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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보호각의 해체 및 보존처리 이후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훼손상태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 
초음파속도 측정결과 , 구성암석의 표면물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디지털 이미지 분석결과 , 
백색변색이 보존처리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생물이 보호각 

해체이후 마애여래삼존상의 좌측면을 중심으로 증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불상표면에 생물이 서식하는 현상은 지형

조건에 따라 일조량 및 함수율이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중심어: 풍화 , 모니터링 , 초음파속도 , 이미지분석 , 지형분석

ABSTRACT     We carried out monitoring of deterioration condition for the Rock-carved Buddha Triad in Seosan after 
dismantlement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conservation treatment. As the results of ultrasonic velocity measurement, 
physical properties of rock were evaluated to maintain similar the past. Result of digital image analysis, white 
discoloration was reoccured after four years of conservation treatments. And biodeterioration of unknown in the past 
was generated left side on the Rock-carved Buddha. Phenomenon of biodeterioration on the surface rocks was estimated 
by variation of sunshine and water contents according to topography condition. 

Key Words: Weathering, Monitoring, Ultrasonic velocity, Image analysis, Morphological analysis

1. 서 론

세련된 조각양식과 특이한 삼존구도로 백제시대 최고

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은 시대가 명확하고 역사적 및 미술사학적으로 보존가치

가 높아 1962년 12월 국보 제8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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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애여래삼존상은 서산시 가야산 계곡의 다수의 절

리가 발달한 암반에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반가사

유상과 보살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삼존불이 조각된 암반

은 약 80°정도 경사져 있고 상부의 암괴가 돌출되어 있어 

비․바람과 같은 풍화인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어 원형

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마애여래삼존상의 장기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1965년 7월에 폐쇄형 한옥 목구조물 형태의 보호각을 설

치하였다. 이후 보호각 내부 환경이 불상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10)와 함께 보호각으로 

인해 관람에 많은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06
년 3월에 보호각 벽체면 일부를 해체하고 2007년 12월에 

보호각은 완전 철거되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마애여

래삼존상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 오염물 제거, 강화처리, 
주변환경 정비 등 다양한 보존처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

이 그동안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상의 보존을 위해 과학

적 조사연구와 보존관리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보존관리 이외에도 암석학적 특성분석, 정밀실

측, 비파괴 훼손도평가, 사면안정성평가, 보존환경 분석 등 

마애불상의 훼손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마애여래삼존상은 티탄철석 

계열의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훼손유형은 철산화물에 의한 갈색변색, 석고에 의한 백화

현상, 풍화작용에 의한 암석의 물성저하, 보호각 내부의 결

로현상 등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08; 20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보호각이 축조되어 있던 시점

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존처리 후 마애불상의 상태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애여래삼존상의 체계적

인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각 해

체 이후 발생하는 훼손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비파

괴 기법을 활용하여 2008년 보호각 해체 및 보존처리 이후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존환경 변화에 따른 훼손

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산 용

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장기적 보존방안을 수립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훼손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물성변화, 표면상태변화 및 보존환

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보존처리 이후 마

애여래삼존상의 물성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초음파속

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훼손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 디지털 이미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호각 해체이

후 보존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GIS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음파탐사는 현장성, 휴대성 및 안정성과 더불어 측정 

후 흔적이 남지 않아 석조문화재의 물성을 비파괴 방법으

로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다수의 문화재에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09; 2011). 마애여래삼존상

에도 2007년 보존처리 이전에 초음파속도를 통한 암석의 

물성이 평가된 바 있다. 보호각 해체 이후 보존환경의 변화

로 인한 마애여래삼존상의 물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5년

이 경과한 시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동일한 측정방법

으로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여 구성암석의 물성변화를 모니

터링 하였다.
석조문화재의 훼손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훼손지도가 

활용되고 있다(Jo and Lee, 2011; Ryu et al., 2012). 그러

나 정밀한 훼손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기간, 
전문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조문화재의 정기

적인 모니터링에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디지털 이미지분석은 시기별 촬영된 사진을 컴퓨

터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훼손지도 

작성법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분석기법

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훼손양상별 RGB 값을 군집화하고 

분류하여 훼손영역의 픽셀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국외 

석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적용된 바 있다(Appolonia et al., 
2006; Mercede and Cossu, 2007).

평지에 조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석조문화재와는 달리 

마애여래삼존상은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마애여래삼존상 일대

의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1:5,000의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3차원 지형분석 및 일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형조건

에 따른 구성암석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30분 간격

으로 표면의 온도와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3. 훼손상태 모니터링

3.1. 음 속도 측정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물성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초음파탐사를 실시하였다. 초음파탐사는 균열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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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verage Max Min S.D.
2007 2,929 4,307 809 614
2012 2,853 4,290 876 509

Table 1. Results of ultrasonic velocity(㎧) of Rock-carved
Buddha in 2007 and 2012.

Figure 1. 2D contour map showing distributional patterns of ultrasonic velocities of Rock-carved Buddha in 2007 and
2012. (Data in 2007 was modified Lee et al., 2010)

달상태 및 광물의 풍화정도에 따라 초음파의 속도가 차이

를 나타내기 때문에 석조문화재의 풍화도를 파악할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균일한 속도대를 형성하는 신

선한 암석과 달리 석조문화재는 문양이 조각되어 표면이 

균질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풍화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

문에 측정위치에 따라 초음파 전단속도는 달라진다. 따라

서 초음파탐사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과거에 측정된 위치

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측정값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7년 수행된 초음파탐사 측정

영역을 면밀히 파악한 후 2012년도에 동일한 범위 내에서 

총 75지점을 측정하였다. 2007년도에 측정된 마애여래삼

존상의 초음파속도는 809～4,307㎧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은 2,929㎧(표준편차: 614)로 나타났다(Table 1). 이
를 바탕으로 초음파속도가 낮은 영역에 대해 구성암석의 

강화처리, 균열부의 접합 및 보강에 대한 보존처리가 실시

된 바 있다. 
보호각 해체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초음파속도를 

측정한 결과, 876～4,290㎧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은 

2,853㎧(표준편차: 509)로 나타났다(Table 1). 2007년과 

2012년도에 실시한 초음파속도를 바탕으로 2D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으로 초음파속도의 차이를 보이는 영

역이 확인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Figure 1). 따라서 마애여래삼존상은 보호각 해체 

및 보존처리 이후 급격한 물성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3.2. 디지털 이미지분석

사진자료는 문화재 답사, 인문학적 연구 및 보존관리 연

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어 훼손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자료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 분석은 영상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이는 디

지털 영상 안에 담긴 내용을 묘사하고 인식하기 위한 작업

을 의미하며,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에 대한 화상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Kang, 2003). 
정밀한 디지털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에

서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석조문화

재가 대부분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한 현장상황에 따라 촬영방향, 촬영면적이 달라지기 때문

에 원본사진을 그대로 이미지 분석을 실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미지의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촬영된 

사진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측도면과 이미지를 병

합하여 픽셀별 위치정보를 고정하는 기하보정이 필요하다. 
기하보정은 도면과 촬영된 이미지를 동일한 위치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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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otographs showing image converting original images to geometric correction images.

Figure 3. RGB values of each deterioration types. 

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동일한 위치정보를 가

진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Figure 2는 2010년도와 2012
년도 9월에 촬영한 사진을 4,428,000개의 픽셀로 기하보

정한 이미지이다. 
석조문화재 표면에서 확인되는 훼손유형(표면변색, 생

물, 무기오염물 등)들은 대부분 고유의 색상을 나타낸다. 

최근 광학장비가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한번의 사진촬영

으로 방대한 양의 색상값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훼손유형에서 나타내는 동일한 RGB 값을 영상분

류를 통해 훼손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Figure 3과 

같이 동일한 훼손유형으로 구분된 이미지에서도 다양한 

범위의 색상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색상정보의 통계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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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2D contour map showing distributional patterns of deterioration of Rock-carved Buddha in 2010 and 2012.

Classification
2010 year 2012 year

pixel value rate(%) pixel value rate(%)
Fresh 2,404,315 54.3 1,581,625 35.7 

Brown discoloration 610,278 13.8 709,432 16.0 
Reddish brown discoloration 839,818 19.0 1,002,713 22.6 

Biological discoloration 233,919 5.3 698,023 15.8 
White discoloration - - 45,292 1.0 

Noise 339,670 7.7 390,915 8.8 
Total 4,428,000 100.0 4,428,000 100.0 

Table 2. Results of digital image analysis of Rock-carved Buddha in 2010 and 2012.

분류가 필요하다. 이미지 분석에서 활용되는 통계 알고리

즘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감독분류에 해당하는 최대우

도법이 사용된다. 최대우도법은 훼손영역별 색상정보를 

확률분포에 따라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많은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분류방법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

즘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 보호각의 해체 이후 마애여

래삼존상의 표면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년 단위로 사

진을 촬영하고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0년 사진을 

대상으로 영상분류를 실시한 결과, 신선한 영역은 54.3%, 
황색변색은 13.8%, 적갈색변색은 19.0%, 생물서식 영역

은 5.3%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2년 이미지분석 결과에서

는 신선한 영역이 35.7%, 황색변색은 16.0%, 적갈색변색

은 22.6%, 백색변색은 1.0%, 생물서식 영역은 15.8%로 나

타났다(Table 2). 

이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갈색계열의 변색이 발생한 

영역은 2008년 보존처리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보존처리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마애여래삼존상 좌측면에 생물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4년 경과 후에는 생물영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마애불상 우측면에서는 과거에 주요 훼손양상이

었던 염결정(석고)으로 인한 백색변색이 재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4).

4. 보존환경 분석

이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존처리 이후 마애여래삼

존상 좌우측면에서 생물의 생장 및 백색변색이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염에 의한 백색변색은 보호각이 해

체되기 이전부터 발생되어 왔던 현상이나 보호각 해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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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temperature(℃) and moisture contents(%) on the surface rocks.

Figure 5. 3D terrain model(A) and Results of sunshine analysis between 9AM(B) and 10AM(C) for around Rock-carved
Buddha.

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물은 전체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애여래

삼존상의 좌측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

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활용하여 마애여래삼존

상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일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마애여래삼존상은 동

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된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

도는 130m로 확인되었다. 마애여래삼존상이 위치하고 있

는 지형 및 암반의 사면은 서쪽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불상

의 전면방향은 이와 수직된 방향으로 조각되어 있다. 훼손

상태의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대에 따라 일조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애여래삼존상이 계곡에 위치하

고 있으며 남동쪽에 해발고도 300m의 산 때문에 태양의 고

도에 따라 일조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Figure 5A).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조량의 파악하기 위해 2012년도

의 시간에 따른 태양의 고도 및 방위 데이터를 수집하여 음

영기복도를 작성하였다(Figure 5B, 5C). 모델링 결과에 의

하면 계절별로 일조량 및 일조 시간대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만 직접적으로 

햇빛이 비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조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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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마애여래삼존상의 좌측면은 고도가 높은 지역의 수

목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늘이 형성되어 실질적인 일조시

간은 약 30분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형특성이 마애여래삼존상 구성암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삼존상의 좌측면과 우측면을 중심

으로 표면온도 및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환경측정은 2013년 
8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측정일 이전에 7월 31일 16.6mm, 
8월 3일 1.8mm, 8월 4일 2.0mm의 강수량이 있었다. 함수

율 측정결과, 삼존상 우측면의 암석은 4~5%의 함수율을 

나타낸 반면 좌측면의 함수율은 중간영역의 암석은 7%, 
하부의 암석은 10~16%로 측정되었다. 표면온도 측정결

과, 삼존상의 좌측면이 우측면보다 전반적으로 2~3℃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6). 측정기간의 기상을 고려

해볼 때, 비가 내린 이후에도 마애여래삼존상의 좌측면은 

장기간동안 높은 함수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고찰  결론

백제시대에 조각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은 천

년 이상의 기간동안 야외에 위치하다가 1965년부터 2007
년까지 42년 동안 보호각 내부에서 관리되어 왔다. Lee et 
al.(2010)에 의하면 보호각이 존재할 당시 삼존상의 주요 

훼손양상은 갈색변색, 염결정(석고)에 의한 백색변색과 결

로현상으로 확인되었다. 갈색변색은 장기간동안 지속된 

자연적인 풍화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

만 백색변색은 상부암반에 시공된 모르타르가 물과 반응

하여 흘러내리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호시설로 인해 2차 훼

손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에 보호각이 철거되

고 2008년도에는 모르타르의 제거와 함께 표면세정이 실

시되었다.
보호각 해체 및 보존처리 이후 5년 동안 마애여래삼존

상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표면물성

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염결정에 의한 

백색변색과 생물에 의한 녹색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백색변색의 경우, 보호각의 해체 이전부터 발생되

었던 현상으로 재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하였으

나,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은 보호각 내부에서 보존될 

당시 거의 확인되지 않는 훼손양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야

외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 석조문화재에 생물이 서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m 내외의 마

애여래삼존상에 생물이 전면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좌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GIS 공간분석 기법을 활

용하여 지형 및 일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애여래삼존상

은 계곡에 위치하고 남동쪽에 높은 산이 위치하고 있어 하

루에 약 2시간 정도만 직접적으로 햇빛이 비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주변의 수목에 의해 그늘이 형성되면

서 삼존상 좌측면의 일조시간은 30분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가 내리고 1주일 경과한 후에 함수율을 측정한 결

과, 마애여래삼존상의 우측면은 4~5%로 측정된 반면 좌측

면 하부는 10~16%로 장기간동안 높은 수분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애여래삼존상 좌측면에 수분의 지속시간이 높은 원

인은 좌측에 발달된 절리면을 따라 상부의 지하수가 지속

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존상의 우측면과 같

이 일정한 일조량이 확보될 경우 수분이 빠른 시간에 증발

할 수 있는 반면 좌측면은 주변의 수목으로 인해 일조량이 

낮아 수분의 증발이 지연되면서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생

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애여래삼존사의 우측면

이 보존처리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생물에 의한 훼

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좌측면의 일조를 방해하는 수

목을 일부 제거하여 우측면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각 해체이후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에 발생

한 백색변색 및 생물의 피복량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 된다면 문화재의 심미적인 가치가 

낮아지고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산 용

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표

면세정 등의 보존처리와 함께 상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우회로 설치 및 수목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보존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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