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부색맞춤을끝으로보존처리를완료하 다. 휴대용

XRF로 동일지점에서 세척 전·후 Mn과 Fe의 원소함량

을 비교함으로서 세척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으며

색차측정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수치

화하 다. 

중성리비의 구성암석은 세립 또는 중립의 흑운모화강

암으로흑운모가다량함유되어있어Nd/YAG 레이저를

이용한 오염물 제거 시 광물 손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샘플시료를이용한예비세척에서확인한바와

같이 오염물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집도만 저하시키

는 선택적 제거일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타격

거리와 방사횟수, 에너지 값을 대상 오염물의 상태에

따라 조절한다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하다. 또한 오염물

의가장외피층이제거된후드러난표면은명도가높아

져 흡수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증류수를 적셔 채도

를높일경우암석의파티나층까지제거가가능하다.

아울러비석이나조각면에탁본의형태로실시된행위

결과물에 대한 선택적 제거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중성리비는2010년4월부터9월까지6개월간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현재 모습을 찾았으며 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해몇가지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적정 보존환경은 온도 20±2℃, 상대습도 50%이하,

조도750~1,500㏓(1日) 이상적임

●실내전시를 감안하여 보존처리 범위와 강도를 설

정하 기에 실외전시일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을

구할것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암석 표면박리·박락 및 변

색현상을확인할것

사진 12 표면오염물 비교분석

a.PXRF측정포인트 b.보존처리 전·후 망간(Mn), 철(Fe)변화량

사진 13 중성리신라비 색차계 측정지점

a. 보존처리 전 b. 보존처리 후

그림 6 보존처리 전·후 색차 측정

a.L*,a*,b* 변화값 b.3D 모델링

L* a* b* 위치

제거전
34.34 1.79 5.91

★
32.33 1.07 3.63

제거후
49.2 3.54 12.21

★
48.5 3.55 12.22

60.09 4.81 16.86 ★

표면

오염물

(검은색)

신선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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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la Monument Stone in Jungseong-ri, Pohang’was discovered in Pohang City, Gyeongsangbuk Province of Korea
in 2009. The monument stone with irregular shape has dimensions of maximum height of 105cm, width of
47.6~49.6cm, thickness of 13.8~14.7cm and weight of 115kg. 

The results of monument stone was found to be granitite. Conservation treatment procedure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production of Weathering map, cleaning of surface pollutants , consolidation using ethyl silicate.

@Black pollutant(crust) that covered more than 60% of the surface was analyzed first in order to remove the
pollutants on the surface of the monumental stone by cleaning of surface pollutants using laser. 

The purpose on analysis was not only to verify the pollutants on the stone but also to carry out preliminary cleaning
by securing rocks with same pollutant as the monumental stone. As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p-XRF(PMI. INNOV-X,
USA) on the site, high level of Mn and Fe were detected, and the analysis of small section that had been fallen off with
SEM/EDX for the purpose of quantitative analysis also detected high level of Mn. The Similar contaminants on Stone
secured in the manner described above were made into 10 samples (5cm x 5cm) and was subjected to preliminary
cleaning by Nd-YAG Laser(Laser&Physics, Korea). 

@The results of surface observation through portable microscope during cleaning revealed that the power of 460mJ,
wavelength of 1064nm and irradiation frequency of 1,800~2,300 per 25cm2were most effective. 

Evaluation on the preservative treatment was made through confirmation of the extent of removal through color-
difference meter measurement and component analysis prior to and following removal of the pollutants.

As the result of color-difference meter measurement increase in the brightness was evidenced by the increase in the
brightness (L*)value from 33 to 49, and it was possible to ascertain the reduction in the pollutants as the content of Mn
was reduced by about 80% from 50,000±5,000ppm to 10,000±2,000pmm from the result of component analysis.

Key Words_Silla Monument Stone in Jungseong-ri, Pohang, Granitite, Laser Cleaning, Black Pollutant(Crust),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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