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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etr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roperty of the Rock-carved Seated

Buddha at Bugmireugam hermitage of Daeheungsa temple in Haenam. The Buddha Statue was carved on

micrographic granite, and the rock was composed of the fine quartz encircled by orthoclase. The results of

diagnosis for deterioration evaluation have shown a highly damage rate of black contaminants (8.4%) and crack

index (6.6). The ultrasonic velocity have detected SW (slightly weathered) grade of weathering coefficient (mean

0.18). Various weathering factor on the surface of the Buddha Statue was affected by precious shelter, and physical

property with ultrasonic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fissure of hos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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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을 구성하는 석재의 암석학적 특성과 물성을 진단하였다. 이 마

애불상은 미문상화강암에 부조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암상은 장석에 포위된 작은 석영 결정들이 미문상 조직을 이루

고 있다. 손상도 진단 및 평가 결과, 흑색변색(8.4%)과 균열지수(6.6)에서 높은 훼손율을 보였고, 초음파 속도는 약간

풍화단계의 풍화도지수(평균 0.18)가 산출되었다. 마애불의 표면에 나타나는 손상은 기존 보호각의 영향으로 판단되고,

물성은 자연암반의 구조적 특성과 균열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 북미륵암, 물성, 불상, 미문상화강암, 손상도 진단

1. 서 언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은 고

려시대에 조성된 석불로 해남 대흥사의 산내암자에 위

치한다. 이 마애불상은 용화전이라는 보호각 안에 안

치되어 있으나, 자연암반에 새겨져있어 암체의 구조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2004년 보호각 해체 후 모

습을 드러낸 북미륵암의 전체 영역에서는 균열, 박리,

박락 및 다양한 변색이 함께 확인되었고, 이들은 물리

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훼손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마애불의 훼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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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체계적인 보존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하고, 비

파괴 정밀진단 및 보존환경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자연암반에 조성된 석조문화재와 자연유산에 대

한 최근의 보존과학적 연구는 Cho et al.(2012), Lee

et al.(2012a; 2012b; 2019), Yoo et al.(2012) 등에

의해 보고된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암석학적

특성을 밝히고, 손상유형별 정밀진단을 통해 훼손상태

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휴대용 X-선 형

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마애불 표면에 남아있는 변색 오

염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는 대흥

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

존관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야외 석조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시스템 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 황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 대흥사의 동쪽 암자에 위치한다(Fig. 1a).

이 불상은 1985년 4월에 중수된 용화전이라는 보호각

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후 2004년의 해체보수과정에서

기둥과 천장에 가려진 천인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

라서 마애불 자체에 대한 불교미술사적 재평가를 거쳤

으며, 2005년 9월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자연암반에 새겨진 이 불상은 고려시대의 마애불로

높이는 4.2m이다(Fig. 1b). 소발에 육계가 뚜렷하며 상

호는 둥글넓적하고 우아한 편이다. 특히 결가부좌한 하

체가 빈약한 편이며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걸쳤는데 이 옷주름은 신라 말기에

유행하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식적이

다. 대좌는 앙련의 형태로, 광배는 머리와 신광을 3중

의 원으로 음각하고 그 밖으로 화염문을 새겼다. 또한

각 모서리에 4개의 비천상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였다

(Mok et al., 1994).

인근에 있는 북미륵암 삼층석탑(보물 제301호)의 조

성연대도 고려 초기로 추정되며 2단의 기단 위에 3층

탑신이 올라간 전형적인 신라시대 석탑형태를 띠고 있

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한 부재로 되어 있으며

3층으로 올라갈수록 체감되어 각 기마다 4개의 우주를

갖추고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이 남아있으며 노반형과

앙화형의 석재가 놓여있다(Fig. 1c).

2.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마애불상이 조성되어 있는 암반의 재

질특성을 밝히고 풍화 및 손상상태에 대한 정량적 훼

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애불을 구성하는 암석의 광

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박편을 제작

하여 Nikon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현미경을

이용하였고, 시료는 분말화하여 Rigaku D/Max-IIB X-

선 회절분석기기로 분석하였다. 타겟으로 사용한 X-선

은 CuKα이며 양극의 가속전압 및 필라멘트의 전류는

40kV와 100mA로 설정하였다.

마애불의 우측 하단에 피복되어 있는 흑색오염물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정성분석을 위해 집속 이온빔 전

자현미경(FIB/SEM System; Tescan LYRA I FEG)

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풍화훼손도 진단에서는 유형

별 풍화양상을 조사한 후 훼손지도로 작성하였다. 또

한 유형별 손상양상에 따라 각종 2D 그래픽 전문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손상점유율을 산출하였다.

특히 마애불과 광배, 기반암에 부분적으로 침착되어

있는 오염물을 분석하기 위해 X-선 형광분석을 수행하

였다. 사용된 기기는 Innov-X System의 Portable-XRF

Fig. 1. The satellite image around the Daeheungsa temple in Haenam area (a). Frontal view of the Rock-carved Seated

Buddha (b), and Three-story stone pagoda (c) at Bugmireugam hermitag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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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이다. 이 마애불의 구성암반에 대한 강도측정을 위

한 초음파 속도분포는 CNS FARNELL사의 PUNDIT-

plus를 이용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각 입면도에 투영하

여 2D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 암석기재적 특성

3.1. 암석분포

해남일대는 백악기의 화성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서남해안에는 화산암류 및 심성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이곳은 지구조적으로 영동-광주 함몰대의 최남단에 해

당하며 심한 지각변동을 받은 시대미상의 퇴적변성암

류를 기반으로 그 상부에 고생대말 평안누층군의 오산

리층, 용동리층 및 설옥리층과 부정합관계로 놓인다

(Fig. 2). 오산리층은 백악기의 중성화산암류와 부정합

관계를 보이고 백악기말의 심성암류가 관입하였다(Shin

and Nam, 1993).

Moon et al.(1990)은 무등산용암을 분출시킨 중성화

산활동과 만안리 유문암의 분출에 수반된 장구리응회

암의 화산활동으로 해남지역에서 중성-산성화산활동이

3차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백악기 심성암류로는 반상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암, 석영섬록암 및 미문상화

강암이 분포하며, 이는 최후의 중성 및 산성화산활동

에 수반되어 관입하였다.

대흥사 인근은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고 미문상조

직과 정동구조 및 섬록암의 포획체를 갖는 천소 관입

암체를 이룬다. 이는 단층과 파쇄대가 천부까지 분포

하며 마그마 분화가 지표가까이 올라왔을 때 급냉각하

면서 석영과 알칼리장석의 동시연정에 따라 발생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Lee, 1992). 이 화강암류는 미문상화

강암, 흑운모화강암 및 반상흑운모화강암으로 나뉘는데,

반상흑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립질로 미문상화강암

과는 점이적인 경계를 보인다. 반면 흑운모화강암과 미

문상화강암은 세립질 조직을 갖는다.

3.2. 암석광물학적 특징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등립질 또는 반상

조직을 보이는 미문상화강암에 조성되어 있다. 육안관찰

결과, 구성암석은 세립의 기질에 장석 반정을 갖는 회

백색 내지 담홍색을 띠며, 직경 3mm에서 4cm 정도의

정동이 확인된다. 인근에 위치한 북미륵암 삼층석탑의

구성부재도 이와 동일한 암상을 보인다(Fig. 3a, 3b).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결정의 크기가 큰 자형의 장

석 내에 세립의 석영이 일정한 방향성을 띠며 미문상

조직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이 조직은 마그마 분화 말

기에 형성된 화강암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심

Fig. 2. Geological map around the study area (Kim and Park,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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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용리작용, 결정화 작용 및

분리작용이 일어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장석은 쌍정이 발달된 반자형의 결정을 띠며

견운모화가 진행되었다(Fig. 3c, 3d).

미문상을 보이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큰 알칼리장석

입자가 작은 석영 입자를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거나

일정한 배열 또는 방향성을 보인다. 이는 개별 입자들

이나 입체적으로 볼 때 모두 연결되어 있어 수지상 또

는 눈송이 모양의 커다란 석영과 장석의 복합결정을

이룬다. 흑운모는 녹색에서 갈색의 다색성을 보이며 장

석과 석영의 경계부에서 판상의 결정으로 산출된다. 이

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사장석 및 정장석의

주요 구성광물이 검출되었고, 미량의 흑운모 등이 동

정되었다(Fig. 3e).

또한 마애여래좌상 구성암석의 자화강도를 알아보고

자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마애불의 전 영역(40지점)

을 대상으로 대자율을 측정하였고, 이 값을 북미륵암

삼층석탑(25지점), 주변 기반암(63지점)의 대자율 값과

비교하였다(Fig. 4). 마애여래좌상의 대자율은 2.42~

6.84(×10-3 SI unit)의 분포범위를 보이며, 4.52의 평균

값으로 산출되었다.

삼층석탑은 3.05~6.83(평균 4.88×10-3 SI unit)을

나타내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다. 주변의 기반암도

2.61~7.27(평균 4.96×10-3 SI unit)의 분포범위를 보여

이들은 모두 성인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암석으로

서 삼층석탑 석재도 북미륵암 주변의 기반암을 사용했

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Photographs and microphotographs showing the micrographic granite of the host rock for the Buddha Statue at

Bugmireugam hermitage. (a, b) Quartz and mica on pinkish feldspar and various sizes of cavities are observed on surface of

the host rock. (c, d) Quartz and orthoclase occurring micrographic textures, and biotite altered to chlorite within the host

rocks. (e)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showing the host rock. M; mica, P; plagioclase, Q; quartz, O; orthoclase. 

Fig. 4. Magnetic susceptibilities of the rock property around the Bugmireugam hermitage. (a) Surface on the Buddha Statue,

(b) Three-story stone pagoda, and (c) Basement rock of the Buddha Statue, respectively.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암석기재적 특성과 손상도 평가 621

4. 손상유형 및 평가
 

4.1. 손상유형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본존보다는 주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훼손상태를 보였다. 마애불에 나타

나는 풍화훼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균열은 박리

상, 구조상 및 미세균열이 모두 관찰되며, 본존의 좌우

를 중심으로 불연속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암반에서는

박리상 균열이 대부분이고, 본존불의 상부에서는 암반

의 수평방향과 일치하는 균열이 분포한다(Fig. 5a, 5b).

육안으로 확인되는 박리는 본존불의 육계에서 한정

적으로 나타나는데 나머지는 타진법을 통하여 구별하

였다. 본존불의 우측 법의, 우측 상부 천인상, 좌측 상부

광배 등에서 박리의 박락위험이 확인되었다. 박락은 마

애불상과 기반암 영역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특히 본존불보다는 연화대좌, 하부 광배 및 주변 암반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Fig. 5c, 5d).

이 마애불의 화학적 손상은 갈색과 흑색변색으로 구

분된다. 흑색은 본존불과 광배 중앙부를 제외하고 상

하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기반암의 흑색은

광물의 화학적 분해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으며(Fig. 5e),

우측 하단에서는 좌우로 긴 형태를 띠며 피복되어 있

다(Fig. 5f).

갈색변색은 본존불 좌측면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기

반암 영역에서 상당한 침전비중을 보인다. 이외에도 좌

측면 상부 천인상과 화염문, 우측의 수인과 천인상 및

화염문, 기반암 영역에서 관찰된다(Fig. 5g). 상부 광배

에서는 복합적인 훼손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마애불의

좌측에서는 부분 탈락이 관찰되며, 갈색 및 흑색변색,

균열 등도 확인되었다.

한편 생물학적 손상은 불상 좌측 천인상 하단에 소

규모로 분포한다(Fig. 5h). 자연암반에 조성되어 있는

마애불은 수분의 유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

문에 미생물, 조류, 지의류, 선태류 등 다양한 생물종

과 함께 공존한다. 이러한 생물종은 침착에 따른 하등

식물의 2차적인 천이를 야기하며 대사작용에 따라 발

생하는 유기산 등이 축적되어 결국 암석의 풍화를 촉

진한다(May et al., 1993).

이를 종합하면 본존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역에서 훼

손양상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이어

온 가구식 보호각에서는 본존불만 드러난 상태였기 때

문에 훼손정도가 거의 없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였

다. 그러나 2004년에 해체과정을 거치면서 폐쇄되었던

공간이 드러났고, 본존불 주변에서 균열, 갈색 및 흑색

변색, 생물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훼손유형이 관찰되

었다.

4.2. 손상도 평가 

북미륵암 마애불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훼손양상을 대상으로 손상지도를 작성하였다. 범례는

균열, 박리, 박락 등 총 7가지로 설정하여 현장 기록화,

CAD, Illustrator 등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부도

면과 점유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때 손상도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은 마애불이 조성된 북미륵암 전면을 대상으

Fig. 5. Representative damage states of Bugmireugam hermitage. (a, b) Cracks on surface of the Buddha Statue and relief of

Apsaras. (c, d) Sheeting-off zone showing the host rock and the lower of Mandorla. (e, f) Black discoloration on the upper

left and bottom right of the host rock. (g) Brown discoloration on the part of flame pattern. (h) Biological discoloration on the

bottom left of the hos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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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특히 균열의 정량평가 방법은 Jo and

Lee (2011)가 제시한 균열지수(CI; crack index)를 적

용하였다.

물리적 손상지도 작성 결과, 큰 균열은 북미륵암과

수평면으로 평행한 불연속면으로 발달한다. 이 평행한

균열은 불상의 연화대좌, 본존불의 삼도와 하부 광배,

상부 광배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상부광배의 상단에 있

는 화염문과 기반암 등에서도 평행한 균열이 분포한다.

미세균열은 본존불의 좌우 하부 광배를 중심으로 확인

되며, 기반암에서는 박리상 균열도 관찰된다. 

박리는 본존불의 육계에서 육안관찰로 확인가능하며

다른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 존재하는 공

동도 장기적으로는 박락 및 탈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타진법을 수행하였고 기반

암과 마애불상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

과, 박리는 우측 상단의 천인상과 기반암 및 좌측 상

단의 화염문에 분포하고, 우측 하단의 법의와 연화대

좌에서도 소규모로 나타난다. 

박락은 전반적으로 불상의 우측면 상하의 기반암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일부는 하부 광배와 연화 대좌에서

도 관찰되었다. 특히 탈락은 본존불 상부 광배의 좌측

면에서 확인되는데 이 일대는 탈락 뿐만 아니라 소규모

의 균열, 박리층 등이 함께 공존하는 영역이다. 이와 같

이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훼손

Fig. 6. Deterioration maps and ultrasonic velocity showing the 2D contour modeling of the Buddha Statue at Bugmireugam

hermitage. (a) Physical, (b) chemical and biological deterioration maps. (c, d) Different scale of ultrasonic velocity maps of

the Buddha Statue. Bl.D; black discoloration, Br.D; brown discoloration, Bi.D; biological dis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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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Fig. 6a와 같으며, 점유면적을 백분율로 환산하

면 균열 6.6(CI), 박락 2.6%, 박리 0.3%, 탈락 0.2%

의 순으로 산출되었다.

화학 및 생물학적 손상지도에서 흑색변색은 북미륵

암의 상부와 하부에서 넓은 분포를 보이며 일부 본존

불의 우측 가부좌에서 관찰되기도 한다(Fig. 6b). 갈색

변색은 본존불의 좌측 화염문과 기반암 및 천인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이외에도 우측 상단의 화염과 수

인, 좌측 하단부에서 소규모로 피복되어 있다. 이때 흑

색변색과 갈색변색은 특정한 화학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불균질하게 분포한다(Fig. 6b).

한편 식생은 연화대좌의 좌측 하단에서 밀집되어 나

타난다. 이 영역에는 갈색변색도 일부 공존한다. 이 화

학 및 생물학적 훼손양상의 점유면적을 백분율로 환산

한 결과, 흑색변색 8.4%, 갈색변색 1.9%의 순으로 산

출되고, 식생은 0.3%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면,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손상은 본존

불을 가로지르는 균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본존불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손

상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미륵암 마애불 구성암반의 안전성을 평가하

고, 비파괴로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탐사를 적

용하였다. 기기는 CNS Farnell의 PUNDIT-plus를, 탐

촉자는 UTREXTX(RX)를 사용하였다. 또한 접촉매질

은 마애불의 표면과 탐촉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

고 흔적이 남지 않는 고무찰흙을 선택하였다. 측정방

식은 직접전달방식이 불가능한 화강암질 암반을 고려

해 간접전달방식을 적용한 후에 양자의 보정계수 1.29

를 적용하였다(Lee et al., 2009; Lee and Jo, 2017).

북미륵암 마애불 암반의 초음파속도는 평균 3,441m/s

(2,440~4,250m/s)로 산출되었다. 또한 주변 기반암에 분

포하는 신선한 지점은 평균 4,180m/s(3,765~5,376m/s)

으로 나타났다. 두 기준값을 토대로 적용한 마애불상의

풍화도지수는 0~0.42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 0.18의 약

간 풍화단계인 SW(slightly weathered)로 분류되었다

(Iliev, 1966). 또한 일축압축강도는 평균 1,427kg/cm2

(824~1,986kg/cm2)로 산출되었다.

이 마애불상의 각 영역에서 측정한 초음파 속도값을

입면도에 투영하여 전체적인 속도분포도를 2D 모델링

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Fig. 6c는 초음파 속도값을

0~5,000m/s의 범례에 적용한 것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초음파속도는 점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

히 본존불의 상부 광배와 기반암에서 저속도대의 속도

분포도를 보였다. 

Fig. 6d는 마애불의 최소와 최대값을 범례로 설정한

것으로 색깔별 수치차이를 더 작게 줄임으로서 세밀화

된 속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속도분

포는 하부에서 높고, 중앙에서는 중간정도를 보이며 상

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상부의 광배 및 기반

암에서 저속도대의 분포양상이 확인된다. 불상의 좌측

상단부 기반암에서 2,440m/s의 최저속도가 측정되었다.

4.3. 오염물 분석 

마애불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화학적 손상의

변색원을 밝히기 위해 갈색 및 흑색오염층을 대상으로

정성분석(P-XRF)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의 상대적 함

량차이를 분석하고자 마애불 표면과 주변의 기반암 10

지점에서 원소성분별 기준치를 비교하였다. 특히 불상

우측 하단에 짙게 피복되어 있는 흑색 오염물은 소량

채취하여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7. Measuring points and concentrations in ppm by P-XRF on surface discoloration of the Buddha Statue at

Bugmireugam hermitage. Br; brown, Bl; black, Ba;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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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및 흑색오염층은 Mn, Fe, Ti, Ba의 주성분과

Pb, Cu, As 및 Zn의 미량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 신선한 지점과 갈색변색 및 흑

색변색 지점에 대한 함량변화가 가장 뚜렷한 성분에

해당한다. 우선 Mn은 갈색과 흑색지점에서 측정되며

신선한 지점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흑색지점

에서는 최대 52,827ppm(2번) 이상이 검출되어 흑색변

색의 주성분임을 지시하였다(Fig. 7). 

Fe은 변색지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지점에서도 평균

6,000ppm으로 검출되었고, 흑색지점에서는 최대

25,796ppm(19번)의 함량을 나타냈다. 갈색변색이 신선

한 지점의 Fe 함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Fe도 흑색변색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Ti도 Fe의 분포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측정된 최

대값이 3,265ppm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신선한

지점의 1,929ppm(14번)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기반암 우측 하단의 흑색오염물(Fig. 8a)에 대

한 EDS 분석 결과, Ca, K, Ti, Cl, Mn, Fe, Si, Al,

Na 및 Mg 등 다양한 원소들이 검출되었다. 이중 Si,

O, Al, K 및 Na 등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성분이 측정

되기도 하였다. 특히 흑색변색의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탄소(C)는 대부분 입자상태로 산출되며(Fig. 8b, 8c),

최대 5.1%의 함량이 검출되었다. 이 일대는 과거에 아

궁이가 있었던 장소로 당시 연소과정에서 탄소성분이

피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고 찰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훼손요인을 검토하

고자 종합 손상도를 평가하였다. 이 결과, 전체적인 손

상도는 비교적 낮지만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요

소가 모두 관찰되며 특히 물리적 및 화학적 훼손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중 흑색변색과 균

열은 8.4%와 6.6(CI)로 산출되어 동일암반 영역에서도

서로 다른 비중의 훼손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북미륵암 마애불의 다양한 손상유형은 본존불보다는

주변 기반암과 천인상 일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

다. 균열은 자연암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

에 본존불을 수직으로 관통하지만, 이외에 박리상 균

열이나 미세균열은 다른 양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주변

의 기반암 영역에서 확인된다. 

이는 오랜 시간 마애불의 보호각 역할을 해온 밀폐형

Fig. 8. Representative black discoloration part (a)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b, c) of the Buddha Statue at

Bugmireugam hermitage.

Fig. 9. Relationship between shelter type and deterioration maps of the Buddha Statue at Bumireugam hermitage. (a) Shelter

built in 1985. (b) Inside view of the Buddha Statue in shelter after 2004. (c) Damage area, and (d) Location of columns

before 1985 of the Buddha Sta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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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오는 영향으로 판단된다(Fig. 9a, 9b). 북미륵

암 마애불의 보호각은 총 3차례에 걸쳐 형태가 바뀌었

으며, 부조에 집중하던 초창기의 밀폐형에서 암반 전

체를 보호하는 개방형으로 확대되었다. 1985년 4월에

중수되어 약 20년간 유지되어 오던 보호각(2.4×3.2m)

은 기둥과 천장의 일부만 노출된 상태로 있었다.

앞서 초음파 물성측정을 통한 물성진단 결과를 보면,

암반의 초음파속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빨라지

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손상지도에서 나타나는 유형

들과는 별개로 암반 표면에 발달한 균열과 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다(Fig. 9c, 9d).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자연암반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애불을 대상으

로 측정한 초음파속도는 평균 3,441m/s로 산출되었고,

최저속도(2,440m/s)는 대부분 심한 풍화단계인 HW

(highly weathered) 등급의 풍화도지수를 보였다. 북미

륵암 마애불 영역 중 본존불의 상부광배, 우측상단의

기반암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시되었고 손상지도와 비

교해보면, 모두 수평으로 발달해 있는 구조적 균열의

영역대에 속한다. 

이는 대부분의 마애불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으

로,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

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보존방안이 수립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성이 약한 저속도대의 석

조문화재를 강화시키는 처리제는 매우 다양하며, 최근

까지 Wacker OH100, Remmens KES300 등을 이용한

암석강화가 이루어져 왔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8).

보존처리제의 재가역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기 때문에 현장적용실험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

다.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은 균열대가 부분적

으로 분포하며, HW 등급대가 존재하지만 현재 상태에

서 강화처리를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기적 진단을 통해

저속도대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존처리에 대비하는 예방보

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결 언

1.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의 구성암석은 미

문상화강암으로, 세립질의 기질에 장석 반정을 가지며

회백색 내지 담홍색을 띤다. 이 암석은 알칼리장석 내

에 포위된 작은 석영 결정들이 미문상조직을 이루며,

X-선 회절분석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 석영, 사장석 및

정장석의 조암광물과 흑운모 등이 동정되었다.

2. 이 마애불상의 전암대자율 분포는 2.42~6.84(평균

4.52×10-3 SI unit)의 범위를 보였다. 인근의 삼층석탑

도 3.05~6.83(평균 4.88×10-3 SI unit)을 나타냈고,

주변 기반암도 2.61~7.27(평균 4.96×10-3 SI unit)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성인적으로 거

의 동일한 성질을 갖는 화강암이다.

3. 손상지도 작성 결과, 마애불의 손상은 균열, 박리,

박락, 탈락, 흑색 및 갈색변색, 소규모의 생물학적 요

소를 모두 수반한다. 각 훼손양상을 대상으로 정량 평

가한 결과, 흑색 변색은 8.4%로 산출되었고, 균열지수

는 6.6을 보였다. 손상은 본존불보다는 주변 기반암과

천인상 일대에서 확인되며 이는 기존 보호각의 구조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4. 북미륵암 마애불 암반의 초음파속도는 평균

3,441m/s로 산출되었고, 풍화도지수는 0~0.42의 범위

에서 평균 0.18의 약간 풍화단계로 판명되었다. 표면에

침착되어 있는 흑색 및 갈색 오염물의 분석 결과, Mn

이 최대 52,827ppm 이상이 검출되어 흑색변색의 주성

분으로 확인되었고, Fe와 Ba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5. 이 마애여래좌상은 현재 상태에서 강화 또는 보

존처리를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부분적으로 균열대와 초음파 저속도 영역이 나타나

며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손상도 있는 상태이다.

또한 보호각의 내부 환경도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보여 주기적인 보존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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