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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222호)에서는 Koreanaornis hamanensis와 Jindongornipes 

kimi로 명명된 두 종의 새발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용각류 발자국과 생흔화석 Cochlichnus도 보고되었다. 특히 

Koreanaornis hamanensi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새발자국 화석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이 일대

는 구들장용 판석의 채석장이었으며, 1969년에 세계적 희귀 화석지로 알려지면서 크게 훼손되어, 현재는 지정 당시의 

25% 정도가 잔존한다. 함안층은 경상누층군의 하양층군에 속하며 주로 적회색의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이 교호하는 암

상을 보인다. 미사암과 이암의 경계는 점이적이며, 연흔과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뚜렷하다. 연구 지역의 퇴적암은 퇴적 

순서와 구조 및 암상에 따라 총 7개의 지층으로 구분되며, 새발자국 화석은 최상부층에서 나타난다.

비파괴 손상도 평가 결과, 화학적·생물학적 손상은 7개 지층에서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물리적 손상도의 경우 박

락 0.49%, 박리 0.04%, 탈락 0.28%로 매우 낮은 손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절리 등 불연속면의 균열지수는 6.20으로 비

교적 높으며, 배면과 북서측의 표면은 하등생물의 피복이 심하여 지층의 단면을 중심으로 염에 의한 백화현상이 관찰된

다. 화석산지의 초음파 물성은 전반적으로 중간풍화단계(MW)를 보였다. 특히 공룡발자국이 있는 남서측 부근이 상대적

으로 신선하며, 보호각 기둥 주위로 풍화가 진전된 양상을 보였다. 

이 화석산지에 발달한 불연속면은 5종류로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불연속면은 층리면이다. 평사투영으로 사

면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평면 및 쐐기파괴에는 안정적이지만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화석산

지의 종합적인 손상 정도 및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석층의 물리화학적 풍화와 보호각 기둥과 접하는 모르

타르의 백화현상 등은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존처리 및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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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화석이란 지질시대(1만년 이전)에 살았던 생물의 유

해나 흔적을 말한다. 이는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았던 당시에 남겨 놓은 서식 및 행동 흔적까지 포함한

다. 전자는 체화석으로 불리며 후자는 생흔화석이라 한

다. 생흔화석은 고생물의 행동방식과 서식환경 해석에 중

요한 단서가 되며,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는 백악기 조류에 대한 생흔자료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하

여 자연사 연구에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화석은 퇴적암에 존재하며 노출과 동시

에 다양한 물리적·화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손상

된다. 따라서 장기적 보존을 위해 비파괴 방법을 통해 화

석산지의 손상도를 파악하고 손상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석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존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1 이를 통해 비파괴 정밀진

단과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방법이 정립되고, 보존처리 

기법과 관리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석산지와 같은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과학

적 연구사례는 문화유산에 비해 많지 않다.2 따라서 화석

산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에 따른 현황 파악과 함

께 비파괴 정밀진단과 암석학적 손상 특성에 따른 보존과

학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보존과학적 정

밀진단과 종합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Ⅱ.   현황 및 연구방법

1. 현 황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리로 전면으로는 작은 하천이 발달해 

있으며, 하천 넘어 작은 산업단지와 시가지가 분포한다

(사진 1A). 화석산지는 보호각과 함께 낮은 산지의 하단

부에 위치하며(사진 1B), 화석지 주변으로는 쇄설성 퇴적

암류가 분포한다(사진 1C). 새발자국을 비롯한 생흔화석

은 보호각 내부 지층의 표면에서 확인된다(사진 1D).

연구 대상 화석산지는 1969년에 발견된 뒤, 이듬해

인 1970년에 천연기념물 제222호로 지정되었다.3 지정구

역의 면적은 총 12,485㎡로 소유권은 학교법인 명덕육영

회에 있으나 함안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예전부터 

지역민들이 구들장에 놓을 판석을 채석하던 곳으로, 발견 

당시 신문기사로 보도되며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72년에 현장조사, 1973년에 보호공사가 수행되

었으며, 김봉균과 김기현(1992)은 지정 당시의 25% 정도

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2007년도 조사에서는 

1992년 이후 더 이상의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었다.4

현재 화석산지는 전면의 유리벽과 보호각으로 강우

와 바람 등 외부의 환경적 손상 요인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 2004년에는 화석산지 전면으로 약 170cm 

높이의 유리벽이 시공되었으며(사진 1E), 보호각의 정확

1 서만철·송인선·최희수, 2002, 「초음파 속도 분석을 통한 불국사 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 『지구물리학회』 4, pp.57∼69. 

이찬희·김무연·조영훈·이명성, 2010,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의 재질 특성과 산지 추정 및 손상도 진단을 통한 보존처리」 『문화재』 43, pp.4∼25. 

조영훈·이찬희, 2009, 「석조문화재 디지털 복원 및 구조안정성 평가를 위한 3차원 영상 분석: 마곡사 오층석탑」 『보존과학회지』 25, pp.115~130. 

조영훈·이찬희, 2011, 「석조문화유산의 손상지도 제작방법과 표면 및 3차원 손상률 평가기법」 『보존과학회지』 27, pp.251~260.

2 공달용·김태형·남상찬·임종덕, 2008,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Data Sheet 개발」 『고생물학회지』 24, pp.21∼33. 

이찬희·조영훈·김선덕, 2012b, 「함안군 대치리 공룡발자국 화석의 3차원 영상 분석과 손상도 평가 및 과학적 보존처리」 『지질학회지』 48, pp.179~191. 

유지현·이찬희·어언일, 2012, 「해남 우항리 대형 공룡발자국 화석지의 손상도 정밀진단 및 보존환경 평가」 『지질학회지』 48, pp.325~340.

3 공달용·임종덕·김태형·남상찬·강정훈·최돈원, 2009, 「천연기념물 제222호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물갈퀴 달린 새발자국 화석의 의미」 『한국고

생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p.19.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pp.1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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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치연도는 알 수 없으나 2014년에 캐노피 교체, 2015

년에는 보호각 주변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사진 1F). 

이후 2013년도에 보존처리가 수행된 바 있으며, 2018년

에는 전반적인 시설 정비가 진행되었다(사진 1G). 

이 화석산지에서는 새발자국과 용각류 발자국, 무척

추동물의 생흔, 연흔 및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관찰된다. 

이곳에서 산출되는 새발자국은 두 종으로 Koreanaornis 

hamanensis(Kim, 1969)와 Jindongornipes kimi(Lockley 

et al., 1992)이다.5 이 중 대다수는 전자이며, 후자는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새발자국 화석과 함께 발견된 용각류 발

자국 화석의 종은 보고된 바가 없으나, 무척추동물의 생

흔은 선형동물에 의한 Cochlichnus로 보고되었다.6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보존과

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기 위

해 다양한 비파괴 조사와 분석이 적용되었다. 우선 화석

산지 주변의 지리적 위치, 주변환경, 지질 및 암석 분포

를 파악하였다. 또한 3차원 광대역 및 정밀스캐닝을 통해 

화석산지의 현황을 기록하였으며, Leica사의 ScanStation 

C10 광대역 스캐너와 Artec 3D사의 핸디헬드형 정밀스캐

너 모델인 Eva와 Spider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3차원 

폴리곤 및 텍스쳐 데이터를 확보하고, 응용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정밀 도면을 작성하였다.

화석산지 암석의 특성을 기재하기 위해 산출 상태와 

조직을 바탕으로 주변 암반에서 탈락한 동종의 암편을 수

습하여 실험과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Nikon사의 

SNZ 1000 실체현미경과 Eclipse E 600W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Rigaku사의 DMAX2000으로 X-선 회절분

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시료는 20㎛ 이하의 분말 상태로 

준비하였고, 양극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 전류는 40㎸와 

100㎃으로 설정하였으며 CuKα 타겟을 적용하였다. 

화석산지 암석의 손상도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손상 

유형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지도를 작성하여 정

량적인 손상률을 산출하였다.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박

리부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상 범위를 구

하였으며, FLIR사의 T640 모델을 사용하였다. 암석의 화학

적 손상 원인과 표면 오염물의 산출 상태 및 성인을 규명

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Oxford, X-MET7500)과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335F) 분석을 병행하였다.

초음파 물성 측정을 위해 Proceq사의 Pundit Lab 모

델을 이용하여 15cm 간격으로 간접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측정된 초음파 속도는 풍화도지수로 환산하고 이미지 지

5 Kim, B.K., 1969, 「A study of several sole marks in Haman Formation」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 pp.243~258. 

Lockley, M.G., 1992, 「The track record of Mesozoic birds: evidence and implic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336, pp.113∼134.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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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현황. A: 주변의 지형과 위치 B: 입지 및 

사이트 환경, C: 화석산지 일대의 암석 분포, D: 화석산지의 암석 표면, 

E: 2018년 정비 이전의 유리벽 전경, F: 2018년 정비 이전의 보호각 및 

CCTV, (G) 2018년 정비 이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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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물성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화

석산지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고 

DIPS 프로그램을 활용한 평사투영법으로 화석산지의 사면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대상 화석산지의 보존과학적 진단 및 평가가 수행되었다.

Ⅲ. 지질 및 암석학적 특성

1. 지질학적 특성

화석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함안층은 백악기의 경상

분지에 해당하며, 이는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에 발달하는 

대규모 퇴적분지이다. 영남육괴의 시원생대 변성암을 기

반암으로 하며 약 9,000m 이상의 퇴적층 및 관입암류를 포

함한다. 경상분지 퇴적층에 대한 연구는 Koto(1903)에 의

해 경상층으로 명명되며 시작되었다. 경상분지에 대한 층

서 연구가 가장 활발하던 시기는 1970년대로 Chang(1975)

에 의해 새로운 암층서가 제안되었다.

함안층은 하양층군의 상부에 속하며(Chang, 1975), 

이들의 절대연대 연구는 진동층과의 경계에 분포하는 구

산동응회암을 통해 진행되어왔다. 장기홍 외(1998)는 저어

콘 CHIME U-Pb 측정을 통해 약 114±10Ma의 연대를 획득

하였다. 좌용주 외(2004)는 구산동응회암을 기재적 차이

에 따라 창녕 이북 및 이남으로 구분하여 LA-ICP-MS U-Pb 

연대를 통해 각각 약 97±2Ma와 96±2Ma의 매우 유사한 연

대를 보고하였다. 김종선 외(2013)는 SHRIMP U-Pb 측정

으로 북부 및 남부 구산동응회암에서 각각 103.0±1.2Ma와 

104.1±1.3Ma의 연대를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강희철과 백인성(2013)은 함안층은 

Albian 후기에서 Cenomanian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

리하였다. 또한 함안층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라 

아열대 내지 열대기후의 충적평원에서 층상류에 의한 퇴

적물 유입으로 형성된 지층으로 보고하였다. 전체적인 암

상은 판상의 사암 내지 미사암이 퇴적된 후, 적색의 이암이 

얇게 피복하는 암상이 주를 이루며, 생흔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과 우흔 등의 퇴적 구조가 보존되어 있다.7

한편 이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새발자국 화석은 

Koreanaornis hamanensis와 Jindongornipes kimi 등 두 종

이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자는 Kim(1969)에 의해 계통 

분류 및 명명되었으며 ‘함안에서 발견된 한국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속과 종으로 국내에서

는 최초로 기록되었으며, 중생대 새발자국 화석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명명된 것이다.

함안층 분포 새발자국 화석에 대해 공달용 외(2009)는 

기존에 알려진 2종(Koreanaornis hamanensis, Jindongornipes 

kimi) 외에 새로운 발자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김삼향(2008)은 함안층 전체에서 산출되는 새발자국 화석에 

대해 생태학적인 분류 기준을 정리하였다.8 또한 김현주 외

(2011)는 일시적으로 층상 범람 후 발자국이 형성되고, 짧은 

건기를 겪은 뒤에 반복된 층상 범람으로 인해 퇴적물이 빠르

게 충전되면서 새발자국 화석의 보존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

하였다. 그러나 골격이나 알 화석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번식지가 아닌 방문지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9

7 김현주·백인성·허민, 2011, 「경상분지 남부에 분포하는 백악기 함안층에 발달한 새발자국 화석층: 산상, 화석화 과정 및 고환경」 『지질학회지』 47, pp.97~122. 

장기홍, 1967, 「백악기 화석빗자국의 한 산출」 『지질학회지』 3, pp.64~67.  

Chang, K.H., 1975, 「Cre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1, pp.1~23.  

Kim, J.Y., Kim, S.H., Kim, K.S., Lockley, M.G., 2006, 「The oldest record of webbed bird and pterosaur tracks from South Korea(Cretaceous 

Haman Formation, Changseon and Sinsu Islands): more evidence of high avian diversity in east Asia」 『Cretaceous Research』 26, pp.56~69.

8 공달용·임종덕·김태형·남상찬·강정훈·최돈원, 2009, 앞의 논문.  

김삼향, 2008, 「경상남도 중생대 백악기 함안층에서 산출되는 새와 소형 공룡발자국 화석의 층서적 다양성: 생흔층서학적 의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교

육전공 박사학위논문, pp.45~86.

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앞의 보고서. 

김현주·백인성·허민, 201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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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석학적 특성

화석산지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적색 미사암 및 이암

을 주로 하는 함안층과 회색 미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된 

진동층의 경계에 해당하며, 상부로 유천층군의 주산안산

암이 분포한다. 새발자국 화석은 함안층 최상부에 해당

하며 전반적으로 적회색을 띠는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이 

엽층 내지 박층으로 교호하는 암상이 반복적으로 발달한

다. 미사암과 이암은 점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미세

점이층리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한 미사암의 엽층에는 

부분적으로 우상 내지 파상 구조가 확인된다.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는 층을 포함하여 현재 보호

하고 있는 부분은 상부층이 소실되어 외부 환경에 노출되

어 있는 지층으로 공룡발자국과 함께 연흔과 건열 등 다

양한 퇴적 구조가 관찰된다(사진 2A, 2B). 연흔은 선형 

내지 아선형의 파랑연흔으로 새발자국 화석을 비롯하여 

생흔과 함께 관찰된다(사진 2C). 이러한 암상은 화석산지 

바로 후면에 노출된 지층 단면에서도 볼 수 있다.

화석층의 주향은 남서향이며, 단차에 따라 A부터 G까

지 크게 7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A가 가장 상부층이며 

G로 갈수록 하부층을 의미한다(그림 1). 이 중 A와 G층에

서만 연흔이 관찰되며, 나머지 지층에서는 뚜렷한 건열 구

조가 확인된다. A층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밀도를 

보이는 새발자국 화석과 함께 부리흔으로 추정되는 구조

가 관찰되며, B층의 일부에서만 공룡발자국이 확인되었다.

새발자국 화석산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이암이

며 일부는 미사암질 이암의 형태로 산출된다. 이 차이는 

층리의 단면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며, 색이나 조직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대부분 미립의 

석영과 기질로 구성되며 층리면을 따라 입자의 크기와 기

질의 함량이 점이적으로 변한다. 

Ⅳ.   3차원 기록화 및 사면안정성 평가

1. 광대역 및 정밀스캐닝

최근 3차원 스캐닝을 활용한 문화유산의 디지털 기

록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기록과 자료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소실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나 갑작

스런 보수 및 복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자연문화재 중에서 지질유산을 대상으

로 한 디지털 기록화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이러한 3차원 영상 분석을 활

용한 손상도 평가와 보존처리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10

이 연구에 적용한 광대역 스캐너는 자동으로 수평 

360°에 수직 270°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상단에 장착된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009)」, pp.15~22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010)」, pp.19~26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2011)」, pp.19~288. 

이찬희·조영훈·김선덕, 2012b, 앞의 논문. 

유지현·이찬희·어언일, 2012, 앞의 논문.

사진 2    생흔화석과 퇴적 구조의 산출 상태 A: 연흔과 공존하는 새발자국 화석, B: 건열과 공존하는 공룡발자국 화석, C: 연흔과 건열이 공존하는 퇴적 구조.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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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 데이터를 확보하여 스캔 

데이터와의 정합이 가능하다. 3차원 데이터 구축 과정에

서는 노출된 화석산지의 전반적인 지층 형상뿐만 아니라 

보다 세밀한 데이터 획득을 위해 핸디헬드형 정밀스캐닝

을 병행하였다.

2. 기록화 및 도면화

이 연구에서는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현장에서 

광대역 및 정밀스캐닝하고 실내에서 적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3차원 

광대역 스캐닝 데이터의 자료 처리는 정합, 편집 및 병합

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새발자국 화석이 밀집 분

포하는 암면의 폴리곤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그림 2A), 

대표적인 공룡발자국 및 새발자국 화석의 세부적인 형상

에 대한 자료는 <그림 2B> 및 <그림 2C>와 같다.

정합과 병합이 완료된 데이터는 전문응용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2차원으로 도면화하고, 길이와 면적 등 수치 

정보를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완성된 도면은 손상지도 

작성과 초음파 탐사 등 비파괴 정밀진단에 활용하였다. 

이 화석산지는 전면에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어 빛 반사에 

의해 광대역 스캐닝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며, 정밀스캐

닝은 하나의 면만을 대상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지층의 높

낮이에 상관없이 평면으로 전체적인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결과, 연구 대상 화석산지는 바닥에 노출된 지층

과 남서측의 석축 및 북동측의 노두로 구성됨을 알 수 있

다. 노출된 바닥면의 지층은 퇴적 순서와 각 층의 퇴적 구

조를 비롯한 암상의 특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총 7

개 지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 순서는 G → F → E → 

D → C → B → A 순이다. 또한 바닥면에 수직으로 산출

A

그림 2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3차원 스캐닝 데이터 일부, A: 새발자국 

화석층의 폴리곤 데이터, B: 공룡발자국 화석의 폴리곤 데이터, C: 새발

자국 화석의 폴리곤 데이터.

B C

그림 1    화석산지의 퇴적 양상에 따른 지층 구분(퇴적 구조 표현을 위해 발자국은 생략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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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도면상으로는 기재가 어려우나 화석산지의 남서측

으로 상부 노두가 지속된다. 한편 전문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개 지층의 현재 노출된 총 면적을 산출하였으

며, 이 결과는 <표 1>과 같다.

천연기념물 지정의 계기가 된 새발자국과 이를 포

함하는 지층 및 공룡발자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록하

기 위해 지층의 각 면에 대한 길이를 실측하였다. 또한 공

룡발자국은 별도로 너비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수치는 

도면상에 기재하였다(그림 3A, 3B). 정밀스캐닝 결과, 퇴

적 구조 등에 대한 세부 영상이 획득되어 화석산지의 보

존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전체 새발자국에 대한 

세부적인 실측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개별 새발자국 

화석에 대한 학술적 기록화를 위해 정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사면안정성 평가

이 화석산지에는 다양한 불연속면이 발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각 내의 불연속면 분포를 확인하고, 

이들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사투영기법을 적용하

였으며, 각각의 파괴 유형에 대한 영역을 검토하여 사면

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지

현 외(2010) 및 이찬희 외(2012a)가 검토하여 입증된 암

반 사면의 불연속면 안정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11

보호각 내부에서 관찰되는 불연속면은 총 5종류로 

나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불연속면은 층리면이

다. 전체 26개 측정 지점에서 15개의 불연속면을 확인하

였으며, 이를 평사투영하면 중앙에 밀집된다. 층리면을 

제외한 불연속면은 층리면과 수직하게 발달하였으며, 주

로 벽면을 따라 관찰된다. 층리면과 수직하게 발달하여 

80°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경사 방향에 따라 4개 

종류로 구분된다(표 2). 이러한 불연속면은 층리면과 경

사가 마찰각보다 크기 때문에 다양한 파괴 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육안으로 관찰할 때 층리면의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

에 평면파괴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리면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발달한 양상이기 때문에 쐐기파괴
그림 3   A: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평면도, B: 새발자국 산출 지층 및 공룡발자국

의 세부실측도(숫자는 각 면의 길이 및 면적을 의미함).

A

B

11 조지현·조영훈·전유근·최준현·이찬희, 2010,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의 비파괴 정밀진단과 사면안정성 분석」 『보존과학회지』 26, pp.121~132. 

이찬희·전유근·조영훈·서만철, 2012a, 「울산 반구대 암각화 손상도 및 사면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28, pp.153~164.

표 2   새발자국 화석산지에서 측정한 불연속면의 경사 및 경사 방향

경사 88 84 88 86 78 86 84

경사 방향 094 026 106 096 354 264 210

경사 88 84 86 8 8 8 12

경사 방향 084 204 086 140 150 154 164

경사 8 10 10 12 8 8 12

경사 방향 154 152 144 134 140 120 120

경사 10 10 8 8
암반 사면의 경사와 

경사 방향

경사 방향 128 126 140 110 80 / 040

표 1   새발자국 화석산지 바닥면의 지층별 면적 (층명은 <그림 1>과 같음)

층 A B C D E F G

cm2 50,208 116,296 57,072 31,774 11,297 7,53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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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 또한 낮을 것이다. 그러나 불연속면에 의해 떨

어져 나온 암석이 사면의 상부에 블록 형태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전도파괴의 위험은 확인할 수 있다. 사면안

정성 분석을 위해 불연속면 측정 자료를 평사투영하여 각

각의 파괴 유형에 대한 3개의 결과를 얻었다(그림 4). 사

면의 마찰각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퇴적암의 

평균 마찰각(30°)을 적용하였다.12 화석산지의 층리면은 

마찰각보다 작기 때문에 사면의 경사와 경사 방향은 벽면

의 값을 사용하여 80/040을 대입하였다.

화석산지 사면의 경사와 경사 방향은 중앙의 녹색 

호와 같으며, 평면파괴를 일으키는 사면 경사에 대한 절

리의 경사한계를 녹색 원으로 표기하였다. 평면파괴는 

경사 방향의 ±20°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파괴의 한

계각을 검은 선으로 표기하였다. 파괴는 마찰각보다 커

야 하므로 파괴 영역을 도시하면 <그림 4A>와 같다. 불

연속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층리면과 평행한 방향

이며, 마찰각 내에 위치한다. 또한 수직한 방향의 절리는 

경사가 매우 커 투영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평면파괴를 유발하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는다. 따라서 평면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화석산지 사면의 경사와 경사 방향은 평면파괴와 동

일하게 중앙의 녹색 호로 표기하였으며, 마찰각을 붉은 원

으로 표시하였다. 평면파괴와 달리 쐐기파괴의 마찰각은 

90°에서 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괴 영역은 사면의 경

사 방향과 마찰각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4B). 쐐기파

괴는 2개 이상의 절리군이 교차하며, 이 지점이 파괴 영역

에 도시될 때 파괴가 발생한다. 파괴 영역을 통과하는 절리

군은 2개가 관찰된다. 그러나 교차 지점은 파괴 영역의 바

깥 부분에 도시되었다. 따라서 쐐기파괴의 발생 확률도 낮

으나, 충격 또는 진동에 의한 쐐기파괴의 가능성은 있다.

다른 파괴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면의 경사와 경사 

방향을 녹색 호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각도를 붉

은 호로 표기하였다. 전도파괴는 경사 방향의 ±30° 범위

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검은 선으로 한계영역을 표시하였

다. 이 화석산지는 전도각보다 바깥쪽에 파괴 영역이 위

치하게 된다(그림 4C). 전도파괴는 블록 형태의 암반이 

충격이나 진동에 따라 넘어지는 형태의 파괴로, 일부 불

연속면이 파괴 영역에 도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

정된 공간에서 적은 개수의 불연속면을 투영한 결과로, 

더 많은 불연속면을 조사할 경우 더 많은 절리가 전도파

괴 영역에 도시될 수 있다. 

그림 4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불연속면에 대한 안정성 해석, A: 평면파괴 영역 산출, B: 쐐기파괴 영역 산출, C: 전도파괴 영역 산출.

A B C

12 Barton, N., 1973, 「Review of a new shear strength criterion for rock joints」 『Engineering Geology』 7, pp.287∼332. 

Barton, N., 1976, 「The shear strength of rock and rock joi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 Geomechanics 

Abstracts』 13, pp.2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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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밀진단 및 손상도 평가

1. 손상상태 진단

문화재의 손상은 원인에 따라 물리적·생물학적 및 

화학적으로 구분되며, 물리적 손상은 구조적 불안을 초래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물리적 풍화가 심화된 부

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손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 화석산지의 물리적 손상 양상은 절리, 균열, 

탈락 및 박리 등으로 나타난다(사진 3). 화석산지는 미사

암과 이암이 엽리 또는 박층으로 교호하는 암상을 보이

며, 지층과 동일한 방향으로 쪼개짐이 발생하기 쉬운 물

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건조에 따른 부피의 수축

이 발생하게 되면 암석이 갈라지는 균열과 표면층이 얇게 

떨어져 나가는 박리가 발생하게 된다.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암상의 특성에 따른 절

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상부층의 일부가 탈락되면

서 그 하부층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화석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절리를 기준으로 주변에 발생된 탈락과 노

출된 층의 모서리 부분에서 관찰되는 탈락만을 기재하였

다(사진 3A). 또한 화석산지에서 확인되는 물리적 손상

으로서 미세균열이 수반되는 박리와 박락 등이 도처에서 

관찰된다(사진 3B, 3C).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발자국 화석

이 관찰되는 지층을 비롯하여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층을 

대상으로 손상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암석의 화학적 손상은 보통 변색을 수반하며 표면에 

오염물질을 침착시킨다. 이 화석산지의 경우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심과 공업단지 등으로부터 비교적 거

리가 있는 지점에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변색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표면에서 광물의 화학적 변색은 확인되지 않

으나, 일부 단면에서는 백화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사

진 4A, 4B). 이 중에서 보호각 기둥의 하단에 발생한 오염

물은 마감처리제로 사용한 콘크리트 모르타르로부터 기

인한 백화현상이 바로 하부의 암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진 4B).

하단의 화석산지 표면에서는 일부 조류 배설물, 남

동측과 북서측의 상부 노두 표면에서는 지의류 등에 의한 

다량의 생물오염이 나타난다(사진 4C). 또한 선행 보존처

리의 보수물질의 흔적이 존재하며, 이들은 절리면의 충전

사진 3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물리적 풍화 양상, A: 절리 및 탈락, B: 새발자국과 공존하는 미세균열과 박리, C: 무척추동물 생흔화석 및 박락.

BA C

사진 4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표면 오염 및 손상 현황, A: 화석산지 하단 지층 단면의 백화현상, B: 보호각 기둥 하단에서 관찰되는 백화현상, C: 새발자국 화석지층 표면에

서 관찰되는 생물 피복.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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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합에 사용한 실리콘계 접착체로 이미 노후하여 재처

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화학적 변색과 생물오염은 도면

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표면 오염물은 각각의 성분을 

확인하고 원인을 검토하였다.

2. 초음파 물성평가

초음파를 이용한 문화재의 비파괴 물성평가는 이미 

잘 알려진 기법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많이 적용

되어왔다. 그러나 초음파는 측정방법, 표면 거칠기 및 내

부 조직의 이방성과 같은 암석 물성의 차이, 측정자의 경

험 등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이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정

량화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13 이 연구에서

는 초음파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조영훈과 이찬희

(2014; 2015), Lee and Jo(2017)가 제시한 초음파 속도 신

뢰도 검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측정 조건을 설정하였다.14

새발자국 화석산지를 이루는 암상과 같이 층리가 발

달한 퇴적암은 동일 암석 내에서도 층리의 두께 차이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의 보정계수가 큰 편차를 보이며, 

이 차이는 풍화도에 따라서 더욱 커진다. 이는 층리로 인

한 암석 내부의 구조적 이방성이 초음파의 속도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석산지를 구성하는 암석

의 보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새발자국 화석이 

위치한 지층 또는 풍화 정도가 유사한 암석 시료가 필요

하지만 천연기념물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시료 확보

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입면적으로 산출되는 화석산지에 유

일하게 적용 가능한 간접전달방법을 적용하여 초음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속도를 직접법으로 환산하기 위

한 별도의 보정계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탐촉자와 

암석 표면의 공극을 메우기 위해 조영훈과 이찬희(2014; 

2015)가 제안한 접촉 매질인 엘라스토머 커버를 사용 

하였다.15 엘라스토머 커버는 탐촉자의 형태에 맞게 제작

되어 탐촉자와 측정 대상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할 수 

있어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매우 큰 장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Iliev(1966)의 풍화도지수(Κ)를 적용

하여 화석산지 구성 암석의 풍화 정도를 파악하였다.16 이

를 위해서는 동일 암석에서 풍화를 받지 않은 신선부의 

초음파 속도 값이 필요하나, 문화재의 특수성 때문에 신

선부에 대한 측정값을 얻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가장 높

은 초음파 속도를 나타낸 측정 지점을 신선한 부분으로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 지점의 상대적 풍화도를 기

록하였다.

실제 측정에서는 거리를 15cm 간격으로 설정하여 

총 156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화석산지의 전체

적인 풍화도를 검토하기 위해 바닥에 노출된 지층뿐만 아

니라 기둥 하단에 노출된 북서측 노두에 대해서도 초음

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 화석산지를 구성하는 암

석의 초음파 속도는 1,139∼5,731㎧(mean; 3,315㎧)로 넓

은 분포의 값을 보였다. 집중적인 분포를 보인 속도대는 

13 서만철·송인선·최희수, 2001, 「암석의 파괴 확률 분석을 통한 불국사 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 『지구물리학회』 4, pp.57~69. 

서만철·송인선·최희수, 2002, 앞의 논문. 

이찬희·조영훈·전유근, 2009, 「석조문화재 풍화도 평가를 위한 초음파 측정의 설정과 직접·간접 전달방법의 상관관계」 『보존과학회지』 25, pp.233~244.

14 조영훈·이찬희, 2014, 「함수율과 이방성을 고려한 석조문화유산의 초음파 측정방법 설정」 『보존과학회지』 30, pp.467~480.  

조영훈·이찬희, 2015,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도에 적합한 초음파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연구」 『보존과학회지』 31, pp.267~278.  

Lee, C.H., Jo, Y.H., 2017, 「Correlation and correction factor between direct and indirect methods for the ultrasonic measurement 

of stone samples」 『Environmental Earth Science』 76, pp.477~489.

15 조영훈·이찬희, 2014, 앞의 논문. 

조영훈·이찬희, 2015, 앞의 논문. 

16 Iliev, I.G., 1966, 「An attempt to estimate the degree of weathering of intrusive rocks from their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Rock Mechanics』 1,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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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000㎧ 영역으로 가장 신선한 부분과는 약 2,500

∼1,700㎧ 정도의 속도차를 보였다. 이 초음파 속도를 바

탕으로 풍화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최대값은 0.80이며 평

균 0.42의 풍화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0.30∼0.50에서 

가장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따라서 이 화석산지는 대체로 중간풍화단계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화석산지의 부분적 풍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초음파 속도를 풍화도지수로 환산하여 등고선도로 제작

하였다. 이때 측정 지점 사이의 공간자료를 표현하기 위

한 보간법으로는 크리깅법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풍화도지수 도면을 통해 연구 대상 화석산지의 상대적 풍

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석축이 있는 남동쪽보다 북서쪽

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풍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특히 보호각 기둥 주변에서 완전풍화단계(CW)

의 취약한 물성을 보임과 동시에 가장 느린 초음파 속도

(1,139㎧)가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약한 물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지층의 노출은 하부에 비해 상부가 먼저 

발생하며, 따라서 상부층이 풍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지므로 풍화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

구 대상 화석산지는 바닥에 노출된 하부 지층면들의 풍화

도지수가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최

상부에 해당하는 새발자국 화석층이 노출시간이 가장 길

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중간풍화단계

(MW)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층에 절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2013년에 수행되었던 보존처리에 의

해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석산지의 남동쪽 부분은 거의 풍화가 진행되

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여기도 절리가 발달하지 않은 구

간이며 동일 지층에서도 지면에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므로 풍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음파 속

도는 암석의 함수율에 영향을 받으며, 함수율이 높아지면 

초음파 속도가 빨라진다.17 따라서 지하수 등의 요인으로 

이 구간 암석의 내부 공극 등이 수분에 포화되어 풍화도

가 낮게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7 Ramana, Y.V., Benkatanarayana, B., 1973, 「Laboratory studies on Kolar rock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 & Geomechanics Abstracts』 10, pp.465~468. 

Wyllie, M.R.J., Gregory, A.R., Gardner, L.W., 1956, 「Elastic wave velocities in heterogeneous and porous media」 『Geophysics』 21, 

pp.41~70. 

그림 5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풍화도지수를 이용한 2D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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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박리 및 오염물 분석

화석산지 암석의 물리적 풍화 요인 중 박리에 대한 

손상도 평가를 위해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적용하였다. 

암석 표면에 박리가 발생하여 표면 아래층에 결함부가 생

성되면, 이 부분의 공기층은 암석에 비해 외부 온도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

하게 되면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건전부와 박리부를 명확

하게 구별할 수 있다.18

이 연구에서는 우선 타진법을 적용해 일차적으로 박

리를 검출하였다. 이후 동일 지점에 대해 적외선 열화상 

촬영을 시행하여 보다 정량적으로 박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열화상 이미지 및 고해상도 사진과 병합하여 

도식화하였다(그림 6). 또한 열화상 이미지 분석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온도 분포 분석 및 박리 부위 산출을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 화석산지는 총 7개의 지층과 후면 및 북동

측에 분포하는 노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발자국이 산출

하는 지층에서 미약한 백화현상 및 갈변현상이 관찰되나

(그림 7, 사진 5), 뚜렷한 화학적 풍화 양상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서측 노두는 보호각 기둥과 모르타르

에서 발생한 적색 오염과 백화현상이 확인된다. 또한 후

면 노두에서는 황백색 오염물과 페인트로 보이는 적색 오

염물이 관찰된다.

변색을 비롯한 표면 오염물은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

며 2차적인 손상을 가하므로 발생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

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석산지의 대표적

인 표면 오염물을 대상으로 P-XRF를 활용한 현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 지점은 지층 단면에서 4지점, 북서측 

노두의 보호각 기둥 하단에서 3지점, 후면 노두에서 4지

점으로 총 11지점이다(그림 7). 측정 지점의 산출 상태와 

분석 결과는 <사진 5> 및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중

에서 8과 9지점에서 백색의 결정질 오염물을 미량 수습하

여 SEM-EDS 및 X-선 회절분석을 병행하였다.

바닥층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백화 및 갈색 변색은 

Fe, Ca, K 등이 오염물의 주요 구성 원소로 나타났다. 갈

색 변색부는 적색을 띠는 원암보다 황색으로 밝은 색을 

띠는 부분으로 4번과 같이 Ca 함량이 35.14wt.%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3번과 달리 표면에 결정질 오염물이 

달라붙으며 변색이 발생한 경우로 지하수 등에 영향을 받

아 생성된 염화물로 판단된다(사진 5, 표 3).

<그림 7> 및 <사진 5>의 5∼7번은 북서측 노두

에 설치한 보호각 기둥과 모르타르 주변에 나타나는 백

화 및 갈색 변색부이다. 백화는 모르타르 주변과 하단

18 조영훈·이찬희·유지현, 2013, 「석조문화유산의 박리 검출을 위한 수동적 적외선 열화상 분석의 적용성 연구」 『보존과학회지』 29, pp.55~67.  

Jo, Y.H., Lee, C.H., 2014, 「Quantitative modeling of blistering zones by active thermography for deterioration-evaluation of stone monument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15, pp.621~627.

그림 6 적외선 열화상 촬영을 통한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박리부 검출.

그림 7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P-XRF 측정 위치(번호는 <사진 5> 및 <표 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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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반 표면에서도 확인된다. 이 백화 부분에서는 Ca

가 46.23wt.%와 50.78wt.%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3). 

이는 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모르타르가 빗물 등의 영향

으로 용해되어 표면에 백화현상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

된다. 모르타르 표면의 갈색 변색부는 백화에 비해 적

은 Ca 함량(13.74wt.%)을 보인다. 그러나 Fe는 백화부

(0.10~0.22wt.%)에 비해 상당히 높은 6.21wt.%의 함량을 

보였다(표 3). 이는 갈변이 보호각 기둥의 철골 구조에 영

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화석산지 후면 암반에서 관찰되는 결정질 오염물은 

백색부와 다소 갈색 변색이 일어난 부분으로 구분되며, 

Ca의 함량이 각각 43.76wt.%와 37.39wt.%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여기에서도 백색부에 비해 갈변부에서 Fe

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철이 갈변의 원인으

로 해석할 수 있다(표 3). 이는 측정 지점 4의 오염물과도 

유사한 양상이다. 후면 암반의 표면에 노출된 적색 비정

질 오염물에서는 Fe가 4.19wt.% 및 4.77wt.%로 가장 높

게 나타나며 Mn이 2.62wt.%와 1.24wt.%로 다른 오염물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Ti도 확인되는 것

으로 보아 이 오염물은 보호각 공사에서 야기된 페인트로 

판단되었다(표 3).

이 결정질 표면 오염물을 보다 정량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현장에서 극미량 수습하여 SEM-EDS 관찰 및 분

석용 시료로 활용하였다. 이 결과, 전반적으로 Ca 함량

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사진 6, 표 4). 특히 Ca이 가

장 높은 지점은 13번(45.22wt.%)으로, 이는 표면이 갈

변으로 나타난 부분에 해당한다(사진 6F). 여기에서는 

Mn(0.12wt.%)과 Fe(0.22wt.%)도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철과 망간이 변색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백색 표면 오염물(사진 6A∼6E) 역시 Ca 함량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X-선 회절분석 결과, 대부분 방해석으

로 동정되었다(그림 8). 

표 3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P-XRF 측정 결과(wt.%), (번호는 <그림 7> 및  

<사진 5>와 같음) 

원소

1 2 3 4 5 6 7 8 9 10 11

백화 백화 갈변 갈변 백화 백화 갈변 백화 갈변
적색 안료
오염물

K 2.00 1.96 1.59 0.31 0.19 0.17 1.50 0.12 0.37 1.58 1.28

Ca 0.94 1.55 6.74 35.14 46.23 50.78 13.74 43.76 37.39 0.79 0.84

Ti 0.44 0.33 0.24 0.06 0.03 <LOD 1.00 <LOD 0.09 0.27 0.25

Mn 0.14 0.07 0.21 0.39 0.03 0.02 0.14 0.01 0.14 2.62 1.24

Fe 3.48 3.24 3.56 1.17 0.22 0.10 6.21 0.09 1.34 4.19 4.77

Zn 0.02 0.02 0.02 0.01 0.01 0.01 0.04 <LOD 0.01 0.01 0.01

Rb 0.01 0.01 0.01 0.01 0.01 0.01 0.01 <LOD 0.01 0.01 0.01

Sr 0.02 0.01 0.02 0.05 0.03 0.04 0.05 0.01 0.01 0.02 0.02

Ba 0.05 0.04 0.04 0.06 0.07 0.07 0.09 0.05 0.09 0.05 0.05

< LOD; limit of detection사진 5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P-XRF 측정 지점 세부 사진(번호는 <그림 7> 및 

<표 3>과 같음). 

A B

C D

E F

G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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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새발자국 화석산지 표면 오염물의 SEM-EDS 관찰 및 분석(번호는 <표 4>와 

같음), A, B: Ca가 검출된 결정질 백색 오염물, C, D: Ca가 매우 높은 백색 오

염물, E: 백색 오염물과 공존하는 운모류, F: 갈색 변질을 보이는 표면 오염물.

A B

C D

E F

19 조영훈·이찬희, 2011, 앞의 논문.

20 조영훈·이찬희, 2011, 앞의 논문.

따라서 이는 화석산지를 구성하는 퇴적암의 교결물

질로 탄산염 광물이 작용하였으며, 이 탄산염 물질이 강

수 및 지하수에 의해 용탈되어 층리면을 따라 용출되면서 

염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표면 오염물은 완전한 

결정질 또는 비정질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다.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5번에서는 S가 검출되고 Ca가 상대

적으로 낮았다. 이는 석고(gypsum; CaSO4)와 같은 오염

물로 판단되나, 완전한 결정으로 형성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 및 12번은 판상 운모의 영향을 받아 K

와 Al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4. 손상도 평가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정량적인 손상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물리

적 풍화 양상을 손상지도로 작성하였다. 조영훈과 이찬

희(2011)에 의하면 손상지도의 정확도는 실측 도면의 정

확도에 비례하므로 3차원 스캐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실

측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19 이 연구에서

도 3차원 스캐닝을 통해 획득한 도면을 손상지도에 적용

하였다.

암석의 물리적 풍화 양상 중 균열은 그 폭이 다양하

고 하나의 균열에서도 일정하지 않은 양상을 띠므로 탈

락, 박락 및 박리와 달리 면적이 아닌 선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전체 면적에 대한 백분율로는 손상률 산출이 불가

능하다. 조영훈과 이찬희(2011)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균열지수(CI: crack index)를 제안하였다.20 이 

그림 8  노두 표면 백색 오염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 (Ca: 방해석, Q: 석영).

표 4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SEM-EDS 분석 결과(wt.%), (번호는 <사진 6>과 같음)

번호 Si Al Ti Fe Mn Ca Mg Na K S O

1 3.26 2.53 0.00 2.19 0.00 24.80 0.70 0.00 1.07 0.00 65.45

2 25.49 12.57 0.44 5.06 0.00 1.13 1.22 0.79 5.76 0.00 47.55

3 6.79 5.75 0.00 3.19 0.00 38.06 1.35 0.00 0.00 0.00 44.87

4 1.73 1.00 0.00 1.43 0.00 22.20 0.74 0.00 0.00 0.00 72.90

5 2.78 2.25 0.00 0.00 0.00 11.25 1.00 0.00 5.74 1.37 75.61

6 6.60 6.39 0.00 4.08 0.00 16.71 0.83 0.00 0.32 0.00 65.08

7 6.79 5.75 0.00 3.19 0.00 38.06 1.35 0.00 0.00 0.00 44.86

8 1.73 1.00 0.00 1.43 0.00 22.20 0.74 0.00 0.00 0.00 72.90

9 0.28 0.38 0.00 0.00 0.00 62.19 0.00 0.00 0.00 0.00 37.15

10 1.63 1.20 0.00 0.63 0.00 53.78 0.45 0.00 0.00 0.00 42.30

11 24.52 16.08 0.00 9.49 0.00 3.86 1.74 0.00 11.79 0.00 32.52

12 17.11 11.64 0.56 12.94 2.27 7.50 2.25 0.00 8.90 0.00 36.83

13 0.41 0.43 0.00 0.22 0.12 45.22 0.30 0.00 0.00 0.00 53.29

14 24.86 9.55 0.35 4.79 0.00 4.39 2.28 0.73 3.14 0.00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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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산지는 자연 암반에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절리는 

암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한 

취성 구조이다. 퇴적암에서 관찰되는 절리는 일반적으로 

층리면에 수직으로 발생하며, 평행한 단열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나타난다. 

또한 층상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퇴

적층에서만 발달하는 층경계 절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두 층에 한정되거나 몇 개의 층을 횡단하며 발생하는 경

우는 비층경계 절리로 정의된다.21 이 화석산지에서 나타

나는 절리는 하나의 층을 넘어서면 구조가 약해지거나 사

라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층경계 절리로 판단된다. 화석

산지의 표면에 노출된 지층을 대상으로 물리적 손상지도

를 작성하고 손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그림 9, 표 

5). 이를 통해 화석산지의 전체적인 손상 양상을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 남동-북서 방향과 북북동-남남서 방향으

로 가로지르는 절리들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하부 지층에 발달한 절리 주변으로 탈락이 형

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박락은 상대적으로 상부 지

층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있으며, 이 지층은 새발자국 화

석이 연흔과 함께 산출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물리적 손

상들은 전반적으로 암반이 있는 북동측에서 우세하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층준 및 퇴적 구조에 따라 분류한 층

(그림 1) 중에서 가장 손상이 적은 지층은 최상부의 새발

자국 화석이 주로 산출되는 지층이다. 이는 박락과 일부 

미세균열 및 박리가 관찰되나 절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손상 유형에 대한 균열지수(CI) 및 손상률

(%)을 산출한 결과, 전체 면적과 대비하여 박락 0.49%, 

박리 0.04%, 탈락 0.28%로 박락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

였다. 또한 균열지수는 절리가 6.2, 미세균열이 0.4로 절

21 장태우·손병국, 2009, 「경상누층군 퇴적암의 절리 특성 연구」 『지질공학』 19, pp.351~363.  

Odonne, F., Lezin, C., Massonnat, G., Escadeillas, G.,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joint aperture, spacing distribution, vertical dimension and 

carbonate stratification: An example from the Kimmeridgian limestones of pointe-du-Chay (France)」 『Journal of Structural Geology』 29, pp.746~758.

표 5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물리적 손상률

절리 미세균열 박리 박락 탈락

균열지수(CI) 6.20 0.40 - - -

점유율(%) - - 0.04 0.49 0.28

그림 9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물리적 손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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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매우 우세한 손상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5). 그러나 

절리를 제외한 모든 손상 요인에서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므로, 현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는 전체적으로 

풍화도가 매우 낮으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Ⅵ. 보존과학적 고찰

국내에서는 현재 22곳의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화

석산지가 풍화 및 침식작용이 활발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

어,22 복합적인 손상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석산지를 비롯한 지질 분야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제

점들이 제기되면서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이는 주로 화석산지 구성 암석의 물리적 및 암석광

물학적 특성을 검토한 것이다.23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

소(2008)는 효율적인 화석산지의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하

고자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 현황과 원인, 보호각 및 보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객관적인 체크리스

트를 제안하였다.24 

최근에는 석조문화재의 정밀진단 및 보존방안 수립

에 적용되어오던 비파괴 안전진단기법을 활용하여 천연

기념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손상 현황을 정밀진단하

고 이를 근거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연구가 진행되

는 추세이다.25 이 연구에서도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의 종합적인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비파

괴 정밀진단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 화석산지의 종합 

손상도 평가 결과, 절리가 균열지수 6.20으로 가장 높은 

손상률을 보였으며, 미세균열, 박락, 탈락, 박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화석산지 암석의 초음파 물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풍화단계로서 새발자국이 산출되는 가장 상부층에서 풍

화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공룡발자국 화석 부근은 풍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면안정

성 평가 결과, 화석산지의 암반 사면은 평면 및 쐐기파괴

에는 안정적이지만 전도파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 화석산지의 전반적인 풍화 

및 손상 정도는 비교적 낮으며 양호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는 단면에서 백화 오염물이 

확인되었으며, 후면의 암반에서도 결정상의 염화오염물

이 관찰되었다. 화석산지에서 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

은 곳은 관찰되지 않으나, 암상의 특성에 따라 층과 층 사

이로 강우나 지표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보호각 기둥 하단으로 모르타르에 의

한 백화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새발자국 화석이 산출

되는 지층 하단으로는 기존의 보존처리에서 사용하여 노

후가 진행된 실리콘계 접착제가 노출되어 있다. 또한 후

면과 북서측 노두에는 상당량의 생물 피복이 관찰된다.

이는 일시적인 보존처리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

운 과제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처

리가 필요할 것이다. 보존처리는 일반적인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을 채택하여 기본적으로 표면 정리, 기존 

22 양승영, 2006, 「자연유산으로서 화석 표본과 산지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 『한국고생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pp.30~40. 

23 조현구·김수진·장세정, 2002, 「해남 공룡 화석산지 퇴적암의 물리적 성질: 쳐트 함량과의 관계」 『한국광물학회지』 15, pp.132~139. 

정기영·김수진, 2004, 「35번 고속도로 고성 교차로 지역 공룡발자국의 보존을 위한 응용광물학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17, pp.189~199.

24 공달용·김태형·남상찬·임종덕, 2008, 앞의 논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앞의 보고서.

25 양혜리·이규혜·박준형·이찬희, 2018,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 화석의 보존과학적 분류 및 손상도 평가」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10, p.329. 

유지현·이찬희·어언일, 2012, 앞의 논문. 

이찬희·조영훈·김선덕, 2012b, 앞의 논문. 

Lee, G.H., Park, J.H., Lee C.H., 2018, 「A study on conservation scheme and deterioration evaluation of stromatolite in exposed field condition」 『The 

35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 Society for Scientific on Cultural Property Abstracts』, pp.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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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제 제거, 세정 및 탈염, 강화 처리, 주변 정비의 순으

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각각의 처리과정에서 사용하

는 처리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상실험 등 현장 적용 연

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문화재라는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 느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해야 할 것이며, 지사 및 자연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다양

한 생흔화석 및 퇴적 구조가 산재하므로 연구 대상 화석

산지 전체를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Ⅶ. 결 언

1.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222호)

에서는 Koreanaornis hamanensis와 Jindongornipes kimi 

두 종의 새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용각류 발자국과 

생흔화석 Cochlichnus가 보고되었다. 특히 Koreanaornis 

hamanensis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화석종으로 학

술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2. 이 일대는 예로부터 구들장용 판석을 채석하던 

곳으로 1969년에 세계적 희귀 화석지로 알려지면서 인위

적으로 크게 훼손되면서 지정 당시에 비해 25%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화석산지는 경상누층군 하양층군의 함안

층 최상부 지층으로 주로 적회색의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

이 교호하는 암상을 보인다.

3. 미사암과 이암의 경계는 점이적으로 미세점이층

리가 발달하며, 연흔과 건열 등의 퇴적 구조가 뚜렷하다. 

3D 기록화 결과, 노출면은 퇴적 순서와 구조 및 암상에 

따라 총 7개의 지층으로 구분된다. 이 중 새발자국 화석

은 주로 최상부층에서 나타난다.

4. 비파괴 손상도 평가 결과, 화학 및 생물학적 손상

은 바닥면에 노출된 7개 지층에서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

다. 물리적 손상도 박락 0.49%, 박리 0.04%, 탈락 0.28%

로 매우 낮은 손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절리 등 불연속면

은 균열지수 6.20으로 비교적 높으며, 배면과 북서측 노

두의 표면에서 생물 피복과 염분에 의한 백화현상이 관찰

되었다.

5. 화석산지의 초음파 물성은 전반적으로 중간풍화

단계(MW)를 보였다. 특히 공룡발자국이 있는 남측이 상

대적으로 신선하며, 보호각 기둥 주위로 풍화가 진전된 양

상을 보인다. 화석산지에 발달한 불연속면은 5종류로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불연속면은 층리면이다. 평사투영

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평면 및 쐐기파괴에는 

안정적이나 전도파괴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 화석산지의 풍화 및 손상 정도는 비교

적 낮으며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야

외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화석산지는 물리화학적 풍화가 

가속될 것이며, 보호각 기둥과 접하는 모르타르 백화현상

은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

니터링과 보존처리 및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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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d Track Site in the Haman Formation in Yongsanri (Natural Monument No. 222) was reported on the 

named Koreanaornis hamanensis and Jindongornipes kimi sauropod footprint Brontopodus and ichnospecies 

Ochlichnus formed by Nematoda . This site has outstanding academic value because it is where the second-

highest number of  bird tracks have been reported in the world.  However, only 25% of  the site remains after being 

designated a natural monument in 1969. This is due to artificial damage caused by worldwide fame and quarrying 

for flat stone used in Korean floor heating systems. The Haman Formation, including this fossil site, has lithofacies 

showing reddish-grey siltstone and black shale, alternately. The boundary of  the two rocks is progressive, and 

sedimentary structures like ripple marks and sun cracks can clearly be found. This site was divided into seven 

formations according to sedimentary sequences and structures.

The results of  a nondestructive deterioration evaluation showed that chemical and biological damage rates 

were very low for all formations.  Also, physical damage displayed low rates with 0.49% on exfoliation, 0.04% 

on blistering, 0.28% on break-out; however, the joint crack index was high, 6.20. Additionally, efflorescence was 

observed on outcrops at the backside and the northwestern side. Physical properties measured by an indirect 

ultrasonic analysis were found to be moderately weathered (MW). Above all, the southeastern side was much fresher, 

though some areas around the column of  protection facility appeared more weathered. 

Furthermore, five kinds of  discontinuity surface can be found at this site, with the bedding plane showing the 

higher share.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oppling failure occurring at this site but stable on plane and wedge failure  by 

means of  stereographic projection. We concluded that the overall level of  deterioration and stability were relatively 

fine. However, continuous monitoring and conserva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as 

situations such as the physicochemical weathering of  the fossil layer, and the efflorescence of  the mortar adjoining 

the protection facility’s column appear to be challenging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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