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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는 조선시대 제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의 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1424년

(세종 4년)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병화(兵禍)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보수하지 못하여 

1695년(숙종 21년)에 구비 옆에 신비를 조성하여 제작시기를 달리하는 2개의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구비는 

담회색의 중립질 흑운모화강암(귀부)과 유백색의 결정질석회암(비신, 이수)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비의 귀부는 

괴상 탈락이 심각하여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비신에는 균열이 수직상으로 발달하고 표면에 

박리박락으로 인해 일부 비문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비파괴 기법을 이용한 전체적인 훼손율을 살펴볼 때, 

정면이 88.0%, 후면이 37.9%로 정면에서 높은 훼손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비신의 경우 물리적 훼손과 표면변

색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태로 비신의 정면 하부에 훼손이 심각하다. 구비의 우측에 재건된 신비는 구비와 동

일한 암석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두 비석을 대상으로 초음파속도를 이용하여 풍화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구비의 

귀부는 0.10, 비신은 0.74로 산출되었다. 이는 임재왜란 시 화재로 인한 열 충격 및 타격으로 의한 물리적 충격

으로 급격히 열화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보호각 없이 방치되어 자연풍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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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는 조선시대 제3대 임금인 태

종 이방원의 생애와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1422년

(세종 4년)에 세운 것으로 조선 초기의 서예문화와 그 

경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금석문 자료이다(문화재청 

2013). 그러나 이 비는 임진왜란 때 병화로 인해 귀부는 

탈락 등으로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비신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균열, 박리박락 등이 발달되어 있고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조선왕릉 중에 신도비가 세워진 곳은 건원릉(健元

陵)과 더불어 태종 헌릉이 유일하다. 현재 헌릉 신도비

는 비각 안에 구비(舊碑)와 신비(新碑) 두 기가 모두 보

존되어 있다. 비각의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임

진왜란 때 훼손된 구비이고 오른쪽이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연간에 새로 세운 신비이다. 모두 조선시대 능

묘비의 대표적인 형식인 귀부와 이수 형태이며 신비가 구

비에 비해 좌우ㆍ상하 길이가 조금 더 길다(황정연 2009).

현재 구비의 귀부 모습은 파손된 후 1695년 보수 시 

대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로 판단되며 여전히 불에 그

슬린 흔적이 남아 있고 기단 일부도 뭉개진 상태이다. 

또한 비신도 균열이 수직상으로 발달하고 표면은 박리

박락으로 인해 일부 비문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 비는 2013년 7월 16일에 국가지정문화재 보

물 제1804호로 지정되었으며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

를 위해서는 표면 훼손상태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훼

손원인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외 석조문화재의 재질분석과 훼손도 진단, 

보존환경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이선명 

외 2007; 전유근 외 2008; 김지영 외 2009, 2012; 유지현 

외 2012; 이명성 외 2012; Fitzner et al. 2004; Lee et al. 

2010; Jo et al. 2012). 그러나 태종 헌릉 신도비와 같은 석

비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실정

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명성 외 2010; 

이주완 외 20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종 헌릉 신도비의 보존처리

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신도비를 이루고 있는 암석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손상유형별 정성 및 정량분석을 통해 훼손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훼손지도와 이미지분석, 

적외선열화상 분석 등과 같은 비파괴 기법을 이용하여 

보존과학적 훼손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구비와 

신비의 표면물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훼손상태를 규

명하고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조선왕

릉 내 신도비의 과학적 보존에 활용하고자 한다.

현황 및 연구방법

1. 현황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는 조선왕릉 내 총 3기의 왕 신

도비 중 두 번째 비로, 이 신도비는 태조의 다섯째 아들

로 조선왕조 국기를 튼튼히 다졌던 제3대 임금 태종 이

방원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문을 새겨 세운 것 

이다. 이 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헌릉 아래쪽 

비각에 제작시기를 달리하며 2개의 신도비(이하 구비, 

신비로 명명함)가 위치하고 있다(사진 1a). 구비는 세

종 6년(1424)에 건립한 것으로, 전체 높이 520cm(귀부 

100cm, 비신 292cm, 이수 128cm), 비신의 폭 135cm, 두

께 37cm이다.

구비 정면에는 태종의 출생 및 왕위 즉위 과정, 자녀

관계, 행적 및 업적 등에 대한 기록이, 후면에는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변계

량(卞季良 1369~1430)이 지었고, 전액(篆額)은 권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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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 1360~1466)이 썼다. 비문 글씨를 누가 썼는지 밝혀지

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의 서예문화와 경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문화재청 2013). 신비는 숙종 21년

(1695)에 중건된 것으로, 임진왜란 때 병화로 인해 훼손

되었으나 보수하지 못하여 1424년에 구비 옆에 새로 조

성하였다.

이 비의 이수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명나라 

석비 조각양식을 받아들여 조선 초기의 새로운 석비 전

통을 마련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그림 1b). 그러나 

귀부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손상되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림 1c). 또한 비신도 전체적으로 균

열, 박리박락 등이 발달되어 있고 전면에 걸쳐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어 장기적인 보존 관리 및 처리를 위해서는 

표면 훼손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그

림 1d, 1e).

2. 연구방법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귀부는 괴상 탈락이 심각

하고 비신은 박리박락, 갈색 변색 및 이차오염 등 다양

한 훼손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헌릉 신도

비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비파괴 기법을 이용하여 풍화 

및 훼손상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을 수행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비에서 탈락된 암편을 분석

용 시료로 채취하였으며 전암대자율과 감마스펙트로미

터 측정을 실시하였다. 전암대자율 계측기기는 Pocket 

Susceptibility Meter(SM-30)이며 감마스펙트로미터기는 

GRM-260을 사용하였다.

비를 구성하는 암석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

찰하기 위해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광물종과 풍

화에 따른 생성광물과 오염물의 성분분석을 위해 X-

선 회절분석기와 P-XRF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여기

에 사용된 편광현미경은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편광·

반사 겸용 현미경(Axiotech 100HD/Progress 3012, Carl 

Zeiss, Germany)이며, X-선 회절분석기는 MAC Science

제 X-ray Diffraction System(M18XAHF22)을 이용하였

고 사용된 X-선은 CuKα,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트

의 전류는 각각 40kV와 60mA이다. 또한 P-XRF는 Alpha-

4000AS(Innov-X System, USA)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도비의 훼손상태에 대한 종합적

a b

d

c

e

【 그림 1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보존현황 (a. 비각 내의 신도비(좌: 구비, 우: 신비)의 전경, b. 구비의 이수 모습, c. 구비의 귀부 모습, 

d. 구비의 비신에 나타나는 표면 박리박락, e. 구비의 비신 전면에 관찰되는 표면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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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진단을 위해서 물리적 및 화학적 풍화와 이차오염

에 의한 훼손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하

여 훼손지도를 작성하고 훼손유형별 점유율을 산출하

였다. 훼손지도 작성에는 각종 2D 그래픽 응용프로그

램인 Auto CAD와 Adobe Illustrator CS5를 이용하였다. 

비를 구성하는 재질의 강도 추정을 통한 정량적 풍화도

를 산출하기 위해 비파괴 진단법 중 하나인 초음파속

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초음파 탐사기는 CNS 

FARNELL사의 Model PUNDIT LAB이다.

한편 신도비의 비신은 전면에 걸쳐 변색이 심하고 표

면에는 박리박락 부위가 많아 암석의 표면의 박리 유무

와 정확한 훼손면적을 알아보기 위해 적외선열화상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적외선 열화상 분석기는 

FLIR사의 ThermaCAM SC660이다. 또한 표면변색에 대

한 유형분류와 점유율을 산출하고 훼손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1. 재질특성

1) 암석 및 광물학적 특징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는 귀부, 비신 및 이수로 구성

되어 있으며 비신과 이수는 하나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다. 

귀부는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전반적으로 담회색을 

띠며 광물 입자의 조직과 분포가 아주 균질하다(그림 2a). 

비신과 이수는 유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거의 전면이 적갈색 내지 황갈색으로 변색되어 있

다(그림 2d). 또한 비신에는 부분적으로 유색광물의 집합

체가 관찰되며 퇴적기원의 대리암을 지시하는 층리가 발

달되어 있다. 신도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재는 색

상, 조직 및 광물 조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로 다

른 종류의 암석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비의 귀부와 비신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미세시편

으로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a

d

b

e

【 그림 2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암석 및 광물학적 특성 (a. 귀부를 구성하는 중립질 흑운모화강암, b.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흑운모화강암, c. 귀부 구성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d. 비신과 이수를 구성하는 결정질 석회암, e. 방해
석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운모 등으로 구성된 결정질 석회암, f. 비신 구성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Qt : quartz
Or : orthoclase
 Pl : plagioclase
Bt : biotite

 C : calcite
Bt : biotite

Qt Pl

Pl Bt

Bt

C

C

C

Or

500μm

500μm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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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시료를 만들어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귀부는 석

영, 장석 및 흑운모 등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각섬석, 

불투명광물 등도 확인되었다(그림 2b). 석영은 파동소광

을 보이며 반자형 또는 타형이 우세하다. 장석은 대부분 

정장석과 사장석이며 흑운모는 갈색을 띤다. 정장석은 

부분적으로 입자의 중심부에 견운모 및 점토광물화 되어 

있으며 흑운모도 입자의 경계나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다. 이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사

장석, 알칼리 장석 및 흑운모가 검출되어 일반적인 화강

암의 조암광물이 동정되었다(그림 2c).

비신과 이수를 구성하는 결정질 석회암은 대부분 방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리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

며 방해석 입자 사이를 채우고 있는 흑운모 등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그림 2e). 이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방해석, 흑운모, 석영 및 사장석이 동정

되었다(그림 2f). 또한 적철석(Hematite)이 검출되는 것

으로 보아, 비신의 전면에 걸쳐 나타나는 갈색변색의 원

인 물질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귀부와 비신에서 공통적

으로 석고(Gypsum)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과거 보수과

정에서 사용된 물질로 판단된다(그림 2c, 2f).

2) 전암대자율과 감마스펙트로미터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귀부와 비신을 구성하는 

암석을 대상으로 휴대용 대자율 측정기와 감마스펙트로

미터기를 이용하여 암석의 자화강도와 방사선량을 측정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암대자율은 물질이 자화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암석의 조암광물 중에 

불투명 광물로 나타나는 자성광물의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암석 시료

들을 구분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며 국내외 석조

문화재 산지를 해석하는 데 적용되어 문화재의 원형복원

에 활용되어 왔다(이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10, 2012; 

Ishihara 1998; Uchida et al. 2006; Lee et al. 2010).

구비의 귀부와 비신의 대자율 측정은 전면과 후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실시되었다. 측정결과, 귀부는 0.058~ 

0.526(×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0.151 

(×10-3 SI unit)로 산출되었으며, 비신은 0.009~0.249 

(×10-3 SI unit)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값은 0.077(×10-3 

SI unit)로 나타났다(그림 3a). 이와 같이 귀부와 비신의 

대자율은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부가 비신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비의 

자화강도는 암석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신도비 구성암석의 

원산지 규명 연구를 위해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을 실시

하였다.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도 최근에 석조문화재 구성부

재의 원산지 해석에 활용되고 있다(좌용주 외 2006; 이주

완 외 2010; 김재환·좌용주 2010). 특히 육안관찰과 전

암대자율 값을 근거로 대체암석을 선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측정에 사

용한 감마스펙트로미터는 다채널(1024) 분석기 시스템

으로서 4개 창(총 방사선 조사량, K, U, Th)을 선택적으

로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

은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지점에 대해 3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K(%)의 함량은 귀부는 4.08~5.22%의 범 

위를 보이고 비신은 1.95~2.72%의 값을 가지며 U(ppm)의  

함량은 귀부와 비신이 각각 2.30~4.61ppm, 1.34~3.28ppm 범

위를 보였다. 또한 Th(ppm)의 함량은 귀부는 25.08~ 

31.88ppm의 범위를 보이고 비신은 12.06~17.47ppm을 

나타났다. 전체적인 방사선 조사량을 살펴보면 귀부는 

143.36~163.93nGy/h의 범위를 보이는 반면 비신은 

71.65~88.71nGy/h로 나타나 모든 원소에서 귀부의 구성

암석인 흑운모화강암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3b). 이러한 

특징들은 이 비의 구성석재가 다른 유사한 암석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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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구비의 구성암석과 신비의 

구성암석과의 연관성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2. 훼손도 평가

1) 훼손유형 분류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는 임진

왜란 때 병화로 인해 탈락, 박리박락, 변색 등에 의해 원

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비에서 확인되는 주

요 훼손유형은 균열, 박리박락, 입상분해, 탈락과 같은 물

리적 훼손과 갈색, 흑색, 백색의 화학적 훼손(변색)으로 

분류된다(그림 4a). 우선 균열은 수십 mm에서 cm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길이로 나타나며 방향은 크게 수직, 수

평, 대각선이나 대부분 수직 균열이 발달하고 있다. 균열

에 의한 훼손은 정면이 후면보다 발달되어 있으며 비신

의 하부에서 균열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그림 4b). 이러

한 균열들의 발달은 부재의 강성 저하와 구조적 불균형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박리박락은 비신에서 다양한 크기 및 형태로 진행되

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박리가 발생하고 

있다(그림 4a). 특히 귀부와 비신이 만나는 부분부터 비

신의 중간지점까지 박리박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박

리박락이 발생한 영역에서 입상분해가 복합적으로 관찰

된다(그림 4b). 괴상의 탈락은 귀부에서 두드러지는 것

으로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부재 사

이에 사용된 시멘트몰탈 및 수지 충진부에서 균열, 탈락 

및 변색이 발생하였다(그림 4a, 4b).

또한 구비는 표면 변색에 따른 화학적 훼손이 심각

한 상태이다. 표면변색은 오염원의 성분 및 색도, 피복

【 그림 3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분포도(a)와 감마스펙트로미터 측정값(b)

b

a



96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정도에 따라 크게 갈색, 흑색, 백색으로 나타나며 전반

적으로 갈색 변색의 점유율이 높다(그림 4a). 갈색변색

은 오염 정도에 따라 적갈색 및 황회색으로 분류되며, 적

갈색과 흑색변색은 구성암석의 입상분해 및 박리와 동시

에 발생되어 신도비의 외관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러한 표면변색은 비신의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균열 및 

박리박락이 발달되어 있는 영역과 거의 일치하게 관찰

된다. 특히 갈색변색은 비신의 중앙, 흑색변색은 비신의 

가장자리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외에도 귀부에서 조류

분비물 및 거미줄 등에 의한 변색이 일부 확인된다. 이

러한 표면 풍화 및 훼손은 보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2) 훼손지도 작성 및 정량평가

훼손지도는 일반적으로 석조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표

면상태 파악과 향후 보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훼손지도 작성은 실측도 위에 석조문화재에 발

생한 각각의 훼손상태를 객관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유형

을 분류한 후 적합한 형태의 범례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대상 석조문화재의 훼손유형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면적 대비 훼손유형에 따른 점유

면적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훼손율을 산출한다(국립문화

재연구소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신도비(구비)에

서 발생하는 주요 훼손유형과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구

비의 훼손유형에 따른 상대적인 훼손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다(그림 4b).

【 그림 4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훼손현황(a)과 종합훼손지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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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의 훼손지도 작성 및 훼손율을 산출한 결과, 박리

박락은 정면의 비신 하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나타

나며 훼손율은 정면 28.2%, 후면 14.6%로 정면이 후면보

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박리박락 현상이 석조

문화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균열, 공극 및 이격 등

의 틈을 형성하여 수분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귀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탈락의 훼손율은 

정면 22.3%, 후면 4.7%로 산출되었으며, 시멘트몰탈 및 

수지 접합 등의 보존처리 영역은 정면 1.4%, 후면 0.9%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물리적 풍화의 훼손율은 정면이 

51.9%, 후면이 20.2%로 정면이 후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비에 나타나는 표면변색은 황갈색, 적갈색, 흑색, 

백색으로 분류되며 전반적으로 비신의 수직한 방향을 따

라 분포한다. 표면변색만 발생한 영역은 정면 36.0%, 후

면 17.5%로 확인되었으나 물리적인 훼손과 복합적으로 

발생한 영역은 정면 63.7%, 후면 63.9%로 산출되었다. 

이상의 훼손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면적 대비 총 

훼손율은 정면이 88.0%, 후면이 37.9%로 정면에서 높은 

훼손율을 나타났으며, 특히 비신의 경우 물리적 훼손과 

표면변색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태로 향후 보존처리 시 

세심한 처리가 요망된다.

3. 초음파 물성진단

석조문화재의 비파괴진단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초음파탐사는 현장성, 휴대성 및 

안정성과 더불어 측정 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석조

문화재의 물성을 비파괴적으로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

되고 있다(전유근 외 2008; 김지영 외 2009; 이명성 외 

2012; Fitzner·Heinrichs 2004; Jo et al. 2012). 그러나 이 

초음파탐사는 측정자에 따라 탐사방법 및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고 조사목적의 구별 없이 동일한 검사법을 적용하

기도 하여 일부 데이터의 신뢰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종 헌릉 신도비의 물성을 정

확히 진단하기 위해 이찬희 외(2009)에 의해 실시된 초음

파탐사 신뢰도 검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탐사조건을 설정

하였다. 우선 석조문화재 사용에 적합한 CNS Farnell사의 

UTREXTX(RX)54kHz 탐촉자와 고무찰흙 접촉매질을 사

용하였으며, 탐사방법은 간접전달방법, 탐사거리 20cm로 

설정하였다. 또한 간접전달방법과 직접전달방식으로 측

정된 초음파속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구비의 초음파

속도 측정은 귀부와 비신의 전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비의 초음파속도 측정결과, 귀부를 구성하고 있는 

흑운모화강암은 983~4,244m/s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속

도는 2,726m/s로 일반적인 화강암에 비해 낮은 초음파

속도를 나타났다(표 1). 비신의 초음파속도 측정은 훼

손상태 및 이방성을 고려하여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

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가로방향으로 측정한 비신

의 초음파속도는 275~2,544m/s의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

속도는 765m/s로 측정되었으며 세로방향으로 측정한 초

음파속도는 371~3,404m/s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속도는 

1,615m/s로 측정되었다(표 1).

Rock name Mean Min Max Measurement direction

 
 
 
 

Biotite
granite

2,726 983 4,244 Horizontal direction

Crystalline
limestone

765 275 2,544 Horizontal direction

1,615 371 3,404 Vertical direction

【 표 1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초음파속도 측정결과 (단위 :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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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된 비신의 방향별 평균 초음파

속도는 측정 방향에 따라 세로방향이 가로방향에 2배 이

상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방향별 초음파속도의 차

이는 훼손에 의한 미세 균열이 대부분 세로방향으로 형성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신의 전체적인 초음파속도는 일

반적인 석회암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재만 외 2012), 특히 입상분해 및 미세균열이 왕성하게 발

생하고 있는 비신의 하부영역에 저속도대가 집중되었다.

4. 적외선 열화상 분석

적외선 열화상 분석은 비접촉식 비파괴 기술로서 건축

물의 열관리, 건축물의 결함탐지, 의료진단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최만용·김원태 2004; 강형규 2007). 

d

【 그림 5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적외선 열화상 분석 결과 (a. 분석 영역과 이미지 합성, b. 선 분석 결과, c. 온도분포 히스토그램, 

d. 박리영역 위치, e. 박리 위치 정보 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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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조문화재에서도 내부결함을 탐지하는 데 적극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정은 외 2010; 이찬희 외 2012; 조

영훈 외 2013). 일반적으로 절대온도 0°K 이상의 온도를 

가진 물체는 표면에서 적외선을 방출하며, 방출량은 물

체의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조문화재 구성암석 표면에 물리적 결함이 발생하였

을 경우 석재의 표면과 결함부는 기온과 태양복사열에 의

해 서로 다른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결함부에서 발생하

는 온도 차이를 적외선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석조문

화재 표면에 발생되어 있는 공동, 박리를 검출할 수 있다.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비신 표면에 발생되어 있는 

박리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히터를 이용하여 2분 동안 열

을 공급하고 적외선 열화상 촬영을 실시하였다. 적외선 

열화상 촬영은 박락이 심각한 비신의 정면 하부를 집중

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2개의 영역으로 

촬영한 후 이미지를 합성하였다(그림 5a).

구비의 비신 표면을 적외선 열화상으로 촬영한 결과, 

열을 공급한 후 표면의 온도는 3~16°C의 분포를 나타냈다. 

박리영역의 온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5b>와 같

이 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리가 발생되지 않은 영역에

서는 3~7°C의 온도분포를 나타내지만 박리가 발생한 영

역에서는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7~16°C의 온도분포

를 보인다. 동일한 열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리

영역의 온도가 높은 이유는 박리 내부에 형성된 공기층

과 석재의 비열 차이에 의한 것으로 온도변화가 발생하

는 지점부터 박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촬영 영역의 선 분석 및 온도분포를 기준으로 7°C 이

상의 온도영역이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리가 발생한 영역은 5.3%로 산출

되었다(그림 5c). 박리는 대부분 이미 박락된 영역에서 

1~3cm 정도 확장되어 석재 표면이 층상으로 들떠 있는 

것으로 향후 보존관리를 위해 박리의 위치정보를 도면화 

하였다(그림 5d, 5e).

5. 표면 변색층 분석

1) 디지털 이미지 분석

디지털 이미지 분석은 원격탐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

법을 응용한 것으로 사진에서 확인되는 훼손양상별 RGB 

값을 군집화하고 분류하여 훼손영역의 픽셀수를 산출하

는 방법이다. 국외에서는 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석조건

축물의 훼손도 평가에 적용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미진한 실정이다(Appolonia et al. 2006; Manferdini et  

al. 2012; 전유근 외 2013). 훼손양상에 대한 영상분류는 

감독분류 중에서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은 방법인 최대

우도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이미지 분석에 필요한 사진은 신도비(구비)와 카

메라를 일직선상으로 왜곡을 최소화하여 촬영한 후 실내

에서 사진 보정을 통해 획득하였다. 구비의 이미지 분석 

결과, 신선한 영역은 정면 36.3%, 후면 36.1%로 유사한 

값을 보이며 귀부와 이수에서 신선한 영역이 주로 분포

한다. 신도비(구비)의 비신에서 분포면적이 가장 높은 

것은 정면이 적갈색 변색, 후면이 황갈색 변색이다. 특히 

정면의 적갈색 변색의 분포면적이 20.8%로 신선한 영역

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면적을 나타냈다(그림 6).

백색 변색은 공통적으로 비신의 하부에서 나타나며 

분포면적도 정면과 후면 각각 14.0%, 14.7%로 유사하

였다. 흑색 변색은 정면에서는 비신의 상부 가장자리에

서 14.0%로 나타나며 후면은 하부 가장자리에서 12.7%

로 정면이 더 높은 분포면적을 보인다. 보수물질은 귀부

와 이수의 균열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면 0.5%, 후면 

0.4%의 비교적 적은 분포면적을 보인다(그림 6). 이 결

과는 앞장의 훼손도 평가 결과와 유사하며, 향후 보존처

리 후에 장기적인 보존관리 위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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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XRF 성분분석

신도비(구비)의 변색 및 화학적 풍화상태를 유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발생 요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

해 각각의 변색현상에 대해 P-XRF 분석을 실시하였다. 

P-XRF는 시료의 전처리 과정 없이 비파괴적으로 현장에

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석조문화재의 

표면오염물 등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조지현 외 2010; 이명성 외 2010; 조영훈 외 2011; 이

찬희 외 2012).

구비 비신의 원암은 유백색을 띠나 전체적으로 표면이 

황갈색에서 적갈색으로 변질된 상태이며 일부 영역에서

는 풍화와 성분 원소의 소실로 인해 흑색으로 나타난다. 

변색의 범례는 각각의 변색 부위가 가지고 있는 색과 정

도에 따라 흑색, 갈색 및 백색변색으로 구분하였으며 갈

색변색은 적갈색과 황갈색으로 분류하였다. 표면 변색

층위의 오염원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박락되어 드러난 

신선한 영역과 변색영역의 색상별 P-XRF 분석결과를 비

교하였다(표 2).

신선한 영역의 주요성분은(평균함량) Ca의 경우 

551,190ppm, S는 150,535ppm, Fe는 3,070ppm, K는 

7,605ppm으로 분석되었다. 변색 지점들은 공통적으로 

S(황)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아 황

화물이 주요 변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갈색계열 변색영역의 평균 Fe 함량은 황갈색이 

4,842ppm, 적갈색이 8,138ppm으로 Fe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색 농도가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2). 이는 

철의 함량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신도비의 표면변색은 S, Fe 등이 오염물질을 형성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6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표면변색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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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와 신비의 비교

태종 헌릉 신도비(신비)는 1424년 처음 건립된 헌릉

의 구비가 임진왜란을 거치며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중

건이 불가하여 숙종 21년(1695)에 새롭게 재건된 것이다.  

신비는 흑운모화강암(귀부)과 결정질 석회암(비수, 이

수)으로 구성되어 구비와 동일한 암석 종류이다(그림 

7a, 7b, 7c). 그러나 신비의 비신을 이루는 결정질 석회암

은 흑회색으로 구비보다 어두운 색을 보이며 사선방향의 

편리가 확인된다.

신비와 구비의 암석학적 유사성을 확인하고자 전

암대자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귀부의 대자율을 비교

한 결과, 구비는 0.058~0.526(×10-3 SI unit), 신비는 

0.025~0.074(×10-3 SI unit)의 범위를 보여 유사한 분포

범위를 보였으며 구비의 대자율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신의 대자율 비교 결과, 구

비는 0.009~0.249(×10-3 SI unit), 신비는 0.174~0.814(×

10-3 SI unit)로 유사한 분포범위를 보였으며 귀부와 마찬

가지로 구비의 대자율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7d).

초음파속도를 이용하여 풍화도지수(k)를 산출하여 구

비와 신비의 표면물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비의 귀부를 구성하고 있는 흑운모화강암의 초음파속

도를 측정한 결과, 2,134~4,587m/s의 범위를 보이며 평

Surface
contaminants

Elements Mean Min Max
Standard
deviation

Elements Mean Min Max
Standard
deviation

Fresh rock (Fr)

Ca

551,190 461,529 671,364 87,507

S

150,535 49,795 180,771 73,559

Yellowish
Brown (YB)

428,839 382,490 504,375 40,067 264,508 146,886 395,190 73,311

Reddish
Brown (RB)

410,955 314,071 515,829 62,298 235,109 73,384 348,670 73,363

Black (Bl) 531,340 382,826 722,852 129,181 230,161 30,647 368,210 149,514

Fresh rock (Fr)

Fe

3,070 2,044 5,455 1,365

K

7,605 5,485 10,367 2,041

Yel lowish
Brown (YB)

4,842 3,774 6,462 980 7,499 3,947 12,176 2,259

Reddish
Brown (RB)

8,138 3,993 29,575 6,337 10,398 3,803 24,169 5,049

Black (Bl) 3,430 2,702 4,092 431 6,213 3,906 8,518 1,872

 

【 표 2 】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의 P-XRF 측정결과   (단위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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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016m/s로 측정되었다(그림 7e). 비신은 구비와 마찬

가지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측정하였으며 가로방

향의 초음파속도는 2,787~6,881m/s(평균 4,899m/s), 세로

방향은 2,759~6,262m/s(평균 4,375m/s)의 범위를 보이며 

모든 방향의 초음파속의 평균은 4,637m/s로 산출되었다. 

석조문화재의 정확한 풍화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암석 중 신선한 석재

의 초음파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석재의 원산지 연구는 진행되

지 않아 동일한 암석은 아니지만 암석학적 유사성이 인

정되며 보존환경이 동일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신비의 초음파속도를 기준으로 풍화도지수(Iliev 

1967)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신비의 초음파속도를 기

준으로 구비의 풍화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구비의 귀

부(흑운모화강암)의 경우 0.10, 비신(결정질 석회암)은 

0.74로 산출되었다(그림 7e).

고찰 및 결론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구비)는 중립질 흑운모화강암

(귀부)과 결정질 석회암(대리암; 비신, 이수)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구비의 귀부는 괴상 탈락이 심각하여 원래의 모

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비신의 표면에는 수십 

【 그림 7 】   태종 헌릉 신도비(신비)의 재질특성 (a. 귀비를 구성하는 흑운모화강암, b·c, 비신과 이수를 구성하는 결정질 석회암, d. 구비

와 신비의 전암대자율 비교, e. 구비와 신비의 초음파속도(m/s) 측정결과)

a

d

e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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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에서 cm에 이르는 균열이 수직상으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비신의 표면에는 박리박락으로 인해 일부 비문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며 구비의 비신과 이수 표면에는 

갈색 계열의 변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

신의 경우 물리적 훼손과 표면변색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태이며 비신의 정면 하부에 훼손이 집중된다.

구비의 주요 훼손요인은 균열, 탈락, 박리박락, 표면변

색이며 균열을 제외한 물리적 풍화의 훼손율을 살펴 볼 

때, 정면이 51.9%, 후면이 20.2%로 정면에서 높은 훼손

율을 보인다. 표면변색은 정면이 36.0%, 후면이 17.5%로 

물리적 훼손과 더불어 정면에서 높은 훼손율을 보인다.  

전체적인 훼손율을 살펴볼 때 정면이 88.0%, 후면이 

37.9%로 정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면변색은 갈색 계

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변색부분의 주요성분을 

분석한 결과, 암석의 주요 성분인 Ca이 낮아지는 한편 S, 

Fe, K의 성분이 증가되고 갈색의 농도에 따라 Fe 성분에 

차이를 나타냈다.

구비를 구성하는 암석의 물성을 살펴보기 위해 초음

파속도를 측정한 결과, 귀부를 구성하는 흑운모화강암은 

983~4,244m/s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속도는 2,726m/s로 

일반적인 화강암에 비해 물성이 저하되어 보인다. 비신

의 경우 훼손상태 및 이방성을 고려하여 가로방향과 세

로방향으로 측정한 결과, 가로방향은 275~2,544m/s의 범

위로 평균속도는 765m/s, 세로방향은 371~3,404m/s의 범

위로 평균속도는 1,615m/s를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신의 초음파속도는 다른 지역의 결정질 

석회암의 초음파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속도로 비신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성이 상당히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신의 초음파속도에서 세로방향이 가로방향에 비

해 두 배 이상 빠르게 측정된 것은 비신 표면에 발달한 

균열이 대부분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비의 우측에 재건된 신비는 구비와 동일한 

암석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두 비석을 대상으로 초음파 

물성을 비교한 결과, 구비가 신비에 비해 귀부보다는 비

신에서 더 높은 물성저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태종 헌릉 신도비 관련 기록 자료와 구비의 훼손상태 

및 제작시기(구비 1424년, 신비 1695년)를 고려할 때, 구

비는 임재왜란 때 병화로 인한 열 충격 및 타격에 의한 물

리적 충격으로 급격히 열화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보호각 

없이 방치되어 자연풍화가 가속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구비의 풍화훼손도를 진단한 결과, 귀부의 경우 심각한 

괴상 탈락으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고 비신은 

표면 풍화가 심각한 상태를 확인하였다. 현재 신도비는 

보호각 내부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로 급격한 훼손 진

행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

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존처리와 주변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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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Deterioration Diagnosis of Taejong 
Heonreung Sindobi Monument using Nondestructive 
Method

Abstract

The Stone Monument of Taejong King in Heonreung Royal Tomb, Seoul was originally erected in 1424 to 

pay a tribute to Bang Won Lee’s achievement who was named Taejong, the Third King of Joseon Dynasty. 

The monument has been damaged b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so that another monument 

was newly made and erected together with the original monument in 1695. The original monument was 

made of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for the turtle base and medium-grained milky white crystalline 

limestone for the stele body and the top stone. The turtle base of the original monument is destroyed 

beyond the original shape and inscription due to irregular shaped breaking and a set of longitudinal crack. 

Analyzing the deterioration degree by using nondestructive methods, the 88 percentage of the front area 

and 38 percentage of the back area of the monument are damaged, and the lower part of the stele body is 

dominantly deteriorated especially due to the combination of discoloration and physical deterioration. The 

new monument in 1695 is also made of granite and limestone. The weathering indices of the turtle base and 

stele body stones by the calculation from ultrasonic velocity are 0.10 and 0.74, respectively. This is because 

the original monument is presumed to be degraded by heat shock and physical attack during the Japanese 

war, and the long-term outdoor exposure accelerated the weathering of the monument afterward without 

protective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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