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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은 백양사 주지를 역임한 소요대사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범종의 

세부양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석종형의 승탑이다. 이 승탑은 담회색의 사암으로 구성되며, 탑신석의 전ㆍ후면에는 수직균열이 

관찰되고 좌ㆍ우면에는 박리·박락으로 인해 조각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있다. 초음파측정 및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실시하여  

물리적 손상도를 평가한 결과, 소요대사탑은 탑신석에 풍화양상이 집중되어 나타나며, 이미 박락이 발생한 영역의 주변으로 육안

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박리부가 좌면에서 6.1%, 우면에서 5.9% 확인된다. 또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으로 생물학적 손상도를 

평가한 결과, 승탑 좌·우면의 71.8%와 79.9%가 생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생물의 활력도는 우면, 후면과 지면에서 

가까운 기단석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진단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지속적으로 훼손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박리영역과 

생물에 대한 1차적인 보존처리와 함께 보존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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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요대사탑은 백양사 주지를 역임한 소요대사의 묘

탑으로 장성 백양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백양사는 백제 

631년에 처음 창건되었으며, 이후 고려 1034년과 1350년에 

중창한 후 정토사와 각진국사로 개칭하였고 조선 1574년에 

중건하면서 다시 백양사가 되었다. 백양사 소요대사탑은 우

리나라의 전통적인 범종의 세부양식을 그대로 모방해 놓은 

승탑이다. 이 형태의 승탑은 조선후기에 호남지역을 중심으

로 등장하였으며, 그 중 백양사 소요대사탑이 가장 이른 시

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순영 2013). 또한 소요대

사탑은 건립연대와 주인공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승탑의 연

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문화재청 2016).

성춘경(2003)에 의하면 소요대사의 승탑은 백양사 외

에 금산사, 연곡사, 심원사 등에도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

다. 그러나 현재 확인이 가능한 곳은 연곡사, 백양사, 용추

사, 심원사 등 4지역이며, 이 중 소요대사의 열반처는 연곡

사로, 삭발사는 백양사로 추정하고 있다. 4기의 소요대사 

승탑의 형태는 백양사만이 범종의 양식을 가지는 석종형이

며 나머지는 팔각원당형이다. 고려시대 후기부터는 고승이 

입적하면 중심사찰에는 팔각원당형 승탑을 건립하고 그 외 

사찰에는 석종형 또는 기타 석탑형 승탑을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점

차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백양사 소요대사탑은 1650년경에 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보호시설 없이 옥외에 자리하고 있어 외부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석조문화재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요대사탑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풍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풍화에 의

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석조문화재 재질에 대한 특

성과 정성 및 정량적인 훼손상태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보다 명확한 재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괴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나 문화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

내에서는 비파괴분석을 통한 석조문화재의 훼손도 평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이찬희 외 2008; 이찬

희 외 2012; 조지현 외 2010; 이성민·최희수 2013; 이명성 

외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요대사탑의 형태나 건립배

경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있으나, 구성 재질과 훼손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더욱이 소요

대사탑은 박리·박락, 균열, 입상분해와 같은 물리적 훼손

과 조류, 지의류 등의 생물에 의한 훼손이 심각하여 2007

년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전면에 물리적 및 생물

학적 피해가 재발생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승

탑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유형

별 정밀진단을 통해 풍화상태 및 훼손도를 평가하였다. 또

한 이를 종합하여 승탑에 발생하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손

상메커니즘을 밝히고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백양사 소요대사탑에 대한 훼손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초음

파측정, 적외선 열화상 분석,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 

등과 같은 비파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육안관찰과 함께 

탈락된 미세시편의 현미경관찰을 통해 재질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승탑에 발생한 물리적 및 

생물학적 손상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승탑이 위치한 환경의 

입지조건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승탑을 구성하는 암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육안관찰을 실시하였고, 미세시편으로 박편 및 분말을 

제작하여 현미경관찰 및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편

광현미경은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

(Axiotech 100HD/Progress 3012, Carl Zelss, Germany)

을 사용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기는 MAC Science제 

X-ray Diffraction System(M18XAHF22)을 이용하였다. 여

기에 사용된 X-선은 CuKα,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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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류는 각각 40kV와 60mA이다.

소요대사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물리적 훼손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측정 및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실

시하였다. 초음파측정에 사용된 탐사기는 CNSFARNELL사

의 Model PUNDIT LAB이며, 2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초음파속도분포를 모델링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분석

은 FLIR사의 ThermaCAM SC660을 사용하였으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분석결과를 도면화하였다.

한편 승탑의 표면은 대부분 생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

어 암석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승탑의 생물학적 훼손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하이퍼스펙트

럴 이미지 분석과 주변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하이

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으로 암석의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분포 및 활력도를 조사하였으며, 기기는 SPECIM사

의 VNIR Spectral Camera PS모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생물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승탑이 위치한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조

문화재의 장기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현황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은 높이 156cm 규모의 탑으

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8각

형으로 하여 전면 1면에는 거북, 나머지 7면에는 초화무

늬를 조각하고 상면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신부는 하

대·유곽·상대·용뉴를 표현한 전통적인 범종의 형태를 보

인다. 하대에는 8마리의 동물, 하대와 유곽 사이에는 4마

리의 용을 조각하였다. 유곽은 4면에 두었으며, 각각 9개

의 돌출된 유두를 가지고 상대에는 문양, 상면에는 연꽃무

늬를 조각하였다. 상륜부는 4마리의 용두(龍頭)와 그 사

이에 구름무늬를 새겼으며 그 위로 보주가 위치하고 있다

(문화재청 2016).

소요대사탑은 크게 물리적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훼손이 관찰되며, 대부분 탑신석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주

된 물리적 훼손양상은 입상분해, 균열, 박리·박락, 탈락 등

이 있으며(사진 1A, 1B), 입상분해는 석재의 표면 전체에 

대해 발생하였다. 균열은 승탑의 수직방향으로 발달해 있

으며, 전면과 후면에는 암석의 구조와 관련된 구조상 균열

이, 좌면과 우면에는 박리나 박락을 유발할 수 있는 박리상 

균열이 관찰된다. 박리·박락은 좌면과 우면에서 발생하여 

용의 몸통부분이 크게 유실되었다.

또한 승탑의 표면은 조류, 지의류, 선태류와 같은 생물

에 의해 상당부분 피복되어 있어 암석 본래의 색을 알아보

기 어렵다. 특히 조류에 의한 훼손이 가장 두드러지며, 승

사진 1.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보존 및 훼손현황(A: 박락, B: 균열, C: 흑색 및 녹색조류, D: 2007년 보존처리 전, E: 2007년 보존처리 후,  

F: 2014년 보존처리 전).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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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전면(全面)에 걸쳐 관찰된다. 조류는 흑색조류가 우세

하며, 녹색조류는 승탑의 후면과 우면에서 나타난다(사진 

1C). 지의류는 주로 회색의 고착지의류로 상륜부와 기단부

에 서식하며, 선태류는 기단부에서 일부 관찰된다.

소요대사탑의 생물피해는 과거에도 발생한 바가 있

으며(사진 1D), 표면의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보존처리가 

2007년 이루어졌다(사진 1E). 당시 승탑은 백양사 부도전

에 위치해 있었으나 보존관리를 위해 성보박물관 정원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최근 생물에 의한 훼손이 재발생하였으

며(사진 1F), 2014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F등

급 판정을 받아 보존처리를 위한 정밀진단이 요구된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소요대사탑은 크게 기단부와 탑신부를 경계로 두 개

의 부재로 구분되며, 모두 담회색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

다. 탑신석의 경우, 전면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재 내에 석영

입자들이 우측은 1mm내외, 좌측은 2~3mm로 크기에 차

이가 있다. 또한 전면과 후면에서는 수직균열이 발달해 있

고 좌면과 우면에는 조각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어 있다. 층

리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으나, 암석에서 관찰

되는 양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직방향으로 층리가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

소요대사탑의 미세시편을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광현

미경 관찰을 하였고, 분말시료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

였다. 현미경하에서 입자들의 분급은 비교적 양호하나 원마

도는 불량한 편이며, 기질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암석의 

구성광물은 석영이 우세하며 그 외에 사장석, 백운모, 불투

명광물이 소량으로 관찰된다(그림 1A). 석영은 자형 내지 

타형으로 파동소광을 보이며, 사장석은 알바이트-칼스바드 

쌍정을 나타낸다. 백운모는 주로 석영이나 사장석 입자 사

이의 틈을 따라 관찰된다. 이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사장석, 백운모가 검출되었다(그림 1B).

2. 초음파 물성진단

초음파측정은 신선암과 풍화암의 초음파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암석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

이다. 이는 대상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어 파괴분석이 어려운 석조문화재의 풍화도 평가에 

사진 2.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탑신부의 위치별 석영입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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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용되고 있다(류경석 외 2012; 유지현 외 2014; 이찬

희 외 2009; 조영훈·이찬희 2014).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이찬희 외(2009)가 제시한 CNS Farnell사의 UTREXTX(RX) 

54kHz 탐촉자와 고무찰흙 접촉매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탐사조건은 간접전달방법과 탐사거리 20cm로 설정하

였으며, 측정방법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초음파속도를 

보정하였다. 측정은 소요대사탑의 기단부 및 탑신부의 전면

(全面)을 대상으로 총 123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체적인 초음파 속도는 149~3,409㎧로 상

당히 넓은 분포를 보이며, 균열 및 박리가 발생한 영역

과 건전부에서 속도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초음파 속도는 

149~1,786㎧로 평균 548㎧이며, 후자는 1,815~3,409㎧로 

평균 2,567㎧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그림 2A).

이를 바탕으로 결함영역의 훼손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D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수직균열이 다수 발달한 

그림 1.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광물학적 특성(A: 석영, 사장석,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암, B: 소요대사탑 구성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A B

그림 2.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초음파 물성진단 결과(A: 초음파속도 분포도, B~E: 2D 모델링 결과).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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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과 후면은 균열을 따라 저속도대가 형성되었으며, 좌면

과 우면은 박리가 발생한 영역에서 초음파 속도가 낮게 측

정되었다. 반면 승탑의 기단석은 탑신석에 비해 초음파 속

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그림 2B~2E).

3. 적외선 열화상 분석

적외선 열화상 분석은 초음파탐사와 함께 석조문화

재의 훼손도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파괴 기법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절대온도 0K 이상의 온도를 

가지게 되면 표면에서 적외선을 포함한 복사에너지를 방

출하며, 방출되는 양에 따라 물체의 표면온도가 달라진다

(Titman 1990; 조영훈 외 2013). 이와 같이 석조문화재 표

면에 결함부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온도변화가 나타나는

데, 이 차이를 이용하여 석조문화재 표면에 발생한 박리영

역을 탐지할 수 있다.

소요대사탑 표면에 발생한 박리영역을 검출하기 위

해 적외선 할로겐 히터를 이용하여 열을 공급한 다음 적

외선 열화상 촬영을 실시하였다. 촬영은 박락이 발생한 탑

신석의 좌면과 우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열을 공급

한 후 승탑의 표면온도는 40~75℃의 분포를 보이며, 표면

그림 3.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A~H) 및 박리 발생영역의 도면(I, J).

A

E

I J

G

CB

F 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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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박리영역의 온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박리부는 대부분 60~75℃의 온

도분포를 가지는 반면 건전부는 40~50℃의 온도를 나타

낸다(그림 3A~3H).

표면온도 분석결과에 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박리부의 

위치를 도면화 하였다(그림 3I, 3J). 이를 면적비율로 산출한 

결과, 탑신석의 좌면에는 6.1%, 우면에는 5.9%의 박리가 발

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이미 박락된 면에서 

내부로 확장되어 석재표면이 층상으로 들떠있는 것으로 보

이며, 향후에 조각면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4.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hyperspectral image)는 파장

폭이 좁은 수백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어 연속적인 분광

특성곡선(spectral reflectance curve)을 가지며 분광해상

도(spectral resolution)가 매우 높은 영상을 말한다(김선화 

외 2005; 김대성 2011).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를 이용한 

분광분석은 주로 원격탐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김태

우 외 2012; 최병길 외 2014; Haboudane D. et al. 2004), 

최근 석조문화재의 훼손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된 바 있다(전유근 외 2015).

식생의 분광데이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녹색파장은 

높은 반사율을 가지며, 적색 파장은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 

또한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높은 반사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식생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진다(전우현 2012; Gates and 

David 1980).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식생의 활력도를 산

출하기 위한 식생지수(VIs, Vegetation Indices)들이 개발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

규화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이용하여 소요대사탑의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생

물의 분포 및 활력도를 분석하였다(전유근 외 2015). NDVI

는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녹색식물의 빛 반사율 차이

를 이용하여 식생의 분포량과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서,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생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암석은 –1~0의 값을 가지는 반면, 생물

은 활동량이 클수록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NDV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NDVI =
NIR800 - Red 680

NIR800 + Red 680

하이퍼스펙트럴 영상촬영은 공간이 협소하여 소요대

사탑의 좌측과 우측에 대해 실시하였다. 획득한 이미지로 

NDVI를 산출한 결과, 전좌면은 –0.16~0.67로 평균 0.26, 

전우면은 –0.12~0.80으로 평균 0.31의 분포를 보인다. 승

탑의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분포면적은 전좌면이 

71.8%, 전우면이 79.7%로 확인되었다(표 1). 생물의 활력도

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갈수록 높으며, 좌면보다 우면에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지면과 가까운 기단석에서 값이 커지

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4A, 4B).

한편 이 연구를 통한 훼손도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년 11월 소요대사탑의 식생제거를 위한 보존처리가 이

표 1.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에 대한 보존처리 전·후 NDVI의 비교

NDVI

전좌면 전우면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픽셀수 면적(%) 픽셀수 면적(%) 픽셀수 면적(%) 픽셀수 면적(%)

0.0 미만 3,004 1.8 141,157 18.1 851 0.5 153,070 19.6

0.0~0.2 43,471 26.4 484,531 62.0 36,803 19.9 373,643 47.8

0.2~0.4 105,422 64.1 127,771 16.3 46,469 25.1 218,258 27.9

0.4 이상 12,630 7.7 28,148 3.6 101,082 54.6 37,332 4.8

식생영역 118,052 71.8 155,919 19.9 147,551 79.7 255,590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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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보존처리 후 식생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년 

후 하이퍼스펙트럴 영상 촬영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

리 후 NDVI는 전좌면이 –0.32~0.87로 평균 0.11, 전우면

은 –0.35~0.89로 평균 0.14의 분포를 보인다(그림 4C, 4D). 

생물의 분포면적은 전좌면이 19.9%, 전우면이 32.7%로 확

인되었다(표 1).

5. 입지환경 검토

소요대사탑은 2007년 보존처리 이후 부도전에서 박

물관 정원으로 이전되어 보존관리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승탑의 전면(全面)에 조류 및 지의류 형성곰팡이가 서식하

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지의류와 선태류가 관찰된다. 특히 

조류의 경우, 흑색조류는 전체적으로 분포하나(사진 3A), 

녹색조류는 승탑의 북쪽과 서쪽에서만 서식하고 있다(사진 

3B). 선태류는 기단부의 윗면에서 소량으로 관찰된다(사진 

3C). 승탑의 지반은 주변에 자갈이 깔려 있으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사진 3D). 

이와 같이 소규모의 석조문화재에서 위치별로 서로 

다른 종이 분포하는 것은 방위별 미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어 입지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요대사탑이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 정원은 4면이 벽으로 막혀있어 공기

가 정체되어 있다. 박물관의 남측면 출입문은 3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좌·우 2칸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중앙의 

1칸은 벽으로 막혀있어 외부 공기의 유입경로가 부재한 상

황이다(사진 4A~4C). 또한 강우시 박물관 정원 내부는 외

부에 비해 습한환경이 유지되어 생물의 증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시 일조방향을 확인한 결과, 소요대사탑의 후

면과 우면은 박물관 벽으로 인해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물관 건물 벽면의 나무기둥은 방위

별로 서로 다른 생물의 발생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조시간이 

많은 남측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훼손이 없는 반면, 일조량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둥의 서측과 

북측은 미생물에 의해 부후되어 있다(사진 4D). 이와 마찬가

지로 소요대사탑의 북측과 서측에 녹색의 조류와 선태류의 

양이 많은 원인은 통풍이 되지 않는 박물관 정원 내부의 환

그림 4.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에 대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결과(A~B: 2014년 보존처리 전, C~D: 2014년 보존처리 후).

D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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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백양사 성보박물관의 평면도 및 내부전경(A: 평면도, B: 박물관 남측 외부, C: 박물관 남측 내부, D: 서측 벽면 나무기둥에 발생한 생물피해 양상).

A B

C D

사진 3.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에 발생한 생물학적 훼손현황(A: 흑색조류, B: 녹색조류, C: 선태류, D: 좌측에서 바라본 주변 생물서식 현황).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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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적은 일조시간으로 석재표면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한 

충분한 양의 일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고찰 및 결론

승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담회색의 사암으로, 기

단석은 전체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유사한 반면, 탑신석은 

좌·우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소요대사탑의 주된 물리적 

훼손양상은 박리·박락, 균열, 입상분해이며, 탑신석에 집

중적으로 발생되어 있다(그림 5A, 5B). 특히 좌·우면에는 

박리·박락과 박리상 균열이, 전·후면에는 구조상 균열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승탑의 평면도에 훼손양상과 

층리의 방향성을 도시해보면 각각의 진행방향이 일치한다

(그림 5C).

일반적으로 퇴적암은 상대적으로 광물간의 결합력이 

낮은 층리부분에서부터 풍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

요대사탑의 경우, 지속적인 풍화작용으로 층리 경계부에 

분리현상이 발생하면서 좌·우면은 층리면을 따라 박리·박

락이 발생하였으며, 층리의 중심부인 전면과 후면은 균열의 

형태로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음파측정 및 적외선 열화상 분석결과, 탑신석의 

좌·우면에서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박리부가 상당부

분 검출되었다. 이는 향후 박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

역으로 판단되며, 풍화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면과 후면보다는 측면에서 석재의 중심방향으로 표면의 유

실이 예상된다. 입상분해는 석재의 전면(全面)에 걸쳐 발생

되어 있으나 초음파속도 측정결과, 입상분해 영역의 물성은 

균열, 박리 발생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

인된다. 따라서 소요대사탑 조각면의 유실을 방지하고 장기

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균열, 박리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

리가 요구된다.

또한 소요대사탑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훼손보다 생물

학적 요인에 의한 훼손이 크게 관찰된다. 이는 승탑의 주변

에 잡초가 서식하고 있고 박물관 정원의 4면이 벽으로 막

혀있어 습한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승탑의 북측(후면)과 서측(우면)은 통풍이 되지 않는 박

물관 정원 내부의 환경과 짧은 일조시간으로 인해 석재표

면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여 지속적으

로 습한 환경이 유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소요대사탑은 2007년 보존처리 이후 7년이 경과한 시

점에서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발생되었던 훼손유형들

이 재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생물에 의한 재손상을 예

방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와 함께 보존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요대사탑의 주변

에 서식하고 있는 잡초들은 습도를 유지하고 식물의 천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출입구의 중앙 벽면을 출입문으로 교체하여 외부의 공기를 

유입시키면 습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훼손양상 및 층리의 진행방향(A: 전면 물리적 훼손지도, B: 좌면 물리적 훼손지도, C: 평면도상의 주 훼손양상).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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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pa of Buddhist Monk Soyo in Baegyangsa temple, Jangseong, was erected to pay a 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Buddhist monk Soyo, who worked for Baegyangsa temple as a chief monk, and is a bell-

shaped stupa with the detailed pattern of a Korean traditional buddhist bell. It is composed of pinkish-grey 

sandstone and the body of the stupa was damaged by longitudinal cracks on the front and back areas and 

the exfoliation caused break-out in the most part of the sculpture on the left and right areas. According to 

the ultrasonic test and infrared thermography analysis for physical deterioration diagnosis, most weathering 

aspects appeared on the body of the stupa and some exfoliated part that could not be seen with the naked eye 

was detected 6.1% and 5.9% on the left and right side respectively. Hyperspectral imaging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to assess biological deterio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surface of the stupa was covered 71.8 

~ 79.9% with vegetation like algae, lichen and moss.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was 

higher relatively on the bottom part near the ground, right and back areas of the stupa. Therefor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exfoliated part and bio-deterioration is necessary and the environment condition needs to be 

fixed to prevent extra damages on the stupa.

Nondestructive Deterioration Diagnosis and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f the Stupa of the Buddhist Monk Soyo in 
Baegyangsa Temple, Jangseo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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