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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중 태조 건원릉은 조선 제1대 임금인 태조 이성계의 무덤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모든 석물들은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치에 따라 훼손형태 및 손상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석물의 훼손도

를 평가한 결과, 주요 훼손 양상은 물리적 훼손과 생물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박리박락, 탈락, 입상 분해와 같은 물리적 훼

손 유형은 봉분 석재와 주변 석물이 유사한 발생 빈도를 나타내지만 토사, 선태류, 초본식물 및 보수 물질의 비율은 봉분 석재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분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토양 및 수분, 지면과의 거리 및 일사량 저하 등으로 수분의 지

속시간이 증가하여 물리적 및 생물학적 훼손이 주변 석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원릉 석물의 훼손을 저감

하기 위해서는 수분 제어와 함께 봉분 석재를 중심으로 생물의 제거가 요구되며 물리적 훼손이 심한 부재는 강화처리 및 접착 등 물

리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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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왕릉은 519년 동안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

의 무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로 그 가치

를 인정받아 40기의 왕릉이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중 태조 건원릉은 조선 제1대 임금

인 이성계의 무덤으로 현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

(사적 제193호) 권역에 위치하며, 봉분 주변에는 다양한 동

물상과 인물상 및 기타 의례용 석상 등 석물들이 배치되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건원릉에 배치된 석조조형

물은 봉분을 구성하는 석재와 봉분 주변에 있는 석물로 구

분되며, 이중 병풍석과 난간석 등 봉분 구성과 관계된 석재 

168개와 능과 봉분 주위에 혼유석, 망주석 등의 의례용 석

물, 석호, 석양, 석마 등 동물상 및 문·무석인의 인물상 등 

석물 26구가 배치되어 있다.

태조 건원릉에 대한 연구는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능제의 복원에 관한 연구, 주변의 경관 보존·관리에 관

한 연구 등 미술사 및 건축사적 관점에 이루어져 왔다(이정

선 2008; 전나나 2009; 정해득 2012; 이덕형 2012). 조선왕

릉과 관련된 고문헌인 《산릉도감의궤》는 국장에 관련된 모

든 의례와 절차를 비롯하여 왕릉의 조성 과정 및 천장 과정

과 석물의 양식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능역에 배치된 석물은 피장자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형태학적인 양식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석물은 오랜 시간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물리

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 등 다양한 자연적인 요인들

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까지 석물의 훼손 상

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조선왕

릉을 위해 사용된 석물의 수가 방대하여 훼손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존과학적 연구는 국내외

의 많은 연구자에 의해 활발히 수행되어 훼손도 진단에 대

한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Fitzner and Heinrichs 

2004; Lee et al. 2006; 이명성 외 2012; 김지영 외 2013; 국

립문화재연구소 2014). 석조문화재 정밀진단은 평가대상의 

현재 상태에 대한 다수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존처리의 시

기와 보존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밀진단 기법은 많은 예산, 전

문 인력,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모든 조선왕릉 석물에 적용

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석조

물의 효율적인 종합조사에 앞서 조선 제1대 태조 건원릉 내 

석물(석재 168개, 석물 26기)을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통해 

훼손 유형을 분류 및 발생 유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자

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되는 육안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훼손 유형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석물의 훼손도를 등급

화 하였다. 이는 건원릉 석물의 훼손상태를 분석하고 보존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건원릉은 봉분을 둘러싼 석재 168기와 봉분 주위에 

배치된 석물 26구로 총 194기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와 같이 다수의 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봉분 부

재와 주변 석물로 분류하고 구역별로 석물의 훼손 특성을 

조사하였다. 우선 석물의 암석학적 특성을 파악을 위해 육

안 관찰과 전암 대자율 측정 및 광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

다. 육안조사에서는 구성 암석의 조직 및 입자크기 등 간

략하게 기술하였고, 암석의 성인적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

해 전암 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ZH 

Instruments사의 SM30 모델로, 대자율의 세기는 10-3 SI 단

위로 표기하였다. 측정 방법은 개별 부재에 대해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석물을 구성하는 암석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였으며, 광물종과 풍화

에 따른 생성 광물의 정밀 동정을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편광현미경은 자동계수기가 

장착된 편광·반사 겸용 현미경(Axiotech 100HD/Progress 

3012, Carl Zeiss, Germany)이며, X-선 회절 분석기는 MAC 

Science제 X-ray Diffraction System(M18XAHF22)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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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사용된 X-선은 CuKα, 양극의 가속 전압 및 필라멘

트의 전류는 각각 40㎸와 60㎃이다.

석물의 전체적인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존 관

리 조사 기록표를 작성하였다. 기록표는 석조문화재의 일

반적인 훼손진단기록표 작성법(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1~2005)을 참고하여 주요 훼손 유형을 파악하고 건원

릉 석물에 훼손 양상을 고려하여 세부 체크 항목을 설정하

였다. 주요 훼손 유형에는 물리적 훼손, 표면 변색, 생물 오

염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훼손 유형에 대한 훼손 양상 

및 순위, 훼손 등급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훼손 요인별 발

생률은 전체 석재에 대비 훼손 요인이 발생된 석재의 수를 

파악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물리적 훼손의 세부유형은 균열, 박리박락, 탈락, 입상 

분해, 보수 물질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표면 변색은 색상에 

따라 흰색, 황색, 갈색, 흑색 변색 및 토사로 생물 오염은 조

류, 지의류, 선태류, 초본식물로 세분화하였다. 훼손 유형의 

발생여부는 기본적으로 정밀관찰을 통해 기록하였으며, 훼

손 상태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물리적 훼손은 암

석의 풍화 분류 기준표(Brown 1981)를 참조하였으며 표면 

변색 및 생물 오염은 피복도로 등급화하였다(표 1).

Ⅲ. 현황 및 재질특성

건원릉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사적 제195

호) 권역에 위치하며, 동구릉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

하고 있다(그림 1A). 조선왕릉 능역의 공간구성은 죽은 자

와 산 자가 만나는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재실 등이 

있는 진입공간, 정자각 등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

인 제향 공간과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능침 공간으로 구분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그림 1B).

봉분과 석물이 위치한 능침 공간은 지반 레벨의 차이

에 따라 상계, 중계, 하계로 구분되며 봉분을 중심으로 봉

분 석재와 인물상 및 동물상 등 다수의 석물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에서 봉분은 12각의 화강암으로 된 병풍석과 지

대석, 정지대석, 우석, 인석, 만석 등 다양한 연결 부재로 둘

러져 있으며, 병풍석 외곽에는 12개의 난간석주, 동자석주 

및 24개의 난간석이 둘러져 있다(그림 2).

봉분 주변의 석물은 각 단의 좌우대칭으로 인물상 및 

동물상 26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상계에는 가운데에 혼유

석을 중심으로 석호와 석양이 2쌍씩 봉분의 양 옆에 번갈

표 1.  건원릉 석물의 훼손도 분류 기준

훼손

등급

물리적 훼손
(상태)

표면 변색
(면적)

생물 오염
(면적)

판단 기준
(Brown 1981)

비고

1 대단히 미약 0~20% 0~20% 풍화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암석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보이나 부재 표면에 극히 약간 풍화 
및 변형 현상 발생
(기계적 풍화 거의 없음)

2 미약 21~40% 21~40% 석재에 변색이 확인되는 암석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부재 표면에 약
간 풍화 및 변형 현상 발생
(수직ㆍ수평의 단순 균열 등)

3 보통 41~60% 41~60% 절반 이하의 영역이 분해된 암석
상당히 많은 부재표면이 약간 풍화 및 변형 현상이 보이며 
모서리가 다소 둔함
(수직ㆍ수평의 열린 균열 등)

4 심함 61~80% 61~80% 절반 이상의 영역이 분해된 암석
상당히 많은 부재표면이 조직의 이완현상이 뚜렷하며 표면이 
거칠고 모서리가 둔함
(사선형태의 균열 발생 및 미소파괴 등)

5 대단히 심함 81~100% 81~100% 모든 영역에서 분해가 발생한 암석
상당히 많은 부재표면이 조직이 이완되어 알갱이가 탈락되며 
표면의 원형이 상당히 훼손
(사선형태의 균열로 인한 탈락 및 내부균열 존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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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치하였다. 중계에는 봉분 중앙에 장명등을 중심으로 

문석인 1쌍이, 하계에는 문석인과 나란히 하여 무석인 1쌍

과 석마 2쌍이 마주보고 서 있다(그림 2). 건원릉의 모든 석

물은 위치상 관람객에 접근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은 관찰

되지 않지만, 오랜 시간 외부환경 및 수목에 의한 영향으로 

석물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건원릉의 석물은 다양한 형태로 조각되어 있지만 모

든 석재는 흑운모화강암이다. 석재는 중립질의 석영, 장석, 

그림 1.  건원릉의 위치(A) 및 배치(B)

그림 2.  건원릉의 능침 공간 분류와 석재 및 석물 현황

A B

경기도 구리시

연구대상 : 봉분석재 및 주변석물

동구릉

목릉

휘릉

건원릉

현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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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Qt : quartz
Or : orthoclase
Pl : plagioclase
Mi : microcline
Bt :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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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가 주 구성 광물로 확인되었으며 신선한 면에서 담

회색의 색상을 보인다(그림 3A). 탈락된 미세시편을 대상으

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알칼리장석, 사장석, 석영 및 흑

운모 등이 관찰되며 장석류와 흑운모는 대부분 입자 경계

와 벽개변을 따라 점토광물화되어 있어 현재 이 암석은 상

당히 풍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그림 3B). 또한 X-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도 앞의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와 같은 

조암광물이 검출되었다(그림 3C).

전암 대자율은 암석학적 특성 및 석재의 동질성을 파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여 다양한 석조문화재 연구에 활용

되었다(이찬희 외 2007; 이명성 외 2009; Uchida Lee et al. 

2007; Lee Lee et al. 2010). 건원릉 석물의 전암 대자율을 

측정한 결과, 인석, 만석, 병풍석과 같은 봉분 부재의 전암 

대자율은 2.41~7.22(×10-3 SI unit)의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부분 4.00~6.00(평균값 4.97×10-3 SI unit)으로 모

든 부재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석양, 석호, 석

마 등 주변 석물의 전암 대자율 평균값 역시 평균 4.83(×

10-3 SI unit)으로 봉분 석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3D). 따라서 건원릉 석물은 모두 자철석 계열의 화강암

으로 확인된다.

Ⅳ. 풍화 및 훼손 특성

1. 훼손 유형과 특징

건원릉 석물의 훼손 유형을 물리적 훼손, 표면 변색, 

생물 오염 등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 물리적 훼손은 박리

박락, 입상 분해, 탈락, 균열 등 건원릉 조성당시 석재의 원

형에서 형태가 변형된 현상으로 분류하였으며(국립문화재

그림 3.    건원릉 석물의 암석학적 특징. (A) 석영, 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성된 중립질 흑운모화강암. (B) 알칼리장석과 사장석, 흑운모 등 석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물들이 풍화를 받아 입자 경계와 벽개면을 따라 점토광물로 변질되어 있음. (C) 석물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D) 석물의 전암 대자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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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2009), 석재의 보강을 위해 사용된 보수 물질도 물

리적 훼손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물리적 훼손 양상을 부재

별로 살펴보면, 병풍석, 난간석, 난간 석주 등의 봉분 석재

는 박리박락과 입상 분해가 우세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석

마, 석호, 문·무석인 등과 같은 봉분 주변의 석물에는 탈락

과 박리박락 현상이 주로 관찰된다(그림 4A).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표면 변색은 색상

에 따라 황색 변색, 갈색 변색, 흑색 변색, 백색 변색으로 분

류하였으며 봉분 및 주변 토양에서 흡착된 토사도 변색으로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황색 변색은 대다수의 석물에서 관찰

되며, 봉분에서 흘러내린 토사는 봉분 석재인 인석과 만석 

및 정지대석과 지대석에서 우세하게 관찰된다(그림 4B).

또한 건원릉 내 석물은 생물 오염에 의한 훼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원릉 석물에서 확인되는 생물은 

조류, 지의류, 선태류, 초본식물로 분류되며, 이중에서 조류

와 지의류에 의한 피복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초본식물은 지면과 가까운 지대석, 박석에서 피복

도가 높았으며, 지면에서 먼 난간석, 병풍석, 만석 등은 주로 

조류와 지의류 및 선태류에 의한 높은 피복도를 보인다(그

림 4C). 이와 같이 건원릉 석물에서는 다양한 훼손 유형이 

확인되며 석물의 위치별로 훼손 양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2. 위치별 손상도

석물의 위치별 훼손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봉분 석

재와 봉분 주변 석물로 구분하여 석물의 훼손 요인별 발

생 빈도를 산출하였다. 석물의 훼손 발생 여부는 정밀 관

찰을 통해 분류한 항목 중 확인이 되는 모든 석재를 빈도

수에 포함시켰다. 봉분 석재 168기를 대상으로 훼손의 발

생 빈도를 산출한 결과, 물리적 훼손은 균열 15기(8.9%), 박

리박락 147기(87.5%), 탈락 48기(28.6%), 입상 분해 163기

그림 4.    건원릉 석물의 훼손 현황. (A) 병풍석, 난간석, 석마 등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훼손. (B) 석물에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표면 변색과 봉분에서 흘러내린 토사. 
(C) 대부분의 석재와 석물에서 서식하는 지의류, 선태류 등의 생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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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보수 물질 167기(99.4%)로 나타났으며, 표면 변색

은 백색 변색 2기(1.2%), 갈색 변색 4기(2.4%), 황색 변색 75

기(44.6%), 토사 47기(28.0%)의 발생 빈도를 보였다. 생물학

적 훼손은 조류 133기(79.2%), 지의류 168기(100%), 선태류 

92기(54.8%), 초본식물 39기(23.2%)의 석물에서 훼손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

26기의 봉분 주변 석물의 경우, 물리적 훼손 유형 중

에서 균열은 4기(15.4%), 박리박락 26기(100.0%), 탈락 8기

(30.8%), 입상 분해 24기(92.3%), 보수 물질 11기(42.3%)

의 발생 빈도를 나타냈으며, 표면 변색은 흑색 변색 16기

(50.0%), 황색 변색 19기(73.1%), 토사 2기(7.7%)로 확인

되었다. 생물학적 훼손은 조류 7기(26.9%), 지의류 26기

(100%), 선태류 8기(30.8%)의 발생 빈도를 나타냈다(표 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원릉 석물의 주요 훼손 

양상은 물리적 훼손과 생물 오염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

서 박리박락, 탈락, 입상 분해와 같은 훼손 유형은 봉분 석

재와 주변 석물이 유사한 발생 빈도를 나타내지만 토사, 선

태류, 초본식물 및 보수 물질의 비율은 봉분 석재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주변 석물과 달리 봉분 석재는 강우로 인해 봉분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수분을 지속시키고 양분을 공급하면서 

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부 토

압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이격으로 인해 봉분 석재를 중심

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져 보수 물질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

3. 훼손 요인별 손상도

건원릉 석물에는 다양한 유형의 훼손들이 복합적으

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박리박락, 입상 분

해 및 지의류는 거의 모든 석물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각의 석물에 발생한 훼손의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

어, 박석에 서식하고 있는 지의류는 전면에 걸쳐 서식하고 

표 2.  건원릉 석물의 훼손 상태

분류

물리적 훼손 표면 변색 생물 오염

Cr Ex Bo Gd Cm Wt Ba Br Ye So Al Lc Mo Pl

봉분 석재
(합계 : 168)

빈도수 15 147 48 163 167 2 0 4 75 47 133 168 92 39

비율(%) 8.9 87.5 28.6 97.0 99.4 1.2 0.0 2.4 44.6 28.0 79.2 100 54.8 23.2

주변 석물
(합계 : 26)

빈도수 4 26 8 24 11 0 13 0 19 2 7 26 8 0

비율(%) 15.4 100 30.8 92.3 42.3 0.0 50.0 0.0 73.1 7.7 26.9 100 30.8 0.0

Cr; 균열, Ex; 박리박락, Bo; 탈락, Gd; 입상 분해, Cm; 보수 물질, Wt; 백색 변색, Ba; 흑색 변색, Br; 갈색 변색, Ye; 황색 변색, So; 토사, Al; 조류, Lc; 지의류, Mo; 선태류, Pl; 초본식물

그림 5.  건원릉 석물의 위치별 훼손 상태 그래프

주변 석물 봉분 석재

0 25 50 75 100

물리적 훼손

보수물질

입상분해

탈락

박리박락

균열

비율(%)

0 25 50 75 100

비율(%) 

표면 변색

토사

황색

갈색

흑색

백색

0 25 50 75 100

비율(%)

생물 오염

초본식물

선태류

지의류

조류



69  Mi Hye Lee   조선왕릉 태조 건원릉 내 석물의 훼손 특성 분석

있는 반면 난간석의 일부 부재는 30~50%의 피복도를 보인

다. 따라서 각 석물의 장기적 보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훼손 양상의 분류 및 발생 빈도 산출 결과와 함께 석재

의 손상도를 파악해야 한다.

건원릉 각 석물에서 확인되는 물리적 손상도, 표면 변

색도, 생물 오염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손상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하였다. 물리적 손상도는 

Brown(1981)이 제시한 육안조사를 통한 암석의 풍화 등급 

분류 방법을 참조하였다(표 1). 이에 따르면 1등급은 풍화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암석, 2등급은 석재에 변색이 확인되

는 암석, 3등급은 절반 이하의 영역이 분해된 암석, 4등급

은 절반 이상의 영역이 분해된 암석, 5등급은 모든 영역에

서 분해가 발생한 암석으로 분류된다. 표면 변색과 생물 오

염에 대한 손상도는 피복도를 20% 간격으로 구분하여 5등

급으로 설정하였다.

건원릉 석물 전체의 손상도를 살펴보면, 물리적 손상

도는 1등급 0.0%, 2등급 5.2%, 3등급 63.3%, 4등급 26.3%, 

5등급 5.2%로 원형에서 절반 이상 손상(문양의 박락 현

상, 탈락, 입상 분해 등)된 부재는 31.5%로 확인되었다. 표

면 변색도는 1등급 62.9%, 2등급 20.6%, 3등급 13.9%, 4등

급 2.1%, 5등급 0.5%의 점유율을 보이며 1등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표면 변색도와 달리 생물 오염도는 1

등급 0.5%, 2등급 8.8%, 3등급 19.1%, 4등급 22.2%, 5등급 

49.4%로 5등급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표 3).

표 3.  건원릉 석물의 훼손 요인별 손상도

분류
물리적 훼손 표면 변색 생물 오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봉분 
석재

인석 0 0 1 11 0 11 1 0 0 0 0 0 0 6 6

만석 0 5 7 0 0 0 2 6 3 1 0 3 4 4 1

병풍석 0 2 4 3 3 0 10 1 1 0 1 4 2 2 3

우석 0 0 3 9 0 0 4 8 0 0 0 0 4 3 5

정지대석 0 0 12 0 0 0 10 2 0 0 0 0 1 0 11

박석 0 0 36 0 0 33 1 2 0 0 0 1 1 0 34

지대석 0 0 23 1 0 20 3 1 0 0 0 0 0 4 20

난간석주 0 0 3 7 2 12 0 0 0 0 0 0 2 5 5

난간석 0 0 16 6 2 24 0 0 0 0 0 7 11 5 1

동자석주 0 0 1 9 2 12 0 0 0 0 0 0 0 6 6

합계 0 7 106 46 9 112 31 20 4 1 1 15 25 35 92

비율(%) 0.0 4.2 63.0 27.4 5.4 66.6 18.5 11.9 2.4 0.6 0.6 8.9 14.9 20.8 54.8

주변 
석물

석양 0 0 4 0 0 0 3 1 0 0 0 0 1 3 0

석호 0 0 4 0 0 3 1 0 0 0 0 0 1 0 3

석마 0 1 3 0 0 1 3 0 0 0 0 0 1 3 0

문석인 0 1 1 0 0 2 0 0 0 0 0 0 2 0 0

무석인 0 0 0 2 0 1 1 0 0 0 0 0 0 2 0

망주석 0 0 2 0 0 2 0 0 0 0 0 0 2 0 0

장명등 0 0 0 1 0 0 0 1 0 0 0 0 1 0 0

혼유석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고석 0 0 2 2 1 0 1 4 0 0 0 2 3 0 0

합계 0 2 17 5 1 9 9 7 0 0 0 2 12 8 3

비율(%) 0.0 8.0 68.0 20.0 4.0 36.0 36.0 28.0 0.0 0.0 0.0 8.0 48.0 3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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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원릉 석물의 부재별 훼손 상태 비교도

그림 6.  건원릉 석물의 훼손 요인별 훼손 등급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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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의 구역별로 물리적 손상도를 살펴보면 봉분 부

재는 1등급 0.0%, 2등급 4.2%, 3등급 63.0%, 4등급 27.4%, 

5등급 5.4%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주변 석물들은 1등

급 0.0%, 2등급 8.0%, 3등급 68.0%, 4등급 20.0%, 5등급 

4.0%로 산출되었다. 석물의 절반 이상 손상된 것으로 평가

되는 4~5등급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봉분 부재는 32.8%로 

산출되었으며 인석, 우석, 동자석주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주변 석물 중에서 4등급 이상은 24.0%로 봉

분 부재보다 물리적 손상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그림 6, 7).

표면 변색도 중에서 피복도가 60% 이상 발생하여 

4~5등급으로 분류된 석물은 봉분 부재 3.0%, 주변 석물 

0.0%로 봉분 부재에서 약간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4등급 이상의 생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봉분 석재는 75.6%, 

주변 석물은 44.0%로 봉분 부재가 생물에 의한 피복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봉분 부재 중에서 상부의 토

사가 직접적으로 흘러내리는 정지대석, 박석, 지대석과 같은 

석물은 생물 오염도가 대부분 5등급으로 나타났다(표 3, 그

림 6, 7).

훼손 요인별 손상도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표면 변

색에 비해 물리적 손상 및 생물 오염에 대한 훼손이 상대적

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손상 등급을 

4~5등급 부재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봉분을 구성하고 

있는 석재는 봉분 주변의 석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훼손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Ⅴ. 고찰 및 결론

태조 건원릉은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

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물이 배치되

어 있다. 모든 석물들은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를 주 

구성 광물로 하는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석물들의 전암 대자율 평균은 4.04~5.35(×10-3 SI 

unit)로 자철석 계열의 유사한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원릉 석물들은 각각의 위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훼손 형태 및 손상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석물들에서 확인되는 훼손 유형을 분류하고 손상도

를 산출한 결과, 훼손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는 4~5등급의 석물들은 물리적 손상 31.5%, 표면 변색도 

2.6%, 생물 오염도 71.6%의 점유율을 보였다. 따라서 석물

은 입상 분해, 박리박락 등과 같은 물리적인 손상과 조류, 

지의류에 의한 생물학적인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봉분 석재와 주변 석물로 구분하여 4~5등

급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봉분 석재가 상대적으로 많은 

훼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분 석재는 봉분을 지지하고 구획하기 위한 용도로 

조성되어 다수의 석재들이 결구되어 있는 반면 봉분 주변의 

석물들은 능역의 위치를 참배객에게 알리고 능의 주인을 신

성시하기 위한 용도로 조성되어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석물의 위치에 따라 손상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봉분에

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토양 및 수분, 지면과의 거리 및 일

사량 저하 등으로 수분의 지속시간이 증가하여 물리적 및 

생물학적 훼손이 주변석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과거 석물의 보존처리에 사용되었던 보수 물질

의 발생 점유율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원릉 석물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수분 제어

와 함께 석재의 강화처리 및 접착 등 물리적인 보강이 필요

하며 석재 표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제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부재의 수가 적은 일반 석조문화재와는 달리 건원

릉을 구성하는 석물들은 수량이 많아 순차적인 보존 관리

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훼손도가 높은 봉분 석재

를 우선적으로 보존 처리를 실시하고 봉분 주변에 있는 석

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향후 조선왕릉 석물에 

대한 보존 상태 조사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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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Characteristic of Deterioration Status for 
Stone Properties in the Tae-Jo Geonwolleung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The Tae-Jo Geonwolleung is the tomb of the first king Tae-Jo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complex of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listed in World Heritage, and it contains various types of stone 

properties. The material of the stone properties consist of a single type of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however, each properties have different intensity and types in deterioration phenomena according to their 

locations and purposes. The major deterioration types of the stones are analyzed as physical decomposition 

and biodeterioration. The exfoliation, breaking-out and granular decomposition are widespread types of the 

deterioration throughout the entire burial mound stone properties and surrounding stone properties. On the 

other hands, the colonization of mosses and plants, and contamination by foreign materials are found more 

frequent in the burial mound stone properties as these stones are in contact with the soil of the tomb mound 

and moisture in the soil helped biodeterioration. It is suggested that anti-biology treatment and physical 

reinforcement are applied to the deteriorated stones to prevent further damage on the stone components of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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