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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31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 연대를 알 수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국가지정 측우

대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과 보존과학적 고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 육안 관찰을 통한 암석기재적 특징 조사,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전암대자율, 감마스펙트로미터 등의 비

파괴 분석을 수행하였다.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암석기재적 특징 분석 결과, 대리암으로 동정되었다. P-XRF 분석 결

과를 GSJ Reference Samples(JLs-1, JDo-1)의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백운암질 대리암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 측우

대(국보 제330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보물 제843호 관상감 측우대, 보물 제1652호 통영 측우대)에 대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반화강암, 관상감 측우대는 중립-조립질 담홍색 흑운모화강암으로 동정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구성 암석이 유일하게 대리암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할 때, 경복궁 근정전 품계석 중 동반의 정1품 품계석,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복각천상열

차분야지도 각석의 구성 암석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와 동일한 재질인 백운암질 대리암으로 확인된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구분되므로, 대리암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신분적인 특수성을 가지는 재질로 해석된

다. 또한 왕실에 의해 제작된 대리암 문화재들이 백운암질 대리암과 연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특정 암종을 선택적으로 

수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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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상 및 기후 

관측 자료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이미 삼국시대부

터 가뭄이나 홍수, 이상난동 등 기후 현상과 강수, 뇌전, 

토우 등 기상 현상 외에 별의 이동과 같은 천문 현상까지 

관측하고 기록에 남겼으며, 특별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

는 농업 국가로서 강우 관측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

다1. 특히 가뭄은 조선의 주식량원인 벼, 보리의 작황을 

어렵게 하여 흉년을 야기하며, 그로 인한 백성들의 굶주

림과 국가 재정 궁핍의 주요 원인이었다2.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우량 관측 기구가 바

로 측우기이다. 측우기는 15세기 중반 세종 대에 발명되

어 조선 왕조가 쇠망한 20세기 초까지 약 300년간 왕조의 

공식 우량 측정기로 사용되었다3. 측우기는 본래 청동으

로 만들어진 측우기와 측우기를 안치하는 측우대가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측우기와 측우대가 결합되

어 전해진 것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와다 유우

지(和田雄治)의 보고서에 실린 사진으로 전해질 뿐이다. 

전태일(2011)4에 따르면 측우기는 현재 금영측우기 1기, 

측우대는 5대(관상감 측우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

덕궁 이문원 측우대, 통영 측우대, 연경당 측우대)만 남아

있다.

측우대는 측우기를 거치하는 대석(받침석)으로서 

지금까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창덕궁 측우대가 국보로 승격되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국보 제330호), 창덕궁 이문원 측

우대(국보 제331호)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중요성을 인정

받는 추세이다. 특히 연구 대상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는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측우기명’이 새겨져 있어 과학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다양한 재질로 이루이진 측우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존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리암으로 알려진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대한 과거 조

사 기록은 존재하나 과학적인 분석 사례는 미비하다. 이

에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한 보존과학적인 분석과 고찰

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비파괴 연구 

사례5들의 분석 방법을 참조하여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의 암석기재적 특징과 지구화학적 조성에 대한 비파괴 분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창덕궁 이

문원 측우대의 암종을 규명하고, 국가지정 측우대의 분석 

사례와 비교하여 보존과학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보존 현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 유산인 측우기와 측우대

는 와다 유우지(和田雄治, 1917)의 조사 보고를 통해 알

려지게 되었다. 특히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측우대는 서

울 창덕궁 규장각, 전라남도 함평군, 강원도 강릉군, 함경

북도 경성군 등에 있는 것과, 원래는 평안남도 관찰도청

에 있었다가 경상남도 통영을 거쳐 인천 관측소로 이관된 

것 총 여섯 기를 확인하고 있다6. 이 중 창덕궁 규장각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된 측우대가 현재의 국보 제331호 창

덕궁 이문원 측우대이다.

1 조하만, 김상원, 전영신, 박혜영, 강우정, 2015, 「조선시대 측우기 등장과 강우량 관측망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기』25(4), pp.719~734.

2 하정남, 2002, 「조선 초기 기우제의 성격 변화」 『청람사학』6, p.110.

3 임종태, 2005, 「和田雄治의 조선기상학사 연구: 측우기와 강우량 관측 기록 조사」 『한국과학사학회지』27(2), pp.118~119.

4 전태일, 이단, 전영신, 2011, 「창덕궁 측우대에 새긴 ‘측우기명’ 연구: 澈齋眞蹟을 중심으로」 『대기』21(4), pp.455~469.

5 박준형 외, 2017, 「백제 무령왕릉 석수와 지석의 재질 및 표면 손상 특성」 『보존과학회지』33(4), pp.241~254 

이명성, 유지현, 김지영, 2018, 「청와대 소재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암석학적 비파괴 분석을 통한 산지해석」 『지질학회지』54(5), pp.567~578.  

이찬희, 박준형, 201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옥책의 암석학적 특징과 산지 검토」 『자원환경지질』52(5), pp.485~497.

6 전상운, 김정삼, 김정흠, 나일성, 남천우, 박성래, 박익수, 박흥수, 유경로, 이은성, 이태녕, 송상용, 1984, 「한국의 과학문화재 조사보고」 『한국과학사학회지』6(1), 

pp.5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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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운 외(1984)7의 보고에 따르면 창덕궁 이문원 측

우대는 1782년 제작되었을 때 창덕궁 이문원 앞마당에 

설치하였으나, 1920년 창경원 경성박물관에 옮겨 전시되

었다. 이후 창경원 명정전 뒤에서 전시되던 것을 1960년

대 말에는 세종대왕 기념관, 1970년대에는 영릉 전시관

으로 옮겼다고 한다. 또한 측우대 명문 내용에는 측우기 

제작의 경위를 말하고 그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술하

고 있어 조선기상학사의 귀중한 자료이다.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대한 기상사적 연구는 와다 

유우지(1912)8, 전상운(1963, 1974)9, 나일성(2000)10, 한상

복(2007)11, 임종태(2015)12가 있다. 또한 전태일(2011)은 

『철재진적』13에서 ‘측우기명’의 전문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368자를 모두 공표하고 해석하여 앞의 연

구들과 비교하였다. 해석된 전문은 <표 1>과 같다.

현재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

시중이며(그림 1A), 크기는 가로 455mm, 세로 455mm, 

높이 310mm이다. 장방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구조이

며, 상부에는 측우기를 장착하기 위한 홈이 파여 있다(그

림 1B14). 전면에서 측우기명이 확인되는데 이는 국립고

궁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탁본 사진15을 통해 대략적인 형

태를 알 수 있다(그림 1C).

이 측우대는 제작 이후 상당 시간 우량 관측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강

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덕궁 이문원 측우

대는 여러 연구에서 대리암으로 언급되는데16, 측우대의 

재질을 대리암으로 가정한다면 강우에 의한 지속적인 노

출은 탄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대리암의 손상을 가중시킨

표 1 ‘측우기명’의 해석 전문(전태일, 2011)

측우기명

제1면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 전통은 세종 24년(1442년)의 높이 1척 5촌, 원

지름 7촌 구리 측우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운관과 도, 군, 현에서

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의 양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영조 46년

(1770년), 옛 제도를 따라 측우기를 만들고 창덕궁, 경희궁 두 궁궐과 

팔도, 양도(강화·개성)에 설치해 우량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기기는 비

록 작으나 두 성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고자 힘쓴 뜻이 담겨 

있으니 어찌 소중치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 6년,1782년) 여름, 경

기 지역에 큰 가뭄이 있어

제2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스스로

를 탓하시며 신하들에게 뜻을 묻고, 친히 기우제단에 올라 양산도 거

두라 하시고 제를 올리며, 어의가 이슬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밤새 머

무셨습니다. 날이 밝자,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죄인을 석방하는 덕

을 베푸시며,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도성 안 백성들은 이 뜻을 우

러러 눈물 흘리길, 비가 오지 않더라도 성상께서 애쓰신 마음이 비가 

온 듯 기쁘다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지기 전부터 밤새 큰비가 

내려 측우기에 1촌 2분이나 찼으니, 이는 성상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

한 것입니다.

제3면

성상께서는 그래도 미흡하다시며 내각에 분부해, 이문원 정원에 측

우기를 설치하게 하고 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비가 흡족히 내리

자 그 기쁨을 기리기 위해 심염조와 정지검에게 글을 쓰라 명하셨습

니다. 신들은 늘 성상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성상께서 먼저 백성을 위해 걱정하심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비가 온 뒤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뻐하심을 알고 감히 그 기쁨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4면

측우기에 담긴 성상과 백성의 걱정, 기쁨을 공손히 받들어,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이 글을 새깁니다. 측우기의 1분, 1촌을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

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분부를 받들어 직제학 심염조가 글을 

짓고, 정지검이 이를 쓰옵니다.

7 전상운 외, 1984,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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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진영과 조현구(2013)17의 연구에 따르면 탄산염암

의 손상은 강우의 산성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따라서 현재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서 관찰

되는 손상은 실내 전시되기 이전 시기의 보존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재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파괴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창덕궁 측우대는 국립고궁박물관 내에 

전시중이다. 유물 보호를 위한 유리 케이스의 제거가 어

려운 상황이므로 정밀 분석은 6면 중 관람이 가능한 앞면

과 윗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측우대를 구성하는 암석의 기재적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먼저 10배율 루페를 활용한 정밀 관찰을 수행

하였다. 또한 실체현미경을 접촉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근접 촬영용 렌즈를 활용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기기는 Canon社의 EOS M6과 EF-M 28mm f/3.5 

MACRO 렌즈이며 최소 초점 거리는 13mm이다.

육안 관찰 자료를 보완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휴

대용 X-선 형광분석기(P-XRF)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기

기는 Olympus社의 Delta Professional이다. 분석 시 비파

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

여 GSJ(Geological Survey of Japan) Reference Samples의 

표준 시료 중 석회암(JLs-1)과 백운암(JDo-1)을 측정하였

고,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분석은 

Geochem mode를 사용하였고, 측정 시간은 60초이다. 동

일 대상에 대하여 7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를 포함한 국가지정 측

우대에 대하여 비파괴 재질 특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

교를 위해 대자율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는 ZH 

Instruments社의 SM-30을 이용하였고, 10-3 SI unit 단위

로 표기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감마스펙트로미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장비는 GF instruments社의 Gamma 

그림 1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현황 및 과거 탁본 사진. A :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중인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B :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4면(국립고

궁박물관, 2020), C : 4면의 ‘측우기명’ 탁본사진(국립고궁박물관, 2020).

A

B

C

17 도진영, 조현구, 2013, 「탄산염질 암석으로 구성된 석조문화재의 산성비에 의한 손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26(4), pp.2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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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or Ⅱ이다. 감마스펙트로미터는 3회 측정값을 평

균으로 사용하였고, 1회 분석 시간은 3분이다.

Ⅳ. 비파괴 재질 분석

1. 암석기재적 특징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대한 조직적인 특징과 암

색 등 암석기재적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우

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비교적 균일한 암질로 확인되며 육

안으로 입자의 크기가 식별되지 않는 비현정질로 판단된

다. 퇴적암과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조직적인 특징인 층

리가 나타나며, 층리는 2~3mm 내외의 두께로 형성된 흑

색층과 유백색층이 교호하고 있다(그림 2A).

암상과 조직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근

접 촬영용 렌즈를 활용하였다. 관찰 결과, 1mm 이하의 

결정이 확인되며(그림 2B), 흑색 층리는 일부 주상의 결

정과 흑색-흑갈색을 띠는 유색 광물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 확인되었다(그림 2C). 또한 미세 탈락부를 통해 창덕

궁 이문원 측우대 본래의 암색이 유백색일 것으로 추정된

다(그림 2D).

정밀 육안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상과 조직 특성

을 관찰한 결과, 창덕궁 측우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탄산

염암으로 판단된다. 특히 탄산염암 중 속성작용이나 변

성작용을 받아 생성되는 대리암질 암석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대리암질의 암석은 성인에 의해 고생물학적 특

징이 나타나기도 하나,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육안상 

확인되는 고생물학적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

2. 비파괴 지구화학 분석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 대한 암석기재적 특징을 바

탕으로 구성 암석을 대리암질 암석으로 판단하였다. 대

리암은 탄산염암이 속성작용이나 변성을 받아 생성된다. 

이와 같은 탄산염암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은 방해석과 백

운석이며 이들의 함량을 바탕으로 탄산염암의 암종을 대

략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A

C

B

D

그림 2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암석기재적 특징. A : 전면에서 나타나는 수평

층리, B : 대표 암상의 근접 관찰결과, C : 흑색층리에 대한 근접 관찰 결

과, D : 미세 탈락부에서 나타나는 유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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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염암은 탄산염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을 지칭한

다. 탄산염 광물은 탄산염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며 주로 자연 환경에서는 방해석, 돌로마이트, 아라고나

이트 등이 발견된다18. 또한 대부분 단일 광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많은 것들은 쳐어트와 모래 입자를 형성하는 

규소를 포함하며, 방해석-백운석-석영의 혼합물인 경우

가 일반적이다19.

이와 같이 방해석과 백운석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육

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염산 반

응이나 Alizarine Red-S 용액의 염색을 시도할 수 있다. 하

지만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에서 시편을 채취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문화재의 특성상 시약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파괴 성분 분석 방법인 휴대용 X-선 형광분

석(P-XRF)을 수행하여 보다 세부적인 암종 분류를 수행하

고자 하였다. 이때 방해석과 백운석의 화학적 특성20(표 2)

을 고려하여 Mg와 Ca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암종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측정 지점은 표 3과 같

으며, 전시 환경으로 인해 앞면과 윗면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의 특성상 

정량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방해석의 경우 포함되는 

Mg의 함량에 따라 고마그네슘 방해석(high Mg-calcite, 

magnesian calcite 혹은 Mg-calcite)과 저마그네슘 방해석

(low Mg-calcite 혹은 calcite)으로 나눌 수 있다21. 이러한 

화학적 특성은 백운석과 방해석을 분류하기 위한 휴대용 

X-선 형광 분석을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 시료에 대

한 측정을 병행하였다. 또한 층리의 구성 광물 차이에서 

기인하는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표준시

료의 정량값은 분석법의 차이로 인해 휴대용 X-선 형광분

석기의 측정값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는 검량선법을 통해 정량 분석이 가능하나, 휴대용 기기

가 가지는 한계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량적 분석이 어

렵다. 따라서 창덕궁 측우대와 표준 시료를 비교하기 위

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를 활용하여 표준 시료인 석

회암(JLs-1)과 백운암(JDo-1)의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비파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표 3).

표 2 아라고나이트, 방해석 및 백운석의 결정학 및 화학적 특징(Scoffin, 1987)

구분 아라고나이트 방해석 백운석

화학식 CaCO3 CaCO3 CaMg(CO3)2

결정계 사방정계 삼방정계 삼방정계

Indicatrix
Biaxial  

negative
Uniaxial 
negative

Uniaxial 
negative

쪼개짐면 {010}fair {1011}perfect {1011}perfect

색 무색 혹은 흰색 무색 혹은 흰색

무색 혹은 흰색

(가끔 노란색이나 

갈색)

굴절율

Nx1.530,  

Ny1.681,  

Nz1.685

No1.658,  

Ne1.486
No1.679,  

Ne1.500

복굴절율 0.155 0.172 0.179

비중 2.94 2.72 2.86

잘 치환되는  

미량원소
Sr, Ba, Pb

Mg, Fe, Mn,  

Zn, Cu
Fe, Mn, Zn, Cu

HCl 반응정도 반응 잘 함 반응 잘 함 반응 잘 안 함

표 3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및 표준 시료의 분석 결과 비교(ppm)

구 분 Mg Al Si Ca Fe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평균 62,900 18,125 64,773 301,095 13,743

표준편차 11,462 5,691 27,749 35,020 1,187

석회암

(JLs-1)

평균 <LOD <LOD <LOD 431,553 229

표준편차 - - - 6,544 45

백운암

(JDo-1)

평균 62,646 <LOD 1,520 284,933 274

표준편차 9,662 - 167 6,182 50

LOD; limit of detection

18 유강민, 우경식, 2002, 『퇴적암석학』. 한국학술정보, p.216.

19 Skippen, G., Trommsdorff, V., 1986, 「The influence of NaCl and KCl on phase relations in metamorphosed carbonate rocks」 

『American Journal of Science』286(2), pp.81~104.

20 Scoffin, T. P., 1987, 『An Introduction to cardonate Sediments and Rocks』, Blackie, New York, p.274

21 유강민, 우경식, 2002, 앞의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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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료를 측정한 결과, 석회암(JLs-1)의 Mg는 검

출 한계 이하로 측정되며, Ca은 431,553ppm이다. 백운

암(JDo-1)은 Mg 62,646ppm, Ca 284,933ppm 이다(표 4). 

암석 표준 시료인 석회암(JLs-1)과 백운암(JDo-1)의 측정

값을 통해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가 표준 시료 중 JDo-1의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창덕궁 측우대는 방해석의 함량보다 백운석의 함량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백운암질 대리암으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는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분석 결과이다. 

층리에 대한 분석 결과, 측정지점 05~08 중 층리에서는 

Mg와 Ca의 측정치가 낮아졌으며, Al, Si의 값이 비교적 높

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층리는 유백색 암질부

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규산염광물의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Fe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측정값을 보이

며, 이는 표면에 고착된 오염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Ⅴ. 국가지정 측우대 비파괴 재질 
비교

국가지정 측우대는 다양한 암종으로 이루어진 특징

을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암종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산지를 검토하고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암석의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암종 분류와 같은 기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암종이 상이한 문화재를 분류하고 비교하기 위

한 비파괴 분석법에는 정밀 육안 관찰, 전암대자율 분석,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등이 활용된다. 이 방법들은 석

조 문화재에 사용된 암석의 산지를 추정하거나 부재 간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22. 이 연구

에서는 앞의 분석법과 더불어 휴대용 X-선 형광 분석을 

병행하여 국가지정 측우대의 비파괴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암대자율을 통한 분석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관상감 측우대를 분석하였으며, 

통영측우대는 국립중앙과학관23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감마스펙트로미터와 휴대용 X-선 형

광 분석은 통영 측우대를 제외한 3기의 측우대에 대하여 

측정한 후 산출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국내에 전해지는 측우대는 총 5기이며 이 중 국가지

정 측우대는 4기이다. 측우대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

행한 결과, 관상감 측우대는 주구성 광물로 중립 내지 조

립질의 석영과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가 관찰된다(그림 

표 4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측정 지점 및 결과(ppm)

No.
측정 원소

Remarks
Mg Al Si Ca Fe

01 47,161 26,477 80,889 295,195 14,773 유백색 암질

02 60,547 14,515 51,722 339,809 13,097 유백색 암질

03 77,198 11,401 118,013 259,440 14,698 조립질 결정

04 45,508 23,740 80,995 254,239 14,035 유백색 암질

05 73,531 20,804 62,919 282,645 14,907 층리(昌자 좌측 하단)

06 65,663 13,486 33,541 347,057 11,791 No.5 상단 유백색 암질

07 68,861 21,593 52,322 303,561 14,290 층리(昌자 좌측 상단)

08 64,728 12,980 37,784 326,812 12,356 No.7 상단 유백색 암질

22 이찬희, 이명성, 서만철, 최석원, 2003, 「불국사 다보탑의 암석학적 특징과 보존과학적 진단」 『지질학회지』39(3), pp.319~335. 

좌용주, 김건기, 고석배, 김종선, 2006, 「감은사지삼층석탑(서탑)에 사용된 석재 공급지에 대한 연구」 『암석학회지』15(3), pp.128~138. 

이명성, 유지현, 김지영, 2018, 앞의 논문. 

이명성, 최명주, 유지현, 안유빈, 2019,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재질 분석과 표면상태 변화 모니터링」 『암석학회지』28(4), pp.227~236.

23 국립중앙과학관, 2018, 『전시품(통영측우대) 보완 최종보고서』, 세계유산연구원.  p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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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불균질한 입도를 보이며, 

석영, 장석, 소량의 흑운모로 구성된 것이 확인된다(그림 

3A). 또한 일부 알칼리 장석 반정이 관찰되는 조직 특성

을 보인다. 근접 촬영 결과, 석영, 장석류, 흑운모가 관찰

되며, 표면에 정동이 나타난다.

육안 관찰 결과의 특징을 고려할 때 관상감 측우대는 

중립 내지 조립질의 담홍색 흑운모화강암,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반화강암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분석을 통해 

창덕궁 측우대는 백운암질 대리암으로 동정되었으며(그

림 3B), 국립중앙과학관(2018)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통영측우대는 회록색 사암으로 밝혀졌다(그림 3C).

정밀 육안 관찰 결과와 병행하여 수행된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결과(표 5),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관상감 측

우대의 Si는 각각 281,120ppm과 282,609ppm으로 측정되

었다. 이에 반해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64,773ppm 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Ca의 값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13,566ppm, 관상감 측우대 5,537ppm, 창덕궁 이문

원 측우대 301,095ppm으로 Si의 함량과 반대의 경향을 보

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주구성 광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밀 육안 관찰 결과에서 중립 내

지 조립질 담홍색 흑운모 화강암(관상감 측우대)과 반화강

암(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으로 동정된 것을 고려할 때 Si와 

Ca의 측정치는 암종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주구성광물의 차이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밀 육안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암석 동정의 보조 자료로

서 휴대용 X-선 형광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종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하고 향후 산

지 추정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전암대자율 분석 

및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을 수행하였다.

표 5 국가지정 측우대의 휴대용 X-선 형광 분석 결과 비교(ppm)

구 분
Mg Al Si Ca Fe

측우대 암 종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반화강암 <LOD 72,906 281,120 13,566 4,944

관상감 

측우대

흑운모 

화강암
<LOD 43,674 282,609 5,537 5,969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백운암질 

대리암
62,900 18,125 64,773 301,095 13,743

 LOD; limit of detection

A

C

B

D

그림 3  국가지정 측우대의 현황 및 암석기재적 특징. A :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의 반화강암, B :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백운암질 대리암, C : 통영 측

우대의 회록색 사암(국립중앙과학관, 2018), D : 관상감 측우대의 중립-

조립 담홍색 흑운모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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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0.075~0.127(×10-3 SI unit, 이하 단위 생략)의 범위를 보

이며 평균 0.098로 나타난다. 관상감 측우대는 4.01~6.62 

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5.12로 나타난다. 창덕궁 측우대

는 0.018~0.067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이 0.045로 측정

되었고, 국립중앙과학관 소장 통영 측우대의 기 연구 결

과에 따르면 0.008~0.125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 0.103

으로 측정된다(그림 4A). 이상의 결과를 비교하면, 창덕

궁 이문원 측우대, 통영 측우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의 

전암대자율 수치는 1.00 이하의 낮은 값에 분포하는 특징

이 나타난다. 하지만 관상감 측우대의 경우 4.00이상의 

값에서 분포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결과, 대구 경상감영 측

우대는 K(%)값 3.19~3.96, U(ppm)값은 8.22~10.93, 

Th(ppm)값은 26.07~33.56 사이의 범위를 보인다. 관상

감 측우대의 측정 결과, K(%)값 4.19~5.21, U(ppm)값은 

7.80~12.08, Th(ppm)값은 27.39~32.88 사이에 분포하

였다. 창덕궁 측우대는 K(%)값 1.75~2.24, U(ppm)값은 

8.77~10.97, Th(ppm)값은 13.31~18.89 사이의 범위로 나

타났다(그림 4B). 창덕궁 측우대는 다른 측우기에 비해 

방사선량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도시되는 영역이 구분된

다. 전암대자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암종별로 구분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Ⅵ. 고찰 및 결론

위의 분석을 통해 측우대를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측우대의 구성 암석

들은 주변의 지질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측우대가 설치된 지역 인근의 지질 분

포를 확인하였고, 특히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를 구성하는 

대리암에 대한 재질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관상감 측우대는 중립 내지 조립질의 석영과 

장석이 관찰되며, 일부 장석은 담홍색을 띠고 있다. 부

구성 광물로는 흑운모가 관찰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

원(1982)24에 따르면 서울의 북부 일대는 우리나라 중부

에 대상으로 분포하는 큰 저반으로, 흔히 서울화강암이

라 불리는 것 중의 일부이다. 이 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

립질의 입자를 가지며, 주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석, K-

장석, 정장석, 흑운모이다. 특히 한양도성은 축조시 서

울화강암체에서 암석을 조달하였으며, 삼천사지 대지

국사탑비의 귀부, 서울 홍지문 오간수문 등에 사용된 암

석들이 서울화강암류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5.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는 반화강암으로 제작되었다. 

반화강암은 화강암 마그마가 급속하게 냉각되거나 분별

정출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대구 분지 인근에서 

A B

그림 4  국가지정 측우대의 전암대자율 및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결과. A :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B :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결과.

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2, 『서울 도폭 설명서』, pp.7~9.

25 김지영, 이명성, 이찬희, 2013, 「서울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의 암석학적 특성과 산지해석」 『자원환경지질』46(2), pp.93~104. 

이명성, 김지영, 이찬희, 김영택, 한병일, 2013, 「서울 홍지문 오간수문의 암석기재적 분석과 손상도 평가 및 보존처리」 『보존과학회지』29(1), pp.1~14. 

조영훈, 이찬희, 2015, 「한양도성 석재공급지 추정을 위한 고문헌 분석 및 암석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암석학회지』24(3),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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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구 분지 북쪽의 

팔공산에는 후기 백악기 불국사 화성암체의 일부로서 흑

운모화강암과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26, 남쪽의 

최정산에는 경상계 불국사관입암류 중 화강반암류와 규

장암류가 나타나므로 국지적으로 유사한 암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27.

통영 측우대는 국립중앙과학관(2018)28의 조사에 의

해 회록색 사암으로 판별되었고, 입자들이 양호한 분급을 

이루고 있으며 원마도는 원마상 내지는 아원마상을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암이 과거 통

영 측우대가 위치하던 삼도수군통제영 일대의 지질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암석임을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암석들은 비교적 측우대가 설치된 인근

에 동종의 암석이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창덕

궁 이문원 측우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서울 인근에서 수급

하기 어려운 암종이다. 서울 일대의 지질을 고려하면, 석

회암 계열이 광명시 일대에서 산출되나 이곳은 백운암질

이 아닌 결정질 방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이

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의 구성 암석

은 서울 인근보다 원거리에서 수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 사례를 참고할 때,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

와 같은 대리암으로 조성된 문화재로는 경복궁 근정전 품

계석 중 동반의 정1품 품계석,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이 있다(그림 5A~D)30. 또한 

보물 제225호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은 제작 시기를 특정

하기는 어려우나 성종 3년(1472)에 중수할 때 건립한 것으

로 보고 있으며, 김훈래(2013)31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과 재질 및 제작 수법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신륵사 다

층석탑이 왕실발원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

료가 구분되었다. 신대현(2002)32은 조선왕조실록과 경국

대전의 기사를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옥기의 사용이 사실

상 허용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고, 당시 조선 사회가 금·

은과 더불어 옥기의 희귀 가치를 인정하여 그 사용을 제

한하였던 사회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옥이라는 개

념에 대하여 이찬희와 박준형(2019)33은 옥책의 분석을 

바탕으로 석회규산염암의 열수변질 작용으로 형성된 사

문옥질 암석과 대리암질 암석을 당시 사람들이 옥으로 인

A

C

B

D

그림 5  조선왕실과 관련된 대리암 문화재 현황. A : 경복궁 동반의 정일품 품계

석(김지영 외, 2013), B : 원각사지 십층석탑(전유근 외, 2015), C : 천

상열차분야지도각석(유지현 외, 2018), D :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2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28, 『대율 도폭 설명서』, p.21.

2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71, 『경산 도폭 설명서』, pp.14~16.

28 국립중앙과학관, 2018, 앞의 보고서.

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75, 『안양 도폭 설명서』, pp.7~8.

30 조영훈, 이찬희, 2013, 앞의 논문. 

김지영, 조영훈, 이찬희, 2013, 「경복궁 석조조형물의 재질 및 손상 특성 분석」 『보존과학회지』29(4), pp.407-420. 

전유근, 이명성, 김유리, 이선명, 임보아, 2016,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표면 오염물 형성 과정」 『보존과학회지』32(3), pp.365~375. 

유지현, 이명성, 최명주, 안유빈, 김유리, 2018,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의 재질특성과 비파괴 훼손도 평가」 『암석학회지』27(4), pp.207~222.

31 김훈래, 2013,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건립 시기와 층수 추론」 『미술사와 문화유산』2, pp.77~113.

32 신대현, 2002, 「朝鮮時代 玉器 研究: 朝鮮王朝實錄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문화사학』18, pp.199~232.

33 이찬희, 박준형, 2019,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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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전술한 

문화재를 조성하는 대리암은 신분적인 특수성을 가지는 

재질로 해석이 가능하다.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왕의 명에 의해 궁내에 설

치었고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측우대이다. 국가

지정 측우대(관상감 측우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통영 

측우대)를 구성하는 암석과 상이한 암종인 백운암질 대

리암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대리암은 시대적인 배경

에서 신분적인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왕실에 의해 제작된 대리암 문화재들이 백운암질 대리

암과 연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특정 암종을 선택적으로 

수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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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estructive Material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Changdeok Palace “Chugudae” and 
National Designated  “Chugudae”

State-designated rain gauge pedestals, including a rain gauge support, were installed in front of  the “Imunwon”  

at Changdeok Palace, made from various rock types. Some of  those pedestals provide exact information on their 

production dates. These rain gauge pedestals are highly valuable as scientific instruments;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scientific research carried out on them. Therefore, precise analysis and conservative consideration  are 

required. As a result of  petrographic character analysis, the  Changdeokgung rain gauge pedestal has been classified 

as marble. Furthermor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P-XRF analysis with GSJ reference samples (JLs-1, JDo-1) 

has determined it to be dolomitic marble. Applying the same analysis to other state-designated rain gauge pedestals, 

it was presumed that the rain gauge supports at Gyeongsand-do Provincial Office and Gwansanggam were each 

made from aplite, pinkish medium-to-coarse biotite granite. Results confirmed that only the Changdeokgung rain 

gauge pedestal was made from marble. Marble is viewed as having an identity specificity rooted in a certain historical 

background. According to the tendency towards stone figures being made from marble, especially dolomitic marbl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ies whether particular rocks were used to make royal stone figures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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