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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부재인 화강암의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이다. 이 석탑은 금속 장

식물과 보조물에서 생성된 녹흔에 의한 황갈색 변색과 기단부와 옥개석 상부에 서식하는 침해생물로 인하여 표

면이 훼손되어 있다. 세척 예비실험 결과 옥살산을 사용한 습포법은 제거횟수에 따라 철이온의 용출량이 증가

하고 암석의 구성성분인 Mg, Al, Ca 이온의 용출량은 미약하므로 이 세척법은 제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

거효과가 높고 암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침해생물 제거에 이용한 건식세척은 생물제거는 가

능하나 미소토양 제거가 어렵고, 증류수를 사용한 습식세척은 미소토양 제거가 가능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존

처리에서 침해생물은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으로 제거하였고 녹흔은 옥살산을 사용한 습포법으로 제거하였다. 

그리고 녹흔의 원인이 되는 금속물의 녹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 철제 금속물은 renaissance wax를 사용하

고, 동제 금속물은 B.T.A법을 사용하여 방청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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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 국보 제48호

로 지정되었다. 이 탑은 8각 모양의 2단 기단(基

壇) 위에 9층 탑신(塔身)을 올린 뒤,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한 모습으로 고구려적인 요소가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강병

희, 2000). 이 탑은  고려초기에 건립된 후 여러 

차례의 재난을 당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잘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석재의 파손

이 있어서 1970년 10월에 전면 해체, 1971년 

11월에 복원하였다. 현재 이 석탑에 발생된 오염

물은 침해생물과 금속물에 인한 녹흔이며, 침해생

물의 제거와 녹흔의 안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물리

적, 화학적 세척에 대한 실험을 필요로 하였다.

석조 문화재의 보존처리에서 세척은 기본적으

로 행해지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며 세척 전

에는 오염물의 분포양상과 성분분석 등을 실시하

여 제거 대상과 범위를 선정하고 이때 선정한 제

거 대상과 범위, 석재의 종류, 부재의 손상정도 

등에 따라 세척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세척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석조물의 세척에 관

한 방법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 (Wener M, 

1989; Bluck B.J, 1991)된 바 있으며,  석재 

세척 방법 중에서 각종 연마 방법이나 산, 알칼리 

처리 혹은 H
3
PO

4
이 섞인 화학적 처리 방법은 때

로는 즉각적이거나 중장기적인 잠재적 손상을 유

발하기도 하여 석재에 크게 손상을 입히므로 사

용하지 말 것이 권장(Maureen E.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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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Donald J. 외, 1992) 하였으며, 인산염이 

함유된 세척제로 석조물을 세척하면 일정기간 후

에 조류와 지의류가 보다 왕성하게 번식함이 지적

(Young M.E, 1998) 되었다. 그리고 석조 문

화재에 서식하는 남조류의 생장을 억제하기 위해

서는 pH 5.4 정도로 산 처리를 해야 하나, 국

내 석조 문화재의 재질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표

면의 암색이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언급(이

찬희 외, 2000)되었으며, 석재 건물, 조각품, 벽

화, 광물질 화합물로 만들어진 기타 물질들을 보

호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살조제, 항생제, UV 조

사(照射), 에어건, 레이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보

존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Lubomir 

Kovacik, 2000). 중국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대 석조 조각품(ZENG 

Zhongmao, 2000)  및 갑옷(Bai Rongjinm, 

2000) 들의 세척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

다. 최근 국내에서는 습포제를 이용한 석조문화

재의 페인트 오염물 제거기법(이주완 외, 2009)

과 감은사지서삼층석탑의 표면오염물 분석과 제

거기술(김사덕 외, 2010) 등이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손상에 대해 기록하고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녹흔제거의 안정성과 효과와 물리

적 방법을 이용한 생물제거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

해 연구하였다.  

2. 현황과 연구방법

2.1. 현황

현재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기단부 전체와 대

부분의 옥개석에 고착지의류와 선태류 등이 서식

하고 있고 앙화와 복발, 옥개석 모서리 부분의 황

갈색 오염이 심하다. 따라서 이 석탑의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보존대책

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연구방법

월정사 적광전 마당에 위치한 월정사팔각구층

석탑은 풍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생

물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 박리·박락 등 다양

한 풍화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석

탑의 손상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였

고, 이를 토대로 석탑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보

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석탑에서 탈락된 암편을 분석

용 시료로 채취하였다(Table 1). 채취한 시료

의 구성광물을 정밀하게 동정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암광물 조성은 MAC 

Science사의 M18XAHF22 X-선 회절분석

기를 이용하여 광물을 동정하였다. 분석에 사용

Table. 1. List of experimental sample

Sample No. Samples

WJ-Rock A rock fragment breakaway from pagoda

WJ-Solution-0 Gauze

WJ-Solution-1 Gauze spread with oxalic acid + EDTA·2Na

WJ-Solution-2 Gauze used for removing the rust first time

WJ-Solution-3 Gauze used for removing the rust seco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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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X-선은 CuKα이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20kV, 전류 90mA, 측정범위 5°~70°, 스캔

속도 2°/min으로 하였다. 분석데이터의 동정은 

JCPDS 카드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암석의 주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Philips사의 magics 파

장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Wave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

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Collimator mask

를 27㎜로 하였다.   

이 석탑의 손상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

해서 요인별 손상상태를 진단하고 실측도면을 바

탕으로 종합손상지도를 작성하였다. 손상도면 작

성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2D그래픽 전문 응용프로

그램인 Adobe Illustrator이다. 

옥살산을 이용한 황갈색 오염물 제거 시 제거

회수에 따른 효과와 옥살산이 암석에 미치는 영

향은 Elan DRC-e사의 Perkin Elmer 유도

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용출금

속원소를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Nebulizer 

Gas Flow : 0.96(L/min), Auxiliary Gas 

Flow : 1.25(L/min), Plasma Gas Flow : 

18.00(L/min), Lens Voltage : 6.00V, ICP 

RF Power : 1550.00W로 하였다.

보존처리는 석탑 전면에 대한 세척과 금속물 보

존처리, 균열부 수지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3. 재질분석 및 손상상태 진단

3.1. 재질특성

연구대상 월정사 오대산 지역 화강암에 대해서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손상현황과 표면오염물 제거연구 / 황정은, 김사덕, 정희수

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granite from the Octagonal nine 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Qz : Quartz, Ab : Albite, Bi : Biotite)

Table 2.  XRF results of the granite from the Octagonal nine storied pagoda of Woljeong-
sa Temple

Sample SiO2 Al2O3 Fe2O3 K2O CaO MgO Na2O MnO P2O5 TiO2 Cr2O3 ZrO2 Total L.O.I

WJ-Rock 73.79 15.06 1.33 5.00 1.30 0.27 2.89 0.02 0.07 0.23 0.01 0.03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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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흑운모 화강암으로 곳에 따라 반상 조직을 보

이고 임계 화강암이 북부지역에서는 평안누층군

을 관입하고 있지만, 임계지역에서는 이 화강암

이 압쇄화 작용을 받았다고 연구된바 있다 (김정

환 외, 1991).

석탑에서 탈락된 미세시료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된 화강암

의 조암광물로는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

모 등이 동정되었다(Fig. 1).  

또한, 미세시료의 X-선 형광분석결과 주성분

원소는 SiO
2
, Al

2
O

3
의 함량은 각각 73.79wt.%, 

15.06wt.%, K
2
O, Na

2
O의 함량은 각각 

Crack Peeling off Broken

Fig 2. Physical weathering of the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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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wt.%, 2.89wt.%이다(Table 2).

3.2. 풍화손상도 진단

3.2.1. 물리적 풍화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옥외에 노출되어 물리

적 풍화과정을 겪고 있다. 석탑 곳곳에서 균열, 

박리·박락, 파손 등의 물리적 풍화가 나타난다.

균열의 빈도와 발달정도는 1층 탑신이하의 부

재들과 3층 옥개석, 4층 옥개석에서 심하게 나

타났다. 가장 높은 박리·박락의 분포양상을 보

인 부재는 우주와 1층 탑신석이었다. 파손은 기

단부 부재들과 1층 탑신석, 3층, 8층 옥개석에

서 나타났다. 

상륜부는 동·서측앙화 및 보륜에서 수직균열

이 조사되었다. 상대중석받침부위에 발생된 균열

은 철편으로 인한 응력집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 밖에 암석 생성시의 절리들이 옥개석 끝부

분에서 나타났다. 3,4층의 경우 옥개석이 부재 

두 개로 구성되어있는데, 4층은 배면 부분을 신부

재로 교체해준 것으로 보인다(Fig. 2).

물리적 풍화의 반복은 박리·박락·균열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암석 표면과 내부의 풍화를 가속

화하게 되며 심할 경우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부, 박리·박락에 대한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

3.2.2. 화학적 풍화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옥외에 노출된 석탑으

로 대기환경의 환경인자와 철이 반응하여 황갈색 

Fig. 3.  Discolored light brown: (A)  discoloration on the top  (B) discoloration by the wind bell;  
(C) discoloration by the metal aids and  (D) distribution of dis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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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을 형성하고 강수의 흐름에 따라 암석 표

면에 침착되는 변색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풍경의 내부 부속이 철로 구성되어있어 오염빈도

는 풍경이 달려있는 옥개석 끝 부분에서 가장 심

했는데 모든 층의 옥개석에서 나타났다. 이 석탑

은 금동상륜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탑이므로 상륜

부가 대부분 황갈색으로 변색되었으며 탑신석은 

구조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부재 틈 사이에 

끼워둔 고임철편에서 흘러나온 녹으로 변색되었

다(Fig. 3).

이러한 표면의 오염물은 석탑의 미관을 해치므

로 보존과학적 세척과 황갈색변색의 원인이 되는 

금속물의 녹제거 및 방청처리가 필요하다.

3.2.3. 생물학적 풍화

침해생물에 의한 자연풍화 현상은 옥외에 노출

Fig. 4. Biological contaminants: (A) herbage (B) leaflike lichen (C, D) moss; and (E, F, G) set 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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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석조문화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주로 기단부와 옥개석 상

부에 생물오염이 심각하다. 육안으로 침해생물

을 동정한 결과 초본류와 엽상지의류, 고착지의

류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초본류는 석재 균

열부분이나 틈을 이용하여 발생하는데 이 석탑에

서는 1층 동쪽 탑신과 받침돌 사이에서 한 개체 

관찰된다. 암석 위에 낮게 깔려 생육한 엽상지의

류는 1층 서쪽 받침석에서 한 군체 관찰된다. 고

착 지의류에 의한 오염은 전체적으로 탑신석 부재

보다는 다습한 옥개석 상부와 기단부에서 심각하

다. 선태류는 기단부에서 생장하면서 군락을 형

성한다(Fig. 4). 

생물학적 손상은 암석 표면에 물리·화학적으

로 작용하여 재질을 약화시키거나 고등식물의 유

입을 용이하게 하여 훼손을 가중시킨다. 침해생

물은 무기양분을 흡수하면서 유기산에 의한 염과 

킬레이트(chelate)화합물로 변화되어 암석의 분

해와 풍화작용을 촉진시킨다(정용재 외, 2006). 

따라서 과학적인 침해생물 제거가 필요하다.

3.2.4. 종합손상도 평가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손상상태를 크게 물리

적 풍화, 화학적 풍화, 생물학적 풍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손상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고 석탑의 

방위별로 손상상태 및 분포를 종합하여 손상도를 

작성하였다(Fig. 5,6,7,8). 

이 석탑의 남측면 종합 손상상태는 하층기단부

의 연화문 일부와 상층기단부의 면석 일부, 1층 

탑신석에서 감실 우측으로 일부 파손되었고 상층

기단부의 박리·박락이 보인다. 또한 각층 옥개석 

모서리부분과 상륜전체에 황갈색 변색이 두드러

지며 기단부와 옥개상부를 중심으로 지의류 및 선

태류에 의한 생물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보인다.

동측면 손상상태는 감실 좌측으로 박리·박락

이 보이며 남측면과 마찬가지로 각층의 옥개석 모

서리부분과 상륜전체에 황갈색 변색을 보이고 기

단부와 옥개상부를 중심으로 지의류에 의한 생물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북측면은 기단부와 1층 탑신부의 박리·박락과 

감실주변부와 연화문의 파손이 두드러진다. 또한 

다른면과 마찬가지로 각층의 옥개석 모서리부분

과 상륜전체에 황갈색 변색을 보이며 단부와 옥개

상부를 중심으로 지의류 및 선태류, 녹조류에 의

한 생물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보인다.

서측면도 상층기단의 박리·박락이 보이고 부

분적으로 황갈색 변색, 생물오염이 생각한 상태

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생물오염

에 의한 훼손과 황갈색 변색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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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erioration map of the stupa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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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terioration map of the stupa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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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terioration map of the stupa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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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terioration map of the stupa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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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손상도 진단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생물학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상당

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향후 풍

화 진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

기적인 보존을 위해 석탑의 표면풍화를 저감시키

고 추가적인 풍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존처리를 

수행하였다. 보존처리에 앞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재를 설치하고 보존처리를 실

시하였다.

4.1. 예비실험

기단부의 침해생물을 대상으로 스팟테스트

(spot test)를 한 결과, 건식세척으로는 침해생

물은 제거할 수 있었으나 생물 하단부 기반 토양

은 제거가 힘들었다. 습식세척으로는 생물이 서

식했던 부위는 제거된 후 처리되지 않은 부위보다 

오히려 밝게 보이거나 약하게 붉은 빛이 나타나기

도 하였으나 침해생물 아래 쌓인 미소토양은 제거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9).

옥살산을 사용한 습포법을 적용하여 황갈색 변

색의 원인이 되는 녹흔 제거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화학적 방법의 하나인 습포법은 오염물

과 용액의 작용시간을 조절하여 용해된 오염물을 

습포제가 흡수하여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습포시스템은 용제에 의해 용해된 오염원이 유물

내부로 재침투되는 것을 막아 주는 장점이 있으므

로 녹흔제거에 습포법을 이용했다(Clifton, R, 

1986 ; Lee,C.H.,Lee 외, 2006 ; Timar-

Balazsy A 외, 1998 ; Caneva,G, 2007 ; 

Weaver,M,E, 2009). 실험은 오염된 7층 옥개

석 모서리 부분을 거즈에 2%농도의 옥살산 용액

을 도포하여 사용한 습포법으로 각각 1회, 2회 제

거하는 스팟 테스트(spot test) 형식으로 수행한 

후 재질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

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로 세척에 사용한 거

즈를 분석하였다(Fig. 11). 철이온은 녹흔을 1

회 제거한 거즈에서는 12.812ppm, 동일지점에

서 2회 제거한 거즈에서는 33.432ppm이 나왔

다(Fig. 10, Table 3). 이를 통해 제거회수에 따

라 Fe이온의 용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Mg, Al, Ca이온의 용출량은 미약하게 나왔

Fig. 9.  Surface comparison after the preliminary test (left: wet cleaning 
right: dry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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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g, Al, Ca 이온은 암석을 구성하는 이온이

므로 이를 통해 옥살산을 이용한 세척이 암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옥살산에 의한 녹흔의 반응은 습포제로 사용한 

거즈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Fe2+++C
2
H

2
O

4
 -> Fe(C

2
O

4
)+H

2

여기서 만들어진 Fe(C
2
O

4
)는 옥살산철로서 노

란색을 나타낸다.

Table 3.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tallic-element yields

Sample
ppm(0.3g gauze/20mL 초순수 용출용액)

Fe Mg Al Ca

WJ-Solution-0 1.7 0.773 0.755 0.277

WJ-Solution-1 3.239 1.041 1.172 0.575

WJ-Solution-2 12.812 0.852 1.422 0.943

WJ-Solution-3 33.432 1.04 1.81 1.87

Fig. 10 .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tallic-element yields

Fig. 11. Surfac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spot test for removing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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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세척 및 수지처리

건식세척은 석탑부재의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침해생물 및 미소토양, 고착되어 있는 먼지, 들

뜬 피각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세척작업

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솔과 양모솔을 이용하여 부

드럽게 털어주고 메스와 소도구, 대나무헤라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세척하였다. 또한, 대나무 

일지라도 암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물리력

이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으

며 석재표면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사용하였다. 

세척 중 발생하는 2차 오염물들에 의해 재오염되

지 않도록 양모솔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털어내었

다(Fig. 12).

건식세척이 물리적인 힘을 통한 처리였다면 습

식세척은 전처리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고착지의

류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극성용매인 증

류수를 이용한 일종의 화학세척이라고 할 수 있

다. 화학약품을 사용할 경우 잔유물이 암석 내·

외부에 고착되거나 잔유물이 수용성 염으로 변

질되어 부재에 2차 손상을 줄 수 있다(S.Pavia 

Santamaria, 1996). 그리고 화학약품은 산성

을 띌 경우 석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알칼리

성일 경우 생물생장의 양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은 쉽게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한 물의 이

동현상으로 고착이물질의 구성 세포간 원형질막

을 통과함으로써 구성세포의 분자구조를 와해시

키며 고착이물질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또한 석

Fig. 12. Dry cleaning: (A) using a brush (B, C) using a scalpel and (D) using a wooden spa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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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Wet cleaning: (A) using distilled water (B, C) using a brush (D, E) using a scalpel  
 (F) using a wooden spatula

재 표면과 고착이물질의 원형질막을 통과한 후 물 

분자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쉽게 형성되어 석재표

면과 고착지의류 사이에는 상당히 강하고 탄력있

는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므로 

세척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처리에 앞서 지의류

를 습윤하게 장시간 유지시켰다.

세척 작업 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처리에 

앞서 습식세척에 대한 강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

며 습윤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여 고착이물질을 부

풀게 하기 위해 석재표면에 증류수를 충분히 도포

한 후 솔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브러싱을 실시하였

다. 솔을 한 방향으로만 브러싱 할 경우 석재표면

에 미세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주의하여 

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세척 후 잔류된 이물질은 양

모솔, 메스, 소도구, 대나무헤라를 이용하여 제

거하였다(Fig. 13). 건 ·습식  세척전, 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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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14와 같다.

예비실험결과를 토대로 옥살산, EDTA-2Na

를 정량성으로 혼합하여 녹흔을 제거하였다. 우

선 석재 표면에 물을 도포했다. 물로 암석표면 오

염물 주위를 충분히 적시면 암석내부의 작은 공간

을 채워줌으로써 유기용매에 용해된 오염물이 오

염되지 않은 다른 암석표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

지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과도한 세척이 이루어지

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이주완 외, 2009). 그 

후 옥살산, EDTA-2Na 2%용액을 만든 후 거즈

에 묻혀 표면에 부착한 후 거즈를 떼고 스팀세척 

및 살수린싱으로 세척하여 옥살산의 잔류로 인한 

과도한 세척을 방지했다(Fig. 15).

세척 완료 후 물리적 풍화의 반복에 의해 암석

표면과 내부의 풍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균열부와 박리박락부에 대해 수지

처리를 하였다.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서 사용되

는 에폭시 수지(상품명 : L-30)를 주제, 경화제 

비율 100:50으로 혼합하여 탈크, 지르코늄, 의

석을 혼합하여 충진제를 만들고 균열을 충전하였

다. 그리고 미세균열을 경화제의 비율을 적게하

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내부에 주입하여 에폭시수

지가 미세균열 부위로 침투하여 박락을 예방하였

다. 수지처리 후 이질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고분

Fig. 14. Surfac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leaning the biological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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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L-30, filled crack

Fig. 15.  Removing rust: (A) using oxalic acid (EDTA-2Na)  (B) using gauze  (C) by 
spreading oxalic acid and (D) using poultice with oxa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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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융합체인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고색처리 하

였다(Fig. 16).

4.3. 금속물 보존처리

이 탑의 황갈색 변색의 주된 요인인 녹흔의 발

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풍경고리, 풍경 내부 부

속, 고임철편 등 철제 금속물 표면의 녹을 메스

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대기오염에 노

출되어 있는 금속조형물의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

하는 renaissance wax를 사용하여 방청처리를 

하였다. 대상 금속물들은 녹이 상당히 진행된 상

태였으므로 2회 이상 도포하였다. 동제 상륜과 풍

경은 에틸알콜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벤조트리아

Fig. 17. Anticorrosion for metal o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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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 Renaissance wax. (B, C, D, E, F, G, H) Anticorrosion for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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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법(B.T.A)을 이용하여 Cu-BTA(polymer 

film) 막을 형성시켜 부식을 억제하는 방청처리

를 하였다(Fig. 17, 18).

5. 결론

1.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전면에 걸쳐 침해생

물에 의한 생물학적 풍화가 진행되고 있고 곳곳에 

황갈색 변색이 관찰된다. 따라서 이를 저감하기 

위한 보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월정사 주변의 지질도를 보면 흑운모 화강암

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탈시편에 대한 XRD

분석한 결과 화강암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

석, 미장석, 흑운모이다. 주성분원소 분석 결

과, SiO
2
, Al

2
O

3
의 함량은 각각 73.79wt.%, 

15.06wt.%, K
2
O, Na

2
O의 함량은 각각 

5.00wt.%, 2.89wt.%이다.

3. 이 석탑은 기단부와 감 실 주변으로 박리박

락과 탈락이 진행되는 상태이고 옥개석 모서리부

분과 상륜부를 중심으로 황갈색 변색이 두드러지

는 상태를 보인다. 또한 기단부와 옥개석 상부에

는 지의류, 선태류 및 조류에 의한 침해생물에 의

한 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보인다.

4. 세척 예비실험 결과 건식세척은 생물제거는 

가능하나 미소토양 제거가 어렵고, 증류수를 사

용한 습식세척은 미소토양 제거가 가능했다. 또

한 옥살산을 사용한 습포법으로 녹흔을 제거한 결

과 제거회수에 따라 Fe이온의 용출량이 증가한

다. 암석의 구성성분인 Mg, Al, Ca 이온의 용

출량은 미약하므로 이 세척법이 암석에 끼치는 영

향은 미미하다. 

5. 세척 예비실험 결과에 따라 이 탑의 생물

학적 오염물은 건식세척과 습식세척을 병행하여 

제거하였고, 녹흔은 옥살산을 사용한 습포법으로 

제거하였다. 건식세척은 대나무칼과 치과용 소도

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이때 제거되지 않는 미

소토양은 증류수를 이용한 습식세척으로 제거하

였다. 습포법은 옥살산, EDTA-2Na 2%용액을 

만든 후 거즈에 묻혀 표면에 부착한 후 거즈를 떼

고 스팀세척 및 살수린싱으로 세척하여 옥살산의 

잔류로 인한 과도한 세척을 방지했다.

6. 이 석탑의 화학적 풍화의 주된 요인인 녹흔

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금속물의 녹을 물

리적으로 제거하고 철제 금속물은 renaissance 

wax를 사용하고, 동제 금속물은 B.T.A법을 사

용하여 방청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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