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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ocument and diagnose the conditions of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in Seunggasa temple immediately after its conservation treatment, which was found to be long

covered in surface of white materials. The stone Halo was researched along with the Statue, and basic data was

secured through precisely examination and nondestructive diagnosis. The result from the surface deterioration

evaluation shows that both the Statue and Halo had a little bit of physical deterioration, although their level of

chemical deterioration was proportionally higher due to discoloration. The physical property diagnosis using

ultrasonic measurements on the Statue and Halo showed that the average ultrasonic velocity was found to be

3,570 m/s and 3,373 m/s, respectively, which corresponds to grade III, an indication of a favorable physical

property. The surface covered materials were detected to be Ca, Ti, Pb, Fe, Al and Si, emanating from Hobun

(Oster shell powder; CaCO3) or lime (CaO·Ca(OH)2) and silicate minerals. Furthermore, Ti and Pb seems to be the

component of the white coloring pigments, titanium white (TiO2) and white lead (2PbCO2·Pb(OH)2). Therefore,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is presumed to be painted with Hobun or lime and thereafter

painted over with titanium white and whit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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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기간 백색 피복물질로 덮여 있던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의 보존처리 직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수

행하였다. 좌상과 더불어 석조 광배도 함께 검토되었으며, 정밀조사와 비파괴 진단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면

손상도 평가 결과, 좌상과 광배 모두 물리적 손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색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률은 비

교적 높았다. 초음파 측정을 이용한 물성진단 결과, 좌상과 광배의 평균 초음파속도는 3,570 m/s와 3,373 m/s로서 3

등급(MW)에 해당하는 양호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상의 표면 피복물질에서는 Ca, Ti, Pb, Fe, Al 및 Si

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호분(CaCO3) 또는 석회(CaO·Ca(OH)2)와 규산염광물의 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한 Ti과 Pb은 백색안료인 타이타늄화이트(TiO2)와 연백(2PbCO2·Pb(OH)2)의 성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승가대사좌상

은 과거에 호분 또는 석회로 칠해진 이후, 타이타늄화이트와 연백에 의해 덧칠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승가대사, 석조 광배, 손상도 평가, 초음파속도, 백색 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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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대

부분의 석조문화재는 장구한 세월동안 풍화와 훼손으

로 인해 변형되었고, 원형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과거에는 원형과 무관하게 문화재의

외적 아름다움의 추구와 손상예방 등의 목적으로 조성

이후에도 문화재의 표면에 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같이 손상이 심한 문화재는

보수과정에서 손상된 부위를 추상적으로 복원하고 전

신에 안료를 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칠은 오히려

원형에서 더 멀어져 이물감을 가중시켰으며, 원래의 상

태로 복원하기도 어렵고 또한 복원과정에서 추가손상

을 유발하기도 한다.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도 오래전부터 전신이 호분

으로 알려진 백색물질로 두텁게 칠해져 있어 구성암석

의 재질과 원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

다. 이 좌상은 인도의 고승으로 당나라에서 관음보살

의 화신(化身)으로까지 추앙받았던 승가대사를 석재로

형상화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승가대사상이다.

따라서 역사적 및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나, 학계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 좌상에 대해서는 주

로 인문학적 연구가 있을 뿐이며(Nam, 2000; Choe,

2003), 보존과학적 연구는 최초이다.

최근 석조승가대사좌상 표면의 백색 피복물질 제거

와 세척 등의 보존처리가 수행되면서 부분적으로 좌상

의 현황조사와 비파괴 진단 및 표면 피복물질의 분석

이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면 피복물질을 제거

한 직후의 좌상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원형에

대한 보존과학적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광배도 함께 정밀진단 자료를 확보하였다. 석조승가대

사좌상과 광배에 대한 원형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이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가 향후 안정적이고 장

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승가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에

위치하며, 위성좌표는 북위 37°37'35.3", 동경 126°57'36.7"

이다. 승가사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북한산비)로 유

명한 북한산 비봉(碑峰)과 매우 인접해 있으며, 보물

제215호로 지정된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이 있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석조

승가대사좌상은 보물 제10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

연석굴을 조성한 약사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다.

보존처리가 진행되기 전의 석조승가대사좌상은 전신

이 호분으로 알려진 안료를 포함한 피복물질로 덮여

있었으며, 눈썹, 눈, 입술, 콧수염 및 턱수염에는 채색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Fig. 1A). 이 좌상의 안료층에

서는 미세균열과 박리가 일부 관찰되었으나, 전반적으

로 안료의 피복상태는 양호하였다. 이는 좌상이 조성

된 이래 현재까지 승가굴 내부에 위치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풍화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면의 안료와 오염물을 제거한 이후의 석조승가대

사좌상은 Fig. 1B와 같으며, 좌상의 형상은 보존처리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머리에는 풍

모(風帽)를 썼으며, 온몸은 두터운 가사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왼손은 가사에 덮여져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정인(禪定印)에 가깝고, 가슴높이에서 손등이

밖을 향하도록 손을 오므린 채 검지를 세운 오른손은

Fig. 1. Photographs showing before the conservation treatments (A), and after the conservation treatment (B) of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Present state of the stone Hal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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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권인(逆智拳印)을 연상시킨다(Nam, 2000).

광배는 연화문, 당초문, 보상화문, 화염문이 가득 새

겨져 있으며 고려시대 작품으로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세련되었다(Fig. 1C). 특

히 중앙 위쪽에 새겨진 문양은 오대 송초에 걸쳐 중국

강남지역에서 유행하던 문양으로, 중국 저장성(浙江省)

의 후저우 비영탑(湖州 飛英塔)에서 발견된 나전칠기

경상(經箱)을 비롯한 많은 공예품과 조각에 나타나는

표현이다(Choe, 2003).

2.2. 승가신앙과 승가대사상

석조승가대사좌상의 배경을 이루는 승가신앙은 8세

기 중국불교의 산물이며, 이 신앙의 주인공인 승가대

사는 실존인물이다. 승가대사는 교리에 밝고 수행능력

이 뛰어나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여겨져 사람들

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승가대사에 대한

숭배도 널리 확산되었으며,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 승

가대사의 화상을 모시고 예불하였다(Nam, 2000;

Choe, 2003).

현존하는 승가대사의 형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는

돈황 72굴에 “성자사주화상(聖者泗州和尙)”이라는 명

문이 있는 오대(五代)의 벽화이다. 승가대사는 머리에

풍모를 쓰고 있고 가사를 입었으며, 양손을 모아 배

앞에 놓은 모습이다(Choe, 2003). 승사가 석조승가대사

좌상도 풍모와 가사, 선정인에 가까운 왼손 등으로 볼

때 중국의 승가대사상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석조승가대사좌상은 중국의 승가대사상과

다른 특징들도 있다. 머리의 정혈이나 역지권인에 가

까운 오른손은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로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특히 오른손과 같은 모습은

변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승가대사상 형식에

고려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Nam,

2000; Choe, 2003). 이 연구의 대상인 승가사 석조승

가대사좌상의 광배 뒷면에는 1024년(고려 현종 15)에

조성되었다는 명문이 있어, 고려시대에 유행한 승가대

사 신앙을 담고 있는 유일한 예로 귀중한 문화유산으

로 평가받고 있다.

2.3. 연구방법

이 석조승가대사좌상과 광배는 모두 화강암질암으로

재질특성과 석재의 산지는 별도로 보고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좌상과 광배를 대상으로 표면 손

상도 평가와 물성진단을 수행하였다. 손상도 평가는 표

면오염물을 제거한 이후에 실시하였으며, 물성평가는

표면오염물 제거 전후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보존

처리로 인한 물성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좌상과 광배에 발생한 손상유형, 위치 및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손상지도를 작성하고 손상면적을 산

출하였다. 손상지도를 이용한 손상도 평가기법은 국내

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Inkpen et al., 2001; Fitzner and Heinrichs, 2002;

Fitzner et al., 2003; Jo and Lee, 2011). 특히 석조문

화재에 나타나는 손상유형을 세분화 및 범주화하고자

하였으며, 정확한 손상지도 작성을 위해 고해상도 사

진을 이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적외선 열화상 분석을 통해 박리의 정량

적인 면적을 산출하여 손상지도에 적용하기도 하였고,

3차원 스캔닝과 가상복원모델링을 바탕으로 3차원 손

상률을 산출하기도 하였다(Jo and Lee, 2011; 2012).

이 연구에서도 박리검출을 위해 타진법과 적외선 열화

상 분석을 동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적외선 열화

상 카메라는 Flir사의 T640 모델이다.

이후 좌상과 광배의 물성평가를 위해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원활한 측정을 위해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

행하였으며, 간접법으로 획득한 데이터는 구성암석인

화강암의 평균 보정계수 1.52를 적용하였다(Kahraman,

2002; Lee et al., 2009; Jo, 2011). 초음파 측정은 스

위스 Proceq사의 Pundit Lab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접촉매질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엘라스토머 커버

를 사용하였다(Jo and Lee, 2015; Lee and Jo, 2017).

한편 표면 피복물질 분석을 위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P-XRF),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및 에너지분

산형 X-선 분석(EDS)도 함께 수행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P-XRF는 Innov-X System사의 Delta Professional이

며, 12번(Mg)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Geochem 모드로

40초 동안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TESCAN사의 MIRA3 LMH를 이용하였고, 가속전압

은 20 kV이다. 분석에서는 시료를 백금으로 코팅하여

전기전도도를 높였으며, 성분 검출을 위해 EDS도 함

께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표면 손상도 평가

3.1.1. 손상현황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은 조성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승가굴 내부에 보호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의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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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에 보존처리 되어 다소 양호한 상태로 보이며,

좌상은 호분으로 알려진 표면 채색층이 전신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환경변화의 영향은 적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석조승가대사좌상과 광배

에 발생한 모든 손상유형에 대해 상세히 관찰하고 기

재한 결과, 좌상과 광배 모두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손상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생물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

석조승가대사좌상과 광배에서 관찰된 물리적 손상유

형은 미세 균열, 박리상 균열, 박리, 박락 및 탈락이다.

물리적 손상은 좌상에서 주로 관찰되며, 광배는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좌상에서는 미세 균열,

박락 및 탈락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박리상 균열과 이를

동반한 박리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Fig. 2A~2C). 광

배의 물리적 손상은 박리상 균열, 박리, 박락 및 탈락

이며, 정면과 배면에서만 일부 관찰되었다(Fig. 2D). 좌

상과 광배 모두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학적 손상은 흑색변색과 갈색변색으로 구분된다.

좌상은 전반적으로 흑색변색으로 인한 손상이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정면에서는 갈색변색도 일부 관찰되었

다(Fig. 2E). 특히 좌상에서 확인되는 변색은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지점에서 이차적 손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Fig. 2F). 광배의 경우 흑색변색은 주로 정면에

서 관찰되었으며, 양각된 문양을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

였다(Fig. 2G). 갈색변색은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

에서 모두 관찰되었으며, 특히 좌측면과 배면에서 뚜

렷하게 나타났다(Fig. 2H).

3.1.2. 손상도 평가

석조승가대사좌상의 손상지도는 Fig. 3과 같다. 물리

적 손상은 박락과 탈락이 주를 이루며, 화학적 손상으

로는 흑색변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위별로 비교한 결과, 물리적 손상은 좌측면과 배면

Fig. 2. Photographs of surface deterioration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and the stone Halo. (A)

Micro crack and break out on the body of the Statue. (B) Break out on the face of the Statue. (C) Blistering and blistering

crack on the body of the Statue. (D) Blistering and scaling on back side of Halo. (E) Black discoloration on bottom of the

Statue. (F) Partly brown discoloration of the break out on face of the Statue. (G) Black discoloration along the patterns on

Halo. (H) Brown discoloration on left side of Halo.

Fig. 3. Deterioration map of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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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화학적 손상은 네 방

위에서 모두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미세 균열은 정면에 49 mm와 61 mm의 길이를 갖

는 균열 두 개가 있으며, 우측면과 배면은 각각 76~

225 mm(총합; 514 mm), 44~279 mm(총합; 522 mm)

의 범위 내에서 네 개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박리상

균열은 좌측면에서 길이 55 mm의 균열이 하나, 배면

에서는 86 mm와 116 mm의 길이를 갖는 두 개의 균

열이 나타났다(Fig. 4). 이를 Jo and Lee(2011)의 방

법에 따라 지수로 산출한 결과, 미세 균열의 균열지수

는 정면 0.18, 우측면 1.06, 배면 0.83으로 나타났고,

박리상 균열의 균열지수는 좌측면과 배면에서 각각

0.11, 0.32로 산출되었다(Fig. 4).

석조승가대사좌상에 발생한 박리는 타진법과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이 결과, 박리는

좌측면 0.3%, 배면 0.9%로 나타났으며, 배면의 손상률

이 좌측면보다 3배 정도 높았다. 박리가 진전되어 떨

어져 나간 박락은 정면 1.0%, 좌측면 2.0%, 우측면

1.2%, 배면 4.9%로서 배면에서 특히 높은 손상률을

보였다. 구조상 균열 또는 인위적 충격으로 인한 탈락

은 정면에서 3.0%, 좌측면에서 4.4%, 우측면에서

0.1%, 배면에서 2.0%로 나타났으며, 좌측면에서 가장

높은 손상률을 보였다(Fig. 4).

한편 석조승가대사좌상에 발생한 화학적 손상 중 흑

색변색은 네 방위에서 모두 높은 손상률을 나타냈다.

정면은 20.7%, 좌측면은 42.3%, 우측면은 26.5%, 배

면은 30.3%로 산출되었으며, 손상률은 좌측면, 배면,

우측면, 정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갈색변색은 좌상

의 정면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한 손상률은 약

11.2%였다(Fig. 4).

석조승가대사좌상에 발생한 손상양상을 종합하면, 균

열은 0.18 이하의 균열지수를 나타낸 정면 및 좌측면

과는 달리 우측면과 배면에서는 각각 1.06, 1.15로서

비교적 높은 균열지수를 보였다. 한편 박리는 좌측면

과 배면에서만 일부 관찰되었는데, 이 좌측면과 배면

은 박락과 탈락으로 인한 손상률도 다른 방위에 비해

높았다. 변색으로 인한 손상률은 좌측면을 제외한 정

면, 우측면 및 배면에서 모두 30.0% 정도로 나타났으

며, 특히 좌측면이 42.3%로 가장 높았다.

광배의 손상지도는 Fig. 5와 같다. 광배는 박락이나

Fig. 4. Deterioration rate of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Fig. 5. Deterioration map of the stone 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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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등의 물리적 손상보다 변색으로 인한 화학적 손

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배는 모든 방위에

서 미세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박리상 균열 또한

정면과 배면에서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박리상 균열은 정면과 배면에서 각각 35 mm와

64 mm, 46 mm와 217 mm의 길이를 갖는 두 개의 균

열이 존재한다. 이러한 박리상 균열에 대한 균열지수

는 각각 0.09와 0.24로서 배면이 정면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수치가 크지 않은 경미한 손상

으로 판단된다(Fig. 6).

광배에서는 박리, 박락 및 탈락이 정면과 배면에서

만 관찰되었으며, 좌측면과 우측면에서는 관찰되지 않

았다. 정면의 박리 손상률은 0.1%, 박락 손상률은

0.6%, 탈락 손상률은 0.1%로 나타났고, 배면의 박리

손상률은 0.2%, 박락 손상률은 1.9%, 탈락 손상률은

0.5%로 확인되었다. 박리, 박락 및 탈락 모두 배면이

정면보다 더 높은 손상률을 보였다(Fig. 6).

물리적 손상과는 달리 화학적 손상은 네 방위 모두

비교적 높은 손상률을 보였다. 정면에서는 갈색변색 없

이 흑색변색으로 인한 손상만 관찰되었으며, 손상률은

14.1%로 나타났다. 반면 좌측면, 우측면 및 배면에서는

갈색변색만 관찰되었고, 흑색변색은 관찰되지 않았다.

갈색변색으로 인한 손상률은 각각 43.1%, 18.1%,

34.0%로 확인되었으며, 좌측면이 가장 높은 손상률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리적 손상률과 매우 상반

된 것이다(Fig. 6).

이상 광배에 발생한 손상양상을 종합하면, 물리적 손

상보다 화학적 손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갈

색변색으로 인한 손상이 가장 크다. 광배에 발생한 물

리적 손상은 정면과 배면에서만 일부 관찰되는데, 정

면은 박리, 박락 및 탈락의 손상률을 모두 합해도

1.0%가 되지 않는다. 또한 광배의 정면에서 산출된 균

열지수는 0.09로서 균열에 의한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면도 물리적 손상률의 합이 약 2.6%로 나

타났으며, 균열지수가 0.24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광배

의 물리적 손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1.3. 표면 박리검출

박리는 대부분 표면에서 균열과 동반하여 나타나며,

내부 결함으로 존재하나 표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경

우도 많다. 적외선 열화상 분석은 신선부와 결함부에

서 나타나는 온도차를 이용하여 박리를 검출할 수 있

으며, 박리의 정확한 위치와 정량적인 면적까지 산출

Fig. 6. Deterioration rate of the stone Halo.

Fig. 7. Infrared thermography analysis showing back side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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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Lee et al., 2012; Jo et al., 2013; Jo and

Lee, 2014).

이 연구에서는 먼저 타진법으로 박리 부위를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인위적인 미열을 가하면서 표면온도 변

화를 살펴보았고, 신선한 부위와 박리 부위의 온도차

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열화상 이미지를 저장하였다.

이 중 좌상의 배면 하단부에서 관찰된 박리를 선정하

여 표면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7). 이 결과,

LI01의 온도 그래프에서 비정상적인 온도 피크를 보인

A-B구간이 박리상 균열을 동반한 박리 영역으로 나타

났다. B지점 이후에도 두 구간에서 소폭의 온도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 또한 국소적으로 박리가 존재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기법으로 석조승가대사좌상과 광배에서

검출한 대표적인 박리는 Fig. 8과 같다. 신선부와 박리

부의 온도차를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각 영역 내에서

3지점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

과, 신선부(SP01, SP02, SP03)의 온도는 평균 9.6°C로

나타났고, 박리부(SP04, SP05, SP06)는 평균 11.4°C

로 산출되었다. 박리부와 신선부의 온도 차이는 약

1.8°C로서 박리의 깊이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초음파 물성분석

석조승가대사좌상의 물성평가를 위해 정면과 배면에

서 각각 43지점, 좌측면과 우측면에서 각각 26지점 등

총 138지점에서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획득한

데이터를 등고밀도선 방식으로 투영하여 전반적인 풍

화경향을 살펴보았다. 좌상의 두상은 직접법으로 측정

하였고, 몸체는 간접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표면의 백색 피복물질 제거 전후의 물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측정지점을 설정하여 두 차례의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면 피복물을 제

거하기 전에는 좌상과 광배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배

면에 대한 초음파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각각의 비교

는 보정 없이 간접법으로 산출한 초음파속도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Table 1 및 Fig. 9

와 같다.

이 결과, 석조승가대사좌상의 전반적인 물성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방위별

로 살펴보면, 평균 초음파속도는 정면과 우측면이 각

각 2,448 m/s와 2,058 m/s에서 2,495 m/s와 2,142 m/s

로 47 m/s와 84 m/s가 증가하였고, 좌측면은 반대로

2,116 m/s에서 2,079 m/s로 34 m/s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Thermography images of the blistering zones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and the stone

Halo.

Table 1. Summary of indirect ultrasonic velocities before

and after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Indirect Ultrasonic 

Velocity (m/s)

Before After

Front

Max 3,068 3,370

Min 1,913 1,992

Mean 2,448 2,495

Left

Max 2,424 2,905

Min 1,542 1,599

Mean 2,116 2,079

Right

Max 2,525 2,732

Min 1,445 1,639

Mean 2,05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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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초음파속도의 변화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된

다. 속도가 증가한 이유는 균열 및 박리로 인해 암석

과의 밀착력이 감소된 표면 피복물물이 제거되면서 암

석만의 물성으로 재평가된 경우이다. 반면 초음파속도

가 감소한 이유는 제거 전의 표면 피복물과 암석의 밀

착도가 매우 우수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입자가 작은

표면 피복물이 공극을 비교적 잘 채우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초음파속도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표면 피복물을 제거하고 측정한 초음파 데이터

에 구성암석인 화강암의 평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풍

화도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조승가대사

좌상의 정량적 물성등급을 산정하였다(Iliev, 1966; Jo,

2011). 먼저 좌상의 초음파속도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3,570 m/s(2,431~5,206 m/s)로 나타났다. 이를 방위별로

살펴보면, 정면은 평균 3,794 m/s(3,028~5,124 m/s),

Fig. 9. Result showing ultrasonic velocity models before and after the conservation treatment for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Table 2. Summary of ultrasonic velocity for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Direct Ultrasonic Velocity 

(m/s)

Weathering Coefficient 

(K)
Weathering Grade

Front

Max 5,123.6 0.00 Fresh Rock

Min 3,027.9 0.39 Moderately Weathered

Mean 3,793.5 0.24 Moderately Weathered

Left

Max 4,416.5 0.12 Slightly Weathered

Min 2,430.7 0.51 Highly Weathered

Mean 3,160.2 0.37 Moderately Weathered

Right

Max 4,153.0 0.17 Slightly Weathered

Min 2,491.8 0.50 Highly Weathered

Mean 3,257.0 0.35 Moderately Weathered

Back

Max 5,205.5 0.00 Fresh Rock

Min 2,687.9 0.46 Highly Weathered

Mean 3,784.4 0.24 Moderately We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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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면은 평균 3,160 m/s(2,431~4,417 m/s), 우측면은 평

균 3,257 m/s(2,492~4,153 m/s), 배면은 평균 3,784 m/s

(2,688~5,206 m/s)의 초음파속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네 방위에 대한 평균 풍화도지수는 정면 0.24,

좌측면 0.37, 우측면 0.35, 배면 0.24로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풍화도지수에 따른 2D 모델링 결과, 좌상은 신선한

단계(FR)부터 상당히 풍화된 단계(HW)까지 넓은 범위

를 나타냈으나, 주로 중간 풍화된 단계(MW)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정면과 배면의 물

성이 좌측면 및 우측면의 물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좌상의 중앙부가 비교적 강한 물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0).

광배도 좌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성평가를 수행하

였다. 측정은 간접법을 이용하였으며, 보정계수를 적용

하고 풍화도지수를 산출하여 정량적인 물성평가를 수행

하였다. 광배는 정면과 배면에서만 각각 95지점에 대해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광배의 초음파속도 분석 결

과, 정면과 배면의 평균 초음파속도는 각각 3,303 m/s

(2,719~4,136 m/s)와 3,443 m/s(2,776~4,648 m/s)로 나

타났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은 3,373 m/s(2,719~4,648

m/s)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평균 풍화도지수는 정면

0.34, 배면 0.31로 산출되었으며, 모두 중간 풍화된 단

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실제로 광배는 중간 풍화된 단계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MW등급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외에는 약간 풍화된 단계와 상당히 풍화

된 단계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선한 단계와 완

전히 풍화된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광배에서

는 상부가 중하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물성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1).

3.3. 표면 피복물질 분석

3.3.1. P-XRF 분석

석조승가대사좌상에 칠해져 있던 백색 피복물의 정

밀분석을 위해 P-XRF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

해 좌상 배면의 박리부에서 시료 3점을 수습하였으며

(Fig. 12), 이에 대한 P-XRF 측정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세 점의 시료에서 모두 Ca(195,500 ppm, 199,900 ppm,

282,600 ppm)과 Ti(240,800 ppm, 248,900 ppm, 295,800

Fig. 11. Result showing ultrasonic velocity models for the

stone Halo.

Table 3. Summary of ultrasonic velocity for the stone Halo

Stone Halo
Direct Ultrasonic Velocity 

(m/s)

Weathering Coefficient 

(K)
Weathering Grade

Front

Max 4,136 0.17 Slightly Weathered

Min 2,719 0.46 Highly Weathered

Mean 3,303 0.34 Moderately Weathered

Back

Max 4,648 0.07 Slightly Weathered

Min 2,776 0.44 Highly Weathered

Mean 3,443 0.31 Moderately Weathered

Fig. 10. Result showing ultrasonic velocity models for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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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이 다량 검출되었고 Pb(2,273 ppm, 2,962 ppm,

2,090 ppm)의 함량도 높았다. 또한 Si, P, Fe, Al의 함

량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시료 C는 A 및 B

와는 달리 S이 70,500 ppm 검출되었으며, Ca과 Ti의

함량도 더 높았다.

모든 시료에서 Ca의 함량이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

아 과거에 호분 또는 석회를 사용하여 좌상의 표면을

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의 기록들과도 일

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Ca 뿐만 아니라 Si와 Al, P

및 Fe도 함께 검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원소들은 시멘

트의 성분인 석회와 화강암의 조암광물에서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실제로 표면 피복물 제거 중 좌상의 일부

탈락부에서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수했던 흔적이 나타

났다. 또한 Ti과 Pb의 함량도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는

20세기 초에 제작된 백색안료인 타이타늄화이트(TiO2)

와 연백(2PbCO2·Pb(OH)2)의 성분으로서, 석조승가대사

좌상이 초칠 이후 근래에 이차적으로 덧칠되었던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3.2. SEM-EDS 분석

이 연구에서는 경원소 측정이 불가능하였던 P-XRF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검출한 데이터의 교차검증

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및 EDS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먼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시료의 미세조직

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서로 다른 조직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는 지점에서 EDS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개의 시료를 바탕으로 총 8지점에서

EDS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3, Table 5).

이 결과, P-XRF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시료에

서 Ca, Ti, Al 및 Si가 검출되었다. 또한 P-XRF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경원소 C와 O가 검출되었으며, 특히

O의 함량은 세 시료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먼저 시

료 A(01~03)에 대해 살펴보면, S의 함량이 8.07~

12.48wt.%로서 다른 시료에 비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

는데, 이는 호분이나 시멘트의 성분인 Ca이 표면에서

석고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13A, 13B, Table 5).

한편 A-04에서는 S이 검출되지 않았고, Ca(26.33wt.%),

Si(5.84wt.%), O(47.18wt.%) 및 C(9.54wt.%)가 주로

검출되었다. 이는 호분이나 시멘트의 주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Fig. 13C, Table 5).

시료 B는 같은 시료 내에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

다. B-02는 Ca(28.54wt.%), Si(8.91wt.%), O(45.86wt.%)

및 C(8.43wt.%)가 주로 검출되면서, A-04와 매우 유

사하게 나타났다(Fig. 13E, Table 5). 그러나 B-01과

B-03에서는 Ti이 각각 80.34wt.%와 54.88wt.%로 매

우 높게 검출되었으며, 칼슘의 함량이 3.29wt.% 이하

로 나타났다(Fig. 13D, 13F, Table 5). 이 결과는 앞

서 언급했듯이 좌상의 표면을 초칠한 이후에 타이타늄

화이트로 덧칠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한다.

시료 C-01은 Ti이 검출되지 않았고, Ca의 함량 또

한 6.11wt.%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Si와 O는 각각

39.08wt.%와 46.43wt.%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면오염물이 아닌 조암광물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판

단된다(Fig. 13G, Table 5). C-02는 주로 Ca, Si, O

및 C가 검출되면서 A-04 및 B-02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3H, Table 5).

Table 4. Results of P-XRF analysis (ppm) for white covered materials from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12

No. Si Al Ca Ti Fe Pb Zn P S

A 127,900 41,700 195,500 240,800 6,818 2,273 87 1,515 1,768

B 133,700 47,800 199,900 248,900 5,062 2,962 103 1,948 3,024

C 122,300 26,800 282,600 295,800 17,100 2,090 61 1,251 70,500

Fig. 12. Photographs showing analytical samples of the white covered materials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A) Sample A, (B) Sample B, (C) Sample C, (D) Sampling from the white cover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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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과 광배는 조성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 및 인위적 풍화환경에 노출되

어 다양한 유형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좌상과 광배에

서 관찰된 물리적 손상은 미세 균열(좌상; 1,146 mm,

광배; 0 mm), 박리상 균열(좌상; 257 mm, 광배;

363 mm), 박리(좌상; 0.3%, 광배; 0.1%), 박락(좌상;

2.5%, 광배; 1.1%), 탈락(좌상; 2.4%, 광배; 0.2%)이며,

화학적 손상으로는 흑색변색(좌상; 28.8%, 광배; 6.0%)

과 갈색변색(좌상; 3.5%, 광배; 19.0%)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좌상과 광배는 물리적 손상률이 높지 않

았으며,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좌상의 경우 두상과

몸체에서 탈락으로 인한 손상이 일부 관찰되었는데, 특

히 상호와 오른손의 탈락부에 대해서는 보수처리를 실

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상의 탈락부는 미관을 위해하고, 오른손은 이 좌

상의 역사적 의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좌

상과 광배의 표면은 변색으로 인한 화학적 손상이 다

수 관찰된다. 대부분의 변색원인은 인위적인 오염이며

부분적으로 암석 자체에서 유리된 성분의 영향도 있다.

비교적 넓은 면적을 점유하는 변색도 있으나 색도가

엷어 미관을 해치지는 않는 정도이다.

좌상의 방위별 평균 초음파속도는 정면 3,794 m/s,

좌측면 3,160 m/s, 우측면 3,257 m/s, 배면 3,784 m/s

로서 전체 평균은 약 3,570 m/s로 나타났다. 광배는

정면과 배면에서 각각 3,303 m/s와 3,443 m/s의 평균

초음파속도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은 3,373 m/s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풍화도지수와 물성등급은 좌상 0.29(3

등급; MW), 광배 0.33(3등급; MW)으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상도 평가 데이터와 전반적

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암석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균열, 박리 등의 물리적 손상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좌상의 표면 피복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Fig. 13. SEM images and EDS points of the analytical samples from the white covered materials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Table 5. Results of EDS analysis (wt.%) from the white covered materials on the seated stone statue of Buddhist Master

Seungga. Numbers are the same as those of Figure 13

No. Si Al Fe Ti Ca Mg Na K Cl S C O

A-1 0.57 0.32 1.36 15.22 13.81 - 0.48 0.22 - 8.17 7.98 51.87

A-2 2.37 0.99 0.21 0.36 23.72 0.47 1.26 2.77 - 12.48 7.09 48.28

A-3 2.74 0.85 0.39 1.75 29.16 0.09 - 1.08 - 8.07 4.79 51.08

A-4 5.84 2.14 2.56 1.18 26.33 0.58 1.93 1.6 0.26 0.86 9.54 47.18

B-1 1.65 4.79 - 80.34 2.93 - - 0.35 - - 1.85 8.09

B-2 8.91 2.69 0.32 0.18 28.54 0.14 1.69 2.44 0.26 0.54 8.43 45.86

B-3 1.17 0.77 - 54.88 3.29 0.11 0.26 0.42 - 0.33 4.58 34.19

C-1 39.08 0.62 - - 6.11 0.14 0.41 0.18 - 1.15 5.88 46.43

C-2 6.39 2.23 1.5 0.17 26.8 0.51 1.56 2.04 0.2 0.66 12.03 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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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a, Ti, Pb, Si, Fe, Al이 다량 검출되었다. Ca

은 호분(CaCO3) 또는 석회(CaO·Ca(OH)2)와 보수용

시멘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며, Si와 Fe 및 Al

등은 석재의 조암광물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러

나 Ti과 Pb은 현대 백색안료인 타이타늄화이트(TiO2)

와 연백(2PbCO2·Pb(OH)2)의 성분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좌상은 과거에 백색안료로 초칠된 이후 현대의 백

색안료에 의해 덧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

다. 석조승가대사좌상은 장기간 표면 피복물로 전신이

뒤덮여 있었으므로 원형이나 구성암석의 재질특성에 대

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를 제거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문화재의 상태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

는 방법으로 3D 스캐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원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석조승가대사좌상

은 이와 같은 3D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반드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구성암석의

재질특성 및 산지해석에 대한 연구가 동반된다면 석조

승가대사좌상은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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