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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 태릉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황후의 무덤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조물(석물 24기, 봉분석재 144개)이 배치되

어 있다. 이 석조물은 모두 중조립질의 흑운모화강암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석조물의 주요 손상양상은 물리적 손상과 

생물오염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서 박리박락(145기), 입상분해(138기), 보수물질(156기)과 함께 생물오염인 조류(154

기), 지의류(165기), 선태류(97기)가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특히 생물학적 손상(조류)이 가장 심각한 상태(3등급 이

상이 전체 석물의 94%)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부분적으로는 박리박락과 입상분해 등도 중장기적인 보존관

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코팁 경도와 초음파탐사 결과, 석재의 약 70%이상이 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초분광 분석에서도 봉분석재 표면의 80% 이상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부분에는 P(인), 

S(황), Cl(염소), Ca(칼슘)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태릉이 수백 년 동안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

적 요인 등에 의해 풍화작용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릉 석조물 중 물리적 풍화등급이 높은 석물은 물성을 보강

하기 위해 강화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물은 석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식 및 습

식 세정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생물의 재발생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봉분에 흘러내린 토사를 정기적으

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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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중 태릉은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 윤씨의 무덤으로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무덤

인 강릉과 함께 1970년에 사적 제201호로 지정되었다. 태

릉은 왕비의 단릉(單陵)이지만 웅장한 느낌을 준다. 특히 

석물의 규모는 앞선 능에 비해 월등히 커서 문정왕후의 

권력과 모친의 장사에 힘쓴 명종의 공력을 느낄 수 있다1. 

태릉 석조물의 관리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석물의 파손 및 

개수가 이루어졌다.

태릉의 석조물은 봉분을 구성하는 석재와 봉분 주변

에 있는 석물로 구분되며, 이중 봉분 구성과 관계된 석재

는 144개이고 능과 봉분 주위에 의례용 석물, 동물상 및 

인물상 등 석물은 24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석조물들은 

오랜 기간 야외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자연적인 요인들

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까지 석조물의 보

존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이 수행되지 못했

다. 이는 석조물의 전체 수량이 많아 체계적인 과학적 조

사 및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입지 및 공간구성특

성, 역사 경관림과 관리방안, 능제의 보존관리에 대한 연

구 등 조경사 및 미술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2. 그러

나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석조물을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통해 훼손유형을 분

류하고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보존과학적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3, 이 결과를 토대로 조선왕릉 태릉 석조물에 대한 

정밀 훼손도 진단이 결정되었다.

현재 석조문화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 연구는 

국내의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수행되어 과학적 분석에 

대한 상당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4. 석조문화재의 과학

적 정밀진단은 조사 대상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보존처리의 시기와 보존방안을 결정하는데 많은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 

조사 기법은 많은 예산, 전문 인력, 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모든 조선왕릉 석조물에 적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량이 많은 조선왕릉 석조물

의 조사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손상특성을 고

찰하였다. 이를 위해서 태릉 석조물을 대상으로 구성암

석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손상유형별 정성 및 정량 분석

을 통해 훼손상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훼손지도와 초음파탐사, 초분광 이미지 분석 등과 같은 

비파괴 기법을 이용하여 손상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

으며 표면오염물 분석을 통해 훼손상태의 원인을 규명하

고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조선왕릉 태

릉 석조물의 과학적 보존에 활용하고자 한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조선왕릉 종합학술보고서Ⅲ」, pp.446~533.

2 박동석, 엄태건, 표기만, 이한영, 최종희. 2008, 「태ㆍ강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26, pp.61~69.

 김명신, 이경재, 김종엽, 허지연, 2015, 「조선왕릉 태릉(태릉)의 역사경관림 변화와 관리방안」 『한국조경학회지』43, pp.56~72.

 최종희, 이창환, 황규만, 김규연, 2017, 「조선왕릉의 능제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5, pp.43~55.

3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6, 「조선왕릉 석조문화재 보존상태 조사보고서Ⅱ」, pp.353~430.

4 양희제, 김사덕, 이찬희, 최석원, 2004,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과정과 구성부재의 훼손도 평가」 『보존과학회지』16, pp.77~88.

 이정은, 이찬희, 이명성, 2006, 「경주 분황사석탑의 풍화훼손도 평가와 보존과학적 진단」 『보존과학회지』18, pp.19~32.

 김지영, 조영훈, 이찬희, 2013, 「경복궁 석조조형물의 재질 및 손상특성 분석」 『보존과학회지』29, pp.407~420.

 이미혜, 이명성, 전유근, 이태종, 2015, 「조선왕릉 태조 건원릉 내 석물의 훼손 특성 분석」 『문화재』48, pp.62~73.

 오정현, 김사덕, 이찬희, 이태종, 2016, 「구리 현릉 능상석물의 표면 손상특성 평가」 『보존과학회지』32, pp.353~364.

  Lee, M.S., Kim, Y., Choie, M.,, Yoo, J.H., Ahn, Y.G., 2020, 「Material and Deterio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for Inscribed Stones of 

Naksan Mountain Area of the Hanyangdoseong(Seoul City Wall), Korea」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36,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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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태릉 석조물은 박리박락, 입상분해, 생물오염 등 다

양한 훼손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릉 석

조물의 재질특성을 밝히고 비파괴 기법을 이용하여 보존

관리 조사기록표를 작성하고 풍화 및 훼손상태에 대한 종

합적이고 정량적인 진단을 수행하였다. 우선 석조물의 

재질특성 파악을 위해 육안조사와 전암대자율 측정 및 광

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육안조사에서는 구성암석의 

색, 조직 및 입자크기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석물에

서 탈락된 시편을 분석용 시료로 채취하였다.

석물에서 탈락된 시편을 대상으로 구성암석의 반정

량적인 광물조성 및 함량 등을 규명하기 위해 박편을 제

작하여 편광현미경(Nikon, LV100NPOL) 관찰과 X-선 회

절분석(Panalytical, Empyrean)을 실시하였고, 암석의 성

인적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대자율기는 10-5 SI 단위의 측정 한계를 가

진 ZH Instruments사의 SM30 모델이며 대자율의 세기는 

10-3 SI 단위로 표기하였다.

또한 석조물의 전체적인 손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존관리 조사기록표를 작성하였으며 손상상태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에 

의한 손상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훼손지도를 작성하고 손상유형별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훼손지도 작성에는 2D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석조물을 구성하는 암석의 강도 추정을 통한 정량적 

풍화도를 산출하기 위해 비파괴 진단법인 초음파탐사와 

에코팁 경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초음파탐사기

는 CNS FARNELL사의 Model PUNDIT LAB이며, 에코팁 

경도계는 Equotip 3이다.

한편 석물이 부분적으로 변색이 심하고 표면에는 생

물오염 부위가 많아 풍화에 따른 오염물의 성분분석을 위

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P-XRF)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P-XRF는 Delta Professional(Olympus, USA)이다. 

또한 석조물의 생물학적 손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하이

퍼스펙트럴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기는 SPECIM

사의 VNIR Spectral Camera PS모델을 사용하였다.

Ⅲ. 보존현황 및 재질특성

1. 보존현황

태릉은 조선왕조 제11대 중종의 계비이자 제13대 명

종의 어머니 문정황후 윤씨의 능침으로 서울특별시 노원

구 화랑로 681번지에 위치한다(사진 1A). 태릉 능역의 공

간 구성은 정자각을 중심으로 재실 등이 있는 진입공간, 

정자각 등 참배자가 만나는 성과 속의 공간인 제향공간과 

언덕 위 봉분을 중심으로 곡장과 석물이 조성된 능침공간

으로 구분된다. 봉분과 석물이 위치한 능침공간은 지반 

레벨의 차이에 따라 상계, 중계, 하계로 구분되며 봉분을 

중심으로 봉분석재와 혼유석, 장명등, 인물상 및 동물상 

등 다수의 석물이 위치하고 있다5.

이 중에서 봉분은 12각의 암석으로 된 병풍석과 정

지대석, 우석, 인석, 만석 등 다양한 부재로 둘러져 있으

며, 병풍석 외곽에는 난간석주, 동자석주 및 난간석, 박석

이 둘러져 있다(사진 1B). 봉분 주변의 석물은 좌우 대칭

으로 인물상 및 동물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상계에는 가

운데의 혼유석(상석과 고석)을 중심으로 망주석, 석호와 

석양이 2쌍씩 봉분의 양 옆에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사진 

1C). 중계에는 봉분 중앙에 장명등을 중심으로 문석인과 

석마가, 하계에는 문석인과 나란히 하여 무석인과 석마가 

마주보고 서 있다.

태릉의 석조물 중 석물은 24개, 봉분석재는 144개

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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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168개이다(표 1). 석물은 석호 4개, 석양 4개, 석마, 

4개, 장명등 1개, 망주석 2개, 문석인 2개, 무석인 2개, 상

석 1개, 고석 4개로 총 24개이다. 봉분석재는 인석 12개, 

만석 12개, 우석 12개, 병풍석 12개, 정지대석 12개, 난간

석주 12개, 동자석주 12개, 난간석 24개, 박석 36개로 총 

144개이다. 태릉의 모든 석조물은 오랜 기간 외부 환경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으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

이다(사진 1D).

사진 1 태릉의 위치와 석조물의 보존현황, A: 태릉의 위치도, B: 태릉 석조물의 조성 현황, C: 석조물의 전체 배치도, D: 석조물의 훼손현황.

A

B

D

C봉분석재(병풍석, 정지대석, 우석, 인석, 만석, 난간석주, 동자석주, 난간석, 박석)

우석의 보수물질 및 박리박락

망주석 장명등 문석인 무석인

석양

석호

석마

상석과 고석

석호2 석호3

석호4석호1

석양2

석양1

석마1

석마3

석마2

석마4

망주석1

무석인1 무석인2

문석인1 문석인2

장명등

상석

봉분석재

고석2

고석1

고석3

고석4

망주석2

석양4

석양3

태릉(중종왕비문정왕후릉)

병풍석의 황갈색 변색 박석의 지의류 및 선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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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질특성

조선왕릉 태릉 석조물은 중조립질의 흑운모화강암

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사진 2A). 흑운모화강암의 색은 

대부분 담회색이나 부분적으로 박리박락, 입상분해 등이 

발생한 풍화면은 암회색 및 암갈색을 보인다(사진 2B).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흑운모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입자

의 크기는 대부분 중조립으로 조직이나 광물성분에 있어

서 전반적으로 균질하게 나타난다. 일부 구성부재(난간

석)에서 황갈색의 흑운모화강암이 관찰되며, 과거 보수 

시 교체된 신부재도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진 2C).

태릉 석조물의 구성암석인 흑운모화강암의 미세시

편을 대상으로 편광현미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성분 

광물은 석영, 미사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 등이고 부구성

광물은 인회석, 저어콘, 불투명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

표 1 태릉 석조물의 현황 및 배치

석 물
능침 공간 구분

석 물 부 재 수
상계 중계 하계

석 호 4 - -

봉

분

인 석 12

석 양 4 - - 만 석 12

석 마 - 2 2 우 석 12

장 명 등 - 1 - 병 풍 석 12

망 주 석 2 - - 정지대석 12

문 석 인 - 2 - 난간석주 12

무 석 인 - - 2 동자석주 12

상 석 1 - - 난 간 석 24

고 석 - 4 - 박 석 36

합 계 24 합 계 144

사진 2 태릉 석조물의 암석학적 특징, A: 중조립의 흑운모화강암, B: 암회색의 흑운모화강암, C: 인석을 구성하는 신부재 흑운모화강암, D, E: 석조물 구성암석의 박편 

사진(Qt; 석영, Mi; 미사장석, Pl; 사장석, Bt; 흑운모, Ch; 녹니석), F: 석조물 구성암석의 X-선 회절분석 결과, G: 석조물 구성암석의 전암대자율 분포도.

A

D

G

B

E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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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진 2D, 2E). 이는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사진 2F). 석영은 대부분 타형이며 입자의 내

부에는 미세 균열이 발달하였고 작은 결정의 백운모나 자

형의 사장석이 공생한다. 미사장석은 대부분 퍼사이트화 

되었으며 내부는 경계가 불규칙한 세립의 장석, 석영, 흑

운모 등이 포이킬리틱(poikilitic) 조직을 보인다. 사장석

은 중심부에서 견운모화 되어 있으며, 흑운모도 입자의 

경계나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어 현재 이 암석

은 풍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태릉 석조물 구성암석의 재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부재에 대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대자율 측

정 결과, 구부재의 대자율은 2.18~6.22(×10-3 SI unit, 이

하 생략)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3.68로 산출되었으

며, 신부재의 대자율은 0.02~3.97(평균 1.99)의 범위를 보

이나 크게 2그룹(평균 대자율이 0.05인 그룹과 3.54인 그

룹으로 분류)으로 분류되었다(사진 2G). 신부재로 사용

된 흑운모화강암(평균 0.05)은 구부재와 대자율의 분포 

범위, 빈도분포도 및 평균값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성

인이 다른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석임을 지시하는 것이

다. 이 결과는 향후 부재의 교체 및 석재의 원산지 규명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비파괴 분석

1. 보존상태 육안조사

태릉 석조물의 비파괴 정밀진단에 앞서 태릉 내 석

조물(봉분석재 144개, 석물 24기)을 대상으로 육안조사를 

통해 손상유형을 분류하고 발생유무를 파악하였다. 석조

물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기록표를 

작성하였으며, 기록표는 석조문화재의 일반적인 훼손진

단기록표 작성법6을 참고하여 주요 손상유형을 파악하고 

태릉 석조물에 손상양상을 고려하여 세부 체크 항목을 설

정하였다.

주요 손상유형은 크게 물리적 손상, 표면변색, 생물

오염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손상유형에 대한 손상양

상 및 순위, 손상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손상유형별 

발생률은 전체 석조물 대비 훼손요인이 발생된 석재의 수

를 파악하여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손상유형의 발생 여

부는 기본적으로 육안 정밀관찰을 통해 기록하였으며, 손

상상태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물리적 손상은 암

석의 풍화 분류 기준7을 참조하였으며 표면변색 및 생물

오염은 피복도로 등급화하였다8.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태릉 석조물의 손상유형을 

물리적 손상, 표면변색, 생물오염 등으로 분류된다. 물

리적 손상은 박리박락, 입상분해, 탈락, 균열 등 태릉 조

성 당시 석재의 원형에서 변형된 현상으로 분류하였다. 

표면변색은 색상에 따라 황색변색, 갈색변색, 흑색변

색, 백색변색으로 분류하였으며, 생물오염은 서식 생물 

종류에 따라 조류, 지의류, 선태류, 초본 식물로 분류하

였다.

우선 봉분석재 144기를 대상으로 손상양상의 발생

빈도를 산출한 결과, 물리적 손상은 보수물질(144기), 박

리박락(121기) 및 입상분해(115기)가 우세하게 발생하였

다. 표면변색은 황색변색(101기), 생물오염은 조류(133

기) 및 지의류(143기)가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24

기의 주변 석물의 경우, 물리적 손상유형 중에서 박리박

락(24기), 입상분해(23기), 탈락(21기)이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냈다. 표면변색은 흑색변색(18기)과 황색변색(18기)

이 높게 확인되었으며, 생물오염은 조류(21기)와 지의류

(22기)가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표 2).

6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경북지역 석조문화재 현황 및 보존방안 연구」, 문화재청, pp.1~1068.

7 Brown, E.T., 1981,「Rock characterization, testing and monitoring: ISRM suggested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18, pp.109.

8 이미혜, 이명성, 전유근, 이태종, 2015,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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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태릉 석조물의 주요 손

상양상은 물리적 손상과 생물오염으로 확인된다. 이 중

에서 박리박락, 입상분해, 탈락은 주변 석물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물질과 함께 생물오염

인 조류, 지의류, 선태류는 봉분석재에서 높은 발생빈도

를 보인다. 이는 과거 봉분석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보

수가 이루어져 보수물질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봉분에서 흘러내린 토사 및 수분 등으로 생물

학적 훼손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태릉 석조물에는 다양한 유형의 손상들이 복합적으

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리박락, 입상분해, 

조류 및 지의류는 거의 모든 석조물에서 확인된다. 따라

서 각 석조물의 장기적인 보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손상양상의 발생빈도 산출 결과와 함께 석재의 손상

도를 파악해야 한다. 태릉 각 석물에서 확인되는 물리적 

손상도, 표면변색도, 생물오염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손상도를 5단계로 분류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9.

태릉 석조물 전체의 손상도를 살펴보면, 물리적 손

상도는 원형에서 절반 이상 손상(4~5등급)된 부재는 

45.2%로 확인된다. 표면변색도는 1등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물오염도는 3등급 이상이 전체 94.0%를 

차지했다(그림 1). 석조물의 부재별로 물리적 손상도를 

살펴보면, 봉분석재에서는 인석, 우석, 난간석주, 동자석

주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주변 석물은 대부분이 

3~4등급으로 물리적 손상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면변색도는 병풍석 일부 부재를 제외하고는 3등

급 이하의 변색도를 보인다. 반면 4등급 이상의 생물오염

도를 나타내는 봉분석재는 63.9%, 주변 석물은 61.3%로 

봉분부재가 생물에 의한 피복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 특히 봉분부재 중에서 상부의 토사가 직접적으로 

흘러내리는 만석, 지면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박석과 

표 2 태릉 석조물의 손상요인별 발생빈도

분류
물리적 손상 표면변색 생물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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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분석재

(144)

빈도수 29 121 78 115 144 9 54 15 101 22 133 143 88 20

비율(%) 20.1 84.0 54.2 79.9 100.0 6.3 37.5 10.4 70.1 15.3 92.4 99.3 61.1 13.9

주변석물

(24)

빈도수 5 24 21 23 12 0 18 3 18 4 21 22 9 0

비율(%) 20.8 100.0 87.5 95.8 50.0 0.0 75.0 12.5 75.0 16.7 87.5 91.7 37.5 0.0

Cr; 균열, Ex; 박리박락, Bo; 탈락, Gd; 입상분해, Cm; 보수물질, Wt; 백색변색, Ba; 흑색변색, Br; 갈색변색, Ye; 황색변색, So; 토사, Al; 조류, Lc; 지의류, Mo; 

선태류, Pl; 초본식물

그림 1 태릉 석조물의 손상요인별 손상도 비교. A: 물리적 손상, B: 표면변색, C: 생물오염.

A B C

9 이미혜, 이명성, 전유근, 이태종, 2015, 앞의 논문.



229		비파괴 분석을 활용한 조선왕릉 태릉 석조물의 손상특성 분석

같은 석물은 생물오염도가 대부분 5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림 2).

2. 훼손지도 평가

앞에서 관찰한 훼손상태를 바탕으로 훼손지도를 작

성하였다. 훼손지도는 실측도 위에 석조물에 발생한 각

각의 훼손상태에 대해 객관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유형별 

적합한 형태의 범례를 선택하여 작성하였다(그림 3). 훼

손지도 작성 후 손상유형에 따른 점유 면적과 분포를 알

아보기 위해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면적의 

A

B

C

그림 2 태릉 석조물의 부재별 훼손상태 비교도. A: 물리적 손상, B: 표면변색, C: 생물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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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구하고 손상유형별 점유율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손상율을 산출하였다(표 3).

석조물에 나타나는 물리적 손상유형 중 균열은 대부

분 미세 균열과 박리상 균열로 주변 석물보다는 봉분석재

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자석주(11개)와 석호(14

개)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고 이는 탈락 및 입상분해와 연

계되어 있다. 박리박락은 병풍석과 우석에서 각각 21.6%, 

43.5%로 높게 나타나며 병풍석은 7번, 8번, 11번 부재에서 

60% 이상 훼손율을 보이고 우석의 경우 6번 부재와 9번 

부재에서 90% 이상의 매우 높은 손상율을 보인다.

입상분해의 경우 석양과 석호에서 각각 47.3%, 

61.9%의 평균손상율을 보이며, 특히 석호 3번 부재에서 

100%의 손상율이 산출되었다. 과거 보수 공사 시, 사용된 

시멘트 몰탈 등 보수물질은 봉분석재인 병풍석과 정지대

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지대석 4번 부재와 12번 

부재에서 30% 이상의 면적을 보인다(그림 4).

화학적 손상은 물리적 및 생물학적 손상에 비해 비교

적 양호한 편이다. 흑색변색의 경우 석호, 고석, 장명등, 문

석인, 무석인 등 주변 석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

호 3번, 고석 4번, 무석인 2번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

인다. 갈색변색은 석마와 무석인, 황색변색은 고석과 장명

등에서 20% 이상의 평균손상율을 보였으며 석마 4번과 고

석 1번 및 3번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다(그림 4).

생물학적 손상은 석조물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조류

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하다. 특히 만석, 정지대석, 박석, 

석양, 석호 등에서 조류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며 박석의 경우는 평균 73.3%의 높은 점유율

을 보인다. 석양과 석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석

양 2번과 석호 1번 및 2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지의류는 만석과 망주석에서 평균 8.6%와 9.6%

로 높게 나타나며 만석 9번 부재의 경우 74.5%로 가장 높

은 점유율을 보인다(그림 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태릉 석조물에서 나타나는 

손상유형 중에 생물학적 손상(조류)이 가장 심각한 상태

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부분적으로는 박리박

락과 입상분해 등도 중장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표 3 태릉 석조물의 부재별 평균 손상율 산출 결과(%).

분류
물리적 손상 화학적 손상 생물학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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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석 5 8.8 1.1 3.9 2.2 0.0 3.4 0.0 0.0 0.0 21.7 6.2 0.2 0.0

만석 3 8.2 0.2 4.4 7.9 0.0 0.0 0.0 0.6 0.0 53.1 8.6 0.4 0.0

병풍석 6 21.6 0.4 6.2 16.8 1.4 1.7 0.0 4.8 0.0 16.7 1.9 1.1 0.0

우석 5 43.5 0.4 12.2 12.2 2.9 1.0 0.5 2.8 0.0 17.7 1.3 2.8 0.0

정지대석 3 13.8 0.5 6.0 17.2 0.0 0.0 0.0 0.0 0.0 55.2 6.6 2.0 0.0

박석 6 3.6 1.0 0.0 1.1 0.0 0.0 0.0 0.0 0.0 73.3 3.8 2.1 0.0

난간석주 5 5.1 1.4 13.3 0.8 0.0 0.1 0.0 0.0 0.3 27.2 2.1 0.8 0.0

난간석 2 4.7 0.4 8.3 3.2 0.0 0.0 0.0 0.9 0.0 35.3 7.5 0.9 0.0

동자석주 11 7.8 2.4 4.2 4.0 0.0 0.0 0.0 0.3 0.0 42.9 1.8 0.5 0.0

석양 4 0.0 0.3 47.3 5.5 0.0 17.0 1.0 1.7 0.0 63.7 1.0 0.0 0.0

석호 14 0.1 1.4 61.9 0.0 0.0 25.7 4.0 5.2 0.0 58.4 0.7 0.0 0.0

망주석 0 0.1 0.4 39.3 0.5 0.0 11.3 6.1 10.8 0.0 43.7 9.6 1.3 0.0

상석 2 0.1 0.6 8.7 16.2 0.0 1.6 0.1 19.1 0.0 26.7 1.7 0.0 0.0

고석 6 3.7 2.8 0.0 5.9 0.0 25.5 12.4 30.7 3.5 2.8 0.0 0.0 0.0

장명등 0 0.1 0.4 0.0 1.0 0.0 22.0 19.6 22.2 0.0 14.2 0.0 0.4 0.0

석마 0 0.0 0.6 0.0 2.1 0.0 14.6 21.6 7.6 0.0 47.7 0.3 0.0 0.0

문석인 4 0.8 0.4 0.0 0.8 0.0 21.9 12.2 7.7 0.0 35.7 1.8 0.0 0.0

무석인 0 0.7 0.3 27.8 0.0 0.0 27.0 25.5 0.7 0.3 44.0 0.3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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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파괴 물성진단

석조물의 육안조사와 훼손지도 평가를 통해 태릉 석

조물 중 봉분석재에서 입상분해 및 박리박락으로 인해 석

재 표면의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릉 석조

물(봉분석재)의 표면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에코팁 경도

와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에코팁 경도는 반발식 경

도계로써 슈미트해머와 동일한 원리로 암석의 강도를 측

정하나 임팩트디바이스의 크기와 작용력이 매우 작아 비

파괴 물성 측정이 가능하여 석조문화재 표면물성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

태릉 석조물의 에코팁 경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풍화등급을 색상화하여 전체적인 손상상태를 파악하였

그림 3 태릉 석조물의 훼손지도(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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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선한 암석(포천화강암)의 에코팁 경도를 기

준으로 태릉 석물의 표면풍화등급을 산출하였으며10, 산

출 기준은 <표 4>와 같다. 태릉 석조물 중 봉분부재 144

기를 대상으로 표면풍화등급을 산출한 결과, 1등급과 2

등급에 해당하는 부재는 없으며, 3등급 7기(4.9%), 4등급 

51기(35.4%), 5등급 86기(59.7%)로 확인된다(표 5, 그림 

그림 4 태릉 석조물의 부재별 손상율 비교도.

박리박락

훼
손

율
(%

)
훼

손
율

(%
)

병풍석 우석

정지대석석호

석호

석호 만석 망주석석양

고석 고석석마

박석

무석인 무석인
장
명
등

장
명
등

문석인

석양

훼
손

율
(%

)
훼

손
율

(%
)

입상분해

흑색변색

조류

조류

갈색변색 황색변색

지의류

보수물질

박리박락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비파괴 기술을 활용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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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 따라서 대부분의 석물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표면물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초음파탐사는 현장성, 휴대성과 더불어 측정 후 흔적

이 남지 않아 석조문화재의 표면물성을 비파괴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초음파 속도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풍화등급은 풍화지수 k를 등 간격으

로 나누어 기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11. 그러나 석

조문화재의 정확한 풍화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석조

문화재를 구성하는 암석과 동일한 암석 중 신선한 암석의 

초음파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에코팁 

경도와 마찬가지로 신선한 포천화강암의 초음파 속도12를 

기준으로 풍화도 지수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표 4).

태릉 석조물(봉분석재)의 초음파 속도 분포를 살펴

보기 위해 풍화등급을 색상화하여 전체적인 풍화 경향을 

파악하였다(그림 5B). 또한 석물의 초음파 속도 평균값

을 계산하여 각 부재의 풍화등급을 산출하였다(표 6). 태

릉 석조물 중 봉부부재 144기를 대상으로 풍화등급을 산출

표 4 에코팁 경도 및 초음파 속도에 따른 풍화등급

풍화등급 풍화도 지수(k) 에코팁 경도(HLD) 초음파 속도(㎧)

1등급 신선 >0.0 >800 >3,400

2등급 약간 풍화 0.0~0.2 640~800 2,720~3,400

3등급 중간 풍화 0.2~0.4 480~640 2,040~2,720

4등급 상당히 풍화 0.4~0.6 320~480 1,360~2,040

5등급 현저히 풍화 0.6~1.0 <320 <1,360

표 5 태릉 석조물(봉분석재)의 에코팁 경도에 따른 풍화등급

등급 부재수 점유율(%)

1등급 0 0.0

2등급 0 0.0

3등급 7 4.9

4등급 51 35.4

5등급 86 59.7

합 계 144 100.0

그림 5 태릉 석조물(봉분석재)의 에코팁 경도(A), 초음파 속도(B)에 따른 풍화

등급 도면화 결과.

A

B

11 Iliev, I.G., 1966, 「An attempt to estimate the degree of weathering of intrusive rocks from their physical-mechanical properti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Rock Mechanics』1, pp.109~114.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초음파탐사를 이용한 석조문화재 풍화도 비파괴 평가기법』,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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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2등급 6기(4.2%), 3등급 38기(26.4%), 4등급 49기

(34.0%), 5등급 51기(35.4%)로 확인된다. 태릉 석조물의 장

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석

물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봉분석재 중 5등급인 석물의 방위별로 살펴보면, 남서

쪽 석물은 12기(33.3%), 북서쪽 5기(13.9%), 북동쪽 15기

(41.7%), 남동쪽 19기(52.8%)로 봉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석물들의 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4. 표면 오염물 분석

태릉 석조물의 원암은 담회색의 흑운모화강암이지

만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작용으로 인해 부재의 표면은 

표 6 태릉 석조물(봉분석재)의 초음파 속도에 따른 풍화등급

등급 부재수 점유율(%)

1등급 0 0.0

2등급 6 4.2

3등급 38 26.4

4등급 49 34.0

5등급 51 35.4

합 계 144 100.0

표 7 태릉 봉분석재의 P-XRF 분석 결과(ppm)

분류 Al Si P S Cl Ca Fe

신선한 영역-1 79,300 362,200 ND ND ND 9,100 4,100

신선한 영역-2 56,100 313,800 ND ND ND 6,000 8,200

신선한 영역-3 65,200 360,900 ND ND ND 7,600 4,500

신선한 영역-4 80,200 379,900 ND ND ND 9,800 6,800

신선한 영역-5 87,600 400,700 ND ND ND 6,600 4,100

평균 73,680 363,500 - - - 7,820 5,540

흑색 지의류-1 54,000 152,600 4,100 3,500 ND 10,100 19,700

흑색 지의류-2 52,600 168,000 4,800 4,300 ND 9,000 14,300

흑색 지의류-3 48,400 179,900 4,900 4,100 ND 6,600 12,000

평균 51,667 166,833 4,600 3,967 - 8,567 15,333

녹색 지의류-1 24,900 54,000 2,200 3,700 1,200 84,500 12,500

녹색 지의류-2 6,500 18,200 1,200 3,500 4,700 120,500 10,900

녹색 지의류-3 10,000 35,400 1,200 2,200 4,800 109,900 9,300

평균 13,800 35,867 1,533 3,133 3,567 104,967 10,900

회색 지의류-1 28,200 55,600 3,400 4,700 1,100 2,500 17,500

회색 지의류-2 31,000 72,300 3,300 3,900 500 2,900 23,400

회색 지의류-3 25,900 56,900 3,000 4,000 400 2,200 24,100

평균 28,367 61,600 3,233 4,200 667 2,533 21,667

황색변색-1 57,600 352,200 600 3,300 ND 3,400 38,000

황색변색-2 70,800 360,400 800 600 ND 7,300 29,000

황색변색-3 42,900 194,900 600 6,900 ND 3,100 32,900

평균 57,100 302,500 667 3,600 - 4,600 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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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갈색, 황색 등의 표면 오염물이 침착되어 있다. 표

면 오염물의 성분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

기(P-XRF)를 활용한 비파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면 오

염물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석조물의 표면이 박

락되어 드러난 신선한 화강암 영역(5지점)과 색상별 오염

물(각 3지점)을 대상으로 P-XRF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

였다(표 7).

P-XRF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선한 영역일수록 

조암광물의 주성분인 Al, Si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 태릉 석조물 표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신선한 영

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P, S, Cl로 분석되었으며, 녹색지

의류에서는 Ca의 함량이 매우 높게 검출되어 향후 석고

와 같은 염(Salt)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황색변색 영역

은 Fe의 함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AINDEX MAP

C

B

D

E G H

F

그림 6  태릉 석조물의 하이퍼스펙트럴에 따른 정규화 식생지수 모델링 결과(일부), A: 봉분 북서쪽, B: 봉분 북동쪽, C: 봉분 남서쪽, D: 봉분 남동쪽, E: 석양3 좌면,  

F: 석양3 우면, G: 문석인1, H: 무석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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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할 때 풍화작용으로 인해 석재의 Fe 성분이 용출되고 

표면에 침착되면서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태릉 석물의 식생 분포 및 활력도를 살펴보기 위해 

방위별 초분광 이미지 촬영을 실시하고 정규화 식생지수

(NDVI)를 산출하였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적색 파장

대의 빛을 흡수하는 반면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중요한 

색소인 chlorophyll은 적외선 파장에서 반사량이 많은 특

성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13. 식생지수는 

-1~1의 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값이 높을수록 식물의 활력

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

초분광 이미지 분석 결과, 봉분 표면의 80% 이상이 생

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병풍석 및 우석은 

생물 피해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인석, 만석, 정지대석 

및 박석의 경우, 생물에 의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의 방위별 NDVI 값을 살펴보면 남서쪽은 

–0.31~0.84(평균 0.26), 북서쪽은 –0.28~1.00(평균 0.36), 북

동쪽은 –0.25~1.00(평균 0.37), 남동쪽은 –0.25~1.00(평균 

0.37)의 분포를 보인다(그림 6). 각 픽셀에 대한 NDVI를 면

적 비율로 산출한 결과, 상대적으로 북쪽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값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변 석물의 생물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 문석인1, 

무석인1, 석양3에 대한 초분광 촬영을 추가적으로 실시

하였다. 석물의 경우, 표면의 상당 부분에서 식생이 서

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면적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석물의 NDVI 값은 문석인1 –0.19~0.57(평

균 0.19), 무석인1 –0.17~0.69(평균 0.26), 석양3 좌면 

–0.19~0.82(평균 0.32), 석양3 우면 –0.15~0.70(평균 

0.27)의 범위를 보인다(그림 6).

Ⅴ. 손상특성 해석

수백 년 동안 야외에 위치하고 있는 태릉 석조물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구조적인 요인 등에 의해 풍

화작용을 받아왔다. 훼손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

의 석조물이 표면 손상 및 낮은 물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된다. 석조물의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각 요인별 

손상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 30년(1981~2010)간의 서울지역 기상환경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평균 기온은 영하를 기록하였으며, 

눈이 내린 평균 일수는 약 25일, 서리 일수는 약 66일을 

표 8 서울지역 기상환경 통계(1981~2010년의 평년자료)와 암석풍화의 상관관계

월
기온
(℃)

강수량
(㎜)

현상별 일수
서울지역 기상환경과 암석풍화의 상관관계

눈 서리

1 -2.4 20.8 8.0 15.2

2 0.4 25.0 5.2 14.0

3 5.7 47.2 3.4 8.8

4 12.5 64.5 0.1 1.0

5 17.8 105.9 　0.0 0.0

6 22.2 133.2 　0.0 0.0

7 24.9 394.7 　0.0 0.0

8 25.7 364.2 　0.0 0.0

9 21.2 169.3 　0.0 0.0

10 14.8 51.8 0.1 1.9

11 7.2 52.5 2.1 9.5

12 0.4 21.5 6.1 15.5

전년 12.5 1450.5 24.9 65.9

13 전유근, 이명성, 김유리, 이미혜, 최명주, 최기현, 2015, 「석조문화재 모니터링을 위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분석의 활용」 『보존과학회지』31,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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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표 8). Hobbs and Fletcher(1975)는 물이 

동결되는 온도에 따라 압력인 0~208MPa까지 선형적으

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4. 태릉 석조물은 눈, 서리와 

같은 형태로 유입된 수분이 동결-융해되면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서울지역의 기상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와 풍화와의 관계모식도15에 적용한 

결과, 강한 풍화영역(Strong decomposi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석물 중에서 황색변색이 발생한 영역은 암석 내의 

Fe가 물과의 화학 반응에 의해 용출되고 표면에 침착되어 

변색이 유발된 것이다. 태릉 석물의 보수 기록에 의하면, 

보수물질로 수차례에 걸쳐 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16 

회의 주성분인 Ca는 용출되고 재결정화(염, salt)를 이루

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력으로 인해 태릉 석조물의 표면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P-XRF를 활용하여 생물이 서식하는 영역을 분석한 

결과, 신선한 영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Cl, S, P가 검출되

었으며 특히 녹색의 지의류에서는 Ca의 함량이 매우 높

게 분석되었다. 위 원소들은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 암석

을 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훼손지도, 초음파탐

사 모델링, 원소 함량 모델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물이 

분포하지 않은 영역의 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

인된다(그림 7).

특히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주변 석물과 달리 

봉분석재는 강우로 인해 봉분에서 흘러내린 토사 및 수

분, 지면과의 거리, 일사량 저하 등으로 수분의 지속 시간

이 증가하여 생물학적 훼손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도굴 미수와 내부 토압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이격으로 인해 봉분석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이

루어져 보수물질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태릉 봉분석재(1구역)의 훼손지도, 초음파탐사, 원소 함량 모델링 비교도.

훼손지도 (봉분 1구역)

Si 함량 모델링 (봉분 1구역)

초음파 모델링 (봉분 1구역)

Ca 함량 모델링 (봉분 1구역)

14 Hobbs, P.V., Fletcher, Neville H., 1975, 「Ice Physics」 『Physics Today』28, pp.71~72.

15 Fookes, P.G., Dearman, W.R., Franklin, J.A., 1971, 「Some engineering aspects of rock weathering」 『Quarterly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4, pp.139~185.

16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6,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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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찰 및 결론

조선왕릉 태릉은 조선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

니 문정황후의 무덤으로 다양한 종류의 석조물(석물 24

기, 봉분석재 144개)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태릉의 모

든 석물은 오랜 시간 외부 환경 및 수목에 의한 영향으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다. 이에 태릉 석조물의 장

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비파괴 기법을 활

용한 태릉 석조물의 정밀훼손도 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태릉의 석조물은 모두 중조립질의 흑운

모화강암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석조물의 주요 손상양

상은 물리적 손상과 생물오염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서 박

리박락, 입상분해, 보수물질과 함께 생물오염인 조류, 지

의류, 선태류가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특히 생물학적 

훼손(조류)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즉각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되며 부분적으로는 박리박락과 입상분해 등도 중장

기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조물의 정량적인 손상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파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당수의 석조물들이 요철이 심하

고 입상분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박

락으로 인해 이미 문양이 유실된 석물에서도 2차 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코팁 경도와 초음파탐

사 결과, 석재의 약 70% 이상이 물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초분광 분석에서도 봉분석재 표면의 80% 

이상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부분

에는 P(인), S(황), Cl(염소), Ca(칼슘)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태릉 석물들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

학적 등의 훼손요인에 의해 상당수 물성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각의 훼손요인이 단독적으로 발생

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석물에서도 다

양한 훼손 유형이 나타났다. 특히 육안조사와 초음파탐

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육안관찰을 통해 설정한 풍

화등급보다 초음파탐사로 측정한 풍화등급이 낮게 형성

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육안관찰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43기의 석물의 경우, 초음파탐사 결과는 3등급 15

기, 4등급 20기, 5등급 7기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더 풍화된 것으로 확인된다(표 9).

따라서 태릉 석조물 중 물리적 풍화등급이 4, 5등급

에 해당하는 석물은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 강화처리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물은 석재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식 및 습식 세정을 통한 제

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존처리 이후 생물의 

재발생을 지연하기 위해서는 봉분(특히 봉분의 북쪽 방

향)에 흘러내린 토사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

고 정기적으로 보존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표 9 태릉 석조물의 체크리스트와 초음파 풍화등급의 비교도.

분 류
체크리스트 풍화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 계

초음파

풍화  

등급

1등급 0 0 0 0 0 0

2등급 1 4 1 0 0 6

3등급 3 15 15 4 1 38

4등급 0 12 20 13 4 49

5등급 0 2 7 27 15 51

합 계 4 33 43 44 2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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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for Stone 
Properties in the Taereung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using Nondestructive Analysis

The Taereung Royal Tomb from the Joseon Dynasty is the tomb of  Empress Munjeong, the second queen of  

King Jungjong, and it contains various types of  stone artifacts. All of  these stone artifacts were constructed using 

coarse- to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The major types of  deterioration of  the stone artifacts are identified 

as surface weathering and biological contaminants. Exfoliation (145 sculptures), granular decomposition (138 

sculptures), and repair materials (156 sculptures), along with biological contaminant algae (154 sculptures), lichen (165 

sculptures) and moss (97 sculptures), have a high occurrence frequency. In particular, it is deemed that immediate 

conservation treatment is required, as biological deterioration (algae) represents the most serious condition (grade 

3 or higher in 94% of  all stones), and it is thought that exfoliation and granulation decomposition are required for 

long-term conservation management. As a result of  equo -tip hardness and ultrasonic measurement, more than 

70% of  stones were found to have very weak physical properties. Through hyperspectral analysis, organisms were 

shown to inhabit more than 80% of  the surface of  burial mound stone artifacts, and P (phosphorus), S (sulfur), Cl 

(chlorine), and Ca (calcium) were detected in this area. This is because Taereung Royal Tomb has been exposed to 

the outdoors for hundreds of  years and has been weathered by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actors. Therefore, 

among the stone artifacts in the Taereung Royal Tomb, those with high physical weathering grades are considered 

to require consolidation to reinforce them physically. Since organisms are highly likely to cause stone damage, they 

must be removed via dry and wet cleaning. In addition, in order to delay the reoccurrence of  organisms following 

conservation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clean up the soil that has flowed into the burial mound, and to 

monitor conservation conditions over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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