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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남 화순 운주사 마애여래좌상은 운주사 석불군 가운데 유일한 마애불로써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다. 암반의 암석은 연녹색의 안산암질 응회각력암으로써 구성광물은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고 있다 . 전암대

자율 측정 결과,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단일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음파 속도 측정 결과, 2009년에 비해 2015년

은 1500~2000 m/s의 빈도수는 증가하고, 2000~2500 m/s의 빈도수는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2000 m/s이하의 측정값

이 87.5%로 2009년의 68.8%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마애여래좌상의 상부, 하부, 왼쪽부분 및 머리 등에서 부분적으로 

저속대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 마애불의 대한 풍화는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운주사 , 마애여래좌상 , 응회각력암 , 초음파속도 , 손상도 평가

ABSTRACT     The rock-carved seated Buddha of Unju temple of Hwasun, Jeonnam, the only Triad Buddha among the 
stone Buddhas of Unju temple, is currently designated as a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75 of Jeollanam-do. The rock 
of the seated Triad Buddha bedrock is light-green andesitic tuff breccia that is composed of quartz and feldspar.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the whole rock magnetic susceptibility characteristics, the rock consists of a single sedimentary layer 
from top to bottom. The results of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show that the number of frequency of 1500~2000 
m/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frequency of 2000~2500 m/s decreased in 2009 compared to 2015, and the measurement 
value for 2000 m/s or below was 87.5% in 2015, a 68.8% increase in comparison to that in 2009. Moreover, on the top, 
bottom, left side, and head areas of the Triad Buddha, a partial expanding tendency was observed in the range of low 
ultrasonic velocity. As weathering of the Triad Buddha occurs in the long term, on-going monitoring is required to ascertain 
the degree of chang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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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of Hwasun Unju temple. (A) Rock-carved seated buddha, (B) Cylindrical mul-
ti-storied stone pagoda, (C) Nine-storied stone pagoda, (D) Shrine of stone pagoda, (E) Wabul, (F) Stone buddha.

1. 서 론

운주사는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사적 제3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운주사 경내에는 마애

여래좌상(시도유형문화재 제275호) 뿐만 아니라 원형다층

석탑(보물 제798호), 구층석탑(보물 제796호) 석조불감(보
물 제797호), 와불, 다양한 석불 등이 산재하고 있다

(Figure 1). 이 중 마애여래좌상은 운주사 석불군 가운데 

유일한 마애불로서 광배(光背)와 대좌(臺座)를 포함한 높

이는 약 5.16 m로 자연암반에 조각되어 있다(Figure 1A). 
대부분의 마애여래좌상은 자연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

어 있어 자연적 및 인위적인 요인에 취약하며, 암반의 불연

속면의 분포 및 형태 등과 함께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이
러한 암반 구조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암반의 풍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 규명과 함께

(Kang et al., 2011)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보존처리와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애불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풍화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원

인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Kang et al., 2013).
운주사 주변 일대에는 응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운주사 경내에 있는 석조문화재들 역시 대부분 운주사 일

대에 분포하는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응회암

으로 구성하고 있는 석조문화재 중 원형다층석탑 및 석조

불감, 광배석불 등의 재질 및 풍화 특성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Park, 2008; Park et al., 2009; 

2012; Kang et al., 2013).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운

주사 석조문화재의 재질 특성 및 손상 메커니즘, 보존처리

제 적용성 연구 등을 위해 마애불을 비롯하여 주변 암반의 

과학적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9). 본 연구는 전남 화순 

운주사 경내에 자연 환경하에 노출되어 있는 마애여래좌

상에 대하여 손상도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마애

여래좌상의 구성 암석에 대하여 재질분석을 실시하고, 풍
화 훼손 상태 및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2009년과 

2015년에 각각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이러한 동일 석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수 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 연구 사례가 드

물다. 향후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석조문화재의 손상도 평

가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풍화훼손상태 및 

사이트환경을 살펴보았으며, 구성암석에 대한 암석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에서 

탈락된 암석 시료를 수습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우선 마

애여래좌상의 대자율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광배부터 좌

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기기는 ZH Instruments사의 SM-30 모델을 이용하였

으며 대자율 단위는 10-3 SI Unit이다. 구성암석의 광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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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3D scan of rock-carved seated buddha of Hwasun Unju temple. (A) Head part, (B) The upper half of the body, 
(C) The lower half of the body(Conservation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2012).

Figure 2. Rock-carved seated buddha of Hwasun Unju 
temple.

성 및 풍화에 의한 변질광물의 생성 등을 관찰하기 위해 편

광현미경을 이용하였다. 또한 구성광물이 미세 입자이거

나, 변질이 심할 경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Panalytical
사의 X’Pert PRO를 이용하여 X-선회절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애여래좌상의 구성암석은 역을 포함하고 있어 X-선 

회절 분석에 사용한 시료는 1 kg 정도의 암석을 파쇄한 후 

이 중 100 g을 분리하여 미세 분쇄하였으며, 최종 X선 회

절 분석용으로 10 g을 아게이트 용기에 넣어 200 메쉬 정

도의 분말로 분쇄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 때 타겟으로 

사용된 X-선은 CuKα(1.5406 Å)이며, 가속전압 및 전류

는 각각 40 kv와 30 mA이다.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

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값은 도면에 투영하여 전체적인 풍화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측정 시기에 따른 풍화도를 비교하기 위해 2009년 측

정 자료와 비교하였다. 사용된 초음파 측정기는 Proceq사

의 Pundit Lab이다.

3. 마애여래좌상의 특징

마애여래좌상의 전체 형상은 선각(線刻)에 가까울 정도

로 얕게 부조하였으며 옷 주름과 대좌의 연꽃무늬 등 세부 

표현은 가늘게 음각(陰刻)하였다. 그러나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은 다양한 훼손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훼손

되어 있으며, 변색 및 지의류 등에 의해 피복되어 있어 전

체적인 형상를 알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Figure 
2). 이에 3D스캔을 실시하여 불상의 의습선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 마애여래좌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Conservation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2012). 
3D스캔 결과를 살펴보면, 얼굴은 계란형으로 길고 둥글며 

위쪽으로 육계가 표현되어 있다. 눈과 입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애초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코는 기다란 이등변 삼

각형 형태로 크게 양각되었으며, 콧부리가 육계 바로 아래

에서 시작해 이마와 머리가 없는 비현실적인 모습이다. 귀
는 크고 길쭉하며 귓바퀴가 뚜렷하다. 목은 상당히 길고 두

터우며 평행한 3조의 선으로 삼도(三道)를 선각하였다

(Figure 3A). 신체표현은 어깨가 당당한 편이며, 허리가 매

우 길다. 그러나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무릎의 폭이 넓어 

당당한 어깨와 함께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 수인(手印)은 양손을 ‘∧’형으로 가슴 앞에 모아 왼

손이 오른손을 감싸 쥐고 있으며, 옷소매에 덮어져 있는 모

습이다(Go, 2007). 불의(佛衣)는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소맷자락, 하반신에만 평행한 선으로 

주름을 표현하였다(Figure 3B). 이러한 ‘∧’형 수인, 즉 지

권인과 편단우견의 조합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밀양 천황사 석조비로

자나불좌상, 한천사 철조여래좌상 등 9세기 통일신라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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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rradiance area of sunlight over the time.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weath-
ering(Fooks et al., 1971).

에서 확인되는바 운주사 마애여래좌상의 도상적 연원을 9
세기 통일신라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Joo, 2016). 또한 

가부좌를 한 다리는 중앙부분의 마모가 심해 발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오른발을 왼 다리위에 올린 길상좌(吉祥

坐)로 추정된다(Figure 3C). 마애여래좌상의 상호 표현, 수
인 및 옷 주름 형식 등은 운주사 경내에 분포하는 다른 불

상과 유사하여 다른 독립된 석불들과 마찬가지로 동일시

기에 동일 작가군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위치, 규모, 광배와 대좌를 모두 갖

추고 있는 점 등은 마애여래좌상이 운주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며, 운주사 불상군의 성격과 

양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4. 사이트 환경  주변지질

4.1. 사이트 환경

운주사 일대는 내륙산간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 한서의 차가 심하며 기온의 연교차

도 크게 나타난다. 또한 황해에서 불어오는 습윤한 북서풍

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애여래좌상은 운주사 경내 암반 사면에 새겨져 있

으며,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30° 틀어진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여 운

주사 일대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를 살펴보면 1~2월 평균 

기온은 1.5℃, 7~8월 평균기온은 27.3℃, 연평균 기온은 

14.2℃, 상대습도는 66.6%이다. 연 강수량은 1,445.6 mm
로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Park, 2008). 이를 Fooks et al.(1971)의 석조문화재에 대

한 기후와 풍화와의 관계모식도에 적용할 때 운주사 일대

는 중간 풍화(Moderate Decomposition) 영역에 해당된다

(Figure 4). 또한 하루 동안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조사되는 일조량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조사 당일은 화창한 날씨였으며, 일출과 일몰 방위각은 각



화순 운주사 마애여래좌상의 암석학적 특성 및 손상도 평가 / 이장존, 김재환, 이수예 | 5

Figure 6.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modified after 
Cheong and Kim(1966)).

각 62°14’, 297°48’이다. 하루 중 마애여래좌상 및 암반에 

조사되는 빛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2D에 도식해 본 결

과, 일출이 시작한 이후 09시에 암반 우측 상단부에서 일부 

빛(5.2%)이 조사되기 시작 된 후 정오를 기점으로 마애여

래좌상 및 암반의 약 50% 정도의 빛이 조사 되었다. 15시

에 가장 많은 빛(58.2%)이 조사 되었으며, 16시 이후로는 

빛이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5). 마애여래좌상 및 암반에 

미치는 조사되는 빛은 대체적으로 12시~15시까지였으며, 
14시에 23.0%로 감소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당시 구름 및 

주변 수목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Youngsan Cultural 
Heritage Research Institute, 2016).

4.2. 주변지질

운주사는 행정구역상 전남 화순 도암면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이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질 분포를 살펴보면

(Figure 6)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를 기저로 이를 부

정합으로 덮는 평안누층군에 해당하는 천운산층, 유천층

군에 대비되는 유치역암, 화순안산암과 산성응회암 그리

고 상기의 모든 암층을 부정합으로 덮는 제4기층으로 구성

된다(Kang et al., 2013).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로는 규암으로 된 용암산층, 

편암 및 규암을 주로 한 오산리층과 천운산층으로 구분된

다. 이 중 천운산층은 회백색조립질사암, 역질조립사암 및 

흑색셰일로 구성되며, 화순지역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중

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층후는 약 700 
m에 이른다(Cheong and Kim, 1966; Kang et al., 2013).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류로는 암상과 산상에 

따라 하위로부터 인곡응회암, 유치역암, 다도응회암, 각력

응회암, 운월리응회암층이 피복하고 있으며, 산성암맥이 

관입하고 있다(Park, 2008). 인곡응회암은 대체로 암회색

을 띠는 조립질 응회암과 화산력 응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적색 응회암과 호층을 이루는 부분도 나타난다. 유치역암

은 연구지역의 남동부지역에 분포하며, 담회색의 역암, 사
암, 화산쇄설암 및 셰일로 구성된다. 이 역암을 구성하는 

역은 아각상-아원상을 보이며 분급이 불량하다(Cheong 
and Kim, 1966; Kang et al., 2013). 다도응회암은 연구지

역의 남서부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입도에 따라 화산력 

응회암, 조립질 응회암, 세립질 응회암, 각력 응회암으로 

세분할 수 있다. 덕촌리, 도동리, 봉하리에서는 세립질 응

회암이 우세하고 쌍효리, 청용리, 운월리 부근과 우산리, 
대초리 부근에서는 화산력 응회암이 우세하다(Cheong 
and Kim, 1966; Park, 2008).  

5. 암석  물학  특징

운주사 마애여래좌상 및 암반은 지질학적으로 층리가 

잘 발달하고 있으며, 구성 암석은 연녹색의 안산암질 응회

각력암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역들이 존재하고 있다(Figure 
7A, 7B).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에서 떨어진 파편을 

수습하여 암석의 광물 조성, 조직 및 풍화에 의한 변질 광

물 등을 알아보기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 분

석을 실시하였다. 
편광현미경 하에서, 구성광물은 석영과 사장석, 정장석, 

그리고 드물게 흑운모 등이 관찰되었다. 유리질의 장석과 

석영이 용결구조를 잘 보여주며 일부 장석은 풍화되어 견

운모화 되어 있다. 또한 석영과 장석의 반정이 드물게 들어

있으며 침상 결정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응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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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analysis results of material for rock-carved triad buddha of Hwasun Unju temple. (A) Bedding developed 
on the rock-carved triad buddha, (B) Conglomerate and cavity on stone surface, (C) Photomicrograph of tuff breccia 
showing welded texture and phenocryst of quartz and plagioclase, (D) Photomicrograph of tuff breccia showing nee-
dle-shape crystal, (E) X-ray diffraction analysis.

Figure 8. Histograms of magnetic susceptibility. (A) Magnetic susceptibility of rock-carved seated buddha, (B) Magnetic 
susceptibility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distributed in Unju temple.

력암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Figure 7C, 7D). X-선 회

절 분석 결과, 대부분 석영과 장석으로 동정되어 편광현미

경 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Figure 7E).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의 높이는 약 5.16 m에 이

르기 때문에 암석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동일 퇴적층

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운주사 경내에 분포

하는 석조문화재의 구성 암석과 비교하여 동질성을 확인

하였다. 전암대자율 측정은 대자율 측정기를 이용하였으

며, 마애여래좌상을 포함한 암반 전면에 대하여 상부(상부

에서 얼굴까지), 중부(몸체), 하부(좌대이하)로 나누어 광

배에서 좌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측정하였다. 전암

대자율은 물질이 자화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서 자화강도와 자기장의 비이며, 동일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석은 유사한 값의 분포를 보여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시료를 구분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최

근까지 석조문화재에 사용된 부재의 원산지 해석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Jwa et al., 2000; Cho and Jwa, 2005; 
Jwa et al., 2006; Lee et al., 2012a; Chun et al., 2013). 마
애여래좌상 및 암반에 대한 전암 대자율 측정 결과, 0.049~ 
0.310(×10-3 SI unit)의 값의 분포를 보인다. 상부는 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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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eterioration aspects of rock-carved triad 
buddha. (A~C) Physical weathering, (D~I) Biological 
weathering, (J) Weathering deterioration map. 

0.310(×10-3 SI unit), 중부는 0.050~0.159(×10-3 SI unit), 하
부는 0.049~0.253(×10-3 SI unit)로서 유사한 값의 분포를 

보여 동일 마그마로부터 생성된 암석으로 이는 단일 퇴적

층임을 지시한다(Figure 8A). 이를 운주사 경내에 분포하

는 석조문화재 9기를 대상으로 전암 대자율을 측정한 후 

비교하였다. 다층석탑은 0.048~0.315(×10-3 SI unit), 원형

다층석탑은 0.158~0.336(×10-3 SI unit), 석조불감은 0.124~ 
0.250(×10-3 SI unit), 석조불감 앞 칠층석탑은 0.112~ 
0.214(×10-3 SI unit), 수직문칠층석탑은 0.119~0.259 (×10-3 
SI unit), 쌍교차문칠층석탑은 0.154~0.374(×10-3 SI unit), 
칠층석탑은 0.172~0.338(×10-3 SI unit), 구층석탑은 0.119~0.280 
(×10-3 SI unit), 원반형다층석탑은 0.156~0.275(×10-3 SI unit)
로 측정 되었다(Figure 8B). 운주사 경내에 분포하는 석조

문화재 역시 대부분 응회암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암대

자율 측정 결과 역시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과 유사

한 값의 분포를 보인다. 이는 운주사 경내에 분포하는 석조

문화재는 운주사 경내 주변 암석으로 조성되었음을 의미

한다. 

6. 훼손 황

마애여래좌상은 현재 아무런 보호시설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석조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풍화가 발생하고 있다.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으

로 층리가 잘 발달하고 있으며(Figure 9A), 암편이 빠져나

간 공동(Figure 9B), 균열 및 탈락 등의 물리적 풍화가 중

복적으로 나타난다(Figure 9C). 마애여래좌상 전면에 발생

한 균열 및 이격은 우기에 수분의 이동과 온도 변화가 반복

됨에 따라 물리적 훼손 양상이 가중될 것이라 판단된다. 공
동은 응회암의 포함되어 있던 암편이 빠져나간 흔적으로 

기질과 암편 사이의 구성광물이 풍화 되어 약화됨을 의미

한다. 또한 마애여래좌상에는 수분과 조암광물의 반응에 

의한 광물학적 변색이 전면에서 관찰되며 특히 마애여래

좌상이 새겨진 암반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의류가 분포하

고 있으며, 고착지의류, 엽상지의류, 분말 형태의 지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선태류에 해당하는 이

끼 및 초본식물이 식생하고 있다(Figure 9D~9I). 이러한 

훼손 유형을 바탕으로 풍화훼손지도를 작성해 본 결과, 마
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은 전체적으로 훼손 되어 있으

며, 다양한 훼손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훼손되어 마애불

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Figure 9J).

7. 음  속도를 이용한 손상도 평가에 한 고찰

화순 운주사 마애여래좌상은 다양한 훼손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훼손되어 있으며, 이러한 풍화 양상은 마애불

의 풍화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이는 결국 암석의 물리

적 성질을 약화시켜 암반에 새겨진 불상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애여래

좌상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해 암반의 전면에 걸쳐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과거(2009년) 초음파 속도 측정 자료와 비교하였다. 
초음파 속도 측정 방법은 최근 석조문화재의 풍화 훼손 상

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측정온도, 
장비운영자에 따른 초음파 속도의 차이는 대부분 오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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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requency graph of ultrasonic velocity. (A) 2009Year, (B) 2015Year.

Figure 11. 2D modeling of ultrasonic velocity. (A) 2009Year, (B) 2015Year.  

위 내에 있으며 풍화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고 된 바 있다(Lee et al., 2012b). 그러나 마애여래좌

상과 같이 요철이 심하고, 절리 및 균열이 발달하고 있는 

암반에서는 측정 위치에 따라 초음파 속도의 변화가 발생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암석의 풍화등급을 설정하는데 오류

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초음파 속도 측정 방법은 2009년

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초음파 방출 및 수신을 위해 54 
kHz 트랜스듀서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거리는 20 cm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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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또한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의 형태를 고

려하여 간접전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초음파 속도 지점

은 2009년과 최대한 유사한 영역에서 측정하도록 격자망

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마애여래좌상의 전면에 대한 초음파 속도 측정 결과, 

2009년은 262~3513 m/s, 2015년에는 327~3058 m/s의 광

범위한 범위를 보인다. 2009년과 2015년 초음파 속도 범

위는 유사하여 단위 속도별(500 m/s)로 구간을 설정하고 

빈도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2009년과 2015년의 초음

파 속도 측정 횟수는 동일하나, 2009년의 경우 12지점에 

대하여 측정이 되지 않은 지점이 2015년에는 500 m/s 이
하의 값으로 측정되었다. 2009년의 초음파 속도 자료와 비

교해보면 2015년의 측정 결과에서 특징적으로 2000 m/s
이상의 측정 지점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1500~2000 m/s
의 측정지점이 증가하였다(Figure 10A, 10B). 2009년과 

2015년 초음파 속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 지점에 따

른 초음파 속도를 투영하여 2D모델링 해본 결과, 2009년

과 2015년에서 각각 마애여래좌상의 흉부 및 암반의 왼쪽 

부분에서 낮은 초음파 속도를 보이며, 풍화 경향은 유사하

게 나타난다. 2015년의 측정 결과에서 마애여래좌상의 상

부, 하부, 왼쪽부분 및 머리 등에서 부분적으로 저속대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된다(Figure 11).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해 보면 2009년에는 2000 m/s이하의 값이 68.8%
인 반면 2015년에는 87.5%로 전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 

암반의 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마애

여래좌상은 다양한 풍화 훼손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암석

의 풍화에 영향을 미치는 풍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초음

파 속도를 이용한 손상도 평가에서 마애여래좌상이 새겨

진 암반은 응회각력암이므로 표면이 매우 불균질 하며, 태
생적으로 발달된 선구조 등으로 인해 측정 지점에 따라 초

음파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암석풍화에 의한 초음파 

속도의 감소와는 구분 되어야 된다. 그러나 암석에 대한 풍

화는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손상도 평가 

및 암반의 상태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에 초음파 속도의 저속대가 확장되는 경향은 초음

파 속도를 이용한 마애여래좌상의 손상도 평가에 있어 의

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결 론

현재 마애여래좌상 및 암반 표면은 일정한 방향으로 층

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풍화과정으로 인해 물

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로 인해 여러 훼손 양상이 관

찰된다. 전반적으로 박리박락에 의해 훼손되어 있으며, 다
양한 크기의 역들이 제거되어 외부 형태만이 남아 공동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화에 의한 변색과 지의류, 선태

류 및 초본 식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어 전체적인 마애불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마애

여래좌상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 2009년과 2015년도

에 각각 초음파 속도를 이용하여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운주사 일대는 기후와 풍화와의 관계로부터 중간 풍

화(Moderate Decomposition)에 해당하며, 하루 중 암반에 

조사되는 일조량은 제한적이므로 다소 습한 환경에서 오

랜 시간 동안 직·간접적인 풍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 마애여래좌상의 구성암석은 연녹색의 안산암질 응회

각력암으로서, 전체적인 전암대자율 측정값의 분포 범위

를 볼 때 단일 퇴적층이며, 운주사 경내에 분포하는 다른 

석조문화재(석조불감, 원형다층석탑 등)와 동일 암석임을 

지시한다.
3.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마애여래좌상의 손상도 평가 

결과, 2009년에는 262~3513 m/s, 2015년에는 327~3058 
m/s의 분포를 보여 유사한 속도 범위를 보이나, 이를 단위 

속도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2009년의 경우 2000 m/s이
하의 값은 68.8%인 반면 2015년의 경우 87.5%로 2015년

에 암반의 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하
지만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진 암반은 응회각력암으로 표면

이 매우 불균질 하며, 태생적으로 발달된 선구조 등으로 인

해 측정 지점에 따라 초음파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암

석 풍화에 의한 초음파 속도의 감소와는 구분 되어야 된다. 
4.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2D모델링 결과, 2009년과 

2015년에서 각각 마애여래좌상의 흉부 및 암반의 왼쪽 부

분에서 낮은 초음파 속도를 보이며, 풍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5년의 측정 결과에서 마애여래좌상의 

상부, 하부, 왼쪽부분 및 머리 등에서 부분적으로 저속대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은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손상도 평가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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