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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불경을 만들어 보관하던 곳인 대장각의 조성에 관한 기록이 적힌 고려시대의 비석이다. 

비신은 변색이 일어나고 수십 개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명문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 오랫동안 유

지되어 왔다. 석조유산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파괴분석법을 활용하여 대장각기비의 재질조사, 휴대용 X-선 형광분석, 초

음파 물성진단을 실시하였다. 재질조사 결과, 비신은 담회색 결정질 석회암으로, 받침석, 지지석, 옥개석은 중조립질 흑

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장각기비의 변색오염물은 휴대용 X-선 형광분석 결과 철(Fe)이 원인

물질로 판단되었다. 분포양상으로 미루어 비신과 개석 사이에 철을 함유한 물질이 산화되어 흘러내리고 이후 생물이나 

유기질 오염물이 부착되면서 황색과 흑색 오염물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음파 물성진단 결과, 신선한 암석(FR)부

터 완전히 풍화된 암석(CW)까지 다양한 풍화도를 보였고 평균 풍화도지수는 3등급(보통)으로 산출되었다. 균열이 집중

적으로 나타난 지점은 완전히 풍화된 단계(CW)로 판정되었고, 비신 상부와 하부에 분포하는 일부 균열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거동 모니터링과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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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는 고려시대의 비석

이다. 비신은 높이 약 1.3m이며 귀부와 이수는 매우 간

략화되어 직사각형의 받침석과 지붕 형태로 단순화된 

옥개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비신 양옆으로 비신을 지

탱하는 석주가 있다. 대장각기비의 비신부는 심하게 균

열이 나고 부분적으로 멸실되어 비문 일부가 판독이 어

려운 상태이다. 대장각기비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기점

검 외에 과학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석조문화재의 과학적 정밀조사는 대부분 재질 및 

보존상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일반적으로 진행된

다1. 문화재 특성상 과학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가 불

가한 경우 비파괴 분석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가 이루

어진다2. 특히 비파괴 분석 중 휴대용 X-선 형광분석

기(P-XRF)를 이용하여 표면오염물 분석과 초음파 측

정기를 이용한 표면물성 측정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3.

석조문화재에 존재하는 균열은 대표적인 손상인

자로, 박리, 탈락 등으로 이어져 원형을 훼손할 수 있

으며 큰 규모로 발달하는 경우 구조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균열은 내부로 깊숙이 발달한 경우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최근 초음파 속도를 활

용한 To-Tc법으로 석조문화재의 균열 깊이를 간접적

으로 추정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4 종합적인 검토

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대장각기비는 시료채취가 불가하여 비파괴조사법

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했다. 따라

서 암석기재적 특징과 전암대자율 등을 근거로 재질특

성을 규명하고 현재 심하게 파손된 비신에 초음파탐사

를 실시하여 물성과 균열의 안전도를 파악하였다. 또

한 비신 상부와 측면의 표면오염물을 비파괴분석법으

로 분석하여 변색의 원인물질을 규명하였다. 이 결과

는 향후 대장각기비의 보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

고 효율적으로 장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현재 전통목조식 보호

 김영택, 이찬희, 이명성, 2005,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보존과학적 풍화훼손도 평가」, 『자원환경지질』 38(6), pp.675~687.  

이정은, 이찬희, 채성태, 정영동, 2010, 「영천 신월동삼층석탑의 재질특성과 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 26(4), pp.349~360.  

이찬희, 전유근, 조영훈, 서만철, 2012, 「울산 반구대암각화의 손상도 및 사면안정성 평가」, 『보존과학회지』 28(2), pp.153~164.  

김지영, 조영훈, 이찬희, 2013, 「경복궁 석조조형물의 재질 및 손상특성 분석」, 『보존과학회지』 29, pp.407~420.  

김성한, 이찬희, 아라키 나루토, 2017,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의 손상도 및 표면오염물 분석」, 『자원환경지질』 50(6), pp.497~508.  

이찬희, 최명주, 2021,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의 손상특성 및 안정성 평가」, 『자원환경지질』 54(1), pp.137~150.

1 이명성, 박성미, 전유근, 이선명, 이재만, 2013, 「비파괴 기법을 이용한 태종 헌릉 신도비의 표면 훼손도 진단」, 『문화재』 46(4), pp.90~107.  

김유리, 이명성, 전유근, 이미혜, 좌용주, 2016,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의 비파괴 훼손도 진단과 입지환경 검토」, 『문화재』 49(4), pp.52~63.  

한두루, 김성한, 박석태, 이찬희, 2021, 「통영 세병관 초석의 암석학적 특성 및 비파괴 손상평가」, 『자원환경지질』 54(2), pp.199~212.

2 이찬희, 조영훈, 전유근, 2009, 「석조문화재 풍화도 평가를 위한 초음파 측정의 설정과 직접-간접전달 방법의 상관관계」, 『보존과학회지』 25(3), pp.233~244. 

전유근, 이찬희, 2011, 「X-선 투과깊이 검증에 따른 벽화 안료의 정밀분석: 논산 쌍계사 대웅전」, 『보존과학회지』 27(3), pp.269~276.  

이명성, 이재만, 김재환, 201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재질특성과 초음파 물성진단」, 『문화재』 45(1), pp.70~86.  

조영훈, 이찬희, 2015, 「석조문화유산의 표면 요철도에 적합한 초음파 탐촉자 및 접촉매질 선정 연구」, 『보존과학회지』 31(3), pp.267~278.

3 전유근, 이찬희, 조성남, 조영훈, 박기정, 양필승, 2008, 「운현궁수조의 손상평가와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풍화도 및 균열심도 측정」, 『보존과학회지』 24, pp.1~11.  

류경석, 김지영, 전유근, 한두루, 이찬희, 2012,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의 재질특성 및 손상도 평가」, 『지질학회지』 48(6), pp.521~532.  

유지현, 이찬희, 전유근, 2014, 「창녕 물계서원 원정비의 재질특성 및 손상도 평가와 균열심도 측정」, 『보존과학회지』 30(4), pp.4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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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5 No. 2

각 안에 놓여 있지만 균열, 탈락, 오염물 등 다양한 훼

손이 나타나 있다. 비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육안

조사와 전암대자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육안조사에서는 

구성암석의 색, 조직 및 입자크기 등 기재적 특징을 파

악하였고, 암석의 성인적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암

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대자율기는 10-7 

SI 단위의 측정한계를 가진 ZH Instruments사의 SM30 모

델이며 대자율의 세기는 10-3 SI 단위로 표기하였다.

한편 대장각기비는 부분적으로 변색이 심하고 표면

에는 오염 부위가 많아 풍화에 따른 오염물의 성분분석

을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P-XRF)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P-XRF 장비는 Alpha-4000AS(Innov-X 

System, USA)이다. 또한 비를 구성하는 재질의 강도와 

균열의 안정성 평가를 통한 정량적 풍화도를 산출하기 

위해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초음파 탐사기

는 Proceq사의 PUNDIT LAB이다.

Ⅲ. 보존현황 및 재질특성

1. 보존현황

대장각기비는 경기도 여주 신륵사에 위치하고 보

물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그림 1A). 이 비는 

극락보전 서쪽 언덕에 있었던 대장각(불경을 만들어 

보관하던 곳)의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을 적고 있

다. 권주(權鑄)의 글씨로 새긴 비문은 비신이 크게 파

손되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다. 비문의 뒷면

에는 불경(경률론)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으며, 비를 세운 시기는 

고려 우왕 9년(1383)이다. 이 비는 길쭉한 사각형의 바

닥석 위에 받침석을 놓고 그 위에 비신을 세운 후 옥개

석을 얹은 모습으로, 비신 양 옆에 지지석을 세워 비신

을 단단히 지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비신 양 옆에 

지지석을 세우는 형식, 귀부와 이수가 사각형 받침석

그림 1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위치와 보존현황 A: 여주 신륵사의 위치, B: 보호각, C: 비의 전면, D: 비의 후면, E: 전면 상부, F: 후면 상부

A

C D E

F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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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붕 모양의 옥개석으로 간략화되는 것은 고려 후

기에 이르러 보이는 현상이다5.

대장각기비는 현재 전통목조식 보호각 안에 위치

해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보

존환경 여건을 갖고 있다(그림 1B). 그러나 심각한 기

계적 손상이 비신 전면에 나타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

다. 비석의 비신부는 밝은 회색의 미세하고 치밀한 조

직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반면 비신을 둘러싼 받침석, 

좌우 지지석 및 옥개석은 중조립질의 이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 전체는 다수의 균열이 전후를 관통하여 있

고 특히 전면의 좌측부 중앙과 하부는 크게 파손되어 

일부가 유실되었다(그림 1C). 후면 역시 전면의 균열

과 이어지는 크고 작은 균열이 전체에 걸쳐 산포하고, 

일부는 결실되어 공동이 발생하였다(그림 1D). 전면의 

상부에 쐐기 형태 결실부는 석회로 추정되는 이질 재

료로 충전되어 있고 그 주변은 흑색 및 적황색 변색오

염물이 표면을 덮고 있다(그림 1E, 1F). 이 흑색과 적

황색 변색오염물은 상부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고, 

하부로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보호각 설치 이전에 외

부 환경에 노출되었을 당시 오랜 기간 강수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오염물로 추정된다.

2. 재질특성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받침석, 비신, 지지석 및 옥

개석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별매의 부재로 조성되었다

(그림 2A, 2B). 비신은 회색의 결정질 석회암으로, 미

세하고 치밀한 조직을 보인다(그림 2C). 받침석, 지지

석 및 옥개석은 비신과 달리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이

다. 전반적으로 담회색을 띠고 광물 입자의 조직과 분

포가 아주 균질하다(그림 2D). 대장각기비는 비신과 

이외 받침석, 지지석, 옥개석이 색상, 조직 및 광물 조

성에 큰 차이를 보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암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장각기비 구성암석의 미세자화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암대자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암대자율은 암

석의 성인 연구에 활용되는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동일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석들은 대부분 유사한 대자

율 값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석조문화재에 

사용된 암석의 산지추정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6.

대장각기비 구성암석의 대자율 측정은 전면과 후

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비신은 

0.001~0.016(×10-3 SI unit, 이하 단위 생략)의 범위

를 보이며 평균값은 0.006으로 산출되었다. 받침석, 지

지석, 옥개석은 0.031~0.091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값

은 0.051로 나타났다(그림 2E). 석회암인 비신보다 화

강암인 받침석, 옥개석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자율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강암 석재 간에 대자율 값은 대체로 유사한 범

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이명성 등(2016)7에 

의해 보고된 여주 일대 흑운모화강암과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향후 석재의 원산지 규명 시 여주 일대 흑운

모화강암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신에 사용된 결정질 석

4 문화재청, 2021, 「문화재 상세정보-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www.heritage.go.kr.

5 Uchida, E., Cunin, E., Suda, C., Ueno, A. and Nakagawa, T., 2006, ‘Considera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the sandstone quarries 

during the Angkor period based on the magnetic susceptibility’,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3, p.10.   

이찬희, 김영택, 이명성, 2007,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구성암석의 원산지 추정」, 『지질학회지』 43, pp.183~196.  

Lee, C.H., Kim, J. and Lee, M.S., 2010a, Petrography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of the stone moulds for bronze daggers from the Galdong 

prehistoric site, Republic of Korea. Archaeometry, 52, pp.31~44.        

이명성, 전유근, 김지영, 2016, 「전암대자율을 이용한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비신의 복제용 석재 선정 연구」, 『암석학회지』 25(3),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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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명성, 전유근, 김지영, 2016,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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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의 산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륵사 일대에 보고

된 자료가 없어 문헌조사와 함께 주변 지역을 중심으

로 광역적인 지질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비파괴 분석

1. 표면오염물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주

요 훼손양상은 균열, 탈락 등과 함께 변색오염물이다. 

대장각기비의 표면 변색오염물은 크게 황색과 흑색 

두 가지이며, 이들은 주로 비신 상부 옥개석과의 경계

부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고 상부 측면으로 가면 

흑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그림 3). 이에 표면오염

물의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P-XRF)를 활용한 비파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면오염물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선한 영역

과 색상별 오염물을 대상으로 P-XRF 분석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신의 황색 변색오염물은 옅은 황색에서 미약한 

주황빛을 띠는 황색까지 약간의 채도 차이를 보이며, 

상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하부로 갈수록 옅어지거

나 드물게 나타난다(그림 3A, 3B). 대표적인 황색 변색

오염물 두 가지 유형에 대해 P-XRF 분석을 실시한 결

과, 분석지점 1에서는 높은 함량의 Ca, S와 미량의 Cl, 

그림 2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암석학적 특징 A, B: 결정질 석회암과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 대장각기비, C: 비신을 구성하는 담회색의 결정질 석회암, D: 
지지석의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 E: 대장각기비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분포도

A B

D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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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e 등이 확인되었다(표 1, 그림 4). Ca는 비신의 구

성암석인 결정질 석회암의 주성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

로 보이며, S는 변색이 일어나지 않은 결정질 석회암 

바탕 부분에 비해 약간 높다.

같은 비신 내에서 관찰되나 색상이 조금 더 짙은 

황색 오염물(분석지점 2)에서도 역시 S와 Ca가 높은 함

량 검출되었다(표 1, 그림 4). 옅은 황색 변색부에 비해 

Ca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나 이는 결정질 석회암

의 바탕에서 검출된 Ca보다는 적은 양이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바탕 암석의 성분이기 때문에 변색 유발 

원소로 보기 어렵다. S는 석회암 바탕에 비해 높게 측

정되긴 하였으나 여러 회 측정하는 동안 자료의 편차

가 심하여 부화 원소로 확단하기가 어렵다.

황색 변색오염물과 변색이 일어나지 않은 석회암 

바탕 부분과의 원소 함량 차이를 보면 S과 Ca는 검출

함량이 높고 분석지점에 따라 함량 차이가 크나 경향

이 일정치 않아 변색을 일으키는 원소로 판단하기 어

렵다. 반면 이들 원소보다 검출량은 훨씬 작은 Fe의 경

우 석회암 바탕부분에 비해 황색 변색부위가 평균 10

배 가까운 부화를 뚜렷하게 보인다(그림 4). 따라서 미

량의 Fe 함량 차이가 변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흑색 변색오염물(분석지점 3)은 석회암 바탕부분

에 비해 S 함량이 낮고 Ca 함량이 유사하며 Fe의 함량

이 약간 높다(표 1, 그림 4). 실제 이 오염물의 산출상

태를 상세히 관찰해보면 흑색 변색층 하부에 옅은 황

그림 3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표면오염물의 산출상태와 특징 A: 비신 상부
에 넓게 분포하는 황색 오염물(분석지점 1), B: 비신 상부의 유수흔과 
같이 관찰되는 황색 오염물(분석지점 2), C: 비신 상부의 파손부위 주
변 흑색 오염물(분석지점 3), D: 석회로 추정되는 결실부 충전물(분석
지점 4), E: 받침석 분말상의 녹색 오염물(분석지점 5), F: 측면 지지
석에 반점상으로 관찰되는 흑색 오염물(분석지점 6)

A B

DC

E F

표 1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표면 변색오염물 P-XRF 분석 결과(ppm)

지점 번호 S Cl K Ca Ti Cr Mn Fe As Rb Sr Pb

1
황색1 312,889 6,733 4,511 386,128 - 35 556 4,161 - 8 157 -

황색2 357,858 8,450 4,474 392,967 - 40 612 4,708 - - 157 -

2
황색3 333,028 5,944 3,368 484,533 - - 319 2,785 81 - 195 769

황색4 222,442 9,113 5,488 532,359 - 33 403 4,597 118 - 169 823

3 흑색 117,528 5,243 5,323 629,983 - - 278 1,900 - - 155 -

4 석회 68,594 7,378 6,568 387,536 - - 100 1,934 - - 706 -

5

녹색1 9,374 7,896 13,566 3,615 22,702 489 412 9,295 130 90 154 955

녹색2 12,451 10,165 15,042 4,609 29,500 573 485 11,310 180 154 228 1,500

녹색3 10,699 6,959 14,324 3,757 20,620 441 359 8,484 124 92 156 942

6 흑색 6,057 7,461 14,224 6,600 1,591 41 349 8,890 - 130 261 78

결정질

석회암

바탕1 263,987 - - 707,595 - - 194 354 - - 195 -

바탕2 223,581 - - 812,629 - - 245 416 - - 185 -

바탕3 212,605 6,648 - 779,606 - - 210 352 - - 165 -

화강암
바탕1 - 5,083 10,557 11,711 1,139 - 252 6,239 - 84 408 -

바탕2 - 5,674 23,718 6,440 1,323 32 263 6,803 - 167 3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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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띠는 변색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C). 이 밖에 특징적인 원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

서 흑색 오염물은 생물과 같은 유기물일 가능성이 있

다. 유기물은 경원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P-XRF에서 

검출이 불가능하다.

비신 상부에 쐐기 형태의 결실부에는 석회로 추정

되는 백색 물질이 충진되어 있다(그림 3D). 이 부분에 

대해 P-XRF 분석한 결과 S, Cl, K, Ca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Ca의 함량이 높다(표 1, 그림 4). 화강암으로 이루

어진 받침석에는 녹색 변색오염물이 관찰된다(그림 3E). 

이 오염물은 분말상으로 분포하고 암석 표면과 강한 점

착을 이루고 있지 않아 제거가 가능한 오염물이다.

녹색 오염물의 분석 결과, 특이하게 Ti, Cr, Fe, As, 

Pb 등 구성암석인 석회암과 화강암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 금속원소들이 다량 검출되었다(표 1). 변색이 일어

나지 않은 화강암 바탕 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Ti, Cr, As, 

Pb가 부화되어 있다(그림 4). 따라서 이들 원소는 원래 

암석 성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외부기원의 것으로 해

석되며 이것이 변색을 일으킨 주요 원소로 판단된다.

화강암 부재에서는 드물긴 하나 회색 내지 흑색의 

변색 오염물이 관찰된다(그림 3F). 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색을 지시할만한 특성원소가 전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검출된 원소들의 함량을 변색이 일

어나지 않은 화강암 바탕부분과 비교해보았을 때 모든 

원소의 변화 패턴이 화강암 성분과 동일하게 나왔다

(그림 4). 이는 흑색 변색오염물이 P-XRF에서 검출하

기 어려운 유기물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2. 초음파 물성진단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비신 전체에 걸쳐 크고 작은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고 결실부도 확인된다. 물리적으

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대장각기비의 물성과 풍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보다 정

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이찬희 외(2009)8에 의해 실시된 

초음파탐사 신뢰도 검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탐사조건

을 설정하였다. 초음파속도의 측정은 간접법으로 실시

하였고 비의 구성암석이 석회암과 화강암 두 종류임에 

따라 직접-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9는 신선한 석회

암(1.71)과 화강암(1.49)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에 따

른 풍화도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2).

표 2   초음파속도에 따른 암석의 풍화등급과 풍화도지수 기준

풍화등급
풍화도 
지수
(K)

초음파속도(㎧)

기존  
속도기준

석회암 화강암

1
신선  

(FR)
0 >5000 >4800 >4000

2
약간 풍화  

(SW)
0~0.2 4000~5000 3840~4800 3200~4000

3
중간 풍화  

(MW)
0.2~0.4 3000~4000 2880~3840 2400~3200

4
상당히 풍화  

(HW)
0.4~0.6 2000~3000 1920~2880 1600~2400

5
현저히 풍화  

(CW)
0.6~1.0 <2000 <1920 <1600

7 이찬희, 조영훈, 전유근, 2009, 앞의 논문

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초음파탐사를 이용한 석조문화재 풍화도 비파괴 평기기법』, p.18.

그림 4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표면 변색오염물의 P-XRF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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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점은 대상의 전체 영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하여 값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장각기비

의 경우 비신에 균열이 조밀하게 분포하여 일부 영역

에서 값의 획득이 어려워 정확한 등간격 측정이 어려웠

다. 따라서 측정영역에 따라 가능한 등간격을 유지하되 

측정이 안되는 곳은 임의적으로 지점을 옮겨 측정하였

다. 측정지점은 전면 101지점, 후면 119지점으로 부재

별로 세분하면 석회암 비신 114지점, 받침석 52지점, 옥

개석 30지점, 좌우측 지지석 24지점이다(그림 5).

대장각기비의 각 방위별 초음파속도 분포를 등고

밀도선 방식으로 투영하여 전체적인 풍화경향을 파악하

고 구역별 초음파속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면에서 초음파속도 평균값은 석회암(비신) 3,877m/s, 

화강암(받침석, 옥개석 및 지지석) 2,578m/s로 확인되었

다. 후면은 석회암 3,446m/s, 화강암 2,578m/s로 전면

에 비해 석회암이 약간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 전후면 

전체 평균적으로 석회암 3,727m/s, 화강암 2,578m/s로 

암종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3).

전반적으로 전면에서 다양한 범위의 초음파속도 

값을 보였고, 평균 초음파속도는 후면에서 낮게 산출

되었다. 전면은 균열대가 발달한 비신 상부 중앙과 하

부의 탈락대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물성이 취약하였으

며, 대부분 균열이 밀집한 구역에서 저속도대가 관찰

되었다. 후면 역시 균열이 발달한 비신 상부와 하부의 

모서리에서 낮은 강도가 확인되었다(그림 6). 이 부분

에 대해 향후 주의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방위별 부재의 초음파속도(m/s)

초음파 
속도

전면 후면 평균
전체
평균

석회암 화강암 석회암 화강암 석회암 화강암

평균 3,877 2,578 3,446 2,578 3,627 2,578 3,122

최소 633 2,089  838 2,086 736 2,088 1,412

최대 5,523 3,010 5,558 3,233 5,541 3,122 4,331

그림 5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초음파속도 측정지점

그림 6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초음파속도를 이용한 2D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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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신의 안정성

현재 대장각기비의 주된 문제점은 석회암제 비신

의 균열과 탈락이다. 초음파분석 결과 비신의 균열이 

밀집된 상부와 하부에서 낮은 초음파 속도대가 검출되

었다(그림 6). 일부 균열은 불연속면에 의해 초음파가 

도달하지 못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부재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 비석이 전도될 위

험성이 있다.

석조문화재의 균열 깊이 측정은 초음파 속도를 활

용한 To-Tc법으로 균열 깊이를 측정하여 위험성을 평

가하는 사례가 있으나10, 이 연구에서는 개별 균열의 위

험도를 보다 빠르게 쉽게 판단하기 위해 각 균열에 대

해 측정위치를 선정하여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고 균열

의 위험도를 그림에 도시하였다(그림 7).

이 결과 결실되어 공동이 발생한 전면 하부와 상

부 그리고 중앙부에 위험도가 높은 균열들이 파악되었

다. 이들은 비석의 구조적인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균열들이며, 향후 보수 및 복원이 시행될 시 별도의 특

별보양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 균열들을 공유하

고 있는 부재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접합 등 보존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대장각기비 비신에 발생한 균열들은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실부 중심으로 부재의 완전한 분리가 일

어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

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균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초음파 속도가 저속도로 나온 구역은 균열이 연장되고 

있는지, 균열이 넓은 간격으로 더 벌어지고 있는지 진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균열의 모니터링은 정밀 균열게이지, 정밀 스캐

닝, 틸트미터, 초음파탐사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현재 균열의 상태와 각 방법의 분해능과 검출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해체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초음파 속도가 저속도로 나온 균열 부

분은 보양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미세균열들은 현

9 전유근, 이찬희, 조성남, 조영훈, 박기정, 양필승, 2008, 앞의 논문  

류경석, 김지영, 전유근, 한두루, 이찬희, 2012, 앞의 논문  

유지현, 이찬희, 전유근, 2014, 앞의 논문  

유지현, 이명성, 최명주, 안유빈, 김유리, 2018, 앞의 논문

그림 7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 비신부 균열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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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접촉면적이 다소간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무리하

게 해체하여 접착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Ⅴ. 고찰 및 결론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고려시대의 비석으로 

현재 전통목조식 보호각 안에 위치해 있지만 비신이 

심하게 파손되어 탈락과 균열로 비문의 일부가 판독

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 비에 대해서는 정기점

검 외에 과학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비

파괴 분석을 통해 비신은 담회색 결정질 석회암으로, 

받침석, 지지석, 옥개석은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규명되었다. 이 화강암은 여주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

모화강암과 동일한 암석기재적 특징 및 대자율 분포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신륵사 대장각기비의 주요 훼손양상은 균열, 탈락 

등과 함께 변색오염물로, 이들은 주로 흑색과 황색을 

띠며 비신 상부의 옥개석과 경계부에서 가장 높은 농

도를 보인다. 특히 황색 오염물에서는 Ca와 S와 함께 

Cl, K, Fe 등이 검출되었고, Fe가 변색에 기여한 원소

로 판단된다. 

대장각기비 비신에 형성되어 있는 변색오염물은 

분포양상으로 미루어 보호각 설치 이전에 강우에 노출

되면서 비신머리와 비신 사이의 점토나 석회와 같은 

충진 물질이 흘러내려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현재 보호각이 있는 상태에서 향후 변색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변색오염

물은 심미적으로 관람에 장애요소가 되므로 세정을 통

한 제거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장각기비는 비신 전체에 걸쳐 크고 작은 균열

이 많이 발생하였고 결실부도 확인되는 등 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초음파 속도 측정 결과, 전면과 

후면 모두 신선한 암석부터 풍화된 암석까지 넓은 범

위에 나타났다. 특히 저속도를 보인 부분은 대부분 균

열이 심하게 발달한 부분에 해당하였고 전면이 후면보

다 풍화도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신륵사 대장각기비는 비신의 균열에 의

한 낮은 안정성이 보존상 가장 큰 문제로서 비신 중앙

부와 하부의 결손부가 주요 위험부위이다. 이 균열들

은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보강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해체 보강이 실시될 시 결손부 복원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지해석 연구를 통해 

비신을 이루는 결정질 석회암과 동일한 재질의 석회암 

신석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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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urface Contaminants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Daejanggakgibi Stele of Silleuksa 
Temple using Non-destructive Technology

The Daejanggakgibi Stele of  Silleuksa Temple in Yeoju is a stone stele from the Goryeo Dynasty that is inscribed 

with various stories about the construction of  Daejanggak, a place where Buddhist scriptures were kept. This stele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a state in which discoloration of  the body has occurred, and the inscription 

has been partially damaged due to dozens of  cracks. Using non-destructive analysis methods for stone artifacts, 

material investigation,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sis, and ultrasonic velocity analysis for the stele were 

performe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ele body was composed of  light gray crystalline limestone, and the base 

stone, support stone, and cover stone were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sis 

confirmed that iron(Fe) was an original coloring element of  the stele surface. From the distribution pattern of  the 

coloration, it can be inferred that iron-containing materials flew down from between the stele body and the cover 

stone. Thereafter, living organisms or organic contaminants attached to it so that yellow and black contaminants 

were formed. Ultrasonic diagnosis revealed that the physical property of  both the front and back surfaces 

ranged from fresh rocks(FR) to completely weathered rocks(CW), and the average weathering index was grade 

3(intermediate). However, the point where cracks developed intensively was judged to be the completely weathered 

stage(CW), and some cracks located in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stele bear potentially very high risk.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movement of  these cracks and establish reinforcement measures for conservation in the 

future.

Abstract

Keywords     Daejanggakgibi Stele of Silleuksa Temple, Crystalline limestone, Biotite granite, Ultrasonic velocity, P-XRF

Received  2022. 3. 29.      Revised  2022. 4. 18.      Accepted  2022. 5. 20.

KIM Jiyoung　　　　Research Profess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LEE Myeongseong* Researcher,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mslee7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