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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에는 외형상의 특징 때문에 오랜 세

월 동안 월성( , 사적 제16호)이라 불리어온 성

이 있다. 이곳은 과거 신라의 왕성으로서(B.C. 57년~ 

A.D. 101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데 반해, 문화

재관리국 산하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 

의한 월성 동문지조사가 1979, 1980년에 있었을 뿐 

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었다. 

월성이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석빙고(

, 보물 제66호) 등의 새로운 건축물들이 신축, 개

축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신라궁궐과 관련된 건물들 

위에 여러 시대의 유구가 중복되고 일부 교란되어 있

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왕성의 원형보존’이라는 명제 앞에 월성의 외형

은 거의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매장유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매우 미흡하여 관련 학술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현덕 등(2004)은 시험적 성격으로서 유구의 잔

존 상태를 확인하고자 비파괴 조사법인 GPR(지표 레

이더)탐사를 적용하여 월성의 일부지역 조사에서 유

구가 매우 잘 남아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기본 목적은 측선을 이용한 3차원 

GPR탐사를 실시하여 시험탐사에서 확인된 매장유구

를 월성 전체 지역에 대하여 영상화하는 것이다.

GPR탐사는 가장 분해능이 높은 천부지하영상을 

제공하여 고고학적 목적을 위한 탐사로서 매우 유용

함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김정

호 2005; Goodman 2009).

매장유구에 대한 탐사는 지하의 깊이에 따라 변화

하는 평면적 유구현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3차

원 탐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수직단면보다는 수평단면 

개념의 분석이 필요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3차원 GPR탐사에서 수평단면영상

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Depth Slice를 실시하고 이것

을 기본으로 한 Slice Overlay 분석법을 적용하여 효

과적인 자료의 영상화를 소개하고자 하며 Isolated 

Surface 영상을 이용하여 유구 해석의 이해를 도왔다

(Goodman, 2006).

3차원 GPR탐사는 매우 조밀하게 측선을 설정

하고 많은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월성은 면적이 

112,535m2로 매우 넓어 3차원 GPR탐사시 탐사소요

시간이 길고 자료의 양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력탐사나 전자탐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었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은 우리나라 말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 레이더, 지

하 투시 레이더, 지하 탐지 레이더, 지표 레이더, 지

중 레이더 등 사용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땅속을 투

과하는 레이더’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GPR탐사는 지표상의 안테나로부터 지하로 전자

기파를 보내어 투과했다가 반사되어 오는 파장을 관

측한다. 수신된 신호에는 전자기파가 땅속을 왕복 여

행한 시간과 진폭의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전자기파가 안테나로부

터 땅속을 투과 및 반사하는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

고 오른쪽 그림은 전자기파의 진폭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시간정보를 이용하여 물체가 있는 곳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진폭의 변화로 매장물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다. 전자기파는 땅속을 투과하면서 반사를 

일으키는데 전기적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

에서 일어나며, 두 매질의 전기적 물성차이로 규정되

는 반사계수에 비례하여 반사강도는 변한다.

안테나에서 수신된 전자기파의 진폭 변화는 <그

림 2>와 같이 wiggle 또는 color 형태로 영상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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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한데, 수평축이 측선거리이며 수직축은 전자기파가 왕

복으로 진행한 시간 또는 깊이이다. GPR탐사에서 가

장 중요한 전기적 물성은 유전율로서 이것에 의하여 

전자기파의 속도와 반사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림 2>의 수직축을 시간에서 깊이로 변환할 수 있다.

고고학적 탐사에서는 지층의 경계면에서 나타나

는 면 반사대와 공동 또는 지하매장물에 의한 점 반

사원이 존재하여 회절파에 의한 포물선 형태의 영상

을 얻게 된다. 구조보정을 통하여 포물선 형태의 반

응을 원래의 형태로 바꾸는 분석과정을 거치기도 하

지만, 이 회절현상은 지하매장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지시자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 굳이 

구조보정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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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장되어 있는 유구의 평면상의 분포현황

과 매장 깊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탐사자는 결과물

이 평면상으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도

록 현장에서 자료를 밀도있게 취득해야 한다.

월성 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구는 건물지

이다. 초석 또는 적심이 주요 탐지물이기 때문에 그

것의 크기와 간격을 고려해서 측선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GPR탐사는 3차원적인 정밀조사가 되

어야 한다.

월성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초석의 크기는 대체

적으로 1m 정도의 대형이며, 예비탐사에서 확인된 적

심으로 추정되는 반응도 최소 1m 정도이다. 측선사

이로 유구가 비켜가는 것을 막고 작업의 양을 고려하

여 측선의 간격을 0.5m로 하였다. <그림 1과 2>는 월

성에서의 GPR탐사 장면이며 <그림 3>는 측선도이다.

측선의 방향이 대부분 Y축이나 일부구간에서는 

【 사진 1 】 【 사진 2 】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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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으로 인하여 X축으로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측선이 비어있는 곳은 장애물이 있어 탐

사가 불가능한 곳이다.

탐사가 이루어진 월성의 전체 면적은 112,535m2

이다. 사전에 월성 전 면적에 말목으로 25m 또는 

50m 간격의 구획을 하고 줄자를 이용하여 측선을 설

치하였다. 취득된 GPR 자료의 크기는 11.4Gigabyte

이며 측선의 수는 4,602개, 측선의 총 연장길이는 

225km이며, 하루에 가능한 작업량은 약 5,000m2로 

실 작업일 23일이 소요되었다.

각 측선별 수직단면 자료를 수집한 후 trace의 간

격을 3cm 등간격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2차

원 탐사에서 이루어지는 gain 보정, Bandpass filtering, 

Background filtering 자료처리를 일괄 적용하여 잡음을 

줄이고, 회절에 의해 나타나는 포물선 영상을 이용하

여 속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광역적인 탐사가 이루어지는 경

우 수일에 걸쳐 실시하게 되므로 기후적인 변화에 의

해 GPR자료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각 그리드 간

의 자료를 조합하여,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slice 분

석을 하게 되면 반사강도에 대한 Color transform에 차

이가 생겨 탐사 날짜의 그리드별로 모자이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드 구간별로 gain값을 보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경계면 현상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Background filtering은 이와 같은 모자이크 현상을 상

당부분 없앨 수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차이는 

Color transform을 조정하면 제거가 가능하다.

수평으로 영상화하여 분석하는 Time slice 또는 

Depth Slice라 불리는 <그림 4>과 같은 3차원 분석법

을 실시하였다. 깊이별로 분리된 수평도면에는 상대

적으로 반사강도가 제일 센 반응들이 그려지게 되고, 

지표에서부터 수 m 깊이까지 수 cm 간격의 많은 수

평단면 영상화가 가능하다.

이 분석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지형의 굴곡에 따라 일정한 두께로 자

르는 방법이 있다. 지표를 껍질 벗기듯 분석하는 것

으로, 지형적으로 높은 곳의 30cm 깊이와 낮은 곳의 

30cm 깊이는 같은 도면에 표현된다(<그림 5>, 방법 1). 

또 하나의 유형은 지형의 굴곡에는 상관없이 맨 

위쪽부터 수평으로 칼로 자르듯이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그림 5>, 방법 2). 분석자는 매장유구의 특성과 

현장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표현해야 한

다. 지형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자료에는 방법 1과 2

의 구분이 필요치 않다.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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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은 성내부의 동서 끝이 해발고도차가 있지만 

지형보정이 필요할 만큼 지형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 지

형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방법 1의 slice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slice 도면은 상세한 층별 분석이 가능하나, 매

장유구처럼 지하에 연속적으로 있는 매장물체는 얇은 

한 개의 slice 도면에 구조물의 일부분만 보이게 되어 복

잡한 유구상황을 지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Slice Overlay 분석법은 각 slice에 있는 모든 반사체

를 모아서 매장물체의 완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방

법이다. <그림 6>은 Slice Overlay분석법의 모식도로서 

각 slice의 반사 강도가 가장 강한 반응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slice에 투영하는 방법이다.

Slice Overlay 분석에서 첫 번째 slice는 전체 반응이 

영상화되며, 두 번째 slice에 나타난 영상물은 첫 번째 

slice에 나타난 반사보다 강한 신호만 영상화된다. 

【 그림 5 】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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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slice에 나타난 영상물은 두 번째 slice에 나

타난 반사보다 강한 신호만 영상화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추출된 각 slice의 강한 신호는 하나

의 slice에 중첩되었을 때 유용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부가적으로 Slice Overlay 분석법은 매장물체와는 

관계없이 층서적이거나 지질학적 현상 때문에 보이는 

신호들을 일부 제거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Goodman 

2006).

앞에서 설명한 slice 분석기법과 Slice Overlay분석

법은 해석 및 표현의 어려움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분석법이

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2차원적 도면

이다. 그래서 <그림 7>과 같은 펜스 형태의 3차원 분

석법 또는 <그림 8>과 같이 다양한 각도로 물체를 바

라보고, 때로는 보고 싶은 물체만 남기고 주변의 불

필요한 것은 제거하여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3차원 입

체 분석법(Isolated Surface)이 응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내려다보는 3차원 

isolated surface 입체영상을 조사구역별로 각각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는 미국 Geophysical Subsurface 

Systems Inc. 사의 SIR3000이며 400MHz 안테나를 사용

하였다. GPR 자료처리와 3차원 영상화를 위한 프로그

램은 Geophysical Archaeometry Laboratory(Dean Goodman)

가 개발한 GPR-Slice를 이용하였다. 

매장물에 대한 반응은 전체지역에서 골고루 나타

나고 있지만 중심축선과 평면상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지역별로 건물들이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보인다. 

GPR탐사에서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단위별로 건물지

를 나누어 월성의 서쪽 끝을 1구역, 동쪽 끝을 14구역

으로, 모두 14개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중요한 유구로 판단되는 곳을 임의로 정하였으므

로 반응물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누락

된 곳이 있음을 밝힌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GPR

에 나타난 반응물을 건물지 유구로 가정하여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평면결과의 가로 세로 단위는 meter이다.

구역별로 설명하는 매장물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매장물의 상단부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유구의 

하단부는 전자기파의 감쇠로 인하여 언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각 구역별로 삽입되어 있는 첫 번째 그림은 GPR

탐사의 Slice Overlay 분석결과 도면이며, 두 번째 그

【 그림 7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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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림은 slice 결과물을 정밀 분석하여 유구의 중복 및 교

란된 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임의의 색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같은 색으로 표현된 유구가 동일 시

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그림은 Isolated 

Surface 3차원 입체결과를 각각 남에서부터 시계방향

으로(남서북동) 배열한 것이다.

1구역은 월성 서편 끝에 2개의 문지가 있는 곳이다.

왼쪽의 넓은 문지를 보면, 입구의 양옆에 성벽 내

부의 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반응이 있고 입

구에는 매장물체가 확인되고는 있으나 특징적인 유구

의 모양은 가늠하기 힘들다.

오른쪽의 폭이 좁은 문지에서는 입구에 매장물체

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쪽 끝에 ‘ ’자형의 반응물

이 잡히고 있다. 

두 개의 문과 문 중간에는 2칸×2칸(8m×11m) 규

모의 건물지(붉은 원 표시)가 성벽에 바짝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좁은 문지의 북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깊이 

66cm에서 동으로 20도 정도 비스듬한 일자형 반응이 

2구역까지 길게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문지에서 시작

【 그림 10 】 

【 그림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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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의 남편, 성벽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14구역 

건물지까지 도로유구로 추정되는 반응이 폭 약 9m, 

길이 약 800m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반응은 14개의 구

역단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결과 <그림 

56>을 참고하기 바란다.

2구역은 150m×150m 정도의 크기로 다른 구역에 

비해서 그 범위가 가장 넓다.

외각의 담장열로 추정되는 동편 석렬이 여러 겹으

로 형성되어 있고, 남쪽 석렬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 

짓기 힘들지만 대략 87m×136m의 크기일 것으로 보

이며 중심축이 북에서 동쪽으로 19도 정도 기울어 있

다. 이 석렬의 4분의 1 정도는 탐사구역의 바깥지역

이고, 확인된 구간에서도 연장선의 끊김 및 유구의 

중복 등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이 정도 크기의 

테두리 안에 여러 형태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

【 그림 13 】 【 그림 14 】 

【 그림 12 】

【 그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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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며 주로 북편과 남편에 건물지가 집중적으

로 배치되어 있고 중간부분에는 유구가 많지는 않지

만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장

물의 깊이는 10cm로 매우 얕으나 120cm 깊이까지 깊

게 존재하고 있다. 

이 구역은 월성지표조사보고서(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 2004)에서 언급한 추정연지가 있는 곳이지만, 

추정연지에는 호안석축으로 의심되는 반응물이 없으 

며, 이곳에 인접하여 건물지와 관련한 담장석렬이 지

나가고 있는 것만 보인다.

3구역은 유구의 깊이가 약 9cm로 매우 얕다. 건물

지의 크기가 9m×9m에 사방으로 원형적심이 5칸씩 

둘려있는 건물지 2채, 10m×10m 크기에 원형적심이 

동편과 서편에 각각 3칸씩 남아있는 건물지 1채, 7m

×9m 크기에 원형적심이 남편과 북편에 각각 3칸씩 

남아 있는 건물지 1채, 8m×10m 크기의 기단 석렬만 

보이는 건물지 1채 등 다양한 건물지가(파란색 및 검

은색 표시)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이 건물지들은 중

심축이 북에서 서쪽으로 약 7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

로 모두 일정하다.

3구역의 북편에는 원형 적심 또는 초석으로 추정

되는 10개의 매장물이(검은색 표시) 있고 중심축이 

북에서 동쪽으로 68도 기울어져 34m가량 줄지어 있

다. 가장 큰 것의 지름은 3.5m 정도이다. 이것과 나

란하게 남쪽으로 2m가량 떨어져서 한 줄이(검은색 

및 연두색 표시) 더 보이고 있는데 길이는 약 47m로 

동쪽으로 더 길다. 하지만 이것은 북쪽 열과 비교하

【 그림 16 】 【 그림 17 】 

【 그림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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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 그림 20 】 

여 모양이 약간 다르다. 북쪽 열은 각각의 반응이 1개

의 개체인 것에 비해, 남쪽 열은 각각의 반응물이 하

부 층에서는 회랑 형태의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상부 

층에서는 하나로 보인다. 유구의 중복 또는 재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탐사 자료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물지로 보이는 곳도 군데군데 보이며, 원형의 적심으

로 추정되는 반응들이 흩어져 있어 유구의 심한 중복

과 교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구역에 밀집해 있는 건물지군 오른편, 6구역과의 

사이에 성벽의 문지가 있다. 이곳 문지에서부터 남동

쪽으로 깊이 66cm 아래에서 폭 22m, 길이 92m의 반

응이 확인되었다<그림 19, 20>. 두 구역의 사이에 해

당하는 이곳의 유구의 깊이는 3구역은 9cm, 6구역은 

19cm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다. 반응물의 형태 

및 위치적으로 보아 도로유구로 추정된다.

4구역에는 표토 약 9cm 아래에서부터 유구가 보

이고 있어 그 깊이가 매우 얕다. ‘ ’자형의 유구가(검

은색 표시)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이것의 

길이는 동서 16m, 남북 71m, 폭 3~4m 정도에 달한

다. 남북방향의 석렬 중간 윗 부분에서 동남쪽으로, 

비슷한 폭의 크기를 갖는 반응이 사선으로 뻗어있다.

4구역 왼쪽 중간지역(X=163, Y=181), 매우 얕은 

층에 또 다른 ‘ ’자형의 유구가(파란색 표시) 희미하

게 잡히고 있다. 크기는 25m×36m 정도이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건물지는 5구역에서 설명할 

유구(파란색 및 연두색 표시)와 중복된다. 

4구역의 중간지역부터 하단지역까지는 지하 약 

30cm 아래에서부터 주변의 토양과 전혀 다른 성질의 

토양층이 매우 넓은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차

원분석 결과를 보면 넓은 범위에 큰 덩어리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4구역과 5구역에 집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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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 그림 22 】 

【 그림 23 】

5구역에 있는 유구는 대략적으로 18×41m 크기의 

건물지(파란색 표시)가 동서장축으로 놓여 있고, 그 

북편에는 동서방향으로 길이 약 70m가량의 석렬(주

황색 표시)의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연두색으

로 표현한 기타 유구들이 앞서 설명한 유구와 혼재되

어 나타나고 있다. 

5구역의 유구는 오솔길의 오른편, 단의 아래쪽에 

존재한다. 단과 나란한 동서방향으로 석렬로 추정되

는 매장물이 길게 놓여 있다. 그 길이는 약 70m이며 

깊이는 9cm이다(주황색 표시). 여러 겹의 석렬이 남

쪽편에 존재하여 유구가 중복된 상황으로 보인다. 18

×41m 크기의 건물지(파란색 표시)가 동서장축으로 

【 그림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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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는데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다. 또한 연두

색으로 표현한 기타 유구들이 앞서 설명한 유구와 혼

재되어 나타난다. 건물지의 깊이는 19cm이다.

6구역은 현재 지표상에 활쏘기의 표적을 세우기 

위해 땅을 약 1m가량 장방형으로 근래에 돋우어 놓

은 곳을 포함한 남쪽지역이다. 

활쏘기장 바로 아래 지하(파란색 표시)에 지면 때

문에 생긴 노이즈를 포함해서 반응물이 일부 확인되

고 있으나 이것은 지표면에서 돋워진 곳 내부에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의 서편에 타원형태의 매장

물(파란색 표시)이 지하 28cm 아래에 있다. 장축 약 

16m, 단축 약 10m이다.

활쏘기장의 바깥지역 남쪽에는 여러 채의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약 11m×11m 크기의 건물지 5채(연두

색 표시), 8m×8m 크기의 건물지 1채가(연두색 표시) 

있고, 원형적심 건물지 1채가(파란색 표시) 2칸×2칸

(8m×8m) 그리고 기타 교란되어서 나타나는 여러 매

장물들이 확인되었다.

6구역의 건물지 모양은 3구역에서 확인된 건물과 

【 그림 27 】 【 그림 28 】 

【 그림 26 】 【 그림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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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 【 그림 31 】 

【 그림 29 】

유사한 듯 보이나 다르다. 3구역의 건물지는 사각형

의 기단석렬 사방에 원형 적심이 존재하나 6구역의 

건물지는 기단석렬만 존재할 뿐 원형 적심이 보이지 

않는다. 유구의 깊이는 19cm이다.

7구역에서 탐지된 유구는(파란색 표시) 역삼각

형 구조이며,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구조물이 양쪽으

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삼각형 중심

부와 아래 꼭짓점으로 갈수록 내부 채움재가 비어 있

는 함몰된 형태를 하고 있다. 윗변의 길이가 약 23m

이며 윗변의 갈라진 곳에서 남쪽의 꼭짓점까지의 거

리는 약 20m이다. 매장물은 지표 아래 30cm에서부터 

150cm 구간에 걸쳐 있어 약 1.2m의 두께를 지닌다.

이 구조물의 남쪽과 동쪽에 작고 많은 매장물(초

록색 표시)이 확인된다. 이것은 이 구조물이 교란된 

잔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궁궐 안에 큰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있어 그것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곳의 유

구는 매장체가 함몰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오현덕

(2004)의 논문 등에서 연지로 추정했던 부분이다.

【 그림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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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 【 그림 34 】 

【 그림 35 】

8구역은 석빙고가 이전되기 전의 장소로, 월성의 

문지 중 하나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에 성내로 들

어올 수 있는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곳이 확인되었다. 

문지의 왼편, 성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 방향으로 굴

곡지어서 꺾어지는 석렬이(파란색 표시) 있고 약 25m 

길이의 구간이 사라졌다가 연장선으로 추정되는 석렬

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문지의 동편, 성벽에 인접해서는 동서의 길이가 

13m 되는 방형의 건물지가(검은색 표시) 탐지되었는

데 내부는 기초 다짐을 위한 채움재로 채워 있고 그 

층은 동에서 서로 기울어져 있으나 두께는 일정하다.

이 유구들은 지하 9cm의 매우 얕은 곳에 있다.

9구역은 조선시대에 축조되어진 석빙고(보물 제

66호)의 남편지역 일대이다. X축 450~460m, Y축 

400~420m 구간에 석빙고가 위치해 있다.

지하의 가장 상부 층엔 ‘ ’자형의 석렬이(검은색 

표시) 있다. 동서방향의 길이는 44m, 남북방향의 석

렬은 중간부분이 17m가량 사라지기는 했지만 전체길

이는 약 51m인 것으로 보인다. 중심축은 북에서 서쪽

으로 7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석렬과 거의 같은 깊이에 원형 적심 군으로 이루

어진 건물지가(연두색 표시) ‘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쪽에 있는 건물은 2칸×12칸(6m×28m) 크기

로 동서장축을 이룬다. 동쪽의 건물지는 3채로 이루

어져 있으며, 2칸×2칸, 2칸×6칸, 2칸×2칸으로 모

두 합쳐 6m×28m 크기의 남북장축이다. 남쪽의 건물

은 2칸×7칸(6m×20m) 크기의 동서장축이고, 이 건

물의 서쪽에 6m×6m 크기의 건물이 한 채 더 있으나 

‘ ’자형의 건물 배치와 상관을 이루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심축은 북에서 서쪽으로 7도로 ‘ ’자형의 석

렬과 같다.

‘ ’자형 건물지 중심부에 중심축이 동쪽으로 6도 

기울어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은 건물지가(주황색 

표시) 있어 중복 유구로 보인다.

‘ ’자형 원형 적심 건물지 아래층에는 정방형으로 

된 여러 채의 건물지가 ‘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파란색 표시). 북쪽방향인 위쪽 열은 2열 지어 있으

며, 좌우 각각의 열은 1열 지어 있다. 

위쪽 열 중 북쪽 열은 8m×8m 크기의 건물 5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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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 【 그림 37 】 

약 8m 간격으로 동서 방향으로 나란하다. 남쪽 열은 

7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서 비슷한 크기의 건물 6채

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다.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첫 번째 건물은 석빙고가 약 삼분의 일 정도 파괴한 

것으로 보이며 크기가 5m×8m로 조금 작아 보인다.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첫 번째 건물도 파괴되어 일

부만 남아 있다. 두 번째 줄의 동쪽 끝의 건물 2채는 

한 변이 6~7m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각각 2채의 건물이 양끝의 남쪽으로 연장되어 있

어 좌우의 열을 만들고 있고 상당부분 교란 및 파괴

되어 있다. 모두 15채의 방형 건물이 확인 되었으며 

건물지의 내부가 채움재로 가득한 건물이거나 지반을 

잘 판축 한 건물로 보이며 건물지의 바닥깊이는 약 

1.3m 정도로 판단된다. 건물 배치의 중심축은 앞에서 

설명한 유구들과 같이 북에서 서쪽으로 7도이다.

석빙고에서 시작하는 폭 17m, 길이 약 86m의 남

쪽 방향으로 뻗은 이상 반응(하늘색 표시)이 있다. 이

것 역시 중심축은 서쪽으로 7도이다. 현재의 석빙고

와 관련된 흔적이거나, 문지와 관련이 있는 도로유구

로 추정된다. 석빙고의 바로 정면에는 유구의 복잡한 

교란 및 파괴의 흔적이 보인다.

10구역은 동서방향으로 21m 길이를 가지는 석렬

과 그 북쪽 편에 13m×13m 크기의 기단 석렬을 가

지는 건물지가(보라색 표시) 있다. 이 유구의 깊이는 

28cm이다. 그 바로 아래층에 9m×9m 크기의 건물지

가(연두색 표시) 서쪽 모서리에 비껴서 중복되어 있

고, 이것의 깊이는 47cm이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여

러 형태의 유구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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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구역은 15m×35m 크기의 건물지가(주황색 표

시) 남아 있고 건물의 방향은 동쪽으로 36도 기울

어져 길게 배치되어 있다. 이 유구의 상층부인 깊이 

9cm에는 중간부분이 4.5m가량 끊겨 있기는 하지만 

총 길이 45m의 석렬이(연두색 표시) 중복되어 나타나

고 있다.

【 그림 39 】 【 그림 40 】 

【 그림 41 】

【 그림 42 】 【 그림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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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

【 그림 45 】 【 그림 46 】 

【 그림 47 】

12구역은 건물지의 크기가 31m×46m의 대형이며 

‘ ’자형(파란색 표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동편 

부분의 석렬이 잘 보이고 있지 않아 상당부분 훼손 

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방향은 북에서 동쪽으로 

24도 기울어져 길게 배치하고 있다. 대형 ‘ ’자 건물

지 내부에 여러 건물의(녹색 표시) 배치가 깊이 19cm

에서 함께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남쪽 모서리 

부분에 깊이 28cm에서 유구가(연두색 표시) 중복해서 

보이고 있다.

13구역의 유구는 윗변이 짧고 아랫변이 긴 사변

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크기는 윗변이 5m, 아랫변이 

13m, 사변의 길이가 각각 16m 정도이다. 짧은 쪽 사

변의 중간부분에는 3.5m가량 끊어져 있다. 깊이 내

려 갈수록 유구의 크기가 내부 쪽으로 수렴해서 작

아지는 형태이다. 구조물은 지표 아래 20cm에서부터 

150cm 구간에 걸쳐 있어 약 1.3m의 두께를 지닌다.

구조물의 형태가 매우 특이하므로 <그림 52>의 3

차원 결과를 이용하면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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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구역은 월성내부의 동쪽 끝, 국립경주박물관 쪽

에 해당한다. 이곳의 유구는 여러 건물의 단위가 질

서 있게 모여 전체적으로 동서방향으로 긴 ‘ ’자 형

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구역 유구의 밀집된 범위는 

동서길이 107m, 남북길이 57m 정도이다. 초석 일부

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고 유구의 깊이는 9cm로 매우 

얕지만 유구의 중복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배치는 남북 방향에 일치하지 않고 북에서 서쪽

으로 약 14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월

성이 가지는 특이한 곡선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 

‘ ’자형 북쪽 건물은 매우 복잡하게 유구가 중복

되어 있다. 중심 건물로 추정되어지는 건물(검은색 표

시)은 내부 적심군이 3칸×6칸(12m×16m)이다. 외

부 적심군은 5칸×8칸(15m×23m)이며 내부 적심군

과의 이격 거리는 약 3.5m이다. 이 건물지 위에 8m×

8m 크기의 건물과 7m×7m크기의 건물(연두색 표시)

이 중복되어 있다. 그리고 북편과 서편에는 방형 건

물지들과 적심으로 추정되는 반응들이 교란되어 산재

해 있다. 동편에는 2칸×4칸(8m×12m)의 건물(파란

색 표시)이 있고, 남편에는 폭 8m, 동서방향으로 길

게 51m 구간에 걸쳐 여러 채의 건물지(주황색, 연두

색 표시)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 ’자형의 서쪽은 2칸×6칸(7m×15m) 크기의 건

【 그림 50 】

【 그림 48 】 【 그림 49 】 



327 Oh, Hyun Dok    

【 그림 51 】 【 그림 52 】 

【 그림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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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2채가(검은색 표시) 약 8m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해 있다. 이 건물 중 동편 건물지는 유구가 중복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건물의 남편에

는 적심군이 십자형태(3칸×3칸)인 건물이(연두색 표

시) 있다.

‘ ’자형 남쪽은 3칸×6칸(8m×17m) 크기의 건물

이(검은색 표시) 있다. 이 건물의 서편에는 1칸×2칸

(5m×5m)의 건물(파란색 표시)과 그 사이에 교란된 

건물지가(연두색 표시) 있다. 동편에는 7m×7m 크기

의 건물(연두색 표시)과 2칸×10칸(7m×26m)의 건물

이(파란색 표시) 동서로 길게 배치해 있다.

‘ ’자형 동쪽에 위치한 건물은(검은색 표시) 원형

적심이 내부, 외부 적심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적심군은 3칸×5칸(8m×12m)이다. 외부 적심군은 5

칸×7칸(15m×20m)이며 내부 적심군과의 이격 거리

는 약 3.5m이다. 7m×7m 크기의 건물이(연두색 표

시) 이 건물지의 남편에 중복되어 있다. 

그리고, ‘ ’자 형태의 건물지 내부 중앙에서 서편

으로 치우쳐 5.2m×5.7m 크기의 유구(검은색 표시)

가 있다. 

신라의 왕성이었던 경주 월성의 기초학술 조사과

정에서 월성의 외형적인 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

하에 남아 있을 매장유구의 존재여부 및 형태가 중요

한 관심으로 대두되어 이것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한 

GPR탐사법이 수행되었다.

GPR탐사는 측선을 이용한 3차원 탐사를 하였으

며 탐사면적은 112,535m2, 측선간격 0.5m, 측선의 총 

연장길이는 225km이다.

분석법은 Depth Slice를 이용하여 각 깊이별로 다

르게 변화하는 매장유구의 중복상황을 파악하고, 

Slice Overlay 분석법을 이용하여 각 slice에 나타난 강

한 반응을 추출하여 하나의 slice에 투영함으로써 수평

단면 영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Isolated Surface를 이용

한 3차원 분석법을 적용하여 탐지된 물체를 입체적으

로 영상화하여 자료의 이해를 높였다.

탐사결과, 월성에는 수많은 매장유구가 남아 있으

며 몇 개의 구역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건

물지군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월성의 GPR 탐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월성 전체지역에서 탐지된 이상물체는 옛 건축

물의 기초시설로 추정되며 14개 건물지군으로 나누어 

건물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매장유구로 추정되는 이상물체는 대부분 

0.1~0.5m의 매우 얕은 깊이에 존재하며 곳에 따라 

1.5m 깊이까지 나타나는데, 유구의 깊이나 중심축선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크게 4차례의 중복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궁궐은 중심 건물과 좌우 대칭의 

부속건물을 남향 배치하는 반면, 월성은 동서가 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

하여 무리지어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건물의 규모로 보았을 때 월성의 서편 끝 지역(2

구역), 석빙고가 있는 중앙 지역(9구역), 동편 끝 지역

(14구역)에 왕성의 주요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 변이 10m 정도인 여러 개의 소형 정

방형 건물이 밀집된 독립된 형태의 지역(3구역, 6구

역)도 확인된다.

 월성의 서쪽 1구역 문지에서 시작하여 성의 남

편, 성벽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14구역 건물지까지 

도로유구로 추정되는 반응이 폭 9m, 길이 800m로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3구역과 6구역 사이의 문지에서 

시작되는 (추정)도로, 9구역에 위치한 과거엔 문지였

고 현재는 석빙고가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추정)도로가 확인된다.

 지표가 움푹 패여 있고 습지식물이 많이 자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4)가 연지로 추정하였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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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는 GPR의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7구역에 

한 변의 길이가 23m인 역삼각형 평면을 가진 반응이 

확인되었고 내부가 함몰되어 있어 연지로 추정된다.

 9구역에서 확인된 ‘ ’형을 이루고 있는 중심건

물 15채에 대하여 이상준(2009)은 통일기 왕궁에 있

었다는 명학루, 월상루, 망은루, 청양루, 고루 등의 

누각이 이것과 관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정방형 유

구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제

시하고 있다.

 전덕재(2007)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전하

는 남당의 위치는 월성의 동남쪽 일대(14구역)라고 

지목하고 여러 문헌자료를 들어 남당의 구조에 대하

여 설명한 바 있는데, 이상준(2009)은 GPR에서 확인

된 14구역의 건물지와 남당은 일치한다고 지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월성에서의 3차원적 GPR탐사는 건

물의 배치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었고 일부 지역에 대한 고

고학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었다.

박방룡(2007)은 월성 궁궐의 배치에 대한 언급에

서 현재의 월성은 궁의 일부인 대궁( )이며, 현재

의 안압지 주변이 동궁, 첨성대 일대를 서궁, 국립경

주박물관 일대를 남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되는 월

성 궁궐의 전체범위는 GPR탐사가 실시된 월성을 포

함하여 약 715,000m2로 매우 넓다. 이 일대의 일부지

역에서 과거 발굴조사가 있었고 현재는 국립경주문화

재연구소가 안압지 외곽 북동쪽 일대를 발굴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만약 물리탐사가 이 지역까지 확장되어 실시된다

면 월성처럼 그 자료의 유용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근래에 본 연구와 유사한 사례로 김정호 등(2005)

이 연구개발한 다중 채널 안테나와 RTK 자동 측량 

시스템이 탑재된 3차원 GPR탐사 시스템을 이용, 부

【 그림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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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

【 그림 56 】

여지역 유적지에서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간적인 

면과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 광역적으로 실시되는 3차

원 GPR탐사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 동궁, 서궁, 남궁에 대한 광역적인 GPR탐사

에는 측선탐사보다는 탐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탐사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중 채널 안테

나와 RTK 자동 측량 시스템을 도입한 탐사가 바람직

하며, Slice Overlay분석법과 Isolated Surface 분석법을 

적용한다면 이상적인 고고학적 탐사가 되리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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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on Wolseong fortress have focused on capital system of Silla Dynasty and on the recreation of 

Wolseong fortress due to the excavations in and around Wolseong moat.

Since the report on the Geographical Survey of Wolseong fortress was published and GPR survey in Wolseong for-

tress was executed as a trial test in 2004, the academic interest in the site has now expanded to the inside of the fortress. 

From such context, the preliminary research on the fortress including geophysical survey had been commenced.  

GPR survey had been conducted for a year from March, 2007.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recent 3D GPR survey was to provide visualization of subsurface images of the entire 

Wolseong fortress area. 

In order to obtain 3D GPR data, dense profile lines were laid in grid-form. The total area surveyed was 112,535㎡. 

Depth slice was applied to analyse each level to examine how the layers of the remains had changed and overlapped 

over time. In addition, slice overlay analysis methodology was used to gather reflects of each depth on a single map.  

Isolated surface visualization, which is one of 3D analysis methods, was also employed to gain more in-depth un-

derstanding and more accurate interpretations of the remain

The GPR survey has confirmed that there are building sites whose archaeological features can be classified into 14 

different groups. 

Three interesting areas with huge public building arrangement have been found in Zone 2 in the far west, Zone 9 in 

the middle, and Zone 14 in the far east.  It is recognized that such areas must had been used for important public func-

tions.    

This research has displayed that 3D GPR survey can be effective for a vast area of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at 

slice overlay images can provide clearer image with high contrast for objects and remains buried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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