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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in Tapriri, U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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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iseong Tapriri Five-Storied Stone Pagoda (National Treasure No. 77) is typical stone cultural heritage in

Unified Silla Dynasty, Korea. The pagoda has been occurred black, brown discoloration and microcrack, exfolia-

tion, granularity decomposition with white discoloration because of continuous weathering. As the results of analy-

sis for the contaminants, chemical weatherings are generated that black contaminant by manganese oxide, brown

contaminant by iron oxide, white contaminants by gypsum and taranakite. And physical weatherings, such as micro-

crack, exfoliation, are occurred by salt(gypsum) crystallization. Therefore, these need to remove the contaminants

according to the conservation treatment manual, and regular monitoring using P-XRF to preserve long-term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at Tapri-ri, U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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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국보 제77호)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조문화재이다. 현재 이 석탑은 지속적인 풍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흑색, 황색, 백색변색이 발생되어 있으며 백색변색이 발생한 부분에서 미세균열, 박리박락, 입상분해

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표면오염물에 대한 분석결과, 흑색변색은 망간산화물, 황색변색은 철산화물, 백색변색은

석고와 타라나카이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석탑에 발생한 물리적 훼손은 암석내부에서 석고의 결

정화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처

리 매뉴얼에 따라 석고를 중심으로 표면오염물을 제거하고 P-XRF를 활용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주요어 : 석탑, 표면오염물, 손상메커니즘, P-XRF

1. 서 론

한국 탑의 양식은 목재로 구성된 탑에서 석재로 축

조된 탑으로 변화해 왔다.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탑

의 재질이 변화되는 과도기인 통일신라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조물

이다(Jin, 1965). 현재 이 석탑은 국보 제77호로 지정

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축조된 이후 장기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석탑은 구조적인 불균형과

함께 표면풍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2006년에 보수공사

가 실시된 바 있으나 표면풍화에 대한 보존처리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 석탑이 지니는 역사적 배경 및

양식학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석재의 표면에 대한 체

계적인 보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는 정량적인 상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석조문화재 훼손도 평가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Lee and Yi, 2007; Park et

al., 2008; Kim et al., 2009; Yi et al., 2010),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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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고 있는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이 석탑을 구

성하는 암석의 물성평가 및 원산지 해석에 관한 연구

가 실시된 바 있다(Lee et al., 2012). 그러나 석탑의

구조적인 상태 및 석재의 물성에 대한 연구만이 이루

어지고 있을 뿐 표면풍화도의 상태조사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석조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훼손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존처리 후

에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 발생되어 있는 표면오

염물질의 특성을 규명하여 표면손상 메커니즘을 해석

하였다. 또한 비파괴 기법을 활용하여 보존처리 이후

표면오염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제

안하였다.

2. 연구방법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표면풍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재질특성 및 풍화상태 조사, 표면오

염물의 성분 및 분포양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석탑에서 박락된 시편과 표면오염물

을 수습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오층석

탑에 구성암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육안관찰을 실

시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다.

표면오염물의 미세조직 관찰,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체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실시하였으며, 에너

지분산형 분석기(EDX Inca M/X)가 장착된 JEOL사의

JSM 5910LV을 활용하여 오염물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염물의 결정상태 및 광물의 동정을 위해 MAC

Science제 M18XAHF22를 활용하여 X-선 회절분석

(XRD; X-ray Diffract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X-선은 CuKα이며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

의 전류는 각각 40 kV와 100 mA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석대상이 문화재인 점을 고려할 때, 정

밀분석을 위한 시료의 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

서 석탑의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비파괴 방법으로

분석 및 진단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현장에서 오염물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비파괴

분석 장비인 P-XRF(Portable X-ray Fluorescence;

Innov-X System, α-6000)를 활용하여 반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SEM-EDS 분석

결과와 비교분석 및 고찰하여 석탑의 장기적인 모니터

링 방법을 제안하였다.

3. 현황 및 훼손상태

3.1. 현황 및 구성암석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단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

을 세웠으며 높이 9.6m이다. 이 탑은 전탑양식과 목조

수법을 동시에 갖춘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기단은 14

매의 지대석 위에 24매의 면석으로 구성되며, 각 면마

다 우주와 탱주 모두 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은

1층이 높고 2층부터 높이가 급격히 줄어들며, 1층 탑

신에는 감실을 설치하였다. 옥개석은 전탑의 구조를 모

방하여 상하면까지 층단형으로 이루어 있는데 윗면이

6단, 아랫면이 5단이다. 또한 기단과 탑신 우주 부분은

배흘림 기법을 보여 목조건축의 양식을 볼 수 있다

(Fig. 1A). 따라서 이 석탑은 목탑과 전탑의 양식을 고

루 갖춰 통일신라 전기 석탑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Lee, 2007)

이 석탑은 문화재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

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위치하고 있다. 석탑

의 200~500m 주변에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

으로는 금성산이 위치해 있다.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Fig. 1B). 석탑이 위치한 지역

의 지질은 기반암인 백악기의 퇴적암층과 이를 부정합

으로 덮고 있는 화산암층 및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관

입유문암(Rhyolite)으로 구성되어 있다(Yun, 1993).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을 구성하는 암석은 유문암질

용결응회암(Rhyolitic welded tuff), 응회각력암(Tuff

breccia)으로 구분된다. 유문암질 용결응회암 중 신선한

영역의 기질은 유백색을 띠고 있으나 풍화로 인해 대

부분 황색 및 흑색으로 변색되어 있다(Fig. 1C). 또한

수 mm 크기의 K-장석, 석영반정과 같은 소량의 암편

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분급이 양호한 편이

다(Fig. 1D). 한편 응회각력암은 기질 및 풍화면의 색

상은 유문암질 용결응회암과 유사하지만 수 mm에서

수십 mm에 달하는 다양한 크기의 각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각력들은 풍화로 인해 석탑의 원암에서 이탈

되어 공동을 형성하고 있다(Fig. 1E). Lee et al.(2012)

에 의하면 이 암석들은 석탑의 동쪽에 위치한 금성산

의 암석과 암석학적, 지구화학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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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훼손상태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화학적 및 물리적 풍화로

인해 표면변색, 균열, 박리박락, 입상분해 등 다양한 훼

손유형이 나타난다. 각각의 훼손유형은 단독적으로 분

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석재의 물성 및 심미적인 가치를 낮추고 있다. 이중에

서 표면변색은 석탑의 전면에 발생되어 있어 가장 많

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석탑에 발생되어 있는 표면변색은 크게 흑색, 황색,

백색으로 구분된다. 흑색 및 황색변색은 명암의 차이

를 보이며 석탑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육안관찰 결과,

이 표면변색 영역들은 석재에 흡착되어 있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오염물의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

각의 변색들은 단독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부영

역에는 상호 교호하며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흑색

및 황색변색만 발생한 영역에서는 균열, 박리박락과 같

은 물리적 훼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Fig. 2A~2D).

반면 백색변색은 흑색 및 황색변색과는 달리 석탑의

일부영역에서 발견된다. 백색변색은 대부분 옥개석 하

단부와 각각의 석재들이 맞물리는 영역에서 주로 분포

하고 있다(Fig. 2E~2L). 석탑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

할 때, 이 영역들은 석탑의 면석과는 달리 수분을 지

속적으로 함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백색변색이 수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백색변색을 유

발하는 오염물질은 석재의 내부까지 침투해 있으며 분

말 또는 구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백색변색이 발생한 영역에서는 흑색 및 백색 변색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훼손이 복합적으로 발생

되어 있다. 물리적인 훼손양상을 살펴보면, 광물입자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입상분해(Fig. 2E~2G), 미

세균열을 수반하는 박리박락(Fig. 2H~2J)이 주요 현상

으로 확인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석재의 일부가 탈락되

기도 하였다(Fig. 2K, 2L). 따라서 의성 탑리리 오층석

탑은 백색변색을 유발하는 오염물에 의해 물리적인 훼

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표면오염물 분석

4.1. 미세조직 관찰 및 X-선 회절분석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 발생한 표면오염물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박락된 시편을 수습하여 실체현

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우선 흑

색오염물을 대상으로 실체현미경 관찰을 실시한 결과,

시편의 최외각 표면에 주로 분포하며 200~300µm 두

Fig. 1. State(A), Location(B) and lithological characteristics(C, D, E) for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in Tapr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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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로 피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영역

에서는 미세균열을 따라 암석의 내부까지 침투해 있으

며 백색오염물과 교호하며 분포하고 있다(Fig. 3A). 이

영역을 대상으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 흑색오염물

은 특정한 결정구조 없이 비정질의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B).

황색오염물은 시편의 최외각 표면에 200~500µm

두께로 밀착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백색오염물과 혼

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C). 주사전자현

미경 관찰 결과, 전체적으로 침주상의 결정이 확인되

는데 이는 백색오염물의 결정으로 황색오염물의 미세

조직을 확인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Fig. 3D). 그

러나 육안관찰 및 실체현미경 관찰 결과를 고려할 때,

흑색오염물과 유사한 결정구조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

과는 분석대상이 문화재인 관계로 정밀한 분석이 가능

한 분석시편을 수습하기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문화재를 위한 비파괴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백색오염물은 시편의 최외각 표면에 1~2mm 두께

로 형성되어 있으며 흑색 및 황색오염물과는 달리 들

떠있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미세

균열 내부까지 침투하고 있다(Fig. 3E). 주사전자현미

경 관찰을 실시한 결과, 백색물질은 침주상의 결정과

구형의 결정을 나타냈다(Fig. 3D, 3F). 따라서 백색변

색을 유발하는 광물은 2가지로 확인되었다.

현미경 분석을 통해 미세조직을 확인한 오염물의 광

물조성을 살펴보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수습한 오염물의 양이 극미량인 관계로 벌크상

태에서 포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백색오염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석영, 장석, 석고(gypsum), 타라

나카이트(taranakite)가 검출되었다(Fig. 4). 이중에서

석영과 장석은 암석의 주요광물이므로 석탑의 백색변

색은 침주상 결정의 석고와 구형의 타라나카이트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흑색 및 황색오염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석

영과 석고가 동정되었다(Fig. 4). 그러나 석영은 석재의

구성광물이며 석고는 백색변색을 유발하는 주요광물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오염물들에 대한 확실한 광물을

동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미경관찰 및 X-선 회절분

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흑색 및 황색오염물은 비정질

의 형태로 석재표면에 침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2. 성분분석

표면오염물 주성분의 함량을 파악하기 위해 SEM-

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흑색오염물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O는 47.3%, Si는 19.4%, Mn은

15.6%, Fe는 4.4%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흑색변색은

망간산화물이 석재표면에 침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분석을 위해 수습한 황색오염물은 침주

Fig. 2. Surface weathering types of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in Tapriri. (A, B) black discoloration, (C, D) brown

discoloration, (E, F, G) white discoloration and granularity decomposition, (H, I, J) white discoloration and exfoliation, (K,

L) white discoloration and break out.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표면오염물 분석 및 손상메커니즘 해석 449

상의 석고와 혼합되어 있어 정밀한 분석지점을 탐색하

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석고결정과 시료의

기질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O는 54.5%, Ca는 18.8%,

S는 12.7%, Fe는 5.2%로 나타났다. 황산염 광물인 석

고의 주성분인 Ca와 S를 제외한다면 황색변색은 철산

화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산염 광물인

타라나카이트의 성분분석 결과, O는 54.6%, Al은

9.8%, P는 18.8%, K는 9.2%의 함량을 나타냈다

(Table 1).

이러한 함량을 나타내는 오염물의 분포양상을 파악

하기 위해 단면분석을 실시하였다. 흑색오염물 시료는

미세균열을 따라 불균질한 입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균

열이 없는 영역은 Si, Al, K 및 Na가 높은 함량을 보

이며 전형적인 석재의 원소분포를 보인 반면 균열내부

에 형성된 오염물은 Ca, S, Mn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흑색변색은 망간산화물과 석고가 혼합되어 있으

며 균열을 따라 암석내부까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색오염물 시료에서는 균열을 따라 Ca와 S가

분포하고 있으며 시료의 일부영역에서 Fe가 밀집된 영

역이 확인되었다(Fig. 5).

백색오염물 시료의 경우, 암석영역에서는 Si, Al, K,

Na가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염물 영역에서는

Ca, S, P가 높게 검출되었다. 오염물의 성분은 층위별

로 차이를 보이는데 석고의 주성분인 Ca와 S는 균열

및 암석표면에 분포하는 반면 타라나카이트이 주성분

인 P는 최외각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

(Fig. 5). 이는 석재 표면에 석고가 생성된 이후 타라나

카이트가 발생한 것으로 각 광물의 생성환경 및 발생

시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P-XRF 분석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는 풍화작용으로 인해 흑색,

황색, 백색변색이 발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풍화현상

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수행한 바와 같

이 시료를 수습하여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문화재인 점을 고려

할 때, 시료 채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석조문화재의 훼손도 진단 및 풍화양상을 파악하기 위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ontaminant samples in

the five-storied stone pagoda of Tapriri. G; gypsum, Q;

quartz, O; orthoclase, Ta; taranakite.

Fig. 3. Stereoscopic(A, C, E) and electron microscopic image(B, D, F) of contaminant samples. (A, B) black contaminant,

(C, D) brown contaminant, (A, B) white conta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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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파괴 분석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석탑에 발생되어 있는 표면변색 영역

의 정성적인 화학조성을 확인하고자 비파괴 분석장비

인 P-XR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P-XRF

Fig. 5. X-ray mapping by SEM-EDS for contaminant samples.

Table 1. SEM-EDS results for contaminant samples(%)

Color of contaminants O Na Mg Al Si P S K Ca Mn Fe

Black(Fig. 3B) 47.3 0.3 1.1 7.8 19.4 0.7 - 2.6 0.8 15.6 4.4

Brown and white(Fig. 3D) 54.5 0.3 0.8 1.3 2.7 0.8 12.7 1.0 18.8 1.9 5.2

White(Fig. 3F) 54.6 0.2 0.4 9.8 6.4 18.8 - 9.2 -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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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된 X-선은 측정대상의 밀도에 따라 수 µm에

서 수 mm까지 투과하여 내부까지 분석된다(Chun

and Lee, 2012). 또한 분석에 사용한 장비의 측정면적

은 10mm로 표면오염물을 분석할 경우 주변의 암석까

지 동시에 분석된다. 따라서 오염물의 성분만을 검출

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성분함량을 고려해야 한다.

석탑을 구성하는 유문암질 용결응회암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는 2.49~3.36%(평균 3.01), Ca는

0.15~1.49%(평균 0.66), Ti는 0.0~0.09%(평균 0.04),

Mn은 0.01~0.35%(평균 0.07), Fe는 0.19~0.87%(평

균 0.60)로 분석되었다(Table 2). 이와 같은 함량을 보

이는 신선한 암석과 표면변색 오염물의 성분함량 차이

를 계산하고 비교분석 함으로써 오염물의 주성분을 확

인하였다.

갈색변색 오염물 측정결과, P의 함량은 0.54%, S는

2.87%, K는 2.17%, Ca는 2.48%, Mn은 0.30%, Fe는

1.03%로 분석되었다(Table 2). 이를 신선한 암석과 비

교해보면, Ca의 함량은 신선한 영역보다 약 3배, Fe는

약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신선한 암석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P와 S가 일부영역에서 검출되었다

(Fig. 6). 앞에서 기술한 정밀분석 결과와 종합해 볼

때, 갈색으로 변색된 영역은 비정질의 철산화물이 침

착되어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백색오염물인 석고와

타라나카이트가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흑색오염물을 측정한 결과, P의 평

균 함량은 1.28%, S는 4.11%, K는 2.18%, Ca는

3.06%, Mn은 3.25%, Fe는 1.12%로 분석되어 신선한

암석보다 P, S, Ca, Mn의 함량이 월등히 높게 검출되

었다(Table 2, Fig. 6). 따라서 흑색변색 영역은 비정

질의 망간산화물이 침착되어 있으며 석고와 타라나카

이트가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백색오염물 P의 평균 함량은 0.44%, S는

10.52%, K는 1.79%, Ca는 7.79%, Mn은 0.19%, Fe

는 0.57%로 분석되었다(Table 2, Fig. 6). 이중에서

석고의 주원소인 Ca와 S, 타라나카이트를 지시하는 P

가 신선한 암석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이 P-XRF를 활용한 석조문화재 표면오염물 분석방법

은 비파괴 방법으로 오염물의 원소함량 및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유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고찰 및 결론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은 화학적 풍화로 인해 석재의

표면이 흑색, 황색, 백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육안관찰

결과에 의하면 흑색 및 황색변색이 발생한 부분은 석

탑 전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미세균열 및 박리박

락과 같은 물리적 훼손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

나 백색변색이 발생한 영역은 오염물이 석재의 내부까

지 침투해 있으며 입상분해, 박리박락, 미세균열과 같

은 물리적 훼손이 수반되어 발생하고 있다.

색상별 오염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흑색

Table 2. Representative results of P-XRF analysis for the surface contaminants(%).

Classification P S K Ca Ti Mn Fe

Fresh rock

Average <LOD <LOD 3.01 0.66 0.04 0.07 0.60

Max <LOD <LOD 3.36 1.49 0.09 0.35 0.87

Min <LOD <LOD 2.49 0.15 <LOD 0.01 0.19

Stdev <LOD <LOD 0.33 0.44 0.03 0.12 0.24

White discoloration

Average 0.44 10.52 1.79 7.79 0.06 0.19 0.57

Max 4.39 37.48 3.55 22.74 0.15 0.83 0.86

Min <LOD <LOD 0.49 0.26 <LOD 0.02 0.25

Stdev 1.39 13.31 1.02 7.66 0.05 0.31 0.19

Brown discoloration

Average 0.54 2.87 2.17 2.48 0.14 0.30 1.03

Max 2.18 20.81 3.00 14.34 0.45 0.96 2.12

Min <LOD <LOD 1.25 0.14 <LOD 0.01 0.59

Stdev 1.00 7.26 0.54 4.86 0.14 0.33 0.52

Black discoloration

Average 1.28 4.11 2.18 3.06 0.09 3.25 1.12

Max 8.68 30.92 3.91 19.17 0.38 11.90 2.59

Min <LOD <LOD 0.49 0.20 <LOD 0.01 0.37

Stdev 2.85 9.70 0.81 5.80 0.11 3.26 0.61

<LOD; limit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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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은 비정질의 망간산화물이, 황색변색은 철산화물이

석재표면에 200~500µm 두께로 침착되어 발생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백색변색은 황산염인 석고(CaSO4)와 인

산염인 타라나카이트(K3Al5(HPO4)6(PO4)2·18(H2O))에

의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석탑에 발생한 물리적 훼손은

2종류의 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Lee et al.(201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성암석은 표면오염물의 성분을 대부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흑색 및 황색 변색은 외부에서

공급된 수분과 반응하여 용출된 Mn과 Fe 성분이 비정

질 상태로 피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석고는 조

암광물에 포함된 Ca와 대기 중의 황산가스가 물과 함

께 용해되었다가 수분이 증발한 뒤 정출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

증된 바 있다(Benavente, et al., 2004; Lee et al.,

2006; 2007). 반면 타라나카이트는 인산염 점토광물로

서 일반적으로 동물의 배설물, 기타 유기물에 파생된

P성분이 암석의 성분과 결합하여 생성된다(Anthony, et

al., 1995). 석탑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오염물은 암석의 풍화생성물이 아닌 외부로

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석탑에서 확인된 염들은 암석의 물리적인 손상을 유

발하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석재에 침투한

염은 용해도의 차이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석재의

표면 또는 내부로 이동하여 결정화 작용을 거치게 된

다. 석재 표면에 침착되는 현상을 efflorescence, 내부

에서 결정화되는 현상을 Subflorescence로 정의된다.

Subflorescence 작용이 발생할 경우, 염은 석재 내부에

서 결정화 되면서 압력이 발생한다.

Correns(1949)는 염이 결정화 되면서 발생하는 압력

은 최대 200MPa이상으로 자연환경에서 암석을 풍화시

키기에는 충분한 압력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국내외에서는 염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풍화에 대한 많은 실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앞에

서 언급한 이론을 증명하였다(Winkler and Wilhelm,

1970; Chapman, 1980; Sperling and Cooke, 1985;

Goudie, 1999; Kuchitsu et al., 1999; Kim and Park,

1999; Aref et al., 2002; Carlos et al, 2002).

SEM-EDS 분석결과에 의하면 타라나카이트는 석재

의 표면에서만 분포하는 반면 석고는 석재의 내부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백색변색이 발생한 영

역에서 물리적 훼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현상과 석고

가 석재의 내부까지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 발생한 미세균열, 박리박락 등

은 석고의 결정화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는 석탑에서 박락된 시편을 수습하여 다

양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석조문화재를 장기

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밀분석을 통해

훼손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문화재

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비파적인 분석방법을 활

용해야 한다. P-XRF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선한

암석과 표면오염물의 함량차이를 계산한다면 오염원의

지시원소 및 함량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처리 매뉴얼에 따라 석고를 중

심으로 표면오염물을 제거하고 P-XRF를 활용한 정기

적으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Fig. 6. Representative results of P-XRF analysis for the surface conta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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