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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은 639년경 석탑이 조영된 이후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탑 주변에 조성되었다.  

이 석인상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탑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현재 석인상의 표면은 삭박되어 뚜렷한 도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져 있다. 그러나 남서 석인상은  

세 방위(서북·북동·동남)에 놓인 석인상에 비해 물성은 약하지만 도상이 뚜렷하게 잘 남아 있다. 이러한 석인상의  

표면 상태는 석인상이 위치한 노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 방위에 놓인 석인상은 그동안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남서쪽에 놓인 석인상은 17세기경 석탑 주변에 석축을 축조하면서 석축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외부 

저해환경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약 400여 년간 다른 환경에 놓여 있었던 석인상은 차별적인 풍화현상을 보인다. 즉 세 방위(서북·

북동·동남; 176·109·273kgf/㎠)에 놓인 석인상은 원래 물성이 좋았지만 삭박에 의해 도상이 불분명하고 

생물의 침해가 심한 반면, 남서쪽에 놓인 석인상은 원래 물성(133kgf/㎠)은 좋지 않았지만 흑색오염물과 입상

분해 현상이 관찰될 뿐 도상형태가 잘 남아 있다.

석인상을 외부에 그대로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은 석인상의 형태적 보존을 위해서 권장할 만한 보존·관리방안

이라 할 수 없다. 미륵사지 주변에 대한 미기후 환경 데이터를 적용해볼 때 미륵사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산성비가  

내리는 강한 풍화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인상의 형태적 보존을 위해서는 석인상이 있었던 원래의  

위치를 고려한 보존·관리방안보다는 현재의 도상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보존·관리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석인상, 도상, 풍화, 삭박, 보존, 풍화영역 

투고일자 : 2014. 09. 14  I  심사일자 : 2014. 10. 15  I  게재확정일자 : 2014. 10. 22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의 조영시기와 
훼손도 진단 및 보존관리 
이동식·이연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

Corresponding Author : Lee Dong-sik, E-mail : tion@hanmail.net



75·Lee Dong-sik 익산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의 조영시기와 훼손도 진단 및 보존관리

서론

미륵사는 백제시대 창건되어 조선 후기까지 경영된 사찰

로 초기 삼원 병렬식 형태인 3탑 3금당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중 동원과 서원에는 석탑을 조성하였으며, 중원에는 목탑

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목탑은 소실되어 기단부만 남아 

있고 동탑은 1992년도에 복원하였다.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서탑)은 보수정비공사 전 6층까지 남아 있었기에 미륵

사지에 남아 있는 백제시대의 유일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석탑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러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석탑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은 그리 많지 않

다.01 특히 현재 6층까지 남아있는 석탑의 형태를 묘사한 기

록과 석탑 모서리에 자리한 석인상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실

정이다. 석인상은 석탑이 처음 조영될 때 만들어진 것이 아

니라 석탑의 역사적 변화과정 속에서 발생된 산물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02 석탑과 관련하여 문헌과 일치하는 예를 

찾을 수는 없지만 석탑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 『와유

록(臥遊錄)』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03 또한 1910년경 

사진과 도면을 통해 붕괴된 석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자료를 통해 17세기 초 7층으로 붕괴되기 전에 석탑에 이

미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세기 중기를 기

점으로 석탑이 재붕괴 되면서 석축의 형태도 6층 형태로 변

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 석탑 네 모서리에 놓여 있던 석인상도 석탑의 

붕괴, 석축의 발생 및 확장, 그리고 보수 범위에 따라 차별화

된 보존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풍화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노출환경에 대한 훼손도 조사 및 진단

을 통해 앞으로 석인상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이와 유사한 노출환경에 있는 석

조문화재의 향후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 및 연구방법

1. 현황

석탑은 창건당시의 원형이 아닌 부분적 형태로 남아 있었

고, 석탑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기울어지는 방향에 석재를 집

중적으로 보축하게 되면서 석탑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확장

된 만큼 시각적으로 탑의 변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

나 실제 해체과정에서 보축된 내면의 탑 부분을 살펴본 결과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일부 부재가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상부의 기울어짐 현상과 부재의 파손과 같은 미미

한 변형 요소가 있다. 

석축 발생에 따른 석탑의 역사적 변형요소 이외에도 네 모

서리에 모셔져 있는 석인상의 출연 등을 들 수 있다(사진 1). 

이 석인상은 창건 당시 백제시대에 탑과 동시에 조영된 것이 

01  미륵사 관련 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불교총보』,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양곡집』, 『유금마성기』, 『와유록』, 『금마지』,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조선고적도보』, 일제강점기 때의 도면 등이 있고, 이중 석탑을 묘사하고 있는 문헌은 『조선불교총보』, 『신증동국여지승람』, 『유금마성기』, 『와유록』, 『금마지

필사본』, 『대동지지』, 『대동여지도』 등이다.

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Ⅳ』, pp.195~196. 

03  강후진의 와유록(臥遊錄)은 1738년 금마 지역을 답사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미륵사에 관한 많은 자료를 남긴 문집이다. 후에 유금마성기(遊金馬成記)와 일맥상통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彌勒山西麓 有古彌勒寺基… 田畦中有 七層石塔 極其高大 皆用石屛 累疊粧成 別以石柱 支其四隅 世所謂東方石塔之最者 非虛語也 百年前因霹靂毁其一半 而下

有石門 能通出入 遂與三人同入遊玩綠西壁陟塔 上有數三農人狹田器臥於其上 田畦間礎石與石槽亂鋪 或露半邊或露全體 或斜而破或削而兀 惟鐘閣之礎石舃 完然犭
市存.”

“…彌勒山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의 유구가 있다.… 밭둑 사이에 7층 석탑이 있는데 대단히 높고 크며, 석병(石屛)을 첩첩이 쌓아올려 각 별석으로 이루어 기둥은 네 귀

를 받쳤다. 세상에 이르기를 동방석탑에서 제일이란 말이 거짓이 아니다. 백 년 전 벼락으로 인하여 그 반이 허물어졌고, 밑에는 石門이 있어 출입할 수 있는데 세 사람 

정도가 같이 들어가 거닐 수가 있다. 서벽을 따라 탑 위에 올라 두서너 사람의 농부들이 농기를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밭둑 사이에 초석과 석조가 널려 있는데, 그 반

변(半邊)이 노출되거나 혹은 전체가 노출되었고 파괴되어 비스듬히 있기도 하고 혹은 쪼개졌으며, 종각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것이 완연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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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탑의 네 모서리에 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04 석인상의 규격은05 모두 다르며 형상화

한 형태 역시 모두 다르다. 특히 표현하고자 하는 손의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전체적인 조각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석인상은 민간신앙과 결부된 방위 수호신앙을 묘사한 것

으로 보인다.     

얼굴과 손 등의 형상은 선으로 음각하여 간결하게 표현하

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형태는 대부분 음각선이 뚜렷하지 않

다. 특히 북동쪽에 놓인 석인상은 조각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표면이 삭박되어 전체적인 형태만 남아 있다. 

서북쪽에 놓인 석인상도 유사한 형태를 띠며, 희미하게 두 

손을 가슴부위에 웅크린 듯한 모은 모습이 보이지만 역시 풍

화가 심한 상태이다. 남동 석인상 또한 북서 석인상보다 두

상과 몸체, 손 모양 등이 뚜렷하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이에 반해 남서 석인상은 세 방위(북동, 북서, 남

동)에 놓인 석인상보다 도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전체적인 석인상의 강도는 연암(Soft rock)06에 해당되며, 

몸체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사질상 분해와 더불어 박락의 심

화가 관찰된다. 석인상 표면 또한 암질이 풍화되어 노출환경

에 취약하기 때문에 표면 유실형 침식이 심하다. 그리고 몸

체에 사선방향의 수직 균열과 일부 모재에 결실이 있으며, 

서북 석인상은 두상에 일부 결실이 확인된다. 생물의 식생은 

남서 석인상을 제외한 모든 석인상의 표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현재는 생물의 고사로 인해 암회색을 띤

다. 특히 남서 석인상은 어깨선 하단부 둘레를 중심으로 점

토광물화된 흑회색 오염물이 피각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사진 1 】  익산 미륵사지 석탑 네 귀퉁이에 안치된 석인상 및 배치도

 새로 발견된 석인상(남서측)  기존 외부 노출 석인상

04  석인상의 제작시점과 석축의 발생 과정의 검증은 뒤 장에서 논의됨.

05  석탑 네 모서리에 놓인 석인상 규격은 다음과 같다. 

     북동측 석인상: 정면 710㎜, 측면 836㎜, 높이 923㎜, 

     동남측 석인상: 정면 685㎜, 측면 671㎜, 높이 924㎜,

     남서측 석인상: 정면 728㎜, 측면 669㎜, 높이 933㎜,

     서북측 석인상: 정면 648㎜, 측면 646㎜, 높이 931㎜.

06  실험결과에 의한 암판정 기준(Stand of rock identification) Schmidt value, 50~250 범위의 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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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 조사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석축과 석인상에 대한 조영시점 및 변형과정을 밝히고, 역사

적 변형과정에서 표출되는 석인상의 훼손정도를 방위별, 유

형별로 비교분석 할 것이다. 또한 보존환경에 대한 추적과 

향후 석인상을 어떻게 관리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

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석인상의 정밀훼손도 진단을 위하여 현장 실측과 3D 스

캔을 이용하여 각 석인상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때 사용된 프로그램은 Auto CAD이며, 훼손율 적용에도 사용

하였다. 손상유형별 훼손지도 작성은 그래픽 전문 응용프로

그램인 Adobe Illustrator를 사용하였다.

석탑의 석축 발생시점은 문헌 기록과 해체과정에서 수습

된 도자기 편 및 기와 편을 대상으로 유물속성 및 자연과학

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석인상의 조

성시기를 규명하기 위해 석인상의 형태적·양식적 특징 및 

가공수법 그리고 직하부에서 수습된 유물을 분석하였다.

석인상 표면에 피각된 점토광물의 주구성 광물 동정 및 

결정구조 그리고 미세 입자구조 분석은 X-선회절분석기

(XRD, MAC Science, M18XAHF22: 20kV, 90mA, 10°~90°, 2°

/min), 주사전자현미경(SEM, Jeol, JSM-5910LV: 20kV, 70㎂, 

spotsize 34), 에너지분산형분광분석기(SEM-EDX, Oxford 

7324: 20kV, 70㎂, spotsize 43) 기기를 이용하였다.

석인상의 강도 및 물리적 손상도 평가는 Schumidthammer

를 사용하였으며 강도 추정식은 일본건축학회의 반발경도

법을 응용하였다. 

석인상의 노출환경은 미국 Rain wise사의 S-10 RM 기기

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우량 등을 측정하였

으며, 강우분석에 따른 pH는 IQ 150 Scientific instruments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온분석(양이온: 6종, 음이온: 7종)

은 미국 DIONEX사의 DX-500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 기기를 이용하여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1. 석인상의 조영시점

석인상의 차별적 훼손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

인상의 발생시점을 밝혀야 하나 현재 옛 문헌과 석탑 주변에 

위치한 석인상만으로 시대를 비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석조로 만들어진 국내 조형물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이 어떤 시기의 양식을 반영

한 조각상인지 검토 하고자 한다. 

국내의 석조 조형물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이 있는 수호신

이나 방위신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으나 일부 후대에 민간토

속적인 신앙이 결부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전통

적인 불교 신앙적인 성격을 띤 조각물로서 부처상, 동물상, 

창작 형태물로 장승, 법승, 능, 석등, 승탑, 부도 등에 직간접

적으로 표출된다. 특히 사람의 형상을 보이는 석인상은 고분 

주변과 석등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형상이다. 

석탑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조각상은 부처상, 동물상, 

사람상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사자형태를 띤 동물상이 많

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자상은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으로 부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로 

표현한다. 이는 사자가 네 발 달린 짐승 가운데 뛰어난 존재

이고 두려움이 없이 일체를 능히 조복시키는 괴력의 상징성 

때문에 부처님도 이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여 인사자라고 표

현하고 있다.07 따라서 사자 조각상은 국내에서도 삼국시대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미에 담긴 형태적 변형을 거듭해

07  허균, 2000,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돌베개, p.194.

석인상의 조영시점 및 
석축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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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제작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석탑으로는 불국사 다보

탑, 제천 빈신사지 석탑, 홍천 괘석리 석탑, 의성 관덕동삼층

석탑,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함안 주리사지석탑, 화엄사원

통전전사자탑, 금장암지 삼층석탑, 선암사 화산대사사리탑, 

분황사모전석탑, 구례 논곡리삼층석탑 등이 있다.08

이 외에도 존상이나 동물상까지 살펴보면 더욱 많은 사례

를 찾을 수 있다. 석탑과 석등에 반영된 석인상의 예는 <표 1>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수

호신상은 탑신과 하층기단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탑

신에는 인물상이 조각되어 있고, 기단부에는 사자상이 조각

되어 있으며, 단일 탑의 면에 동시에 조각된 사례도 많다. 이

러한 형태의 조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

지는 수법이다. 

그리고 기단 상층탑신 모서리에 우주석 대신 동물 형태로 

조각한 석상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사자상이다. 

네 마리의 석상은 상층갑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내부에 인물상과 기단 외의 부분에 공

양석등(인물상)을 배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형태

의 이형적인 조형방식은 같은 시기 일본이나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독창적인 모델이며, 이후 

고려시대까지 이어오다가 근대까지 변형된 형태로 전승되

지만 조성된 예가 많지 않으며, 네 모서리의 석상은 동물의 

형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 때 조형된 산청 대원사다층석탑의 네 

모서리의 석상은 동물상이 아닌 합장공양좌상(인물상)이다

(사진 2e). 이 석상은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과 비교해 가공수

법 및 양식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다. 그리고 큼직한 얼굴과 귀, 목이 없이 얼굴과 몸이 

붙은 형태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륵

사지석탑 석인상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형적

인 석탑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안심사 불사리

탑 주위에 세워진 4구의 신장상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사진 2i). 특히 전체적인 얼굴 형태와 부리부리한 눈에

서 약화된 가공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 안심사 계단은 부처

의 치아사리와 의습을 봉안한 불사리탑으로 안심사사적비

에 의하면 17세기 중반 이후 1759년 이전에 조성하였다. 조

각된 동물상이 기단 상부(불국사다보답, 의성  관덕동삼층석

탑: 표 1b)와 탑 영역 외에 놓여 있는 경우(구례 논곡리 삼층

석탑: 표 1b)도 있으나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과 조각형태 및 

독립적 배치구조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동물

상에서는 신라의 조형양식을 살필 수 있다.

지금까지 석탑과 조각물과의 조형적 특징을 검토해보았

을 때 미륵사지 석탑 네 모서리에 배치한 석상은 석탑이 처

음 조영된 백제시대에 조성한 것이 아니라 석탑의 신성이 약

화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의 토속적인 

신앙이 결부되면서 동물과 사람의 형태를 보이는 과도기인 

조선 초기를 전후하여 안치된 것으로 판단된다.09 또한 남서

석축 모서리에 위치한 석인상의 직하부 토층에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기와 편이 수습되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

침하고 있다.

08  분황사탑 네 모퉁이에 놓여 있는 석상의 형태를 동물상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어떤 동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사자

상과 물개상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자상으로 분류하였다. 구례 논곡리삼층석탑 양쪽에 놓여 있는 조각상 또한 형태적으로 불분명한 석상이나 다수

의 학자들이 사자상의 석수로 보고 있어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륵사지석탑 해체조사 보고서 Ⅳ」, pp.195~196.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미륵사지석탑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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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물 조영연대  

위치 유형 신라/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근대

탑

신
면석 ⓐ존상

화천동삼층석탑

현일동삼층석탑

분황사모전석탑

중흥산성삼층석탑

의성관덕동삼층석탑

산청범학리삼층석탑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화엄사서오층석탑

화엄사원통전전사자탑

금둔사지삼층석탑

진전사지삼층석탑

청암사동·서삼층석탑

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경주서악리삼층석탑

충남안국사지석탑

개심사지오층석탑

기

단

부

상대

갑석

상부
ⓑ동물상 분황사모전석탑

불국사다보탑

의성관덕동삼층석탑

면석

중앙 ⓒ존상

화천동삼층석탑

현일동삼층석탑

선림원지삼층석탑

산청범학리삼층석탑

중흥산성삼층석탑

화엄사서오층석탑

금둔사지삼층석탑

진전사지삼층석탑

예천동본동삼층석탑

의성관덕동삼층석탑

영천신월동삼층석탑

운문사삼층석탑

남산리서삼층석탑

보원사지오층석탑

보성봉천리오층석탑

개심사지오층석탑

군위지보사삼층석탑

모서리

ⓓ동물상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함양주리사지석탑

화엄사원통전전사자탑

금강산금당암지석탑

제천빈신사지석탑

괘석리사사자석탑

원경사칠층석탑(근대)

선암사화산대사사리탑(근대)10

ⓔ인물상 대원사다층석탑(조선전기)

하대 면석

ⓕ동물상

보원사지오층석탑

군위지보사삼층석탑

개심사지오층석탑

ⓖ존상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진전사지삼층석탑

의성관덕동삼층석탑11

탑 

영

역

외

지표면

ⓗ동물상 구례논곡리삼층석탑

ⓘ인물상 익산미륵사지석탑(?)
안심사불사리탑과 계단

(17세기중기이후~ 1759년 이전)

10  화산대사사리탑의 제작연대는 조선말과 일제강점기로 나뉜다. 먼저 이은철과 이순우는 각각 남도불교문화연구회에서 1992년에 발간한 「선암사」 책과 「조선불교총보」 제

6호 자료를 인용하여 일제강점기로 보고 있는 반면에 정영호, 이근철, 최용완은 탑비에 <京石工 黃大仁>의 명문과 조각수법 및 양식을 보았을 때 조선 시대 말기에 제작

되었다고 보고 있다.  

11  하층기단 덮개돌 네 귀퉁이에 암수 2구씩 4구의 석사자가 있었으나 이 중 2구는 도난당하고 남은 2구는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표 1 】 국내 석탑 조형물의 조각형태 및 조형시기 분류 (굵은 글씨는 중복된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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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축의 발생

석축 또한 석탑과 동시대에 조영된 것이 아니라 탑의 붕

괴를 막기 위해 1층부를 중심으로 남측면 중앙 통로로부터 

서측면 그리고 북측면 중앙 통로까지 후대에 쌓은 보축물이

다. 세 방위(서북, 북동, 동남)에 있는 석인상은 그대로 노출

된 반면 남서 모서리에 자리한 석인상은 석축 안으로 들어가

게 되었다. 이때부터 환경적 변화에 따른 차별적 풍화를 받

게 되면서 노출과 비노출된 석인상의 훼손정도가 다르게 나

타나고 있다. 

앞으로 석인상에 대한 보존처리 및 관리 방안 그리고 대

책이 필요한 시점에, 현 상황의 훼손 진단 평가도 중요하지

만 선행된 환경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단절된 훼손이력과의 

비교분석된 정보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석축의 발

생시점을 먼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석탑 해체 전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강점기 때 석탑정비

와 함께 석축도 발생한 것으로 보았으나 해체과정에서 정밀

실측 및 조사를 통해 석탑은 부분적 정비와 선인들이 쌓았던 

석축을 일부 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 1910년경 사진과 

도면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석인

【 사진 2 】 석탑에 조형된 조각물 유형 분석

a

a. 탑신 존상

b

b. 기단상대갑석 상부 동물상

c

c. 기단상대면석 존상

d

d. 기단상대면석모서리 동물상

e

e. 기단상대면석모서리 인물상

f

f. 하대면석 동물상

g

g. 하대면석 존상

h

h. 탑영역 외 지표면 동물상

i

i. 탑영역 외 지표면 인물상

이 외의 조형물 산출 유형 형태
ⓐ+ⓑ, ⓐ+ⓑ+ⓒ+ⓖ, ⓐ+ⓒ, ⓐ+ⓒ+ⓕ, ⓐ+ⓒ+ⓖ, ⓐ+ⓓ, ⓒ+ⓕ, ⓓ+ⓖ

12  이동식, 2010, 「益山 彌勒寺址石塔의 變形과 無機汚染物質에 의한 損傷 메커니즘 解釋과 制御實驗」,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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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문헌 중 『와유록(臥遊錄)』에는 석축의 발생시점을 암

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13 『와유록(臥遊錄)』에서는 석축

의 발생시점을 석탑이 7층으로 붕괴되기 전인 17C 중기 이

전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석축 해체과정에서 수습한 도

자기 편을 분석한 결과, 17C를 하한으로 하고 있으며,14 석

탑 축기부 서측면 탐색조사에 포함된 하층기단 직하부에서 

12C 중·후반의 양각운문청자 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사

진 3). 이는 석탑이 고려 중기 이후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

음을 의미하며 석축의 출현도 이 시기를 상한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남서석축 모서리에 놓인 석인상 하부

에서 고려시대를 하한으로 하는 유물층이 확인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석축의 발생시점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비정

할 수 있으며, 늦어도 17C 중기 이전까지는 석축의 발생과 더

불어 석인상도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도 진단
15

 

1. 훼손유형 특성

석탑의 네 모서리에 놓여 있는 석인상의 훼손정도를 알

아보기 위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출환경 요인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기환경의 직간접 

노출여부는 심화된 차별적 풍화를 일으킨다.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이 여기에 속한다. 비노출된 남서 석인상과 이를 제외

한 세 방위 석인상과의 차별화된 풍화특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석축과 관련이 있다. 석축이 조성

되면서 석인상이 노출되거나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른 환경적인 차이가 곧 석인상의 차별적 풍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노출 그룹에 속하는 북동·서북·동남에 위치한 세 

석인상의 훼손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은 생물침해이다. 모든 측면에서 우점적으로 고착지의류가 

관찰되고 몸체 하부보다는 머리(상부)로 올라갈수록 생물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석축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조영시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훼손이력

과 일치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훼손 심화 정도의 차

이는 있을 수 있으나 훼손 유형의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생

물침해 외에 전체적으로 표면유실형인 입상분해와 삭박현

상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표면이 거칠거칠한 상태이다. 이러

한 현상은 석인상 하부로 내려갈수록 두드러진다. 여기에 다

중균열이 발달되면서 표면유실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연

장선상에서 석인상에 표현된 음각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유가 전자와 같은 유형 풍화로 인한 것이다.  

13  앞의 03번 참조.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미륵사지 석탑 기단부 발굴조사 보고서」, pp.151~166.

15  훼손도 진단을 통한 보존처리 방안 마련은 1990년대부터 유럽지역(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프랑스, 독일, 터키, 칠레)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성공적인 보존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 이후 세계문화유산지역인 스칸디나비아의 타늄지역을 Hygen & Bengtsson 1990; Kallhovd & Magnusson 2001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Fitzner와 Heinrichs(e.g. Fitzner, Heinrichs & Kownatzki 1995; Fitzner, Heinrichs & Volker 1997; Fitzner & Heinrichs 1998; Fitzner, Heinrichs 2002)등에 의

해 훼손현상을 정량화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 국내는 2000년 초에 훼손지도 작성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3차원 영상분석을 통한 손상도 평가까지 발전된 상

황이다(조영훈 외 2011; 이찬희 외 2012).

【 사진 3 】 석탑 축기부에서 수습한 양각운문청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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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균열은 석인상 형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구조적

인 균열은 아니지만 입상분해와 박리박락이 발달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일부 서북와 동남 석

인상에서 구조적인 균열이 확인되지만 이는 절리대가 발달

하여 만든 사선형 균열이다. 결실은 노출된 석인상에서만 관

찰되는 특징으로 머리, 귀, 지표면과 닿는 몸체 하부 등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결실은 아니다. 

한편, 17C 중기 이전에 조성된 석축으로 인해 노출환경

이 변해버린 남서 석인상의 풍화양상은 연속적으로 노출된 

세 방위의 석인상과는 전혀 다른 풍화특성을 보인다. 약 400

년간의 차별적 노출환경에 따른 결과로 가장 큰 특징을 보

이는 풍화유형은 생물식생이다. 노출된 석인상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피도율을 보인 반면에 남서 석인상은 전혀 생

물이 관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피각된 흑색오염물의 영향

을 많이 받고 있다. 어깨 높이를 중심으로 피각층이 두껍게 

심화된 현상을 보이면서 전체 둘레에 나타나고 있고, 어깨 

위쪽으로는 엷은 진회색의 오염물이 관찰된다. 그리고 입

상분해와 표면의 삭박현상은 현저하게 낮아지며, 결실부분

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균열의 발생 빈도는 노출된 세 

석인상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부분 수평적 층상균열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석탑 붕괴를 방지하기위해 

남서 귀기둥에 장대석을 받쳤고 이때 발생된 하중이 받침돌

로 사용된 석인상에 편중되면서 다른 석인상보다 균열이 발

달하게 된 것이다(사진 4).

2. 방위별 손상도 평가

석탑 네 모서리에 놓여 있는 석인상에 대한 각 방위별 훼

손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균열, 결실, 입상분해, 박리박락, 흑

색오염물, 산화물, 생물침해 등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림 1>

은 이를 훼손지도로 작성한 것이며, <표 2>는 각 방위별 석인

상에 대한 오염점유율을 표시한 것이다.

먼저 북동(NE)모서리에 안치된 석인상에서 가장 우점적 

손상율을 보이는 유형은 입상분해(100%)와 생물식생(93%)

으로 모든 표면에서 관찰된다. 일부 생물식생은 우측면

(78%)을 제외한 정면과 배면 그리고 좌측면에서 100% 피도

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훼손율이 높은 유형은 박리박락(9%)

과 결실(8%) 등이나 원형의 형태적 변형을 유발시키는 잠재

적 위험요소는 입상분해나 생물식생 보다도 유해정도가 크
【 사진 4 】 석탑의 붕괴 방지를 위한 장대석 받침돌

【 그림 1 】 방위별 풍화 훼손지도

범례
          균열                 결실               입상분해         박리박락   

          흑색오염물         산화물            생물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NE

ES

SW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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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실과 박리박락이 주로 발생된 부분은 지표면과 맞닿은 

석인상 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위적 측면에

서 볼 때 결실은 배면(15%)과 우측면(15%), 박리박락은 정면

(20%)과 우측면(20%)에서 주로 산출된다.

【 표 2 】 방위별 석인상의 훼손특성 분석(%)

위치 결실 입상 
분해

박리 
박락

흑색
오염물 산화물 생물

NE-석인상

정면도 - 100 20 - - 100

배면도 15 100 - - - 100

우측면도 15 100 13 - - 78

좌측면도 2 100 2 - - 100

ES-석인상

정면도 - 100 - - - 96

배면도 8 100 - - - 85

우측면도 - 100 - - - 93

좌측면도 7 100 - - - 99

SW-석인상

정면도 - 47 - 29 - -

배면도 - 62 - 31 - -

우측면도 - 50 - 34 - -

좌측면도 - 40 - 47 - -

WN-석인상

정면도 2 100 - - - 100

배면도 - 100 14 - 2 100

우측면도 7 100 - - 2 100

좌측면도 - 100 - - - 100

동남(ES)석인상의 경우도 북동(NE)석인상에서 산출되는 

훼손양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주로 입상분해(100%)와 생

물식생(91%)이 관여한 훼손이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생물

침해 관계에서 일부 머리부분과 몸체에 고착지의류가 식생

하지 않아 전반적인 피도율은 약간 낮다. 결실(총 3%)에 의

한 훼손 또한 북동(NE)석인상과 유사한 부분인 지표면과 맞

닿은 석인상 하부에 집중적으로 배면(8%)과 좌측면(7%)에

서만 나타나고 있다.

서북(WN)석인상도 북동(NE)과 동남(ES) 석인상에서 산

출되는 훼손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일부 구조

적인 절리의 발달과 함께 산화물에 의한 적화현상(총 1%)이 

절리대를 따라 10㎜ 이내의 영역에 배면(2%)과 우측면(2%)

을 중심으로 한 사선방향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인상 표면에 훼손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입상분해와 생물

식생으로 전체 석인상 표면(100%)에서 관찰된다. 박리박락

(총 5%)은 하부 배면(14%)에서만 관찰된다. 결실(총 3%)은 

정면(2%)에서 우측면(7%)으로 이어지는 머리와 귀부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한편 남서(SW) 석인상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북동(NE), 

동남(ES), 서북(WN) 석인상과는 전혀 다른 차별적 풍화양상

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 생물의 침해와 흑색오염물의 피각 그

리고 입상분해의 절대적인 감소율이 대표적이다. 먼저 생물

의 식생은 석인상이 석축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선행적 생물의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오

랜 세월 약 300년 이상 동안 햇빛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생물

의 식생은 관찰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흑색오염물(31%)

은 몸체의 중간부터 상부인 머리끝부분까지 흑색물질이 피

각 되어 있고 이 피각된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3곳에서 시료

를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석영, 장

석류, 운모류의 광물들이 동정되었다(그림 2). 피각물은 토

양이 석인상 표면에 흡착되어 점토광물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기오염물질도 흡착되는 순환관계가 반복적으로 진행되

면서 성장한 무기물질로서 표면에 흑색변색을 유발하였다. 

MRS-1

【 그림 2 】  에너지분산형분광분석기와 X-선회절분석기를 활용
한 석인상 표면의 흑색오염물 분석결과. Q: Quartz, 

              G: Gypsum, A: Albite, M: Microcline, B: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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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면에 덧붙어 있는 뿌연 회백색 물질은 칼슘에 의한 

Gypsum(CaSO4·2H2O)이다. 입상분해는 전반적으로 흑색

오염물과 분리된 면을 따라 지표면과 맞닿은 하부까지 발달

되어 있다. 균열은 모든 방위의 석인상에서 간헐적 또는 중

첩된 형태로 표면에 국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남서 석인

상의 균열은 하중에 의해 발달된 형태로 타 방위의 석인상과 

균열 원인이 다르다.

3. 도상적 손상도 평가

석인상에 도상된 형태를 각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상대적

인 풍화정도를 가늠하고자 눈, 코, 입, 귀, 턱선, 어깨, 팔꿈치, 

손가락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

씩 다른 차별적 풍화를 보이지만 석축 내부에 자리한 석인상

(SW)이 석축 외부에 놓인 석인상(NE, ES, WN)보다 뚜렷한 

도상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의 저해요소로부

터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제한적 지역과 자연적 환경에 

그대로 받는 노출 환경간의 차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풍화현

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조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약간씩 다른 풍화를 보이기도 하는데 동남(ES), 서북(WN), 

북동(NE) 석인상에서 엿볼 수 있다. 물론 근본적인 암석의 

물성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다. 일례로 남서(SW) 석인상(133㎏f/㎠)은 북동(NE) 석인상

(109㎏f/㎠)과 유사한 압축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남서(SW) 

석인상은 가장 양호한 상태를, 북동(NE) 석인상은 가장 심

한 풍화상태를 보인다. 서북(WN) 석인상(176㎏f/㎠)과 동남

(ES) 석인상(273㎏f/㎠)도 남서(SW) 석인상보다 약 1.2~2배

정도 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더 심화되어 있다(그

림 3). 결국 유물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성도 중요하지만 추후 

어떠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가에 대한 환경적 

유해요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석인상의 형태를 가름하는 음각선은 얼굴을 포함한 

두상부분에서 풍화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는

데 남서(SW) 석인상을 제외한 세 방위 석인상은 눈, 코, 입 등

의 형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사진 5). 이 부

분도 북동(NE)석인상과 물성이 유사하거나 동남(ES) 석인상

처럼 월등한 물성을 보이지만 훼손은 더 심화되어 있다. 같

은 선상에서 두상과 몸체를 구분하는 턱 선에서도 남서(SW) 

석인상을 제외한 세 방위 석인상들에서 삭박에 의한 유연한 

라인을 갖는 풍화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훼손상태를 고려해

볼 때 유물에 대한 직접적 노출환경은 풍화를 가속화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체부분(어깨, 팔꿈치, 손가락) 역시 두상부분보다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노출환경에 영향을 받은 조건의 상관

성에 부합된 양상은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북동(NE) 석인상

의 경우 전체적 생김새를 알아볼 수 있으나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형상들은 심하게 뭉그러져 있어 조영시점에 음각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이다. 동남(ES), 남서(SW), 

서북(WN) 방위에 놓여 있는 석인상들은 상대적으로 북동

【 그림 3 】   방위별 석인상의 압축강도 
(좌·우측면은 정면을 바라볼 때 기준)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범례

NE

ES

SW

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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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석인상보다 양호하지만 부분적인 표면유실로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석인상도 있다. 동남(ES), 남서

(SW) 석인상은 비교적 음각된 선의 형태가 잘 남아 있는 양

호한 석인상으로 분류되나 동남(ES) 석인상이 남서(SW) 석

인상보다 압축강도가 전체적으로 좋지만 삭박에 의한 표현

된 음각선의 뭉그러짐 현상은 더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석인상의 표면 유실 가속여부는 노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에 지속 반복적 유해요소의 노

출과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유무에 따라 풍화속

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재의 원암 물성

이 선행적으로 양호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같은 조건하

에서 풍화 저지효과가 좋다.

                     노출

                     방위
 분류

외부 내부

NE-석인상 ES-석인상 WN-석인상 SW-석인상

두상

눈

코

입

귀

턱선

몸체

어깨

팔꿈치

손

【 사진 5 】   방위별 석인상의 형태적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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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적 고찰 

석인상의 훼손도 차이는 주변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단위 시간에 노출되는 훼손정도

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부터 단절된 과거의 시간을 선행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대상이 존재한다면 훼손정도의 유기적 상호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미륵사지 석탑 사방위에 놓여 있는 

석인상이 부합된 환경에 위치하고 있다. 3개의 석인상은 조

영된 시점부터 연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반면에, 1개의 석

인상은 동시대에 조영되었다가 17세기를 전후하여 외부에

서 석축내부에 놓이게 되면서 약 400년간의 서로 다른 차별

적 풍화과정을 거친 상호 대조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차별적 풍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미기

후의 위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미륵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2003~2006년까지 기상인자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데이터

를 통해 기후의 풍화모식도를 작성해본 결과 석인상은 <그림 

4>와 같이 강한 풍화영역(Strong decomposition)에 속해 있

었고,16 강수에는 각종 부유물질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

화물<그림 5> 등이 내포된 혼합 강수가 석인상 표면을 삭박

하고 있음을 최근 3년간 분석된 pH 5.217 자료로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산성비(Acid rain) pH 5.6을 기준으로 비춰볼 때 미

륵사지 석인상 주변에 내리는 강수는 이보다 강한 산성비로

서 석인상 표면에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특히 칼

슘이나 장석계열의 광물질은 산성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쉽

게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내산성을 가진 석영

만 표면에 남겨지지만 석영을 잡아주는 주변의 광물이 산성

에 쉽게 침식됨으로써 결국 석영도 알갱이 형태로 빠져나가

게 된다. 실제 석인상 표면이 거칠한 이유 또한 산성비에 의

한 침식에 부합된 증거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한 산성수로 내리는 강수의 출현빈도(평균 2004년 pH 5.5, 

2005년 pH 5.3, 2006년 pH 4.7)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6).

16  1997년 Fook et al.,에 의해 제안된 강수량과 온도와의 풍화모식도, 미륵사지 연 평균온도는 13.0~14.4℃, 강우량은 1,417~1,804㎜.

17  pH 분석 시료의 채집 시간은 최초 30분 내에 내리는 비나 눈의 량으로 측정하였다.

【 그림 4 】   익산 미륵사지 기후에 대한 풍화관계 모식도 
(Fook et al., 1997)

【 그림 5 】   2004~2006년 강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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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륵사지 석인상의 표면 삭박을 결정하는 인자 중

에 광물질을 분해하는 강수의 화학적 성질 외에도 풍화를 촉

진하는 요인인 풍향과 풍속이 있으며, 이 인자는 직접적으로 

삭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풍화가 유발된 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암석 구성 물질을 알갱이 형태로 빼내

는 역할을 한다. 즉 풍향과 풍속에 어떠한 매질이 관여하느

냐에 따라 삭박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대상에서는 

강수와 대기에 내포된 물질이 바람과 함께 관여하면서 풍화

를 촉진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에 관여하는 바람은 북동쪽에 위

치한 미륵산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지적인 계절적 기상환경

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바람장미(Wind rose)를 통해 알 수 있

다(사진 6). 바람은 정동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

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주로 정동쪽을 중심으로 한 바람이 

주 풍향이었다. 따라서 석탑 사방위에 놓여 있는 석인상 모

두 이 영향권에 존재하지만 남서 석인상은 축대 내부로 들

어가면서 완충된 환경조건하에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 반면에 북동 석인상은 가장 많은 환경적 영향을 받은 결

과로 풍화가 심화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석탑은 남북측을 

중심으로 한 자오선상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23.5° 틀어져 있

어 세분된 바람의 영향을 더 받은 가람배치 구조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바람이 석인상 표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

는지 알아보기 위해 풍속을 측정한 결과 평균 1.31m/s의 풍

속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라고 느끼

는 무풍도 46.28%(0.2m/s)의 빈도를 보여 약 50%의 바람은 

【 그림 6 】   2004∼2006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주변 강우 pH 및 
빈도율

【 사진 6 】 익산 미륵사지의 풍향 및 풍속 출현빈도

2004~2006 Year Wind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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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상 풍화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7.61%는 3m/s

이상 부는 바람으로서 석인상의 표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풍

속이다. 이러한 풍속은 비바람이 동반된 태풍(17m/s이상)과 

같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석인상 표면을 삭박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에 의한 침식은 빈도율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풍속의 강도에 부합된 피해가 월등히 크다.

한편 석인상 외의 환경적 위해로 발생된 삭박현상은 석탑 

구조재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치장면에 위치하면서 

비바람의 노출에 용이한 곳에서 산출빈도가 높았다(사진 7). 

특히 옥개석, 탑신받침석, 기단부의 부재에 훼손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미륵사지 외에 인근에 있는 왕궁리 오층석탑과 

여산 소자파 묘비에서도 이러한 침식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왕궁리 오층석탑에는 미륵사지 석탑과 유사한 형태의 침

식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소자파 묘비는 석인상과 재질

이 다르지만 대기환경에 대부분 칼슘성분이 융해되어 일부 

포획된 장석계열의 세맥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화강암은 다른 재질에 비해 기상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않는 편이지만 조금씩 물성이 낮아지나 신선한 암석일수

록 풍화지수에 대한 육안적 판단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암석의 물성이 변한다는 것은 정합논리이며, 여기에 환경적 

유해요소의 가감정도에 따라 암석의 풍화 속도가 귀결된다. 

이 말은 암석으로 구성된 유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미륵사지 석탑 사방위에 놓여 있는 석인상

의 물성은 109~273㎏f/㎠ 범위 내에 존재한다. 일축압축강

도에 의한 암석 분류기준으로 적용하면  연암(Soft rock)으로 

S4(Weak)와 S3(Moderately strong)18 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암석 내부까지 풍화가 진행중이고 점토광물은 협재

된 상태로 약간의 물리적인 힘에도 입자알갱이가 쉽게 떨어

지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석인상이 조영될 시점의 암석은 현재보다 물성이 좋은 

암석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 년 간의 차별

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

졌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석인상의 형태적 특징을 보존

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석인상이 조

영되어 현 상태에까지 이른 것보다 더욱 빠르게 훼손이 진행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의 풍화

저지 등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노출 전시보다는 외국의 사

례와 같이 실내로 옮겨 전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

료된다. 석인상을 원래 있었던 위치에 다시 안치하는 것이 

석인상의 조영 의미 즉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석인상의 현 모습을 오랜 시간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는 형태적 역사성에 무게를 둔 관리적 접근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풍화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강화

발수처리를 통해 습기와 차단된 보존환경을 인위적으로 조

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진 7 】 비바람에 의해 침식된 익산지역 석조문화재 현황

미륵사지 석탑 받침석(639년)
국보 제11호

왕궁리 오층석탑 옥개석
국보 제289호

소자파 묘비(1526년)
지방문화재 제148호

18  ISRM(국제암반역학회)에서 정량적으로 제안한 분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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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석인상은 석탑이 조영된 이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즈음에 석탑을 보호하는 수호신앙에 따라 네 모서리에 

안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석탑의 변형과 석축의 발생은 17세기 중기 이전에 석

축의 발생과 더불어 남서 석인상만 석축 안으로 들어가

게 되고, 나머지 세 방위의 석인상은 그대로 외부에 노

출된 상태로 놓이게 된다. 세 방위(서북·북동·동남)

에 위치한 석인상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현재까지 놓

여 있었으나, 남서 석인상은 17세기 중기 이전에 탑에 

석축이 조성되면서 석축 내부에 놓이게 되었다.

3.  세 방위(서북: 176, 북동: 109, 동남: 273kgf/㎠)에 놓여

진 석인상은 표면이 삭박되어 도상 형태를 알아볼 수 없

을 정도로 뭉그러져 있으나, 남서 석인상(133kgf/㎠)은 

도상이 뚜렷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었

다. 이는 400여 년 간의 노출환경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인 풍화에 의한 것이다.

4.  세 방위(서북·북동·동남)에 놓인 석인상은 표면 유

실로 인해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100% 생물침해가 확인

되는 반면, 남서 석인상은 입상분해(50%)와 흑색오염

물(35%)의 훼손양상을 보인다.

5.  미륵사지 석탑과 석인상 주변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

한 산성비가 내리는 강도와 빈도(pH3: 6.3%, pH4: 

40.2%)가 높아지고 있고, 기후에 대한 풍화관계 모식

도에서도 강한 풍화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

재 남아 있는 석인상의 도상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는 원래 놓였던 위치에 다시 놓는 것보다는 형태적 역

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석인상을 내부로 옮겨 관

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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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mage Assessment, Construction Point of 
Time and Deterioration Diagnosis and Conservation 
Maintenance of Stone Statues Around the Stone 
Pagoda in Mireuksaji Temple in Iksan

The stone statues in the site of Mireuksaji Temple(Iksan, South Korea) were created after the stone 

pagoda was built in 639. They, transitional statues between animal sculptures and human shaped 

statues mad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until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set up at the four 

corners of the stone pagoda by way of guardians. In the case of three statues, their surfaces were 

denudated and their iconographies have been indiscernible. However, the one in the southwest 

clearly shows its iconography. It is inferior in properties to the other three statues in the northwest, 

the northeast and the southeast respectively, but on the other hand its iconography has been well 

maintained. The reason is related to exposure to harmful environments; specifically, the retaining wall, 

built around the stone pagoda in the 17th century, had the southwest statue inside and could naturally 

worked as a buffer against harmful environments.

As a result, for about 400 years there has been difference in weathering conditions between 

the three stone statues and the southwest statue, which brought denudation, the consequent 

indiscernibleness of iconography and biological invasion to the three statues, notwithstanding superior 

properties(northwest statue:176Kgf/㎠, northeast statue:109Kgf/㎠, southeast statue:273Kgf/㎠). In 

contrast, the southwest statue significantly shows its iconography with black contaminants and granule 

decomposition, despite inferior properties(133kgf/㎠).

Defenseless exposure to external environment is not recommended for the stone statues, because 

it is hard to preserve the extant iconography. Herein lies the application of the data on microclimate 

around Mireuksaji Temple. As regards the weathering zone in which the stone statues are located, 

Conservation increases in acidity and frequency as years go by, Hereat, in the approach to the 

Conservation of stone statues, the first consideration needs to be morphological historicity rather than 

geographic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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