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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청룡사(靑龍寺)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이다. 안
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바닥면 XRF 분석 결과는 Cu-27.2 wt%, Sn-12.6 wt%, Pb-48 wt%
이며, 과거 여러 전란으로 인해 소지금속 성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상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γ-ray, Ir-192)으로 촬영하였으며, 파손된 배면 부분과 후대에 나무로 덧
대어 수리한 위치를 확인하였다. γ-ray 촬영 결과와 XRF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한 좌, 우의 수리
경계면은 허벅지 중간부터 목 아랫부분까지로 청동과 나무로 분리된다.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
보살좌상의 금박 두께를 추정하기 위해 표준시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얼굴과 가슴과 같은
육신 부분의 금박 두께가 20.7 µm와 21 µm로 가장 두꺼웠으며, 나무를 소지 재료로 한 부분이
평균 11.9 µm, 마지막으로 소지금속이 청동인 부분이 평균 7.4 µm로 금박 두께가 가장 얇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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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seong Cheonryongsa, a temple located in Anseong Seoun Mountain, is a part of the

second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under the Yongju Temple, and enshrines 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In this study, X-ray fluorescence (XRF) analysis revealed that this statue
is composed of Cu-27.2 wt%, Sn-12.6 wt% and Pb-48 wt%. A gamma (γ) ray (Ir-192) image
confirmed damage on the backside of the statue, which was later repaired with wood. The XRF analysis
and visual observation determined the boundary between the metal and wood in the statue. In addition,
results of standard X-ray peak intensity of gold foil and correlation with thickness helped to derive
an equation for calculating the thickness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s gold foil. It was
determined that the gilded chest (21 µm) and face (20.7 µm) of the statue were the thickest sections,
the wooden substratum (11.9 µm) was the next-most thick, and the bronze (7.4 µm) was the thinnest
layer.
Key Words Cheonryongsa,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Bronze, Gold, Non-destructive,

γ-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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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청
룡사(靑龍寺)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산 자락에 위
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
의 말사이다. 청룡사는 청룡사 절내의 부도밭으로 가는
입구에 서 있는 청룡사사적비에 고려 원종 6년(1265) 명
본국사가 대장암이라 이름 지어 창건했으며, 공민왕 13년
(1354) 나옹화상이 크게 중창하면서 청룡사로 개명했다
고 기록되어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90).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본래 관음전에 봉안되
어 있었으나 2010년대 초반 무렵 <소조석가삼존불
상>(1603)이 봉안된 대웅전 수미단(須彌壇) 왼쪽 공간에
별도로 잠시 모셔지기도 하였다. 관음전의 청룡사 금동관
음보살좌상은 단정하고 아담한 신체묘사, 얼굴과 다리,

Figure 1. Image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신체의 곡선적인 양감처리, 세부가 살아있는 이목구비,
복잡하고 화려한 보관과 귀 옆으로 늘어진 장식이 위로

측정(Kim, 2012), 금 피크(Au-Lα)의 피크 강도만을 비교

솟구치듯이 과장된 점에서 14∼15세기, 고려 말∼조선 초

하여 오가타 고린의 홍백매도병풍에 얹어진 금의 두께를

의 보살상으로 추정된다(Anseong-si, 2020). 또한, 변형통

비교한 연구도 있다(Abe et al., 2011). Satoh는 X선 형광분

견식 착의법의 청룡사 보살상은 고려 후기 보살상의 <서

석장비를 이용한 피막 두께 측정은 두께를 알고 있는 표

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양평 용문사 금동보살좌

준시료를 이용하여 금두께와 형광 X선 강도로 검량선을

상> 등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만들어 실제 두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Satoh,

(Anseong-si, 2020).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배면은 정면과

1989)하였다. 또한, 소지금속이 금인 경우 피복 금속의 두

달리 입체감이 떨어지고, 표면이 마감이 거칠어 후대에

께 측정(Hagasegawa et al., 2016)과 피복 금속이 금인 경우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의 두께 측정 실험(Naganuguma et al., 1990)을 실시하였

불상의 제작방법은 내부구조를 관찰하여 확인하는데,

다. 두께 분석 실험 결과, X선 강도와 금속 박막 두께의

목불이나 건칠불의 경우 X선을 사용하고, 금동불과 같

사이에는 검량선이 직선인 일차방정식이 얻어지는 결과

은 X선이 투과하기 힘든 재질의 불상 조사에는 감마선

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

(γ-ray) 투과 사진 촬영방법을 이용한다. 감마선 투과 사

한지 실험하기로 하였다. 이번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비파

진 촬영을 이용한 금동불의 조사는 1963년 국보 78호, 83

괴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 외부를 진단하고, 과거 수리

호의 반가사유상의 제작기법 연구를 시작으로 하였다(Go

부분 및 개금층 두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d Ham, 1963). 당시 이를 바탕으로 통쇠로 된 금동불과
내부가 공동인 금동불로 분류(Go and Ham, 1964)하였으

2. 연구 방법

며 내부기공 존재 유무, 금속 두께 등으로 미루어 제작
시기를 추측하였다. 이후 문화재청에서 중요문화재 기록

안성 청룡사 소장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구성 성분 및

화 사업을 하면서 철불의 감마선 촬영을 병행하였다

표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X선 형광분석기(S1 titan 600,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최근에는 X선 CT

Bruker, USA)를 이용하였으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전

장비를 이용한 입체적인 불상 내부 형태 확인이 가능하

⋅후⋅좌⋅우면과 바닥면 62개소를 측정하였다. XRF는

여, 불상의 세밀한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다.
금동불의 비파괴 성분분석 방법으로는 X선 형광분석

X선이 방출되는 장비로 장비 분석면과 유물이 최대한 밀
착하여야 하므로 곡면이 심한 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

이 있다.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하면 표면에서 X선을 쏘

며, 표면에 특이사항이 관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아 특성 X선을 얻어 검출 가능하며, 비파괴로 정성, 정량

다. 금동관음보살좌상 내부의 정확한 상태 판단을 위해 γ

분석이 가능하다. 금동불의 도금 분석에 적용한 예로는

-ray(Ir-192) 투과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선원 강도는 40 Ci

수은아말감도금 표준시료를 제작하여 유물의 도금 두께

이며 노출시간은 15분 혹은 40분으로 유물 두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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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을 두었다. 선원과 유물과의 거리는 2 m이며, 필름은

르게 되기 때문에 청동 주물에서 30 wt% 이상의 납이 검

Fuji #100을 사용하였다. 불상 바닥면에 보이는 탈락된 칠

출되는 경우는 드물다(Hwang, 2008; Shin and Kim, 2020;

층의 단면 관찰에 광학현미경(ECLIPS LV100N POL,

Bae et al., 2018; Gwak and Kwon, 2019). 또한, 1720년에

Nikon, JPN)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면 금박을 통과하여

건립된 <안성 청룡사 사적비>에 따르면 “... 중간에 불에

내부 금속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동과 나무 샘플

타 재가 되고 불상은 거꾸로 엎어 졌으며(中間灰燼 金身

을 이용하여 금박 두께에 따른 X선 강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顚倒金身顚倒)”라는 표현이 있어 여러 전란을 거치면서
사찰과 불상의 훼손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때

3. 연구 결과

불상 배면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로 인해 불상
의 절반가량이 녹아내린 불상의 바닥 면이기 때문에 소지
금속과 바닥 면에서의 XRF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

3.1.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성분분석

확한 합금 함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지 금속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바닥면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바닥면의 2/3 정도

3.2. 금동관음보살좌상 구조분석

가 나무로 메워져 있고 앞쪽 옷자락 부분 바닥면만 소지
금속이 노출되어 있다. 소지 금속의 색은 회색에서 흑색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불상의 정면

이다. 양쪽 나무 바닥면을 칼로 둥글게 깎아 나무와 금속

에 비해 배면, 양옆 엉덩이와 허벅지 아랫부분은 입체감

부에 석고로 추정되는 베이지색 물질을 채웠으며 옷자락

이 떨어지고 표면이 고르지 않다. 표면 마감의 차이가 생

왼쪽 바닥면에 직물 부착 흔적이 보인다.

긴 이유를 알기 위해 표면 마감 경계 양쪽 부분의 XRF

금동관음보살좌상 바닥면에 드러난 소지금속의 XRF
분석 결과, 구리(Cu) 27.2 wt%, 주석(Sn) 12.6 wt%, 납(Pb)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그 결과 표면이 매끈한 부분(smooth surface)은 납과 주

48.6 wt%이 검출되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녹색 부식

석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표면이 거친 부분(rough

을 생성하기에 청동이라 하며 순수한 구리나 철에 비해

surface)은 납과 주석이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성

녹는점이 낮아 주물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합금이다.

분이 다른 것은 표면이 거친 부분과 매끈한 부분의 소지

오래된 청동일수록 내부 주석이 표면으로 확산하여 산화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이 거친 부분의 위

주석농도가 높아지는 청동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금동

치가 대부분 배면인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소지 재료가

관음보살좌상의 실제 주석 성분 함량은 XRF로 검출된 농

불상 바닥 면에서 관찰되던 나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특징

보인다.

적으로 납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는데, 이처럼 청동

정확한 내부구조 확인을 위해 γ-ray(Ir-192) 투과 사진

(Cu-Sn)에 납(Pb)을 섞는 이유는 청동의 녹는점을 낮춰 금

을 촬영하였다. Figure 3, Figure 4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속이 거푸집 안에서 잘 흐르도록 하여 형태를 이루기 전

측면 촬영 이미지 확인 결과,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등 대

에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완성된 주물의 표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겨드랑이에서 팔꿈치 부분의 청동

면을 마무리할 때 도구로 쉽게 깎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 찢어져 갈라졌으며 양쪽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파손이

을 한다. 하지만 납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금속이 너무 무

확인된다. 등과 둔부의 파손 손실 부분에 나이테가 확인

(A) Attachments at the
bottom

(B) Fabric attached to the
bottom part

Figure 2. Images of the bottom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C) Segment where the metal and
wood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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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urface conditions of the components

①

②

③

④

⑥
⑤
⑧

⑩

⑫

⑦

⑨

⑪

Right elbow

Cu

Zn

Sn

Au

Pb

① Rough surface

10.6

4.0

-

77.4

0.7

② Smooth surface

11.9

2.4

7.4

61.4

11.5

Right hip

Cu

Zn

Sn

Au

Pb

③ Rough surface

9.3

2.4

5.9

75.3

2.1

④ Smooth surface

33.1

4.4

7.5

42.5

8.7

Right thigh

Cu

Zn

Sn

Au

Pb

⑤ Rough surface

17.0

4.0

-

74.4

-

⑥ Smooth surface

30.0

4.4

8.6

42.9

8.4

Left shoulder

Cu

Zn

Sn

Au

Pb

⑦ Rough surface

12.2

3.5

-

77.3

0.6

⑧ Smooth surface

26.0

0.9

7.3

40.8

21.9

Left elbow

Cu

Zn

Sn

Au

Pb

⑨ Rough surface

13.4

4.0

-

75.2

0.9

⑩ Smooth surface

30.0

2.3

12.9

43.8

6.1

Left side

Cu

Zn

Sn

Au

Pb

⑪ Rough surface

20.4

4.3

-

70.0

-

⑫ Smooth surface

39.9

6.2

7.6

35.0

4.2

되어 나무로 메워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나무 부재 연결

랑대사상(Jung, 2009) 수리에 나무를 사용하는 예는 있다.

에는 꺽쇠를 사용하였다. 즉, 과거에 청동이 찢어질 정도

γ-ray(Ir-192) 투과 사진과 위의 XRF 분석결과 및 표면

의 큰 충격이 가해졌으며, 후대에 나무를 덧대 보수를 하

마감 상태 등을 종합하여 불상 좌, 우측면의 청동과 나

고 개금하였다. 금동불의 파손 부분을 나무로 보수한 예

무 경계 부분을 γ-ray(Ir-192) 투과 사진 위에 그렸다

는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건칠불인 해인사 목조희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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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ght profil

(B) X-ray image of the hip

(C) X-ray image of the waist

Figure 3. X-ray images of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A) The left-side boundary between the wood and metal

(B) The right-side boundary between the wood and metal

Figure 4. Left and right sides of the boundaries of reparation.
3.3. XRF 검출 결과에 따른 금박 두께 분석
표면 금박층에서 실시하는 XRF 분석결과가 금박층 두
께에 따라 피크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표준시료를 제작하여 XRF 분석하였다. 금박 표준시료
는 금동관음보살상에서 탈락된 금박편(칠편 위 금박)의
XRF 분석 결괏값(97.7 wt%Au - 2.3 wt%Cu)과 유사한 값
의 금박을 선정하였다. 목불의 소지 재료인 청동판(Cu 9.3 wt%Sn - 15.2wt%Pb)과 나무판 위에 시중에서 파는 금
순도 97% 이상의 금박을 얹어 금박 두께에 따른 XRF의

X선 강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40 keV에서 금의 Lα선 피
크를 비교하였으며, 측정시간은 60초이다. XRF는 측정 방
법에 따라 콤프튼 산란선 강도 변화가 생기며, X선 조사
량, 측정시간, 공기에 의한 소멸 정도 등의 변화를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Abe et al., 2011). 콤프튼 산란선 강도에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도록 측정면과 XRF 장비를 밀착시
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총 5회 진행하였으며, 최댓
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회의 평균값으로 선정하였다.
금 두께에 따른 Au-Lα선 강도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Figure 5와 같다. 가로축은 금박의 장수, 세로축은 피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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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unts per second, CPS)이다. 청동과 나무 위에 금박을

1점의 Au-Lα 측정을 실시하고 금박 두께를 현미경으로

올렸을 때 모두 금박 두께에 따른 Au-Lα의 피크강도는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각 시료에 사용된 금박은 실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실험에 사용된 금박의 두께는 약

사용된 금박과 동일한 성분으로 가정하고, XRF Au-Lα선

1.6 µm로 위의 수식에서 얻어진 χ(금박수) 값에 금박 두

피크 강도와 실험으로 얻은 방정식을 대입하여 금박 두께

께를 곱해 분석 시료의 금박두께를 유추할 수 있다. 본

를 계산하였다(Table 2).

실험은 금박을 부착할 때 사용되는 옻칠 혹은 카슈에 의

Table 2는 각 시편의 계산된 금박값과 실제 현미경으로

한 영향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금박을 부

관찰하여 얻은 금박값의 비교표로 (A) 금동관음보살좌상

착할 때 사용되는 물질 및 첨가 물질에 대한 영향에 관하

탈락 금박편 단면, (B) 황용사지 출토 금동귀면의 금박시

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 단면, (C) 상하리사지 출토 금동불의 금박, (D) 울산박

얻어진 일차방정식이 성립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물관소장 아미타팔대보살도 장황 금사의 단면이다. (A),

XRF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수습된 금동관음보살좌

(B), (C)는 소지금속이 청동이며, (A)는 금이 97.7 wt%, (B)

상 금박시편과 출토 금동 2점, 불화 장황에 사용된 금박

는 금이 95 wt%, (C)는 63.6 wt%이며, (D)는 샘플 채취가

C
P
S

C
P
S

sheets of Au

sheets of Au

(A) X-ray CPS of the gold foil on metal

(B) X-ray CPS of the gold foil on wood

Figure 5. X-ray CPS (counts per second) of the gold foil.
Table 2. Calculation results of Au-Lα peak for the thickness of gold foil
(A) Cheongryongsa’s
buddha

(B) Goblin
mask

(C) Sangharisaji’s
buddha

(D) Buddhist painting

Au-Lα (CPS)

372.07

1173.5

687.18

40.36

Rh-Kα (CPS)

7.83

10.97

15.07

30.47

Calculated value

2.9

10.6

6.1

-0.42

Actual thickness

1.6∼4.8

9.3∼16.8

1.4∼6.2

1.6

(A) Cross-section image of (B) Cross-section image of (C) Cross-section image of (D) Gold foil of Wolsan museum’s
Avalokitesvara Bodhisattva’s Goblin mask’s gold foil that was Buddha’s gold foil that was Buddhist painting
gold foil
excavated from Whangyongsaji excavated from Sangharisaji
Figure 6. Images of the gold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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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XRF analysis

Figure 7. Analysis points of XRF.
불가능하여 순금박 값을 측정할 수 없었다. (A), (B)와 (C)

①

wt%

②

wt%

Cu

6.4

Cu

3.7

Zn

1.0

Zn

0.4

Sn

4.6

Sn

6.2

Au

83.4

Au

82.5

Pb

1.6

Pb

3.5

Thickness
(µm)

20.7

Thickness
(µm)

21.0

③

wt%

④

wt%

Cu

26.6

Cu

21.4

Zn

2.0

Zn

2.6

Sn

10.0

Sn

8.4

Au

42.9

Au

49.8

Pb

13.0

Pb

13.8

Thickness
(µm)

8.3

Thickness
(µm)

5.7

샘플의 단면 계산 값은 각 2.9 µm, 10.6 µm, 6.1 µm로 광학
현미경으로 측정한 두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결과였다.
(C)의 경우 금의 순도에 차이가 있어 결과 값의 타당성에

는 대체로 비례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의 경우도 계

소지 재료의 차이에 따른 금박두께의 비교를 위해

산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실제 두께와 차이가 있었다. 이

Table 4의 XRF 성분 경계 부분의 금박두께를 계산한 결과

는 콤프튼 산란선(Rh-Kα) 강도의 차이로 유추하건대 측

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금니를 바른 육신 부분이 가장

정 거리에 차이가 있거나, 금사의 두께가 얇아 장비에서

금 두께가 두꺼웠다. 금박을 바른 부분을 비교하면, 오른

충분한 피크 강도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쪽 엉덩이의 나무-청동 경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 (D) 시편의 Rh-Kα선 강도가 가장 큰 이유로 경원소를

에서, 소지 재료가 청동인 부분에 비해 나무인 부분의 금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종이 위에

이 평균적으로 두꺼웠다.

얇게 얹어진 금박은 Rh-Kα피크가 강하게 검출되어 위의

4. 결 과

실험 결과 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이 위의 금박
도 추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면 두께 추정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비파괴 분석 및 표면 금박두께 추정 실험을 통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적용하기 위해 정면의 XRF 분석 결과(Table 3)를 검토해

1.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구리(Cu)와 주석

보았다. XRF 분석결과, 왼쪽 뺨에서 금이 83.4 wt%, 삼도

(Sn)의 청동 합금이며 납(Pb)이 48.6 wt% 검출되었는데,

아래 가슴에서 82.5 wt% 검출되는 등 육신 부분에서 금

추가 검증을 통해 정확한 합금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

농도가 높다. 오른 발목 옷자락에서는 금이 42.9 wt%, 하

다. γ-ray(Ir-192)으로 배면 부분이 파손되어 후대에 나무

반신 옷 주름 중앙에서는 금이 49.8 wt%가 검출되어 육신

로 덧대어 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부분보다 금 농도가 낮다. 표준시편을 통해 얻어진 일차

2. 좌, 우의 정확한 경계면 분류를 위해 육안 관찰과

방정식을 분석 대상인 안성 청룡사 금동보살좌상에 대입

XRF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좌, 우측 모두 허벅지

하여 보면 금니 부분인 왼쪽 뺨과 삼도 아래 가슴 부분은

중간부터 목 아랫부분을 경계로 소지 재료가 청동과 나무

두께가 20.7 µm와 21 µm이고, 금박을 올린 부분은 5.7 µm

로 구분된다.

와 8.3 µm로 계산되었다. 정량분석결과는 전체 성분을

3. XRF 비파괴 분석을 이용하여, 도포된 금박의 두께

100% 비율로 환산한 값이므로 금박두께와 정량분석 결과

추정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소지재료가 청동, 나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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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gold foil thickness (µm) in different locations of the Bodhisattva statue

Image

Right cheek

Chest

Right hand

Substrate

Bronze

Bronze

Bronze

Thickness

20.7

21.0

17.2

Image

①

⑥

②

③

④
⑤

Right elbow
Number
Surface
condition

①

Right hip
②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Substrate

Wood

Bronze

Thickness

10.6

6.2

⑧

③

④

⑤

⑥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Wood

Bronze

13.3

7.6

Boundary with Boundary with
wood and bronze wood and bronze
8.8

⑩

Left shoulder
Surface
condition

8.6

⑦

Image

Number

⑦

Right thigh

Left elbow
⑧

⑨

Left side
⑩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Rough surface

⑪

⑫

⑨

Smooth surface

⑪

⑫

Rough surface Smooth surface

Substrate

Wood

Bronze

Wood

Bronze

Wood

Bronze

Thickness

12.6

9.5

10.6

6.2

12.6

7.6

사 사

관없이 금박 두께에 따라 X선 강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일차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방정식을 이용하여,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금박 두께를 계산한 결과, 얼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굴과 가슴과 같은 육신 부분이 가장 두꺼웠으며, 다음으

의 ｢기본연구｣ 지원을 일부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로 나무를 소지 재료로 한 부분, 마지막으로 소지금속이

(2019R1F1A1060043).

청동인 부분 순서로 금박 두께가 얇아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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