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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주요 구성암석은 암편질응회암과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으로 담녹색 및 회색을 띠며 원마도가 불량한

암편을 함유하고 있다. 암편질응회암은 유리질 기질과 은미정질의 장석과 석 이 보이고 미정질 결정들이 나타난다.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에서는 장석 및 불투명 광물로 이루어진 기질에 석 과 장석이 반정으로 관찰된다. 석탑의 모든 부재에는 먼지, 박리

박락, 공동, 탈락, 균열이 발달되어 있으며, 적외선 열화상 촬 결과 부분적으로 내부 공극이 상당히 진행되어 박리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측과 북측의 3층 이상 옥개석 상부에서는 회색, 녹색, 황갈색 등의 다양한 지의류 및 선태류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기단부와 옥개석에는 산화망간, 산화철 및 수산화철 등의 무기오염물에 의한 변색이 나타난다. 석탑 부재의

화학적 풍화지수(CIA)와 풍화잠재지수(WPI)를 산출한 결과, 각각 55.69, 1.12로 상당히 풍화가 진행되었으며 초음파속도는 평균

2,892㎧, 풍화도지수와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0.4k, 1,096㎏/㎠로 암석의 강도와 내구성이 약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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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라남도 화순군 운주사 경내에 있는 원형다층석탑은

높이5.71m의고려시대석탑으로지대석부터탑신, 옥개

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재가 원형을 이루고 있다.

이 석탑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역사

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 제79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석탑은 구성암석의 기질 약화

에 따라 강도가 저하된 상태이며, 다양한 생물들의 피복

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해 과학적 진

단과보존처리가필요한상태이다.

이 석탑은 응회암류로 조성되어 있으며 풍화의 향으

로암편탈락이두드러지게관찰된다. 또한탑신과옥개석

에는 산화에 의한 변색이 나타나며 지의류, 조류와 같은

하등식물과고등식물이석탑전체에걸쳐자생하고있다.

이는박성미외(2008)가보고한운주사석조불감의훼손도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손상요인으로 장기간 노출에

따른자연적풍화와기상환경의 향으로판단된다.

최근 야외에 위치한 석조문화재 중 훼손이 심각한 문

화재에대해보존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보존처리이전

에 재질특성을 규명하고 정량적 훼손도 평가, 미기상환

경 및 손상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조 훈 외 2007; 김지 외 2009; 이선명 외 2010). 또한

초음파물성측정과같은비파괴측정기술을통한풍화도

평가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이찬희 외 2009; 조지

현 외 2010; 조 훈·이찬희 2011). 이는 과학적 보존처

리 이전에 보존처리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보존처리가시급한운주사원형

다층석탑 구성부재의 재질특성을 규명하고 풍화요인별

훼손상태를 정 진단 하 다. 또한 비파괴 기법들을 적

용하여 부재 표면에 관찰되는 오염물 분석 및 구성부재

의 전반적인 물성과 풍화도를 평가하 다. 이 결과는 석

탑의객관적인보존처리방안을수립하고과학적보존시

스템확립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운주사 일대의 지형 및 지질조사가 수

행되었으며, 야외조사를통해구성암석의분류와재질특

성및훼손상태에대한정 조사를실시하 다. 먼저재

질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석탑에서 탈락된 암편 4점과 석

탑 주변 암편 2점을 수습하여 편광현미경 관찰(Nickon,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 X-선 회절분석

(Rigaku, D/Max-ⅡB)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JEOL, JSM

6335F)을실시하 다. 또한석탑을구성하는부재에대해

전암대자율을측정(ZH Instrument, SM30)하 다.

석탑구성암석의화학조성변화를파악하고풍화도진

단을 위해 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암석의 주성분원소

분석은 X-선 형광분석기(XRF)를 이용하 으며, 미량 및

희토류원소는 유도결합 아르곤 플라즈마 분광분석기와

질량분석기(ICP-AES, ICP-MS) 및 중성자방사화분석기

(INAA)를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 다. 분석 결과는 분석

과정에서필수적인신뢰도측정을이용하여평가하 다.

석탑의훼손상태에대한현황과종합적인진단을정량

적으로평가하기위해실측도면을바탕으로풍화훼손지

도를 작성(Auto CAD, Adobe Illustrator CS5)하고 전체 면

적에대한훼손유형별점유율을정량적으로산출하 다.

표면 변색에 대해서는 휴대용 XRF(Innov-X System,

Portable XRF Analyzer)를 이용하여 각각의 구성성분에

대한정 분석을수행하고변색에 향을주는특정원소

에대해서는응용프로그램을활용하여도식화하 다.

이 탑을 이루는 모든 부재의 전체적인 강도 추정과 균

열 조사를 통한 상대적 풍화도를 판단하기 위해 비파괴

진단기법 중 하나인 초음파 속도(CNS FARNELL, Model

PUNDIT PLUS)를 측정하 다. 이 측정값을 바탕으로 풍

화도를 산출하 으며, 석탑 입면도에 초음파 전달 속도

를 2D 모델링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파악하 다. 한편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내부 박리는 타진법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FLIR, SC660)를 이용하여 정확한 박리부

위를검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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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환경및현황

1. 사이트환경

이 다층석탑은 운주사 일주문으로부터 일직선상으로

늘어선 탑과 불상의 중심 동선으로 운주사 경내 중앙에

위치하는 대웅전과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사이에 위

치하며 지반은 자갈 및 사질토로 조성되어 있다. 운주사

는 천불천탑이라 불릴 정도로 사찰 경내에 많은 석탑과

석불의 석조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나 창건연대, 목적,

창건자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불사를 한 사찰로 1530년대에는 현존한 기록이

관찰된다(김동수1991; 임 진1991; 정 호1990). 

운주사는소백산맥에서뻗은지맥들로이루어진산악

지대인 화순군 남서부의 내륙산간지방에 위치하고 있

어대륙성기후의특성이나타나한서의차가심하며기

온의 연교차도 크다. 또한 산지가 많아 안개가 자주 나

타나며 겨울철에는 많은 눈이 내려 우리나라 연평균 강

수량에비해다소높은값을보인다<그림1a>.

기상환경은 암석의 풍화에 큰 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운주사부근의기상요소를분석하 다. 연평균기온

은 14.4℃이며 연교차는 25.6℃이다. 습도는 평균 67.1%

이며, 강수량은 평균 1,440.3㎜로 Fookes et al.(1971)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기후와 풍화와의 관계모식도에 적

용할 때 중간 풍화(moderate decomposition) 역에 해

당한다<그림 1b>. 이는 극심한 풍화대에 속하지는 않지

만 풍화를 받기 쉬운 지역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림 1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위치와 사이트환경 a.운주사 일대의 위성사진 b.운주사의 기후와 풍화관계 모식도 c.운주사 배치도 및 석탑 위치 d.원형다층석탑의 현재
모습(우측) e.석탑 주변의 사이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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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이 다층석탑은 원형의 지대석 위에 5매의 석재로 10

각의 기단면석을 두고 그 위에 기단갑석, 탑신, 옥개석

을 쌓은 형태로 갑석 하면과 측면에는 16장의 앙련 연

꽃 문양을 얇게 조각하 으며 갑석 상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탑신부를 받고 있다. 1, 2, 3층은 탑신을 3등분하여

2개의 수평선이 돌려졌고 4, 5, 6층은 1선이 수평으로

돌려져 있다. 각층의 원형 옥개석은 상층부로 올라감에

따라 완만하게 체감되어 마치 탑파의 상륜과 같은 형식

을보이고있다(천득염1991).

기단갑석은 상면이 평평하고 측면이 호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옥개석은 정반대로 하면이 평평하고 측면

이 호형을 이룬다. 이는 상·하의 조화와 안정감을 주

게 한 조형의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륜에 보륜·

보주가 없으며 현재 6층까지 남아있고 그 위층의 부재

가없어몇층이더있었는지는알수없다<그림1d>.

석탑의 주변에는 수목과 잔디가 넓게 식재되어 있어

지대석의 경계 내부에도 잔디가 자생하여 암반과 직접

적으로 맞닿아 있어 직접적으로 생물학적 훼손의 향

을 받고 있다. 또한 특별한 보호 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외부인의 통제가 어려우며 인위적인 훼손 요인에 노출

되어 있다. 서측에는 수로가 지나고 있어 직·간접적으

로수분의 향을받고있다<그림1e>. 

이석탑은균열및미세균열에의한박리박락이발생

되어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이격 사이에는 암편, 거미

줄, 흙 및 이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탑신과 옥개석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넣어둔 철편의 부식산화물에 의해

황갈색 오염 및 흑색변색이 나타난다. 또한 석탑의 상

부층으로 올라갈수록 황갈색, 연녹색 및 흑회색 등 다

양한 엽상 및 고착지의류가 관찰되며, 일부에서는 지의

류 고사체에 의한 흑회색 및 흑색변색 등이 부재 표면

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훼손은 하부에 비해 상

부에서 심각한 수준이며 탑신보다도 옥개석에서 심하

게나타난다.

결과및토의

1. 재질특성

1)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부재들은 담록색 내지 담회색

을 띠는 유리질 기질에 석 , 장석, 흑운모 및 화산유리

등으로이루어져있는암편질응회암및유문암질각력응

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암석들은 운주사 일대에 분

포하는 화산력 응회암류로 수 ㎝ 내외의 화산력과 그 사

이를 메우는 화산회로 이루어진 암석으로 화산력이 약

70%를차지하면서전반적으로회색을띠고있다(정창희

·김길승 1996). 석탑은 총 19부재로 동측 기단면석 1부

재인유문암질각력응회암을제외하면거의모두암편질

응회암으로구성되어있다. 암편질응회암은자색과흑회

색의 중립질 및 조립질의 원마도가 불량한 각력이 뚜렷

히 관찰되며,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퇴적암의 특징인

수평적유동층리구조를보이며중립질의원마도가불량

한 각력이 관찰된다. 이들의 암편 크기는 최대 12cm 이

상으로 편마암, 유문암, 각섬석, 안산암 등 다양한 암종

을보인다<그림2a>.

광물학적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의 생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습한 시료를 대상으로 박편을 제작

하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수행하 다. 관찰 결과, 구성

광물은석 과사장석, 정장석, 흑운모등의조암광물로

이루어진 미정질 조직을 보이며 암편질응회암은 유리

질의 장석과 석 이 용결구조를 잘 보여주며 침상 결정

들이 산재해 있다.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장석 및

불투명광물로이루어진기질에석 과장석반정이관찰

된다. 또한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과 암석 내 균열이

발달하고 있으며 장석은 풍화되어 견운모화 작용을

받았고 흑운모는 녹니석화 되었다<그림 2b>. 이 시료

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석 , 사장석, 정장석 등의

광물이 동정되었으며 암편질응회암에서는 운모가 추가

로동정되었다<그림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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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을 구성하는 암석의 자화강도를 구분하여 재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 다. 전암

대자율은 암석과 광물의 전체 미세자화강도를 구분하

기 위해 응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암석의 성

인과 환경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를 보이며 동일 마그마

에서 생성된 암석들은 대부분 유사한 대자율 값을 나타

낸다. 석탑의 대자율 측정은 지대석부터 6층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석탑 전면에 걸쳐 실시하 으며, 한 부재당

모든 방위에서 평균 10회로 총 540회 측정하 다. 이 결

과, 암편질응회암은 0.08~0.44(평균 0.23×10-3 SI unit),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0.16~0.48(평균 0.26×10-3 SI

unit)로 모두 티탄철석계열에 해당하며 측정 횟수에 의

한 측정오차 범위에 분포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그림2d>.

그림 2 운주사 원형다층석탑 구성암석의 재질특성 a.암편질응회암(좌)과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우)의 모습 b.유리질의 석 과 장석이 용결구조를 보이며 침상결정들이 산재
하고 있는 암편질응회암(좌)과 석 과 장석 반정, 균열 및 견운모, 녹니석 등의 풍화 산물이 보이는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우)의 박편사진 c.X-선 회절분석 결과. M; 운모
(mica), O; 정장석(orthoclase), P; 사장석(plagioclase), Q; 석 (quartz) d.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e.지구화학적 거동특성; 주성분원소(상), 미량원소(중), 희토류
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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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화학적 특성

암석의 화학적 평균조성 및 성질과 풍화에 의한 원소

의 상대적 이동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 탈락되어 있는

암편질응회암 2개, 유문암질 각력응회암 1개와 석탑 주

변에서 동종암석인 암편질 응회암 1개의 시료를 수습하

고 분말화하여 화학분석을 실시하 다<표 1>. 이 결과

를표준화하여원소의상대적인증감을살펴보았다.

주성분 원소의 분석결과를 표준화한 결과

(Nockolds·Allen, 1954), Al2O3, Fe2O3는 부화되었으며

Na2O, K2O, TiO2, P2O5는 결핍되어 유사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는 구성암석이 서로 유사한 암석임을 지시하

며,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풍화작용에 의해 원소의

거동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자세히 살

펴보면,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MgO, CaO가 결핍되어

있는 반면 암편질응회암의 MgO는 부화되어 있다. 이는

풍화에의해이동성이큰CaO, MgO 성분의상대적소실

과 비이동성인 SiO2, K2O, Al2O3, Fe2O3 성분의 상대적

증가율로판단되며, 암편질응회암보다유문암질각력응

회암의풍화가더이루어진단계임을지시하는것이다.

미량원소는 모든 시료에서 As는 부화되었으며 불규

칙한 경향의 거동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응회암에포함되어있는암편들이다양하고불

균질하며 풍화가 진행되면서 점토광물을 생성하고 있

기 때문이다. 희토류원소의 거동은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표준화한 콘드라이트에 비해서 La,

Ce 원소는약10배정도부화되어있으며Sm, Eu, Yb, Lu

는 표준값을 유지하고 있다(Taylor·McLennan, 1985).

대부분 경희토류가 중희토류 원소보다 크게 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희토류에서 중희토류 원소로 갈

수록 점진적인 결핍양상을 나타난다. 이처럼 희토류원

소들이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풍화작

용에의한광물의조성이변화하 음을시사한다.

주성분, 미량, 희토류원소를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거

동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성분원소에서 시료마다 약간

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암석들은 유

사한 거동 특성을 보인다<그림 2e>. 이는 같은 종류의

암석이라 할지라도 지표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풍화작

용을 받으면 그에 따른 원소의 치환 및 용탈에 따라 거

동의차이를보이는것을지시한다.

다양한 풍화작용에 의한 원소들의 거동특성과 부화

및 결핍정도를 확인하고자 CIA(chemical index of

alteration; 화학적 풍화지수)와 WPI(weathering potential

index; 풍화잠재지수)를 구하여 정량적인 풍화도를 산

출하 다. CIA는 유동성이 작은 Al2O3에 대한 알칼리 원

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수값이 클수록 풍화작

용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하며, WPI는 광물이나 암석이

풍화작용에 대한 민감성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0’의

값을 기준으로 음의 값이 양의 값보다 화학적 풍화작용

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석훈·김수진, 2001;

Nesbitt·Young, 1982: 1984>.

암편질응회암의 CIA는 55.03~58.71(평균 56.26)이고,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53.20으로 서로 유사한 값을 보

인다. 이 결과, 현재 석탑의 구성암석은 화학적 풍화작

용이 왕성하게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나 이미 풍화가 진

행되었으며, 풍화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암편

질응회암의 WPI는 -2.68~1.75(평균 0.75)이고,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은 3.74로 암편질응회암의 풍화잠재지수가

낮은 값을 갖는다. 이는 장석류의 이동성이 강한 CaO,

K2O, Na2O 성분의 상대적 소실효과와 SiO2, Al2O3,

Fe2O3의상대적증가에서기인된것으로판단된다.

2. 훼손도 평가

1) 요인별 훼손도

원형 다층석탑의 구성암석인 응회암은 공극이 많은

암석으로 장시간 지표에 노출되면 공극이 크기가 커지

며 불연속면을 갖게 된다. 또한 응회암은 퇴적암의 특

징인 발달된 층리면을 따라 투수성이 커져 미세균열을

발달시키고 틈 사이로 미소토양, 물과 공기 및 다양한

생물요소 등 지표 환경 변화에 따라 암석의 풍화작용을

촉진시킨다<그림3a>.

석탑의 훼손양상을 바탕으로 훼손지도를 작성한 후

(Fitzner·Heinrichs 2002) 훼손유형에 따른 점유면적과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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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편질응회암 유문암질 각력응회암

UJ-1 UJ-2 UJS-1 UJ-4

SiO2 75.89 74.12 73.24 76.20

Al2O3 12.37 12.44 14.04 12.78

Fe2O3 1.09 1.18 1.35 1.12

MnO 0.03 0.05 0.05 0.05

MgO 0.26 0.40 0.46 0.16

CaO 0.40 1.45 0.67 0.68

Na2O 3.87 3.20 1.96 3.16

K2O 3.26 3.20 5.02 4.44

TiO2 0.15 0.15 0.17 0.06

P2O5 0.03 0.04 0.03 0.03

LOI 1.52 3.20 2.66 1.04

Total 98.87 99.42 99.64 99.70

As 2 2 2 2

Ba 694 623 64 839

Be 2 2 2 2

Cs 4 10 11 1

Cu 3 2 6 3

Hf 3 3 4 2

Ni 1 1 3 1

Pb 23 24 24 24

Rb 110 90 101 110

Sc 2 2 3 3

Sr 213 295 166 90

V 6 5 11 5

Zn 37 32 51 36

Zr 115 109 130 62

La 29.1 34.2 33.9 23.1

Ce 45.0 53.0 54.0 39.0

Nd 14.0 18.0 18.0 10.0

Sm 2.2 3.1 2.9 2.9

Eu 0.5 0.6 0.6 0.5

Tb 0.5 0.5 0.5 0.5

Yb 1.4 1.5 1.8 1.4

Lu 0.2 0.2 0.3 0.3

CIA* 55.80 58.71 55.03 53.20

WPI** 1.75 -2.68 1.68 3.74

표 1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 구성암석의 주성분(wt.%), 미량 및 희토류원소(ppm) 함량

Fe2O3; as total FeO, CIA*;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by Nesbitt and Young (1982), WPI**; weathering potential index by Nesbitt·Youn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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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의 비율을 산출하 다. 훼손유형 점유율은 각 방

위별 전체면적비로 하여 훼손유형별 점유율을 백분율로

산출하 으며, 이격과 균열 및 고임은 면적을 계산하기

에어려움이있어제외하 다.

이 석탑의 모든 부재에는 먼지, 박리박락, 공동, 탈락,

균열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 중 25.9%로 탈락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낸다. 이는 암편질응회암에서

암편들이탈락되어생긴것들로북서측의1층탑신가장

자리와 동측면 3층 탑신, 서측면 2층 옥개석 가장자리에

크게 발달되어 있다. 박락박락은 6.6%로 남측에서 가장

심하게나타나며3층이상의옥개석부분에서는탈락및

균열이발달되어있는지역과동일한범위로관찰된다. 

화학적 풍화훼손 양상으로는 망간침전물에 의한 흑색

변색, 산화철에 의한 황갈색변색과 철편에 의한 적갈색

변색, 지의류 및 조류의 고사체로 인한 암회색변색이 관

찰된다. 흑색변색은평균33.0%로층위로는3층과4층의

옥개석 하단부, 방위로는 35.4%로 남측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보인다. 황갈색변색은탑신에서두드러지게나

타나며 사면 중 동측과 남측의 중석 및 1층 탑신에서 확

인된다. 적갈색변색은옥개석하단부와서측면5층탑신

과 옥개석 사이 부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삽입된

철편이산화되면서나타난다. 

석탑의사면에는회색, 연녹색, 황갈색등다양한색의

지의류 및 선태류들이 피복되어 있으며 중석과 탑신에

그림 3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훼손양상과 훼손지도 a.석탑의 물리적(균열), 화학적(흑색변색, 갈샐변색) 및 생물학적(지의류 및 종자식물) 풍화현상 b.방위별 종합 훼손지도
c.구성암석의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결과 : 장석이 풍화되어 형성된 점토광물과 유기물의 뿌리 및 포자들과 뒤엉켜있는 모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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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lichen Light green lichen Brown lichen Gray foliose Green foliose Plant Bryophyte Brown discoloration Dark dis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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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지대석과 옥개석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그림

3b>. 특히 3층 옥개석 상부는 회색, 연녹색 고착지의류

및 회색 엽상지의류, 선태류, 초본식물이 복합적으로 자

생되어있다. 회색고착지의류는71.4%로가장높은점유

율을 보이며, 회색 엽상지의류는 동측이 다른 측면에 비

해 높게 나타난다. 석탑의 생물학적 훼손은 북측과 서측

에서 높은 훼손도를 보인다. 이는 북측과 서측의 일조량

이 적은 음지 역이며 수분의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습윤한상태를유지하여생물의성장을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석 내부의 풍화 정도를 확인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 관찰한 결과, 식물의 뿌리가 미립질의

광물사이에침투하 으며구형의유기물포자가뿌리조

직과엉켜있는모습이관찰된다<그림3c>. 

2) 적외선 열화상 촬

내부 공극에 의한 물성 약화지점을 판단하고 균열에

따른박리층의정 한면적과위치를정량적으로조사하

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촬 을 실시하 다. 이는 물체의

표면에서방출되는적외선의양을바탕으로내부에공동

이나 박리로 비어있는 경우 기온이나 복사열의 변화에

따라 구성광물의 열전도율은 차이를 보여 주변과 다른

온도변화를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이현호·

이주 2000).

적외선 열화상 측정은 조도의 피해가 적은 오후 시간

대를 이용하여 방위별로 동측 14지점, 서측 5지점, 남측

15지점, 북측7지점을측정하 고위치별로는중석11지

점, 갑석 3지점, 1층 옥개석 4지점, 2층 탑신 4지점, 2층

옥개석4지점, 3층탑신1지점, 3층옥개석4지점, 4층탑

신1지점, 4층옥개석1지점, 5층탑신2지점, 5층옥개석

2지점, 6층 탑신 1지점, 6층 옥개석 3지점으로 총 41지점

에 대해 이루어졌다<그림 4a>. 측정지점 선정은 고전적

인 타진법으로 미세한 음파차이를 이용하여 박리의

역을 확인한 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 하 다. 미

세균열과 박리 및 박락된 부분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전열 기구를 활용하여 미열을 가한 후 자연 냉각시켜 온

도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순간적인 온도변화를

이용하여 박리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신선한 부분과 박

리의 내부 결함이 있는 부위에 온도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박리 역을 정 하게 촬 할

수있다.

촬 결과, 흰색과 붉은색을 나타내는 지점이 고온으

로 박리가 가장 심한 역이며 석탑의 미세균열이 발달

된 역에서 확인된다. 석탑은 균열을 중심으로 전반적

으로 20℃ 이상의 높은 표면 온도로 붉은색을 보이며 균

열의방향을따라박리의분포면적이관찰된다. 이를통

해 석탑의 박리현상은 균열의 발달로 인해 발생된 것으

로판단된다<그림4b>.

이는 인위적인 열에 의해 상승한 공기층이 많다는 것

을 지시하며 나아가 기온의 상승 및 하강의 변화에 의해

박리및박락이일어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이러한박

리로인해석탑내부에공극이형성되고, 더나아가물리

적풍화로인해훼손이심각해질것을지시한다. 이와같

은 적외선 열화상 촬 은 육안관찰로 직접 확인하기 어

려운 암석 내부의 박리나 공동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수있어훼손지도의박리 역데이터를보완해주

는것은물론정량적인박리면적을파악할수있는자료

가될것이다.

3) 무기오염물 정 분석

이 석탑에서 관찰된 변색의 성분분석을 위해 석탑에

향을주지않는비파괴방법인P-XRF를이용하여석탑

에나타나는변색양상및색도에따라변색표면을측정

하 다. 변색 유형은 색도에 따라 흑색, 적갈색 및 황갈

색변색의총3종류이며대조군으로신선한 역을측정

하 다. 또한생물및먼지가 집되어있는곳과수지접

합부위도추가적으로측정하여 차후발생될수있는풍

화에 미칠 향을 판단하 다<그림 5a>. 측정은 신선한

역27지점, 흑색변색43지점, 적갈색변색10지점, 황갈

색변색 10지점, 생물 및 먼지 24지점, 수지 8지점으로 총

122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 결과, 신선한 역에 비해 흑색변색과 적갈색변

색은 공통적으로 Fe이 높게 검출되었다. 흑색변색의 주

오염 원소는 Mn과 Fe로써 Mn은 신선한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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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799(평균1,064)ppm이검출된반면흑색변색지점

에서는85~31,223(평균2,888)ppm이검출되어2배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Fe은 신선한 지점에서 비해 1.5배

정도 많은 4,906~15,965ppm이 검출되었다. 이는 표면

변색지점과 신선한 역의 상대적 함량 차이로 이를

통해 흑색변색은 암석 내 높은 함량의 Mn과 Fe이 물과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망간과 산화철을 형성하여 생성된

것을확인할수있다.

적갈색 및 황갈색변색에서는 Fe이 4,522~19,181ppm

으로 높게 검출되어 Fe이 물과 반응하여 산화철 또는 수

산화철을형성하여적갈색및황갈색변색을야기한것으

로 판단된다. 수지접합 부위에서는 Ca과 Ti의 함량이 높

게나타난다<그림5b>. 이는신선한지점이나변색이발

생된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은 원소로 차후 백화현상을

야기한다. 백화현상이발생되면화학적세정이이루어져

야하므로차후보존처리시수분의 향으로백화현상이

발생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3. 물성평가

1) 초음파 측정

석탑의초음파속도측정은지대석을시작으로6층옥

개석까지20열 104지점으로직접및간접전달방식을이

용하여각방위별동일하게총832지점에대해측정하

다. 초음파측정은두압전결정사이의거리는20㎝간격

으로직접전달과간접전달방법으로측정하 다. 간접전

달방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음파속도의 상호간 보정식

인 Vd=1.05Vi(Vd: 직접전달방법 속도, Vi: 간접전달방법

그림 4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적외선 열화상 측정 결과 a.방위별 적외선 열화상 촬 측정지점 b.적외선 열화상 촬 결과, 고온의 박리 역이 확인

b·Measurement : 14 ·Measurement : 5

·Measurement : 15 ·Measurement : 7

a
S11

S13

N3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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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 S Cl K Ca Ti Mn Fe Ba

신선한암석

최소 9,159 2,699 929 0 0 732 85 4,522 200

최대 29,138 38,807 11,256 45,997 117,207 41,540 14,799 13,583 1,697

평균 13,890 5,215 1,817 18,042 7,208 2,772 1,064 7,912 648

흑색변색

최소 10,023 2,735 929 0 0 458 85 4,906 230

최대 30,293 38,807 7,238 45,997 145,002 96,492 31,223 15,965 2,733

평균 15,146 5,047 1,940 16,152 12,822 7,561 2,888 8,207 783

갈색변색

최소 9,645 2,776 929 0 0 458 108 4,906 249

최대 30,293 8,033 7,238 30,260 122,162 96,492 2,154 15,965 2,773

평균 14,814 5,027 2,801 12,800 12,553 11,722 641 7,570 927

황갈색변색

최소 9,159 2,699 967 0 0 732 85 4,522 200

최대 27,100 38,807 11,256 62,437 30,615 2,985 95,971 19,181 1,846

평균 14,483 5,327 1,693 23,177 3,834 1,585 6,757 8,568 735

수지

최소 9,645 3,105 1,122 0 0 458 95 4,864 244

최대 30,293 8,033 7,238 29,505 145,002 96,492 2,154 12,404 1,487

평균 18,977 5,778 2,913 14,018 34,986 23,311 523 7,163 770

표 2 원형다층석탑 표면의 P-XRF 분석 결과(ppm)

그림 5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P-XRF 측정 결과 a.방위별 P-XRF 측정지점 b.변색 역별 P-XRF 측정 결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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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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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CI K Ca Ti Cr Mn Fe Co Ni Cu Zn As Rb Sr Zr Cd Sn Sb I Ba Pb

P S CI K Ca Ti Cr Mn Fe Co Ni Cu Zn As Rb Sr Zr Cd Sn Sb I Ba Pb P S CI K Ca Ti Cr Mn Fe Co Ni Cu Zn As Rb Sr Zr Cd Sn Sb I Ba Pb

P S CI K Ca Ti Cr Mn Fe Co Ni Cu Zn As Rb Sr Zr Cd Sn Sb I Ba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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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이용하 다(권성덕 1986; Kahraman 2002). 석탑

의구성암석이응회암인것을고려하여1.50의보정계수

를 설정하여 적용하 다. 석탑의 초음파속도 평균은

2,812m/s로 사면에서 유사한 값을 보이며 가장 낮은 속

도대를보이는곳은391m/s로북측면3층옥개석가장자

리의균열및박리가발생되어있는부분인반면가장높

은곳은4,695m/s의서측면지대석가장자리로박락으로

인해신선한암석표면이노출된부분이다. 

초음파 속도를 입면도에 투 하여 물성을 확인한 결

과, 4층 탑신과 옥개석의 신선한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역에서 높은 물성을 보이며 이들의 초음파 속도는

2,411~4,644m/s(평균3354m/s)이다. 반면낮은물성을보

이는 곳은 균열 및 박리·박락의 분포 역과 유사하게

옥개석의 가장자리 및 6층 옥개석 윗면으로 강수 및 대

기 등의 풍화인자들에 의해 직접적인 풍화가 심하게 이

루어진 곳이다. 방위별로는 북측면이 다른 방위에 비해

낮은물성을보인다<그림6a>. 이는북측면이균열및박

리 등의 물리적 풍화와 지의류의 생물학적 풍화 양상이

심각하게나타나는것에의한 향으로판단된다.

원형다층석탑은 다양한 풍화특성과 함께 391~4,695m/s

의광범위한분포 역을보이며이는암석의풍화도분류

기준에서약한정도의풍화(SW)에서현저한풍화(CW) 단

계를 나타난다<그림 6b>. 이로서 석탑은 현재 풍화과정

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향후 석탑의 보존

처리시 강화제의 사용여부와 침투깊이, 침투강도 등을

고려하여처리하여야한다.

2) 풍화도지수 및 일축압축강도

초음파속도를 바탕으로 풍화도지수(k)와 일축압축강

도를 산출하 다. 풍화도지수는 Iliev(1967)가 제시한 공

식에기초하여일반적으로신선한경우0.0k이고완전히

풍화되는 경우는 1.0k으로 석탑의 풍화도지수(k)는 동측

면과 남측면 0.2~0.9k, 서측면 0.1~0.8k, 북측면 0.1~0.9k

의 범위로 초음파속도 등급과 상통하는 상당한 풍화

(HW)에서 현저한 풍화(CW) 단계에 해당한다<그림6c>.

일축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경우 2,000㎏/㎠ 이

상이고 완전히 풍화된 경우는 100㎏/㎠ 이하로 석탑의

동측은 1,126㎏/㎠, 서측 1,118㎏/㎠, 남측 1,054㎏/㎠,

북측 1,124㎏/㎠의 평균값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풍화에 의해 강도와 내구성이 약화된 것을

나타낸다<그림6d>.

원형다층석탑은 방위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면에

걸쳐유사한풍화단계를겪고있는것이확인되며전반적

으로 물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표3>.

이는풍화훼손진단및초음파측정과유사한결과로이러

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훼손상태에 따른 취약부분

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시행될 보존처리에서 전반적인

속도대 향상을 위한 표면 물성강화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분 동측 서측 남측 북측

초음파속도

최소 673 1,169 1,142 391

최대 3,794 4,695 3,796 4,644

평균 2,952 2,929 2,819 2,910

풍화도지수

최소 0.2 0.1 0.2 0.1

최대 0.9 0.8 0.9 0.9

평균 0.5 0.4 0.4 0.4

일축압축강도

최소 107 257 247 45

최대 1,657 2,322 1,658 2,282

평균 1,126 1,118 1,054 1,124

표 3 원형다층석탑의 초음파속도(㎧) 및 풍화도지수(k), 일축압축강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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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에서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의 재질특성을 규

명하고 풍화요인별 훼손상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부

재의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여 물성을 평가하 다. 석탑

을구성하는암석은석 , 장석, 흑운모를주구성광물을

가지고있는담록색내지담회색을띠는암편질응회암과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으로 편마암, 안산암, 유문암이 원

마도가불량한암편으로나타난다. 

석탑을 구성하는 암편질응회암과 유문암질 각력응회

암의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각각 평균 0.23, 0.26(×10-3

SI unit)으로 나타나 유사한 기원의 암석으로 판단되며,

화학분석결과에서도시료마다약간의차이를보이나모

든 암석에서 유사한 분석 값을 보여 동일 계열 암석임을

확인하 다.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공통적으로 석 과

장석반정이확인되며풍화에의한암석내균열및견운

모와녹니석의풍화광물이확인된다. 구성암석의화학적

풍화지수(CIA)와 풍화잠재지수(WPI)를 산출한 결과 각

각 55.69, 1.12로 풍화단계에 해당되며 이는 석탑의 구성

부재가이미풍화단계에진입하 음을지시하는것이다.

그림 6 운주사 원형 다층석탑의 물성평가 a.초음파속도를 투 한 2D 모델링 b.초음파속도 분포 c.풍화도지수 d.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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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의 사면에는 지의류, 선태류 및 초본식물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며 위치별로는 3층 이상의

옥개석 상부, 방위별로는 서측과 북측에서 높은 점유율

을보인다. 이는서측과북측이다른방위에비해일조량

이 적은 음지 역으로 수분의 증발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아습윤한상태를유지하여생물의성장을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석에는 산화철과 수산화철에 의한

갈색변색이 관찰되고 3층 이상의 옥개석 하단에는 산화

철과산화망간에의한흑색변색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수지 접합부에서는 Ca와 Ti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어

차후수분의 향으로백화현상을야기할수있다.

석탑의 전면에는 크고 작은 균열과 균열의 발달로

인해발생된박리박락이보이며초음파측정을통한물성

분석 결과 평균 2,812m/s로 방위로는 북측, 위치별로는

옥개석에서 저속대를 보여 각기 다른 풍화양상과 풍화

정도의 차이에 의해 암석 내부의 물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풍화도지수와 일축압축강도의 평균은

0.4k, 1,105㎏/㎠로 상당한 풍화(HW)에서 현저한 풍화

(CW) 단계로 풍화에 의해 강도와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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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haracteristics and Deterioration
Assessment for Multi-storied Round shape Stone
Pagoda of Unjusa Temple, Hwasu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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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ng rocks of Multi-storied Round shape stone Pagoda of Unjusa Temple are lithic tuff and rhyolite tuff
breaccia which show green or grey and also rock fragment with poor roundness are present in the structure. lithic tuff
is composed of feldspar and quartz which are glassy texture and cryptocrystalline and also micro crystalline are
scattered. phenocryst quartz and feldspar in the substrate composed of feldspar and opaque minerals are found in
rhyolite tuff breaccia. dust, exfoliation, cavity, fracture and crack are observed in all the stone of the pagoda and the
result of Infrared Thermography shows partial inter cavities have developed severely which may cause further
exfoliation. In addition, a great deal of various grey, green, and yellow brown lichen as well as bryophyte are present
at the upper part of eastern and western roof stone located above the third floor. Discolors remarkably shown at
stereobate and roof stone are identified as inorganic pollutants such as manganese oxide, iron oxide and iron
hydroxide. The stone of the pagoda of the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CIA) and the Weathering Potential Index
(WPI) are 55.69 and 1.12 respectively and this corresponds to a highly weathered stage. The measured values, average
ultrasonic velocity 2,892㎧, coefficient of weathering 0.4k and compressive strength 1,096㎏/㎠, suggest that the rock
strength and durability are weakened.

Key Words_Multi-Storied Round Shape Stone Pagoda, Lithic Tuff, Rhyolite Tuff Breccia, Infrared Thermography, 

Inorganic Contaminants, Ultrasonic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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