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보존처리

C O N S E R V A T I O N    S T U D I E S                  2 0 1 4               3 5

민원근, 정희수, 양희제



CONSERVATION  STUDIES  Vol.35,  pp73~86 [2014]

7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보존처리

 민원근1*, 정희수1, 양희제2

 1호서문화재연구원(주)
2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Conservation of  the Seosanmaaesamjonbulsang
(Rock-carved Triad Buddha in Seosan), Korea

Won Geun Min1*, Hee Su Jong1, Hee Jae Yang2

1Hoseo Cultural Heritage Institute Co.Ltd
2Department of Culture Asset, Gyeongj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ang754@hanmail.net

┃초록┃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 84호)이 새겨진 암체는 층암절벽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구조선이 매우 발달한 암체이다. 2007년 보호각 해체 후 상부 암체로부터 

유입되는 낙수로 인하여 본존불 좌측에 생물학적 풍화가 진행되고 우측 보살상 상부

에는 백화가 관찰되고 있다. 마애불상의 풍화를 저감시키고 훼손으로부터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한 조치로 건·습식세척으로 부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오염물을 제거하

고, 암체 상부에 L-30을 사용하여 물길을 설치하여 상부로부터 유입되는 낙수로 마

애불상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또한, 마애불상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

고 정면부에 자생하는 잡목을 벌목하여 마애불상의 일조량을 증가시키고 통풍을 원

활하게 하였다.

주제어: 마애불상, 보존상태, 강수, 보존처리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보존처리 / 민원근, 정희수, 양희제

75

┃ABSTRACT┃

  The Seosanmaaesamjonbulsang (national treasure 84) is carved has a quite developed tectonic line 
in a precipitous wall of  stratified rock to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The main buddha 
and the left part of  it have got the biological weathering and the efflorescence has been detected on 
the shoulder part of  the right buddha. It has been caused by the raindrops from upper rock after 
the dismantling of  the protection shelter in 2007. Two proper measures have been taken in order to 
reduce the weathering and protect it from some damages. The one is removing the contaminant by 
dry/wet cleaning not to get any damage on the rock. The other is the isolation by the construction 
of  a new waterway used L-30 on the upper part of  the rock not to contaminate the surface of  Rock-
carved triad buddha with the raindrops from upper rock. Moreover, the sunlight for buddha has been 
increased and good ventilation has been made by cutting down the trees around the Rock-carved 
triad buddha.

Keywords : The maaebul, Conservation status, Precipitation, Conservation treatment

1. 서론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위치한 서산 용

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층암절벽에 돋을새김으로 조

각된 삼국시대 마애석불이다. 1959년

에 발견된 후 마애불상은 환경적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1974년에 전통 목조건축

양식의 보호각을 설치하였다. 시간이 경

과하면서 보호각이 노후하고 암체의 균

열 부위 틈새로 강수가 유입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를 하였으며, 또한 

보호각으로 인해 내부는 다습하며 관람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였다.

  지속적으로 보호각의 개선방안이 요구

되면서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2006년 3

월 보호각 벽체를 우선 해체한 뒤 2007

년 완전히 해체하였다. 해체 후 2008년 

표면 오염물에 대한 건식 및 습식 세정

작업과 주요 균열대 충전 및 보수, 표면 

발수처리 등 전반적인 보존처리가 수행

되었다. 국가 중요문화재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중점 관리로 인해 현

재 보존환경은 양호하나 상부 암체의 균

열 부위로 강수가 유입되어 남조류와 같

은 미생물이 발생하고 측면 암체의 표면

과 균열 틈새에서는 초본류와 목본류가 

자생한다.

  이 마애불상의 보존을 위한 연구는 

2000년 중후반에 활발하게 수행되어 

이병용에 의해 서산마애불상의 암석학

적 특성과 풍화 및 훼손도 연구(이병용, 

2003), 이선명에 의해 서산 마애불상의 

훼손상태 및 불연속면의 거동특성(이선

명 외, 2006)과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정

밀 손상도 평가와 보존환경 분석(이선명 

외, 2010)이 있으며, 보호각과 관련하여 

신은정에 의해 석조문화재 보호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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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례연구(신은정 외, 201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각 해체와 보존처리 

후 약 6년이 경과하면서 마애불상의 표

면에 발생한 오염현상과 보존상태를 연

구하고자 하였으며, 상부에서 유입하는 

강수의 이동로를 조사하여 강수의 유입

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보존처

리를 통해 암석의 표면오염물을 제거하

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서산 용

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보존상태에 대한 

기록이며 향후 마애불상의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보존처리

  마애불상은 표면에 약간의 남조류가 발

생하였고 암체의 측면에는 초본류와 목

본류가 자생하였고 마애불상의 상부에 

지붕처럼 드리운 암체의 하부는 백화현

상 등의 손상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손상현상에 대하여 현황기록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보존과학적 훼손

지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12)를 작성하

였다. 작성한 훼손지도와 과거 훼손지도

를 이용해 현재의 손상상태를 비교하였

으며 변화상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작성

한 현재의 훼손지도를 이용하여 보존처

리 계획과 방법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보존처리는 일반적인 보존처리 과정에 

이용하는 도구들이며, 세척과정에는 스

팀세척을 실시하였고 강회와 시멘트 모

르타르의 제거에는 모터툴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제거하였다. 균열부위의 충전

과 강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재료 및 발수

제로는 보존과학 지정 약품을 사용하였

다. 보존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주변 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수목제거와 가치치

기를 수행하였다.

 

3. 현황과 보존상태

  3.1. 현황과 훼손지도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충남 서

산시 운산면 용현리 2-1번지에 소재하

고 있다. 가야산 자락의 자연암체에 고

부조로 새겨진 마애불상이다. 가운데 주

불상은 여래입상이며 좌측 협시불은 입

상이고 우측 협시불은 반가사유상이다. 

이 삼존상은『법화경』에 나오는 석가와 

미륵, 제화갈라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으며,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

에 제작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마애

불상이 있는 태안반도는 중국으로 통하

는 교통로의 중심지이며 당시 부여로 가

는 길목에 해당하고, 이 마애여래삼존상

은 당시 활발했던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분위기를 엿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 

하겠다(문화재청, 2014).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체는 층암절벽에 

수직수평 방향으로 구조선이 매우 발달

한 암체이다. 암체는 이미 절리와 같은 

구조선은 이미 개방된 상태로서 여러 개

의 암괴로 분리된 상태로서 불안전하게 

보인다.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체는 구조

안전진단 대상으로 2007년경부터 국립

기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암체에 발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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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평 절리부분으로 강수의 유입이 용

이한 상태로서 조사 과정에도 하부는 내

부에 유입된 물이 흘러나오는 상태였다. 

또한 상부에는 목본류와 초본류가 발생

한 상태이다(Fig. 1).

Fig. 1. Site occurrence of the Seosanmaaesamjonbulsang (A; Panoramic view, B; Woody  
plant and herbaceous top of the rock, C; Construction of drainage maaebul the side)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석의 표면은 풍화

로 인한 요철과 요철에 쌓인 미세먼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과거 수지로 처리한 부

분은 변색으로 인해 처리부위가 암석과 구

분되었다(Fig. 2 A). 마애불상의 하단은 

풍화로 인해 입상분해가 진행하는 상태이

며 박리박락이 발생하였고 조암광물 중 철

광물의 풍화로 인해 황갈색의 변색과 백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Fig. 2 B). 지붕처

럼 드리운 상부 암체의 바닥은 백화현상 

및 철광물의 풍화로 인한 갈변현상이 나타

났으며, 백화현상은 과거 사용한 시멘트 

모르타르로 인한 현상이기도 하다(Fig. 2 

C). 상부 암체의 측면에서는 짙은 검은색 

변색을 관찰할 수 있다(Fig. 2 D). 

  3.2. 주변 현황과 강수 유입

  수직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절리는 이미 

확장되어 균열 틈새로는 초본류가 자라

고 있다. 암체의 표면에는 고착상지의류

와 함께 선태류 중 검은솔이끼를 쉽게 관

찰 할수 있다. 상부 암체의 우측에서는 

균열 틈새에 뿌리를 두고 관목류가 자생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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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좌측 상단에는 소나무가 자라

고 있다. 상부 암체에서 흘러내린 물길

을 따라서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체에서

는 남조류가 발생하였다. 마애불상 암체

의 측면은 석축으로 정비하였고 석축의 

틈새에는 초본류가 자라고 있다. 석축의 

배면과 마애불 정면은 수목지대로서 바

닥에는 관목류가 있으며 활엽수가 주로 

자라고 있다(Fig. 3).

  마애불상의 좌측부분으로 유입되는 강

수는 상부 암체의 경사면을 따라 마애불

상이 새겨진 암체의 균열부위로 유입되

거나 경사면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린다. 

마애불상이 새겨진 암체의 상부에는 강

수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과거 시멘트 모

Fig. 2. Rock conditions and the contamination status of maaebul
             (A; Surface state of the upper maaebul, B; Surface state of the bottom maaebul, 
              C; Whitening event of the bottom of the upper rock, D; Dark discoloration of the rock 
              on the left) 

르타르로 메움을 하였는데 노후하여 강

수의 유입이 용이한 상태이다. 이 부분

으로 유입된 강수는 마애불상이 새겨진 

하부 좌측의 균열 부위로 흘러나오고 마

애불상 암체의 좌측 상부에는 강수의 유

입을 방지하고자 과거 시멘트 모르타르

로 메움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하단이 길

지 않아 암체의 내부로 강수가 유입될 가

능성이 있다. 마애불상 암체의 상부에는 

강수가 마애불상 정면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홈을 팠으나 그 깊이가 얕고 만

약 많은 강수가 내릴 경우에는 중앙 부분

의 경사면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태이

다(Fig. 4).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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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훼손상태 비교

  마애불상의 현재 손상요인을 비교하

고자 이선명의 연구자료 중 훼손지도를 

Fig. 5과 같이 현재의 훼손지도를 제시

하였다. 과거 훼손지도의 풍화요인을 살

펴보면 균열, 입상분해, 박리박락, 황갈

색 변색, 백화현상, 검은 변색, 녹색 변

색이다. 현재의 훼손지도에서는 백화현

상, 녹조류만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훼

손지도에서 손상요인이 현저히 적게 표

기된 점은 보호각 철거 이후 보존처리를 

통해 손상요인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훼손지도에서는 녹조류로 인

한 현상이 미약하였으나 현재의 훼손지

Fig. 3. Environment of maaebul
            (A; Herbaceous plant, B; Woody plant, C; Herbaceous plant on the masonry, D; Woody 
            and shrubs in front maaebul) 

도에서는 좌측협시불 주변으로 남조류가 

발생하였다.

  백화현상은 과거 훼손지도와 현재의 훼

손지도 모두 표기되었는데, 과거 보호각

이 있던 시기에 강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백화현

상이 잔존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과

거 훼손지도에서 백화현상은 마애불상 

암체의 상단 측면에 많은 면적을 점유

했으나 보존처리과정에 제거하여 면적

이 작아졌다고 추측된다. 한편 백화현상

은 과거 훼손지도에서는 상부에 주로 나

타났으나 현재의 훼손지도에서는 잔존한 

백화현상이 다소 아래쪽에 표기되었다. 

이는 조사자에 따라 다소 다른 차이를 나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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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잔존한 백

화물질이 그동안 수분의 영향으로 아래

Fig. 4. Inflow of precipitation on maaebul(A; The upper part of Maaebul, B; Cracks in the 
            right rock , C; Mortar for preventing precipitation flows D; Drainage of the left maaebul) 

Fig. 5. Comparison of historical deterioration map(Sun myung Lee, 2010) and current 
             deterioration map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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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처리와 주변정리

  마애불상은 앞서 현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손상요인은 보존처리를 통

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 흘러내린 강수가 마

애불상 암체의 상부 균열부위로 유입하

여 암체 하부 우측으로 배수되는 상태이

며, 이로 인해 좌측 협시불의 표면에는 

남조류의 점유 면적이 늘어난 상태이다. 

따라서 암체로 유입하는 강수의 방지가 

보존처리 과정에 우선시 되어야 하며, 

표면에 발생한 남조류의 경우에는 암체

의 표면에서 입상분해가 발생한 상태이

므로 주의하여 제거하고 주변 관목과 수

목을 제거하여 다습한 환경을 개선해 주

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보존처

리 과정은 작업을 위한 비계설치, 표면

세척, 강수의 유입방지, 강화발수처리, 

주변의 관목과 수목의 가지치기를 수행

하였다(Fig. 6 A).

  4.1. 표면세척

  마애불상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

해 건식 및 습식 세척을 실시하였다. 세

척 방법은 부재의 손상 정도, 세척 후 오

Fig. 6. A; Scaffolding installation, B; Dry cleaning, C; Wet cleaning

염물 잔류 여부와 제거 방법, 제거된 이

물질에 의한 재오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식제거방법은 대나무 헤라, 메스, 붓 등

의 소도구를 이용하여 마애불상 표면과 

암체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작업

과정은 부드러운 양모솔을 이용하여 이

물질을 털어주고 대나무 헤라를 이용하

여 암체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정밀하게 

진행하였다. 제거과정에 오염물이 다시 

암체 표면에 쌓이지 않도록 양모솔을 이

용하여 바깥으로 털어 주었다(Fig. 6 B). 

우측보살입상 표면에 발생한 백화는 결

정이 치밀하고 암체의 표면과 밀착한 상

태였으며, 백화부위 주변으로는 암체에

서 입상분해가 발생한 상태로서 물리적

으로 제거할 경우 암체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세척에서 제외하였다.

  건식세척에서 제거되지 않은 이물질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습식세척을 수행하

였다. 습식세척은 분무기로 증류수를 도

포하여 충분히 불린 다음 부드러운 솔과 

칫솔을 이용하였다. 이때 양모솔의 모는 

긴 것을 이용하였고 암체의 표면이 안정

한 부분은 칫솔을 이용하였고 일정한 방

향으로 브러싱 하지 않고 원형을 그리

며 작업하였다(Fig. 6 C). 마애불상 표면

A CB



82

보존과학연구  Vol.35,  2014

의 습식세척은 세척 후 오염물이 잔류하

거나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

올을 사용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한 뒤 주

의하여 부드러운 솔로 제거하였다. 이후 

킴스와이프스를 사용하여 잔류한 오염물

을 닦아내었다.

  4.2. 강수유입 방지

  마애불상 표면의 생물학적 손상현상은 

상부 암체를 타고 흘러내린 강수가 균열

부위로 유입하면서 하부가 다습하게 유

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암체 상부에는 

과거에도 강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멘트 모르타르가 균열부위를 메우고 

있으나 노후하여 암체와 닿는 외측에는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또한 상부 암

체로부터 흘러내린 강수의 이동을 유도

하기 위하여 암체 상부 측면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길을 만들어준 상태이나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니

다. 따라서 암체 상부로 유입하는 강수

를 저감하기 위하여 암체 상부의 균열부

위를 보수하고 물길을 보완하였다(Fig.  

8 A). 

  강수의 이동은 암체 균열부위의 방향성

을 고려하여 우측으로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물길의 모양은 암

체가 나타내는 표면형태를 따라 이물감

이 없도록 암체의 표면과 유사하게 표현

하였다(Fig. 7 A). 물길 형태 제작시 사

용한 에폭시 수지(L-30)와 충전제(탈크 

등)의 중량을 약 1:3의 비율(에폭시 수

지:충전제)로 교반하여 수지가 흘러내리

지 않도록 점도를 조절하였다. 이후 물

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낙수를 흘려 이동

로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 실

시하였다(Fig. 7 B). 제작된 물길은 주변

부와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 조각도와 망

치를 사용하여 암체의 표면질감을 표현

하였으며,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보채 

작업을 하였다.

  물길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총 3차에 걸

쳐 실험을 하면서 보완하였다. 1차 물길

작업은 강수가 넘치는 지점, 절리대, 마

애불상 안쪽으로 흘러가는 강수를 좌측

으로 유도하기 위해 물길을 제작하였다

(Fig. 8 B). 2차 물길작업은 기존 물길

의 배수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물길을 따

Fig. 7. A: Substances produced using the epoxy resin, B: Artificial Precipitation Experim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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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폭시 수지를 덧붙여 암체 위로 물길

의 형태를 돋아주어 낙수가 좌우 측으로 

충분히 배분되어 배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 C). 3차 물길작업은 비온 뒤 강수

의 유입을 확인한 결과 암체 안쪽으로 비

가 유입되어 우측으로 넘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넘친 강수는 직접적으로 마애불상 

표면으로 유입되었다. 이에 기존 우측방향

의 물길에 에폭시 수지를 덧붙여 상부로부

터 마애불상의 표면으로 유입된 강수를 우

측 방향으로 유도하였다(Fig. 8 D).

  4.3. 강화발수처리

  마애불상 표면으로 유입되는 강수를 차

단하기 위한 물길 작업을 완료한 뒤 물길 

주변부 암석에 강화 및 발수 처리를 하

여 암체 내부로의 수분 침투에 대한 저

항성을 증가시켜 주는 한편 배수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에칠실리케이트 발수

제(Wacker,  SILRES BS OH- 100)을 

도포하였다(Fig. 9 A). 작업은 날씨가 좋

고 습도가 낮은 날을 선정하여 1차로 메

탄올 50%와 발수제 50%의 혼합물을 도

포하였다. 2차는 1차 도포 후 건조하고 

SILRES BS OH-100 100%의 용액을 

재도포를 하였다. 도포 작업의 후속 조

치로 도포 부위를 비닐로 피복하여 강화

발수제가 안정적으로 흡수되도록 하였다

(Fig. 9 B).

Fig. 8. A: Part of waterway operations, Induced precipitation process
            (B: First draft work, C: Second draft work for complete, D: thir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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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수목정비

  마애불상 암체 좌측 상부에 자생하던 

잡목은 그늘을 형성하고 생물학적 풍화

의 원인이 되므로 가지치기하여 제거하

였다(Fig. 10 A). 작업기간 동안 마애불

상 정면에 자생하던 수목의 높이가 커

서 암체에 그늘이 드리웠으며, 이로 인

해  일조량이 부족하였다. 마애불상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변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통풍을 위

하여 전방의 수목을 제거하였다(Fig. 10 

B). 전방에 잡목을 제거한 뒤 토사유실

에 대비하여 황마 식생 매트를 설치하였

다.(Fig. 10 C)

Fig. 9. A: Spread SILRES BS OH-100 , B: Vinyl covering after spread  

Fig. 10. A: Pruning shrubs, B: Remove the front tree, C: Paving with jute mat plant

A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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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사이트환경은 산

지계곡형의 폐쇄된 환경으로 다습한 환

경을 나타내는 장소이다. 이 마애불상은 

중점관리 대상인 문화재로서 관리인이 

상주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 

마애불상의 보존현황과 보존처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마애불상 암체의 상부에는 과거 강

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모르

타르로 메움을 하였으나 노후하여 암체

와 닿는 외측이 균열되었고 암체 상부 측

면의 균열부위를 메운 시멘트 모르타르

의 경우에도 강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

한 점이 있으며, 강수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암체를 파낸 홈은 그 깊이가 낮아 

강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마애불의 정면

으로 강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2. 암체에 발생한 훼손현상은 미세균열

과 같은 물리적 현상보다는 남조류로 인

한 생물학적 훼손현상과 강회로 인한 백

화가 화학적 훼손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

었으며, 암체 하부 균열 부위에서는 물

의 배수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암체 상부에 강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

한 과거 보수 물질의 성능이 노후하여 발

생한 현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 

  3. 따라서 마애불상의 보존처리는 암

체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건식세척

은  부드러운 솔과 나무칼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으며, 습식세척은 세척 후 잔류한 

오염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을 용매로 사용하여 불상 부위를 세척하

였고 그 외의 부위는 증류수를 이용해 세

척하였다. 마애불상 암체 상부로부터 내

부로 유입되는 강수를 방지하기 위한 물

길을 보완하였으며 강화발수제를 도포하

여 암체의 수분침투에 대한 저항성을 증

가시키는 한편 마애불상의 보존환경 개

선을 위해 상부 암체의 균열부위에 자생

하는 관목과 하등식물을 제거하고 전방

의 수목 감벌하여 일조량을 높여주고 통

풍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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