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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 해체복원을 통해 살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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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durability is the falling. So the conservation is easy

relatively. But the conservation countermeasure of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e

environment pollution needed urgently as extreme.

I will find out about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rough the example of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treatment about Bowonsabeobin-guksaboseungtap in the paper. 

Damage reasons of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re a physical damage, a structural

damage, a biology damage, a chemical damage and artificial damage.

The moisture plays especially the role which damage is make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is damaged due to damage reasons.

So we investigate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and must remove damage reasons.

Bowonsabeobin-guksaboseungtap is funerary stupa of buddhist monk with circle-

oriented octagon in Geryeo Period. There is the open air.  

Parts of it were damaged by grave robbery in 2004. So restoration was begun in 2004.

While restoring it, wrong arrangement on top of the monk-stupa was rearranged. After

being arranged in right order, the middle of monk-stupa was fixed by setting up stainless

steel shaft. 

A roof stone of stupa finial has cracks. So It was adhered with epoxy resin(L-30) and

93 / 서산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해체복원을통해살펴본석조문화재의보존



was washed with distilled water for pollution clearing. 

The stone cultural properties takes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pollution much

because it stays at the fields. It is easy also to be robed.  Therefore we must watch more

with the concern.

Ⅰ. 서 론

역사속의 우리나라 문화재들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현존하는 문화재들은 석

조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 상 양질의 석재를 얻을 수 있

기 때문에 많은 수가 조성되기도 하 지만 그보다 내구성이 강한 석재의 재질 특성상

보존이 보다 용이하 기 때문에 전란과 자연재해 등의 훼손 요인속에서도 현존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조문화재도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따른 훼손이 가중되고 있으

며 주로 실외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 특성상 도괴도 빈번하게 이루어져 보존에 대해 중

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석조문화재의 보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방안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지역별로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현황을 조

사하 으며1)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존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오는 2005년에는

지역별 석조문화재의 전반적인 보존현황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훼손이 심각한 경우 보존처리가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바 본 고에서 2004년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이 도괴로 훼손되어 보존처리, 해체 복원이 실시되었던 과

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석조문화재의 보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석조문화재의 훼손요인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

존현황과 보존처리 과정, 해체복원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석조문화재의 보존은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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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에는 경북지역, 2002년에는 광주, 전남북 및 제주지역, 2003년에는 서울, 충남북지역, 2004년에는 경남, 울산, 부산 및 대구
지역 석조문화재가 조사되었다.



Ⅱ. 석조문화재의 훼손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는 지류, 섬유류, 목재류 등 다른 재질의 문화재에 비해 내구

성이 강해 비교적 외부환경요인에 훼손되지 않는 편이었으나, 오랫동안 실외에 위치하

면서 훼손요인들로부터 향을 받아 풍화, 약화되고 조립 부재간에 이격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여러 부재의 조립으로 이루어진 석탑의 경우에는 균열과 파

손, 이격 등 훼손이 부분적으로 발생해도 기울어지거나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석조문화재의 훼손은 크게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위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러한 훼손 요인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복합적

으로 나타나 향을 주면서 훼손을 심화하고 있다.

1. 물리적 훼손요인

먼저 물리적 훼손 요인의 주요 인자는 수분(물)이다. 물은 결빙시 부피가 약 9% 증

가하는 등 온도에 따라 부피를 달리 하기 때문에 석재의 세부 균열에 침투했다가 온도

에 따라 팽창, 또는 수축하면서 균열을 심화시키거나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또 빗물은

석재에 떨어지면서 마찰력을 발생하여 풍화로 약화된 부재를 균열, 박리시키기도 한다. 

바람 또한 물리적 훼손요인인데, 바람과 함께 모래나 먼지가 석재의 표면을 세게 부

딪히면서 석재를 풍화,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훼손은 지면에 가까운 석재부분에

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밤낮의 기온차로 석재의 외부와 내부에서 기온차가 생겨 팽창과 수축이

발생, 석재의 내부와 외부를 박리시키기도 한다.

2. 화학적 훼손요인

석재는 화학물질(S, CO, CO2, SO2, NO 화합물 등)을 함유하고 있어 수분의 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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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석재표면이 손상되게 된다. 이는 육안으로 훼손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면 그 변화정도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화학적 훼손은 특히 대

기오염이나 산성비의 향이 절대적이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심한 도심 석조문화재의

경우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원각사지십층석탑(국보 제2호)의 경우는 도심 한복판인 종

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화학적 훼손이 심각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로 된 보호각을 조성하기도 하 다. 

또한 염에 의한 풍화도 심각한 훼손요인이다. 염은 암석자체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

하수에 용해된 형태로 암석에 유입되는 데, 건조로 결정화될 때 부피가 팽창되면서 석

재를 박리시키게 된다.

3. 생물학적 훼손요인

석조문화재가 여러 부재의 조립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조립틈새

사이에 흙, 먼지 등이 집적되어 여기에 남조류, 넝쿨식물 등이 자생하면서 그 뿌리의 압

력에 의해 균열을 발생시킨다. 또한 석재 표면에는 이끼류나 지의류 등이 서식하면서

석재표면 조직을 용해, 파괴하는 데 특히 표면에 부조 등의 조각이 있는 경우에는 생물

류의 피해로 인해 조각이 소실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하다. 

4. 인위적 훼손요인

석조문화재가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는 미신, 이단 종교자들의 파괴, 산불, 도굴,

교통사고, 잘못된 복원 등이다. 사적 제252호 악현성당은 이단종교자들에 의한 화재로

훼손된 경우이고,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위탁보관 중인 보물 제387호 회암사지 선각

왕사비는 산불로 인해 훼손된 경우이다. 경복궁에 전시되어 있던 국보 제86호인 경천사

십층석탑은 탑 부조의 불교관련 존상(尊像)들의 두상(頭像)이 모두 파괴되어 있는데, 이

는 불성(佛聖)을 격하시키려는 미신에 의한 훼손이다.

국보 제4호인 여주 고달사지부도나 국보 제54호 연곡사 북부도는 승탑 내 사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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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굴하기 위한 도괴로 인해 해체복원 되었는데, 이렇게 도굴로 인한 훼손은 대부분

의 석조문화재들이 인적이 드문 야외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5. 구조적 훼손요인

구조적인 훼손은 주로 여러 부재를 조립한 석탑 등에서 이루어지는 데, 지진이나 주

변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한 진동 등이 풍화 및 훼손된 부재들에 향을 주어 탑이 붕괴

되거나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석조문화재에 훼손을 주는 요인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석조문화재에 관

한 보존은 석재에 향을 주는 훼손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훼손요인 제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 데 이에는 현대적인 과학기

술이 접목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Ⅲ.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존현황

석조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을 이해하기 위해 2004년 도괴로 해체복원된 서산

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존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산 보원사의 역사

서산 보원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통일신라말~고려초경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7년 사적 제316호로 지정된 寺址에는 보원사지

석조(통일신라, 보물 제102호), 보원사지당간지주(통일신라, 보물 제103호), 보원사지

오층석탑(고려, 보물 제104호), 보원사지법인국사보승탑(고려, 보물 제105호), 보원사

지법인국사보승탑비(고려, 보물 제106호) 등의 중요석조문화재들이 남아있으며,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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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법인국사보승탑 주변에 민가가 있던 위치와 오층석탑 뒤쪽에는 대좌, 초석, 장대

석 등 다양한 석조물편들이 방치되어 있다. 

보원사지의 정확한 가람배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유구들로 추정해 보면 보

원사지오층석탑 서쪽(보승탑 앞쪽)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터가 있는 데 이곳에 장대

석, 초석, 철조여래좌상 대좌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금당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오층석탑 앞에는 개울이 있고 개울을 건너면 당간지주와 석조가 있는데, 개울 양쪽 측

면에는 건물과 다리를 놓았던 흔적으로 보이는 석축이 현존하고 있어 석교가 개울 앞뒤

의 사지를 연결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와 석조 사이에는 장대석 등 건물

지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있는데, 이는 僧院址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지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입상이 출토된 바 있어 보원사

창건 이전에 백제시대부터 사찰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부근에 백제시대 마

애불인 瑞山磨崖三尊佛(국보 제84호)이 있어 주목된다. 또한 고려시대 철조여래좌상이

보원사지에서 출토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918년 3월에 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원래 석조방형대좌위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臺座

의 下臺가 1978년 시굴에서 출토되었으나 다시 묻어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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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보원사지에 방치된 석조물 편(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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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서산 보원사지 배치도('97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1999, 문화재청) 참조

Photo 2. 보원사지 전경



2.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미술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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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법인국사보승탑 정 실측도 (실측: 신은정)



법인국사보승탑은 법인국사보승탑비와 함께 금당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초

기인 978년에 건립된 승탑은 팔각원당형으로써 높이는 약 4.7m에 달하며 현재 보물 제

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승탑은 고려 광종대(949~975)의 국사 던 坦文(900~975)스님의 묘탑으로, 탄

문스님이 보원사에서 입적하자‘法印’이라는 시호와 함께‘寶乘’이라는 塔號가 내려져

입적 후 3년 뒤인 978년 그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하대석밑돌에는안상을파고그안에사자상을고부조로표현하 고, 하대석윗돌(중

대석 괴임돌)에는 구름 사이로 용들을 조각하 으며 각 모서리에는 귀꽃을 조각하 다.

중대석은 팔각형으로 둘러지고, 상대석에는 앙련(仰蓮)의 연화가 난간형태의 탑신받침

을 받치고 있다. 

팔각형의 탑신에는 남, 북면에는 문과 문고리 모양을 새겼고, 나머지 6면에는 사천

왕과 보살상을 새기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에서와 같이 서까래와 부연이 표현되어 있고, 모서리 끝에는 귀꽃

이 조각되어 있다. 일부 귀꽃은 파손으로 소실되었으나 귀꽃의 형태와 팔각원당형의 형

식은 전형적인 고려전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옥개석 위에는 상륜부가 구성되는 데

복발의 노반과 중앙에 구슬문 띠를 두른 복발이 있다. 그 위에는 보륜이 2부재(보륜①,

보륜②)가 있는데, 2부재 모두 유사한 형태의 보륜이다. 상륜부인 노반부터 보륜까지는

모두 찰주구멍이 있으나 보륜 2부재는 모두 아래부분에만 찰주구멍이 있고, 위에는 없

어서 2부재 모두 승탑 상륜부의 보륜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승탑에 보륜

이 2개가 있는 것은 상륜부 구성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승탑 옆의 탑비의 이수위

에서 상륜을 얹었던 원형 홈이 발견됨에 따라 조성당시에는 탑비의 이수위에 노반과 같

은 상륜부재가 있고, 그 위에 보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어 2004년 해

체당시 승탑 상륜부에 위치하 던 보륜 중 1부재(보륜②)는 탑비 이수의 상륜 장식이었

을 것이기에 탑비 이수로 이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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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존현황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 터에 위치한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은 충적토의

지반위에 있는데, 지반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주변에는 낮은 보호철책으로 둘러져

있으며 전방 100m 앞쪽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다. 개천 건너에는 보원사당간지주와 보

원사석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립질의 흑운모화강암으로 조성된 승탑은 일부 균열 및

파손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보존상태를 보이고 있다.

승탑은 지대석, 하대석(밑돌, 윗돌로 구성), 중대석, 상대석(탑신받침), 탑신, 옥개

석, 노반, 복발, 보륜①, 보륜②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석은 앙련조각의 상대석과 난

간형의 탑신받침이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상륜부를 구성하는 복련의 노반, 복발, 보륜

에는 찰주구멍이 있으나 찰주는 현존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륜②는 2004년

해체복원 시 탑비로 이전하고, 승탑의 상륜부는 노반, 복발, 보륜(해체전 보륜①)으로

복원, 조립하 다.

각 부재들은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있지만 2004년 봄, 도괴로 인해 옥

개석이 앞쪽으로 려있어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해체하여 위치를 수정하 다. 또한 옥

개석의 귀꽃부분은 암석의 풍화로 인해 일부 파손되어 소실되었으며 남서쪽 귀꽃은 풍

화와 균열이 심해 탈락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해체복원 시 탈락이 우려되는 귀꽃부분을

접착하여 복원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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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법인국사보승탑 해체 시 분리한
상륜부재

Photo 4. 법인국사보승탑 해체보수 후
상륜부



옥개석 하부나 옥개석 지붕면, 상대석 등에는 연회색, 회색, 암회색의 고착지의류와

엽상지의류, 이끼류등이분포되어있으며, 지대석에서는남조류의분포도보이고있다.

하대석 밑돌과 윗돌(중대석 괴임돌)사이에는 수분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날씨가 맑은 날에도 수분이 고여 있어 지의류 발생이 용이하고 화학반응으로 인한 훼손

이 우려되므로 관리가 요구된다.

팔각의 중대석은 약간의 배흘림이 나타나는데, 석재의 풍화로 인해 석재표면이 마모

되어 동측면의 경우 배흘림 곡선이 왜곡되어 보인다. 따라서 중대석 동측면은 시각적으

로 볼 때 부드러운 곡선의 배흘림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진 듯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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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옥개석 도괴현황

Photo 6. 표면 지의류 분포 (옥개석) Photo 7. 지대석에 남조류 서식



또한 중대석의 하부 외곽선 부분에는 마모로 인해 약 8~9mm정도의 고임편을 철편으

로 고여 놓았다. 중대석은 약 1.5ton 정도이다.

상대석은 약 2ton 정도 되는 데, 앙련의 연꽃받침 조각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나 표

면에는 황색 오염물이 넓게 도포되어 있다. 앙련 조각위의 탑신받침은 풍화로 인해 난

간 풍판의 연화당초문 조각에 마모현상이 나타난다. 서측면의 연화당초문 조각은 비교

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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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풍화로 마모되어 배흘림이 왜곡된 중대석 Photo 9. 부재사이 고임철편

Photo 10. 황색 오염물 도포 (상대석)



약 1.5ton의 탑신석은 팔각형으로 각 면에는 부조를 조각하 는데, 조각상태는 비교

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탑신석 상하 모서리 부분에는 풍화가 심하여 박리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옥개석 상면에는 8각의 홈이 약 2cm정도 높이로 패여 있고, 그 홈 안에는 복련의 노

반 하면이 끼워지게 되어 있어 옥개석 상면 홈으로 들어가는 노반의 약 4cm높이의 하

면 돌출부는 조립시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옥개석 상면의 패인 홈이 노반

하면의 돌출부보다 크기 때문에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고 있어 석분과 수분이 침투, 오

염물 발생 및 지의류 서식이 우려된다.

상륜부에 위치한 보륜①, 보륜②(법인국사보승탑비로 이전함)는 풍화가 심해 부재

표면에 석분이 많고, 지의류가 엷게 전체적으로 도포되어 있다. 또한 앙련의 연화조각

위에는 귀꽃과 같이 5~6개의 돌출부분이 있었으나 파손과 풍화로 인해 원형을 알아볼

수 없다. 보륜①의 북측 돌출부분에는 균열로 인해 탈락이 우려된다.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 향좌측 옆에는 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비가 위치한다.

보물 106호인 탑비는 귀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다. 귀부와 이수는 흑운모화강암

이고, 비신은 섬록암이다. 석비는 북동쪽으로 약 0.3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나 구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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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1. 법인국사보승탑 상륜부 보륜 ① Photo 12. 법인국사보승탑 상륜부 보륜 ②



로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후 적합한 보존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귀부와 이수는 풍화로 인해 부재표면에 석분들이 도포되어 있고, 고착지의류와 엽상

지의류 등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망간산화물이 침전되어 흑색을 띠는 부분들이 있다.

이수 위쪽 중앙에는 지름 약 25cm 정도의 원형 홈이 있는데, 이수 위에 상륜부와 같이

장식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인다. 2004년 해체복원 시 학계의 자문을 받아 법인국사보

승탑 상륜부에 위치했던 보륜② 부재가 탑비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탑비

이수 위로 이전하 다.  

비신에는박리, 박락현상이나타나고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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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4. 법인국사보승탑비 이수 위의
원형홈

Photo 15. 법인국사보승탑비 이수 위
상륜 안치

2) 서산 보원사지 석조문화재에 보존 현황은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에서 연구한『석조문화재 보
존관리 연구-서울, 충청남·북도지역 석조문화재 현황조사』에서 조사된 바 있다.

Photo 13. 법인국사보승탑비 상륜부 안치 전



Ⅳ.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존처리, 해체복원

1. 보존처리

일반적으로 석조문화재는 오염물세척, 균열부 접착, 부재경화처리, 훼손부 복원 등

의 보존처리가 상황에 맞게 실시된다.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

을 보여 왔는데, 오염물 세척에 있어서는 증류수, 알콜, 계면활성제 등을 통해 세척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외국의 세척사례를 참고로 레이저세척기를 통한 오염

물제거방법이 경천사십층석탑(국보 제86호)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검은색에 반응하는

레이저의 특성상 검은 오염물 제거가 용이한 방법이다. 다른 오염물 세척방법은 솔 등

의 세척도구가 문화재의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마찰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어 풍화가 심

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그러나 레이저세척기를 통한 세척은

부재표면의 손상이 없어 보다 발전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레이저가 검은색에만 반응하

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는 오염물 세척에만 활용되고 있다.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에서는 지의류에 의한 오염, 고임철편의 부식으로 생긴

녹물로 인한 부재표면 오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세척을 위해서는 증류수와

솔(세척도구)을 이용한 세척방법이 적용되었다.  

부재의 세척은 오염물로 인한 부재표면 탈락이나 풍화, 부적절한 미관, 지의류 서식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데, 먼저 솔을 이용하여 부재

전체의 건식세척을 실시하 다. 특히 풍화가 심한 부분은 보다 부드러운 솔로 표면의

먼지들을 제거하 다.  

옥개석 상면에는 녹색의 이끼류를 비롯하여 회색, 옥색, 진회색의 지의류가 부분적

으로 도포되어 있었고(Photo 6 참조), 상대석의 앙련조각에는 황색 오염물이 전체적으

로 넓게 도포되어 있었다. 이는 먼저 증류수와 솔을 이용하여 습식세척 하 다. 

보륜은 표면의 풍화로 인해 석분발생과 녹색의 지의류가 표면에 도포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솔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습식세척 하 다. 이때, 특히 보륜부재의 풍화를 고려

하여 솔의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 다. 또한 해체 후 복원 전에 각 부재 사이의 바닥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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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면의 흙먼지는 먼저 솔로 건식세척하고, 고임편 등의 녹자국은 철솔과 증류수로 세척

하 다.

세척이 완료 된 후에는 보륜, 옥개석의 귀꽃 등 균열부에 부재탈락 방지를 위해 접착

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옥개석과 복련조각의 노반을 접합하 다. 

먼저 균열부에 대한 접착을 살펴보면, 보륜의 경우 풍화로 인해 전체 부재가 약화된

상태 으며 특히 보륜 앙련조각 위 돌출부의 북측은 균열로 인해 탈락이 우려되는 상태

다. 따라서 세척 후 균열부를 접착하 다. 이때에는 근래 주로 사용되는 석재용 접착

제인 에폭시수지(L-30)을 주제와 경화제 1:1로 혼합하고, 탈크 등의 석분을 혼합하여

사용하 다. 먼저 접착면에는 L-30을 묽게 하여 도포하고, 탈크 등의 석분을 섞어 점

도를 높여 이를 접착면에 발라 접착시키고 고무바를 이용하여 부재를 고정시키고 접착

제를 경화시켰다3).

옥개석은 서측 모서리의 귀꽃이 풍화와 충격으로 인해 훼손, 균열이 심각하여 부재

탈락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접착하 다. 귀꽃부분은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어 석재용 접

착제의 접착만으로는 시일이 경과 후에 부재 탈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탈락시에는 풍화

된 부재 상태로 보아 접착면 주위의 부분까지 탈락되어 더 큰 부재 훼손이 우려되는 바

귀꽃과 옥개석 사이에 스테인레스 스틸봉을 박아 고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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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00년대 중반에는 균열부 접착에 시멘트몰탈을 사용하 다.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인데, 시간이
경과하면 시멘트몰탈이 풍화됨에 따라 탈락우려가 있으며 탈락시에는 부재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근래에는 석재용접착제인 에폭시수
지를 사용하고 있다.

Photo 16. 옥개석 지의류, 이끼류 제거후



이에 따라 길이 10cm, 지름 1cm정도의 스테인레스 스틸봉을 잘라 옥개석 모서리와

귀꽃에 홈을 뚫어 봉을 박고 접착하 다. 접착에는 보륜과 마찬가지로 석재용 접착제인

에폭시수지(L-30)를 주제와 경화제 1:1로 묽게 혼합하여 접착면에 도포하고, 에폭시수

지에 탈크 등의 석분을 혼합하여 점도를 높여 이를 접착면에 발랐다. 바른 후에는 보륜

접착 과정에서처럼 고무바를 접착 부재들을 감아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고정

시켜 두었다.

옥개석과 복련조각의 노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8각의 홈과 8각의 돌출부로 조

립되게 되어 있는데, 이들 연결부분에 공극이 발생하여 옥개석 상면의 8각 홈에 수분이

고여 있고, 오염물 증가와 지의류 등의 서식이 우려되는 바 학계의 자문에 따라 옥개석

과 노반을 접착시켜 연결면의 공극을 없애기로 하 다. 따라서 옥개석 상면과 노반 하

면의 공극에 석재용 접착제인 에폭시수지(L-30)와 탈크 등의 석분으로 공극을 메꾸었

다. 또 외부에 드러나는 접착제 부분에는 원부재의 다른 표면과 유사해 보일 수 있도록,

화강석을 갈아 접착부분 표면에 도포하고, 색맞춤을 하 다. 옥개석과 노반의 접착은

원래 현황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부재의 오랜 보존을 위해서는 접착이 필요하

고, 접착하 다 해도 조립 시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는 원래 현황과 차이가 없기 때

문에 접착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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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7. 옥개석 균열 (처리전) Photo 18. 옥개석 보존처리 후



2. 해체, 복원

서산보원사지는 1997년 12월 1일~ 1998년 6월 21일사지정비가이루어진바있다4).

1962년도에 설치된 보호책이 노후, 부식되고 석조문화재의 크기에 비해 보호책 내

공간이 협소하게 조성되고 우천시 침수되는 곳이 많아 사지정비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의 사지정비를 통해 법인국사보승탑, 탑비 주변의 후면 2단 석축을 해체 후 재설치하

고, 석축위에 자연석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 다. 그 외에도 5

층 석탑 주변의 기단석 설치, 잔디 식재, 주변에 관람통로 개설을 비롯해 석조주변 보호

책을 설치하고 기단 상부는 강회다짐을 하여 보호를 강화하 다. 또한 당간지주는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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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년에는 도괴된 법인국사보승탑의 해체복원과 서산시청에서 실시한 안내판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다.

Photo 21. 옥개석~노반 접착 후

Photo 19. 옥개석 상면 공극현황

Photo 20. 옥개석~노반 접착 전



에 맞추어 기단석을 복원하고, 기단석 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하 다. 

중요문화재인 법인국사보승탑이 도괴된 것은 실외에 위치한 다른 석조문화재들의 문

제점과 마찬가지로 보원사지 석조문화재가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데, 보원사지에서 약 200m 쯤 떨어진 곳에 민가 1채가 있을 뿐이다. 주변 마을 주민들

과 인근 민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 잦은 왕래를 통해 문화재를 보살피고 있

었음에도불구하고인적이드문실외에위치하여도괴가가능하 던것으로보인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법인국사보승탑은 1968년경에도 해체되어 사리

장치가 수습된 바 있다고 하며 관련 유물이 부여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부여

박물관에서는 보원사지 관련 유물을 수습, 소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

년대 당시의 자료나 유물에 관한 증언은 주로 구전되어 오는 것이어서 보다 확실한 검

토가 요구된다. 

2004년 보수정비 시에 법인국사보승탑은 도괴된 옥개석의 올바른 복원과 세척 등을

위해 먼저 옥개석 이상의 부재들을 해체하여 세척과 균열부 접착 등을 하 고, 하대석

밑돌과 윗돌(중대석 괴임돌) 사이의 수분유출과 고임철편의 부식으로 인한 고임편 교체

등을 위해 부재 전체를 해체하 다. 

보존처리를 위해 옥개석 이상 부재의 부분 해체시에는 전통적인 드잡이방법인 거중

기(가구라)로 해체하 고, 전체 부재의 해체시에는 크레인을 사용하 다. 부재들은 각

각 약 1.5~2ton정도의 중량이었다.

해체된 부재를 지면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지면에는 字 형태로 각목을 대고 부재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받침각목위에는 부재 표면 보호를 위해 두꺼운 천을 덮어두었다.

여기에 크레인으로 해체한 부재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작업하 다. 해체할 부재 표면은

운반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체할 부재 표면을 두꺼운 천으로 덮고, 고무로프로

4~5회 돌려 묶어 고정시켰다. 이를 5m정도의 바를 이용하여 크레인을 들어올려 지면

에 내려놓았다. 지면에 내려놓은 부재들은 정 조사와 건식세척을 실시하 다.

부재는 하대석 윗돌까지 해체하 는데, 수평을 위해 사용한 고임철편은 부식이 심하

여 근래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스틸재의 고임편으로 대체하 다. 

또한 부재의 상하연결틈에서는 철제 고임편(Photo 9 참조) 외에 동전 등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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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외에도 중대석과 상대석사이에서는 사리 장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것으로 추정되는 꼬챙이가 발견되었다. 꼬챙이는 약 40cm 정도의 길이로 끝부분은 약

간 구부러져 있는데, 이는 부재 틈새로 넣어 꼬챙이 끝으로 부재 내부에 사리장치용 홈

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대석 윗돌(중대석 괴임돌)까지 해체를 실시한 결과 사리장치를 위한 사리공은 발

견되지 않았는데, 특기할 것은 하대석 윗돌과 하대석 밑돌 사이에 앞서 언급했듯이 돔

형의 홈이 발견된 것인데, 용도는 불분명하다.

보존과학연구 25집/ 112

Photo 24. 중대석과 상대석 사이에서 발견된 동전, 꼬챙이

Photo 22. 부재 해체 시 부재보호를 위한
덮개천 도포

Photo 23. 부재 해체



하대석 윗돌(중대석 괴임돌)과 맞닿은 하대석 밑돌 상면은 성 게 정다듬질 되어 있

는데, 상면의 중앙부분에서 약 0.5cm정도 패여 있다. 패인 부분은 바깥쪽에서 중앙부

분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패여 있다. 하대석 밑돌과 맞닿는 하대석 윗돌(중대석 괴

임돌)의 하면은 높이 약 11.5cm, 폭 약 110cm 정도의 큰 홈이 돔형으로 패여 있다. 바

깥쪽에서 약 19cm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까지는 평평하게 정다듬질 되어 있다가 그

이후부터 하면 바닥면에서 움푹하게 원형 홈이 돔형으로 패여 있어 동굴 내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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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5. 하대석 밑돌과 윗돌틈새 수분 유출

Photo 26. 하대석 윗돌 상면 공극현황 Photo 27. 하대석 밑돌 상면 수분고임 현황



따라서하대석윗돌(중대석괴임돌) 하면의패인부분과하대석밑돌상면의패인부분

이 맞닿으면서 내부는 동굴과 같이 공극이 생기게 되고, 이에 수분이 빠지지 못하고 내부

홈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부재 외부로 수분을 유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

후가 맑은 날에도 하대석 윗돌(중대석 괴임돌)과 하대석 밑돌 사이에서는 늘 수분을 머금

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분배출을 위한 배수구멍을 찾을 수 없었기에 인위적으로

배수구멍을 만들어 수분배출 방법을 검토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

어이번해체복원에서는수분제거와세척외에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

부재 내부의 수분 고임현상과 외부에 지속적인 수분유출 현상은 오염물 발생이나 지

의류, 이끼류 서식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석조문화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지속적인 수분유출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처리방안

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시험연구를 통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복원시에는 부재들을 해체시와 같은 방법으로 운반, 조립하 다. 부식발생을 야기하

는 고임철편은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을 5cm정도로 잘라 고임편으로 대체

하 고, 고임편을 고이고 난 후 발생하는 공극은 흙다짐으로 마감하여 공극을 메꿨다.

하대석 밑돌과 윗돌 사이의 수분은 제거하고, 도괴된 옥개석은 원위치대로 조립하 다.

상륜부인 노반~보륜까지의 부재들 내부의 찰주공에는 길이 약 47cm, 지름 약 4cm

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찰주를 제작하여 복원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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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8. 상륜부에 찰주 설치(스테인레스 스틸)



또한 해체시 법인국사보승탑의 상륜에 위치하 던 2개의 보륜 중 윗부재(보륜②)는

법인국사보승탑비의 이수 위로 이전하 는데, 이때 탑비 이수와 유사한 암석인 화강석

으로 높이 5.5cm, 지름 약 27cm의 노반을 제작하 다. 이수 위로 이전한 보륜의 하단

에 찰주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보륜 아래 상륜장식이 더 있었을 것인데, 어떠한

형태 을지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하고, 다만 이수 위에 둥근 원형홈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노반장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반의 형태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여 원

판형으로 간단히 제작, 복원하고 그 위에 보륜을 올려놓았다. 

이수 위의 원형홈~노반(신석으로 제작)~보륜까지의 내부 찰주공에는 길이 약

15cm, 지름 약 4cm의 스테인레스 스틸로 찰주를 제작하여 복원시 사용하 다.  

소실된 부분의 복원은 자칫하면 조성당시의 원형과 다른 방향으로 제작되어 큰 오류

를 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복원시에는 원부재와 동일 부재

로 제작하며,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복원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소실된 부

분의 원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복원하지 않아야 하는데, 소실된 부분을 복

원해야만 구조적으로 안정적일 경우 등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나 원형이 정확치 않을 경

우에는 형상의 범위만 간략하게 복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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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9. 법인국사보승탑비 이수위에 노반, 보륜 안치 후 전경



Ⅴ. 맺 음 말

지금까지 2004년 실시된 서산보원사 법인국사보승탑의 보존처리, 해체복원을 예를

통해 석조문화재의 보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방법은 문화재의

다양한 현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실시되는데, 법인국사보승탑에서는 균열부접착과 소

실부분 복원, 세척 등의 처리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 실시된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의 보수정비는 1997~1998년에 걸쳐 실시

된 서산보원사지 주변정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써, 실외에 방치되어 있는 석조문

화재가 보다 많은 보존대책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옥개석 귀꽃 등의 접착은 균열만 있을 뿐이지만 탈락이 우려되어 탈락 이전에

미리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큰 훼손을 막는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보수에

는 부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부재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부재 현황에 맞게 보수를 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 고임철편 제거, 지의류 제거 등의 세척을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훼손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2004년 실시된 보원사법인국

사보승탑의 보수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옥개석의 도괴 등 무분별한 도굴로 인한 실외문화재의 훼손은 이미 훼손된

후 보수가 아니라 도굴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변 민가나 관람객 등 모든 사람이 문

화재지킴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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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0. 법인국사보승탑 해체복원 전 Photo 31. 법인국사보승탑 해체복원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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