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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스켈몰리 아일(Skelmorlie Aisle)의 

석재 손상 및 수분침투 완화를 위한 환경 조건 안정화

모린 영(Maureen E. Young)

Conservation Directorate,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 maureen.young@hes.scot

롭 톰슨(Rob Thomson)

Freelance Conservator / rob@rob-thomson.co.uk

크리스타 게르트빌커(Christa Gerdwilker)

Conservation Directorate,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 christa.gerdwilker@hes.scot

초록

스켈몰리 아일은 스코틀랜드의 서부 해안 마을 라그스(Largs)에 소재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묘

지 예배당(burial aisle)이다. 매우 희귀한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묘지건축 양식을 잘 나타내는 건물로 

본래 1636년 로버트 몽고메리 경의 명령으로 건립된 성당이 철거된 후 일부가 사유지로 보존되어 오

다가 1931년 이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건물과 석묘, 지하묘지는 각각 산지가 다른 세 종

류의 사암으로 지어졌으며, 목재로 된 반원통형 천장은 정교한 그림 장식으로 채워져 있다. 1812년 

남쪽에 인접해 있던 성당 본체가 철거되면서, 습한 스코틀랜드 기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던 

외부 구조로 인해 스켈몰리 아일은 빗물 침투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암으로 지

어진 묘소는 섬세한 조각장식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사암의 광물학적 조성과 다공성으로 인해 

쉽게 손상 받을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31년 국가가 관리하기 전부터 측랑(Aisle)의 벽과 묘소, 목

재 천장은 이미 훼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현재 스코틀랜드 역사환경센터(HES)는 내부 환경 

조건 안정화를 비롯해 석재 손상 문제 해결과 석재 내 수분 함량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

그램을 진행 중이며,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수분 함량 측정, 환경 모니터링, XRD 분석, 열화상법, 3D 

레이저 스캔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풍화 요인을 규명하고 환경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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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키며 건축물의 상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건축물은 20세기 중반 화학적 강화처리를 비

롯한 다양한 직접적 처리법(interventional conservation)으로 보존처리 되어왔다. 아주 최근에는 내

부 환경을 더욱 안정시키기 위해 수분 조절 기능을 개선하였고 습도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 결

과 남쪽 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습기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축물 전체의 습도는 감소되었다.

주제어: 사암 손상, 수분 모니터링, 염분, 레이저 스캔  

1. 서론

스켈몰리 아일은 스코틀랜드 서해안 에어셔(Ayrshire) 지방의 라그스에 위치하며, 1263년에 처음 

기록된 라그스의 오래된 중세 성당 북쪽 트란셉트(익랑)에 17세기 중반(1636) 건립되었다[4]. 

평범한 외형과 달리 스켈몰리 아일의 내부는 장엄하고 화려한 르네상스 스타일의 구조물을 바탕으

로 하고 있으며, 정교하게 조각된 묘지 기념비와 화려하고 섬세한 그림 장식의 목재 반원통형 천장, 

몽고메리 가의 지하묘지로 이루어졌다[1, 3, 5, 9, 12, 13].

외부 남쪽 벽은 이전 교구 성당(1812년 유기·철거)의 일부였던 본래 남쪽 끝 벽의 모습이 아니

다. 지금의 박공은 끼움 벽 상태로(대략 1812년으로 추측) 깨진 사암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

부는 시멘트 미장과 석회 기반의 할링(harling, 스코틀랜드식 외부 건물표면 방수처리)으로 처리하

였고(1931)[8] 내부는 회반죽을 발라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박공벽의 외부 구조는 본래 내부의 구

성 요소를 포함하므로 수분 침투 문제로 인한 취약성을 안게 되었다. 측랑의 북쪽 끝(그림 1)은 캐노

피(덮개)로 장식된 묘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세립질 사암으로 지어진 이 묘소는 로버트 몽고메리 경

이 자신의 아내였던 마가렛 더글라스(Dame Margaret Douglas)를 기리기 위해 1636년에 지은 것으

로 정교한 조각 장식이 특징이다. 반지하 묘지는 묘소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1638년 제이 스토커(J. 

Stalker)가 정교한 장식을 그려 넣은 반원통형 목재 천장은 당대 스코틀랜드 주택에서 나타나는 세련

된 장식 스타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폐건물 상태로 방치된 적은 없었지만, 심하게 파손되

었던 이 건물은 대규모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 1889~1900년에 대부분 복구되었다. 20세기까지 몽고

메리 가문에서 이 측랑을 계속 관리하였으며, 1931년 국가소유가 되어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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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015년 3월 스켈몰리 아일에 상대습도(RH) 65% 이상에서 작동하는 Meaco 습도 조절기가 장착

된 2개의 건조 제습기를 설치하였다. 구리 X선 튜브가 달린 Thermo Electron ARL X'TRA XRD

를 사용하여 X선 회절(XRD)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전원 공급은 45mA 44kV로 설정하였고 분당 1°

의 속도로 5~70° 범위에서 스캔하였다. 2~10GHz의 마이크로파로 유전 손실을 측정하는 마이크로

파 수분 센서(HF Sensor Moist 350B)를 사용하였는데, 20~30cm 깊이의 수분도 감지할 수 있는 이 

센서로 내부 표면의 수분 정도를 감지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45° 광각렌즈가 장착된 FLIR P660

과 FLIR T1020을 사용하였다. 스켈몰리 아일의 레이저 스캔 이미지는 2016년 스코틀랜드 역사환

경센터(HES)의 디지털 기록팀에서 촬영한 것으로, 해상도가 5mm/10m인 Faro Focus 3D S120, 

5mm/10m인 Leica HDS6100, 3mm/10m인 Leica Scanstation P20과 같은 정밀한 스캔 장비를 사

용하였다.

그림 1.   남서쪽에서 바라본 스켈몰리 아일의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3D 레이저 스캔 모델. 레이저 반사 강도로 석묘가 착색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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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 과제

3.1  환경 안정화

스코틀랜드의 서해안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한 기후를 나타낸다(표 1). 최대 강

수량은 10월에서 3월 사이에 측정되지만, 비교적 일 년 내내 많다고 할 수 있다. 바람 방향(우세풍)은 

주로 남서풍 계열이다. 1958년 이전에는 아일의 내부 환경 조건을 조절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

고, 1958년 1.5kW 대류 난방기를 설치하여[8] 온도를 7°C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이것도 지속해서 가

동하지는 않았다. 현재 실행 중인 환경 모니터링은 2006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온도 및 상대습

도를 모니터링하는 두 개의 데이터 기록 장치가 설치되었는데, 하나는 무덤 캐노피 위에 다른 하나는 

지하묘지에 설치하였다.

온도 (°C) 상대습도 (%) 총 강수량 (mm)

1~3월 5.1 82 352

4~6월 10.9 75 214

7~9월 14.4 80 271

10~12월 7.2 83 393

지하묘지는 RH가 주로 80%를 웃도는 매우 습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종종 95%에 도달하기도 했

다. 아일에서 3~5월과 10월에 RH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초기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실제 겨울에는 아일 내부 온도가 1°C까지 떨어질 수 있었고(그림 2a) RH는 통상 

100%까지 상승하여 결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그림 2b). 일 년 내내 RH는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목재 천장이 부패나 곤충 공격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2년부터 일 년 내내 적정 온도

보다 낮게 유지하는 난방을 하였다. 2015년 봄에는 외풍 차단 시설을 개선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표 1. 프레스트윅 공항 계절별 평균 기후(스켈몰리 아일에서 36km 거리의 지점)1)

1) 자료출처: https://www.worldweatheronline.com/largs-weather/north-ayrshire/gb.aspx (2017년 7월 7일 접속)

              영국 기상청 http://www.metoffice.gov.uk/pub/data/weather/uk/climate/stationdata/paisleydata.txt (2017년 7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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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통장치의 재정비와 박공 비탈면 갓돌(skew coping)에 납 플래싱 설치, 빗물 배수 설비 개선 등 석

조물 내 수분 침투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5년 3월 HES가 새로운 난방기(2kW)와 두 개

의 건조 제습기를 설치하여 현재 아일 내 RH를 65%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아일 내부의 환경 조건을 

안정화함으로써 목재 천장을 보호하고 결로 현상을 방지하며 석조물의 수분 함량을 줄이고 석묘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3.2  묘소의 석재 손상

묘소의 서쪽 끝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석재 붕괴는 적어도 193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6, 7]. 1889

년에 쉐든 도비(Shedden-Dobie)가 설명한 석묘 상태에는 석재 손상이 언급되지 않았다[12].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향식 탁자 표면에 고르지 않지만 뚜렷하게 나타난 수평 균열선으로, 지하 석조

에서는 광범위한 표면 탈락과 빠르게 진행되는 분해 현상까지 나타났으며, 이는 기둥과 벽기둥 기반

까지 손상된 서쪽 끝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하였다[6, 7].

조성적 취약성으로 이 석재는 손상되기 쉽다. 묘소의 서쪽 끝 상단 면에서 암석 핵(core)을 채취하

여 XRD[16, 17] 및 암석학적[2]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세립질 사암은 점토를 많이 포함하며 현지(장

소 미상)에서 채취한 준장석질(sub-feldspathic) 아레나이트로 구성된다. 점토광물은 카올리나이트

(고령석)와 일라이트를 포함하며 팽창성 점토의 흔적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황철석(FeS2)을 

비롯한 산화철, 수산화물, 황화물의 적층이 존재하며, 시멘트 광물은 돌로마이트(CaMg(CO3)2), 능철

석(FeCO3), 방해석(CaCO3)의 탄산염암으로 구성된다. 석조가 결로로 젖게 되면(환경 및 열 데이터에

그림 2. 캐노피에서 측정한 온도(a) 및 상대습도(b) - 최소/최대 하루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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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세하게 산점상으로 발달한 황철석이 용해되어 산성 용액을 생성할 수 있으

므로 탄산염 시멘트를 공격하거나 석조의 구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석재는 낮은 투과성을 지니며 사실상 개방 공극률이 거의 없다(<1%의 마이크로/나노 기공으로 

구성). 석재의 미세한 기공과 미립자 사이의 약한 결합력은 염 결정의 성장을 수용할 기능이 부족하

므로 특히 염에 의한 석재 손상에 노출되기 쉽다. 묘소에서 백화 현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핵 샘

플과 석재 잔해로부터 용해성 염이 검출되었다. XRD 분석에서는 핵과 석재 샘플에서 매우 소량의 

염이 검출되었다(중량의 평균 0.4~0.5%)[16]. 발견된 염은 주로 암염(NaCl)이었으며, 소량의 석고

(CaSO4·2H2O), 질산칼륨(KNO3), 칼리암염(실바이트;KCl), 세나다이트(Na2SO4)로 구성되어 있었

다. 습도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의 용해 및 재결정화는 석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지하묘지에서 발견된 용해성 염이 열화의 주원인으로 여겨져 왔다[11]. 지하묘지에서 백화 현상

이 충분히 진행된 샘플을 채취한 결과 주로 세나다이트가 발견되었으며, 석고와 탄산나트륨 수화물

(Na2CO3·H2O)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리비에(Revie)가 진행한 XRD 분석에서는(2005)[11] 지하

묘지의 북쪽 벽에서 세나다이트와 미라빌라이트 (Na2SO4·10H2O)가 모두 검출되었는데, 실제 2012

년 이래 지하묘지 샘플에서 미라빌라이트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 이 지하묘지의 백화 염분은 석묘에

서 채취된 염분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지하묘지가 석묘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17]

석재 붕괴 현상은 주로 묘소의 돌탁자 표면에 분포되어 있다. 1940년대 “규산화 마그네슘”과 셸락

을 이용한 처리법이[7] 표면 열화 속도를 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하였다. 당시, 이미 훼손된 

석재를 처리하는데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물론, 강화제 처리로 문제가 악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손상의 주원인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석묘 기둥은 "과거에 검은색으로 칠해졌다"고 한다[12]. 만

약 그렇다면 1889년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안료가 매우 철저하게 제거된 것일 수 있고, 기둥에서 발

견된 황갈색 얼룩(철 광물의 산화 증거)은 화학 처리로 인해 전체 석조물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어떠한 안료나 세척제 잔류물 존재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3.3  묘소의 수분량

묘소의 열화상(그림 3)은 남쪽 벽면 상부와 하부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부의 

수분 함량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공기 이동이 적은 아일에 형성된 온도층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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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구배는 연중 내내 0~4℃가 유지되고, 상부 온도가 더 높은 편이다. 캐노피 지붕에서 수행한 환

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이전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고습도(90% 이상) 현상이 나타났

으며, 이런 경우 석묘 하단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석묘의 20~30cm 깊이에서 마이크로파 수분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그림 4), 약간의 수분 함량 

변화가 감지되었지만, 수분량이 지속해서 상승한 남쪽 벽 좌측 하부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석조물에

서 과도한 습기는 관측되지 않았다. 외부 출입문 근처에 위치하는 이 모서리에서 검출된 수분은 외

풍으로 인한 결로 현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석재 붕괴에 대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묘소에서 전반적인 건조 상태가 지속되고 환경 제어 장치 및 기타 처리작업으로 아일의 습도가 성공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암의 수분 특성에 관한 정보는 아직 미흡해서 정확한 수분 함량치를 산출하

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인' 사암용으로 교정한 계측 결과에서 2012~2014년에는 석묘의 평균 수분 함

량이 약 1.4%였으며, 2017년 7월 현재 0.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묘소 남쪽의 전형적인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열화상



16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그림 5. 2016년 석묘의 서쪽 끝에 있는 석조 상태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점군 데이터)

그림 4.   2012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행한 석묘 표면의 마이크로파 수분 분석. 

중앙 윗부분의 탁자와 이를 둘러싼 수직면을 펼쳐 표면을 도식하고, 각 면의 

나침반 방향이 표시되었다. 아일에서 발생한 전체 수분량 범위를 제시한다.

3.4  석재 손상 과정 모니터링

2016년 스켈몰리 아일의 내·외부를 레이저 스캔하여 당시 상태의 정확한 3D 모델을 제공하였다. 

그림 5는 가장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석묘의 서쪽 끝부분에 대한 점군 데이터(point cloud data)의 

한 예이다. 추후 발생하는 표면 손실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HES는 스캔 재실행에 대한 정기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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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벽의 수분 분포 및 염 성분 백화 현상

아일의 외부 모서리 네 곳 모두에서 빗물 유입이 발견되었고, 이는 사암 박리 또는 염 성분 백화와 

함께 아일에서 장기간 지속된 문제이다[6]. 2012~2017년에 실행된 아일 벽면에 대한 마이크로파 수

분 모니터링(그림 6)에 따르면 지붕에서 여전히 빗물 침투 현상이 발생하지만, 환경 제어 장치 도입 

이후 수분량의 정도가 감소했다. '전형적인' 사암용으로 교정된 계측기를 사용한 결과, 환경 제어 이

전 서쪽 상부 벽의 평균 수분 함량은 약 1.1%였으며 2017년 7월 현재 약 0.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15년 이전까지, 아일 내부 모서리에 발생한 백화 현상은 소량의 석고를 포함한 세나다이트가 주

를 이루었다. 이는 세나다이트의 환경 조건이 아일과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인데, 아일의 주위온도에

서 세나다이트의 상대습도는 약 85%에서 평형을 이룬다[14]. 2017년 이후 박공벽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벽면에서 새로운 염분 백화 현상이 발견되었고 백화는 암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아일은 바

다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다). 암염 백화 현상은 모서리로부터 약 80cm 이상 떨어져(일반적으로 수

분 함량이 높은 모서리를 피한다) 발생했으며 접합부에서만 발견되었다. 아일의 주위온도에서 암염

의 평형 상대습도는 약 76%이고 이는 2015년 이후 아일의 환경 조건과 일치한다[15]. 암염 백화 현상

그림 6.   아일의 북서쪽 모서리에 대한 마이크로파 수분 분석. 아일에서 발생한 전체 

수분량 범위를 제시한다.



18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이 접합부의 모르타르에서만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내벽의 석재 손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

된다. 상대 습도 65%로 내부 환경을 안정시키면 수분 침투가 예방된 지역에서 반복적인 염분의 용해 

및 재결정화를 방지할 것이다. 또한, 급격한 온도 하강을 통해 잠재적으로 매우 유해한 미라빌라이트 

형태의 세나다이트가 용해되거나 재결정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세나다이트는 매우 많이 포

함된 반면, 미라빌라이트는 소량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아일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외부적으로는, 1812년 성당의 남쪽 확장부가 철거된 후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 구조적 변화로 인해 

남쪽 벽에는 취약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다른 외벽과 비교해 볼 때 이 벽의 습기가 특히 높은(평균 약 

8~9% 수분 함량) 것으로 마이크로파 수분 감지(그림 7)에서 나타났다. 슬레이트 지붕은 지붕 꼭대기

를 덮을 정도로 확장되지 않아서, 석조물이 노출되고 빗물 유입에 취약한 구조와 접합부(이전에는 내

부였던)가 돌출되게 된다. 1965년 수행한 검사에서 남쪽 벽을 손상시키는 습기의 존재가 감지되었고 

채색된 내부 표면에서 팽창 박리 현상도 발견되었다(8). 현재까지 진행된 후속 작업에서도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림 7.   아일의 남동쪽 모서리에 대한 마이크로파 수분 분석. 남쪽 벽의 습기가 매우 높다. 

아일에서 발생한 전체 수분량 범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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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및 동쪽 하부 벽과 인근 바닥에 대한 마이크로파 수분 감지 결과를 그림 7에 표시하였다. 모

니터링 기간에 남쪽 벽은 습기가 매우 높았고 개선의 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남쪽 벽의 습기가 

동쪽 벽/바닥 부근의 석조물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2015년 3월에 제습기 설치 후, 남쪽 벽에서 더 떨

어져 있는 동쪽 벽은 건조되는 성향을 보인다.

남쪽 벽의 습기 요인이 마이크로파 수분 데이터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열화상을 통해(그림 

8a) 남동쪽 모서리에서 빗물 침투율이 높은 영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석조 열화 현상을 

그림 8b에서 볼 수 있다. 남쪽 벽의 내·외부 구조 스캔에서 발췌한 3D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통해 

내부의 습기 발생 지점과 그 외부 형상을 겹쳐서 나타내었다(그림 9). 빗물이 구조물을 따라 흘러간

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열화상의 습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잠재적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석조

물의 돌림띠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갓돌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다. 그림 9는 이러한 외부 구조의 특징을 

보여준다. 돌림띠에는 사발 모양의 움푹 팬 부분이 존재하며 물의 침투와 고임 현상의 잠재적 위험성

을 명확히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갓돌 사이에서 접합부에 명백한 균열이 나타난 모서리 부분

도 잠재적인 문제 요소이다. 이 부분이 내벽에 더 가깝게 위치하여 습기와 손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역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습기의 양과 분포에 따라 지하수를 포함한 수분 침투의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남쪽 벽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세풍과 호우로 더 큰 영

향을 받는 남서쪽 하부 모서리의 수분 농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8. 열화상(그림 8a) (남동쪽 모서리, 2017년 7월). 화상의 콜드 패치(습기부)는 석재 손상에 따른 빗물 침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그림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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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 그려진 목재 천장의 보존을 위해, 이전에는 부적절한 환경 제어가 주요 개선 과제였다면 지

금은 남쪽 박공벽 지붕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입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석조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남벽 서쪽에 위치한 석판을 통해 "수분 유입으로 인한 심각한 훼손 및 염분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으며[10], 지금도 이 문제는 열화상에서 명확히 파악된다(그림 10). 또한, 남서쪽 모서리

의 남벽 주변 목재에서도 수분이 감지되었다.

그림 9.   남쪽 벽 내·외부의 레이저 스캔을 겹쳐 나타내어(그림 9a) 각 습기(검은색 화살표) 발생 위치와 빗물 유입(흰색 화살표)의 주원

인인 남쪽 벽 외부 형태를 제시하였다. 남쪽 벽 돌림띠의 외부 구조에서 빗물 침투의 잠재적 경로인 사발 모양의 움푹 팬 부분을 

볼 수 있다(그림 9b). 그림 9c에 제시된 벽 모서리에서 빗물 침투의 두 번째 잠재적 경로를 볼 수 있으며(박공벽의 두 갓돌 사이) 

모르타르 접합은 위쪽 가장자리에서 열려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화살표) 

그림 10. 열화상. 남쪽 벽의 습기에 인접한 천장 목재에 습기 패치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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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결론

관련 기록 자료에 따르면 1931년 국가가 스켈몰리 아일 유적의 관리를 맡기 전부터 이미 석벽과 석

묘, 목재 천장이 습기로 훼손된 상태였다. 매우 희귀한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건축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석재의 손상 원인을 식

별함과 동시에 수분 함량에 대한 보존 처리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인 파악 및 환경 문제의 영

향 완화, 건축물 상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다량의 수분 침투는 내부 통로에서 외부 벽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남쪽 박공벽 전체에 손상을 일

으키게 된다. 이에 3D 레이저 스캔 모델을 통해 내·외부 구조 간의 연관성을 시각화하고 잠재적 빗

물 유입 경로를 식별하였다. 정기적 마이크로파 수분 모니터링은 지하 수분의 장기간 동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많은 처리법에도 아직 이 벽의 습기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목재에 침투한 수분 경로도 아직 추적하지 못했다.

 2015년 3월에 설치된 환경 제어 장치를 통해 묘소와 내벽의 수분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남쪽 벽에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수분 때문에 계속 습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환경 조건이 개

선된다면 수분 함량의 추가 감소도 예상된다.

환경 제어 장치는 현재 아일의 습도를 약 65% (RH) 정도로 안정시켰다. 이에 따라 아일 전체 석조

물의 수분 함량이 낮아졌으며 일별 고습도 분포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습도 조건에서는 그림이 그려

진 목재 천장에 대한 손상이나 내부 표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염분의 용해 및 재결

정화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묘소의 석재 손상 정도가 완화되거나 더 이상 손상이 진행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3D 레이저 스캔을 통한 석조 표면 모델링은 외관의 변화를 측정

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묘소 탁자 표면에 발생한 손상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암의 광물학적 조성과 다공성으로 인해 습한 환경에서 손상되기 쉽다고 한다. 탄산

염 시멘트의 손실과 내부의 염 형성에 따른 손상이 훼손 원인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규산

화 마그네슘"과 셸락을 이용한 처리법이 석조의 주요 훼손 원인은 아니더라도, 표면의 열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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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kelmorlie Aisle is a mid-17th century burial aisle in Largs,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Originally part of a now demolished church it is a rare example of a Scottish Re-

naissance-style burial monument. Built on the instruction of Sir Robert Montgomerie in 

1636, it remained in private ownership until it was taken into State care in 1931. The build-

ing, tomb and crypt are constructed of three different but local varieties of sandstone. It 

has an elaborately painted barrel vaulted timber ceiling. Demolition of the adjacent church 

to the south in 1812 has left the Aisle with a particular vulnerability to rainwater ingress 

as external details were not intended to cope with the wet Scottish climate. The tomb 

sandstone allowed intricate carved detail to be worked, but the stone has vulnerabilities in 

mineralogy and porosity which predispose it to decay. Records suggest that the Aisle has 

suffered from degradation of its walls, tomb and timber ceiling since before the monument 

was taken into State care in 1931. The current programme of investigations at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HES) is focused on stabilising in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tackling issues of stone decay and monitoring moisture levels. Techniques used include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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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ave moisture measurements, environmental monitoring, X-ray diffraction, thermal 

imaging and 3D laser scanning. The aims are to determine causes, mitigat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tabilise the condition of the monument. A variety of pre-

vious interventions, including mid-20th century chemical consolidation, has been made 

on the monument. More recently there have been improvements to water shedding details 

and the installation of humidity controls to stabilise the internal environment. While the 

moisture load in the Aisle as a whole has been reduced, there is no evidence that significant 

dampness which particularly affects the south wall has been mitigated.

Keywords: sandstone decay, moisture monitoring, salt, laser scanning

1. Introduction

The Skelmorlie Aisle is situated in Largs, Ayrshire 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It was 

constructed in the mid-17th century (1636) in the north transept of the old medieval parish 

church of Largs, first recorded in 1263 [4]. Although externally unremarkable, inside Skel-

morlie Aisle has notable, exuberant Renaissance-style structures; an elaborately carved 

burial monument, a painted timber barrel-vaulted ceiling and the crypt of the Montgom-

erie family [1, 3, 5, 9, 12, 13].

The external south wall is not an original feature as the south end previously entered into 

the parish church which became derelict and was demolished in 1812. The current gable 

wall is an infill (presumed to date from approx. 1812) and is composed of sandstone rubble. 

It has a cement coating and lime based harling on the outside (1931) [8] and is plastered 

internally. Consequently, the gable’s external details include elements which were origi-

nally internal – a vulnerability which is implicated in moisture penetration problems. The 

north end of the aisle (Figure 1) comprises the canopied stone tomb that Sir Robert Mont-

gomerie had built in 1636 in memory of his wife, Dame Margaret Douglas. The tomb is of 

fine-grained sandstone, elaborately carved in fine detail. The semi-subterranean crypt lies 

below the tomb. The barrel-vaulted timber ceiling was painted in 1638 by J. Stalker and 

is a notable example of a style of decoration fashionable in Scottish houses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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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was never derelict, the building had fallen into disrepair and an extensive res-

toration programme was completed in 1899-1900. The family continued to maintain the 

building until the 20th century. In 1931 the Aisle passed from private ownership into State 

care.

2. Methodologies

Two desiccant dehumidifiers were installed in the Aisle in March 2015. Each is controlled 

by a Meaco humidistat that switches the dehumidifiers on when the relative humidity (RH) 

gets above 65%. X-ray diffrac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a Thermo Electron ARL 

X’TRA XRD with a copper X-ray tube. Power settings were 45mA 44kV, scanning from 

5-70° at 1° per minute. A microwave moisture sensor (HF Sensor Moist 350B) has been 

used to monitor moisture concentrations on internal surfaces. The equipment measures 

dielectric losses in the microwave range 2-10 GHz. The sensor is sensitive to moisture to 

a depth of 20-30cm. Thermal cameras used were a FLIR P660 and a FLIR T1020, both 

with wide angle (45°) lens. Laser scanned images of Skelmorlie Aisle were captured by 

Figure 1.   3D laser scan model showing the interior of Skelmorlie Aisle from its south-west corner. The tomb is coloured by laser 

reflect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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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 Environment Scotland’s (HES) Digital Documentation Team in 2016. The equipment 

used was a Faro Focus 3D S120 at a resolution of 5mm at 10m, a Leica HDS6100 with a 

resolution of 5mm at 10m and a Leica Scanstation P20 with a resolution of 3mm at 10m.

3. Conservation Issues

3.1  Environmental stabilisation

The west coast of Scotland has a relatively wet and humid climate compared to other 

parts of the UK (Table 1). Rainfall is highest from October to March but is relatively high 

all year round. Prevailing winds are from the south-west. Prior to 1958 there was no at-

tempt to control environmental conditions within the Aisle. A 1.5kW convection heater was 

installed in 1958 [8] to maintain the temperature above 7°C, though it was not in continu-

ous use. In 2006 a programm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began which continues to the 

present day. Two data loggers were installed to monitor temperature and RH, one on top of 

the tomb canopy, the other in the crypt.

Temp (°C) Relative humidity (%) Rainfall total (mm)

Jan-Mar 5.1 82 352

Apr-Jun 10.9 75 214

Jul-Sep 14.4 80 271

Oct-Dec 7.2 83 393

Conditions in the crypt were, and continue to be very damp with RH predominantly over 

80% and frequently at 95%. In the Aisle, it became apparent early in the monitoring pro-

gramme that large daily falls in RH were common in from March-May and in October. In 

1) Sources: https://www.worldweatheronline.com/largs-weather/north-ayrshire/gb.aspx (accessed 7/7/17)

            UK Meteorological Office http://www.metoffice.gov.uk/pub/data/weather/uk/climate/stationdata/paisleydata.txt (accessed 7/7/17)  

Table 1. Seasonal mean weather data for Prestwick Airport (36 km from Skelmorlie Ais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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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months the internal air temperature in the Aisle could fall to 1°C (Figure 2a) and RH 

regularly rose to 100% (Figure 2b), causing a condensation risk. Throughout the year, RH 

rarely fell below 70% putting the timber ceiling at risk of rot or insect attack.

Several measure have been taken to reduce environmental extremes. Background heating 

was kept on throughout the year from 2012. Draught proofing was improved in the spring 

of 2015. Measures were undertaken in November 2014 to reduce water ingress into the 

masonry by refurbishing the guttering, installing lead flashings at the bases of the skews 

and improving rainwater drainage. In March 2015, HES installed a new 2kW heater and 

two desiccant dehumidifiers which currently maintain RH in the Aisle below 65%. Stabilis-

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side the Aisle is intended to protect the timber ceiling, avoid 

condensation episodes, reduce the moisture content of the stonework and stabilise the con-

dition of the tomb.

3.2  Stone decay on the tomb

Localised stone decay at the west end of the tomb is of longstanding, from at least the 

1930s [6, 7]. Stone decay is not mentioned in the description of the tomb by Shedden-Dobie 

in 1889 [12]. The most significant current problem is a patchy but distinct horizon of decay 

on the up-facing table surface with widespread surface detachment and active disaggrega-

tion of the underlying stone. This is particularly severe at the west end where column and 

pilaster bases are also affected.

Figure 2. Temperature (a) and relative humidity (b) data at the tomb canopy showing daily means with maxima and mi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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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stone predispose it to decay as it has several vulnerabilities. Petro-

logical [2] and XRD examination [16, 17] was made of a core taken from the upper surface 

at the west end of the tomb. The sandstone is a very fine-grained, clay-rich, subfelds-

pathic-arenite of unknown but local provenance. Clay minerals include kaolinite and illite; 

no evidence of the presence of expanding clays was found. There are laminations of iron 

oxides, hydroxides and sulphides including pyrite (FeS2). Cementing minerals include do-

lomite (CaMg(CO3)2), siderite (FeCO3) and calcite (CaCO3). Should the stone be subject to 

wetting by condensation (as environmental and thermal data suggest) dissolution of finely 

disseminated pyrite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acidic solutions capable of attacking the 

carbonate cements and weakening the structure of the stone.

The stone has a low permeability and virtually no open porosity (<1% constituted by mi-

cro/nanopores). The small pore size of the stone and poor bonds between the grains leave 

this ston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alt decay processes as it lacks the capacity to accom-

modate salt crystal growth. Efflorescences were not observed on the tomb, however soluble 

salts were extracted from the core sample and from loose stone debris. XRD analysis found 

only small amounts of salt to be present in the core and stone debris (averaging 0.4-0.5% 

by weight) [16]. Salts present were dominantly halite (NaCl) with a small amount of gypsum 

(CaSO4·2H2O), niter (KNO3), sylvite (KCl) and thenardite (Na2SO4). Salt dissolution and 

re-crystallisation while humidity was uncontrolled are considered likely to be a contributo-

ry factor in decay.

Soluble salt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rypt have been considered as a possible cause of 

deterioration [11]. Sampling of abundant efflorescences in the crypt found that thenardite was 

most abundant. Gypsum and thermonatrite (Na2CO3·H2O) were less commonly observed. 

XRD analysis by Revie(2005) [11] identified both thenardite and mirabilite (Na2SO4·10H2O) 

on the north wall of the crypt. No mirabilite has been observed in samples taken since 

2012. As efflorescent salts in the cry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salts extracted from 

the overlying tomb, the crypt is unlikely to be the source of decay problems affecting the 

tomb [17].

Stone decay is largely localised on the table surface of the tomb. It is probable that treat-

ment in the 1940s [7] with “silica-fluoride of magnesium” and shellac has increased rather 

than decreased the rate of surface deterioration. This treatment was undertaken as a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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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 of pre-existing stone decay, so while consolidant treatment may have exacerbated the 

problem, it was not the primary cause. Records indicate that the tomb columns were “for-

merly painted black” [12]. If this is correct, the paint has been removed very thoroughly by 

unknown means prior to 1889. Orange-brown staining on the columns (evidence of the ox-

idisation of iron minerals) suggests that a chemical treatment might have been used, which 

could potentially have damaged the integrity of the stone. No residues of paint or potential 

cleaning agents have currently been identified.

3.3  Moisture on the tomb

Thermal imaging of the tomb (Figure 3) shows that there is considerable temperature 

variation from top to bottom of its south face. This is not a consequence of higher mois-

ture in the lower parts, but rather of temperature stratification in the Aisle due to lack of 

air movement. Throughout the year a temperature gradient of 4℃ is common, with higher 

temperatures in the upper parts. Environmental monitoring (on the roof of the tomb cano-

py) indicated that high humidity (>90%) events were common during winters prior to March 

2015.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possible for the lower parts of the tomb to experience 

condensation events.

Results from microwave moisture monitoring of the tomb to a depth of 20-30 cm (Fig-

ure 4) show that although there is some variation in moisture content, the stonework was 

never significantly damp except for the lower left corner of the south face, where moisture 

levels are persistently elevated. This corner is adjacent to the external door and it is likely 

that the moisture is condensation related to a draught. There is no indication of stone de-

cay. There is a clear overall drying trend on the tomb from 2015 indicating that environ-

mental controls and other interventions are successfully reducing humidity in the Aisle. The 

moisture characteristics of the sandstone are not known so it is not possible to get a precise 

value for the moisture content, but the instrument calibration for a ‘typical’ sandstone sug-

gests that from 2012-2014 the average moisture content across the tomb was approx. 1.4%, 

reducing to 0.8% by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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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icrowave moisture analysis of the tomb surface, May 2012 to July 2017. 

Surfaces are shown in sketch form with the table top in the centre and 

vertical faces around it. Compass directions of each face are indicated. 

The scale covers the full range of moisture levels encountered in the 

Aisle

Figure 3.   Thermal image of the south side of the tomb, showing a typical 

tem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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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onitoring progress of stone decay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Skelmorlie Aisle was laser scanned in 2016 to provide an ac-

curate 3D model of its current condition. Figure 5 shows an example of the point cloud data 

at the west end of the tomb where the most severe decay has occurred. A regular pro-

gramme of re-scanning is planned which will allow HES to quantify any further surface 

loss.

3.5  Moisture distribution and salt efflorescences on internal walls

Rainwater ingress at all four external corners of the Aisle has been a longstanding prob-

lem [6] with scaling of the sandstone and salt efflorescence. Microwave moisture monitoring 

of the Aisle walls 2012-2017 (Figure 6) shows that moisture levels have fallen subsequent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ontrol though there are still episodes of rainwater 

ingress at roof level. Using the instrument calibration for a ‘typical’ sandstone, the upper 

west wall averaged approx. 1.1% moisture prior to environmental control, reducing to ap-

prox. 0.4% in July 2017.

Figure 5.   Point cloud of the condition of the stone at the west end of the tomb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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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2015, efflorescences in the internal corners of the Aisle were composed of the-

nardite with smaller amounts of gypsum. This is consistent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Aisle as thenardite has an equilibrium RH of approximately 85% at ambient Aisle 

temperatures [14]. From 2017, new occurrences of salt efflorescence were observed on ar-

eas of the walls further away from the gables. These were composed of halite (the Aisle is 

about 200m from the sea). Halite efflorescences occurred beyond about 80 cm from corners 

(avoiding the corners themselves, which normally have higher moisture content) and were 

exclusively in joints. This is consistent with post-2015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Aisle 

as halite has an equilibrium RH of approximately 76% at ambient Aisle temperatures [15]. 

As halite efflorescences appear to occur exclusively on mortar at joints they do not appear 

to be implicated in stone decay on internal walls. Stabilisation of the internal environment 

at 65% RH will avoid repeated dissolution and re-crystallisation of salts in areas where 

moisture ingress is prevented. The avoidance of rapid falls in temperature should prevent 

thenardite dissolution and re-crystallisation in the potentially highly damaging form of 

mirabilite. Although thenardite is abundant, mirabilite has never been encountered in the 

Aisle since 2012 except in trace amounts.

Externally, structural changes resulting from making good after the demolition of the 

Figure 6.   Microwave moisture analysis of the north-west corner of the Aisle. 

            The scale covers the full range of moisture levels encountered in the A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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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extension of the church in 1812 have left vulnerable details on the south wall. 

Microwave moisture monitoring (Figure 7) shows it to be extremely damp (averaging ap-

prox. 8-9% moisture content) compared to the other external walls. The slate roof does not 

extend far enough to cover the wall top, leaving exposed stonework, projecting (previously 

internal) details and joints vulnerable to rainwater ingress. Dampness affecting the south 

wall was noted during inspection in 1965 [8] when blistering was seen on the painted in-

ternal surface. Subsequent interventions up to the present date do not appear to have im-

proved its condition.

The results of microwave moisture monitoring of the south and lower east walls and ad-

jacent floor are shown in Figure 7. The south wall is very wet throughout the monitoring 

period and shows no signs of improvement. Dampness from the south wall can be observed 

to affect adjacent stonework on the east wall and floor. Further from the south wall, the 

east wall does show a drying trend which dates from the installation of dehumidifiers in 

March 2015.

Figure 7.   Microwave moisture analysis of the south-east corner of the Aisle. The very 

wet wall is the south wall. The scale covers the full range of moisture levels 

encountered in the A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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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ce/s of dampness on the south wall is not apparent in the microwave mois-

ture data, but thermal imaging (Figure 8a) shows an area of rainwater ingress high in the 

south-east corner, and Figure 8b, the associated stone deterioration. 3D laser scanning 

data extracted from scans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outh wall have been super-

imposed to show the relative locations of internal dampness and external features (Figure 

9). Assuming that rainwater is likely to track down through the structure, this image sug-

gests two possible sources for the damp patch. One is the stone string course, the other is 

a lip between two coping stones. Figure 9 shows these external details. The string course 

has a bowl shaped depression which represents a clear risk for pooling and ingress of wa-

ter. Likewise, the lip between two coping stones with an apparent crack at the joint is also 

a potential problem. This is perhaps the more likely cause of the focused area of damp 

and decay as it is positioned closer to the internal wall. Further interventions are likely to 

be required on the south wall as the amount and distribution of dampness implies several 

routes of water ingress, possibly including ground water. The overall trend is for high-

er moisture concentrations in the lower south-west corner, which is more affected due to 

prevailing winds and driving rain.

Figure 8.   Thermal image (Figure 8a) (SE corner, July 2017). The cold patch is caused by rainwater ingress which is associated with 

stone decay (Figure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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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water ingress at roof level on the south gable is a specific concern with respect to 

the conservation of the painted timber ceiling. Previously, inadequate environmental con-

trols were noted as a particular concern. Boards on the west side of the south wall in close 

contact with masonry showed “signs of spoiling and salts, indicating a possible problem 

with moisture ingress” [10]. Thermal imaging (Figure 10) shows that this remains a prob-

lem. Moisture was detected where the timber is in close proximity to the south wall in the 

south-west corner.

Figure 9.   Laser scans of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the south wall have been superimposed (Figure 9a) to show the relative locations 

of dampness (black arrow) and external features on the south wall which are potential sources for rainwater ingress (white 

arrows). External details of the string course on the south wall include a bowl shaped depression (Figure 9b) (arrowed) 

which is a potential route for rainwater ingress. A second potential route for rainwater ingress occurs at the lip in Figure 9c 

between two coping stones. The mortar joint appears to be open on the upper edge (arrowed) 

Figure 10.   Thermal image. There is a damp patch where ceiling timbers are 

adjacent to the damp sout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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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Records suggest that the Skelmorlie Aisle has suffered from moisture related degradation 

of its stone walls, tomb and timber ceiling since before the monument was taken into State 

care in 1931. As a rare example of a Scottish Renaissance structure it is important that 

material degradation is kept to a minimum and these investigations have focused on iden-

tifying the cause/s of stone decay and monitor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with 

respect to moisture levels in materials. The aims are to determine the causes, mitigat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tabilise the condition of the monument.

Significant moisture ingress affects the whole of the south gable as a consequence of its 

alteration from an internal passage to an external wall. The 3D laser scan model has al-

lowed visualis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details and has clari-

fied likely routes for rainwater ingress. Regular microwave moisture monitoring of provides 

information on long term trends in sub-surface moisture. Despite several interventions 

there are no signs that the significant dampness in this wall has been mitigated and there 

is evidence that it is problematic with respect to moisture tracking across into timbers.

Environmental controls installed in March 2015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levels of 

moisture in the tomb and on internal walls. However, humidity control is constantly work-

ing against the considerable source of moisture from the south wall and further reductions 

in moisture content would be expected if its condition could be improved.

Environmental controls currently stabilise the humidity in the Aisle at approx. 65% RH. 

At this level stonework throughout the Aisle has reduced its moisture content, high daily 

ranges in humidity are mitigated, the painted timber ceiling should not be adversely affect-

ed, condensation on internal surfaces should not occur and repeated episodes of crystal-

lisation and dissolution of salts will be avoided. It is hoped that the rate of stone decay on 

the tomb has been mitigated or halted. Further modelling of the stone surfaces by 3D laser 

scanning will be used to determine any changes in the stone profile. The causes of decay on 

the table surface of the tomb have not yet been definitely established. Investigations have 

shown that the mineralogical and porosity characteristics of the sandstone leave it vulner-

able to decay under moist conditions. Loss of carbonate cement and damage by internal 

formation of salts could both be implicated. It is likely that previous interventions, inc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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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treatment with “silica-fluoride of magnesium” and shellac, has increased rather than 

decreased the rate of surface deterioration, though it is not the primary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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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복원을 위한 

과학적 접근

이태종, 조하진, 박희정, 채승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1. 서론

2016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내에는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하지만 굴곡진 사연을 담고 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있었다. 이 탑은 1911년 

원주 법천사지에서 일본인 모리 무리타로에 의해 반출된 후 

서울 명동과 일본 오사카, 경복궁 등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다. 

탑의 수난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한국전쟁 때 포탄 피해로 

옥개석을 비롯한 상부 부재가 수십여 조각으로 파손되는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이후 1957년 대규모 수리복원작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고 1990년에는 경복궁 2단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고궁박물관 뒤편으로 옮겨졌다.

2005년, 경복궁 내 함께 있던 김천 갈항사지 삼층석탑 등 

수많은 국보급 석조문화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이전하였으나 지광국사탑은 이전을 위한 해체 시 추가 손상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그림 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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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2005년),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2010년), 문화재특별 

종합점검(2014년) 결과, 표면 박리박락, 시멘트 보수부위 탈락 등 풍화 훼손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정밀진단과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지광국사탑의 정밀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보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원형보존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적 보존·복원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1)

2.1  정밀안전진단 방법

지광국사탑의 손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존과학적 조사와 석탑의 상태평가를 위해 구조안정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보존과학적 조사는 재질특성을 밝히고 손상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밀조사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석재의 암종 동정을 위해 정밀 육안관찰과 휴대용 실체현미경(Dino-Lite, AD7013MZT)으로 

암석의 미세한 광물 조직을 관찰하였고, 석탑 구성석재의 광물학적 특징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박락된 미세 암편을 수습하여 박편으로 제작한 다음 Nikon사의 Eclipse E600W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으로 광물학적 조성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또한 암석의 자화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암대자율(ZH Instruments사의 SM30)을 측정하였다.

지광국사탑에 발생한 손상 유형, 위치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석탑 실측도면에 

물리·화학·생물학적 손상유형을 맵핑, 2D 그래픽 전문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상지도를 

작성하고, 손상점유율을 산출하였다.

지광국사탑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성평가를 위해 비파괴 안전진단 기법 중 하나인 초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초음파 측정기는 스위스 Proceq사의 Pundit Lab을 사용하였고, 탐촉자는 표면의 

1) 해당 내용은 2015년 수행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 내용을 재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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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지수형 탐촉자(54kHz)를 선정하였다. 획득한 초음파속도는 보정을 거친 후 

풍화도지수로 변환하였고, 도면에 투영하여 전체적인 물성을 파악하였다. 

지광국사탑에 발생한 박리검출은 육안으로 발생 유무와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워 타진법을 통해 

예상 지점을 도면에 도시한 다음 적외선 열화상분석으로 수행하였다. 이때 박리지점과 신선한 

지점의 상대적 온도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적외선할로겐 히터로 인위적인 미열을 가했다. 분석에 

사용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Flir사의 B200 모델이다.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P-XRF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오염물 분석에 

사용된 장비는 Innov-X System사의 Alpha-6000이며, 측정은 토양모드 45초, 경량원소모드 

45초로 설정하였다. 또한 특정 원소의 등고선도 작성에는 경량원소모드로 30초간 측정하였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내부의 결함이나 결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소형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석탑 부재 사이의 미세 틈에 프로브를 삽입하였고, 원활한 촬영을 위해 직경 

1cm의 알루미늄 관을 함께 사용하였다. 촬영에 이용된 내시경은 General Electric사의 XL Vu Video 

Probe 모델이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1) 암석 및 광물학적 분석을 통한 지광국사탑 암석 재질특성과 구성 

광물의 종류, 풍화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풍화훼손도 조사를 통한 풍화원인 및 특성분석과 

손상도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시멘트 복원부재 조사를 통한 시멘트 열화상태 진단 및 

접착형태를 조사하였다. 4) 지반 및 변위조사를 통한 지광국사탑 지반구조와 석탑 전체 변위 측정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조현황 파악과 단위 석재의 안정성 검토를 통한 구조안정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2.2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광국사탑의 구성암석은 화강암으로 기재적 특성과 전암대자율, 편광현미경 조사결과를 종합한

다면 다섯 종류로 세분할 수 있다. 옥개석과 탑신석, 상층기단석과 같이 주요 구성석재는 세립질 흑

운모화강암이며 지대석과 탑구석, 우석 등은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상층

기단갑석과 하층기단석 일부가 중립질 복운모화강암, 하층기단갑석은 담회색 세립질화강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광국사탑과 원주 법천사지 석재유구와의 동질성 검토를 위한 조사 결과, 상당수가 세립질 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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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강암으로 확인되나 구성광물의 조직방향성, 전암대자율 분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광국사탑

의 주요 석재는 특수한 수급체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광국사탑의 주요 물리적 손상은 균열, 탈락, 박리, 박락, 입상분해 및 시멘트 복원부재이다. 이

중에서 두드러진 요인은 시멘트 복원부재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상 균열과 이격이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손상은 편하중 또는 물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지만 지광국사탑은 시멘트 복원 부위가 노후화되

면서 강도 약화와 용식작용을 동반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조상 균열들은 구조적 안정

성에 치명적이고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는 부재의 강성을 저하시키고 탈락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균열들의 틈 사이로 이물질이 충전되어 오염물과 미

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차적 손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보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물리적 손상요인으로 탑 전체적으로 박리, 박락, 입상분해도 관찰되었다. 박리는 온도

차에 의한 가열과 냉각의 반복으로 발생하거나 광물간의 열팽창률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박락은 박

리의 결정화와 수화에 따른 부피팽창, 삼투압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박리부위가 확장되어 일어난

다. 입상분해의 경우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들이 박리와 같은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모래 크기의 

입자나 분말상으로 분리 및 유실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상 및 박리상 균열은 방위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확인되지만 상대적으로 북측면의 

균열지수가 상당히 높게 확인되었다. 박리는 옥개석 낙수면(8.4%), 박락은 옥개석 앙시면(7.2%)이 

점유율이 높고 입상분해는 북측면이 5.6%로 다른 방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그림 2. 지광국사탑 남면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손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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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문화재의 변색 및 화학적 풍화에 의한 손상은 주로 암석의 화학반응 또는 미세한 토양이나 

먼지와 같은 오염물이 피복되어 발생하는데, 이는 암석의 광물 성분 변화로 재질이 약화된다. 

지광국사탑의 변색은 크게 흑화, 백화, 보수물질 및 유기오염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흑화와 

백화현상은 구성광물의 화학적 풍화, 대기오염물질 및 보수물질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보수물질 같은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가 진전되는데, 지광국사탑이 이에 해당되며 보수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방해석과 석고가 

주원인이었다. 

현재 모르타르의 노후화로 인한 변색 및 화학풍화가 가장 심한 곳은 북측면으로 흑화 및 

백화오염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옥개석 앙시면의 화학적 손상이 압도적이다. 

 생물오염은 넓게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위별 상대지수는 북측면의 

피복도가 8.6%로 다른 방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시멘트 모르타르 점유율은 북측면이 16.2%로 다른 방위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단위 부재별 

분류 시 옥개석 평면이 50.9%로 가장 높았다. 해체 후 시멘트 점유율은 전체 면적(105.61㎡) 중 

4.67%인 4.93㎡이며 단위 부재별 분류 시 탑구석 35.4%, 앙화 30.6%, 옥개석 25.9%로 다소 차이가 

있다. 

시멘트 복원부는 석재 간 접합보강을 위해 철심을 사용하였는데 총 59개(동 8, 서 18, 남 17, 북 

16)로 표면에서 평균 34~42㎜의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철심 위치 및 사용 개수는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고 모르타르 제거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우석, 하층기단석 등에서 다수의 철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종 수량은 모르타르 전체를 제거한 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광국사탑의 물성 및 풍화도 평가를 위한 초음파 측정 결과, 상대적으로 지대석, 상층기단갑석, 

탑신석, 상륜부의 풍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간 풍화단계(MW)~높은 풍화단계(HW) 

범주에 포함된 탑구석과 우석 일부는 부분적으로 취약한 물성이다. 

전기비저항 측정을 통한 지반탐사 결과, 지광국사탑 일대 지반은 연약한 토층으로 구조안정성 

부여를 위한 지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층기단석과 탑구석을 중심으로 부재 간 층간 

들뜸 현상이 관찰되고 지진 하중 반영 시에는 횡변위와 상륜부 붕괴 예측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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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멘트 복원부재 상태평가   
 

 3.1  상태평가 방법

지광국사탑 시멘트 복원부재 제거 범위 결정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옥개석 상하단의 철심 및 피복두께를 탐사하고 옥개석 외부 노출 철심과 사리공 내 석탑조각 부재 

4편에 삽입된 철심을 대상으로 반전위 측정을(Half Cell Potential, 이하 HCP)하고 물-시멘트비 

및 피복두께, 촉진부식수준을 고려한 시험체의 실내 실험을 실시하여 지광국사탑 복원부위의 부식 

및 손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부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측정 대상은 철심위치 및 피복두께 탐사 

: 옥개석 3지점(남면, 동면, 상부 각 1지점), 상층기단갑석 1지점, 하층기단석 1지점, 사리공 내 

석탑조각 부재 4편 삽입 철심 4지점, 실내 시험용 시험체 철심(72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복원부재 상태평가를 위해 옥개석 상·하단 철심 및 피복두께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노출 

철심과 사리공 내 석탑 조각편에 삽입된 철심을 대상으로 반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그림 3). 또한 

물-시멘트비, 피복두께, 촉진부식 수준을 고려한 실내 실험용 시험체를 제작하여 반전위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지광국사탑 시멘트 복원 부재의 측정값과 비교분석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부식 및 

손상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용 시험체는 ASTM C876(시멘트 콘크리트 내 철심부식 가능성 판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나 복원부재의 제작 당시 물-시멘트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제작기준인 

0.35, 0.55, 0.70의 세 가지 비율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험체는 습도를 고려한 HCP측정 

및 강제 부식시험 후 HCP 재측정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그림 4). 

 

그림 3. 옥개석 상·하단 반전위 측정 위치 그림 4. 실험용 시험체 모식도 및 완성 시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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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태평가 결과

3.2.1  철심탐사 결과

전자파레이더방식의 특성상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원부위와 부재 

간의 접점부를 중심으로 옥개석 상단 동측면 3개, 서측면 2개, 남측면 2개, 북측면 2개, 옥개석 

하단 동측면 1개, 서측면 1개, 남측면 3개, 북측면 1개 면을 탐사한 결과, 총 17개소에서 철심이 

탐지되었다. 한편 탐지된 철심의 피복두께를 분석한 결과, 최소 25㎜에서 최대 100㎜의 범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의 피복두께는 탑의 조형형태 상 경사면에서의 측정된 특정 값으로 확인되어 

탐사 면에서의 피복두께는 25~50㎜로 나타났다(그림 5). 이와 같은 결과는 지광국사탑 해체 전에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2  실내실험을 통한 복원부위 상태평가

지광국사탑의 부식손상가능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HCP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적으로 복원부위의 상태를 유추, 평가하기 위한 물-시멘트 비 및 피복두께를 변수로 시험체를 제작

하고 전기화학적 촉진부식을 실시, 부식정도에 따른 HCP 측정을 실시하였다. 

물-시멘트 비와 피복두께에 따른 시험체 제작은 모르타르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일반 시멘트와 5㎜ 

잔골재 1:3, 물-시멘트비 35%, 55%, 70% 배합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지름 5㎜의 금속봉을 지광국

사탑 복원부의 배근위치와 비슷한 20㎜, 30㎜, 40㎜, 50㎜로 배치한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모르타르 

그림 5. 전자파레이더 탐사결과-옥개석 ②, ⑤번 / 옥개석 상단 철심 위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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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의 촉진 부식시험은 아크릴 수조에 시험체 및 구리판을 위치시키고 3.5% NaCl 수용액에 시험

체 피복두께 높이만큼 침지시킨 후 전압을 발생시켰다. 6시간, 18시간, 42시간 설정으로 단계별로 전

압을 가하는 방식으로 촉진 부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반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의 전위값 및 부식 손상도를 이용하여 건조 및 습윤상태의 DB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시멘

트 복원부재의 부식 손상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건조상태의 부식손상도 평가시점인 6시간, 18시간, 

42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전위값은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결정

계수는 모두 0.85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Cover 물 -
시멘트

HCP(-mV)
Cover  물 -

시멘트

HCP(-mV)

6시간 18시간 42시간 6시간 18시간 42시간

20 35 366 433 440 40 35 209 443 498

20 35 383 401 410 40 35 210 418 456

20 35 367 406 387 40 35 213 412 458

20 55 373 467 477 40 55 320 436 456

20 55 388 478 482 40 55 288 428 457

20 55 335 468 475 40 55 261 425 503

20 70 469 520 586 40 70 452 533 574

20 70 462 566 571 40 70 445 527 543

20 70 341 574 522 40 70 424 545 582

30 35 299 510 487 50 35 286 253 338

30 35 286 484 495 50 35 277 233 286

30 35 274 461 497 50 35 269 248 421

30 55 209 562 559 50 55 352 325 445

30 55 200 559 583 50 55 345 323 461

30 55 201 549 587 50 55 324 314 433

30 70 346 523 574 50 70 480 485 579

30 70 336 556 562 50 70 485 458 534

30 70 324 517 563 50 70 489 462 568

 

표 1. 건조상태 시험체의 전위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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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부식량(g)=Y+X1×(피복두께)+X2×(물-시멘트비%)+HCP

6시간 18시간 42시간

Y 절편 1.238885 3.330035 5.969117

X1 피복(mm) -0.02106 -0.05208 -0.09256

X2 물-시멘트비(%) 0.002822 0.027456 0.050032

X3 HCP 0.001490 -0.000280 0.000367

결정계수 0.861 0.901 0.887

 

습윤상태의 부식손상도 평가시점인 6시간, 18시간, 42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전위값은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결정계수는 6시간 실험값의 경우 0.762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값들에서는 0.89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Cover  물 -
시멘트

HCP(-mV)
Cover 물 -

시멘트

HCP(-mV)

6시간 18시간 42시간 6시간 18시간 42시간

20 35 273 592 731 40 35 437 637 565

20 35 252 596 741 40 35 426 635 568

20 35 266 585 733 40 35 409 620 575

20 55 573 577 773 40 55 389 606 757

20 55 546 574 775 40 55 364 616 731

20 55 457 585 738 40 55 343 608 711

표 2. 건조상태 시험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3. 습윤상태 시험체의 전위측정결과

그림 6. 건조상태 다중회귀분석결과 – 6시간, 18시간, 42시간 시험시 부식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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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물 -
시멘트

HCP(-mV)
Cover 물 -

시멘트

HCP(-mV)

6시간 18시간 42시간 6시간 18시간 42시간

20 70 572 469 707 40 70 183 588 704

20 70 548 464 709 40 70 204 574 692

20 70 480 409 590 40 70 218 533 640

30 35 408 605 625 50 35 427 634 762

30 35 401 595 636 50 35 412 622 765

30 35 406 521 634 50 35 376 573 766

30 55 332 628 591 50 55 443 631 734

30 55 289 630 582 50 55 441 646 719

30 55 286 592 581 50 55 443 637 708

30 70 378 569 618 50 70 444 590 802

30 70 362 575 613 50 70 420 588 800

30 70 349 552 578 50 70 388 577 799

변수
부식량(g)=Y+X1×(피복두께)+X2×(물-시멘트비%)+HCP

6시간 18시간 42시간

Y 절편 1.510146 5.10246 4.990016

X1 피복(mm) -0.02147 -0.04335 -0.09623

X2 물-시멘트비(%) 0.008318 0.021279 0.050661

X3 HCP -0.00013 -0.00321 0.001827

결정계수 0.762 0.922 0.896

표 4. 습윤상태 시험체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그림 7．습윤상태 다중회귀분석결과 – 6시간, 18시간, 42시간 시험시 부식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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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반전위 측정을 통한 복원부위 상태평가

지광국사탑의 철심탐사 결과와 같이 시멘트 복원부위 내에 철심이 존재하며, 철심의 부식으로 

인한 복원부위 및 탑 자체의 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전위 측정 방법을 통하여 

건조상태와 습윤상태의 철심 부식가능성 및 손상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측정결과, 건조상태에서는 

철심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확인되어 부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습윤상태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측정면의 전면에 걸쳐 철심이 

부식되었을 확률이 높은 –350㎷ 이하의 반전위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시멘트 복원부위의 피복두께 평가 및 건조, 습윤 시의 전위측정을 통해 현 상태의 

부식손상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실내실험에서 도출된 높은 상관성을 가진 식을 이용하여 

부식손상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반전위 측정에 따른 부식손상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ASTM C 876 기준을 인용하였으며 

전위값이 –350㎷ 이하인 경우, 즉 절대값이 350㎷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내부 철심 부식과 

손상도는 90%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여 부재별로 살펴보면 먼저, 옥개석 상단 및 하단의 경우 건조 시에는 모두 –200㎷ 

이하로 평가되어 비교적 안정적이나 습윤조건 시에는 상단의 경우 모두 –49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손상 가능성이 90%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단 또한 –431㎷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587㎷가 측정되기도 하였다(그림 8). 상층기단의 반전위 평균값은 건조 

시 –33.2㎷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습윤조건 시 –522.8㎷로 매우 높은 전위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ASTM 기준 90% 이상의 부식손상확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층기단은 건조 시 

반전위 평균값은 –129.7㎷로 부식손상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습윤상태의 평균값은 

–400㎷로 부식손상확률이 90%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리공 내에서 확인된 철심이 삽입된 석탑 편 4개의 경우 건조 시 모두 –200㎷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조 시에는 부식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습윤상태의 경우 석탑 

편 4개의 평균 반전위 측정값은 각각 A(–259㎷), B(-448.5㎷), C(-232.2㎷), D(-498.25㎷)를 

보이고 있어 B와 D 석재편의 부식손상확률은 9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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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복원부위 평가결과

지광국사탑은 이전의 복원, 보수 기법으로 인한 표면의 박리박락과 시멘트 모르타르 보수 부위의 

균열 및 이격 등의 2차적 손상과 환경요인으로 인한 변색 등 다양한 손상이 확인되고 있어 적절한 

복원대책이 필요한 상태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손상 형태의 1차적 원인인 시멘트 모르타르의 

제거 범위 결정에 필요한 공학적 기초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옥개석과 상층기단갑석 

등의 외부 노출 철심과 사리공 내 부재 편에 삽입된 철심을 대상으로 반전위 측정 및 피복두께를 

평가하였다. 또한 모르타르 복원부와 유사한 샘플을 제작한 후 실내 촉진 실험을 통하여 부식손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광국사탑 시멘트 모르타르 복원부재를 탐사한 결과와 실내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옥개석에서는 총 17개소(중복 1개소)에서 철심이 탐지되었으며, 탐지된 철심 위치에서의 

피복두께는 전반적으로 25㎜∼50㎜로서 철근 부식 인자가 충분히 철심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3수준의 물-시멘트비 (35%, 55%, 70%)와 4수준의 피복두께(20mm, 30mm, 40mm, 

50mm)를 시험변수로 고려한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체를 총 72개 제조하였으며, 6시간, 18시간, 

42시간 동안 20V로 부식 촉진하여 부식량 및 반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정계수 0.80 이상의 높은 상관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식을 이용하여 부식가능성 

평가 및 부식량 산정에 사용하였다.

3)   옥개석 상·하단, 상층기단갑석, 하층기단석 및 석탑조각 4개를 대상으로 부식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건조상태에서는 -200mV 이하의 낮은 전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식손상가능성이 10% 

그림 8. 옥개석 반전위 측정모습 및 습윤 상태의 옥개석 상하단 반전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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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매우 낮았으나, 습윤상태에서는 모두 –450mV 이상의 높은 전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옥외에 노출될 경우 부식손상이 상당부분 진전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부식 손상도를 산정한 결과 습윤상태에서 옥개석 상단부에서는 

전위측정값은 -449∼-663mV 수준이었으며, 하단부에서는 -431∼-591mV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식량은 상단부에서 1.55∼4.31g/200㎜ 수준으로, 하단부에서는 

1.10∼3.39g/200㎜으로 평가되었다. 상층 및 하층기단에서도 습윤 시 -522.8mV 및 

-400mV의 전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각각 부식 손상량은 2.77∼6.86g/200㎜ 및 

3.26∼6.58g/200㎜으로 평가되었다. 

5)   제안된 다중회귀분석식 및 철근부식관련 DB는 대상구조물의 다른 부위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피복두께가 100mm 이상으로 크게 평가된 부위와 매립된 철심의 직경이 10mm 보다 클 

경우 상관성이 낮아지게 된다. 현재 습윤상태에서는 측정한 전 면적에서 전위값이 -250mV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부식 발생 가능성은 모두 90%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 론

지광국사탑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해 해체 후 보존처리라는 보존방안을, 시멘트 모르타르 복원 

부재 상태진단을 통해 모르타르 제거라는 복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주요 보존방안으로는 지광국사탑 구성 석재는 현재 중간~높은 풍화단계를 겪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취약한 물성은 아니었다. 하지만 표면손상이 지광국사탑의 중요 문양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체 후 보존처리를 통해 29개 해체부재는 모두 재 사용가능하며 탑신석 

문양부분 강화처리는 집중 처리가 필요하였다. 또한 시멘트 복원부는 물리·화학적 손상이 

심각하고 철심의 높은 부식도로 인해 잠재적 손상 진행 가속화가 우려되었다. 따라서 기술적 범위 

내에서 복원부를 제거하고 동일석재를 활용한 부재 복원이 필요하였다. 구조해석 및 지반탐사 

결과, 지광국사탑 일대 지반은 연약한 토층지반이며 하부 부재 분리에 따른 원형보존과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보존처리 완료 후 해체 전 자리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해결되어야한다.

 지광국사탑 시멘트 복원부재 상태진단을 위한 HCP측정결과, 전위 값이-431∼-663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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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이며, 부식 손상량이 1.10∼4.31g/20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균열과 

표면박리 등 외관 훼손의 발생 및 손상이 예상되므로, 부식철심 및 시멘트 복원부재의 제거와 

신석재를 사용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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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ientific Approach to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in Korea

Tae-jong Lee, Ha-jin Cho, Hee-jeong Park, Seung-a Cha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 Introductio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National Treasure No. 101) is known for 

its superb beauty and a turbulent history, and had 

been located in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Korea 

until March 2016 after multiple relocations. This stupa 

used to be moved around several locations including 

Myeong-dong in Seoul, Korea, Osaka in Japan, and 

Gyeongbokgung Palace, since it was taken out of 

Beopcheonsa Temple Site in Wonju, Korea by a Japanese 

named Mori Muritaro, in 1911. Its ordeal continued  as its 

upper part members including its roofstone (Okgaeseok) 

were shattered into dozens of pieces by a cannon ball 

during the Korean War. In 1957, the stupa was restored 

to its present shape after major restoration work. In 1990, 

Figure 1.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in 

Wonju, Korea 

                  (gelatin dry plate, National Museum 

of Korea,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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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moved to the back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as a part of the second phase 

Geyongbok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In 2005, numerous stone cultural properties of national importance in Gyeongbokgung 

Palace including Three-story Stone Pagodas from Galhangsa Temple Site were moved 

along with reloc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Yongsan-gu in Seoul; however,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was left behind at Gyeongbokgung to prevent 

potential damage from disassembly for relocation. 

After a study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2005), the 

periodical survey of the State-designated Heritage (2010), and special comprehensive 

inspection for cultural properties (2014) showed severe deterioration from weathering 

including scaling, peeling, and missing parts of cement restoration areas. The stupa was 

classified as a cultural property with Grade 5 weathering damage, the highest rating in 

terms damage from weathering, indicating the need for precise diagnosis and conservation 

treat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ducts comprehensive 

systematic research and surveys of the stupa including precise safety diagnosi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scientific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ethodology for conserving 

the original form and enhancing the value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Wonju.  

 

2.   Precise Safety Diagnosis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1)

2.1  Methods

Precise safety inspection o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was performed. The condition was checked with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the 

1)   This section is based on the “Final Report of Precise Safety Diagnosis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from Beopcheonsa Temple 

Site, Wonju” published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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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of the stupa was identified with a structural stability evaluation. 

The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non-destructive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material properties and deterioration quantitatively. 

The thin stone specimens that were made of the retrieved tiny spalls off of the stupa 

were analysed to find out mineral compositions and structural features using a Nikon 

Eclipse E600W polarized/reflected light microscope. Intensity of magnetization of rocks was 

measured with the whole rock magnetic susceptibility meter (SM30, ZH Instruments).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deteriorations were mapped on a survey plan using a 2D 

graphic presentation application and deterioration rates were calculated to understand the 

types, locations and distributions of deteriorations.

An ultrasonic test, a nondestructive safety inspection method, was performed to 

determin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tone constituting the stupa. The test was conducted 

with Pundit Lab (Proceq, Switzerland), an ultrasonic meter, and an exponential transducer 

(54 kHz) because it is relatively little affected by surface irregularities. The measurements 

of ultrasonic velocity were converted into weathering index values after correction, which 

were marked on the drawing to show overall physical properties. 

As scaling on the stupa is difficult to determine with the visual inspection, potential areas 

with scaling damage were identified by tapping on the surface, and marked on the drawing, 

and then infrared thermography was performed for verification. In the thermography, the 

relativ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caled and fresh spots was maximized by giving a 

low heat to the stupa surface with an infrared halogen heater. Infrared thermal imaging 

was conducted in the analysis using the Flir’s B200 model camera.

P-XRF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analyze the components of surface pollutants 

using Alpha-6000 (Innov-X System) in the soil mode and the lightweight element mode 

for 45 seconds, respectively. The measurements for a contour plot of specific elements were 

obtained in the lightweight element mode for 30 seconds.

Microscopic endoscopy was performed to check joint conditions and to find any flaws 

inside the stupa. A probe was inserted through a small gap between members of the 

stupa, and an aluminum tube with a diameter of 1 cm was used together to facilitate 

photographing. The imaging was conducted with the General Electric’s XL Vu Video Probe 

model end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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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rock and 

mineralogical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properties of the rocks used in the stupa, 

mineralogical types, and weathering degree; (2) weathering inspection for analysis of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weathering,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extent of damage 

(3) investigation of members restored with cement for assessment of cement deteriorations 

and bonding types, (4) ground and displacement surveys for impact assessment, and (5) 

determination of the state of structure and examination of individual stone members for 

structural stability assessment.

 2.2  Results of Precision Safety Diagno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material properties and whole rock magnetic 

susceptibility, and the results of polarized light microscopy,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was composed of five types of granites. Key members of the stupa, including the 

roofstone, body stone (Tapsinseok), and the upper platform stone (Sangcheunggidanseok), 

were made of fine-grained biotite granite; the foundation stones (Jidaeseok), the outside 

base stones (Tapguseok), and the corner pillars (Useok) were made of medium grain biotite 

granite; the upper platform cover stone (Sangcheunggidangapseok) and part of the lower 

platform stones (Hacheunggidanseok) were made of medium grain mica granite; the lower 

platform cover stone (Hacheunggidangapseok) was made of light grey fine-grained granite.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to compare the stone used i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with those in stone relics at Beopcheonsa Temple Site showed that 

although much of the relics were also made of fine-grained biotite granite, the textural 

direction of the minerals and the distribution of whole rock magnetic susceptibility of the 

relic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tupa. This suggests that the key members of the 

stupa were made of rocks obtained through a unique supply system. 

The main physical damage to the stupa included structural cracks, missing pieces, 

scaling, peeling, granular decomposition, and restoration with cement. Two most prominent 

factors among them were structural cracks and gaps created by deterioration of cement 

used to restore elements. Structural cracks and gaps are generally caused by eccentric loads 

or differences in material properties; however, those i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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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ly developed due to weakened strength and corrosion caused by aging members restored 

with cement. Structural cracks are extremely harmful to structural stability and tend 

to grow continuously, as it reduce the rigidity of the members and leading to structural 

imbalances due to missing pieces. In addition, foreign materials filled in the cracks and 

gaps provide the environment conducive for pollutants and microbial growth, causing 

secondary damage; therefore, they require conservation treatment. Other types of physical 

damages included scaling, peeling, and granular disintegration, which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stupa. Scaling takes place due to repeated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heating and cooling and the differences between minerals in thermal expansion. Peeling 

occurs as the spots that are scaled expands as they undergo the repeated process of volume 

expansion caused by crystallization of scales and hydration, and osmotic pressure. Granular 

disintegration occurs as the mineral particles constituting the stone is reduced to sand-

sized particles or powdery forms due to weathering.

 

The structural cracks and spalls were consistently found in all sides; however, crack index 

was higher in the north side than in others. Scaling was observed in higher proportions on 

the eave (Naksumyeon) (8.4%) and the ceiling plane (Angsimyeon) (7.2%) of the roofstone; 

granular disintegration was three times higher in the north side (5.6%) than other sides.

Discoloration and damage from chemical weathering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primarily caused by chemical reaction of the stone or pollutants such as fine soil or dust 

that cover the stone. Such changes in mineral composition weaken the stone material. 

Figure 2. Map of chemical and biological deterioration in the south side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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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lorations o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were primarily classified into four 

types – blackening, efflorescence, discoloration of repair materials, and discoloration 

from organic pollution. Blackening and efflorescence are caused by chemical weathering 

of minerals, air pollutants and repair materials. In particular, repair materials themselves 

undergo chemical deterioration as well as cause discoloration in stone, both of which were 

observed in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due to calcite and gypsum in mortar used for 

restoration. 

The most discoloration and chemical weathering from aged mortar was found in the 

north side, with larger areas of blackening and efflorescence, especially in the ridge of the 

roof stone. 

Biodeterioration was present only in parts, and its coverage was three times higher in the 

north side (8.6%) than others. 

The coverage of cement mortar was approximately twice (16.2%) in the north side 

compared to other sides, and the highest (50.9%) on the roof stone surface among 

members. Cement coverage after dismantling members was 4.93㎡ (4.67%) in the total area 

of 105.61㎡, and varied among members including the outside base stones (35.4%), the lotus 

disk (anghwa) (30.6%), and the roofstone (25.9%).

The areas restored with cement were supported with metal dowels to support joints 

between stone members. Fifty nine dowels (8 in the east side, 18 in the west side, 17 in 

the south side, and 16 in the north side) have been found inserted 34-42mm deep from 

the surface. The total number of dowels will be determined after all mortar is removed 

because some of them were overlapped, and many were found in the members that had not 

been identified earlier as having mortar, such as the corner pillars and the lower platform 

stones. 

The results of ultrasound test performed to evaluate physical properties and the extent of 

weathering showed a high level of weathering in the foundation stones, the upper platform 

cover stone, body stone, and finial (Sangryunbu). the outside base stones and the corner 

pillars,  which showed a mid-to-high range weathering (MW), showed weak physical 

properties in parts. 

The results of the geotechnical investigation conducted with electrical resistivity 

measurement showed that the ground around the stupa has a weak soil layer,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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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s ground support for structural stability. Interlaminar floating was found between 

some members such as lower base and border edge stone, and it was predicted that seismic 

load would cause lateral displacement and a collapse of finial. 

3. Assessment of Members Restored with Cement 
 

3.1  Assessment Method

In order to provide data for decision on the areas restored with cement to remove, 

the corrosion and damage potential in the restored areas of the stupa were assessed by 

conducting a survey of metal dowels and covering thickness of t roof stones, measurement 

of half-cell potential (HCP) of the dowels exposed on roof stones and inserted in four 

sculptures inside sarira hall, indoor experiment considering the water-cement ratio, 

covering thickness, and corrosion acceleration level. The corrosion potential was assessed 

through a survey of dowel positions and covering thickness in 3 areas in the roof stone (1 

in south, east, and upper side each), 1 area in cover stone of upper base, 1 area in lower 

base, 4 areas where dowels were inserted in 4 sculptures inside sarira hall, and 72 dowel 

specimens for indoor tests. 

In order to evaluate the condition of restored members, dowels and coating thicknesses 

in the top and bottom of the roof stone were surveyed, and HCP of dowels in the 

sculptures were measured (Figure 3). Reliable corrosion and damage potential tests were 

performed by fabricating specimens for the HCP lab test considering water-cement ratio, 

covering thickness, and corrosion acceleration level, and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measurements obtained from the actual members of the stupa restored with cement. 

Test specimens were fabricated using ASTM C876 designed for determination of corrosion 

potential of metal dowels in cement concrete; however, since the water-cement ratio used 

for restoring the stupa could not be verified, three commonly-used ratios – 0.35, 0.55, and 

0.70 – were used in specimen fabrication. HCP measurement considering relative humidity 

and repeated measurement of HCP after corrosion test increased reliability of data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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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sults of Assessment

3.2.1  Results of Metal Dowel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number of restored areas and joints between members 

were surveyed including the east (3), west (2), south (2), and north (2) sides in the top 

of roof stone, and the east (1), west (1), south (3), and north (1) side in the bottom of 

roof stone, since electromagnetic wave radar test allows a survey of a large area in one 

measurement. The survey detected dowels in 17 areas. The covering thickness of the dowels 

ranged between 25 and 100mm. However, the 100mm covering thickness was found to be 

specific to the slope, resulting in covering thickness of 25-50mm on the surface (Figure 

5).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the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search 

conducted before disassembly of the stupa. 

Figure 3.   HCP measurement positions in top and bottom of roof 

stone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pecimen and 

finished specimens

Figure 5.    Electromagnetic radar survey results – ② and ⑤ in roof stone, and measurement of metal dowel positions in the 

top of roof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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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Assessment of Restored Areas Using Lab Test

Final assessment of restored areas was conducted by fabricating specimens that vary 

in water-cement ratio and covering thickness for final evaluation of the state of restored 

areas, conducting electrochemical corrosion experiment, and measuring HCP by extent of 

corrosion to increase reliability of measurements of actual members of the stupa. 

Specimens were fabricated using a mortar hand mixer in the 1:3 ratio of cement and 

5mm fine aggregate to vary in water-cement ratio (35%, 55%, 70%) and covering thickness. 

In addition, the specimens with metal bars of 5mm in diameter inserted 20mm, 30mm, 

40mm, and 50mm deep as in the case of restored areas of the stupa were fabricated. The 

accelerated corrosion test of the mortar specimens was carried out by placing the test 

specimens and the copper plate in an acrylic water bath filled with a 3.5% aqueous NaCl 

solution as the thickness of the test specimen. Electric current was applied for 6 hours, 18 

hours, and 42 hours, respectively, followed by HCP measurement. 

The dry and wet state database for the specimens was created using HCP values and 

corrosion damage, which allowed prediction of corrosion damage of the members restored 

with c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6 hr, 18 hr, and 42 hr 

conditions, respectively. The mean of HCP values was used for the analyses,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higher than 0.85 in all three analyses.  

Cover WC
HCP(-mV)

Cover WC
HCP(-mV)

6 hr 18 hr 42 hr 6 hr 18 hr 42 hr

20 35 366 433 440 40 35 209 443 498

20 35 383 401 410 40 35 210 418 456

20 35 367 406 387 40 35 213 412 458

20 55 373 467 477 40 55 320 436 456

20 55 388 478 482 40 55 288 428 457

20 55 335 468 475 40 55 261 425 503

20 70 469 520 586 40 70 452 533 574

20 70 462 566 571 40 70 445 527 543

Table 1. HCP Measurements of Dr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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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WC
HCP(-mV)

Cover WC
HCP(-mV)

6 hr 18 hr 42 hr 6 hr 18 hr 42 hr

20 70 341 574 522 40 70 424 545 582

30 35 299 510 487 50 35 286 253 338

30 35 286 484 495 50 35 277 233 286

30 35 274 461 497 50 35 269 248 421

30 55 209 562 559 50 55 352 325 445

30 55 200 559 583 50 55 345 323 461

30 55 201 549 587 50 55 324 314 433

30 70 346 523 574 50 70 480 485 579

30 70 336 556 562 50 70 485 458 534

30 70 324 517 563 50 70 489 462 568

 

Variable
Corrosion amount (g)=Y+X1×(covering thickness)+X2×(water-cement %)+HCP

6 hr 18 hr 42 hr

Y intercept 1.238885 3.330035 5.969117

X1 cover (mm) -0.02106 -0.05208 -0.09256

X2 WC ratio (%) 0.002822 0.027456 0.050032

X3 HCP 0.001490 -0.000280 0.000367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0.861 0.901 0.887

Figur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with dry specimens – association with corrosion in 6 hr, 18 hr, and 42 hr tests

Table 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r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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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formed for 6 hr, 18 hr, and 42 hr tests for corrosion 

damage assessment of wet specimens. The mean of HCP values was used for the analyzes,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higher than 0.89 in the 18 hr and 42 hr tests in 

contrast to 0.767 for the 6 hr test.

Cover WC
HCP(-mV)

Cover WC
HCP(-mV)

6 hr 18 hr 42 hr 6 hr 18 hr 42 hr

20 35 273 592 731 40 35 437 637 565

20 35 252 596 741 40 35 426 635 568

20 35 266 585 733 40 35 409 620 575

20 55 573 577 773 40 55 389 606 757

20 55 546 574 775 40 55 364 616 731

20 55 457 585 738 40 55 343 608 711

20 70 572 469 707 40 70 183 588 704

20 70 548 464 709 40 70 204 574 692

20 70 480 409 590 40 70 218 533 640

30 35 408 605 625 50 35 427 634 762

30 35 401 595 636 50 35 412 622 765

30 35 406 521 634 50 35 376 573 766

30 55 332 628 591 50 55 443 631 734

30 55 289 630 582 50 55 441 646 719

30 55 286 592 581 50 55 443 637 708

30 70 378 569 618 50 70 444 590 802

30 70 362 575 613 50 70 420 588 800

30 70 349 552 578 50 70 388 577 799

Table 3. HCP Measurements of We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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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orrosion amount (g)=Y+X1×(covering thickness)+X2×(water-cement %)+HCP

6 hr 18 hr 42 hr

Y intercept 1.510146 5.10246 4.990016

X1 cover (mm) -0.02147 -0.04335 -0.09623

X2 WC ratio (%) 0.008318 0.021279 0.050661

X3 HCP -0.00013 -0.00321 0.001827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0.762 0.922 0.896

 3.2.3  Assessment of Restored Areas Using HCP Measurement

The results of metal dowel detection results suggested that metal dowels were present 

in the areas with cement restoration, and corroded dowels may damage the restored areas 

and the stupa. Therefore, corrosion potential and damage to metal dowels were assessed 

by measuring HCP. The HCP measurements were relatively low in the suspended areas 

with dowels in the dry condition, casting doubts on the possibility of corrosion. However, 

in the wet condition, the HCP values were less than -350㎷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measurements, suggesting high corrosion potential of metal dowels.

The coating thickness measurement and the HCP measurement for dry and wet 

conditions of the cement restoration were used to evaluate potential corrosive damage; 

corrosive damage could be estimated using the equation of high association derived from 

lab tests.

Figure 7.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with wet specimens – association with corrosion in 6 hr, 18 hr, and 42 hr tests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e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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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osion damage potential based on the HCP measurements, 

ASTM C 876 was used, and the HCP values were less than -350㎷, i.e. 350 or higher 

absolute values, representing the 90% corrosion and damage rate of metal dowels.

Based on this standard, members of the stupa were evaluated as follows. HCP values of 

the roofstone were –200㎷ for both upper and lower parts in the dry condition, indicating 

stability, but lower than –495㎷ for the top in the wet condition, suggesting over 90% of 

damage potential, 587㎷ for the bottom (Figure 8). The mean value of HCP values for the 

upper platform (Sangcheunggidan) was fair at –33.2㎷ in the dry condition; However, it 

plummeted to –522.8㎷ in the wet condition, suggesting over 90% of the corrosive damage 

potential according to ASTM standard. The mean of HCP values for the lower platform 

(Hacheunggidan) was -129.7㎷ in the dry condition, suggesting little corrosive damage 

potential; However, in the wet condition, the mean HCP was -400㎷, suggesting over 90% 

of the corrosive damage potential.

Regarding the four stone specimens with metal dowels detected in the sarira hall, 

the values of HCP were below -200㎷ in the dry condition, suggesting little corrosive 

effect. However, in the wet conditions, means of HCP values for the four specimens were 

–259㎷(A), -448.5㎷(B), -232.2㎷(C), and –498.25㎷(D), respectively, suggesting over 90% 

Potential for B and D.

 3.3 Results of Assessment of Restored Areas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was found to have a variety of damage including 

further damages from previous restoration and repair techniques that caused scaling 

and peeling, and the cracks and gaps in the areas restored with cement mortar, and 

Figure 8. Conducting HCP measurement with roof stone and HCP distribution of top and bottom of roof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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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lorations caused by environmental factors, requiring adequate restoration measures. 

The present study needed to obtain data for decisions on the areas from which cement 

mortar, the primary cause responsible for the type of damage detected, should be removed. 

Accordingly, HCP measurement and covering thickness assessment were conducted on 

the metal dowels exposed on the roofstone, the upper platform cover stone and inside the 

members in the sarira hall.

Corrosive damage potential of the areas restored with mortar was also evaluated by 

conducting the indoor acceleration experiment with specimens fabricated to simulate the 

areas with mortar restoration. The survey and lab test results on the members of the stupa 

restored with cement morta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etal dowels were detected in 17 spots on the roof stone, and the covering thickness 

of the dowels ranged between 25-50mm, suggesting high potential for corrosive 

elements to reach the dowels.

(2)   Corrosion amount and HCP were measured for 72 cement mortar specimens fabricated 

using three water-cement ratios (35%, 55%, 70%) and four covering thicknesses 

(20mm, 30mm, 40mm, 50mm) as test variables and by accelerating corrosion with 

20V electric current for 6 hr, 18 hr, and 42 hr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yielded 

regression equations with high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over 0.80, which were 

used for assessment of corrosion potential and estimation of corrosion amounts. 

(3)   The results of corrosion potential assessment of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roofstone,  the upper platform cover stone,  the lower platform stones and stone 

sculptures showed high HCP values above -450㎷ in wet conditions, suggesting 

that corrosive damages can be worsen significantly when exposed to the outdoor 

environment, in contrast to low HCP values below –200㎷ in the dry condition, 

indicating less than 10% corrosive damage potential.

(4)   Corrosive damage estimation conduc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HCP values were in the range between –449 and –663㎷ for 

the upper part of roofstone, and in the range between –431 and –591㎷ for the 

lower part of roofstone in the wet condition. The corrosion amounts were in the 

1.55-4.31g/200mm range for the upper part, and the 1.10-3.39g/200mm rang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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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wer part. HCP values for the upper and lower parts were –522.8㎷ and –400㎷, 

respectively, in the wet condition; corrosion amounts for the upper and lower parts 

were 2.77-6.86g/200mm and 3.26-6.58g/200mm, respectively. 

 (5)   The propose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and the database of rebar corrosion are 

applicable to other areas of structure; however, they may become less relevant when 

covering thickness is higher than 100mm and the diameter of embedded metal dowels 

is larger than 10mm. HCP values obtained from all areas measured were lower than 

–250㎷, suggesting over 90% of corrosion potential. 

4.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cise safety inspection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the 

conservation strategy of conservation treatment after disassembly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assessment of members restored with cement mortar, the restoration strategy 

of mortar removal was developed. 

Key conservation strategies are as follows. Physical properties of stone members of 

Stupa of State Preceptor Jigwang did not indicate vulnerabilities that may cause structural 

problems, despite showing the range of moderate and severe weathering damage, and the 

damage was concentrated in the decorative patterns on the surface; therefore, 29 members 

can be reused by conducting conservation treatment after disassembly, and intensive 

treatment needs to be conducted to reinforce the areas with the patterns on body stones. In 

addition, the deterioration on restored parts could be accelerated potentially due to the high 

level of corrosion in the metal dowels and severe physical and chemical damages in cement 

restoration areas. This suggested that the restored areas need to be removed and restored 

again using stone with the identical properties within the range of available technical 

expertise.

The results of structural analysis and ground survey suggested that the ground around 

the stupa had a weak soil layer, which required the conservation and reinforcement 

measures designed to maintain original forms during disassembly of the members in lower 

positions. Therefore, thes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prior to reassembling the stup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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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original location after completing the conservation treatment.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HCP values measured for assessment of members of the 

stupa with cement restoration ranged between –431 and –663㎷, and corrosion amounts 

ranged between 1.10g/200mm and 4.31g/200mm. This suggests that additional damage and 

deterioration including cracks and scaling may occur; therefore, restoration efforts need to 

include removing members with corroding metal dowels and cement restoration, and the 

use of new stone elements to prevent the addition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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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유럽의 석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적 접근법에 관한 

동향 및 최신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자외선 

처리나 레이저 클리닝 등의 방법을 비롯하여 아이스 클리닝 시스템, 마이크로파 및 열처리 방법 등과 

같은 물리적 처리방법의 발달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열처리 방법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열처리 방법은 습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있는 지의류 및 선태류 처리에 적합한 혁

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식물이나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친환경적인 살생물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살생물제의 선택 및 사용방법의 발달과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

형의 살생물제는 기존의 화학제품보다 안전하며 원하는 생물종 제거에 대한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또한 이산화타이타늄으로 제작된 자체 클리닝 속성을 가진 다기능 살생물제는 다른 화학적 화합물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 사이에서 나노물질 기능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나노물질은 나노단위의 특징이 없는 물질과 비교해 볼 때 우수성이 두드러져 새로운 화학물질로 각

광 받고 있으며, 현재 그 적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효소와 용매를 이용한 생물막 세척과 같은 미

생물 바이오클리닝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화제나 발수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복합적인 처리법뿐만 아니라 처리시 장기간 작업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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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살생물제와 관련하여 안료, 다당류 억제, 투과성에 관한 흥미로은 실험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처리법과 효능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고학적 유적

지 및 건축 유물의 올바른 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생물 군집의 생태 한계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

방보존의 중요성 및 추후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석조 살생물제, 바이오클리닝, 나노기술, 천연 살생물제, 관리 계획

1. 서론

석재의 생물 군집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지역 기후(Macro-Climate)와 대지·주변 기후

(Micro-Climate) 조건 또는 석재의 생물 수용성(bio-receptivity)에 따라 그 범위와 관련성이 다르

게 나타난다. 생물 군집은 오염이나 다른 물리·화학약품(예를 들어, 습기 상승, 수분 증발이나 침

투, 열응력, 풍화 침식, 염 결정 등)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주제였으나, 현재 문화유

산 보존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석재의 생물학적 열화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더욱 진보된 기술과 SEM 기

술, 공초점 현미경 분석법, 라만 분광학, 생체 분자 접근법 등을 통해 생물학적 작용제와 석재 사이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더욱 상세히 분석하고 관련 그룹을 분류하였다[2, 3, 4]. 또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포함한 여러 보존처리의 효능도 연구하였다. 잠재적인 인체 유해 요소를 줄이고 효과

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여러 유형의 살생물제와 신제품을 실험하였다[5]. 최근에는 생분해성 유기물

의 피복을 통해 더 심각한 물리·화학적 인자의 작용을 감소할 수 있다면 생분해성 유기체가 생물학

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일부 유기체에 대한 생물학적 보호(바이오 프로텍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발표 문헌에서도 이 주제를 빈번히 다루고 있다[6, 7].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생물 유기체에 대한 간접적 제어 방법도 연구하였다.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본 논문은 현재 유럽에서 석조문화재 보존 작업에 적용하는 방법론적 

접근 방안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 최근 십 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석재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더욱 안전하고 사용이 간편한 효

과적인 신제품·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예방보존 전략의 중요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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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 열화 처리법 연구의 새로운 동향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존처리 방법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석재의 특성과 적용 시 환경

조건, 유기체 군집성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실제, 복원가나 방문자의 건

강상 위험 또는 환경 훼손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이거나 인체에 해가 적은 방법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

법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살균/살생 작용 없이 생물막을 제거하는 “세척” 방법뿐만 아니라 유기체 군집을 

직접 제거하는 “살균” 처리 방식도 고려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적 접근 방식 및 추후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분야의 최근 발달 과정을 그림 1에 명시하였다.

2.1  물리적 방법의 발달

석재의 표면이나 내부에 서식하는 유기체를 기계적 방식으로 제거하면 너무 과한 충격으로 이어져 

기존의 손상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샌드 블래스팅이나 공기 분사연마, 스팀 클리닝 또는 압

력 물 세척 등과 같이 석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물리·기계적 처리법은 석조문화재 보존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자외선 처리나 레이저 클리닝 등과 같은 과격하지 않은(비공격적) 다른 물

리적 방법도 실험하였다. 

200~280nm 범위의 UV-C로 살균 작용을 하는 자외선(UV 처리)을 실험한 결과 석재 및 플라스

터에서 매우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낮은 침투력이나 일부 유기물질의 광산화, 착색제와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벽화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성과 많은 주의

가 요구되므로 방문자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작업자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처리법

은 석조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1, 5].

의료용에서 적용한 레이저 클리닝은 매우 안정된 기술이다. 레이저 연마는 흑화된 피각 및 균류, 

지의류, 조류,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생물열화 요인의 억제에 효과적이다. 레이저 기술은 이

미 복원작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위해성이 적은 보존 사업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레이저의 유형 

및 미생물 대비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생물의 레이저 처리 효과는 1,000µm 두께까지 관찰

된다[9]. 가장 흔히 사용하는 레이저 중 하나는 Nd:YAG(1,064nm)이며, 카라라 대리석과 같은 희끄

무레한 퇴적암이나 변성암으로 만든 석조물의 흑색 피각을 대상으로 특히 피각과 기층 간의 흡수 차



80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이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10]. 마이크로파 기능을 결합한 레이저 처리법은 세포막에서 세포 손상 및 

탈색, 열충격을 일으켜 미생물을 제거하게 된다[11].

또한, 가장 최근에는 약 2.45GHz의 마이크로파 전자기 에너지(MEM)를 어플리케이터를 통해 또

는 어플리케이터에 다른 기술을 결합해 생성한 후 석재 보존처리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는 독성이 없

고 비용이 저렴한 간단한 기술로 평가되며, 장시간 고온(50~55°C) 노출을 통한 (대부분) 세포 제거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조류와 미세 군집성 균류의 두 유형에 적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식별된 모든 

곰팡이 얼룩을 대상으로 65°C에서 3분간 처리한 수분함량이 높은 재료에서 효과를 나타냈다[12]. 이 

방법론은 작업자와 환경에 안전한 전망이 아주 밝은 기술로서, 현장에서 적용이 쉽지만, 제한된 침투

력(단지 몇 mm)과 섬세한 대상을 다루는 경우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1. 최근 십 년간 석조물 보존처리의 발달 과정 및 전통적 접근 방법의 비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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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입된 아이스 클리닝 시스템(Ice-Clean® system)은 드라이아이스(고체 이산화탄소)의 펠

릿을 표면에 고속으로 분사하는 세척 방식으로 석재 표면에 고착된 생물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방

법이다[13]. 이 방법은 저온에서 적용하는 물리적 작용과 실질적인 연마작업인 기계적 작용의 두 가

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초기에는 고대 유물 바닥에 부착된 지의류 및 탄산칼슘 외피를 제거하는 

실험에 사용되었고, 이후 진행된 다른 제품과의 비교 평가에서 로마 카이우스 체스티우스 피라미드

(Pyramid of Caius Cestius)의 석조 표면에 생성된 흑색 생물막(흑화 피막)을 제거하는데 적용되었

다[13]. 변색도 측정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여기서 가장 좋은 세척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적인 미

생물 집단의 살생(살균) 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추가로, 부분적인 분말화가 진행된 석재에서는 일

부 분리된 작은 파편이 발견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살생물제 처리방법이 적용되고 보존 상태가 좋은 

석재 표면에 적용된 경우에만 생물막(biofilm)을 제거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흥미롭고 전망이 좋은 새로운 처리방법으로 열충격 처리법(HSTs)이 있는데, 이는 변수성 식

물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건조한 환경에서는 강한 내열성(65~70°C까지)을 지니고 주변의 습도

가 높아지면 열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다(감열성)[14]. 첫 검사로서, 현장에서 일곱 번째 이끼 종류

에 대한 열처리 실행 가능성을 형광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55°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하면 완전

히 수화된 상태의 지의류를 제거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C에서는 유기체가 손상되었

는데, 이 경우 살생물제 농도를 10(저농도)으로 적용할 수 있다[14]. 현장 및 실험실의 추후 평가에서, 

석조 표면상에 정착한 선태류(다섯 가지 이끼 및 한 가지 우산이끼)를 대상으로 열처리를 적용한 결

과, 지의류에서 얻은 긍정적 효과를 재확인하였다[15]. 하지만, 표면에 서식하는 녹조류[16] 처리에 

대한 최근 평가에 따르면, HSTs 는 실험한 조류종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었는데, 조

류 무리 전체를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조류의 생존력은 세포 

외 고분자물질(EPS) 및 비환원당의 생성량으로 제시되었다[16]. 결과적으로 HSTs는 지의류 및 선태

류를 제어하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처리방법으로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며, 단독으로 또는 기존의 화

학적 적용방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저농도에서도 살생물제의 비활성화 효과는 

높아졌고 적용 기간도 단축되었다. 

2.2  살생물제·기타 화합물의 선택 및 사용 방법의 발달

생물의 재군집을 늦추거나 방지하려면 흔히 석조물의 세척 초기 단계에서 또는 종종 복원 후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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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제를 적용하여 생물 열화군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살생물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제

제의 독성이나 환경적 안전성, 살균대상 종에 대한 효능, 석재와의 잠재적 상호 작용성 등과 같은 사

전 정보의 수집이 요구된다. 

위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우선 독성학적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독성이 더 약한 제품이나 독

성의 양을 줄일 적용방법을 고려하여 새로운 살생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1, 5]. 여러 데이터베이스

에서 분자의 독성학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른 요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실제 독성 평가 이후, 살생물제의 실험은 대개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로 제한되며 석재에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변색, 모세관 수분 흡수(침투), 칼슘 이온 동원)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 

신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질에 대한 처리법의 무해성을 평가하려면 표면의 비색 측정 또

는 기계적·물리적·화학적 특성(기공성, 광물학적 조성, 친수성) 변화 측정, 노화 가속화(예: 열, 수

분, 빛) 등을 포함한 더 자세한 검사가 요구된다[1, 5, 17]. 

규제법은 국가별로 매우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성 독성, 기형 유발성 작용, 기타 

환경 위협 등의 원인으로 지금은 살생물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 이온(예: 철)을 산화시켜 적

색, 적갈색, 흑색 등의 얼룩을 초래하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과격하고 강산화성인 화학물질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중단되었고, 종종 산을 첨가하여 안정되므로 방해석과 같은 광물에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냉각수 시스템에서 생물 부착 제어를 위한 살균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던 염소 화합물(표백제

로 흔히 알려진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 NaOCl) 또한 석재와의 강한 화학 반응 때문에 지금은 사용

하지 않는다.

2.2.1  새로운 살생물제

2.2.1a  천연 살생물제: “녹색 및 청색” 친환경적 살생물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살생물제 사용에 대한 엄격

한 규제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의 살생물제에 대한 내성도 고려하였다. 그 결

과 최근에는 보존·복원용 천연 화합물이 연구되고 있다. 

식물에서 추출한 화합물인 녹색 살생물제는 현재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적

용 분야에서 이미 빈번하게 사용되는 천연 화합물과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방향유)은 최근 

몇 년간 문화유산의 생물막 발달을 제어하는 항균제로 연구되었으며, 미생물 억제 효과 체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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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REF). 추가로 녹색 살생물제는 대체로 인체 건강에 대한 효과가 이

미 잘 알려진 방향족 식물에서 얻어진다. 고추(Capsicum annuum L.)의 캡사이신[18, 19], 차나무

((Melaleuca alternifolia (Maiden & Betche) Cheel)의 에센셜 오일, 칼라민타 네페타(Clinopodium 

nepeta (L.) Kuntze)와 마늘(Allium sativum L.) 추출물 등과 같은 물질은 서로 다른 미생물에 실

험하였으며, 일부 박테리아 및 균류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20]. 백리향(Thymus 

vulgaris L.)과 화학·물리적 살균기술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백리향 오일이 가장 높

은 살균력을 나타내었다[21]. 이와 유사한 결과는 곰팡이 성장 억제에 대한 지중해성 방향족 식물

인 오레가노(Origanum vulgare L.), 로즈메리(Rosmarinus officinalis L.), 라벤더(Lavandula 

angustifolia Mill.)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염화벤잘코늄 살생물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

서도 나타났다[22]. 에센셜 오일이나 항미생물제를 포함하는 식물 목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약용 식물에 관한 연구를 활용하면 조사할 식물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힐 수도 있다[23].

녹색 살생물제와 유사한 특징의 청색 살생물제는 수생/해양 유기체(해파리, 바다 말미잘, 갑각류, 

해면동물(스펀지), 해양 식물 등)에서 얻어지며, 생리활성 분자를 활용하는 "해양 생명공학(Blue-

Biotechnology)"에서 유래한다[24]. 문화유산 보존의 다양한 분야에 이미 적용된 바 있는 생리활성 

분자는 저온 활성과 안정성, 활성작용의 특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부 연구는 단백질 분해 및 항

균 작용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 두 가지 활성작용을 보이는 분자는 해양 무척추동물(자포동물)에서 

추출하였으며 30°C 미만의 저온에서 효과가 높다[18, 24]. 또한, 해초의 일종인 거머리말(Zostera 

marina L.)로부터 추출한 조스테릭산에서 높은 오염방지 효능이 관찰되었으며, 우수한 생물막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생물막 형성을 방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새로운 유용한 분자의 발견을 통해 청

색 살생물제는 문화재 보존 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24].

2.2.1b  자체 클리닝 속성을 지닌 다기능 살생물제

석조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새로운 화합물 중 산화아연이나 이산화규소, 특히 아나타제 형태의 

이산화타이타늄(TiO2)과 같은 자체 클리닝 입자를 여러 적용 방법을 통해 각종 유기체를 대상으로 실

험하였다. 예를 들어, TiO2의 가장 큰 장점은 자외선 특히, UVA 방사선(315~400nm)상에서의 광촉

매작용과 각종 유기 화합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산화시키는 기능이다[5]. 또한, 화학적 안정성, 무

독성, 높은 광반응성,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한다. 살생물제의 광촉매 물질은 지속적인 촉매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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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기간의 효과를 보장하여 종종 생물열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페나 국립 왕궁(Palácio 

Nacional da Pena, 포르투갈)의 두 개의 벽에 아나타제를 적용한 실험 결과에서 지의류 및 다른 광

영양 미생물이 2주 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25]. 다른 실험에서도 수없이 입증된 이 모든 긍정적 

결과에도 살생물제로서의 TiO2의 기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TiO2로 인해 플라스터 마

무리에서 초기 수분 흡수율이 현저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TiO2 나노입자를 적용한 벽돌 처리에서, 

벽돌 표면에 백화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약한 UVA 방사선에는 TiO2 나노코팅의 억제 효과

가 매우 낮으므로 햇빛이 잘 드는 환경 조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5].

2.2.2  새로운 방법

2.2.2a  나노입자 형태의 살생물제

살생물제처럼 적용되는 나노물질(최소 1차원이 100nm 미만인 미세입자)은 주목할만한 새로운 화

학물질로 나노스케일 특성이 없는 동일한 물질에 비해 더욱 뚜렷한 특징을 제공하며 나날이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공학적 나노물질은 유물의 기존 물리·화학적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 위해가 적으며, 유

물의 표면 세척, 소수성 폴리머 코팅의 제거, 강화(석재, 목재 등), 환경·생물학적 열화 방지 및 보

호 등 다양한 사용 및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나노입자는 종종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수분 흡수

율, 변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화합물의 선택과 적용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일

반적으로 나노물질은 독성 및 환경 위해성이 낮은 마이크로에멀션으로 사용한다. 실제 계면활성제

와 용매의 수가 감소한 반면, 활성 물질의 방출을 조절하는 나노 컨테이너인 나노입자의 접촉 표면

은 증가하였으며, 그 표면이 기능화되어 다기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용매에 

분산될 수 있으며, 간편한 적용 및 제거, 최적의 표면 접촉 등 이로운 조건으로 졸-겔 전이(sol-gel 

transition)가 가능하다. 

나노기술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술·상업적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함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존과학자는 나노입자의 

잠재적인 적용에 점차 주목하고 있으며, 나노입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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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b  미생물 바이오클리닝

최근 환경 미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생물의 생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초기에 이 생화학적 특성은 생물적 환경 정화 및 다른 관련 분야에 적용할 목적으로 연구

되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표면상의 미생물은 생물열화 현상의 위험 요인으로만 평가되었다. 오늘날 

보존과학자는 일부 선정된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세척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생물학적 강화(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및 바이오클리닝을 위한 가용화를 목적으

로 이 환경 미생물의 화학적 특성 중에서 생광화작용성을 실험하였다. 

바이오클리닝은 다양한 화학적·생물학적 열화 형태에 대비하여 보존처리작업 전에 유기화합물

을 제거할 목적으로 최근에 많이 적용하는 세척방법이다. 디설포비브리오 불가리스(Desulfovibrio 

vulgaris subsp. vulgaris ATCC 29579)는 황산 제거용으로 바이오클리닝 처리에 사용되었으며, 서

로 다른 암질 상의 흑색 피각을 제거하는 비교 연구에서는 화학·물리 처리보다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탈질소 슈도모나스 스튜즈제리(Pseudomonas stutzeri) 균종(A29 종)

에 2시간 동안 적용하여 이전 복원물에서 나온 동물성 젤라틴이나 카세인 단백질과 같은 질산염을 

변질된 벽화에서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27]. 서로 다른 박테리아를 동일한 복원 사업

의 다른 단계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황산칼슘 및 탄산칼슘을 용해하는 셀룰로시미크로비움 셀

루란스(Cellulosimicrobium cellulans) (TBF11)을 사용한 복합 처리법 등에서는 동시에 두 종 이

상의 박테리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Stenotrophomonas maltophilia)(UI3)와 무기 화합물을 용해하고 단백질 물질을 분해하는 슈도모

나스 코리엔시스(Pseudomonas koreensis)(UT30)[28]. 물론, 박테리아 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무해하고 섬세하며 과격하지(공격적이지) 않아야 하고, 환경에 적합하며(환경친화적) 저렴한 비용과 

동시에 작업자에게도 안전한 박테리아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 항목도 미생물 사용과 관련 후속 연구

가 요구된다.

2.2.2c  살생물제를 포함하지 않은 생물막 클리닝: 효소 및 용매 

문화재 보존처리에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효소 등과 같은 가수 분해 효소는 유기층 

또는 석재에 생성된 생물막 제거에 사용된다. 아주 최근에는 H2O2 세척 산화제를 생성하는 글루코

오스 산화 효소(예: GOx)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바이오클리닝 방법을 기공성이 다른 두 유형의 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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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생물막 제거 실험에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기질의 색상이나 시각적 특성, 조직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유해하지 않고 환경 위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석재 종류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더라

도 다른 처리법보다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다[29, 30].

회화 보존·복원 기술 분야에서는 겔 기반의 디메틸 술폭시드(DMSO)를 이용하여 우수한 세척 효

과를 달성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 칼리아리 시에 소재한 보나리아 묘지의 대리석 석조물에서 주

로 시아노박테리아와 분열 균류로 구성된 생물막을 제거하기 위해 용매계겔 처리법이 적용되기도 하

였다[31]. 이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다른 살생물제와의 비교 연구는 석조의 미생물 고착 원인인 세

포 외 고분자물질(EPS)을 분해하는 용매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31]. 낮

은 위해성과 간편한 사용법,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으로 이러한 처리법은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

으며, 특히 생물막의 석재 내 침투 시 살생물제의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용매가 식물성 플

랑크톤과 지의류에서 엽록소나 다른 착색제를 추출하거나 멜라닌 색소를 용해하는데 사용되어, 종종 

살생물제와 함께 발생하는 얼룩 문제가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에서는 미세 군집성 균류를 대상으로 지의류에서 생성된 이차 대사산물(우

스닌산, 노르스틱트산, 파리에틴)을 적용하였는데, 보존·복원 중인 석재에서 미생물을 제어하는 잠

재적인 천연 제제 또는 암석에 기생하는 미생물에 대한 타감제로 작용하였다[32].

2.3  복합적인 처리방식의 장기간 작업

외부 환경조건의 살균 처리 효과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최상의 작업 방식을 결정하는데에도 

생물 재군집이 형성되는 시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작업 유형은 석재의 생물 수용성(예

를 들어, 사암은 석회암보다 높은 농도의 살생물제를 요구하지만, 살균 효과는 사암에 더 오래 지속

한다)이나 고고 유적지의 생물 기후학적 조건, 건축유물 현장의 미기후 조건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33]. 쿠엘루즈 국립 왕궁(National Palace of Queluz, 포르투갈)의 정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지방의 환경 조건에 따라 재군집률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고, 각 군집 방식이 

미세한 규모의 유물에서 크게 달라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34]. 고도로 노출된 환경에서 녹조류는 

제거 후 2년 안에 재정착하는 반면, 지의류는 4~5년 사이에 다시 생장하였으며, 큰 나무에 둘러싸여 

보호된 그늘진 환경 조건에서는 녹조류가 일 년 후에 재정착한 것으로 관찰되었다[34]. 

실제 이러한 정착 소요 시간은 지중해성 혹은 사막 기후 등과 같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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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재정착)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로마(중부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수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테베레 강 유역 성벽에 기생하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파티나의 재군집은 간단한 물 세척 방식

으로 이전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소요되었으며, 대개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는 단기 재

군집 현상은 특별히 유리한 조건(예: 미처리 수를 사용하는 분수대나 습한 환경 등)에서만 발생하였

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열대성 생물 기후에서는 모든 생물 군집 현상이 더욱 신속

하게 발생하며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2.3.1  강화제, 발수제, 살생물제

발수제는 대체로 생물 군집을 늦추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적용하지만, 생물 성장에 유리한 환경조

건인 경우 발수제만으로는 미생물 군집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35], 종종 표면을 따라 녹조 

줄기가 생성되기도 한다[36]. 연구에 따르면,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재군집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발수제의 적용 방법이나 균일하지 않은 퇴적 상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베네치아(이탈리아) 지역의 여러 공원에서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복원 후 일부 석회석 동상에 정

착한 지의류의 재군집 소요시간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사용한 살생물제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적용한 강화제나 발수제 또는 기타 환경적 변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실제 불

소계 폴리머로 처리한 석상에는 몇 주 후에 재군집이 발생한 반면, 폴리실록산이나 실레인으로 처리

한 석상은 재정착에 수 년이 소요되었다[37]. 실험 결과에서 아크릴 수지와 불소 고무는 순식간에 저

하된 반면, 규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은 오랫동안 좋은 성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생물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두 제품을 혼합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장기간 보호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강화제/발수제와 살생물제의 혼합물을 실험하였는데, Cu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제제는 지의류의 정착을 감소하고 미생물군의 재생성을 방지하는 등의 좋은 효과를 

달성했다[38].

2.3.2  착색제, 다당류 억제제, 투과제, 살생물제 

복원·보존 사업을 위해 다른 몇 가지 분자를 실험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 프로젝트인 광물

을 손상하는 생물막(biofilm) 생성 억제제(Biofilm Inhibitors of Damage on Mineral Materials, 

BIODAM)에서는 살생물제와 미생물의 취약성을 높여주는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였다. 이러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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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에는 투과제와 착색제, 세포 외 다당류 억제제(EPS/엑소폴리사카라이드의 억제: 효소 활동을 

방해하고 착색제 형성을 저지하거나, 생물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EPS의 합성을 저지하는 화학물

질) 또는 광역학제(살생물제에 유사 작용을 하여 빛과 함께 반응성 종과 일중항산소를 생성하고 세포

막을 공격하는 물질) 등이 있다[39]. 이러한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실험실에서는 처리법에 대한 흥미

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실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으며, 가장 효과적인 처

리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본 저자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39].

3. 관리계획 및 간접 제어 방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정기·장기적 유지 관리는 필수 요건이다.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더 적은 작업을 요구하는 전략을 선택·실행하여 비용과 수고를 줄여야 한다[1, 33].

보존작업의 계획은 석재의 표면뿐만 아니라 석조물이 보존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변경하

도록 한다. 석조물을 생물열화 현상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는 화학·생물학적 오염 정도를 비롯하

여 습도, 온도, 빛과 같은 환경 요인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습

도는 미생물 집단의 발달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일반적으로 대상의 수분 함량이 낮

고 공기의 상대 습도가 65~70% 이하인 조건에서 대부분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된다. 광합성 유기체

의 생장에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빛이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열적 환경조건은 생물열화 군종

을 지원하는 영양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1].

간접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생물열화 방지 방법은 생물의 성장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요인

에 작용하여 성장을 억제 또는 지연하도록 고안되었다. 결과적으로, 환경(미기후 및 대기생물학 모니

터링)이나 기질(구성 석재, 석조물 보존 역사, 변경 제품 등) 외에도 다른 조직적인 생물열화군 무리

의 생태학적 요구를 식별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1]. 또한, 변화하는 환경조건에서 생물학적 

현상의 발달을 예측하는 생태 모형을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열화 방식의 연구에서 생태학적 평

가를 내리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성한 숲의 다양한 캐노피로 둘러싸인 앙코르 사원에 적

용했던 접근방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주요 생물열화 방

식의 생태적 한계를 식별하여 생물열화 현상과 습도 및 빛 조건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숲에서 또

는 석조 강화나 세척 처리 후에 보존처리를 위한 개입이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예측하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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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제어 방법은 환경조건(박물관, 성당, 지하, 외부 환경 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유적

지의 지하 무덤에 도입된 새로운 조명 시스템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5].

 

4. 결론

최근 십 년간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에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이 도입되었다. 천연 살생물제와 같은 

HSTs는 더 안전한 적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러 기능을 확보한 기능화

된 공학적 나노물질도 전망이 밝은 분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빠르게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

다.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클리닝은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고, 특히 얼룩이나 화학물질의 제거나 

생물열화 처리에도 효과적이다. 최종적으로, 간접적인 제어 방법을 통한 예방보존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생물 군집의 생태 한계 기준에 관한 추후 연구는 환경조건의 변화

에 따른 생물열화 방식의 개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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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ontribution updates the methodological approach currently applied in Europe for 

interventions in the field of stone conservation. Firstly, we describe the advancements in 

physical methods, which encompasses several already tested methods, such as Ultravi-

olet rays and Laser cleaning, and new ones, such as Ice cleaning systems, Microwaves, 

and Heat shock treatments. Specifically, we discuss the efficacy of Heat shock treatments, 

which is an innovative and eco-friendly method, indicated their suitability especially 

against lichens and mosses colonization in wet conditions. Secondly, we describe the ad-

vancements in the selection and use of biocides, which considers overall Natural biocides, 

such “green and blue” biocides, produced from plants or marine organisms. These biocides 

are safer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hemical ones, and that gave interesting results as 

regards efficacy for target species. We also provide comments about other chemical com-

pounds, such as Multifunctional biocides with Self-cleaning properties, using primarily 

titanium dioxide. Among new products and techniques, we highlight functionalized Nano-

materials, which have more pronounced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sam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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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nanoscale features, and seem to be a new challenging type of chemicals whose 

application is growing. The Bio-cleaning with microorganisms, such as the Cleaning of bi-

ological patinas with enzymes and solvents, is also receiving attention and is getting more 

and more used. Long-lasting interventions with paired treatments, such Consolidants or 

Water-repellent products and biocides, also seem promising. Pigments, polysaccharide in-

hibitors and permeabilizers with biocides, gave interesting results in the laboratory, even if 

the advantages of such treatments need further evaluation. Finally, for a management plan 

of archaeological areas or monumental sites,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conservation strategies, and the need of further research, especially to define the ecological 

limits of the different biological colonizations.

Keywords:  stone biocide, bio-cleaning, nano-technologies, natural biocides, management 

planning

1. Introduction

The biological colonization of stone material is a worldwide phenomenon, even if its ex-

tent and relevance varies in relation to the macro- and micro-climatic conditions, and to 

the bioreceptivity of stones. This topic, which is less known and usually considered than 

pollution and other physic-chemical agents (e.g., rising damp, water evaporation or perco-

lation, thermic stresses, wind erosion, or salts crystallization), is now increasingly consid-

ered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1]. 

A mounting body of literature focuses on biodeterioration of materials. Research is ana-

lyzing with more details the mechanisms of interactions among biological agents and with 

the stone, and the taxonomy of the involved groups, thanks to the more advanced tech-

niques and technologies of SEM and confocal microscopic analysis, Raman spectroscopy 

and biomolecular approaches [2, 3, 4]. Some studies also analyze the efficiency of sev-

eral conservation treatments, encompassing both the mechan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Several biocides and new products are tested with the scope of reducing the potential 

health-hazard and improving their efficiency [5]. Recently, the possible bioprotection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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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ity of some organisms was also considered, and such topic is also increasingly explored 

in the literature, suggesting that an organism, which is in any case biodegradative, can 

become bioprotective if its cover can reduce the action of more severe physic-chemical 

factors [6, 7]. Indirect methods to control biological organisms are also analyzed, to obtain 

long-lasting interventions. 

Within such a complex literature, the aim of this contribution is to update the method-

ological approach currently applied in interventions for stone conservation in Europe [8]. 

We underly some innovative directions in research carried out in the last decade, highlight-

ing new products and techniques, which do not imply an interaction with the stone, and are 

also safer, easier to use, or more efficient. Finally,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conservation strategies. 

 

2.   New Trends in research on Biodeterioration Treatments

Knowledge about the nature of stone materials,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appli-

cation, and about the colonizing organisms are becoming relevant, and they were import-

ant to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more effective and safer conservation treatments. In 

fact, new methods and products consider eco-friendly or low impact procedures to reduce 

the health risks for the restorers, visitors and the environment, and studies on innovative 

and efficient methods are strongly encouraged. These methods consider both “cleaning” 

procedures, able to remove the biological patinas, without a killing action, and “biocid-

al” treatments, aimed at killing the colonising organisms. The advancements in this field, 

concerning traditional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the needs for further research, are 

highlighted in Figure 1. 

2.1  Advancements in physical methods

Mechanically removing epilithic and endolithic organisms can be too aggressive and 

worsen the damage. Physic-mechanical treatments, such as sand blasting, air abrasive, 

steam cleaning, or pressure washing, which interact with the stone, are not adequat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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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artifacts of cultural heritage. Other non-aggressive physical methods, such as 

UV treatments and laser cleaning, have also been tested. 

Ultraviolet rays (UV treatments) show a germicidal activity between 200-280 nm (UV-

C) and they were tested quite successfully on stone and plasters, but they also show some 

problems such as poor penetration power, photo-oxidation of some organic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several pigments. Moreover, they cannot be applied on mural paintings. 

Finally, the treatment needs to be performed with care by the operator when there are no 

visitors or other people around. Therefore, the use of this method is still very limited in the 

field of stone conservation [1, 5].

Laser cleaning, derived from medical applications, is instead a well-established tech-

nique. Laser ablation is effective against dark crust and various biodeterioration agents, 

like fungi, lichens, algae, and cyanobacteria. Laser technologies are already used in res-

toration, and research on the different kind of lasers, and their effectiveness against mi-

croorganisms represent a resource for low-impact conservation projects. Effects of laser 

treatments against microorganisms can be observed until 1000 µm of depth [9]. One of the 

most employed lasers is Nd:YAG (1,064 nm), and it was tested especially against black crust 

on whitish sedimentary and metamorphic stone artifacts, such as Carrara marble, as a re-

sult of the difference in absorption between the crust and substrate [10]. Laser treatment, 

combined with the use of microwaves, caused cellular damages to membranes, bleaching of 

cells and the thermal shock that kill microorganisms [11].

More recently, the Microwave Electromagnetic Energy (MEM), produced by a reactive 

applicator (around 2.45 GHz) alone or combined with other techniques, was also applied for 

the treatment of stone. It is considered a simple and low-cost technique, with no toxico-

logical hazards. Its efficiency is due to the fact that most cells die with a prolonged expo-

sition at high temperature (50-55°C). The system was applied both on algae and microco-

lonial fungi, and the results indicated its efficacy on materials with high moisture content, 

with doses of 65°C for three minutes, for all the investigated fungal strains [12]. This meth-

odology is promising because of its safety for the operator and the environment, and it can 

be easily applied on site. However, it also shows the disadvantages of a limited penetration 

power (few mm), and it is uncertain the safety of the interactions with delica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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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e-Clean® system, based on the use of pellets of dry ice (solid carbon dioxide), 

which are projected at high speeds on the surface to be cleaned, is a recent method applied 

in removal of biological communities from stone surfaces [13]. This method is based on a 

dual action: physical, for the application of low temperatures, and mechanical, substan-

tially abrasive. It was initially tested to remove lichens and calcium carbonate incrustation 

on archaeological pavements, and then a comparative evaluation with different products 

was carried out for cleaning the biological black patinas growing on stone surfaces of the 

Pyramid of Caius Cestius in Rome [13]. In this case, the method showed the best cleaning 

efficiency, as indicated by the measurement of color changes, but without producing a real 

devitalization of microbial community. Moreover, some detachments of small fragments 

were detected in case of stone material partially powdering, and then the system seems 

Figure 1.   Advancements in treatments for stone conservation carried out in the last decade in comparison with 

the traditional approach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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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for removing biofilms only if it is followed by a biocide treatment and if it applied 

on stone surfaces in a good conservation condition.

New very interesting and promising treatments are the Heat Shock Treatments (HSTs), 

which are based on the peculiarity of poikilohydrous organisms, which are thermo-tolerant 

(up to 65−70℃) when dry, but become thermo-sensitive when wet [14]. In this first contri-

bution, the authors ve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thermal treatments in the field on seventh 

lichen species trough fluorescence measurem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6 h treat-

ment at 55℃ is sufficient to kill the lichens if they are kept fully hydrated. At 40℃, the or-

ganisms are damaged, and in this case, biocides can be applied at 10-lower concentrations 

[14]. Further evaluations, in field and in the laboratory, on the effectiveness of such treat-

ments against mosses colonizing stone surfaces (five mosses and one liverwort), confirmed 

the positive results obtained with lichens [15]. Recent evaluations on the treatment of 

epilithic green algae [16] showed, however, that HSTs were only partially successful against 

the tested species: they caused negative effects on all the species, although they did not kill 

the whole community. The survival capability og the algae was interpreted a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and non-reducing sugars [16]. In conclu-

sion HSTs appear promising, simple, and efficient treatments, on lichens and mosses, and 

they can be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traditional chemical applications: in this lat-

ter case, the devitalization effects of the biocides are increased also at low concentrations, 

and application periods are shortened. 

 

2.2    Advancements in the selection and use of biocides and other chemical 

compounds

More frequently, the control of biodeteriogens is carried out using biocidal products, 

which are applied in the early phases of artwork cleaning treatments, and sometimes also 

after restoration, to prevent or slow down the recolonization. The selection of biocides re-

quires the gathering of preliminary information, such as the toxicity and the environmental 

security, the effectiveness against the target species, and the potential interaction with the 

materials. 

Considering these factors, the selection of new biocides often considers, at first, the t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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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logical aspects, and preference is given to products that are less toxic, or to methods of 

application that can reduce the doses [1, 5]. Several databases provide information on the 

toxic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lecules, but few data exist on the other factors. Then, 

after the toxicological evaluation, testing of biocides is mostly limited to an assessment of 

their effectiveness, and the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interference with the materials 

(changes in color, capillary water absorption, and mobilization of calcium ions) is still lack-

ing. To ascertain the suitability of a new product, further tests are needed for evaluating 

the harmlessness of the treatment for the substrate, including colorimetric measures of the 

surfaces, measures of changes in mechanic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porosity, 

mineralogical composition, water absorption capability), and sometimes accelerated aging 

(e.g., heat, moisture, light) [1, 5, 17]. 

In most countries, even if national regulations are sometimes very different, biocides, 

which are dangerous for their acute toxicity, their suspected teratogenic activity, or other 

environmental risks, are now abandoned. It is the same for aggressive and strongly oxidiz-

ing chemicals, such as hydrogen peroxide, which can oxidise metal ions (e.g., iron), causing 

red, rusty or black stains, and since they are often stabilised adding acids, it can lead to 

corrosion effects on minerals such as calcite. Analogously, chlorine-containing compounds 

(e.g., sodium hypochlorite NaOCl solution, commonly known as bleach), which are among 

the most used microbicides for the control of biofouling in cooling water systems, are now 

also avoided for their considerable chemical action on stone materials.

2.2.1  New biocides

2.2.1a  Natural biocides: “green and blue” biocides 

Strict regulations on biocides use are enforced in various countries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adverse effects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 considering also that micro-

organisms, particularly bacteria, can become resistant to biocides. As a consequence, some 

natural compounds have been recently analysed for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urposes. 

Green biocides, such as compounds obtained from plants, are an emerging and exciting 

research topic. Natural compounds and essential oils from plants, often already used in 

other application fields, in recent years have been tested as antimicrobial and for bio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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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ntrol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on their effectiveness, in vitro, against 

microorganisms provided good results (REF); moreover, green biocides are frequently ob-

tained from aromatic plants, whose effects on human health are already well known. 

Several substances, such as capsaicin (from chili pepper Capsicum annuum L.) [18, 19], 

essential oils from tea tree (Melaleuca alternifolia (Maiden & Betche) Cheel), and extracts 

from Clinopodium nepeta (L.) Kuntze and Allium sativum L., were tested on different mi-

croorganisms, and they showed an effect against the growth of some bacteria and fungi 

[20]. Comparative studies on the effects of Thymus vulgaris L. (thyme) versus chemical and 

physical disinfection techniques showed the highest effectiveness of thyme essential oil [21]. 

Similar results came from comparative analyses about the effect of essential oils extracted 

from Mediterranean aromatic plants such as Origanum vulgare L., Rosmarinus officinalis 

L. and Lavandula angustifolia Mill. versus the use of the biocide benzalkonium chloride, 

against fungal growth [22]. The list of plants containing essential oils or antimicrobial 

compounds gets longer every year, and research on traditionally used medicinal plants can 

be useful in narrowing down the set of species worth of investigation [23].

Like green biocides, blue biocides, obtained from marine organisms (jellyfish, sea-anem-

ones, shellfish, sponges, marine plants), derive from the "Blue-Biotechnology" that use 

bioactive molecules [24]. These molecules, firstly applied in quite different fields from cul-

tural heritage conservation, are characterized by low-temperature activity, stability, and 

specificity of action. Several studies are focused on their proteolytic and antimicrobial ac-

tivities. Molecules that show both these activities are extracted from marine invertebrate 

(Cnidaria) and their effectiveness is high in low-temperature, <30°C [18, 24]. Moreover, a 

high antifouling action was observed for the zosteric acid, extracted from eelgrass (Zostera 

marina L.), which also showed a strong effect against biofilms and for preventing biofilm 

formation. Blue biocides applic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would advance along 

with the discovery of new useful molecules [24].

2.2.1b  Multifunctional Biocides with Self-cleaning properties

Among the novel compounds used in stone conservation, some self-cleaning particles, 

such as zinc oxide, silicon dioxide, and especially titanium dioxide (TiO2) in the anatase 

form, were tested in several ways of application and against several kinds of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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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stance, the greater advantage of TiO2 is its ability of being photocatalyst under UV 

light, mostly UVA radiation (315–400 nm), and oxidizing various organic compounds into 

water and carbon dioxide [5]. Moreover, it is chemically stable, nontoxic, highly photoreac-

tive, and cheap. The advantage of photocatalytic substances over biocides lies in their in-

exhaustible catalytic action, which provides long-term effectiveness, and therefore they are 

often used also for preventing biodeterioration phenomena. Tests with atanase application 

on two walls of Palácio Nacional da Pena (Spain) showed that lichens and other phototro-

phic microorganisms disappear after two weeks [25]. Despite all these positive features, 

confirmed also by other tests, the performance of TiO2 as a biocide is very controversial. 

Moreover, the presence of TiO2 remarkably increases the initial water absorption rate of a 

finishing for plasters and the treatment, with TiO2 nanoparticles, of bricks caused surfaces 

whitening. Moreover, under weak UV radiation, the inhibitory effect of TiO2 nano-coatings 

is very low, and thus it is only applicable in sunny conditions [5].  

2.2.2  New methods 

2.2.2a  Biocides in nano-particles

Nanomaterials (microscopic particles, with at least one dimension less than 100 nm) are 

a new type of chemicals whose application as biocides is growing. Their interest is justified 

because they have more pronounced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same material without 

nanoscale features.  

Engineered nanomaterials, which do not alter the origin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

ties of artifacts and have low environmental impact, can be used for several purposes and 

treatments. These include cleaning the surface of works of art, removal of hydrophobic 

polymer coatings, consolidation (marble, stone, wood, etc.) and protection against envi-

ronmental and biological degradation. Care must be taken in the selection of the compound 

and its application on materials, because sometimes nano-particles negatively affected 

physic-chemical properties (water absorption rate and change in color) of materials [5]. 

Usually, nanomaterials are used as microemulsions, with reduced toxicity and environmen-

tal impact; in fact, the number of surfactants and solvents is reduced, while it is increased 

the contact surface of nanoparticles, which are nano-containers of active material that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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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leased under control. Moreover, their surface can be functionalized to achieve multiple 

functions. Both materials can be dispersed in solvents and undergo a sol-gel transition, 

with the advantages of easy application, easy removal, optimal surface contact. 

Nanotechnology is rapidly expanding and while offering technical and commercial oppor-

tunities, the rapid increase in its use raises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cientists are also increasingly interested in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nanoparticles, but their use needs further research.

2.2.2b  Bio-cleaning with microorganisms

The current attention to environmental microbiology is leading to a growing body of 

knowledge on microbial biochemical properties. These properties were initially tested for 

applications in bioremediation and other different fields. After a long period when the mi-

croorganisms on the surfaces were considered only a factor of risk for their biodeterioration 

activity, today conservation scientists are starting to use some selected bacteria for clean-

ing, and obtaining considerable results. Amo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such microor-

ganisms, biomineralisation was tested for bioconsolidation (not considered here), and solu-

bilization for biocleaning. 

Biocleaning was recently employed against various forms of deterioration of both chem-

ical and biological origin, and for removing organic compounds before conservation in-

terventions. Desulfovibrio vulgaris subsp. vulgaris ATCC 29579 was used in biocleaning 

treatments to remove sulphates, and comparative studies showed that its effectiveness was 

higher than chemical or physical treatments against black crusts on different lithotypes [26]. 

The denitrifying Pseudomonas stutzeri (A29 strain) was also effectively and extensively 

used for removing nitrates, such as animal glue and casein proteins derived from previous 

restorations, from altered frescoes with an application time of 2 h [27]. Different bacteria 

can be used in different steps of the same restoration project, and it seems possible to use 

two or more bacteria at the same time, such as in the combined treatment with Cellulo-

simicrobium cellulans (TBF11) for solubilizing calcium sulphates and carbonates; Stenotro-

phomonas maltophilia (UI3) for degrading proteins and Pseudomonas koreensis (UT30) for 

solubilising inorganic compounds and degrading protein material [28]. Obviously, the choice 

of bacterial strain is very important: they must be harmless, selective and non-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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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ly compatible, low-cost and safe for the operators. Here again, their use 

needs further research.

2.2.2c  Cleaning biological patinas without biocides: enzymes and solvents 

Several hydrolase enzymes, such as lipase, protease and amilase, have been used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to remove biological patinas, from both organic substrata and 

stone materials. More recently, a new bio-cleaning procedure was tested to remove the 

biofilm on two lithotypes with different porosity, based on glucose oxidase enzymes (i.e., 

GOx), which can produce in situ the cleaning oxidising agent H2O2. This method appears 

not invasive, and with a low environmental impact since colour, optical properties and tex-

ture of the substrate are not modified. The results were encouraging with respect to other 

treatments, even if the efficiency varied in relation to the stone type [29, 30].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echnics achieved good cleaning results on paintings, using 

a dimethyl sulfoxide (DMSO)-based gel. Then, such solvent gel treatments were recent-

ly applied on marble artifacts in the monumental cemetery of Bonaria (Cagliari - Italy) 

to remove biological patinas, mainly constituted by cyanobacteria and meristematic fungi 

[31]. The evaluation of their efficiency, and the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biocides were 

promising, probably due to the remarkable solvent properties able to dissolve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responsible of microorganisms’ adhesion on stone surfaces [31]. The 

interest of such applications seems high, due to their low impact, easy use, and low cost; 

such treatments may be considered an alternative to biocides, especially in case of biofilms 

penetrating inside the stone. Moreover, the problems of staining, sometimes observed with 

biocides, is here avoided because the solvent is also used to extract chlorophylls and other 

pigments from phytoplankton and lichens, as well as to dissolve melanin.

Other interesting results were obtained by the use of secondary metabolites (usnic acid, 

norstictic acid, parietin) produced by lichens against microcolonial fungi, showing their ac-

tivity as allelopathic agents against rock dwelling microorganisms and as potential natural 

sources for their control on stone materials in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rogramm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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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ong-lasting interventions with paired treatments

In outdoor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biocidal treatments is limited in time. Also, the 

time occurring for a biological recolonization plays a key role while deciding the best in-

tervention. The type of intervention depends on several factors, such as the bioreceptivity 

of the material (e.g., sandstones require higher concentrations of biocides than limestones, 

but the biocidal effect lasts way longer for sandstones), the bioclimatic conditions of the 

area, and the microclimatic conditions of the site [33]. In a study carried out in the gardens 

of the National Palace of Queluz (Portugal), the recolonization rates varied significantly as 

a function of the loc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respective patterns 

exhibited strong variations at the microscale of the object [34]. In highly exposed and un-

sheltered areas, recolonization by green algae occurred within two years after cleaning, 

whereas lichens colonization appeared between four and five years. In shaded areas pro-

tected by large trees, recolonization by green algae was observed in one year [34]. 

Such data vary in other climatic conditions, such as those of Mediterranean areas or in 

the desert, and the time for the recolonization can be longer. In our experience, e.g. in the 

case of Rome (Central Italy), the recolonization of cyanobacterial patinas on the walls of 

Lungotevere, carried out with a simple water-cleaning procedure, took four-five years to 

reach its previous values. Shorter recolonization lapses, varying from a few weeks to sev-

eral months, were here observed only in particularly favorable conditions (e.g., fountains 

with untreated waters, humid environments). Otherwise, a wide literature show that in 

tropical bioclimates, all the biological phenomena of colonization are faster and more prob-

lematic.

2.3.1  Consolidants, and water-repellent products and biocides 

The application of water repellents is often suggested to slow down or delay the biological 

colonization. However, in case of conditions favorable to the biological growth, the use of 

water repellents alone is insufficient for stopping the microbial colonization [35] and some-

times it also resulted in the appearance of green algal streaks along the surface [36]. Also 

in our experience, the phenomenon of biological recolonization seems appear in a sh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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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hen without water-repellent treatments, probably as a function of the methods of 

application of water-repellent products and to their not homogenous deposition. 

In another study in some parks close to Venezia (Italy), the lapse of lichen recoloniza-

tion on some limestone statues after restoration treatm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differences were related to the consolidation and water-repellent products that had 

been applied, rather than to the biocides used, or to other environmental variables. In fact, 

recolonization started after a few weeks on statues treated with a fluorinated polymer, 

whereas it took several years for those treated with a silane and/or polysiloxane [37]. Ex-

perimental data show that acrylic resins and fluoroelastomers are shortly degraded, where-

as silicate-based products maintain a good performance over time. To avoid a potential 

interference with the biocidal application, the use of mixtures of both products appears to 

provide a more-effective and long-term protection. Moreover, some mixtures of consoli-

dants or water-repellent products and biocides were tested in Italy, and the ones contain-

ing nano-Cu particles gave good results in reducing the lichens colonization and avoiding 

the regrowth of the microflora [38].

2.3.2  Pigments, polysaccharide inhibitors, permeabilizers and biocides

Several other molecules were tested for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rojects. For in-

stance, in the European project Biofilm Inhibitors of Damage on Materials (BIODAM), 

biocides were paired with other chemical substances able to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microorganisms, such as permeabilizing agents, pigment and exopolysaccharide (EPS) 

inhibitors (respectively chemical substances that disrupt the enzyme activity and inhibit 

the formation of pigments or that have inhibitory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synthe-

sis of EPS, which is a crucial component of the biofilm), and photodynamic agents (i.e., 

substances that under illumination produce radical species and singlet oxygen, showing a 

similar action to biocides and attack the cell membrane) [39]. As a result of such wide ex-

perimentation, the authors stressed that although these treatments gave interesting results 

in the laboratory, field tests were not completely satisfactory, and further studies are nec-

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procedure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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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agement Planning and Indirect Control Methods 
 

It is well known that regular and long-term maintenance is fundamental to preserve our 

cultural heritage. In the development of a maintenance plan, the strategies that require less 

intervention should be implemented, reducing both costs and efforts [1, 33].

A critical change in the planning of conservation interventions was brought about with 

the decision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surface of the material, but als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artefact is kept. In fact, preservation from biodeterioration phe-

nomena requires constant maintenance of the artefacts as well as attention to the environ-

mental factors, such as humidity, temperature, and light, as well as levels of chemical and 

biological pollution. Humidity is undoubtedly the factor that mostly influences the devel-

opment of microflora; if the moisture content of the materials is low, and the relative hu-

midity of the air is lower than 65-70%, the conditions are generally hostile for the growth 

of most microorganisms; in the case of photosynthetic organisms, light (both natural and 

artificial) constitutes an additional key factor for their growth. Thermic conditions can also 

play a selective role for biodeteriogenic species, such as nutrients [1]. 

Th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biodeterioration, also called indirect methods, are de-

signed to slow down or inhibit the biological growth, by acting on the factors that deter-

mine, or could determine, its development. Consequently, the tools on which prevention 

must be based are the studies that characterise the environment (microclimatic and aero-

biological monitoring) and the substrate (constituent materials, history of conservation of 

the artefact, alteration products, etc.), but also the ecological requirements of the different 

systematic groups of biodeteriogens [1]. A fundamental role could also have the ecological 

assessments in the study of different biodeterioration patterns, which can generate ecolog-

ical models able to give previsions to the development of biological phenomena in a chang-

ing environment. Promising data arise from such approach carried out for Angkor temples 

under different forest canopy; in such study the ecological limits of the main biodeteriora-

tion patterns were identified, showing their relations with humidity and lighting conditions, 

and giving prevision on the indirect effects of human intervention on the forest, or after 

stone consolidation or cleaning treatments [40]. 

Solutions on indirect control methods var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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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churches, underground environments, outdoor condition), an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are carried out on new lighting systems in hypogea, in archaeological 

sites [1, 5].

 

4. Conclusion

Several innovative techniques and procedures were adopted in the last decade in the field 

of stone conservation. The HSTs, such as the natural biocides, seem very promising, con-

sidering their safer application. The engineered nanomaterials functionalised to achieve 

multiple functions are also rapidly expanding with promising perspectives. Bio-cleaning 

with microorganisms gave interesting results, and its application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the removal of stains or chemical substances, but also as a biodeterioration treatment. 

Finally, we underlin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conservation strategies through indirect 

control methods. Further studies, especially on the ecological limits of the different biolog-

ical colonization, will better clarify the modification in biodeterioration patterns as a result 

of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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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1. 서론

옥외에 위치한 석조문화재는 온·습도, 비바람, 대기오염, 생물 등의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단일 작용이 아닌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손상이 심각할 정도로 가속화 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풍화요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조적, 인위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생물학적 풍화는 석조문화재의 표면에 생물막(biofilms)을 형성하면서 석재의 심각한 표면오염 

및 이차적인 석재의 물리적 손상을 증진시키는 등 석재의 풍화를 촉진시킨다(정용재 등, 2003). 석

조문화재의 생물 생장은 2가지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다. 다양한 생물 생장으로 고색창연한 분위기

를 재현하여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러한 생물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풍화를 유발하

기 때문에 재질의 보존과 미관상의 문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Eric Doehne, 

Clifford A. Price, 2010).

국내 석조문화재 생물풍화 손상상태에 대해 2000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 분포된 국보 및 보물

급 석조문화재에 대한 풍화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훼손 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생물훼손등급이 5등급인 석조문화재는 중요 석조문화재 533건 중 53건으로 약 10% 정도가 생물손

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민경희, 2007). 국외의 경우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석조문화재



118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의 풍화 주요 원인으로 화학적 풍화와 함께 생물 풍화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고(E. Uchida et al., 

1999), 스페인의 석조문화재 또한 생물천이로 인한 풍화 가속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G. Gomez-Alarcon et al., 1995). 또한 세르비아에서 화강암과 사암으로 구성된 석조문화재에

서 생물막 형성과정과 석조표면의 생물 종에 대한 동정·분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MILICA 

LJALJEVIĆ GRBIĆ et al., 2010). 이처럼 국내 및 국외에서 석조문화재 생물풍화 및 보존을 위한 비

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계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생물막 제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외선(UV)처리 등을 사용하거나 염화벤잘코늄과 4급 암모니움 화합물을 혼합한 살생물

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Giulia Caneva, 2007), 생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석재 재

질의 안정성을 판단하여 오염물의 농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세척을 실시하고 있다(Maureen E. 

Young, 2007). 그러나 이러한 각종 연마 방법이나 화학적 처리 방법은 처리후 즉시 또는 중장기적인 

잠재적 손상을 유발하여 석재에 손상을 입히므로 사용하지 말도록 전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

이다(조헌영, Youn-mei Xia, 2002). 국내에서도 생물막 제거를 위해 AC322, K201 등의 화학제품

을 사용하였으나, 화학약제 처리 후 다시 증류수로 재처리해야하는 문제점과 작업자의 안전 등으로 

인해 현재에는 그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화학약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화재와 보존과학 분야에도 천연약재 및 약용식

물에 대한 접근이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복장에서 확인된 향료식물에서 착안하여 

문화재 보존용 살충·살균물질을 탐색하고 그 성분을 분리 규명한 연구(정용재 등, 2001)를 토대로 

유기재질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수목 및 약용식물을 스크리닝하고 그 추출물의 항균력 및 살충력을 

평가한 연구(강소영 등, 2007; 임진아 등, 2008; 홍진영 등, 2009; 최정은 등 2010; 김영희 등, 2011)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목재와 종이 등 유기질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대상 또한 실내에 보관중인 문화재로 한정 지어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옥외에 위치한 석조기념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천연약재 추출물 중 살생물제

로 가능성 있는 물질을 탐색하고, 석조기념물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과 제형을 개발하고자 한

다. 그리고 개발한 살생물제를 실내 실험과 현장 적용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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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재료 및 방법

2.1  천연약재 및 제작

천연약재는 팔각회향, 정향, 오배자, 황련, 황벽 5종으로 건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그

림 1). 유효성분 추출은 휘발성 추출을 하였고, 건조된 약재 5종을 증류법으로 SDE(simultaneous 

steam distillation and solvent extraction) 장치에서 재증류한 메틸렌클로라이드(CH2Cl2)를 사용하

여 환류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수분을 제거하고 N2가스로 농축하였다.

2.2  생물막 형성 진균 분리 및 동정

생물막 형성 진균은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조선왕릉(여주 영릉)과 라오스 참파삭 문화 경관내 왓 

푸 사원과 고대 주거지(왓 푸 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CZA(Czapek dox agar)

와 MEA(malt extract agar)에 접종하였고, 28℃ 배양기에서 5일간 배양하였다.

배지상에서 성장한 진균은 군체의 형태, 색, 이면의 색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고, 정확한 분리

를 위해 포자 형태 및 균사 구조 등을 생물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분류한 균을 대상으로 18S rRNA 

region의 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genebank(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 BlastN Sear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2.3  항진균력 평가

균주를 도말한 배지에 paper disk를 올리고 추출물과 제조한 살생물제를 흡수시켰다. 천연약재 5

종의 대조군은 추출용매인 메틸렌클로라이드, 제조한 살생물제는 유화제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항

그림 1. 천연약재 5종 (팔각회향, 정향, 오배자, 황련, 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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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 활성은 disk 주변의 생육저해환(mm)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저해환의 길이에 따른 활성은 4

개의 등급(-, +, ++, +++)으로 구분하였고 최소길이인 0mm부터 최대길이인 22mm를 4등분하여 

평가하였다. 

2.4  생리활성 물질 성분 분석 및 재질 안정성 평가

항진균 활성이 확인된 휘발성 추출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

용하였다. 

N. Biocide의 석재 재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대표 암종인 화강암을 대상으로 표

면상태 관찰, 중량변화도, 조암광물의 성분 분석(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N. Biocide 10ml에 

석재 시편 3~4g을 넣고 25℃조건에서 약 15일간(376시간 24분,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무강우일수) 

교반하였다. 유화제와 증류수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2.5  현장적용

N. Biocide 현장적용은 한국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석상과 라오스의 홍낭시다 유적의 석재

부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석상(가로 32cm, 세로 25cm, 높이 90cm)에 전체적으로 N. 

Biocide 50ml를 소형 압축분무기를 이용하여 분무하였고, 라오스의 경우, 10x10cm 면적에 10ml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무하였다. 효과 평가는 육안 관찰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한 생물막 피복 정도를 비

교하였다. 또한 미생물 활성 측정은 ATP측정기를 이용하여 처리 전과 후의 ATP양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영릉 진균 분리·동정 및 천연약재 추출물의 항진균 활성 평가 

영릉의 난간석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진균류의 분리를 실시한 결과, 1차 분리 및 배양을 통해 총 21

개의 균주가 분리되었다. 형태적 관찰을 통해 2차 분리 한 결과, Penicillium sp. Trichoderma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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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sp.와 미동정 균주 등 11개의 균이 분리되었다. 순수 분리된 11개의 균을 대상으로 유

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Trichoderma viride, Trichoderma harzianum, Aspergillus aculeatus, 

Penicillium oxalicum, Diaporthe elonis, Pestalotiopsis microspora, Purpureocillium lilacinum 

총 7개의 자낭균류의 균이 최종 동정되었다(표 1). 약재의 휘발성 추출물의 균주에 대한 항진균 활

성을 확인한 결과, 정향 추출물에서 강한 항진균력을 보였다(표 1). 정향 휘발성 추출물은 균주 T. 

viride, D. elonis, P. microspora, P. lilacinum, A. aculeatus, P. oxalicum, T. harzianum 7종 모

두 강한 항진균력을 보였다. 평판 배지 상에 접종한 균주 모두 성장하지 않고 +++의 항진균 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종의 약재 휘발성 추출물은 항진균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1. 영릉 진균 동정 및 천연약재 5종 항진균 활성 평가

Fungi

Natural Medicine (volatile extract)

Inhibition zone (mm) Activity

A B C D E CH2Cl2 A B C D E CH2Cl2

Trichoderma viride 0 20 0 0 0 0 - +++ - - - -

Diaporthe Elonis 0 19 0 0 0 0 - +++ - - - -

Pestalotiopsis microspora 0 20 0 0 0 0 - +++ - - - -

Purpureocillium lilacinum 0 21 0 0 0 0 - +++ - - - -

Aspergillus aculeatus 0 19 0 0 0 0 - +++ - - - -

Penicillium oxalicum 0 19 0 0 0 0 - +++ - - - -

Trichoderma harzianum 0 19 0 0 0 0 - +++ - - - -

3.2  생리활성 물질 동정

항진균력이 강하게 나타난 정향 휘발성 추출물을 GC/MS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그림 2). 

정향 추출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eugenol을 포함하여 4개의 성분이 검출되었고, eugenol의 경우 

area가 89.92%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본 물질이 항진균 활성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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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향 휘발성 추출물의 분리 동정 성분

Peak No. Retention time Compound name Peak area (%)

1 1.55 Methylene Chloride 2.66

2 41.39 Eugenol 89.92

3 42.92 Caryophyllene 1.34

4 49.81 Acetyleugenol 2.39

3.3  생물막 형성 진균 분리·동정 및 항진균 활성 평가

경기도 여주 영릉의 난간석과 라오스 왓 푸 사원의 회랑에서 채집한 균주의 분리, 동정 결과 국내

에서 7종(YF 1~7), 국외에서 12종(LF 1~12)이 분리 동정되었다(표 3). 유화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N. 

Biocide 의 항진균 활성을 확인하였고, 대조군인 증류수와 유화제에서는 19종 모두 생장이 확인되었

고, N. Biocide 처리시에는 생육저해환이 확인되었다(표 3).

그림 2. 정향 휘발성 추출물의 GC/M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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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물막 형성 진균 동정 및 항진균력 평가 결과  

Name
Description Identities Activity

(inhibition zone, mm)

GENE AC Pct.(%) D.W. Emulsifier N. Biocide 

YF1 Trichoderma atroviride JX119036.1 99 - (0) - (0) +++ (16)

YF2 Diaporthe melonis AB107888.1 100 - (0) - (0) +++ (20)

YF3 Pestalotiopsis sp. JN198530.1 99 - (0) - (0) +++ (18)

YF4 Purpureocillium lilacinum KJ415586.1 99 - (0) - (0) +++ (15)

YF5 Aspergillus aculeatus JX501412.1 99 - (0) - (0) ++ (8)

YF6 Penicillium oxalicum KF465777.1 99 - (0) - (0) +++ (15)

YF7 Trichoderma harzianum KC847190.1 99 - (0) - (0) ++ (8)

LF1 Penicillium citrinum KF530863.1 99 - (0) - (0) ++ (7)

LF2 Fusarium sp. JQ364975.1 100 - (0) - (0) ++ (6)

LF3 Neosartorya fischeri AB674772.2 99 - (0) - (0) +++ (15)

LF4 Aspergillus sp. JN393254.1 100 - (0) - (0) ++ (7)

LF5 Trichoderma harzianum KM079611.1 99 - (0) - (0) ++ (8)

LF6 Phoma sp. JN207261.1 99 - (0) - (0) ++ (9)

LF7 Fusarium solani KF060154.1 99 - (0) - (0) ++ (6)

LF8 Penicillium citrinum KF986248.1 99 - (0) - (0) ++ (7)

LF9 Fusarium oxysporum KC254033.1 100 - (0) - (0) ++ (7)

LF10 Penicillium simplicissimum JN246043.1 99 - (0) - (0) ++ (8)

LF11 Lasiodiplodia theobromae KF814726.1 99 - (0) - (0) + (1)

LF12 Aspergillus fumigatus JX231005.1 100 - (0) - (0) ++ (8)

3.4  재질안정성 평가

N. Biocide 처리 후, 석재 시편의 표면 상태를 육안 관찰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N. Biocide의 경

우, 대조군인 무처리, 증류수 시편과 비교하여 색상 변화를 비롯한 표면 상태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량변화율 또한 0.1% 미만으로 증류수 시편보다 낮게 측정되어 변화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N. Biocide 처리에 따른 암석의 조암광물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

하였다. 석재 시편은 석영, 장석, 운모 등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고, N. Biocide 처리 후 새롭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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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 Biocide 와 대조군 모두 피크의 강도와 패턴도 일치하여 

2차적인 풍화나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그림 3. 육안 관찰 결과 (왼쪽 : N. Biocide 처리 전, 오른쪽 : N. Biocide 처리 후)

                             그림 4. N. Biocide 처리 전, 후 XRD 분석 결과

3.5  현장적용 결과

3.5.1  대한민국 석조물

한국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 석물을 대상으로 N. Biocide 를 적용하고 3주 경과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그림 5). 디지털현미경을 이용하여 30배율로 관찰한 결과, 흰색의 고착지의류 상피층의 

균사체가 고사되어 탈락하면서 수층의 조류가 일부 노출되었다. 또한 기존에 수층에 위치한 조류가 

고사하면서 변색이 된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의체가 건조되면서 균열부가 확장되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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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 표면에 형성된 분아체가 고사되어 표면에서 탈락하여 하단의 상피층이 노출되었다. 또한 조암

광물 사이에 형성된 붉은색 고착지의류 또한 고사하여 탈락하였다.

그림 5. N. Biocide 처리 전, 후 표면상태 비교

표면상태의 광학적 조사 외에 ATP 측정을 이용하여 처리전, 후 동일 위치 5곳을 3회 측정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1번 지점은 ATP 감소치가 약 89%, 2번은 98%, 3번은 96%, 4번은 44%, 5번은 95%

로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4. N. Biocide 처리 전, 후 ATP 측정치 비교

Before N. Biocide treatment ATP
(Unit: RLU)

After N. Biocide treatment ATP
(Unit: RLU) ATP 

reduction 
ratio (%)1st 2nd 3rd Average 1st 2nd 3rd Average

57,593 57,561 56,375 57,176 6,689 7,945 4,599 6,411 89

2 51,413 50,159 48,683 50,085 1,092 950 943 995 98

3 35,193 35,194 34,676 35,021 1,426 1,283 1,278 1,329 96

4 45,075 44,350 43,292 44,239 24,843 24,854 24,646 24,781 44

5 30,453 30,418 30,025 30,299 1,491 1,313 1,319 1,37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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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라오스 석재 부재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내 석재 부재 대상으로 N. Biocide를 포함한 유화제, 증류수를 처리하였고, 

3개월 경과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처리 당시 라오스는 우기로 표면에 녹색의 생물막이 석재 표

면에 전체적으로 피복되어 있었는데 처리 후 3개월 경과 후 N. Biocide 처리 부근은 고사되어 탈락

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처리 후 조사 당시는 건기로 그에 따른 생물막의 건조화로 판단될 수도 있

으나 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은 녹색의 생물막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N. Biocide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기에서 건기로 접어듦에 따라 생물막의 생육 활성이 우기에 

비해 낮았지만 N. Biocide 처리 부위와 대조군과의 차이는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N. Biocide 처리 전, 후의 ATP 측정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N. Biocide를 처리한 곳은 ATP 양이 

5,306에서 1,777로 61% 감소하였고, 유화제를 처리한 곳은 21% 감소하였다. 그러나 증류수 처리 부

위는 ATP가 114%, 무처리 부위는 110% 증가하여 N. Biocide가 열대몬순기후인 라오스 현장에서도 

생물막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N. Biocide 처리 전, 후 ATP 측정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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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석조문화재는 생물들의 유입 및 접근이 용이한 관계로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풍화가 발생한다. 생물막이 형성되어 있는 석재로부터 생물종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조류와 균사가 주로 확인되며 곰팡이는 석재의 표면과 내부 모두에 발생하여 생물 풍화에 

주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보고되었다(C. Ascaso et al.,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에 실내 공간

의 생물 제어로 활용되는 정유를 옥외 공간에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유화제를 이용하여 약품을 

제조하고 그에 따른 실내 실험 및 현장적용을 통해 새로운 석조기념물 살생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

다. 

천연약재 5종의 휘발성 추출물을 세계문화유산인 영릉 석조기념물에 형성된 생물막에서 분리한 

곰팡이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정향 휘발성 추출물에서 매우 강한 항진균력이 확인되었다. 정향 휘발

성 추출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게놀이 분리, 동정됨에 따라 새로운 살생물

제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게놀를 기반으로 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여 우리나라 대표 암종인 화강암에 적용하였고, 육

안·중량·조암 광물의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살생물제는 물리적·화학적인 2차 손상

이 없고, 분무 및 도포 처리를 함에 따라 석조문화재의 재질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일 것

으로 판단된다.

제조한 살생물제인 N. Biocide는 세계문화유산인 한국의 조선왕릉 중 여주 영릉, 라오스의 왓 푸 

사원에서 분리동정한 곰팡이 19종을 대상으로 항진균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인 증류수와 유화

제에서는 곰팡이 19종이 모두 생장하였으나 N. Biocide 처리시 처리부위를 중심으로 생육 저해환이 

형성되었다. 일부 균주에 따라 생육 저해환의 크기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균주에서 항진균 활

성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 Biocide 를 한국과 라오스 현장에 적용하였고, 육안상으로 생물

막이 고사된 것이 확인되었다. 고사된 생물막은 일부 탈락하여 암석의 표면이 노출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처리전, 후 ATP 측정을 통해 생물양이 85%나 대폭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옥외에 있는 석조물은 주로 건축물 또는 다른 재질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편이다. 전반적인 보존처

리를 위한 비계와 임시적인 구조물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는 비용, 기간, 관람의 문제 등으로 이어지

게 된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N. Biocide의 경우, 적용 방법이 간소하여 전체적인 보존처리 공사 

비용의 절감, 처리 기간의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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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유화제를 이용한 N. Biocide는 그 효과와 적용성 부분에서 석조기념물

의 생물막 제거에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처리 약품과 방법들을 대체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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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utdoor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under direct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wind, rain, air pollution and organisms. These factors acceler-

ate damages seriously by acting in multiple ways. The deterioration factors can be classi-

fied into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structural, and artificial. Biodeterioration involves 

the formation of biofilms that speeds up stone decays including serious surface pollution 

and further physical damage (Chung et al., 2003). The biological growth on stone cultural 

properties has two implications: conservation and aesthetics. The approach to the biological 

growth needs to be balanced in terms of conserva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issue of aesthetics because the growth deteriorates stones while providing time weathered 

look of antiques (Doehne & Price, 2010).

A national survey on biodeterioration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has been conducted at 

both the national treasure and the treasure ston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for five years 

since 2000; on a scale of five different degrees of deterio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pproximately 10% (53) of the 533 surveyed stone cultural properties were classified as 

the fifth grade on biodeterioration, indicating severe level of biodeterioration (M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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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foreign cases, it has been reported that main factors of decay in stone cultur-

al heritage of the Angkor archaeological site in Cambodia were biological as well chemical 

(Uchida et al., 1999) and that deterioration in stone cultural heritage in Spain was accel-

erated by ecological succession (Gomez-Alarcon et al., 1995). In short,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biodeterioration and conservation of stone cul-

tural properties in Korea and abroad.

Mechanical and chemical methods of biofilm removal have been widely studied and used 

in the stone conservation. In particular, ultraviolet (UV) treatment, and the mixture of 

benzalkonium chloride and a quaternary ammonium compound as a biocide, are commonly 

used (Caneva, 2007); cleaning is focused on reducing concentration of pollutants, in con-

sideration of the stability to the stone material, instead of complete removal of biofilms 

(Young, 2007). However, both mechanical, which can be abrasive, and chemical treatments 

are potentially damaging the stone either immediately after treatment or in a longer term, 

so their use is discouraged around the world (Cho & Xia, 2002). In Korea, chemical agents 

such as AC322 and K201 have been used to remove biofilms. Since they require the process 

of rinsing with distilled water after the treatment and safety issues for workers have also 

been raised, the usage of them has been drastically reduced nowadays.   

Due to the issues of chemical agents, research and application of natural herbs and me-

dicinal plants have increased since early the 2000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d con-

servation science. There have been sustained research efforts to screen trees and medicinal 

plants and evaluate antifungal and insecticidal properties of their extracts for conservation 

of organic objects (e.g., Kang et al., 2007; Lim et al., 2008; Hong et al., 2009; Choi et al., 

2010; Kim et al., 2011)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insecticidal and antimicrobial com-

pounds for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hung et al., 2001), which had drawn from 

aromatic plant that is found inside the abdomen of Buddha statue. However,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are limited to organic objects like wood and papers kept in-

doors only. 

The present study explores natural medicinal extracts to evaluate potential biocidal com-

pounds for conservation of outdoor stone monuments and develop safe and effective tech-

nology and formulation.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fficacy of the biocide developed in 

this study through indoor experiments and fiel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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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Production of natural Medicinal Agents 

Five dried natural medicinal products – star anise(A), clove(B), gallnut(C), golden  

thread(D), and amur cork-tree(E) – were purchased for biocide production (Figure 1). Ac-

tive ingredients were extracted using volatilization, and the five dried medicinal products 

underwent reflux extraction with methylene chloride (CH2Cl2) distilled using a simultaneous 

distillation-extraction (SDE) apparatus. The extracts were dried and concentrated with N2 

gas.

Figure 1. Five natural medicinal products (star anise, clove, gallnut, golden  thread, and amur cork-tree)

2.2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iofilm-forming fungi

Biofilm-forming fungi were sampled from two UNESCO World Heritage Sites –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in Korea (Yeongneung) and Vat Phou Temple and As-

sociated Ancient Settlements 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 in Laos. The samples 

were inoculated on Czapek dox agar (CZA) and malt extract agar (MEA) and cultured in a 

28 °C incubator for 5 days.

The fungi grown on the medium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ape and the color of 

the colonies, and the color on the opposite surface; spore morphology and mycelial struc-

ture were observed with a biomicroscope for precise isolation. Sequence analysis of the 18S 

rRNA region was performed on the strains. The nucleotide sequences were then identified 

by running the BlastN Search program on the GeneBank, a National Center for Biotech-

nology Information (NCBI)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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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valuation of Antifungal Activity

A paper disk was placed on the medium in which the strain had been plated in order to 

have medicinal extracts and the produced N.Biocide absorbed. Regarding controls, meth-

ylene chloride,  the extraction solvent, was used as the control for extracts of five natural 

medicinal products; emulsifier and distilled water were used as controls for N.Biocide, the 

biocide produced in this study. The antifungal activity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di-

ameter of the growth inhibition zone (mm) around the disk. The activity was classified into 

four grades (-, +, ++, +++) between the minimum (0 mm) and the maximum (22 mm). 

2.4  Bioactive Compound Analysis and Material Safety Evaluation

The components of the volatile extracts with demonstrated antifungal activity were ana-

lyzed using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The safety of N.Biocide against stone material was investigated by observing the sur-

face condition and weight change, and performing composition analysis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granites, the most common type of rocks in Korea. To 10 ml of N.Biocide, 3-4 

g of stone samples were added, and the mixture was stirred at 25℃ for about 15 days (376 

hours & 24 minutes, the average dry days in the last 10 years in Korea). Emulsifier and 

distilled water were used as control conditions.

2.5  field Applications

N.Biocide was applied to a stone statue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

tage and a stone element in Hong Nang Sida Temple in Laos. 50ml and 10ml of N.Biocide 

were applied with a small compression sprayer to the entire surface of Korean statue (32 

cm wide, 25 cm long, and 90 cm high) and the 10 x 10cm surface area of Laotian artifact, 

respectively.  Biofilm coverages were compar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by visual and 

microscopic inspections. Microbial activity was also evaluated using an ATP meter by com-

paring the amounts of ATP before and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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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and Discussion 

3.1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fungi from Yeongneung and Evaluation of 

Antifungal Activity of natural Medicinal Extracts

A total of 21 strains were isolated from the samples collected from the bedrock of Yeo-

ngneung using primary isolation and culture. Eleven strains including Penicillium sp., 

Trichoderma sp., Aspergillus sp., and unidentified strains were isolated through secondary 

isolation conducted using morphological observation. Genetic analysis of the 11 isolates led 

to final identification of seven ascomycete species in total including Trichoderma viride, 

Trichoderma harzianum, Aspergillus aculeatus, Penicillium oxalicum, Diaporthe elonis, 

Pestalotiopsis microspora, and Purpureocillium lilacinum (Table 1). The test results on an-

tifungal activity of volatile extracts against the strains suggest strong antifungal properties 

of clove extracts (Table 1). The volatile extracts of clove showed strong antifungal proper-

ties against all seven strains - T. viride, D. elonis, P. microspora, P. lilacinum, A. aculea-

tus, P. oxalicum, and T. harzianum. None of the strains inoculated on the plate medium 

showed any growth, suggesting the +++ grade of antifungal activity. Extracts of the other 

four medicinal products showed no antifungal properties. 

Table 1.     Identification of Fungi from Yeongneung and Evaluation of Antifungal Properties of Five Natural Medicinal Products

Fungi

Natural Medicine (volatile extract)

Inhibition zone (mm) Activity

A B C D E CH2Cl2 A B C D E CH2Cl2

Trichoderma viride 0 20 0 0 0 0 - +++ - - - -

Diaporthe Elonis 0 19 0 0 0 0 - +++ - - - -

Pestalotiopsis microspora 0 20 0 0 0 0 - +++ - - - -

Purpureocillium lilacinum 0 21 0 0 0 0 - +++ - - - -

Aspergillus aculeatus 0 19 0 0 0 0 - +++ - - - -

Penicillium oxalicum 0 19 0 0 0 0 - +++ - - - -

Trichoderma harzianum 0 19 0 0 0 0 - +++ - - - -



2017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학술심포지엄

135

3.2  Identification of Bio-active Compounds

The composition analysis of volatile clove extracts with strong antifungal properties was 

performed using GC/MS (Figure 2) and four compounds including eugenol were detected. 

Eugenol was present in high concentration (89.92% peak area), suggesting this compound 

is involved in antifungal activity (Table 2). 

           Figure 2. GC/MS results of volatile extracts of clove

Table 2. Compounds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Volatile Extracts of Clove

Peak No. Retention time Compound name Peak area (%)

1 1.55 Methylene Chloride 2.66

2 41.39 Eugenol 89.92

3 42.92 Caryophyllene 1.34

4 49.81 Acetyleugenol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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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iofilm-forming fungi and Evaluation of Anti-

fungal Activity

Seven Strains (YF 1-7) of fungi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the samples from the 

bedrock of Yeongneung in Korea, and 12 strains (LF 1-12) were from the corridors of Vat 

Phou Temple in Laos (Table 3). Antifungal activity of N.Biocide was verified with the pres-

ence of the growth inhibition zones, in contrast to the growth of all 19 strains of fungi in 

distilled water and emulsifier conditions (Table 3).

Table 3. Biofilm-forming Fungi Identities and Antifungal Property Evaluation 

Name
Description Identities Activity

(inhibition zone, mm)

GENE AC Pct.(%) D.W. Emulsifier N. Biocide 

YF1 Trichoderma atroviride JX119036.1 99 -(0) -(0) +++ (16)

YF2 Diaporthe melonis AB107888.1 100 -(0) -(0) +++ (20)

YF3 Pestalotiopsis sp. JN198530.1 99 -(0) -(0) +++ (18)

YF4 Purpureocillium lilacinum KJ415586.1 99 -(0) -(0) +++ (15)

YF5 Aspergillus aculeatus JX501412.1 99 -(0) -(0) ++ (8)

YF6 Penicillium oxalicum KF465777.1 99 -(0) -(0) +++ (15)

YF7 Trichoderma harzianum KC847190.1 99 -(0) -(0) ++ (8)

LF1 Penicillium citrinum KF530863.1 99 -(0) -(0) ++ (7)

LF2 Fusarium sp. JQ364975.1 100 -(0) -(0) ++ (6)

LF3 Neosartorya fischeri AB674772.2 99 -(0) -(0) +++ (15)

LF4 Aspergillus sp. JN393254.1 100 -(0) -(0) ++ (7)

LF5 Trichoderma harzianum KM079611.1 99 -(0) -(0) ++ (8)

LF6 Phoma sp. JN207261.1 99 -(0) -(0) ++ (9)

LF7 Fusarium solani KF060154.1 99 -(0) -(0) ++ (6)

LF8 Penicillium citrinum KF986248.1 99 -(0) -(0) ++ (7)

LF9 Fusarium oxysporum KC254033.1 100 -(0) -(0) ++ (7)

LF10 Penicillium simplicissimum JN246043.1 99 -(0) -(0) ++ (8)

LF11 Lasiodiplodia theobromae KF814726.1 99 -(0) -(0) + (1)

LF12 Aspergillus fumigatus JX231005.1 100 -(0) -(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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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aterial Safety Evaluation

The surface conditions of stone specimens after the N.Biocide treatment were visually 

inspected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ure 3.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rface condi-

tions including discoloration between N.Biocide-treated specimens and controls; untreated 

and distilled water-treated specimens. Weight change was also lower (less than 0.1%) in 

the N.Biocide treated specimens than in distilled water-treated specimens, suggesting lit-

tle change in weight. Rock composition change due to N.Biocide treatment was analyzed 

using XRD. Quartz, feldspar, and mica were detected from all stone specimens, and no new 

minerals were detected after N.Biocide treatment. Moreover, N.Biocide specimens and controls 

showed the identical peak strength and patterns, suggesting no further deterioration (Figure 4). 

Figure 3. Visual inspection results (left: before N.Biocide treatment, right: after N.Biocide treatment)

                            Figure 4. XRD results before and after N.Biocid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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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esults of field Applications

3.5.1  Korean Stone Artifact

N.Biocide was applied to the stone artifact located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

tural Heritage and the results were monitored after three weeks (Figure 5). Observation 

with a digital microscope at a magnification of 30 revealed some of algae at the medulla, 

which was exposed as white mycelium on the upper cortex of crustose lichens died and fell 

off. Discoloration from dead algae in the medulla was also observed. Other observations in-

cluded enlarged cracks due to dried lichens throughout the observation area, the lower cor-

tex that was exposed as the soredia on the lichen surface died and fell off, and red crustose 

lichens that had been formed between minerals then have died and fallen off. 

Figure 5. Comparison in surfac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N.Biocide treatment

In addition to microscopic observation of surface conditions, ATP was measured at five 

spots for three tim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shown in Ta-

ble 4. Reduction rates were approximately 89% (#1), 98% (#2), 96% (#3), 44% (#4), and 95% 

(#5), suggesting a marked reduction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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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ATP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N.Biocide Treatment

Before N. Biocide treatment ATP
(Unit: RLU)

After N. Biocide treatment ATP
(Unit: RLU) ATP reduc-

tion ratio (%)
1st 2nd 3rd Average 1st 2nd 3rd Average

1 57,593 57,561 56,375 57,176 6,689 7,945 4,599 6,411 89

2 51,413 50,159 48,683 50,085 1,092 950 943 995 98

3 35,193 35,194 34,676 35,021 1,426 1,283 1,278 1,329 96

4 45,075 44,350 43,292 44,239 24,843 24,854 24,646 24,781 44

5 30,453 30,418 30,025 30,299 1,491 1,313 1,319 1,376 95

3.5.2  Laotian Stone Element 

The stone element in Hong Nang Sida Temple in Laos was treated with N.Biocide, emul-

sifier, and distilled water, respectively, and monitored after 3 months. The biocide treat-

ment was conducted during the wet season, when the stone element was covered with 

green biofilms. After three months, the N.Biocide-treated site showed the sign of dead and 

fell-off biofilms.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dryness of the biofilm due to the dry season 

at the tim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observation that green biofilms still existed 

on untreated sites supports the efficacy of N.Biocide. Although biofilm growth was lower 

in the dry season than in the wet season in overall, the N.biocide-treated and the control 

site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microbial growth. 

ATP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N.Biocide treatment are shown in Figure 6. The 

N.Biocide-treated site showed a 61% decrease in ATP from 5,306 to 1,777; the emulsifi-

er-treated site showed a 21% decrease. However, the distilled water-treated site showed a 

114% increase in ATP. The results suggest that N.Biocide is effective in removing biofilms 

also in the tropical monsoon climate of L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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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Comparison of ATP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N.Biocide treatmentnt

4. Conclusion

Stone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exposed to natural environment are weathered by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actors since organisms can easily be accessed. According to 

analysis of species from stones where biofilms were formed, algae and mycelia were usually 

found, and fungi develop on both the surface and inside of the stone, thus contributing to 

biological degeneration (Ascaso et al., 1998).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produce a 

natural antifungal agent using an emulsifier for effective outdoor application of an essential 

oil, which have conventionally been used for indoor biological control, and to develop a 

biocide for stone monuments through indoor experiments and field applications. 

Five volatile extracts of natural medicinal products were applied to the fungi isolated from 

the biofilms formed on a stone artifact in Yeongneung World Heritage Site. The analysis 

results suggested strong antifungal properties present in volatile extracts of clove. Through 

the compound analysis of volatile extracts of clove, eugenol, which is a volatile organic 

compound, was isolated, suggesting its potential as an alternative biocide. 

Using the eugenol, a biocide was produced and applied to granites, the most common 

type of rocks in Korea. The biocide was found to be stable, as its application resulted in 

neither visual and weight changes nor changes in composition of minerals. The biocid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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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mise as a new technology for biofilm removal in stone cultural heritage  since it causes 

no secondary physical and chemical damages and it can be applied without damaging stone 

by spraying and coating.

Antifungal property of N.Biocide was evaluated using 19 fungal species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samples obtained from Yeongneung in Korea and Vat Phou Temple in Laos, 

two UNESCO World Heritage Sites. Control conditions of distilled water and emulsifier 

showed growth of all 19 species; N.Biocide treated specimens showed growth inhibition 

zones around treated sites. Although the size of the inhibition zones varied among strains, 

a high level of antifungal activity was observed in most strains. Visual inspection of the 

sites treated with N.Biocide in the field in Korea and in Laos showed that biofilms were 

destroyed. Some of the dead biofilms fell off from stone surfaces, exposing the surfaces. In 

addition, ATP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85%) 

in biomass.

Outdoor stone artifacts are often larger than buildings or artifacts made of other 

materials. Therefore, conservation treatment requires scaffolding and other temporary 

installations, which raises concerns of cost, time, and obscured view. In this context, the 

easy application method of N.Biocide can contribute to overall cost saving of conservation 

treatment work and reducing the treatment time. 

In conclusion, N.Biocide with emulsifier is expected to serve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lternative to conventional treatment agents for biofilm removal of stone 

monuments in terms of efficacy and implications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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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규모가 큰 유적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은 매년 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

고 있다. 더욱이 유적지는 관광지화 되어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적지에서 

나타나는 열화 메커니즘이 복잡해져 지금까지 개발된 보존과학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2007년 이래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소재 바욘 사원의 보존·복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석조 유물을 위해 개발된 보존·복원 방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석조 훼손 요인이 갖는 메커

니즘을 명확히 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법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

사, 지질공학, 생물학, 석유학, 계측학, 고고학, 환경과학, 보존과학 등 여러 분야를 기반으로 새로운 

융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열화 메커니즘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과 다른 상태 조사 및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의 결과와 향후 유적 유지관리 및 활용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해보

아야 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제어: 새로운 열화 메커니즘, 진동, 세척법, 유지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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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을 방문하고, 유적지와 주변 환경은 급속도

로 변화하고 있다. 보존 과학과 보존·복원 연구를 기반으로 유적을 구성하는 사암의 훼손 원인과 특

성이 밝혀졌다. 또한 십여 년에 걸쳐 강화제나 발수제와 같은 복원 재료에 대한 평가 시험을 시행하

였고, 바욘 사원 부조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관광 산업 확대와 

유적지의 다각적인 개발에 의한 영향을 생각해보고 그 정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동시에, 현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들과 처리 방법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하

고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생겼다.

앙코르 역사유적지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조정위원회(ICC-앙코르) 회의에서는 강화제 및 발

수제와 같은 보존 처리 재료의 장단점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앙코르 유적을 관리하

는 앙코르 지역 시엠립의 관리와 유적 보호를 위한 정부 기구(APSARA)는 복원 재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최근 유

지관리 및 활용 계획에 대한 평가 활동의 중요성과 향후 예상되는 환경 변화의 중요성, 과도하지 않

은 현장 보존·복원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주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유적 현장의 개발과 활용에 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새로운 열화 메커니즘에서 얻은 지식을 지금까지 확립된 보존과학 모니터링 

기술과 평가에 적용할 것이다.

 

2. 새로운 열화 현상

2.1  유적지의 환경 진동

관광객과 그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자전거에 의해 발생한 진동을 측정해 보았다. 이러한 환경 진동

은 잠시(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곧 없어지지만, 유적이 개방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며 계절과 시간에 

따라 매우 강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유적지의 관광 경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유적지가 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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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1은 바욘 사원에서 측정한 환경 진동을 맵핑(도면화)한 것이다[1].

바욘 사원의 진동 강도는 약 3배까지 차이 났다. 이 유적에서 측정된 수치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

혀지지 않았지만, 장시간 진동이 수년에 걸쳐 특정 시기에 유적지 특정 부분으로 전파된다는 점을 고

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유적에서 과도한 진동 에너

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감지하고 이를 유적지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바욘 사원 관람객 보행에 따른 진동

도 측정하였는데, 발생하는 많은 진동 

중에서 주파수가 약 10Hz~30Hz인 진

동이 사원 바닥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석조 건축물인 바욘 사원에는 

구조가 불안정한 지점이 다수 존재하

고 일부 돌기둥은 단순한 보행에서 발

생하는 진동으로 공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는 이러한 

데이터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불안정한 석조 기둥의 고유 진동수 

측정 조건

샘플링 간격： 200µs (5000Hz)

측정 시간： 1분

출력 단위：속도(mm/s)

측정 범위： ±0.4mm/s

측정 지점수： 50

측정 일자： 2013년 12월 14일

그림 1. 바욘 사원의 환경 진동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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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세균(archaea)의 존재

앙코르 유적의 석재 손상 주원인이 산성비와 황산이온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황산이온은 황 

산화 박테리아와 황 환원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다. 장기간 바욘 사원을 연구한 결과, 사원의 사암

층에서 다량의 질산이온이 발견되었는데 이 질산의 기원이 석재 훼손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고세균(세 가지 생물 분류군 중 하나인 "고대 박테리아")과 크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

황 시스템의 저하 메커니즘과는 다른 암모니아와 질산계로 구성된 질소 순환 저하 메커니즘의 존재

가 드러났다.

그림 3은 바욘 사원에서 측정된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과 암모니아 산화 박테리아의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2]. 연못 주위의 정적토와 비교해볼 때, 중앙탑과 통로 등에서는 다량의 고세균이 발견되었

으며, 이 고세균의 유형 식별을 비롯한 정량 평가 및 대응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3. 세척

바욘 사원의 석조 표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군집한다. 약해진 석조 표면을 긁어내면 유적이 훼손

될 수도 있으므로, 열화가 진행된 석재의 세척 작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

그림 3. 바욘 사원의 암모니아 산화 고세균(AOA)과 암모니아 산화 박테리아(AOB)의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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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면에 정착한 미생물군을 상세히 조사한 후[3], 석재를 손상하지 않는 두 가지 세척 방법을 적용

하여 실험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유기체가 대사작용을 하는 타감 성분을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생물 생장 환경

에 대한 한계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타감 성분 중 광합성 억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

의류와 같이 석재에서 고정도(fixation)가 높은 미생물의 세척에 효과적이다. 대신에 즉각적으로 효

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제거까지 수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림 4는 이 방법을 적용한 석재 사진이

다. 약 2년 반 후에, 석재 표면에 정착한 미생물(이끼)이 자연적으로 제거되고 석재의 가공 흔적이 명

확히 나타났다[4].

후자는 습식가열법으로 환경을 단기간에 부분적으로 변화시켜 미생물의 유형에 따라 제거하는 방

법이다. 타감 방법과 다르게 몇 달 후에 효과를 관찰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이다.

4. 보존처리

바욘 사원 부조에 사용된 사암에 적합한 물질을 선택하기 위해 2007년 이래 다양한 보존·복원 물

질을 적용하고 있다[5, 6]. 내후성 시험을 위해 선택한 다양한 형태의 강화제 및 발수제를 샘플에 투

여한 후 바욘 사원에 설치한 노출 시험대에서 노출하였고 이후 매년 이 보존 물질의 내후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주로 비파괴 검사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노출 샘플을 평가하였고 단, 일부 샘플을 대상

으로 파괴검사인 단축 압축강도 검사도 시행하였으며, 이 샘플 중 일부는 일본에서 단축 압축 시험을 

진행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5는 노출 시험에 사용된 사암 샘플의 수분 흡수율 변화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수제 및 강화

그림 4. 타감 성분을 사용한 지의류 제거 (좌: 처리 전, 우: 2년 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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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에 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수제는 샘플에서 물을 

튕겨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발수제가 석재의 손실 투과율 및 수분 흡수·방

출 성능을 복구하고 제어하는 물질로서 돌과 토양의 본래 특성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토목 공사나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부조 부분에 대한 강화성 및 발수성의 유지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존처리 조치의 적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처리법도 과격한(훼

손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석재 보존작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데 필요한 작업 기준 및 공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응급조치

     그대로 방치하면 손상이 확대될 수 있는 지점에만 최소 응급조치를 행한다.

2- 기본적인 보수(유지관리 및 보수)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보수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점의 유지관리 공사를 진행한다.

3- 전체적인 보수

        본래 기능이 복구된 복원 유물은 발수제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최소량), 보존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법을 고려하고 대응책으로 발수제를 투여할 상황이라도 항상 포괄적인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한다.

그림 5. 수분 흡수율을 이용한 강화제 및 발수제 성능 시험 (좌: 강화제와 발수제, 우: 발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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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 시험 및 복원 물질 평가를 통해 바욘 사원을 구성하는 사암의 보존처리 기준에 대한 세

부사항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 보존처리의 열화 특성을 평가하는데 음향방출

(AE) 방식을 도입하였다[7]. 태양 복사에너지로 인해 바욘 사원의 석재 표면 온도는 60°C 이상 측정

되었고, 유적에 사용된 사암과 같은 산지에서 채취한 암석과 비교한 결과, 표면 온도가 50°C일 때 열

팽창·수축으로 인한 파괴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6-1). 60°C에서는 암석 내부에서 생성

된AE가 급격히 증가했다(그림 6-2). 노출 테스트에서 지정한 강화제로 사암을 처리한 후에는 AE가 

매우 감소하였고, 강화제 파괴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3). 또한, 발수제를 적용한 후에는 강화

제 파괴음도 감소하였고, 60°C에서 열팽창·수축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였다(그림 6-4). 이는 보존 

효과의 오랜 지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유적 조사에서 얻은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용제를 시험하고 적용하였다. 이 평가는 4년 이상 진행

되었으며, 열화된 지점만 강도를 복원하여 벽 표면 강도를 균일화하는데 성공했다[8] (그림 7). 

그림 6-1. 50°C에서 미처리 사암의 AE 횟수

그림 6-3. 60°C에서 강화제를 적용한 샘플

그림 6-2. 60°C에서 본래 사암의 AE 횟수

그림 6-4. 60°C에서 강화제와 발수제를 적용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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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손상부와 균열의 보수를 위한 보수 물질이 적용되었으며 현장 공사와 그 진전 상황도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9].

5. 결론

유적의 보존 상태는 매년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사전에 계획한 처리방식이 현장 적용 이

후에도 여전히 효율적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유지 관리는 무엇보다 유적 상태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손상을 처리하는 것 외에도 관람객이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

고 계측함으로써, 유지 관리로 인한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측정 데이터를 보존처리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보존·복원 물질을 재평가하여 진동이나 열작용 억제 효과와 

같은 새로운 효과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면 유적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향후 문화재 보호를 위해 

모든 학문 분야를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존과학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석조 시험편의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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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threats to large-scale ruins change every year, response has become a difficult 

task. Furthermore, ruins that become tourist sites are being used more and more. As a re-

sult, the deterioration mechanisms appearing in such sites have become complex and can-

not be addressed by the conservation science methods developed so far. 

Since 2007, Conservation-restoration research of Bayon Temple in the Angkor complex 

located in Cambodia have been conducting.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what mechanisms 

the degradation factors have, and to develop methods for their elimination and suppres-

sion, while proposing develope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ethods for stone monu-

ments. In order to do so, we established a new multidisciplinary research system, drawing 

on architectural history, geotechnical engineering, biology, petrology, metrology, archae-

ology, environmental sciences, conservation sciences, and other discipline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previously unknown deterioration mechanisms was found, and the need for 

conservation surveys and evaluations different from the ones used so far was recognized.

In this report, current results and point out the task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in re-

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sites are focused on.

Keywords:   new deterioration mechanisms, vibration, cleaning methods, maintenance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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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very year, more than 3 million tourists visit Cambodia’s Angkor complex, and devel-

opment of the ruin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underway. Deg-

radation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andstone that composes the monuments were 

revealed, based on conservation sciences and conservation-restoration research. Evalua-

tion tests for restoration materials -such as consolidation and water-repellent agents- for 

more than 10 years also carried out, and standards for the materials used in conservation 

treatments for the reliefs of the Bayon temple was formula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quantify and visualize the influence of the diversified development of the ruins and the way 

that tourism is expanding. At the same time, it becomes necessary to build an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how far the measures and treatment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the field can respond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Furthermore,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conservation 

materials such as consolidation agents and water repellents started i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

toric Site of Angkor; while 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Site and Management of 

the Siem Reap-Angkor Region (APSARA), which manages the Angkor complex, has the 

policy of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restoration materials, evaluating them, and disclos-

ing this information. Thus, the importance of assessing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plan, the increased importance of an anticipated environmental change, and a conserva-

tion-restoration and utilization that do not overload the site are topics currently drawing 

attention. 

For these reasons, we expect that the need of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that re-

sponds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verse sites will be recognized. We also believe 

that the knowledge obtained from understanding new degradation mechanisms will add to 

the evaluation and monitoring technologies of conservation sciences established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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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Deterioration

2.1  Environmental Vibrations in Sites

Vibrations caused by tourists, their buses and their bikes were measured. These envi-

ronmental vibrations are generated shortly (instantaneously) and end soon, but they occur 

while the ruins are open, and they occur very intensely depending on the season and the 

time. 

Since tourist routes in large-scale ruins tend to be fixed, an excessive burden to the ruins 

accompanying these routes is assumed.

Figure 1 shows the environmental vibration mapping in the Bayon Temple[1].

The difference in vibration intensity at the Bayon temple was about three times. Al-

though the cause for these numerical values on the ruins is unknown, it is advisable to take 

countermeasures when considering that in the long term vibration propagates to certain 

parts of the site during  certain times throughout the years. By measuring the vibrations, it 

is possible to detect excessive force concentrations on the ruins and to present them in the 

site’s management plan.

The vibration generated by the walking of the tourists who visited the Bayon temple also 

Measurement Condition

Sampling interval：200µs(5000Hz)

Measuring time：1min

Output unit：Velocity(mm/s)

Measuring range：±0.4mm/s

Measurement points：50points

Measurement date：14/Dec/2013

Figure 1. Environmental vibrations mapping in the Bayon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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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mong the many vibra-

tions that occurred, we found that 

the frequencies traveling through 

the floor of the temple were around 

10 Hz and 30 Hz. The Bayon tem-

ple is a masonry building, and 

there can be many places where 

structures are unstable, depending 

on the location within the temple. 

Some stone pillars resonated due to 

the vibration generated by walking. 

It is expected that reporting such data in the future maintenance plans should be neces-

sary.

2.2  The Presence of Archaea

Acid rain, sulfate ions and the like were recognized as the main stone degradation phe-

nomena of the Angkor complex. In particular, sulfate ions have been owed to sulphur-ox-

idizing bacteria and sulphur-reducing bacteria. From the long-term research in the Bayon 

temple, it had also been found that a large amount of nitrate ions was contained in the 

sandstone of the temple. When investigating the origin of this nitric acid, analysis results 

suggested that Archaea (“ancient bacteria” one of three domains on biological taxonomy), 

whose influence has not been discussed so far in the degradation of stone material, were 

greatly involved. The existence of a nitrogen circulation degradation mechanism consisting 

of ammonia and nitric acid serie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egradation mechanism of 

the sulfur system, became revealed.

Figure 3 shows the ratio of ammonia oxidizing archaea to ammonia oxidizing bacteria in 

the Bayon temple[2]. It was found that, compared with the sedimentary soil surrounding 

ponds, areas such as the central tower and the corridor presented a large amount of ar-

chaea.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types of these archaea, the research on quantitative 

evaluation and on countermeasures are conducting.

Figure 2. Eigen Frequency of an unstable stone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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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enaing

The stone surface of the Bayon temple is covered with various microorganisms. Clean-

ing deteriorated stone is a risky task, since harm may arise if the weakened stone surface 

is scraped down. The microbial flora on the surface were investigated in detail[3], and two 

cleaning methods that do not strain the stone were tested. 

The first method is to use allelopathy components that organisms metabolize, and the 

second is to add a threshold value for the microbial growth environment. The former 

method uses a photosynthesis inhibitor among the allelopathy components, and it is effec-

tive for cleaning microorganisms that have a high fixation degree to stone materials such 

as lichens. However, it has no immediate effect, and cleaning takes years. Figure 4 shows 

a stone treated with this method. After about two and a half years, the microorganisms 

(lichens) of the surface of the stone fell naturally, and their traces processing the stone be-

came clearly visible[4]. 

The latter is a wet-heat method, which is a method of withering microorganisms accord-

ing to their type, by changing the environment locally for short time periods. Unlike the 

allelopathy method, it is relatively inexpensive, but its effect appears after a few months.

Figure 3.   Comparison of ammonia oxidizing archaea (AOA) and ammonia oxidizing 

bacteria (AOB) in the Bayon temp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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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servation Treatment

Various conservation-restoration materials have been conducting since 2007, in order 

to select a material that is suitable for the sandstone used in the reliefs of the Bayon tem-

ple[5,6]. Various types of consolidation agents and water repellent agents were selected for 

a weather resistance test, and samples to which these agents were administered underwent 

exposure. An exposure test stand was installed in the Bayon temple and an evaluation on 

the weather resistance of these conservation materials was carried out every year. On the 

site, exposure test samples were evaluated mainly on non-destructive methods, and some 

of samples but we carried out a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which is destructive 

test, for some of these samples were measured in Japan in uniaxial compression test.

Figure 5 shows the changes in the water absorption rate of the sandstone samples sub-

jected to the exposure test. Discussions on the use of water repellents and consolidation 

agents been frequent in recent years. As shown in the figure, the water repellent had the 

samples repel water, but this effect can be controlled. That is, it can be regarded as a ma-

terial to restore and control part of the lost permeability rate and the moisture absorp-

tion-release performance of the stone. Thus, it has the role of restoring original features of 

stone and soil. 

When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onstruction are carried out, preservation of 

consolidation and water repellency features for parts of the reliefs are necessary. It is 

known that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se of such conservation measures, 

but we are not proposing an aggressive administration of either of these treatments.

Figure 4. Removal of lichens using allelopathy components (left: before treatment, right: two and a half years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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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conservation process of the stone materials, standards and construction 

that address the following objectives are considered necessary at the present stage:

1-First aid measures

        Applying minimal emergency measures only to places where damage will expand if left 

intact

2- Basic repair (maintenance and repair)

       Maintenance management constructions in places where improvement is expected by 

repairing areas whose functions have deteriorated

3-Full-scale repair

      Restorations where the original functions are restored, the need for water repellent is 

the smallest. Up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at may include using conservation 

treatments, water repellent agent administration may be used as a possible counter-

measure, but that is also decided after comprehensive review.

From these evaluation tests and restoration material evaluations, standard specifics on 

preservation treatments for the sandstone constituting the Bayon temple were acquired. In 

order to estimate the deterioration of preservation tratments that are based on these spe-

cifics, an evaluation was made using Acoustic Emissions (AEs)[7]. Temperatures of 60℃

and more due to solar radiation were confirmed for the Bayon temple stone surface. When 

Figure 5.   Performance test of the consolidation agent and water repellent as seen from water absorption rate (left: consolidation 

agent and water repellent agent, right: water repellent agen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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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rocks taken from the same production area as the sandstones used for the 

ruins, stone surface temperatures at 50℃ hardly experienced destruction phenomena due 

to thermal expansion and contraction (Figure 6-1). At 60℃, AEs generated from inside 

the rock increased sharply (Figure 6-2). By treating t his sandstone with the consolidation 

agent specified in the exposure test, the AEs were greatly reduced, and the sound of the 

consolidation agent breaking could be confirmed (Figure 6-3). In addition, when the water 

repellent treatment is applied, the consolidation agent breaking sound also decreases, and 

resistance to thermal expansion contraction at 60℃ increases (Figure 6-4). This indicates 

that the conservation effect lasts for a long time.

Subsequently, we tested and applied the agent using the specifics gained at the ruins. 

The evaluation was carried out for over 4 years and succeeded in equalizing the strength of 

the wall surface by restoring strength only at the deteriorated parts [8] (Figure 7).

Figure 6-1. Non-treatment sandstone AE counts at 50℃

Figure 6-3. Sample with consolidation agent at 60℃

Figure 6-2. Original sandstone AE counts at 60℃

Figure 6-4.   Sample with consolidation agent and water 

repellent a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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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repair materials for repairing defects and cracks was also carried out, and 

construction on site and its progress are favourable[9].

5. Conclusion

Since the state of the ruins changes every year, it is hard to know whether a treatment 

that has been planned out at a certain time is still effective after subsequent utilization of 

the site. Maintenance can cause especially large changes in the deterioration of a site, so 

that it is not only desirable to aim at treating damage that appeared before, but to con-

sider the changes caused by maintenance, including and measuring –as far as possible- 

the impact of tourists, and to use this data for conservation treatments. To do that,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conservation-restoration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so 

far, so that new effects can be found, such as the effect of suppressing vibration or thermal 

behaviour.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the risk that ruins undergo by developing new materials. Not 

only conservation sciences, but also new disciplines can be opened up by a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use of all academic disciplines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future.

Figure 7. Changes in the strength of the tested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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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파손된 석조문화재를 재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속보강재를 

활용하여 구조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재 파손된 부재를 보강하기 위해 

금속재가 사용되고 있으나 처리지침 없이 보존처리자의 인지적 경험에 의존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역학적 관계를 통해 부재의 극한강도를 분석하여 

파단된 석조물을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2차 훼손이 유발되지 않도록 가역성에 역점을 

둔 보존처리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구조보강방법에 대한 

금속보강재의 삽입방법 표준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접착제는 에폭시 수지(L30)이며 여기에 접착강도와 화학적 풍화 및 변성작

석조문화재에 적용된 금속보강재의 거동특성

이동식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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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보강, 유동성 강화를 위해 충전제(Zirconium silicate, Wollastonite, Talc)를 첨가하였다. 구조적 

보강을 위해 접착 단면에 환봉형 금속보강재(Stainless, Titanium)를 삽입하였고 봉 형태는 민봉과 

전산형이다. 

규격화된 실험체는 30일정도 실온에서 물리·화학적으로 완전히 경화시킨 후 첨단 재료 건설 실

험센터 소재 5000kN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하여 가력하였다. 가력은 1점과 2점

이 부착된 지그를 사용하였으며, 지그는 UTM과 직접 연결하여 실험을 하였다. 

휨 하중에 대한 실험체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석재와 금속보강재에 변동률게이지(Strain 

gauges)를 부착하여 발생된 변위를 컴퓨터에서 자동제어 되도록 설정해 놓은 반면 금속보강재의 최

대변위는 수동제어 시스템으로 제어하는데 가력지그 양쪽에 LVDT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가력은 단조가력(Monotonic loading program)으로 1㎜/min로 수행하였고, 가력조건은 실험체의 

크기와 가력개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었으나 3점 가력은 일률적으로 정 중앙에 배치한 반면, 4점은 

등 간격에서 약간 양측면으로 치우치게 배치하였다. 

전술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험체 가공→1차 임의 파손→파손 실험체 접합 및 보강처리→2차 파

손실험→데이터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3. 실험체 제작 

화강암 실험체는 Table 1과 같이 유형별로 총 20개를 제작하였고 규격은 1500×800×300㎜와 

800×400×300㎜ 두 종류이다. 예외적으로 실험데이터 비교를 위해 선행적으로 행한 실험 분석 값

을 대용하였고 이와 관련된 실험체는 5개(B21~B25)이다.

규격화된 실험체는 중앙부에 의도적으로 쐐기를 넣어 절단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절단하지 않은 B5

와 B6 실험체가 있다. 절단된 실험체는 구조적 보강을 위해 절단면을 대상으로 비교 조건에 따라 에

폭시 접합만 한 경우(B7, B8)와 접합과 동시에 금속보강재인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환봉을 각각 규격

에 맞게 삽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변동률게이지는 절단된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였으

며, 최적의 금속보강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보강재 보다 약 4㎜ 더 크게 홀 가공을 하였다.  

보강재 위치는 휨 거동에 대한 역학적 관계와 가역성을 고려하여 보강재를 삽입하였다. 또한 절단

단면적에 대한 보강재비는 무보강(B5, B6)과 에폭시 접합(B7, B8) 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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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까지 다양하게 산정하였으며, 일부 같은 보강재비에 대한 분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건

에 맞게 여러 개로 나누어 보강재를 삽입하였다.

Specimen Size(mm)
LxWxH

Reinforcement a 
method

Loading
program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Length
(mm)

Diameter
(mm)

B1

800x400x300

Titanium 3 point 3/4(3) 300 16

B2 Titanium 3 point 3/4(2) 300 16

B3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00 16

B4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200 12

B5 - 3 point - - -

B6 - 4 point - - -

B7 Epoxy resins 3 point - - -

B8 Epoxy resins 4 point - - -

B9 Stainless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0

1500x800x350

Stainless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1 Stainless 4 point center(1), 3/4(2) 300 16

B12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3 Titanium 4 point center(1), 3/4(2) 300 16

B14

800x400x300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200 12

B15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300 20

B16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50 22

B17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350 24

B18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400 24

B19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200 8

B20 Titanium 3 point 1/4(1), 3/4(2) 300 16

 

Table 1. Specimen list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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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고찰

4.1  보강재 위치 선정

B1, B3 실험체는 동일하게 ø16㎜ 티타늄 환봉 300㎜를 삽입한 반면 금속봉 삽입 위치는 약간 

다르다. 휨 실험 결과(Figure 1), 두 실험체의 석재 파괴하중(B1 390.04; B3 396.802kN)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금속봉의 최대하중은 B2 실험체(541.156kN)가 B1 실험체(475.202kN) 보다 

14% 높게 나왔다. B3 실험체는 금속보강재가 충분히 하중에 구조적, 안정적으로 접근되면서 

원부재의 가역성까지 충족시킨 반면, B1 실험체는 금속보강재로서의 구조적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보강재비에 비해 위치의 선정이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원부재의 

2차적 훼손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금속보강재의 매입위치는 원부재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에 따라 

보강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2  보강재비

절단면에 보강되는 금속봉의 면적을 달리하여 석재의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체를 제작하여 파괴실험을 한 결과, 석재의 파괴하중은 B18 실험체를 제외하면 

370.34~390.04kN(평균 380kN) 범위에서 취성파괴가 일어났다. 이 기준을 금속보강재의 하중과 

Figure 1. Behavior of reinforcement bars in response to load and fracture of ston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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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B4(29% 저하) 실험체를 제외한 B3, B16, B18 실험체 모두 석재의 파괴하중보다 각각 

39%, 50%, 101.4%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강재비가 높을수록 실험체의 파손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적정한 금속보강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풍화물성 만큼 만 높여주어 

2차적인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역적인 보강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파괴계수에 따른 응력과 실제 금속봉이 부담하는 이론적 강도를 고려해보면 

0.28~0.5% 내의 금속보강재비가 필요하다. 제시된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강하고자하는 

부재의 압축강도와 접착단면이 산정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구조보강을 설계해야 한다.  

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mm)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mm)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mm)

B3

800x400x300

center(1), 3/4(2) 300 16 390.04 1.60 541.16 5.34

B4 center(2), 3/4(2) 200 12 382.89 1.69 297.33 4

B16 center(1), 3/4(2)  350 22 370.34 1.65 556.74 3.46

B18 center(2), 3/4(2) 400 24 319.87 1.62 644.25 3.09

 

4.3  보강재 분산효과

보강하고자 하는 단면에 대응된 금속보강재의 면적은 같게 설계하고 보강 개수만 달리하여 하중

에 대한 분산효과를 분석해 보았다(Table 3). 직경에 따른 분산 변수는 유의할 만 한 사항은 나타나

지 않았지만 직경이 큰 보강재가 약간 우위를 보였다. B3이 B14보다 12.3%, B16이 B15보다 0.28%, 

B18이 B17보다 0.02% 증가되었다. 한편 부재의 안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한곳에 하중이 집중된

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합리적인 요소이고 부재의 파손력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보강재 직경과 편심

하중의 상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재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다면 보강재의 개수를 늘

려 균등분산 배치하는 것이 응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같은 위치의 수평적 관계에 보강재가 삽입된다고 가정할 때 금속봉의 단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metal reinforcement ratio comparison

(L:length, W:width, H:height)



176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mm)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Ratio
(%)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mm)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mm)

B3

800
x

400
x

300

center(1), 3/4(2) 300 16
0.5

390.04 1.60 541.16 5.34

B14 center(2), 3/4(3) 200 12 313.50 1.70 481.96 6.28

B15 center(2), 3/4(2) 300 20
1.0

372.79 1.49 541.65 3.13

B16 center(1), 3/4(2)  350 22 370.34 1.65 556.74 3.46

B17 center(2), 3/4(3) 350 22
1.5

381.22 1.58 642.78 2.82

B18 center(2), 3/4(2) 400 24 319.87 1.62 644.25 3.09

4.4  보강재 길이

구조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실험체 규격 및 보강재비 그리고 보강봉 직경 등은 동일하게 설계하고 

보강봉 길이만 달리 적용하여 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거동특성을 알아보았다(Table 4).

실험결과 석재 취성파괴 후 보강봉의 하중응력이 작용하였으나 모두 석재의 파괴하중보다 낮은 

값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보강재비가 절단단면적보다 적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이 장에서 비교하고자하는 정착길이 연구와는 관련성이 없다. 

보강봉의 최대하중을 받은 B22(76.40kN) 실험체가 가장 낮은 B23(55.00kN) 실험체보다 

39% 높은 모멘트를 받았다. 정착길이에 의한 하중의 변화로 볼 수 있다. B22 실험체가 100㎜ 

더 길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정착길이가 200㎜ 더 짧은 B24 실험체와는 

거의 동일한 하중을 나타내었고, 또한 100㎜ 넣은 B25 실험체(60.30kN)가 300㎜ 넣은 B23 

실험체(55.00kN)보다 9% 향상된 모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보강을 할 때 무조건 

정착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in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etal reinforcements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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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mm)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Area
(㎟)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

B22
800
x

400
x

300

center(2)   

400

8 100.5

267.90 0.70 76.40 2.29

B23 300 314.40 0.97 55.00 2.11

B24 200 288.10 1.02 74.10 2.47

B25 100 301.00 1.08 60.30 2.74

따라서 직경별 유효 정착길이는 금속봉이 뽑히지 않을 정도의 강도와 변위만 만족하면 된다. 이 

조건에는 모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보존처리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구조적 보강을 위한 

최소 정착길이와 보강재 종류 연구는 이미 보고된바 있으며 직경별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산출할 수 있다. 

                                      ℓd=at f y / u∑0  ------------------식(1)

    at : 티타늄의 단면적(㎜2),  f y : 티타늄의 인장강도(MPa)

    u : 에폭시 수지 부착응력도(MPa), ∑0 : 티타늄의 둘레(㎜)

참고적으로 정착길이(Development length)는 티타늄이 화강암과 일체가 되도록 화강암 속에 묻

힌 것을 정착 부착이라 하며, 부착강도(Bonding strength)를 확보할 수 있는 티타늄의 최소길이를 

말한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150×150×300㎜의 공시체에 티타늄 전

산환봉을 유형별(직경 ø8, ø12, ø16㎜)로 중앙에 삽입 고정하고 인발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직경별 

최소 정착길이를 얻을 수 있다(Table 5). 따라서 실험체에 사용된 각 구경에 대한 최소한의 정착길이

를 산출하면 ø8㎜는 60.88㎜, ø12㎜는 91.32㎜, 그리고 ø16㎜는 121.76㎜가 된다. 이 외의 구경별 

정착길이는 식 (1)에 의거하여 산출하면 구조적보강에 따른 부착강도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the length of metal reinforcements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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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Maximum load
(tonf)

Ultimate load
(kN)

Ultimate stress
(MPa)

Yield stress
(MPa)

P1 3.03 29.70 591.15

523.25

P2 5.286 51.80 458.335

P3 8.508 83.38 414.97

P4 2.982 29.22 581.79

P5 5.37 52.63 465.63

P6 8.208 80.44 400.34

P7 3.054 29.93 595.83

P8 5.238 51.33 454.19

P9 5.328 52.21 259.87

4.5  보강재 연단거리 

접합하고자 하는 절단면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는 선행연구의 금속보강 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삽입하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지지만, 부재가 얇은 경우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표면에 가깝게 

매설됨으로써 표면 근처에서 파손이 발생된다. 따라서 휨 모멘트가 작용하는 석재 보강처리 부재의 

최소 연단거리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단거리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실험체는 단면 300×300mm, 길이는 

900mm이다. 실험체는 동일 규격에 금속보강재를 구경별로 한 개씩 10mm 간격으로 석재 표면에서 

Figure 2. Changes in a test piece specimen

Table 5.  Pull-out 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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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 20~100mm까지 단계적으로 중앙부분에 삽입하였다(Figure 3). 금속보강재(티타늄봉)는 

구경별로 홀 가공하여 석재에 삽입하고 에폭시수지로 접합하였다.

석재의 변형률은 부재 상·하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용 소성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uage)를 

사용하였다. 게이지는 부재 상·하부에서 30mm 떨어진 지점에 부착되었다. 금속보강재의 변형률은 

금속보강재 중앙부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 구하였다(Figure 4). 

본 실험에서 제안하는 최소 피복두께는 D14 이하인 금속보강재로 보강할 경우 최소 피복두께는 

30mm, D16과 D18인 경우 40mm, D20과 D24로 보강된 경우 50mm이다. 따라서 금속보강재로 

보강된 석재의 피복두께는 Table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피복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Metal rods KCI 2012
(mm) α Minimum edge distance

(mm)

D8 40 0.69 30

D10 40 0.69 30

D12 40 0.69 30

D14 40 0.69 30

D16 40 0.68 40

D18 50 0.68 40

D20 50 0.67 50

D24 50 0.67 50

Table 6. Minimum covering thickness by diameter of metal reinforcement

Figure 3. Production criteria for specimens for bending experiment Figure 4. Failure mode b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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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속보강재 형태

 금속보강재가 구조적으로 작용하려면 구경에 따른 정착길이와 금속보강봉의 외형적 형태가 

중요한 요소이다. 보강근는 환봉에 무늬가 없는 원형봉과 마디가 있는 이형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환봉을 대상으로 수직적인 힘(Monotonic loading program)에 대항하는 

인장강도(하중강도)의 변위를 분석해 보기 위해 실험체를 800×400×300㎜ 규격으로 제작하여 

ø16㎜ 보강재를 Figure 5. A와 같이 중심에 1개(C: 2/h, 2/b)와 하단부에 2개(L: 1/h, 1/b; R: 1/h, 

3/b)를 적절하게 분산 매입하였다(h: 공시체 높이, b: 공시체 너비).

휨 실험 결과 두 공시체는 2㎜ 이내의 휨 변위가 발생하면서 취성파괴가 일어났다. 이때 인장 

영역은 400~500㎛, 압축영역은 -100~-200㎛ 값을 나타났다. 이런 일련된 사항은 원형봉이나 

이형봉 모두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석재의 취성파괴 이후 휨 하중에 대한 

회복력의 차이는 현격하였다. 먼저 마디가 없는 원형봉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접착면과 분리되면서 빠져버리는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었고(Figure 5. B2). 이때 석재 파단 이후 

금속보강재가 받은 강도는 75.36kN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이형봉은 석재의 취성파괴 이후 급격하게 저하된 하중강도가 곧바로 회복되면서 

외부의 힘에 대응되는 하중강도의 증가 변위곡선을 보였다(Figure 5. B1). 오히려 석재의 

취성파괴(425.78kN) 시점보다 더 높은(541.16kN) 하중강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콘크리트에 

Figure 5. Load-displacement curves in respective anch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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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사용할 때 마디나 리브를 넣어 부착력을 좋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착제와 금속보강재 

사이의 부착력과 정착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하중강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파손부재를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산형 환봉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원형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보강한 만큼 오히려 원부재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할 보존처리 방법이다. 

4.7  보강재의 구조적 작용시점

구조적 보강을 위해 삽입된 보강재가 언제부터 구조적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보았다. 보강된 실험체에 가력이 진행되면 먼저 석재의 취성파괴가 발생되는 

시점인 Figure 6과 같이 2㎜이내의 변위에서 파괴가 일어난다. 이때 삽입된 금속보강재도 약간의 

변위가 발생되나 모멘트에 대한 응력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나 석재가 파괴되면 

순간적으로 모멘트에 대응하지 못하고 휨 발생이 진행되는데 티타늄의 최대 휨 작용시점까지 변위가 

일어난다. 이 시점부터 응력이 발생되면서 항복점(Proportional limit)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은 

서서히 증가되면서 최대하중 값을 가지게 되며, 항복점을 지나면 인장력(Yiend point)에 의해 일정한 

하중 값을 유지하다가 끊어지게(Breaking point) 된다. 추가적인 보강재가 존재한다면 전자와 같은 

메카니즘이 발생된다.

Figure 6. Load-displacement by metal reinforcemen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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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및 결론 

파손된 부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존처리를 거쳐야 하는 공정중의 한 과정이 

구조보강이다. 보존윤리에 부합된 구조보강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입각한 신뢰성의 확보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소개입에 의한 구조보강, 가역적인 방법 및 파손유도, 

보강에 따른 2차 훼손 방지 등의 조건을 충족한 학술성과 역사성이 공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보강에 따른 처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석조문화재의 풍화정도에 

따라 개별적인 구조보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더불어 보존기술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석조문화재의 보존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훼손된 부재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할 수 있는 재료는 접착제와 금속보강재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보강 차원까지 논한다면 접착제(원형 물성의 70%까지만 충족)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금속보강재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속보강을 너무 과하게 설계하면 구조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보강에 따른 원형부재의 훼손 증가, 불가역적 파괴에 따른 2차 훼손 

등을 유발한다. 반면에 금속보강을 적게 삽입하면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지도 못한 채 원형부재만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속보강재비의 계획적 산정이 필요한데 필히 원형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원형부재+원형부재, 원형부재+신석재(보형부재)로 구조보강 

Figure 7.    Failure pattem of specimens produced by putting together fresh 

and weathered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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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풍화도가 약한 원형부재의 물성을 고려하여 금속보강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선암을 

기준으로 설계된 금속보강은 풍화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파손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7). 

풍화암 물성보다 금속봉이 부담하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파손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훼손된 부재의 보강은 풍화정도에 따라 금속보강재비를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시킬 수 있으며, 최소 보강에 따른 최대의 구조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형별 풍화실험체 간의 최대하중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암석의 

파괴계수와 금속보강재가 부담하는 강도가 반영된 풍화유형별 금속보강재비는 Table 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Weathering grade standard Strength(kgf/cm2) Strengthening ratio of metal bar

1 Class
Fresh < 1501 0.34∼0.46

Weakly Weathered 1201∼1500 0.28∼0.34

2 Class Slightly Weathered 901∼1200 0.24∼0.28

3 Class Moderately Weathered 601∼900 0.20∼0.24

4 Class Highly Weathered 301∼600 0.16∼0.20

5 Class Completely Weathered 300 < 0.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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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re are several structural reinforcement methods in conservation for damaged stone 

cultural properties using fragmented original elements.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method with metal bars. Currently,  as there are no guidelines 

on applications of metal reinforcements, conservators rely on their experiences which can 

sometimes cause conservation issues. 

In this study the ultimate strengths of members and their mechanical relations with 

the load applied to the stone cultural heritage was analyz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 reversible treatment method that can prevent any further damages and structurally 

stabilizes the fragmented stone cultural property. Furthermore, research data produced by 

the study is expected to inform the design standards for the metal reinforcement insertion. 

Behavior of Metal Reinforcement Applied to 

Stone Cultural Heritage

Dong-sik Lee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 Cente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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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s 

Test specimens were fabricated using the epoxy resin (L30) and fillers, such as zirconium 

silicate, wollastonite and talc to improve adhesive strength, the chemical and mechanical 

resistance and flexibility. The specimens were structurally reinforced by inserting round 

metal (stainless steel and titanium) reinforcement bars (smooth and threaded) across 

connecting surfaces. 

The standardized specimens were fully cured physically and chemically at room 

temperature for 30 days, and then loads were applied using a 5000 kN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at the Advanced Construction Materials Testing Center. The jig with 1 point 

and 2 points was used for the load test, and the jig wa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UTM.

In order to analyze the behavior of specimens in relation to flexural load, strain gauges 

were installed on the stone members and metal reinforcements such that the displacements 

generated by loads were automatically controlled by the computer, while the maximum 

displacement of metal reinforcement was controlled using a manual control system. 

Displacements were measured by installing LVDT on both sides of the load jig. The load was 

applied at 1 mm/min using a monotonic loading program. Load was appli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size of specimens and the number of loads; however, three point loading 

was applied to the center, while four point loading was applied to slightly toward ends of 

both sides. 

The proced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pecimen production → first arbitrary 

fracture → adhering and reinforcement of fractured specimens → second fracture test → 

data analysis. 

3. Specimen Production 

As shown in Table 1, 20 specimens were produced for each type of 1500 × 800 × 300 mm 

and 800 × 400 × 300 mm. In addition, five specimens (B21-B25) were produced according 

to the values obtained from previous experiments for comparison in experimental data. 

Except B5 and B6, which were not given a cut, all standardized specimens were cut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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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ng a wedge at the center. The cut specimens were structurally reinforced in two 

ways: epoxy bonding only(B7 and B8) and both bonding and inserted metal reinforcements 

(stainless steel and titanium bars, respectively). Strain gauges were placed at the center of 

the cut surfaces, and holes were made approximately 4 mm larger than reinforcements for 

optimal placement of reinforcements. 

The locations to insert the reinforcements were determined considering mechanics of 

flexural behavior and reversibility. Moreover, metal reinforcements with diverse reinforce-

ment ratios, in the range of 0.2-1.5%, were applied on surfaces of all specimens, apart 

from B5&B6 and B7&B8, which were not reinforced and reinforced with only epoxy, re-

spectively.  Then,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effect of metal reinforcements with the iden-

tical reinforcement ratio, numbers of reinforcements and their applied locations were var-

ied. 

 

Specimen Size(㎜)
LxWxH

Reinforcement a 
method

Loading
program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Length
(㎜)

Diameter
(㎜)

B1

800x400x300

Titanium 3 point 3/4(3) 300 16

B2 Titanium 3 point 3/4(2) 300 16

B3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00 16

B4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200 12

B5 - 3 point - - -

B6 - 4 point - - -

B7 Epoxy resins 3 point - - -

B8 Epoxy resins 4 point - - -

B9 Stainless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0

1500x800x350

Stainless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1 Stainless 4 point center(1), 3/4(2) 300 16

B12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00 16

B13 Titanium 4 point center(1), 3/4(2) 300 16

B14

800x400x300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200 12

B15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300 20

B16 Titanium 3 point center(1), 3/4(2) 350 22

Table 1. Specimen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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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Size(㎜)
LxWxH

Reinforcement a 
method

Loading
program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Length
(㎜)

Diameter
(㎜)

B17

800x400x300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350 24

B18 Titanium 3 point center(2), 3/4(2) 400 24

B19 Titanium 3 point center(2), 3/4(3) 200 8

B20 Titanium 3 point 1/4(1), 3/4(2) 300 16

4. Analysis and Discussion

4.1  Reinforcement Position

 In both B1 and B3 specimens, an ø16 mm titanium round bar was inserted for 300 mm, 

but the insertion positions of the metal bars were slightly different. The maximum loads 

of the metal bars were 14% greater for B3 (541.156 kN) than for B1 (475.202 kN), while 

the failure loads of the specimens were similar (390.04 kN for B1; 396.802 kN for B3). 

The metal reinforcement in B3 bore the load with sufficient structural stability to permit 

reversibility of the original member, whereas the metal reinforcement in B1 were positioned 

inadequately and caused further damage to the original member even though its structural 

approach was sound. Therefore,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sertion of metal 

reinforcements that reinforcement position needs to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force 

applied to original member. 

Figure 1. Behavior of reinforcement bars in response to load and fracture of stone member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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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einforcement Ratio

In order to determine behavior of stone specimens in response to the area of metal bars 

reinforcing cut surfaces,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2 and a fracture test was conducted. In terms of failure load of the stone, the results 

showed that brittle failure occurs in the range of 319.87-390.04 kN (M=380kN) except in 

B18. In comparison, ultimate loads of metal bars were 39%, 50%, and 101.4% higher than 

failure loads of B3, B16, and B18 stone specimens; ultimate load of B4 was 29% lower 

than failure load of the stone specimen. Moreover, the failure rate of specimen tended to 

increase as reinforcement ratio increased. This suggests the need for increasing the metal 

reinforcement ratio no more than weathering heritage of the stone in order to ensure 

reversibility of the reinforcement method that prevents secondary damage. 

Incorporating the stress corresponding to the modulus of rupture and the theoretical 

strengths for metal bars to bear, metal bar reinforcement ratios need to be in the range of 

0.28-0.5%. To meet the range,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adhering surface area of 

the member to reinforce need to be estimated first, and then structural reinforcement needs 

to be designed based on the estimation. 

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mm)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mm)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mm)

B3
800
x

400
x

300

center(1), 3/4(2) 300 16 390.04 1.60 541.16 5.34

B4 center(2), 3/4(2) 200 12 382.89 1.69 297.33 4

B16 center(1), 3/4(2)  350 22 370.34 1.65 556.74 3.46

B18 center(2), 3/4(2) 400 24 319.87 1.62 644.25 3.09

 

4.3  Effects of Reinforcement Dispersion 

Effects of load dispersion were examined by varying the number of reinforcements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metal reinforcement ratio comparison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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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keeping the surface areas of metal reinforcements constant (Table 3). The results 

showed no notable differences in dispersion variables resulting from variation in diameter 

of metal bar, except that reinforcements with a larger diameter performed slightly better. 

Specifically, B3, B16, and B18 outperformed B14, B15, and B17 by 12.3%, 0.28%, and 0.02%, 

respectively. However, in terms of stability of members, since concentration of loads 

is structurally inadequate and increases probability of failure, the association between 

diameter of reinforcement and eccentric load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increasing the 

number of reinforcements and evenly distributing them is an effective strategy with regard 

to stress, which ensures structural stability of members. 

It can be concluded that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cross sectional area of metal bars, 

but not by diameters of them, when they are inserted in identical positions in horizontal 

relations. 

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Ratio
(%)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mm)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mm)

B3

800
x

400
x

300

center(1), 3/4(2) 300 16
0.5

390.04 1.60 541.16 5.34

B14 center(2), 3/4(3) 200 12 313.50 1.70 481.96 6.28

B15 center(2), 3/4(2) 300 20
1.0

372.79 1.49 541.65 3.13

B16 center(1), 3/4(2)  350 22 370.34 1.65 556.74 3.46

B17 center(2), 3/4(3) 350 22
1.5

381.22 1.58 642.78 2.82

B18 center(2), 3/4(2) 400 24 319.87 1.62 644.25 3.09

4.4  Length of Reinforcement

Behavior of reinforcement in relation to load was investigated to improve structural per-

formance by varying the length of metal bar while keeping the size of specimen, reinforce-

ment ratio, and diameter of reinforcement bar constant (Table 4).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load of reinforcement bar generated stress follow-

ing the brittle failure of the stone specimens, but the stress was lower than failure load of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in comparison of the number of metal reinforcements

(L:length, W:width, H:height)



2017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학술심포지엄

191

the stone. This was a result of designing the reinforcement ratio smaller than the cut sur-

face area; however, this is irrelevant to the development length in question. 

The moment for B22, the specimen with the largest ultimate load (76.40 kN), was 39% 

greater than that for B23, the specimen with the smallest ultimate load (55.00 kN). The 

difference in the load is likely to be due to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 length because 

B22 is 100 mm longer than B23. However, the ultimate load of B22 was nearly identical 

with that of B24, which is 200 mm shorter than B22; the moment for B25 (60.30 kN) is 9% 

higher than that for B23 (55.00 kN). This suggests that longer development length is not 

always recommended in structural reinforcement.

Specimen

Experimentation condition Results of the examination

Size(mm)
LxWxH

Reinforcement
center criteria   

Metal bar size Stone Metal bar

Length
(mm)

Diameter
(mm)

Area
(mm2)

Failure 
load
(kN)

Displacement
(mm)

Ultimate 
load (kN)

Displacement
(mm)

B22
800
x

400
x

300

center(2)    

400

8 100.5

267.90 0.70 76.40 2.29

B23 300 314.40 0.97 55.00 2.11

B24 200 288.10 1.02 74.10 2.47

B25 100 301.00 1.08 60.30 2.74

Therefore, effective development length per diameter only needs to satisfy the strength 

and displacement required to prevent metal bars from being pulled out. This is in line with 

the conservation treatment principle of minimizing the damage to the original material. 

Research on minimum development strengths for structural reinforcement of different 

types of reinforcement materials has been published, and development length per diameter 

can be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ℓd=at f y / u∑0  ------------------Eq. (1)

      at : Cross-sectional area of titanium bar (mm2),

      f y : Tensile strength of titanium bar (MPa)

     u  : Bond stress of epoxy resin (MPa),  ∑0 : Perimeter of titanium bar (㎜)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and results of the length of metal reinforcements

(L:length, W:width,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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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lation to development length, embedding a titanium bar in granite is called 

development bonding, and development length refers to the minimum length of the bar 

required to develop bonding strength.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inserting and 

bonding titanium threaded round bars with varying diameters (ø8, ø12, and ø16 mm) 

into stone specimens in 150×150×300 mm (Figure 2). Minimum development lengths were 

obtained by performing a pull-out test (Table 5). The minimum development length was 

60.88 mm for ø8, 91.32 mm for ø12, and 121.76 mm for ø16 mm. Development lengths 

for other diameters can be obtained using Eq. (1) to ensure sufficient bonding strength for 

structural reinforcement. 

Specimen Maximum load
(tonf)

Ultimate load
(kN)

Ultimate stress
(MPa)

Yield stress
(MPa)

P1 3.03 29.70 591.15

523.25

P2 5.286 51.80 458.335

P3 8.508 83.38 414.97

P4 2.982 29.22 581.79

P5 5.37 52.63 465.63

P6 8.208 80.44 400.34

P7 3.054 29.93 595.83

P8 5.238 51.33 454.19

P9 5.328 52.21 259.87

Figure 2. Changes in a test piece specimen

Table 5. Pull-out t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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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dge Distance of Reinforcement

Inserting metal reinforcement according to metal reinforcement standards provided 

by previous research can ensure structural reinforcement when the cut surface shows 

sufficient thickness of the material; however, when the member is thin, the insertion 

position is close to the surface, resulting in fracture near the surface. Therefore, the 

standards for minimum edge distance for the members reinforcing the stone materials need 

to be established by incorporating bending moment. 

For edge distance analysis, specimens with cut surface area of 300x300 mm and with 

a length of 900 mm were fabricated. A metal reinforcement of each diameter type was 

inserted at the center of cut surface, which was same across specimens, in the intervals of 

10 mm into the 20 to 100 mm depth (Figure 3). For titanium bar reinforcements, holes were 

made first for reinforcements of each diameter, and then reinforcements were inserted into 

the stone specimens and adhered using epoxy resin. 

The strain of the stone was measured by installing the plasticity strain gauges for 

concrete 30 mm above and below each stone specimen. The strain of metal reinforcement 

was measured by attaching a strain gauge at the center of the metal reinforcement surface 

(Figure 4).

The minimum covering thickness proposed by this study for metal reinforcement is 30 

mm for D14, 40 mm for D16 and D18, and 50 mm for D20 and D24. The minimum covering 

thickness for the stone members reinforced with metal bars are shown in Table 6. 

Figure 3. Production criteria for specimens for bending experiment Figure 4. Failure mode by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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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rods KCI 2012(mm) α Minimum edge distance(mm)

D8 40 0.69 30

D10 40 0.69 30

D12 40 0.69 30

D14 40 0.69 30

D16 40 0.68 40

D18 50 0.68 40

D20 50 0.67 50

D24 50 0.67 50

4.6  Shape of Metal Reinforcement

Development length and shape of metal bar in relation to its diameter are important 

factors for structural reinforcement. Reinforcement rods can be classified into smooth round 

bars and deformed bars with ribs. Displacement due to tensile strength (load strength) 

against monotonic load vertically applied to round bars was investigated by fabricating 

specimens in 800×400×300 mm and dispersedly embedding an ø16 mm reinforcement (C: 

2/h, 2/b) at the center and two reinforcements (L: 1/h, 1/b; R: 1/h, 3/b) as shown in Figure 

5A (h: height of the specimen, b: width of the specimen).

The results of the bending experiment showed that flexural displacement within a 2 

mm range caused brittle failure. The tension range and the compression range were 400-

500 ㎛ and -100-200 ㎛, respectively. The displacement due to tension and compression 

were observed in both smooth round and deformed bars. In contrast, the two types of 

rods showed marked difference in recovery against flexural load following brittle failure 

of the stone. In the experiment, smooth round bars fell out of the stone as they failed to 

bear the load and became separated from the stone (Figure 5. B2). The load that metal 

reinforcements bore after the stone member was fractured was very small (75.36 kN).

In contrast, load strength of deformed bars, which sharply decreased after brittle failure 

of the stone, recovered immediately, resulting in displacement curve with increasing 

load strength against external force (Figure 5. B1). In fact, the load strength of the 

Table 6. Minimum covering thickness by diameter of metal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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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s increased after brittle failure of the stone from 425.78 kN to 541.16 

kN. This suggests that deformed bars improved adhesion between metal reinforcement 

and adhesives to increase load strength as seen in concrete rebars in which adding ribs 

increases adhesion. Therefore, structural reinforcement of fractured members requires 

threaded round bars, and the use of smooth round bars must be avoided because they may 

damage original members to the extent they are used. 

4.7  Point of Structural Reinforcement Ac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oint when metal bars inserted for 

structural reinforcement begin taking effects. Once the loading program began with the 

reinforced specimens, displacement within a 2 mm range, the point of brittle failure of 

the stone specimen, was observed first (Figure 6). At that time, metal reinforcements also 

showed slight displacements; however, they were too small to be interpreted as the stress 

due to the moment. However, once a fracture is made in the stone, reinforcements failed to 

immediately respond to the moment, and began to bend. The displacement proceeded until 

the point of maximum bending of titanium bars. From this point on, stress was observed, 

and load gradually increased to the proportional limit to reach maximum load. After the 

proportional limit, the load stayed constant at the yield point due to tensile strength before 

reaching the breaking point. The same mechanism works for any additional reinforcements.   

Figure 5. Load-displacement curves in respective anch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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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and Conclusion 

Structural reinforcement is a conservation treatment process required for reuse of 

fractured members. Conservation ethics of structural reinforcement begins with ensuring 

credibility based on scientific data.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requires both scholarship 

and historicity that meet the requirements of minimal intervention, reversible methodology, 

and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and fracture caused by reinforcement. 

Therefore, in order to systemize treatment technology for structural reinforcement, 

individual structural reinforcement methods need to be propos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weathering, and quality of conservation technology needs to improve to enhance the 

conservation value of stone cultural properties. 

Although adhesives and metal reinforcements are used for restoration of damaged 

members, adhesives (which can restore up to 70% of original physical properties) is 

inadequate to provide reinforcement for structural stability, thus requiring use of metal 

reinforcement. However, excessive design of metal reinforcement may worsen the damage 

of original members and cause secondary damage due to irreversible fractures. Conversely, 

insufficient use of metal reinforcement may fail to provide structural stability while 

damaging original members. 

Therefore, metal reinforcement ratio needs to be estimat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Figure 6. Load-displacement by metal reinforcement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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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members to provide sufficient structural stability. Specifically, when providing 

structural reinforcement in connecting original members alone, or original members 

with new stone members (reinforcing members), the metal reinforcement ratio needs to 

be estimated considering physical properties of original members that are vulnerable to 

weathering. It was found that the metal reinforcement design based on the fresh stone 

heritage resulted in the fracture concentrated in the part of weathered stone. These 

fractures occur because the strength of the metal rod is greater than physical heritage of 

weathered stone.

Therefore, the metal reinforcement ratios of damaged members need to be in grade 

according to the extent of weathering in order to provide structural stability and maximize 

the stabilizing effect at the minimum reinforcement.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maximum load for each type of weathered specimens. The results on the 

metal reinforcement ratio by weathering type based on modulus of rupture and the strength 

born by metal reinforcement are shown in Table 7. 

Figure 7.   Failure pattem of specimens produced by putting together fresh and 

weathered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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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ing grade standard Strength(kgf/㎠) Strengthening ratio of metal bar

1 Class
Fresh > 1501 0.34∼0.46

Weakly Weathered 1201∼1500 0.28∼0.34

2 Class Slightly Weathered 901∼1200 0.24∼0.28

3 Class Moderately Weathered 601∼900 0.20∼0.24

4 Class Highly Weathered 301∼600 0.16∼0.20

5 Class Completely Weathered 300 < 0.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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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거시적 접근: 아랍에미리트 에두르(Ed-Dur) 

사원의 유적 보존을 위한 융복합 연구

사이먼 워렉(Simon Warrack) 

Conservation Consultant / swarrack@gmail.com

초록

수천 년에 걸쳐 인류는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고 또 보존하고자 하였다. 고대에는 이러한 작업이 

예술가와 장인의 주도하에 이루어 졌지만,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말처럼, 소중한 유물을 보존

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토호국인 움 알 쿠와인(Umm al Quwain, UAE)에 있는 서기

1세기경에 세워진 에두르(Ed-Dur) 태양 사원 보존처리 사례를 통해, 융복합 전문팀이 보존처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다 훌륭하고 종합적인 보존처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팀 구성원의 현장 경

험과 전문성 역시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980년대에 발굴된 이 사원은 2013년 보존전문가들이 사원 조사에 착수할 때까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유적 전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총체적인 보존 프로그램 도

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보존과학자, 건축가, 엔지니어, 고고학자, 보존처리자, 관리자, 현장 직원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여 유적을 훼손시키는 물질과 그 요인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팀의 모든 

구성원이 보존처리 결과와 경험을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화학적·물리적·미학적 측면

을 고려한 사원 보존 지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석조, 석회 플라스터, 보존, 전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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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접근 방식과 방법이 변화하면서 유산 보존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개발되

고 개선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보존·복원 작업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주체도 변하게 되었다.

고대에는 회화나 조각, 건축물 등을 만든 예술가와 장인이 주로 보존 및 복원을 담당하였고, 오직 

그들만이 관련 기술과 재료에 익숙한 자들이기도 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건축설계사와 철학가들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발전시키면서 보존 및 복원 분야가 정의되었고, 유물 보존과 복원에 대한 접근 

방법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관점과 학설이 제시되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세기에 

이르러서야 선언문과 헌장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

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 글로벌 시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테네 헌장(1931)과 베네치아 헌장(1964)같은 고대 유물 보존·복원에 관한 초기의 국제 선언문

과 헌장에서는 이미 다학제적 유산 보존 전문팀 고용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고 이후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나라(Nara) 선언문은 접근법 상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었으며 문화재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정의함으로써 보존해야 할 대상과 보존 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가능한 

넓은 범위의 학술분야와 전문분야를 보존과정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거

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연구 단계뿐만 아니라 처리 단계에서도 융복합적

인 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유적의 역사를 이해하고 후대를 위한 유적 보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 기술을 공유하는지 제시했다.

2. 통합적 접근에 대한 사례연구

최근 종료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움 알 쿠와인 토후국의 유적 보존 작업을 예로 들어 이 통합적 접

근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 보존 작업은 ATHAR 센터(ICCROM 아

랍 지부)가 움 알 쿠와인 유물·유산 관리국(Department of Antiquities and Heritage in Umm Al 

Quwain) 산하 움 알 쿠와인 박물관(Museum of Umm al Quwain)과 협력하여 수행하였다. 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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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경에 지어진 이 유적지는 매우 보존 상태가 나빠 당장이라도 사라지거나 무너질 것 같았다. 종합

적인 보존 프로그램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모든 보존 문제를 평가·분석함과 동시에 보존 계

획을 세우고 이행할 융복합 전문팀이 구성되었다. 이 전문팀은 움 알 쿠와인 박물관 유물·유산 관리

부의 고고학자 및 미술사학자, ICCROM/ATHAR 센터(UAE)의 건축가,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보존과학자, 영국과 이탈리아, 폴란드의 보존전문가, 기록 전문가, 석공, 다양한 전문 분야의 관리자

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0개국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 팀의 목적은 유적지의 역사 및 보존 역사, 구성 물질/재료, 건설 기술, 붕괴 원인 등에 관해 최

대한 많이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물질(석재)과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미적 물리적으로 유적 전체를 복원할 수 있는 처리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추후 붕괴 위험

을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원의 역사 즉, 유적의 보존 역사 및 고고학적·문

화적 역사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진행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장·단기 보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역사적 배경

1980년대에 겐트 대학(벨기에)의 고고학팀이 이 사원을 발견하였고 벽과 장식물뿐만 아니라 사원 

부근의 제단 4개를 발굴했다. 직사각형 형태의 이 사원은 비치스톤이라는 것을 진흙 모르타르 속에 

깔고 석고회반죽(gypsum plaster)을 덧발라 지었다. 또한, 이 지방 전역에 걸쳐 로만 글라스를 비롯

한 메소포타미아의 도기류 및 화폐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아람어(Aramaic)로 태양신 샤마

쉬를 모시는 사원이라고 새겨진 석조 비문도 발견되었다. 

이 마을은 진주나 향료, 곡물(추정) 등을 믈레하(Mleiha) 사막의 정착촌과 거래하던 서기 1세기 경의 

중요한 교역 항구로 확인되었으며, 카라센(Characene)과 페르시아 만 지역(넓게는 인도 연안까지)을 

잇던 교역로의 중요한 경유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고학팀은 유물을 수습하고 외부에 공개

했으며, 전시를 위해 움 알 쿠와인의 소도시에 박물관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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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 역사

 

 
연구와 고고학에 중점을 두고 보존 처리를 위해 기초 사항을 검증한 훌륭한 도면작업과 문서화 작

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팀 내 보존처리가 부족으로 인해 이 유일무이한 유적을 유지하

고 보존할 방법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최종보고서에 "제8차 작업이 종료된 후 우리는 에두르 

유적 현장 조사를 중단하고 2000년 동안 보존되었던 본래 사막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하였다." 라고 

작성하며 작업을 마쳤다.

사원은 뒤채움(backfill)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1994년 작업 임무가 종료되고 가혹한 걸

프 연안 기후에 노출되자마자 곧 붕괴되기 시작했다. 진흙 모르타르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말라 먼

지가 되었고 사막의 모래바람이 이를 접합부로부터 공기 중으로 날려버렸으며, 결국 건물에는 석재

를 지지할 아무런 요소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성전을 조사했을 때 네 개 제단은 모두 돌 

더미와 모래로 변해 이미 훼손된 상태였고, 

사원 내 북쪽 벽이 붕괴하여 오로지 회반죽

(plaster) 지지된 외벽만이 기적적으로 남아있

었다. 입구의 문 기둥은 무너져 내렸고 문 주

위에 섬세하게 발렸던 스투코 (stucco)는 사라

진 상태였다. 이전 보고서에 적혀진 대로, 사

원이 온전히 본래 있던 사막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면 (일부분만 겨우 생존했으므로) 보존을 

위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림 1. 에두르 사원 발굴 직후(사진: 겐트 대학 작업보고서) 그림 2. 2013년 사원 상태(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그림 3. 2013년 북벽이 붕괴된 사원 모습(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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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존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ATHAR 센터는 우선 이 사원

을 구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

고 유적의 표면과 구조를 조사

하는 동안 문서화 작업을 시행

하였으며, 2013년 10월 보존처

리가와 고고학자, 보존과학자가 

현장에 모여 유적 상태를 조사

하고 향후 보존 계획을 뒷받침

할 연구를 계획하는 동안 과업

이 결정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협력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고고학자는 보존처리가에

게 유적의 보존 역사뿐만 아니라 유적의 역사적·고고학적 배경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보존

처리가는 보존과학자에게 보존처리 계획을 세우는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시

료와 실험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보존 계획에 관한 논의와 정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형의 고고 유적에 대

한 보존 처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 초기에는 전적으로 현지 전문팀의 전략을 

통해 사원을 보존·복원하였다. 이는 벽을 강화한 후 본래 높이까지 벽을 다시 세우고 지붕을 얹어 

전체 구조와 형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고고학자와 건축가, 엔지니어, 보존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 국제적 합의로 규정된 보존 작업에 

훨씬 더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게 되었다. 재건 방안에 따르는 문제점은 본래 벽의 높이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역사적·고고학적 자료가 없고 지붕이 완전히 덮였었는지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

어 있었는지, 지붕 원형에 관해 가설만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더구나 내부 붕괴와 더불어 벽이 변형

되면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는 구 벽의 상부에 새 벽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유적의 진정성 및 가치 보존은 보존처리가의 중요한 목표이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 중인 

문화재의 경우  진정성과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내지 못하면 지정을 위한 최종 평가에서 부정

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림 4.   움 알 쿠와인 현장 베이스 캠프에서 보존 프로그램을 의논 중인 고고학자와 

보존과학자, 보존전문가(사진: 앤워 새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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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에서 최소한의 보존 처리를 수행하기로 했다. 벨기에 고고학 팀은 이 보존 사업의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석재와 벽에 대한 실측 도면을 비롯하여 모든 유적지 구성요소에 대한 

매우 정확한 도면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유적이 1980년대 발굴 당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고고학 팀에서 제공한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만 재건축을 수행하도록 합의하였다. 보존처리 과정을 

위한 지침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건축 당시 사용되었던 재료와 가장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

기 위한 것이 이 분석의 목적이다.

6. 샘플 수습 및 검사 방법 개발

보존전문가는 다양한 샘플을 제공하는 반면 계획한 과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종종 분석적 보

존과학자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다. 초반에 이루어진 이 회의는 팀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의하

고 수행 가능한 분석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단계였으며, 이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를 평가함으

로써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석재 유형을 비롯하여 석재 블록 사이에 적용된 모르타르의 성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스투코 회반

죽(plaster)의 적용 방법과 스투코층을 구성하는 물질의 구성비를 알아보고 토양의 속성을 이해하며 

가용성 염분 및 다른 잠재적 훼손 요인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계획하였다. 보존

전문가는 모르타르와 회반죽에 관한 분석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원래 사용된 물질과 

가장 유사한 보존 물질을 개발하여 화학적, 물리적, 미적인 측면에 완벽히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브리스톨 대학의 보존과학자인 아델 엘 투르크(Adel el Turke)는 보존처리가의 매우 구체적인 질

문에 답할 수 있는 분석 방법 및 기술 목록을 제공하였고, 필요한 샘플 종류와 소요 시간 및 비용 등

을 제시하였다. 또한, 샘플 수습 방법을 고안하였고 샘플 코드화를 위한 관련 표와 샘플 번호를 준비

했으며 결정한 샘플 수습 지점을 계획서에 기록하였다. 현장 온도가 매우 높았고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체계적인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통해 수습용 가방과 용기를 준비한 후,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샘플을 수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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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질문/과제는 다음과 같다.

석재

1. 어떠한 종류의 석재를 사용하였는가?

2. 이 석재의 특성은 무엇인가?

모르타르

1. 모르타르의 구성 성분은 무엇인가?

2. 어떤 모르타르 바인더를 사용하였는가?

플라스터(회반죽)

1.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는가?

2. 어떤 바인더를 사용하였는가?

3. 모르타르의 구성성분/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4. 플라스터의 수분 흡수율/기공률은 얼마인가?

그림 5. 에두르 사원 샘플 채취 지점(도식: 아델 엘 투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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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1. 유적 현장 내/부근 다양한 지점의 토양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2. 토양은 염분을 포함하는가? 

6.1  석재

고고학자는 석재의 종류 및 산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검증함과 동시에 서기 1

세기경에 사원 건설자가 사용한 석재 종류에 대한 과학적 특성을 정립할 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석재에 관해 제시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산호석

“비치 록(beach rock)”, 아랍어로 파루쉬(farush) 

올리비에 르콩트(Olivier Lecomte)에 따르면 석호에서 추출한 콘크리트

표 1. 에두르 사원의 석재 샘플 설명

검사 유형 검사 목적 샘플 유형 샘플 번호

SEM EDAX 광물적 특성 파편 조각
ED/S/001

ED/S/002

수은압입법 기공 크기 분포 파편 조각 ED/S/003

그림 6. 에두르 사원의 석조 박편(사진: 아델 엘 투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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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석재는 흔히 화석(주로 쌍각류와 플랑크톤 성 유공충) 상태로 보존되는 잘 

분급한 방해석 골격으로 이루어진 석회질 산호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특히 모래에 따른 풍화 작용

으로 이차 공극이 발생한다. 또한, 소량의 매우 잘 분급한 굵은(0.5~3mm)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화석 형태를 지니며 주로 둥글고 길쭉한 미립자로 구성된다.

주사전자현미경(SEM)를 통해 석재 샘플 표면상을 관찰한 결과, 촘촘한 결정으로 덮여 있음을 파

악하였다. 제시된 형상은 방해석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으며, 석회석의 주성분인 칼슘, 탄소, 산소

가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 더불어, 거의 2000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규소와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관찰되었고 이러한 구성 성분은 그 지역 모래의 영향이라 추측된다. 

에두르 사원 건설에 사용된 석재의 공극률은 전체 수분함침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석재의 노

출공극률은 24.5%로 나타났는데, ICCROM-UNESCO-WHC 보고서에 따르면 산호석의 평균 공극

률은 40~50(%)이므로 이 결과는 해당 석재가 산호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석재는 흔히 화석 상태로 보존되는 잘 분급한 방해석 골격을 지닌 석회질 산호석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샤르자의 19세기 건물에서 발견되는 순산호석이 아닌, 벨기에 보고서에 언급된 

“비치 록(아랍어로 파루쉬)”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두께를 특징으로 하는 이 석재는 인근 석호에서 

추출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며, 카리브 해의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코퀴나 (coquina, 패각암)"와 구

성 성분 및 형성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석호 진흙을 기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올리

그림 7. 에두르 사원 석재의 SEM 촬영 결과(사진: 아델 엘 투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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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르콩트의 이론은 배제할 수 있다.

6.2  모르타르

기존의 모르타르는 일부 사원 유적과 모든 제단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실패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르타르의 복제나 다른 혼합물의 사용 또는 새로운 방법의 적용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모르타르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가 요구되었다.

표 2. 에두르 사원의 석재 샘플 설명

검사 유형 검사 목적 샘플 유형 샘플 번호

화학적 습식분석법 골재-바인더 비 파편 조각

ED/M/001

ED/M/002

ED/M/003

TGA 방해석과 포틀랜드 석의 차이점 2개 파편 조각

ED/M/004

ED/M/005

ED/M/006

XRD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석영, 방해석, 돌로마이트, 크리스토발라이트, 엔스테타이트(완화 휘석), 

페로브스카이트(회티탄석), 정장석이 동정되었다. 또한, 동일한 광물이 토양 샘플에서도 발견되었는

데, 이는 모르타르가 현지 토양으로 제작되었고 즉, 석회 바인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진흙 기반의 

모르타르라는 것이다. 약간의 나트륨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닷물이 사용되었거나 토양/진흙

이 석호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존 모르타르가 진흙 모르타르이고, 플라스터 층으로 외부 표면을, 내부 표면은 지붕 역

할을 하는 요소 또는 경량 플라스터로 보호했다고 가정한다면, 본래 건축물에서 이 진흙 모르타르는 

충분히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보존 사업에서는 지붕이나 건물 복원을 기대하거나 내

부 플라스터재의 재적용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도록 이 모르타

르의 조성을 조정해야 했고, 플라스터에 석회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바인더로 석회 퍼티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최적의 골재-바인더 비를 구하고 광대한 벽의 빈틈을 

채우는 그라우트(grout)를 위해 현장 검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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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플라스터 

광학 관찰을 통해 장식용 외부 플라스터 적용에 사용된 세 가지 다른 혼합물을 발견하였다. 고고학

자는 이를 석고 플라스터라고 주장했지만, 보존전문가는 이 가설이 가능성 없다고 판단했으며 샘플

을 채취하여 바인더와 골재의 성질을 검사하고 구성비를 파악하여 적합한 모르타르를 제작하고 다양

한 층의 균열과 빈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에두르 사원의 석재 샘플 설명 

검사 유형 검사 목적 샘플 유형 샘플 번호

화학적 습식분석법

XRD

SEM/EDAX

HCL

골재-바인더 비
층을 가로질러 쪼갠 

위 파편 조각의 절반

ED/P/001 a,b,c,d.
a = 최외각

d = 준비 층

6.3.1   플라스터 층

플라스터 층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통해, 석재 블록에 먼저 첫 번째 거친 층 또는 "아리치오

(arriccio)" 층을 적용하고 그 위에 미세한 혼합물로 이루어져 표면이 부드러운 두 번째 층이 발견되

었는데 이 표면에는 약간의 균열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최종 장식 층은 석재 블록 또는 루

그림 8.   비트루비우스(Vitruvius)가 정의한 고대 

로마 벽의 전형적인 플라스터 층

그림 9. 에두르 사원의 플라스터 층 

          (사진: 사이먼 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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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카(서양의 석조건축에서 외벽 화장법의 일종으로 돌에 요철을 만들고 견고함과 위용을 표현하는 

기법) 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이 정교한 플라스터 적용 방법은 걸프 지역 전체 외에도 고대 로마 건축

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가 집필한 “건축 10서(De Architettura)” (VII권, III장)에 명시된 제조법 

및 방법과도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사원은 걸프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

의 플라스터를 적용한 유일한 유적이지만, 같은 날 이집트 룩소르에 지어진 로마사원에서 같은 유형

의 플라스터와 제조법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3.2  바인더

바인더는 보존과학팀이 실시한 검사를 통해 식별되었는데, 우리는 로만 마르모리노(베니스식 플라

스터)와의 유사성을 고려해 석회 바인더로 추정하였지만, 유물을 발굴했던 벨기에 고고학자가 제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터는 실제 석고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샘플은 SEM/EDS 분석을 통해 검

사하였고, 다량의 칼슘,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함께 소량의 칼륨, 크롬, 철이 검출되었다. 또

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매트릭스 물질 내 수분에 용해되어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탄산칼슘의 반응

으로 방해석도 발견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XRD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플라스터가 약 1:1의 비수경성 석회 바인더-골재 비로 구성된 석회 모르타르

로 제조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골재는 현지 모래와 유사한 조성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

상대로 로만 마르모리노와 매우 유사한 석회 바인더라고 볼 수 있다. TGA 분석에 따라 플라스터 모

르타르에서 발견된 유기 첨가제의 흔적을 배제하도록 한다. 탄산칼슘 양이 74%으로 나타났다는 점

에서 플라스터 세 층의 모든 바인더가 비수경성 석회(소석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6.3.3  비율

 통합적인 보존 결과물을 구현하고 확실한(진정성 있는) 플라스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인더 

및 골재의 성질을 모두 파악하고 바인더와 골재의 비율을 분명히 정해야만 했다. 이는 모든 통합적 

결과가 화학적, 물리적, 미학적 파라미터에 항상 완벽하게 부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통합적 작업 중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 별도로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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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통해 세 개의 플라스터 층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며 이로 인해 다른 조성과 혼합물이 형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층 (1층)

샘플 번호 ED/P/001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선명한 갈색을 띠며 토양이나 모래와 접촉하여 형성되

었다. EDS 스펙트럼과 X-선 도표에서는 다량의 칼슘과 규소,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함께 소량의 칼

륨과 크롬, 철이 제시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매트릭스 물질 내 수분에 용해되어 생성된 탄산

과 수산화칼슘의 반응으로 방해석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XRD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로 볼 때 

플라스터는 비수경성 석회 바인더-골재 비가 약 1:1인 석회 모르타르로 제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골

재는 현지 모래와 유사한 조성을 지닌 모래로 구성된다.

중간층 (2층)

샘플 번호 ED/P/001b. XRD 회절 패턴을 통해 석영과 방해석, 셀러스틴(천청석)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비수경성 석회 모르타르가 현지 모래로 제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관찰 결과는 다른 분석 물

질의 결과와 유사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중간층의 모르타르 혼합물이 장식용 외부층의 모르

타르 혼합물과 같다고 무리 없이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중간층이 아리치오 위에 넓게 발려 부드러워

진 사실을 보면 이 추측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장식용 (허위) 블록 사이의 

접합부를 나타내는 선이 젖은 플라스터 층에 그려져 표면의 루스티카한 최종 블록 층을 명확히 표시

한 후, 루스티카한 블록 장식이 그 위에 적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양쪽 모두 외부에서 보이는 층이므

로 잘 마무리해야 한다. 이 플라스터 층의 조성은 비수경성 석회 바인더-골재 비가 약 1:1인 석회 모

르타르로 제조된 최종 층과 같다. 골재는 현지 모래와 유사한 조성을 지닌 모래로 구성된다.

바닥층 (아리치오 또는 3층)

EDS 분석에 따르면 샘플에서 높은 함량의 마그네슘과 규소가 검출되었으며, 다량의 칼슘과 산소

가 발견된 백색 결정은 방해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매트릭스 물질 내 

수분에 용해되어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탄산의 반응으로 형성된 것이다. XRD 분석에서는 거의 독점

적으로 석영, 방해석, 아라고나이트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미립자 크기의 두 골재(미크라



216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이트 탄산 덩어리 중 하나와 미세 석영으로 예측됨)로 제조된 비수경성 석회 기반 모르타르이다. 이 

결과는 예비 층으로 석조에 적용된 이 모르타르에 다른 혼합물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거친 혼

합물에 더 큰 입자의 현지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물질을 여과하는 동안 이 골재에 더 큰 메쉬를 사용

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골재와 석회의 혼합비는 약 1:1 정도로 동일하다.

7. 보존 작업 과정

미시적·거시적 접근에 이르는 종합적인 작업을 수행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팀 전체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보존전문가의 문의 사항에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수행한 팀이 

이론 및 실험실 작업에서 실습 및 현장 작업으로 방식을 

전환하게 되었다. 

보존전문가와 고고학자가 실험실이나 과학 회의의 분

석연구 단계에서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보존과학자가 사

막 현장에 나가 보존팀과 함께 작업했다는 점에서 이 작

업 방식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제시한다. 현장에 과학

자를 배치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보존을 구현하는 전체론

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와 보존전문가

는 실험실 분석으로부터 결정된 비율과 재료를 반영하여 

현장 조건 안에서 샘플과 검사용 패치를 준비하였다. 단

순한 모래 삽질과 돌 운반 정도를 예상했던 박물관 직원

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과정에 참여하

였으며, 이 작업이 내포하는 철학을 몸소 체험함과 동시

에 자신이 진행하는 작업 자체 외에도 그 작업이 갖는 의

미까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0.   발굴 당시 유적 상태(상), 2013년 상태(중), 

이후 보존 상태(하) (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2017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학술심포지엄

217

현지 소석회 모래와 벽돌 가루를 사용하여 검사가 진행되었고 보존전문가와 고고학자는 훼손된 부

분의 모든 석조가 벨기에 고고학 팀에서 붕괴 전 제공한 도면에 제시된 본래 위치와 연결되도록 식별

번호 시스템을 고안하였으며, 보관 장소로 옮기기 전에 도면상의 지점과 해당 부분 석조물을 찾을 수 

있게 각 샘플 번호를 준비하였다. 또한, 붕괴 위험 구역에 비상용 버팀목과 모래 자루를 설치하여 작

업 중 추가 붕괴를 방지하였다.

기존 모르타르가 사라져버린 부분의 석재 블록 사이 빈 접합부에 작은 돌을 채워 넣어 블록이 가라

앉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튜브를 돌 사이 공간에 삽입하였고, 보존과학자가 현지 재료

를 사용하여 제작한 석회 모르타르를 모든 접합부에 채워 넣었다. 일단 모르타르가 굳으면 수경성 모

르타르 액을 사용하여 빈틈에 그라우팅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임무에서는 모든 접합부가 단단하

게 굳었고 완전히 탄산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라우팅을 빈 공간에 쏟아 부었다. 사용된 그라우트

는 수입 수경성 석회 모르타르로 제작한 것인데, CO₂가 없어도 수경성 석회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

에 두 번째 임무를 시작할 때 구매하였다.

번호를 매겨 보관했던 석조물을 다시 석회 모르타르 위에 깔았고 모든 돌이 본래 위치에 놓였으며, 

국제 지침에 부합하는 장소 및 기술 진정성에 대한 규정도 준수할 수 있었다. 단, 유일한 차이점은 사

막 기후를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진흙 모르타르 대신, 모르타르 베딩에 석회를 사용한 것이었다. 

그림 11.   모르타르 및 플라스터 현장 검사 중

인 아델 엘 투르크(Adel el Turke) 

           (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그림 12. 그라우팅 전에 벽을 준비 중인 저자 

           (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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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사전에 결정한 비율과 제조법에 따라 제조된 석회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플라스터의 균

열부와 빈틈에 스며들도록하며 채워 넣었다. 층 사이에 분리이탈 현상이 발생한 경우, 미리 혼합한 

수경성 모르타르 액을 주입하였다. 플라스터에 분해 작용이 일어난 경우 해당 부위에 두 가지 나노 

석회 처리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현대 물질이지만 플라스터의 기존 바인더와 똑같은 새로운 바

인더로서 탄산칼슘(CaCO₃)을 생성하므로 화학적으로나 물리적 또는 미적으로 완벽하게 부합한다. 

두 번째 작업에서 제단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벨기에 팀의 도면을 통해 모든 석조를 제자리

로 재배치하고 제단을 본래 형태 및 건축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단, 건축 기술에서는 모르타르 

베딩 시 석회를 결합제로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4개의 하단 석재 블록이 6개의 상단 블록보다 깊

이와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개의 제단 중 하나에서 두 건설 단계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아나스틸로시스(Anastylosis, 해체 복원 방식) 유형의 복원 과정을 진행했지만, 건축 기술

의 진정성은 보존되었다. 벽 윗부분은 추가 침투 및 고등 식물의 생장을 방지하기 위해 “코초페스토

(cocciopesto, 고대 로마 석회 미장재)”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 하였다(캐핑, 두겁).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된 일부 스투코 작업을 제외하면 사원은 고고학자가 발굴했던 상태와 

형태로 최대한 복원되었다. 이 작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겐트 대학의 어니 해린크(Ernie Haerinck) 

교수가 작업이 종료 후 몇 개월 만에 현장에 돌아왔을 때, 우려했던 바와 달리 사원이 이전 상태와 똑

같이 유지된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였다. 조화로운 팀워크를 통해 이 유일한 사원을 부활시키는데 

그림 13. 복원된 사원의 북벽의 상면 마무리 중인 저자(사진: 맥다드 아보얼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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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였지만, 아직 수행할 한 가지 필수 작업이 더 남아있었다. 석재 붕괴 요인은 모두 분석되었고 

완화되었지만, 더욱 광범위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었다. 넓은 의미

에서 사원 붕괴의 주원인은 미흡한 유지관리였으며, 움 알 쿠와인 박물관의 현지 담당부에 인계될 유

지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이 보존 프로그램의 핵심 사항이었다. 이제 박물관 팀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잠식하는 모

래 언덕은 제거되었으며 현장 주변에 담장을 설치하여 낙타와 야생 당나귀 등의 현지 동물 이 벽을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8. 결론

오늘날 융복합적 보존 방식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단순한 통합적 의

미를 넘어 보존 작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더 많은 관련자를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 작업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계획 과정과 연구 단계, 보존 프로그램 수행에 공동으로 참

여하며 실질적인 작업에 관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보존전문가는 연구실로 보내졌고, 미세한 

모르타르 비율을 결정하던 보존과학자는 중동지역의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서 현장 팀원과 함께 모래

를 체로 거르거나 모르타르를 혼합하고 벽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교환 및 참여 방

식은 실제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었고, 모든 팀 구성원은 전체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가치를 

그림 14. (사진: 유스티나 라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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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게 되었으며,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현장 안팎에서 공유하여 각 팀의 경험을 질적으로 향상시

켰을 뿐만 아니라 이 유일무이하고 불가사의한 유적에 관해 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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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out the millennia man has attempted to care for the beauty that has been created 

and while in ancient times it was the artists and artisans who took care of this task now, to 

paraphrase Jane Austen,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piece of heritage in 

need of conservation, must be in want of a multi-disciplinary team of professionals. 

This article will use the conservation of the 1st Century CE Sun Temple of Ed Dur in 

the Emirate of Umm al Quwain (UAE) as a case study to show how the involvement of a 

multi-disciplinary team at all stages of the conservation programme not only generated a 

better and more holistic conservation of an important site but also enriched the professional 

experiences of the team members.

The temple was excavated in the 1980s and left exposed which created severe 

conservation issues by the time the conservators surveyed the temple in 2013 and realised 

that it was in urgent need of a holistic conservation programme to avoid complete loss. The 

materials and the agents of decay were all extensively analysed by the team which included 

conservation scientists, the architect, engineers, archaeologists, conservators,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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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te staff. The sharing of the results and the experience of all members of the team 

produced guidelines and recip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emple which were compatible 

historically, chemically, physically and aesthetically. 

Keywords: stone, lime plaster, conservation, holistic

1. Introduction

Conservation of heritage has existed for as long as man has perceive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what he has created but the approach to how heritage should be conserved 

has evolved and developed over time and with the changes in approach and method so the 

people who actually plan and implement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perations have 

also changed.

In ancient times those responsible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eritage such 

as paintings, sculpture and architecture, tended to be the artists and artisans who had 

created the art in the first place since they were really the only people familiar with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It was only in more recent centuries that the approach towards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eritage really began to develop as architects and 

philosophers began to discuss and develop ideas that came to define the field. Different 

schools of thought developed and the discussion was vibrant. However in the last century 

attempts were made to made to find consensus and to define this in declarations and 

charters; this also brought its own difficulties, especially in a global situation with great 

cultural diversity in perception of value and significance.

The early charters and declarations like Athens (1931) and Venice (1964) concern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ancient monuments already made overtones to the 

employment of multidisciplinary teams in the conservation of heritage and the importance 

of this has increasingly been stressed. The Nara Declaration addressed the cultural diversity 

in approach and its definitions of authenticity have proved extremely helpful in defining 

what it is that should be conserved and how.

Today the importance of including the broadest possible spectrum of discipl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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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ise in the conservation process is almost universally acknowledged though perhaps 

not always universally applied. In this case study I will attempt to show how the use of 

a multidisciplinary team not only in the research phases but also in the practical phases 

generated a sharing and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nd practises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not onl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e site but also to its 

conservation for future generations.

2. A Case Study for the Integrated Approachh

In order to illustrate how this integrated approach can be successfully applied I am 

going to use the recently concluded conservation operation in the Arab Emirate of Umm 

al Quwain in UAE which was implemented by ATHAR/ICCROM in collaboration with the 

Museum of Umm al Quwain under the Department of Antiquities and Heritage, Umm 

Al-Quwain. This 1st Century CE site was in a very poor state of preservation and was in 

imminent danger of collapse and loss. It urgently required a comprehensive conservation 

programme and a multi-disciplinary team was assembled that would assess and analyse 

all the conservation issues and not only develop a conservation plan but implement it.  

The team included archaeologists and art historians from the Umm al Quwain Museum 

Department of Antiquities and Heritage, architects from the ICCROM/ATHAR Centre 

in UAE, conservation scientists from the Emirates and the UK, conservators from UK/

Italy and Poland, documentation specialists and masons and managers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Ultimately 10 nations were represented on the team. 

The aim was to understand as much as possible about the site in terms of history, 

conservation history, constituent materials, techniques of construction and causes of 

decay, because through that understanding it would become possible to understand the 

materials, the causes of the decay and to develop a therapy, with appropriate methods and 

materials, that would restore the integrity of the heritage, aesthetically and physically, as 

well as mitigating the threat of further decay.  The study began with documentation and 

research in to the history of the temple, that is to say the conservation history and the 

archaeological and cultural history of the site. In this way it was possible to make ho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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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ormed decisions concerning the short and long term conservation strategy.

3. Historical Background

Archaeologists from the University of Ghent (Belgium) had discovered the temple in the 

1980s and had exposed the walls and the decorations as well as four altars that were close 

to the temple. The temple is rectangular and built from what they described as “beach 

stone” bedded in a mud mortar which was coated externally with what they described as a 

“gypsum plaster”. They found artefacts from all over the region including Roman glass and 

Mesopotamian pottery and coins  and, significantly, they found a stone with an inscription 

in Aramaic that stated that the temple was dedicated to the Sun God Shamash. 

The town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1st Century CE port which traded in pearls, 

incense and probably grain from the internal settlement of Mleiha. It would have been an 

important stopping point along the trace route between Characene and the Gulf region and 

even as far as the coast of India . The archaeologists collected the artefacts and published 

them and a museum was built in the local town of Umm al Quwain to exhibit the finds.

4. Conservation History

Figure 1. Ed Dur immediately following excavation 

            (Photo: Ghent University Mission Report)

Figure 2. The condition of the temple in 2013 

             (Photo: Justyna Hrab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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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focus was confined to research and archaeology and though excellent drawings and 

documentation were made which proved fundamental in the conservation operation, the 

lack of conservators in their team meant that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is unique site was not even considered and in their final report it actually states it that 

“After the 8th campaign we decided to stop fieldwork at ed-Dur and give it back to the 

desert, where it was kept for 2000 years.”   

The temple was not back-filled and when their missions ended in 1994 was left exposed 

to the harsh elements of the coastal gulf climate and it soon began to collapse. The mud 

mortar dried out in the arid climate and became dust and the desert winds soon blew this 

out of the joints leaving nothing to support the stones in the structure. When we surveyed 

the temple all four altars had been reduced 

to piles of stones and sand and the north 

wall inside the temple had collapsed leaving 

the external part of the wall, incredibly, 

only held in place by the plaster. The jambs 

of the doorways had fallen down and the 

detailed stucco around the doors was lost. 

An intervention was absolutely essential if 

the whole temple was not, to paraphrase the 

report, to go back to the desert. 

5.   Developing a Conservation Strategy and Programme

The ATHAR Centre secured funds to save this temple and carried out a documentation 

programme during which the surfaces and structures were surveyed and in October 2013 

a mission was organised during which conservators, archaeologists and a conservation 

scientist met on site to assess the condition and to plan the research that would lead to the 

conservation plan. It is here that the importance of a collaborative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of the essence. The local archaeologists were able to give a full account to 

the conservator of the conservation history as well as the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Figure 3.   The temple in 2013 showing the collapse of the 

northern wall(Photo: Justyna Hrab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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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the conservator 

was able to ask the conservation 

scientist what kind of test and 

samples would be needed to 

reveal the specific information 

that he required to plan an 

intervention. 

It was also at these meetings 

that the conservation strategy 

was discussed and defined. The 

treatment of an archaeological 

ruin of this type can be approached in a number of ways and in the early stages the 

strategy of the local parties was to conserve and restore the temple completely. This would 

have involved strengthening the walls and then rebuilding the walls up to the original 

height and then adding a roof so that the complete structure and form would have been 

reconstituted.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between archaeologists, architects, engineers and 

conservators eventually led to a different strategy which was much more line with 

internationally agreed conservation practises. The problem with the idea of reconstruction 

was that there was no archaeological or historical data as to what the actual height of the 

walls might have been and furthermore there was only hypothesi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roof; whether it was a complete covering or perhaps with an opening. Furthermore 

the walls were deformed and with the collapse of the internal parts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straighten them which meant that it would also be impossible to build the new 

parts on top of the old walls.  The conservation of authenticity and value is the principle 

aim of the conservator and when the heritage is on the tentative list for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List  the failure to conserve authenticity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n make a great difference during the eventual assessments of the requirements for 

nominations.

It was therefore decided that the conservation would be minimalist. The Belgian 

archaeological team had left extremely accurate drawings of the every element of the 

Figure 4.   Archaeologists, conservation scientists and conservators discussing 

the conservation programme at the Umm al Quwain base camp

            (Photo: Anwar Sab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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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which included measured drawings of the wall including every stone and this was to 

provide an essential guideline for the project. So it was agreed that reconstruction could be 

carried out only as far as was already clearly documented in the drawings provided by the 

archaeologists so the situation would return to that of the condition following excavation 

in the 1980s. The materials used would be as far as possible the same as thos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and this would be one of the aims of the analysis: to provide 

guidelines and recipes for the conservation process.

6. Developing a Sampling and Testing Campaign

Conservators often create difficulties for the analytical conservation scientists by 

providing a lot of samples and not enough strategic questions, so these early meetings were 

essential to define the types of questions that needed to be answered and to determine the 

types of analysis that would be able to provide data whose evaluation could provide help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mortar between the blocks of stone, to 

understand the type of stone, to understand how the stucco plaster had been applied, to 

understand the ratios of materials in the stucco layer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oil, 

and to evaluate the presence of soluble salts and other potential agents of decay. It was 

the intention of the conservator to get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ortars and plasters 

through analysis in order to be able to develop conservation materials that wer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original so that they would be fully compatible chemically, physically and 

aesthetically.

The conservation scientist Adel el Turke from the University of Bristol  was able to 

provide a list of analytical methods and techniques that would answer the very specific 

questions of the conservator and moreover to describe the types of samples that would be 

required, the time that would be need and indeed the costs. Then a sampling campaign 

was designed, and tables and code numbers were prepared to codify the samples and the 

locations of where the samples would be taken were recorded on the plans. Bags and 

canisters were prepared and it was then possible to take the samples very quick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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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ly in a systematic way which was extremely important since at that time the 

temperature on site was extremely high and the working conditions were not conducive to 

concentration. 

The questions that were asked were as follows:

The Stone

1. What is the stone?

2. What are properties of the stone?

The Mortar

1. What is the stone?

2. What are properties of the stone?

Figure 5. The sample points at the temple of Ed Dur. (Drawing: Adel el Turke)



230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The Plaster

1. How many layers?

2. What is the binder?

3. What is the composition/ratio of the mortar?

4. What is the water absorption rate/porosity of the plaster?

The Soil

1. What is the composition of the soil at various locations in and close to the site.

2. Are there salts present in the soil? 

6.1  The Stone

The archaeologists had posed various theories as to the type and provenance of the stone 

and therefore the analysis was aimed at confirming or disproving these and establishing 

a scientific characterisation of the type of stone that was used by the builders in the 1st 

Century CE for the temple. The theories that had been put forward concerning the stone 

were as follows:

Coral stone

“beachrock” in Arabic farush 

concrete from the lagoon according to Olivier Lecomte

Table 1. Table for the sampling of the Stone at Ed Dur

Type of Test Reason for Test Type of Sample Sample Code Number

SEM EDAX Mineralogy Fragment
ED/S/001

ED/S/002

Mercury Intrusion Pore size distribution Fragment ED/S/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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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tests showed that the stone can be classified as a 

calcareous corallite stone with well sorted skeletons of calcite, frequently preserved as 

fossils (mainly bivalves and planktonic foraminifera). There is secondary porosity due to 

weathering, in particular from the impact of sand action. The stone has a fossil morphology 

in smaller quantities of very well sorted coarse shells (0.5->3 mm) composed mainly of 

rounded and elongated grains. 

The secondary electron images obtained from the surface of the stone sample reveal that 

it is covered with dense crystals. The phase present exhibited a morphology similar to that 

Figure 6. Thin section of the stone at Ed Dur (Photo: Adel el Turke)

Figure 7. SEM of the stone at Ed Dur (Photo: Adel el Tu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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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alcite. The stone consisted of high levels of calcium, carbon and oxygen, which is the 

main constituent of the calcareous stone component. In addition, silicon, magnesium and 

aluminium were also identified, because the Temple was buried in the sand for nearly 2000 

years so these constituent materials are probably from the contamination of the local sand. 

The porosity of the ston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Ed-Dur temple was measured 

using the total immersion water absorption test. The open porosity in the stone was found 

to be 24.5%. The average porosity (%) of coral stone as reported in the ICCROM-UNESCO-

WHC report is in the range of 40-50 which would indicate that this is not Coral stone.

Overall, the stone materials can be classified as a calcareous corallites stone having well 

sorted, skeletons of calcite, frequently preserved as fossils (mainly bivalves and planktonic 

foraminifera). So it is not pure coral stone as is found in the nineteenth century buildings 

in Sharjah but is the “beach rock (Arabic. farush) mentioned in the Belgian report. These 

stones of varying thickness were probably extracted from the nearby lagoon and are similar 

in composition and formation to the “coquina” stone found in the tropical areas of the 

Caribbean. The theory posed by Olivier Lecomte that it was man made from the mud in the 

lagoon can also be discounted.

6.2  The Mortar

Knowledge of the composition of the mortar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replicate this mortar which ultimately had failed and caused the collapse 

of parts of the temple and all of the altars or whether a different mix should be used and if 

so what?

Table 2. Table for the sampling of the Stone at Ed Dur

Type of Test Reason for Test Type of Sample Sample Code Number

Wet Chemistry Analysis Ratio aggregate to binder Fragment

ED/M/001

ED/M/002

ED/M/003

TGA Difference between calcite 
and portlandite 2 Fragments

ED/M/004

ED/M/005

ED/M/006



2017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학술심포지엄

233

The XRD results show almost exclusively the presence of quartz, calcite, dolomite, 

cristobalite, enstatite, perovskite and orthoclase. These minerals are also present in the soil 

samples which would indicate that the mortar is made from local soil. That is to say a mud 

based mortar without a lime binder of any sort. There are also some traces of sodium which 

might indicate that sea water was used or that the soil/mud came from the lagoon.

It is therefore proven that the original mortar was a mud mortar and this would have 

been satisfactory for the original construction given that the external surfaces were 

protected by layers of plaster and the internal surfaces were protected from the elements 

by a roof and probably also by a light plaster. However the conservation project does not 

foresee the restoration of the roof or a shelter and did not foresee the reapplication of the 

internal plaster.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adjust the composition of this mortar to 

adapt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o it was decided, given the extensive use of lime 

in the plasters, that the most suitable and authentic binder would be lime putty and tests 

were then carried out on site to find the best ratio of binder to aggregate for this and also 

for the grouts that would be needed to fill  the voids in the walls which were extensive.

6.3  The Plaster 

Figure 8.    The layers of plasters typical of a 

Roman wall as defined by Vitruvius 

Figure 9. The layers of plaster at Ed Dur 

            (Photo: Simon War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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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clear through optical observation that there were three different mixes us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decorative external plaster. The archaeologists had stated that it 

was gypsum plaster but the conservators found this hypothesis extremely unlikely and 

so took samples to test not only the nature of the binder but also of the aggregates and 

to understand the ratios so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make compatible pointing and 

integration of the cracks and lacunae of the various layers.

Table 3. Table for the sampling of the Stone at Ed Dur

Type of Test Reason for Test Type of Sample Sample Code Number

Wet Chemistry Analysis
XRD
SEM/EDAX
HCL

Ratio aggregate to binder
Half the above fragment 
broken across the layers

ED/P/001a,b,c,d.
a = outermost
d = preparation layer

6.3.1  The plaster layers

Close examination of the plaster layers showed that a first rough or “arriccio” layer was 

applied to the stone blocks and then a second layer of a finer mix was applied to that to 

give a smooth surface. Some incisions were made on this surface. Then a final decorative 

layer was applied to give the form of the stone blocks or rustication. This sophisticated 

method of plaster application is not only unique to the whole of the gulf region but exactly 

conforms with the recipes and methods outlined in the “De Architettura”  of the Roman 

architect Vitruvius (Book VII, Chapter III) and furthermore research has shown that while 

this is the only case of this type of plaster in the Gulf region there is another example of 

this type of plaster and recipe in Egypt at the temple in Luxor where a Roman temple of 

the same date was built.

6.3.2  The Binder

This has been determined by the tests carried out by the conservation science team. We 

suspected that it was a lime binder because of the similarities with Roman Marmo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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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report provided by the Belgian archaeologists who carried out the excavations and 

exposed the structures suggest that the plaster was actually gypsum based. The samples 

were tested using SEM and EDS which revealed high levels of calcium, silicon, magnesium, 

aluminium, and small amounts of potassium, chromium and iron. The presence of calcite 

is due to the reaction of calcium hydroxide and carbonic acid formed from the dissolution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into water within the matrix material. The result is in 

agreement with the XRD result.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laster is made of a lime-based mortar 

prepared with a non-hydraulic lime binder/aggregate ratio of about 1:1. The aggregate 

comprises sand which had a composition similar to the local sand. As expected it is a lime 

binder because of the similarities with Roman Marmorino. From the TGA analysis, we can 

exclude the presence of organic additives sometimes found in plaster mortars. The amount 

of calcium carbonate is 74%.  Therefore there is now no doubt that the binder in all three 

layers of the plaster is a non hydraulic lime (slaked lime).

6.3.3  The Ratios

In order to reproduce an authentic plaster for the purposes of integration it was necessary 

not jus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binder but also the nature of the aggregates and 

the ratio between aggregates and binder. This would mean that any integrations made 

will be fully compatible in terms of the chemical, physical and aesthetic parameters. Any 

differentiation that is required can be done through the working and finishing of the 

integration. There are three plaster layers which, with optical observation, appear to have 

different properties and therefore different compositions and mixtures. 

External Layer (Layer 1)

Sample number ED/P/001a. It has a clear brown colour which tests determined were due 

to contact with the soil and the sand. EDS spectra and X-ray maps revealed high levels of 

calcium, silicon, magnesium, aluminium, and small amounts of potassium, chromium and 

iron. The presence of calcite is due to the reaction of calcium hydroxide and carbonic acid 

formed from the dissolution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into water within th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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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he result is in agreement with the XRD result. From thes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laster is made of a lime-based mortar prepared with a non-hydraulic 

lime binder/aggregate ratio of about 1:1. The aggregate comprises sand which had a 

composition similar to the local sand. 

Middle layer (Layer 2)

Sample number ED/P/001b. The XRD diffraction pattern allows identification of Quartz, 

Calcite and Celestine. The result reveals that the non-hydraulic lime-based mortar has 

been prepared with local sand. This observation is similar to those obtained from the other 

analysed materials. Therefore based on these results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mortar mix for the middle lay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external decorative layer. 

This would be logical since this middle layer would have been spread over the arriccio 

and smoothed out. When still wet the lines that indicate the joints between the decorative 

false blocks would have been drawn in to the wet plaster layer which would give a clear 

indication to the artists for the final rusticated block layer on the surface.  Finally the 

rusticated block decoration would have been applied to it. Both these layers are visible and 

therefore need to be well finished.

So the composition of this plaster layer is the same as the final layer which is made of a 

lime-based mortar prepared with a non-hydraulic lime binder/aggregate ratio of about 1:1. 

The aggregate comprises sand which had a composition similar to the local sand.

Ground layer (Arriccio or Layer 3)

EDS analysis of the sample identified a higher amount of magnesium and silicon, while, 

in the white crystals higher amounts of calcium and oxygen were detected, indicating 

the presence of calcite. This is due to the reaction of calcium hydroxide and carbonic 

acid formed from the dissolution of atmospheric carbon dioxide into water within the 

matrix material. The XRD analysis showed the almost exclusive presence of quartz calcite 

and aragonite. It is a non-hydraulic lime based mortar prepared with two different 

granulometric aggregates: probably one of micritic carbonatic lumps and fine quartz. 

This means that a different mixture was used for this mortar which was applied to the 

stones as a preparatory layer. It was a rougher mix in which they used local aggregat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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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ater grain size. This might mean that they were sieving the materials and they used 

a larger mesh for this aggregate. The mixture between aggregate and lime is the same 

however at around 1:1.

7. The Conservation Intervention

It was now time to take the operation from the 

micro to the macro but the difference was that 

the whole team was to make this shift. The team 

had carried out multiple types of analysis aimed 

at answering a series of questions posed by the 

conservator and now it was time to go from theory 

and laboratory work to practice and site work. 

What made this intervention particularly 

significant was that in the same way that the 

conservators and archaeologists had joined in the 

analytical phases of the study in the laboratories 

and at the scientific meetings, so now the 

conservation scientists were taken to the site and 

worked side by side with the conservation team 

out in the desert. By having the scientists on site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a holistic operation that 

made for a much more complete conservation. The 

scientist and the conservator prepared samples and 

test patches in site conditions which reflected the 

ratios and materials that had been determined in 

the laboratory analysis. Everyone on site was involved in this process including the workers 

from the museum who initially expected simply to be shovelling sand and shifting stones. 

This brought everyone in to the philosophy of the operation and gave everyone a clear 

understanding of not only what they were doing but also why.

Figure 10.   The condition of temple at the moment 

of excavation (top) in 2013 (centre) and 

following conservation (bottom)

              (Photos: Justyna Hrab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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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ests were made with the local slaked lime sand and brick dust so the conservators 

and archaeologists prepared a numbering system so that every stone in the collapsed parts 

was associated with its original position in the drawings made by the Belgian mission prior 

to collapse, and was given a code number linked to the drawing before it was moved to a 

storage area. At the same time emergency shoring and sand bagging was applied to the 

endangered areas to avoid any further collapse during the operation. 

Small stones were inserted in to the empty joints between the blocks where the original 

mortar had been lost so that there was no chance of the blocks subsiding or shifting. Then 

tubes were inserted into the voids between the stones and all the joints were filled and 

pointed with a lime based mortar that had been designed by the conservation scientist 

with local materials. This would mean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grout the voids with a 

liquid hydraulic mortar once the mortars had hardened. The grout was poured in to the 

voids in the second mission to ensure that all the joints had not only hardened but had also 

achieved full carbonation. The grout used was made with a hydraulic lime mortar that was 

imported because hydraulic lime can react in the absence of CO₂ and this was achieved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mission. 

The stones which had been numbered and stored were then bedded back on a lime 

mortar so that eventually every stone was returned to its original position thus maintaining 

Figure 11.   Adel el Turke carrying out site 

tests of mortars and plasters

            (Photo: Justyna Hrabska)

Figure 12.   The author preparing the wall for 

grouting(Photo: Justyna Hrab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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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ity of location and technique in line with all international guidelines. The only 

difference was the use of lime in the bedding mortar since the original had been a mud 

mortar which demonstrably did not have the properties to survive in an exposed desert 

climate. 

Cracks and lacunae in the plaster were integrated with a lime mortar following the ratios 

and recipes that had been determined in the laboratories. Where there was detachment 

between layers a liquid pre-mixed hydraulic mortar was injected. In areas where the 

plaster was subject to some disintegration two treatments of nano-lime were applied since 

even though this is a modern material it generates Calcium Carbonate (CaCO₃) as a new 

binder which is exactly what the original binder was in the plaster so it is fully compatible 

aesthetically, chemically and physically. The same methodology was applied to the altars 

during the second mission and by referring to the drawings of the Belgian team it was 

again possible to replace every stone in its original position and return the altars to their 

original form and building technique with almost no change other than the use of a lime 

bound bedding mortar. This was possible to the extent that it is even possible to see the two 

construction phases of one of the altars because the blocks in the lower four courses had a 

greater depth and volume than the blocks in the upper six courses. Thus the authenticity 

of building technique was conserved even though this was a restoration process of the 

anastylosis type. The tops of the walls were capped with a “cocciopesto” mortar to avoid 

any further infil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the growth of higher plants.

Figure 13. The author capping the restored north wall of the temple(Photo: Meqdaad Aboelg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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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mple was restored, as far as possible, to the state and form that it was found 

by the archaeologists with the exception of some of the stucco details which, sadly, had 

been irreparably lost. This was so successful that a few month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works Professor Ernie Haerinck from the University of Ghent returned to the site and, 

expecting it to be in the last stages of collapse, was delighted to find it in the same state 

as he had left it. The integrated teamwork had succeeded in saving the unique temple 

from complete loss but one more essential operation still was required. The agents of decay 

had all been analysed and mitigated but from a broader management point of view there 

was one significant issue that needed to be addressed. The main cause of the decay of the 

temple in a broad sense had been the lack of maintenance and so it was a vital part of 

the conservation programme to prepare and implement a maintenance programme that 

would be handed over to the local authorities at the Umm al Quwain Museum. The team 

at the museum was now well prepared to take on this task and a systematic maintenance 

programme was designed which was handed over. The encroaching dunes were removed 

and a fence was built around the site to stop the local fauna (camels and wild donkeys) 

from rubbing up against the walls and also to discourage human visitors using it for 

inappropriate purposes.

Figure 14. (Photo: Justyna Hrab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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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an integrated and multi disciplinary approach is now generally 

acknowledged because it extends the conservation operation beyond the realm of simple 

consolidation and gives it relevance to more people. In this operation the different 

disciplines shared their experiences in practical terms in that they were all together in both 

the planning process, the research pha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rvation 

programme.  The conservators went in to the research labs and the conservation scientist, 

who had determined the ratios of the mortars at a microscopic level, worked under the 

Arabian sun sieving sand, mixing mortars and re-building walls along with the site staff. 

This exchange and participatory approach was true across the board and all the team 

members found great value in participating in the whole process and experience and 

knowledge was shared on site and off that has enriched not only the experience of the 

teams but had also enriched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is now available about 

this enigmatic and unique site. 

Acknowledgements

Grateful thanks are extended to all listed below

Dr Zaki Aslan – Director ICCROM/Athar Centre;

Dr Alya Al Ghafli,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Antiquities and Heritage in Umm Al- 

Quwain;

Dr Adel el Turke – Conservation Scientist, University of Bristol; 

Justyna Hrabska  – Assistant Conservator ICCROM Consultant; 

Anwar Sabik  – Architect, ICCROM Athar Centre; 

Fatma Marii – Archaeologist ICCROM Athar Centre;

Abdul-Hameed Al-Nassar – Archaeologist ICCROM Athar Visiting Researcher; 

Rania Hussein – Archaeologist Umm al Quwain Museum;

Meqdaad Aboelgreed - Archaeologist Umm al Quwain Museum. 

Site Team from Umm al Quwain Museum:



242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f Stone Conservation 

Mohammed Mustaq

Mohammed Anwar

Sagheer Hamaed

Mohammed Alyas

Shas Anwas

Mohammed Yasser

Mohammed Isaq

Amir al Huq Amir

REfEREnCES

  ... “in each country, the architects and curators of monuments should collaborate with 

specialists in the physical, chemical, and natural sciences with a view to determin-

ing the methods to be adopted in specific cases;”  Athens Charter 1931.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must have recourse to all the sciences 

and technique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study and safeguarding of the architec-

tural heritage. Art. 2 Charter of Venice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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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gate.net/publication/229990910 

  “All reconstruction work should however be ruled out "a priori". Only anastylosis, that is 

to say, the reassembling of existing but dismembered parts can be permitted.” Ven-

ice Charter 1964.

  Ed Dur Site submitted 30/01/2012, criteria (iii), Cultural, submitt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Tourism and Antiquities  ref: 5663



2017 석조문화재 보존 국제학술심포지엄

243

“When not less than three coats of sand mortar, besides the rendering coat, have been 

laid on, then, we must make the mixture for the layers of powdered marble, the 

mortar being so tempered that when mixed it does not stick to the trowel, but the 

iron comes out freely and clean from the mortar trough. After this powdered marble 

has been spread on and gets dry, lay on a medium second coat. When that has been 

applied and well rubbed down, spread on a finer coat. The walls, being thus ren-

dered solid by three coats of sand mortar and as many of marble, will not possibly 

be liable to cracks or to any other defect.” Vitruvius The 10 Books on Architecture  

Book VII, Chapter III. Translated by Morris Hicky Morg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Mahmoud, H. M., Kantiranis N., Stratis J., A technical characterization of Roman plas-

ters, Luxor temple, Upper Egypt Mediterranean Archaeology and Archaeometry, 

Vol. 12, No 2, pp.81-93 Copyright @ 2012 M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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