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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d track fossil site in Haman Formation is divided into seven sedimental layers by the sedimentary

structures, lithofacies and sequences. The bird tracks top on the highest layer, which includes ripple marks and

suncracks. The layer has lithofacies with reddish grey siltstone and dark grey mudstone, alternately. As an analysis

for the same rocks of the fossil site, physical properties show on mean values for 0.62% of absorption rate, 1.64%

of porosity and 2.63 of specific gravity. Rock-forming minerals composed mainly of plagioclase, quartz, calcite,

chlorite and mica. Meanwhile, we executed an experiments based on the petrography and weatherings to find a

proper consolidants. In the experiments, the OH 100 reagent proved stable aspect and the lowest transition rate in

terms of weight and chromaticity. Also, it showed the highest increase in ultrasonic velocity, improv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rocks. In the case of applying the OH 100 with antihygro, an swelling inhibitors on the

sedimentary rocks, the chromaticity indicated an stable transition aspect. When it comes to the physical properties,

the antihygro also decreases the porosity effectively. Thus, the most proper method for the fossil site of Haman

Formation is to apply antihygro and OH 100 reagents since the rocks includes clay minerals that show swelling

characteristics. However, this result is deduced from an indoor application experiments, leaving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how these reagents would affect the bird tracks site under the field condition.

Key words : bird track fossil site, conservation treatments, consolidants, swelling inhibitors, application experiments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는 퇴적순서와 구조 및 암상에 따라 7개의 지층으로 구분되며, 새발자국은 최상부층에서 나

타난다. 이 화석층에는 연흔과 건열 등이 분포하며, 주로 적회색 미사암과 흑색 이암이 교호하는 암상을 보인다. 화석

층과 동일 암석을 수습하여 물리적 및 광물학적 특성 분석 결과, 흡수율 0.62%, 공극률 1.64%, 비중 2.63이며, 조암

광물로는 사장석, 석영, 방해석, 녹니석 및 운모가 동정되었다. 화석지의 암석학적 및 풍화특성을 바탕으로 보존처리

에 적합한 강화제 적정성 실험 결과, 시료의 무게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OH 100이었다. 강화실험에 따른 색차도 OH

100을 적용한 시료에서 가장 안정적임을 보였다. 팽윤저지제와 병행하여 강화제를 처리한 시료는 색차에 큰 변화가

있었다. 초음파 속도 변화 역시 OH 100에서 가장 높아져 암석의 물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팽윤저지제와 함께

OH 100을 적용한 경우에 공극율이 감소하여 물성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함안층 새발자국 화

석지는 점토광물을 포함하는 세립질 퇴적암으로 점토광물의 층간간격 및 흡수율 감소를 통한 물성강화를 위해 실제

화석지에는 팽윤저지제(antihygro)와 OH 100 강화제를 병행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내 함침실험 결과이므로 화석지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실험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

주요어 : 새발자국 화석지, 보존처리, 강화제, 팽윤저지제, 적용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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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세립질 퇴적암을 모암으로 하며 학술적 및 자연유산

적 가치가 높은 화석지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는 자

연적 풍화와 인위적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 관

리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는 백악기 조류에 대한 생흔자료로서 세계적으

로도 드문 사례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곳이다. 따

라서 화석지의 손상속도를 저감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파괴 정밀진단 및 체계적인 보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석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존과

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o and Lee, 2009; 2011;

Lee et al., 2009; 2010; Suh et al., 2001). 이를 통

해 문화유산의 비파괴 안전진단과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방법이 정립되었으며, 보존처리 및 관리방안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화석산지와 같

은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는 사례가 많지

않다(Kong et al., 2008; Lee et al., 2012; Yoo et

al., 2012). 이 연구의 대상인 함안층 화석산지에 대해

서는 현황과 사이트 환경, 고생물 및 암석학적 특성,

손상도 평가 및 일반적 관리방안 등이 필자들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9).

화석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이 위치한 환경

에 따른 현황 기록과 함께 비파괴 정밀진단과 암석학

적 손상 특성을 반영한 보존처리 설계 및 과학적인 시

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함안층 새발자

국 화석산지의 보존과학적 진단과 손상도 평가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보존처리 임상실험을 통해 보다 안

정적인 강화처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결과는 현장

적용실험 등의 검증을 거쳐 유사 사례의 화석산지 보

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 황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 일대는 남강

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함안을 중심으로 넓은 충적평야

가 형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아라가야의 중심지

로 알려져 있다. 화석산지가 있는 칠원은 함안의 최동

단에 위치한다. 이 일대의 사이트 환경과 지질 및 고

생물학적 의미, 화석지의 보존상태와 손상도 평가 등

은 Lee et al.(2019)에 의해 상세히 보고된 바 있어,

여기에서는 간단히 표시하였다(Fig. 1).

이 화석산지는 주로 적회색 미사암 및 이암으로 구

성된 함안층과 회색 셰일 및 이암으로 이루어진 진동

층의 경계 지점에 분포한다. 화석층은 함안층 상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적회색을 띠는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이 엽층 내지 박층으로 교호하는 암상이 반복적으

로 발달되어 있다. 새발자국 화석층을 포함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부분은 상부층이 노출되어 있는 지층으

로 연흔과 건열 등 다양한 퇴적구조가 나타난다.

Fig. 1. Classification of sedimentary lithofacies in the studied fossil site. The bird tracks were omitted to illustrate

sedimentary structure (L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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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석층은 퇴적구조를 기준으로 Fig. 1과 같이 보

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9). 남동쪽에는 석축이

있고, 북서쪽에는 기반암에 축조한 보호각의 기둥이 위

치한다. 화석층의 주향은 남서향이며, 지층 단차에 따

라 A부터 G까지 크게 7개 층으로 세분할 수 있다. A

가 가장 상부층이며 G로 갈수록 하부층을 의미한다. A

와 G층에서만 연흔이 관찰되며, 다른 층에서는 뚜렷한

건열구조가 확인된다. 한편 A층에서는 상당한 밀도를

갖는 새발자국 화석과 함께 부리흔으로 추정되는 구조

가 관찰되며, 건열이 분포하는 B층의 일부에서만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다(Lee et al., 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2.2.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화석산지 주변의 지리적 위치, 지형,

지질 및 암석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화석산지 암석

의 풍화특성에 따른 적정 강화제 실험을 위해 주변 암

반에서 탈락한 동종의 암편을 수습하여 실험과 검토를

병행하였다. 수습한 암편은 실체 및 편광현미경 관찰,

X-선 회절분석, 기초물성 분석 등을 통해 암석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를위해 Nikon 사의 SNZ 1000 실체현미경과

Eclipse E 600W 편광현미경을 사용하였다. 또한

Rigaku 사의 DMAX2000을 이용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시료는 입자크기 20μm이하의 분말상

태로 준비하였으며, 양극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 전류

는 40kV와 100mA으로 설정하여 CuKα 타겟에 적용

하였다.

보존처리제 실험용 암편은 일정한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상이한 강화제 처리와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

해 표면처리에 적합한 강화제를 검토하였다. 모니터링

을 위해 측정한 요소는 무게와 색도 및 초음파속도이며,

색도측정은 Minolta 사의 CR-300 색도계를 이용하였

다. 이 때 색도는 CIE Lab 입체좌표를 활용하였다. 초

음파 속도는 Proceq 사의 Pundit Lab 모델을 이용하여

12cm 간격으로 직접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통해 결과를 종합하였으며, 화석산지 암석의 강

화처리 적용성 실험 및 관리방안을 고찰하였다.

3. 강화처리 적용실험

3.1. 실험준비 및 기초물성

암석은 치밀도를 기준으로 내구성 및 품질 등을 평

가할 수 있으며, 보통 공극률이 낮을수록 양호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함안층 화석지 구

성암석의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중, 공극률 및 흡수

율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밖에서

화석지의 지질과 암상을 고려하여 동종 암석을 수습하

였으며, 12×5×5cm 크기의 공시체 총 8개를 제작하였

다(Fig. 2).

이 공시체는 모두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적회색 미

사암으로, 암석의 물리적 특성 평가뿐만 아니라 팽윤

저지제 및 강화제 적용실험에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점

토질 퇴적암의 특성에 따라 엽리방향으로 쪼개짐이 있

어 미세균열 등 공시체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

서 공시체에 따라 각 요인별로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

고, 이를 초기값으로 하여 각 실험치와의 변화량을 비

교 검토하였다(Table 1).

비중과 공극률 및 흡수율 측정은 한국산업규격표준

에서 제시하는 석재의 흡수율 및 밀도 시험법(KS F

2518)과 한국암반공학회에서 제시한 암석의 공극률 및

밀도 측정 표준시험법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공시체를

105oC에서 24시간 건조시켜 건조무게를 측정하고, 상

온에서 증류수에 48시간 함침시킨 후 포화 및 수중질

량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Table 1).

이를 반영하여 측정한 시료별 비중은 2.57∼2.68(평

균 2.63)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수율은 0.38∼0.98(평균

0.62)%, 공극률은 1.02∼2.53(평균 1.64)%로 측정되었

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A2에서 흡수율과 공극률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반면 B2는 미세균열이 발생한

Fig. 2. Cross sections showing the test specimens for

application experiments of the host rocks with same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near the fossi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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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로 가장 낮은 비중과 높은 흡수율 및 공극률을 보

였다. 또한 미세균열이 관찰되는 C2 시료에서도 비교

적 낮은 비중과 높은 흡수율 및 공극률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물성에는 각 시료의 특성이 반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시료를 측정하였으므

로 연구대상 화석산지 암석의 물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주로

이암이며 일부는 미사질 이암의 형태로 산출된다. 이

러한 차이는 층리의 단면에서 명확하게 관찰되며, 색

이나 조직 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대부분 미립의 석영과 기질물질로 구성된

다(Fig. 3A). 층리면을 따라 입자크기가 명확하게 변화

하고 기질의 함량이 증가하는 이암과 미사암의 경계도

관찰된다(Fig. 3B).

입자의 크기가 미정질로 현미경하에서 광물을 관찰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동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여 광물조성을 동정하였다.

이 결과, 석영의 피크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사

장석, 방해석, 녹니석, 운모 등의 회절선이 검출되었다.

이는 다양한 광물 외에 용해성 교질물로 방해석이 상

당량 침전되었음을 지시한다(Fig. 3C).

3.2. 팽윤저지제 및 강화제 적용실험

화석과 같은 자연문화재는 대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풍화작용을 겪는다. 석조문화재는 풍화로 인해 표면 강

도가 저하된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표

면 강화처리를 수행하여 암석의 표면응집력을 회복시

켜 주는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석조문화재를 비롯하여

무기물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에폭시계 수지는 산과 염기 및 유기용매에 매우 안정

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출시간과 노화에 따라 황변하며 약해진 암

석 강도에 비해 높은 강도를 형성하여 본래의 물성과

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색상 변화가

적고 점도가 낮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한 에틸실리케이

트계 강화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Lee, 2009; Lee et

al., 2001; Shin and Park, 2004). 따라서 보존처리

대상 암석과 가장 유사한 성분의 보존처리제를 적용하

는 것이 이상적이며, 강화처리 전후의 물성변화에 따

른 검증이 필수적이다.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는 주로 미사암과 이암이 교

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화강암으로 구성된 국

내 석조문화재와는 재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강화제

적용 이전에 적합성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점토

Table 1. Initial physical properties of each test specimens. Sample numbers refer to the Figure 2

No.
Specific

gravity

Absorption

ratio(%)

Porosity

(%)

Weight

(g)

Chromaticity Ultrasonic

velocity(m/s)

Application 

reagentL* a* b*

A1 2.66 0.41 1.09 880.2 47.89 0.81 6.42 5,455
OH 100

A2 2.68 0.38 1.02 838.1 52.88 0.01 6.72 5,394

B1 2.64 0.62 1.63 865.6 45.98 1.86 6.56 5,237
KSE 300

B2 2.57 0.98 2.53 837.6 53.54 -0.98 5.27 5,134

C1 2.60 0.67 1.75 808.6 60.37 0.63 9.41 5,455 Antihygro 

+OH 100C2 2.59 0.89 2.32 864.8 45.56 0.11 5.45 5,394

D1 2.67 0.43 1.14 877.6 44.66 1.21 7.11 5,237 Antihygro 

+KSE 300D2 2.65 0.61 1.61 823.7 46.60 0.08 5.53 5,134

mean 2.63 0.63 1.64 849.5 49.69 0.47 6.56 5,305

-min 2.57 0.38 1.02 808.6 44.66 -0.98 5.27 5,134

max 2.68 0.98 2.53 880.2 60.37 1.86 9.41 5,455

Fig. 3. Petrographic images and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test specimens from same host rocks near the fossi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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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을 함유하는 암석은 흡습성이 매우 높아 팽윤 및

수축을 반복하며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물리적 손상

을 초래할 수 있다.

Lee(2009)는 퇴적암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강화

제 적용실험을 통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

으로 Wacker 사의 SILRESR BS OH 100(이하 OH

100)과 Remmers 사의 FuncosilR KSE 300(이하

KSE 300)을 제시하였다. OH 100은 에틸실리케이트

함량이 100%에 가까운 무색 또는 흐린 노란색 액체로,

25oC에서 약 0.99g/cm3의 밀도를 갖는다. 다양한 공극

에 적용 가능하며, 반응물은 에탄올로 기화된다. KSE

300은 에틸실리케이트 함량이 약 40%로 무색 내지 미

약한 노란색 액체로, 20oC에서 약 0.92g/cm3의 밀도를

보인다. OH 100과 마찬가지로 모든 크기의 공극에 적

용 가능하다. 처리 대상의 온도가 10∼20oC일 때 적당

하며 해당 온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겔이 형성되

며 암석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점토광물의 팽윤과 수축을 저감할 수 있는 팽

윤저지제(swelling inhibitors)의 작용메커니즘을 검토하

였으며, 앞서 제시한 두 강화제와의 반응실험을 통해

팽윤저지제가 광물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완충 역할을

함으로서 강화제 양생기간에 발생하는 변화도 어느 정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사용한 팽윤저지제는

Remmers 사의 FuncosilR Antihygro(이하 antihygro)

로, 이는 무색에 가까운 수용액 상태의 알킬암모늄 화

합물이다. 20oC에서 밀도가 약 1.0kg/L으로, 10∼25oC

에서 처리가 적당하며 10oC 이하에서는 반응이 지연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강화제 및 팽윤저지제의 효과는 검

증되었으나, 실제 야외에서 두 종류의 보존처리제가 함

께 사용되었을 때 물성회복 효과는 암석의 특성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함안

층 새발자국 화석지와 동종의 암석에 강화제 OH 100

및 KSE 300과 팽윤저지제(antihygro)의 처리효과에

대해 임상실험을 진행하여 검증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한 공시체는 A, B, C, D 총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는 OH 100, B는 KSE 300,

C는 팽윤저지제 처리 후 OH 100, D는 팽윤저지제

처리 후 KSE 300을 적용하여 각 실험군에 따라 강화

효과를 비교하였다(Table 1). 팽윤저지제 및 강화제 처

리는 분무법, 습포법, 도포법 등으로 다양하나 실험에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법인 함침법으로 수행하였다

(Fig. 4A).

함침 전의 공시체는 105oC 열풍기에서 48시간 건조

하였으며, 팽윤저지제와 강화제는 각각 48시간씩 함침

하였다. 함침 후 건조는 화석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상

온에서 건조하였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무게, 색차 및

초음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측정은 20

∼500kHz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며, 펄스 도달 시간은

0.1∼9.0μs로 ±0.1μs의 정확도를 보유한 Proceq 사의

Pundit Lab이다. 탐촉자는 P/N 325 40 170-B(54kHz)

를, 접촉매질은 엘라스토머 커버를 사용하여 표면 요

철에 의한 초음파의 감쇄를 최소화하였다. 초음파 속도

측정 및 검증은 Lee et al.(2009), Jo et al.(2014; 2015)

및 Lee and Jo(2017)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동일 시료에서도 위치에 따라 함침되는 약품량에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대상 암석의 특성상

시료에 따라 미세균열이 상이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료의 위치에 따른 물성

강화 정도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점에서 초음파 측

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층리가 발달되어 있는 암상을

고려하여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Fig. 4B와 같이 7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초음파

속도는 층리에 따른 매질 변화에 의해 일정치 않은 수

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직접법

을 활용하였다(Fig. 4C). 

4. 강화처리 성능평가

4.1. 무게 변화

강화제 및 팽윤저지제 처리에 따른 암석의 물성 변

화를 검토하기 위해 소형 시편을 제작하여 공시체와

같이 검토하였다. 처리대상 암석은 층리면을 따라 쪼

Fig. 4. Application experiments on the test specimens. (A)

Impregnation experiments on the reagent box. (B)

Measuring points with ultrasonic velocity. (C)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method of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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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는 성질이 강해 온전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범위

에서 5×2.5×2.5 cm 크기로 그룹별 시험편을 만들었다.

각 시료는 공시체와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그룹에

따라 함침한 후에 지속적으로 비중과 흡수율을 측정하

였다.

건조시간에 따른 공시체의 무게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의 그룹 중에서 시료의 무게 변화가 가장 안정적으

로 나타난 경우는 KSE 300을 처리한 B그룹이며, OH

100을 처리한 A그룹이 가장 불안정한 변화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무게 차이는 A에 비해 B그룹

이 훨씬 크다(Fig. 5). 이러한 무게변화 양상은 시료의

물리적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불안정한 무게변화를 보이는 A그룹의 공시체

2(A2)는 초기 공극률이 1.02%로 8개 공시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비중은 2.68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장 안정적인 무게 변화를 보이는 B그룹의 공

시체 1(B1)은 공극률 2.53%, 비중 2.57로 A2와는 상

반된 값을 보였다(Fig. 5). 이 무게 변화는 내부에 침

투한 약품의 반응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무게가 안

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곧 약품처리 후의 안정에 필

요한 시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무게 변화를 살펴보면, A그룹은 9일이 경

과한 시점에서 큰 변곡점을 보이는 반면, B그룹은 건

조와 함께 꾸준히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화제 처리 전에 팽윤저지제 함침을

병행한 C와 D그룹의 경우에도 무게가 안정적으로 감소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 KSE 300 보다 OH 100

을 처리한 경우의 무게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2. 강화처리 생성물

석재에 적용을 위한 강화제의 졸-겔 반응은 액상의

에틸실리케이트계 강화제를 사용하였을 때 보고된 사

례가 있으며(Lee, 2009), 이는 강화제가 상온에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며 고체 상태의 겔로 변화하는 현

상이다. 에틸실리케이트계 강화제는 이러한 졸-겔 반응

을 통해 입자간 공극의 크기를 줄여 결과적으로 석재

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에틸실리케이트계 강화제인 OH 100과

KSE 300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처리대상 시료의

공시체에서는 강화처리 후에 시료의 하단면에서 실리

카 겔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KSE 300에

함침한 B와 D그룹의 표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는 Fig. 6과 같이 다

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 현상은 암석 표면에서 얇은

막으로 나타나며 쉽게 부서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체로 중앙의 원을 이루는 부분에서는 암석 표면이

코팅된 것 같은 양상을 띠며, 그 주변으로 균열이 발

생하여 있다.

한편 공시체 자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코

팅된 균열부 표면과 함께 균열 내부에서도 이러한 졸-

겔 현상으로 인한 입자들이 관찰된다(Fig. 6E, 6F). 강

화제의 졸-겔 현상은 암석의 물성 및 강화효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미

세조직적 관찰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색도 변화

색도는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규정한 색상 값으로, 사

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색차와 색공간에서 수치로

표현한 색차를 거의 일치시킬 수 있는 값이다. 색 좌

표는 L*, a*, b*로 표시되며 각각 명도, 적색(+a*)과

녹색(-a*)의 정도, 황색(+b*)과 청색(-b*)의 정도를 나

타낸다. 따라서 강화제 처리 전후의 색도차를 보다 정

Fig. 5. Diagrams showing the weight changes of the test

specimens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s by each

consolidation reag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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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함침 전 공시체의 L*, a*, b*

값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색차(△E*)를 산

출하였다.

강화제 처리에 따른 색차는 무게 변화와는 또 다른

변화양상을 보인다(Fig. 7). OH 100으로 강화처리한

A그룹은 처리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색차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그룹은 약 19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높은 색차값을 보였다. 또한 팽

윤저지제와 강화제를 함께 처리한 C와 D그룹의 경우,

팽윤저지제 처리에서는 색차값에 큰 변화가 없으나 강

화제 처리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B와 C그룹의 공시체는 모두 색차 값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양상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실험 전 최초의 색도 값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처리대상 암석은 적회색의 미사암과

흑색의 이암이 교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층리

면을 따라 쪼개짐이 있다. 제작된 공시체들은 암상의

특성에 따라 미세한 균열이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B

그룹 공시체 2(B2)와 C그룹 공시체 2(C2)에서는 색도

측정 부분에 인접하여 미세균열이 형성되어 있다.

Δ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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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L
*

( )
2

Δa
*

( )
2

Δb
*

( )
2

+ +=

Fig. 6. Occurrences of some by products through the sol to gel reaction by KSE 300 of reagent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s. (A to D) Variety forms of silica gel films on the specimen surfaces. (E, F) Occurrences around the cracks on the

specimen surfaces.

Fig. 7. Diagrams showing the chrominance changes (ΔE*)

of the test specimens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s by

each consolidation reag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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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른 공시체에 비해 강화효과가 상이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 그룹에서도 낮은 색차

값을 보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색차의 정도는 보존

처리 후 이질감을 반영하는 요소로, 처리 대상이 단순

한 암석이 아닌 문화재라는 점에 있어 시각적으로 중

요한 요소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색차 변화양상을 살

펴본 결과, 팽윤저지제는 암석의 색상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강화제는 처리에 따른 색상 변화에 충분

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초음파속도 변화

강화제 처리 전후의 공시체별 평균 초음파속도 측정

결과를 보면, 모든 그룹에서 처리 후에 초음파 속도

값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8). 모든 공시체에서

측정된 초음파속도는 절대치에 큰 의미가 없으며 초기

값 대비 변화양상과 변화량이 중요하다. 이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암석의 물성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반

적으로 모든 공시체에서 약 19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초음파속도 값을 보인다. 이는 강

화제의 졸-겔 반응으로 인해 안정화되기까지 충분한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팽윤저지제를 사용하지 않은 A와 B그룹의 경

우, 초반에 초음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팽윤저

지제를 우선 처리한 C와 D그룹은 점진적으로 증가한

다. 이는 강화제 처리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색차

변화와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팽윤저지제 및 KSE

300을 사용한 D그룹에서는 공극율이 높은 공시체(D2)

의 속도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점성이

낮은 KSE 300이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하였으며, 본

래 공시체에 발생한 미세균열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공시체에서 수직 또는 수평적 위치에 따른 물성

의 강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7개 지점을 지정하여

초음파속도를 살펴보았다. 각 측정지점은 Fig. 4B에 제시

하였다. 측정결과, Fig. 8의 평균값 변화양상과 마찬가지

로 약 19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모든 지점에서 지속적

으로 불안정한 초음파속도 값이 나타났다(Fig. 9, 10).

위치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표면에 해당하는

Fig. 8. Diagrams showing the ultrasonic velocity changes

of the test specimens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s by

each consolidation reagent groups.

Fig. 9. Diagrams showing the ultrasonic velocity changes

on each measuring points refer to the Figure 4B. (A1, A2)

In cases of applying the OH 100 reagent. (B1, B2) In cases

of applying the KSE 300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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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0.75cm 및 4.50cm, 수평 0.75cm와 가장 중심부

인 수직 2.50cm의 초음파속도 변화 값에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각 공시체의 위치에 따른 규칙

성도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므로 함침에 따른 강화효

과는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시체에서 가장 위쪽에 해당하는

0.75cm 지점의 초음파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띠

는 경향이 있다. 특히 C2의 경우, 건조 후 1시간 이내

에 속도가 급강하여 조금씩 증가하다 약 18시간 후 다

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일 암석에서도 미

세균열이 발생하는 등 공시체 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2는 0.75cm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다소 큰 균열이 발생되어 다른 지점에 비

해 상이한 초음파속도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Fig. 2, 10). 그러나 건조 후 약 1일을 기점으로 다른

지점과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므로 이 지점에 대한

강화효과 역시 다른 지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수평 0.75cm 지점에서 전반적인 초음파

속도 변화양상이 다소 낮은 값을 보이는 D2 공시체

역시 해당 지점에 미세균열이 있다(Fig. 2). 따라서 함

안층 새발자국 화석산지의 구성암석은 위치에 따라 강

화제 처리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다소

불균질성을 보이는 암상의 특성에 따라 처리지점에 나

타나는 균열, 입자 및 공극의 크기 등 암석의 특징에

따라 처리효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4.5. 기초물성 변화

공시체의 그룹별 기초물성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소

형시편을 제작하여 공시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함침 시

킨 뒤 3일 간격으로 흡수율과 비중 등의 변화양상을

Fig. 10. Diagrams showing the ultrasonic velocity changes

on each measuring points refer to the Figure 4B. (C1, C2)

In cases of applying the OH 100 reagent after antihygro.

(D1, D2) In cases of applying the KSE 300 reagent after

antihygro.

Table 2. Changes of physical properties by small specimens with same host rocks of each test specimens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s

Measuring times 1 2 3 4 5

Group A

(OH 100)

Porosity(%) 0.75 1.00 1.19 1.13 1.17

Specific gravity 1.58 1.58 1.58 1.58 1.58

Absorbtion ratio(%) 0.48 0.63 0.75 0.72 0.74

Group B

(KSE 300)

Porosity(%) 1.24 0.94 1.08 1.23 1.36

Specific gravity 1.58 1.59 1.58 1.58 1.58

Absorbtion ratio(%) 0.79 0.59 0.68 0.78 0.86

Group C

(Antihygro+OH 100)

Porosity(%) 1.47 1.05 1.33 1.16 1.37

Specific gravity 1.58 1.59 1.59 1.58 1.58

Absorbtion ratio(%) 0.93 0.66 0.84 0.73 0.87

Group D

(Antihygro+KSE 300)

Porosity(%) 1.36 0.89 0.97 1.20 1.35

Specific gravity 1.58 1.59 1.58 1.60 1.59

Absorbtion ratio(%) 0.86 0.56 0.61 0.75 0.85

Group E

(Only Antihygro)

Porosity(%) 0.69 0.58 0.68 0.97 0.96

Specific gravity 1.58 1.58 1.58 1.58 1.58

Absorbtion ratio(%) 0.44 0.37 0.43 0.61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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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각 그룹별 강화처리제는 공시체와 동일하

나 팽윤저지제(antihygro)의 단독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E그룹을 추가하였다. 약 15일간 총 5회의 측정을 통해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비중은 모든 그룹의 시료에

서 거의 동일한 값으로 나타나나 공극율은 측정 회차

에 따라 변하였다(Table 2).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상당히 불규칙한 거동양상을 보이나 5개 그룹 중에서

팽윤저지제 및 OH 100을 처리한 C그룹만이 결과적으

로 공극율이 감소하였다(Fig. 11).

A와 E그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극율이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료 내부에 침투하여

광물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있던 처리제가 시간이 지

나면서 증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팽

윤저지제와 함께 KSE 300을 처리한 D그룹은 공극율

이 감소하다 3회차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본래의

공극율과 유사한 값으로 회귀하였다.

KSE 300만을 처리한 B그룹은 이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본래의 값보다 더 높은 공극율을 보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팽윤저지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에 암석의 물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팽윤저지제만을 처리한 E

그룹은 공극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해서는 함침 시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OH 100 강화제만을

사용한 A그룹이 초음파속도에서 다소 높은 물성향상

효과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색차 및 무게변화 양상 역

시 A그룹이 가장 낮고 안정적이다. 따라서 함안층 새발

자국 화석산지 보존처리에는 암석의 강화제로 OH 100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시편을 통한 물리적 특성 변화를 검토한

결과, OH 100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팽윤저

지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암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토광물을 함유하는 퇴적암의

특성에 따라 강화제 처리 전에 팽윤저지제를 이용한

점토광물의 층간간격을 저감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제 보존처리에서는 팽윤저지제(antihygro)와

함께 OH 100 강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적용방안 고찰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의 보존처리에 사용하기 적

합한 강화제 탐색을 위해 화석지와 동일 층준에서 동

종의 암석을 수습하여 공시체 및 소형시편을 제작하고

적용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무게와 색차, 초음

파속도, 공극율 등 다양한 요인의 변화율을 살펴보았

다(Table 3). 무게의 경우, OH 100을 적용할때 공시

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무게변화율을 보였으나 무게감

소 양상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

Fig. 11. Diagrams showing the porosity changes after

impregnation experiment by consolidation reagent groups.

Application reagents and results are presented on the

Table 2.

Table 3. Rates of physical property changes after application experiments for the initial values of each group specimens

Test Specimens
Change of Weight Change of Chrominance* Change of Ultrasonic Velocity

Δg rate(%) ΔE0 ΔEl ΔEl-ΔE0 Δm/s rate(%)

A

(OH 100)

A1 +0.87 100.10 16.70 14.80 -1.90 +141.72 102.60

A2 +0.88 100.11 19.25 13.57 -5.68 +296.76 105.50

B

(KSE 300)

B1 +0.73 100.08 14.43 11.29 -3.14 +264.07 105.04

B2 +1.66 100.20 6.39 4.96 -1.43 +309.47 106.03

C

(Antihygro+OH 100)

C1 +0.83 100.10 4.25 16.36 +12.11 +17.77 100.98

C2 +1.44 100.17 5.12 7.90 +2.78 +70.89 102.31

D

(Antihygro+KSE 300)

D1 +0.19 100.02 3.26 4.72 +1.45 +363.09 108.45

D2 +0.39 100.05 0.21 6.91 +6.69 +277.90 106.86
*
ΔE0; chrominance between just before and after the impregnation of each reagents

ΔEl; chrominance between before the impregnation and the end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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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졸-겔 반응을 통해 강화제가 안정화되어 가

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4개의 적용그룹 중 가장 낮은

무게변화율을 보인 경우는 팽윤저지제와 함께 KSE

300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Table 3).

한편 강화처리 후 시료의 색차 변화는 OH 100을

적용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변화양상을 보이며 색차값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팽윤저지제와 병행하였을

때는 색차 값에 큰 변화를 보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

다. 초음파속도 변화는 팽윤저지제와 함께 KSE 300을

처리한 경우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나(Table 3), 이는

색차 변화가 다소 크며 표면에 졸-겔 반응에 따른 생

성물이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OH 100을 적용한 경우에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물성강화 효과를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강화처리 실내 및 현장실험을 진행한 결과,

풍화도가 심한 부분은 에칠실리케이트 함량이 높은

OH 100과 KSE 300이 효과가 있으며, 처리 후 동결

및 염풍화에 대한 내구성은 OH 100이 다소 우수하였

다. 그러나 현장적용에서는 KSE 300을 처리한 것에서

뚜렷한 물성증가를 보여 화강암질암의 강화에 적합한

처리제로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2).

이 연구대상 화석지는 점토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세

립질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토광물의 층간

간격 감소와 흡수율 감소를 통한 물성 강화를 위해 팽

윤저지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실제 화석지 현장에는 팽윤저지제와 OH

100 강화제를 병행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함안층 새발

자국 화석지 암석에 대한 강화처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화석산지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적 요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존처리를 시행하더라도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이 항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보존처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

관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

문가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것이다.

이 화석지에는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이외에도 무

척추동물 생흔화석과 연흔 및 건열 등 다양한 퇴적구

조들이 함께 산출된다. 이들은 자연사적으로 매우 가

치가 있음으로, 보존처리의 대상에 이들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존처리에 앞서 처리대상에 대한 자

세한 관찰 및 연구를 수행하여 대상과 가치를 숙지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손상부위 및 오염상태 등

을 정밀 기록으로 남겨 처리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기록화가 필요하다.

한편 Lee et al.(2019)에 따르면 이 화석지에서 공

룡발자국이 있는 부근은 매우 신선한 상태이나 보호각

기둥 부근은 풍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부분적

인 강화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색차가 발생하여 이질감

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대하여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보존처리는 최소한으로 수행하며, 1차

처리 후에 결과를 확인하여 2차 처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존처리 후에도 관리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존처리 효과와 재손상 등을 점검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결 언

1.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는 퇴적순서와 구조 및 암

상의 특징에 따라 7개의 지층으로 구분되며, 새발자국

화석은 최상부층에서 나타난다. 이 화석지는 주로 적

회색 미사암과 흑색 이암이 엽층 내지 박층으로 교호

하는 암상을 보인다. 미사암과 이암의 경계는 뚜렷한

미세점이층리가 발달하며, 연흔과 건열 등의 퇴적구조

가 나타나 퇴적환경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밖에서 연구대상 화석지를

구성하는 암석과 동종 암석을 수습하고 이에 대해 물

리적 및 광물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흡수율

은 평균 0.62%, 공극률은 평균 1.64%, 비중은 평균

2.63를 보였다. 조암광물은 석영, 사장석, 녹니석 및 운

모 등이며, 교질물로 보이는 방해석이 검출되었다.

3. 화석산지의 암석학적 특성과 손상도 평가를 바탕

으로 보존처리에 적합한 강화제 적정성 실험 결과, 무

게변화가 가장 적고 초음파속도 증가율이 가장 큰 경

우는 팽윤저지제와 함께 KSE 300을 적용한 시료이나

이는 표면에 졸-겔 반응에 의한 부산물이 관찰된다. 색

차는 OH 100을 적용한 시료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변화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팽윤저지제와 병행한 경우에는

색차 값에 큰 변화를 보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강화제 처리 후에도 비중은 모든 시료에서 거의

유사한 값으로 나타나나, 공극율의 변화에는 차이를 보

였다. 팽윤저지제와 함께 OH 100을 적용했을 때 공극

율이 감소하여 물성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된다. 따라서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지의 표면처리에는

강화제로 OH 100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5. 그러나 이 화석지가 점토광물을 함유한 세립질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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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암임으로 점토광물의 층간간격 및 흡수율 감소를 통

한 물성강화를 위해서는 팽윤저지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화석지에는 팽윤저지

제(antihygro)와 OH 100 강화제를 병행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내의 함

침실험 결과이므로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적용실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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