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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충무공묘비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한 조선시대 비석으로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묘비의 비대석과 비신은 0.2(×

10-3 SI unit) 이하의 좁은 대자율범위를 나타냈으며, 표면 단청으로 암종구분이 불가능했던 이수도 동일한 대자율 빈도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모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암석으로 판단된다. 이 비석의 측면에서는 조립질의 잡사암과 세립질 사암

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후면에서는 미세층리가 관찰된다. 비신의 전면과 후면을 중심으로 박리(후면 8.2%), 박락(후면

10.2%), 입상분해(후면 28.1%) 및 변색(전면 53.5%)이 집중 분포하 다. 또한 비신의 표면층-입상분해층-박락층을 경계로

무기오염물을 분석한 결과, 표면층에서는 Ca, S 및 Cl이 검출되었다. 이 성분들은 입상분해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

는 농도를 보 고 박락층에서는 표면 오염물이 거의 측정되지 않고 암석 구성원소인 Fe, K 등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충무

공묘비의 입상분해와 박리·박락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탈염 및 표면 강화 등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

인 관리를 통해 금석문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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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문은 비석에 새긴 문장으로 기록된 정보량이 많고

남아있는 숫자도 많아 금석문을 대표한다. 이 비석은

용의 머리에 거북 몸통을 한 귀부가 몸돌인 비신을 받

치고, 비신 위에는 이무기가 새겨져 있는 이수가 올라

가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모양

과 형태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비석은 야외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수, 비신, 귀부의 상하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불안정과 지나친 탁본과 같은 인

위적행위가비석의손상을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비석에 관한 보존과학적 연구로는 포항 중성리

신라비와 일 냉수리 신라비의 훼손도 진단과 산지해

석 연구(이명성 외 2010)와 금산의 칠백의총 중봉조헌

선생일군순의비에 대한 과학적인 복원 및 보존처리 연

구가 있다(이주완 외 2010). 이외에도 비석과 같은 석조

문화재 구성암석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풍화훼손도 진

단을 통해 손상요인을 규명하는 보존과학적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지 외 2010; 이선명 외 2010;

이찬희외2008; 조 훈외2011; Lee et al. 2007).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남해군을 잇는 남해대교를 건

너 설천면 노량리에 세워져 있는 이충무공묘비는 이순

신의 을 기리기 위해 지은 충렬사 내삼문 내에 자리

잡고 있다<그림 1A>. 그러나 이 묘비는 오랜 시간동안

자연적 및 인위적 풍화환경에 노출되어 부재표면에 박

리, 박락, 입상분해, 균열 및 변색 등이 복합적으로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비신 하부를 중심으로 입상분해가

일어나 암석의 토양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분말화단계

까지발생한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해 충렬사 이충무공묘비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손상유형별 훼손지도를 작성하여

정 진단을 실시하 다. 또한 비신 표면에 다양한 형태

로 산출되는 표면층, 입상분해층 및 박락층을 대상으로

P-XRF 분석을 적용하여 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구성

성분을 비교검토하 으며 이를 토대로 이충무공묘비

의 풍화메커니즘을 해석하 다. 이 연구결과는 석조비

석의 손상도를 평가하고 보존방안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현황 및 연구방법

1. 현 황

남해 충렬사는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충무공 이순신의 충의와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

진 사당으로 노량 충렬사라고도 한다. 이곳의 역사는

충무공이 순국한지 34년이 지난 1633년에 초사를 건립

하여 제사를 봉행하면서 시작되었다(문화재관리국

1977).  이후 남해 충렬사는 현종 4년(1663년)에 통

충렬사와 함께‘忠烈’이란 현판을 받았고, 이충무공묘

비에 이러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현종 2년(1661)에 우암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썼으

며, 1663년 통제사 박경지와 김시성이 세웠다(남해충렬

사2006).@

충렬사입구는남쪽에위치하며이충무공묘비를포함

한 경내의 모든 건물은 북서쪽을 향한다. 현재 충렬사는

a b c

그림 1 이충무공묘비의 위치 및 현황 a.남해 충렬사 이충무공묘비 인근의 위성사진 b.이충무공묘비 전경 및 보호각 c.미세층리가 잘 나타나는 묘비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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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주변에

다양한 초목이 조성되어 바다와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

된 상태이다. 경내에는 비각, 내삼문, 외삼문, 관리사 등

이 있으며 묘비는 비각내삼문 안에 안치되어있다<그림

1B>. 묘비에 새겨진 씨에는 붉은색의 안료와 탁본에

의한 인위적인 변색이 잔존하며 묘비 암석의 전후면에

는미세층리가뚜렷하게나타난다<그림1C>.@@@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이충무공묘비를 구성하는 암석의 재

질특성을 밝히고, 풍화상태에 대한 비파괴 정 안전진

단을 수행하 다. 또한 정량적인 자료를 확보하기위해

비신의 입상분해로 인해 탈락한 암편과 분말을 수습하

여 박편을 제작하 다. 완성된 박편은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광물

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 다. 또한 암석의 광물

조성을 밝히고자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기

기는 Rigaku제 D/Max-ⅡB를 이용하 다. 타겟으로 사

용한 X-선은 CuKα이며,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

의전류는40kV와 100mA로설정하 다. 

한편 전암대자율 측정은 ZH Instrument사의 SM30 모

델을 이용하 고, 단위는 10-3 SI unit으로 표기하 다.

묘비 훼손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훼손유형별 범례를 구분하여 훼손지도를 작성

하 다. 이때 각종 2D 그래픽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이

용하여훼손점유율을산출하 다. 

표면의 화학적 변색과 풍화도를 규명하고자 Innov -

X사의 P-XRF(α- 6000)를 이용하여 각 성분을 현장에서

직접 정 분석하 다. 변색에 향을 주는 특정원소에

대해서는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포양상을

도식화하 다. 또한 묘비 구성암석의 표면 풍화상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EDS가 장착된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수행하 다. 이중 에너지 분산형 성분분석기는

Oxford사의 EDX Inca M/X이며, 주사전자현미경은

JEOL사의 JSM 6335이다.@ 

재질특성

1. 암석분포

한반도남부는백악기의화산-심성활동으로인한중성

내지 산성 화산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남해군을 포함한

경상분지에는백악기화성활동에따른화산암류및화강

암류가분포하며, 화강암체와그주변에는열수변질대가

발달되어 있다(원종관 1968; 김진섭 외 1999; 김희남·

박천 1995). 남해도의 지질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

적암을 기저로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화산암류와 화강

암류그리고상기의모든암석을부정합으로덮는제4기

층으로구성되어있다. 

충렬사가있는남해군설천면의지질은신동층군의하

산동층에 속하는데, 이는 낙동층을 정합으로 덮으며 적

색 및 저색 사암과 이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이 암석은

저색 사암, 이암, 역암, 녹회색 사암 및 미사암으로 구성

되며, 층 전체에서 하부와 중부는 저색 사암과 이암의

호층대가 우세하고, 상부는 녹회색 사암과 저색 이암의

호층대가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이충무공의 묘비는 지

질도상 백악기의 신동층군으로 분류되는 하산동층의

녹회색사암과가장유사한것으로보인다.

2. 전암대자율 측정

이충무공묘비의 구성부재인 이수, 비신, 비좌에 대한

암석의 자화강도를 파악하고자 전암대자율을 측정하

다. 전암대자율은암석의외부자기장에대한자화강도를

측정하는것으로강자성광물인자철석의함량과상관관

계를 가진다. 이를 이용하여 석기 및 석조문화재 구성부

재의 암석학적 특성과 산지추정 및 해석에도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이찬희 외 2007; 2010; Lee et al. 2010;

Uchida et al. 2007).

이충무공묘비를 구성하는 암석의 대자율 측정은 이수

20지점, 비신 30지점, 비좌 20지점에 대해 실시하 다.

부재별 측정결과, 이수는 0.11∼0.17(평균 0.13×10-3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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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의 분포를 보이며, 비신은 0.09∼0.14(평균 0.11×

10-3 SI unit)의 범위를 보 다. 또한 비좌는 0.08∼

0.18(×10-3 SI unit)의 분포경향을 나타내며 0.13(×10-3

SI unit)의평균값으로산출되었다<그림2>.

묘비구성부재는모두0.2(×10-3 SI unit) 이하의대자율

값을 가지며 대자율 범위는 상당히 좁게 나타난다. 특히

상부이수는표면의단청으로인해암종구분이불가능했

으나 하부의 비신 및 비좌의 대자율 평균값, 분포 범위,

상대적인빈도분포도에서일치함을보 다. 이는묘비의

구성부재가 거의 모두 유사한 성질을 갖는 암석임을 지

시하는것이다. 

3.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이충무공묘비의 구성암석은 운반작용에 의해 입자들

이쌓여만들어진쇄설성퇴적암으로분류되며이는1/16

∼1㎜ 크기의 석 을 주성분으로 하는 사암으로 이루어

져 있다. 묘비 표면의 육안관찰 결과, 측면에서는 세립질

사암과조립의잡사암이공존하는암석학적특징이확인

되었고, 후면에는 북서-남동 방향의 미세층리가 관찰된

다. 특히 이 엽층리는 비신의 중∼하부에 걸쳐서 나타나

는입상분해와동일 역에분포한다<그림3A>.

엽층이란 층리의 최소단위를 뜻하는데 구성물질의 입

도, 조성의차이로생긴세 한줄무늬를뜻한다. 이층리는

주로이암, 셰일, 세립질의사암에서관찰되는데암석의퇴

적속도변화로인해생성되며수류및기후의변화에 향

을 받는다. 이충무공묘비의 전후면에서 관찰되는 입상분

해는이엽층과직간접적인관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림 2 이충무공묘비 구성부재의 전암대자율 측정결과

a b c

d

그림 3 이충무공묘비의 암석학적 기재 a.잡사암과 사암의 경계를 보이는 묘비의 우측면 b.분급과 원마도가 양호한 암석 파편 c.암회색의 간섭색을 보이는 장석류에서 변질된
견운모 및 녹니석화가 진행된 미량의 흑운모가 관찰 d.묘비 구성부재의 X-선 회절분석 결과[C; 녹니석(chlorite), M; 운모(mica), P; 사장석(plagioclase), K; K-장석(K-
feldspar), Q; 석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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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에서일부떨어져나온입상분해의잔해를수습하

여 박편을 제작하 다. 이들은 분급과 원마도가 양호하

며 석 , 사장석, K-장석 및 흑운모, 백운모 등 소량의 운

모류가 관찰된다<그림 3B, 3C>. 입자 사이를 채우고 있

는 기질의 분급은 매우 불량하며 전체의 15% 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보아 잡사암으로 분류된다(Pettijohn et al.

1987). 또한묘비하단의암석분말을대상으로X-선회절

분석을수행한결과, 석 , 사장석및K-장석의주구성광

물이 검출되었고, 이외에도 운모류, 녹니석이 함께 동정

되었다<그림3D>.

손상도정량평가

1. 풍화상태 진단

현재 이충무공묘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풍화훼손

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에서 화학적 요인에 의한 물리적

풍화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비신 하부의 하단을 중심으

로 입상분해와 박락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이로 인해

더 이상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비문도 존재한다. 또

한비신하부에는보수물질을사용하여부분적인복원을

수행하 으나 재료상의 이질감과 복원기술의 부족함이

여실이드러나있는실정이다.@@ 

이묘비는남쪽입구를제외한3면이바다로둘러싸여

있어 해류와 해풍에 대한 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

으로 판단된다. 실제 묘비 앞에 서는 바다를 직접 볼 수

있어 묘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훼손양상들은 해류 및

해풍과 함께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균열은 대부분

미세균열과 박리상 균열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비좌

와비신하부에서관찰되며<그림4A>, 박리상균열은미

세균열의 성장선에 형성되어 대부분 박리박락면을 중심

으로분포한다<그림4B>.@ 

또한 이충무공묘비에서는 박리와 박락이 뚜렷한 윤곽

을 보이는데, 박리는 비신의 전후면 하부의 보수부위에

서집중적으로나타나며<그림4C>, 일부박리는묘비전

면의 비좌 역에서 박리상 균열과 함께 발생한다. 박락

은 묘비 전후면의 비신 하부에서 심각하며, 박락이 발생

한 지점은 자의 흔적만이 남아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그림4D>. 

가장 심각한 훼손요인 중 하나인 입상분해는 비신 하

부를 중심으로 넓은 분포를 보 고, 비좌 상부에는 입상

분해로 인해 토양화된 다양한 사암 분말이 층으로 쌓여

있었다. 비신의 후면은 엽층리의 방향과 평행하게 입상

분해가 발생하 고, 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과 암석 표

면 모두에서는 얇은 층으로 입상분해가 일어나는 등 손

상도가 심각하다<그림 4E, 4F>. 특히 일부 입상분해 층

내부에는습윤한상태가관찰되는것으로보아현재에도

입상분해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묘비 구성재질이 사암임을 고려할 때, 입상분해는 장

석의수화반응뿐만아니라삼면의바다에서불어오는해

풍이이들의차별침식작용을가속화시킨것으로판단된

다. 묘비에는 물리적 및 화학적 요인 이외에도 보수물질

및 페인트로 인한 훼손도 관찰된다. 페인트는 상부 이수

의 단청작업을 위해 사용되었고<그림 4G>, 비신 표면을

중심으로 암흑색의 변색이 나타난다<그림 4H, 4I>. 이는

구성광물의화학적반응에의한변화보다는탁본으로인

해 생긴 흔적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변색은 묘비 자

를중심으로발생되어있다. 

2. 손상도 평가

충렬사 내 이충무공묘비의 훼손유형은 대부분이 염풍

화에의한화학적인요인이물리적인손상단계로이어져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보수물질, 페인트 피복 및 탁본으

로 인한 변색이 관찰된다. 생물학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

는데이는비각의보호적기능및강수차단효과와정기

적인 보존관리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충

무공묘비의 손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존처

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손상유형에 따른 훼손지도를 작

성하 다. 또한 실내에서는 정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훼손 역도면화과정을수행하 다.@ 

묘비 훼손지도에서 사용한 범례는 박리상 균열, 미세

균열, 박리, 박락, 입상분해, 보수물질, 페인트 및 변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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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충무공묘비의 다양한 훼손현황 a.비좌와 비신 하부에서 관찰되는 미세균열 b.미세균열의 성장선에 형성되어 박리박락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박리상균열 c.비신
전후면 하부의 보수물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박리 d.묘비 전후면에서 발생한 박락으로 인해 자의 흔적만이 남은 비신하부 e·f. 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과 암석 표면
모두에서 얇은 층으로 발생한 입상분해 g.상부 이수의 단청작업을 위해 사용되었던 페인트 흔적 h·i.비신 표면에 피복되어 있는 암흑색 변색흔적

a b c

d e f

g h i

그림 5 이충무공묘비의 풍화훼손도

Blistering
crack

Hair crack

Front Left Back Right

Scaling Blistering Granular
disintegration

Restoration
material

Discoloration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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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 다. 또한 정량적 손상도 평가를 위해 훼손유

형별 점유면적을 백분율로 수치화하 고, 균열은 길이

로 표현하 다. <그림 5>는 이충무공묘비의 풍화훼손지

도를 완성한 것으로 묘비의 주된 풍화유형과 각 방향별

표면의 훼손상태 및 원인을 분석하 다. 이중 최근에 단

청 작업한 이수는 훼손상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훼손율

산출시전체면적에서제외하 다.@@ 

우선 묘비의 미세균열은 총 1,798㎜로 전, 후, 좌측, 우

측면에서 1개씩 측정되었고 길이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후면에서 1,115㎜로 산출되었다. 한편 박리상 균열은

총 7개가 확인되었으며 전체 길이 합은 1,297㎜이다. 묘

비 박리는 후면 8.2%, 전면 7.4%, 좌측면 3.7%의 순으로

높은훼손율을보 고, 우측면(0.5%)에서가장낮게나타

났다. 또한 박락은 전면 5.3%, 좌측면 0.8%, 후면 10.2%,

우측면 2.5%로 측정되었으며 후면에서 가장 높은 훼손

율을보 다<표1>.@@ 

박리와박락은부분적으로다른 역에도시되기도하

지만 전반적으로 비신 하부에서 발생하 다. 따라서 박

리는 향후 박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상

분해는전면26.4%, 좌측면6.2%, 후면28.1%로산출되어

전후면의 비신에서 심각한 입상분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측면에서는 입상분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보수물질로 사용된 시멘트는 우측면(5.2%)에서 가장

높은 피복도를 보 다. 페인트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

났고, 변색은 1.2∼53.5%의 넓은 분포범위를 보이는데

전후면에변색이집중된다.@@ 

표면오염물분석

1. 분석방법@  

충렬사이충무공묘비는비신의하부에입상분해, 박리

박락 등 다양한 훼손양상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비문을

중심으로 흑색 오염물이 분포한다. 이중 입상분해 현상

은 묘비의 구성재질인 사암의 층리방향 및 암석학적 특

징과도 연관이 있다. 오염물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 보수물질의 성분분석을 위해 P-XRF와 주사전자현미

경(SEM) 및 EDS 분석을 수행하 다. 우선 현장에서 P-

XRF를 이용하여 비파괴 방법으로 오염물을 측정하 고,

주사전자현미경은 입상분해로 떨어진 분말시료를 극미

량 수습하여 분석하 다. 이는 오염물의 정량분석에는

한계가있으나오염종을판단하여보존처리방법을모색

그림 6 이충무공묘비의 오염물 분석 측정지점

Deterioration forms Front Left Back Right Total

Blistering No. 4 1 - 2 7
crack Length(㎜) 585 375 - 337 1,297

Hair crack      No. 1 1 1 1 4
Length(㎜) 467 69 1,115 157 1,808

Scaling(%) 5.3 0.8 10.2 2.5 6.2
Blistering(%) 7.4 3.7 8.2 0.5 6.3
Granular disintegration(%) 26.4 6.2 28.1 - 21.2
Restoration material(%) 3.1 3.7 1.2 5.2 2.8
Paint(%) 0.1 0.1 0.2 0.1 0.1
Discoloration(%) 53.5 5.1 49.8 1.2 39.4

표 1 이충무공묘비에 발생한 방향별 손상유형에 따른 훼손율(%)

Front

Granular disintegration

Surface

Scaling

Granular
disintegration

Granular disintegration area(9~39)Scaling Surface area(1-8) Scaling area(40-49)

Deterioration area Side Measuremen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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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Side

47,095 <LOD 22,122 34,226 1,319 66 7,690 <LOD 155
Fresh

F2 11,081 <LOD 19,707 12,697 1,199 131 9,804 <LOD 55
1 53,710 9,980 12,559 73,308 1,769 160 12,303 106 1,999
2 74,985 13,052 11,298 85,161 1,754 124 10,689 <LOD 2,467
3 62,749 11,180 14,778 80,003 1,645 121 11,191 <LOD 2,124
4 57,475 14,514 14,004 67,684 1,332 110 10,958 <LOD 2,701
5 55,702 10,213 15,946 78,786 1,004 110 10,915 <LOD 2,196
6 67,637 12,076 11,027 72,913 1,236 101 10,694 <LOD 2,304
7 28,233 9,226 13,945 67,570 1,544 122 11,506 <LOD 1,974
8 31,792 7,486 11,113 55,257 2,240 154 13,583 <LOD 2,133
9 32,270 10,613 15,301 55,333 1,676 148 12,450 <LOD 1,714
10 27,563 8,908 14,495 48,158 1,666 129 10,522 <LOD 1,835
11 34,156 10,259 13,270 59,410 1,851 153 12,499 107 1,763
12 17,247 4,921 15,514 29,602 3,519 298 21,930 150 932
13 14,903 5,840 21,043 32,173 2,022 164 13,665 <LOD 1,183
14 22,250 5,896 16,742 41,151 1,677 162 13,060 <LOD 1,262
15 20,377 5,163 19,059 31,112 1,484 141 13,483 <LOD 998
16 6,059 4,563 13,755 20,062 1,803 178 15,353 143 861
17 13,811 5,532 22,142 32,911 1,971 173 13,037 111 1,014
18 18,492 4,400 17,343 28,088 2,138 139 12,014 122 1,114
19 14,618 3,685 13,320 22,718 2,873 216 18,295 <LOD 713
20 51,445 7,412 19,253 61,876 1,528 145 11,310 <LOD 1,693
21 19,448 4,764 14,812 39,379 995 138 12,447 <LOD 1,395
22 16,477 5,023 19,590 29,562 2,358 178 13,254 <LOD 940
23 24,091 10,597 15,092 48,519 1,178 134 11,569 <LOD 2,593
24 <LOD 3,775 18,433 15,089 1,146 223 15,096 133 404
25 <LOD 4,151 21,784 14,624 2,472 220 15,810 102 200
26 <LOD 2,521 18,324 6,742 1,875 281 24,518 203 157
27 <LOD 5,700 22,501 7,185 2,495 217 19,373 <LOD 260
28 13,709 3,044 18,608 29,192 1,458 132 11,943 <LOD 861
29 13,982 6,566 15,517 38,716 1,995 154 14,803 <LOD 1,144
30 14,240 5,608 15,944 23,316 1,715 249 22,844 145 623
31 8,432 4,526 21,541 21,005 1,696 211 16,598 <LOD 391
32 <LOD 5,847 17,684 11,371 2,076 197 19,151 102 500
33 12,838 9,113 21,154 26,908 1,472 86 8,979 <LOD 2,004
34 12,733 5,986 18,888 29,341 2,636 133 14,271 <LOD 1,529
35 20,026 4,639 15,192 30,753 1,945 203 13,921 <LOD 1,242
36 16,580 5,495 17,243 29,385 1,893 172 13,859 109 950
37 16,628 5,987 14,954 29,516 1,607 185 13,408 142 1,640
38 21,116 4,668 21,150 35,933 1,546 148 13,140 114 1,225
39 8,006 3,818 18,254 15,778 1,753 239 17,403 <LOD 142
40 <LOD 2,229 16,191 16,288 3,371 364 27,324 131 399
41 6,822 2,798 15,213 12,877 2,754 308 25,226 178 125
42 9,533 4,376 19,716 19,949 1,489 213 17,617 <LOD 321
43 <LOD <LOD 14,813 12,538 1,927 320 21,955 115 <LOD
44 7,650 3,487 17,877 17,521 1,304 209 17,248 134 16
45 <LOD 2,572 15,419 14,470 2,313 300 20,514 155 286
46 17,412 2,896 20,781 29,334 2,346 237 16,707 165 102
47 <LOD <LOD 19,581 14,660 1,634 315 23,183 149 48
48 31,783 <LOD 15,166 27,971 2,980 254 20,347 143 767
49 <LOD 2,423 16,951 13,216 3,598 303 26,239 135 143

표 2 이충무공묘비 비신 전면의 P-XRF 측정결과(ppm)

No. Location S Cl K Ca Ti Mn Fe Ni Pb Type

ScalingFront

SurfaceFront

Granular
disintegra
-tion

Front

LOD ; limit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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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는기여할수있다.

묘비의표면오염물및다양한훼손양상을유발하는주

요성분을 파악하고자 비신하부를 대상으로 측정지점별

분류를수행하 다. 분류기준은훼손지도에서작성한표

면층-입상분해층-박락층의 세 역으로 구분하 으며

묘비좌측면에서신선한지점을선정하여원암석의성분

으로 비교분석하 다. P-XRF 측정은 표면층 8지점, 입상

분해층 31지점, 박락층 10지점의 총 49지점에 대하여 수

행하 다<그림6>.@@@@ 

2. 정 분석 및 모델링

P-XRF 분석결과, 표면층-입상분해층-박락층 역에해

당하는 각각의 원소들이 검출되었고, 이는 <표 2>에 정

리하 다. 이중 역별 뚜렷한 주구성성분을 보이는 Ca,

S, Fe 및 Cl의 원소분석 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 다.

<그림 7>은 주성분원소의 역별 분포경향을 나타낸 그

래프로 측면에서 측정한 신선한 지점의 원소별 최대함

량과비교분석하 다. 

우선 유사한 분포패턴을 보이는 Ca와 S는 표면층 > 입

상분해층 > 박락층의 순으로 함량차이를 보 고, 특히

Ca는 최대 85,161ppm, S는 최대 74,985ppm까지 검출되

었다. 두 원소는 표면층에서 최고치를 보이다가 입상분

해층과박락층으로갈수록서서히감소하는경향을보

다. 반면 Fe는 표면층 < 입상분해층 < 박락층의 순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원소 K

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Cl은 앞서 Ca, S와 유사한 분포경향을 보이는데 비신

표면층에서 최대 14,514ppm의 함량으로 검출되었다. 이

는 Ca와 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측면의신선한지점에서는Cl이검출한계를보 다는점

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농도에 해당한다. 이상 묘비의

역별 오염물을 종합하면, Ca, S 및 Cl 성분은 표면층에

서 박락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반대로

Fe와K는증가하는부의상관관계를가진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P-XRF를 측정한 비신 하부에

대한 각 원소 성분별 2D 모델링을 실시하 다<그림 8>.

이때원소별함량치는신선한지점의평균함량치를제외

한 값들로 일종의 오염물에 해당한다. S와 Ca는 표면층

에 집중 분포하 고, Cl은 표면층은 물론 입상분해층에

도 부분적으로 짙은 농도를 보 다. 특히 Fe는 표면층을

제외한 역에서 도시되는데 특히 박락층에서 대체적으

로높게검출되었다.

한편 수습한 입상분해 시료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여표면의풍화정도와변질의양상을파악하 다.

이 결과, 표면의 광물들은 이완된 조직을 보이는 가운데

능판상, 엽편상 및 주상의 형태를 보이는 결정이 광물사

이에서 집된 분포를 보 다. 각 광물결정 및 조직들의

정량적성분을파악하고자EDS 분석을수행한결과, <그

림 9>는 Si; 6.4∼17.8wt.%, Al; 4.6∼10.7wt.%, Mg; 3.5∼

6.6wt.%, Fe; 4.0∼7.1wt.% 및 K; 0.8∼4.8wt.% 범위로 대

부분사암구성광물인석 , 사장석, K-장석및운모류의

구성성분을보 다.

이외에도 <그림 9A, 9B>에서는 Na, Cl 성분이 소량 검

출되었고, <그림 9C>에서는 Ca와 S이 각 10.7wt.%와

8.5wt.%로 검출되기도 하 다. 현장에서 미량 수습한 입

그림 7 P-XRF 분석을 통한 이충무공묘비의 역별 표면성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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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해시료는결정의대부분이사암의주요구성광물에

해당하고, 이광물사이로존재하는능판상, 엽편상및주

상의결정형은Na, Cl, Ca 및S 성분으로이뤄진염결정의

오염물로판단된다. 

풍화메커니즘해석

충렬사이충무공묘비는비신의하부를중심으로입상

분해와 박락이 매우 심한 상태로 발생하 으며 자의

흔적만 남아있는 역도 존재한다. 물리적 및 화학적 훼

손유형은독립적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대부분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묘비의 훼손을 가중시켰다. 또한 비신

하단은보수물질을이용하여복원하 으나재료상의이

질감과복원기술의조악함이여실히드러나있다.

이상다양한훼손현상이나타나는묘비의손상요인은

일차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암석에 있다. 묘비 우측면은

조립질 잡사암과 세립질 사암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

고 비신 하부에는 미세층리가 발달하여 단일 부재로 된

비신이지만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

리적 및 화학적 풍화가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물성이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입상분해 및 박락이 일어나는

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 육안적 특징은 정성 및 정량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비신 상부의 박리박락 및 입상분해가 발생

하지않은표면층에서는Ca와S 함량이높게나타났으며

입상분해층으로 갈수록 이 함량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 입상분해층에서는부분적으로불규칙한분포패턴

을 보이는데 이는 Cl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Cl

은 비석의 신선한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원소로

순수한오염물성분으로여겨진다<표2, 그림10>.

한편 비신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갈수록 전체 증가패

턴을 형성한 Fe는 신선한 지점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

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Fe가 묘비를 구성하는 암석성

분으로 표면층에서는 변색 및 오염물로 인해 상대적으

그림 8 P-XRF를 적용한 이충무공묘비의 입상분해 지점에 대한 원소별
2D 모델링 결과

Element Si Al Ca S Mg C Fe K Na Cl O Total

A(wt.%) 17.8 10.7 2.4 1.6 3.5 5.4 4.3 4.8 0.7 0.6 48.2 100.0

B(wt.%) 13.3 8.0 3.6 1.2 6.6 5.2 7.1 1.0 1.2 0.4 52.4 100.0

C(wt.%) 6.4 4.6 10.7 8.5 3.8 5.8 4.0 0.8 - - 55.4 100.0

그림 9 이충무공묘비 표면 입상분해 성분의 SEM-EDS 분석 결과.  a.이완된 조직을 보이는 입상분해 표면 b·c.구성광물 사이에서 관찰되는 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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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함량을 보이다가 입상분해층부터 암석 내부면

이 노출되면서 서서히 높은 성분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이는 입상분해층보다도 박락층에서 압도적으

로높은함량을보인다.@@

이충무공묘비 보존에 직간접적인 향을 미치는 남

해도 일대 해수 속의 염류에는 NaCl, MgCl2, NaSO4,

CaCl2및 KCl 등이 있으며 이는 앞서 비신 표면오염물의

Ca, S 및 Cl을 모두 포함하는 성분으로 묘비 표면에 나

타나는 대표적인 염은 NaCl, NaSO4, CaCl2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2006).

또한 남해군 일대의 기상관측 자료 중 2007년도 한해의

풍향풍속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봄, 여름 및 가을은 서

풍이, 겨울은 7.0㎧ 이상의 북서풍이 주를 이루며 이는

충렬사 건물 및 묘비의 전면방향에 정면으로 불어와 풍

화환경에 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된다.

묘비 표면층은 오랜시간 풍화환경에 노출되어 해수

및 해풍의 향을 받아 비신의 하부를 중심으로 오염물

이 집중 분포하 을 것이다. 이때 염분의 조해작용에

따라 입상분해가 일어나고 표면의 암석은 분말화가 진

행되어 박리박락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Evans 1970;

Bionda 2004, Flatt 2002). 또한 표면에 있었던 다량의 오

염물이 제거되어 현재에는 비신의 상부에 상대적으로

높은 오염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Fe는

표면층과 입상분해 및 박락층을 거치면서 점점 높은 함

량을 보 으며 이는 표면 오염물이 제거된 후 암석 본

래의구성성분을띠는것으로판단된다. 

보존과학적고찰

이충무공묘비는 수용성 염들로 인한 입상분해 및 박

리박락이 비신의 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입상분해가 진행중인 역의 씨들은 표면의 분

말화로 인해 취약한 물성을 보 으며 빠른 시일내에

박락으로 이어질 정도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태 다.

따라서 묘비 표면오염물을 세정하고 구성암석의 강화

처리 및 박락 역 충전, 페인트 제거방안 등이 마련되

어야 한다.@@ 

우선 세정은 비신 표면층에 높게 검출되는 염성분을

중심으로 탈염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염은 조해성이

높아 더 이상의 입상분해를 막고 표면의 제거를 위해

서는 증류수와 같은 습식세정이 필요하다. 세정방법은

제거 대상이 수용성 염이며 표면에 입상분해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습포지 등을 이용한

최소한의 세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염성분의 높

은 농도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탈염처리 및 염농

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신 하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입상분해층 및 박락

층은 적합한 보존처리제를 적용하여 강화처리 및 충전

작업이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박락층에는

과거에 행해진 시멘트의 보수물질이 남아있으나 이는

재질적 이질감 및 자새김의 테크닉 부족 등으로 조

악한 보존처리가 행해진 상태이다. 따라서 올바른 보

존을 위해서는 구성재질의 암석학적 특징을 정확히 파

악해야하며 비신 전후면의 미세층리 방향성도 고려해

야한다. 

한편 비신 표면에 부분적으로 피복된 페인트 오염물

은 상단 이수의 단청 작업당시 행해진 인위적인 훼손

으로 묘비의 네면 모두에 0.1%의 면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페인트 제거 역은 최소한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이때 예비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거쳐 보존처리후

에도 페인트의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거해

야 한다.

그림 10 이충무공묘비 비신의 표면층, 입상분해층 및 박락층의 원소별
상대농도 비교도

Fe Fe

CaCa

CI

K

Fe

K

Fe

K

Ca

CI

S

K

S

Ca

CI

S

Element density high low

Surface Scaling
Granular

disintegrationDeterioration



111 Lee , Chan Hee 남해 충렬사 이충무공묘비의 재질특성, 손상도 평가 및 풍화과정 해석

결@ 론

1. 이충무공묘비는 경상남도 남해군의 충렬사 내에 위

치하며, 비신과 비좌는 모두 쇄설성 퇴적암계열인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묘비 측면은 조립질 잡사

암과 세립질 사암의 경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후면

에는미세층리가관찰된다. 묘비구성암석의조암광

물은석 , 사장석, K-장석및운모류로구성되며입

자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질은 매우 불량한 분급을

보인다. 

2. 묘비구성부재별전암대자율을측정한결과, 이들은

0.2(×10-3 SI unit) 이하의낮은대자율범위를보이며

특히표면단청으로인해암종구분이불가능했던이

수도 대자율 평균값, 분포범위, 상대적인 빈도분포

도 등에서 일치함을 보여 묘비 구성부재는 모두 유

사한성질을갖는암석으로판단된다.@@@@@ 

3. 이충무공묘비는 전면과 후면을 중심으로 박리, 박

락, 입상분해 및 변색이 집중분포하고, 손상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박리(8.2%), 박락(10.2%), 입

상분해(28.1%)는 후면에서, 변색(53.5%)은 전면에서

가장 높은 훼손율을 보 다. 이외에도 시멘트와 페

인트가각각2.8%, 0.1%를차지했다.@@@

@ @  

4. 묘비에분포하는 오염물인Ca, S 및 Cl은표면층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이들은 NaCl, NaSO4 및

CaCl2로 추정된다. 또한 입상분해층 및 박락층에는

이 표면오염물이 제거되어 암석의 구성원소인 Fe가

검출되었다. 묘비의 훼손은 일차적으로 구성암석의

성질에 따라 발생하 으며, 잡사암의 미세층리를 중

심으로 입상분해가 일어났다. 또한 표면오염물은 모

두염을구성하는원소로이는해수속염류성분과일

치하여남해연안염성분과동일한조성을보 다. 

5. 묘비 표면에서 다량으로 검출되는 염성분은 습포지

를 이용한 세정이 필요하며 매회 염농도를 측정하여

수치를안정화시켜야한다. 또한비신하단에집중적

으로 발생한 박락층은 동일암석을 사용하고 탁본자

료를참고하여비문을복원할필요가있다. 이충무공

묘비의 입상분해와 박리박락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탈염및강화처리가이뤄져야하며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여 금석문으로서의 가치를 보

전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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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mbstone of Yi Chungmugong in the Joseon Dynasty located Namhae, Gyeongnam is consisted of sandstone.
The Bisin and Bijwa of the tombstone have narrow range of magnetic value less than 0.2(×10-3 SI unit) and the Isu
covered pigment on surface also has same magnetic susceptibility range.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all tombstone
have similar lit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side of  the tombstone appeared fine-grained sandstone to coarse-grained
graywacke boundary clearly and back of tombstone observed lamination. Especially deterioration type is concentrated
in front and back of the tombstone blistering (8.2% of back), scaling (10.2% of back), granular disintegration (28.1% of
back) and discoloration (53.5% of front). Results of contaminants analysis, the front of  the Bisin separated in 3 type of
surface - granular disintegration–scaling. Among this area, surface detected Ca, S and Cl in high density, but these
contaminants elements have more lower detect density from surface to granular disintegration. By contrast, on scaling
area, these components are almost not detected, but Fe, K consisted of rock forming elements are detected. It is
necessary to conservation and treatment of Yi Chungmugong tombstone in continuously, and salt cleaning on surface
also needed. So through activity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pigraph preserved for their worth. 

Key Words_Salt Weathering, Granular Disintegration, Sandstone, Chunglyolsa, Tombstone of Yi Chungmu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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