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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형 고분의 발굴 조사를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법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주 복암리 3호분에 대
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 높은 해상도의 지하구조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고분의 정확한 지형 구조 및
전극 위치에 대한 정보 획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실을 이용한 구획설정법을
응용하여 전극을 설치하였다. 탐사 자료는, 전극 간격은 2 m, 측선 간격은 1 m로 하여 얻었으며, 각 탐사 측선은 상대적
으로 1 m 엇갈리게 배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분에 대하여 1 m × 1 m 크기의 격자망으로 구성하였다. 탐사 자료에 대
하여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를 수행하고 이를 기존의 발굴 조사 결과와 대비하였으며, 이로부터 확인된 매장 유구 분
포와 전기비저항 영상이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형 고분에서 매장 유구를 조사할 때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이 매우 유용함을 밝혔다.
주요어: 대형 고분, 복암리 고분군,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Abstract: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resistivity survey methods for the archaeological prospection of a large-scale tumulus,
a three-dimensional resistivity survey was conducted at the 3rd tumulus at Bokam-ri, in Naju city, South Korea. Since
accurate topographic relief of the tumulus and electrode locations are required to obtain a high resolution image of the
subsurface, electrodes were installed after making grids by threads,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In the data acquisition, data were measured using a 2 m electrode spacing with the line spacing of 1 m
and each survey line was shifted 1 m to form an effective grid of 1 m × 1 m. Though the 3-D inversion of data, we
could obtain the 3-D image of the tumulus, where we could identify the brilliant signature of buried tombs made of
ston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excavation results and we could convince that a 3-D resistivity
imaging method is very useful to investigate a large-scale tumulus.
Keywords: Tumulus, Bokam-ri, 3-D Resistivity imaging

서

론

을 물리탐사 비전문가인 고고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
태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종 결과는 실제

물리탐사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지하 하부를 규명하
는 학문으로, 특히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 유구 조사, 문화

시굴 또는 발굴이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유구 분포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Scollar et al., 1986). 이런 의미

재 안전 진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

에서 고고물리탐사(archaeological geophysics)가 물리탐사의
한 분야로서 확고히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그리스, 이

하부에 매장되어 있는 유구를 탐지하고 영상화하는 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Vafidis et al., 2005). 고고학적 현

탈리아 등 매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에서 물리탐사를 하는 최종 목적은 유구 분포에 대한 영상

국가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 물리탐사에 있어서, 특히 매장 유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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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형태인 무덤 또는 고분에 대한 탐사는 매우 중요한 영
역이며,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들 무덤 또는 고분 등이 인
간이 만든 가장 보편적인 매장 유구라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고분은 도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우 소중한 역사
316

대형 고분에서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317

적 유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에서는 물리탐사에 의
한 성공적인 고분 탐지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있다(McCann et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기술을 국
내의 대형 고분에 적용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고자 나주 복암

al., 1987; Piro et al., 2001; Nyari and Kanli, 2007). 특히 여
러 시대에 걸친 다수의 매장 유구가 하나의 봉분 안에 존재하

리 고분군의 3호분을 대상으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
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발굴 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는 고분 형태는 유럽, 중앙 및 동아시아, 북아메리카, 지중해

조사 대상인 나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제404호)은 전남 나

연안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중요한 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고분의

주시 다시면 복암리에 위치하고 3 ~ 7세기 영산강 유역의 다장
묘, 복합묘적인 성격을 나타내며 충적 평야에 모두 4기의 고

의미는 선조들의 생활에 대한 유물이자 고분을 만들 당시의
생활 및 관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규모가 제일 큰 복암리 3호분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6 ~ 1998년에 걸쳐 발굴 조사하고 정

제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비 복원하여 고분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시험적 성격의

이와 같은 고분의 조사에서 물리탐사 방법은 특히 비파괴적
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용 가

물리탐사 대상지로 이 고분을 선정하였다.
발굴 조사를 한 후, 한 분구에서 옹관묘 22기, 횡구식 석실

능한 탐사법도 탄성파 및 탄성파 단면 영상법(토모그래피,
tomography), 지표 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묘 등 19기, 모두 41기의 매장 시설이 400년에 걸쳐 축조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옹관과 유물은 박물관으로 이동되어 없는 상

전자(EM, Electromagnetic), 자력(Magnetic) 및 전기(Electrical)

태이며, 목관묘는 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기비

탐사법 등, 다양한 물리탐사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Tsokas et
al. (1995); Polymenakos et al., 2004; Edwards et al., 2000;
Sarris et al., 2000).

저항 탐사로 탐지할 수 있는 매장 시설은 다양한 크기별로 15
개를 설정하였다.

특히 최근에 국외에서는 전기탐사법에 의한 대형 고분 조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Tonkov and Loke, 2006; Astin et
al., 2007), 주로 2차원 및 3차원 전기비저항(Resistivity) 영상
화 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의
응용은 원리적으로 고분 위에 전극들을 설치하고 그 하부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2차원 또는 3차원적으로 영상화하여 하부
에 매장된 유구의 2차원 또는 3차원 분포를 영상으로 얻고자

Fig. 1은 나주 복암리 고분군의 전경을 나타낸다. 연구 대상
인 3호분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4개의 고분들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고분임을 알 수 있다. Fig. 2는 발굴 조사 당
시 이 3호분의 형태를 등고선도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동서 방향으로 41 m, 남북 방향으로 43 m, 높이는 약 8
m에 달하는 방대형의 고분이다.

탐사의 개요

함에 있다. 특히 매장 유구와 관련된 인공 석재 구조물이나 비
어 있는 매장 유구의 경우, 주변의 토양층에 비하여 전기비저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인 복암리 3호분은 정비 복원 후 그 크

항이 높은 특징을 보여 아주 탁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2차
원 또는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은 이러한 지역에 매우

기가 커진 상태이며, 현재 X축(동서) 방향으로 48 m, Y축(남북)
방향으로 52 m, 높이 7 m이며, 정상부가 사각형인 방대형 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분이다. 반면에 매장 시설의 크기는 길이가 2.5 m, 폭이 1.5 m

Fig. 1. Photo view of the old tumulus area in Bokam-ri, Naju, South Korea (left). The main tumulus (3rd tumulus, right) for the investigation
is marked by an arrow in the lef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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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terrain of the 3rd tumulus in Bokam-ri.

로 고분에 비해 비교적 작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형 고분의 물
리탐사에서는 전극 간격, 탐사 깊이, 전극 배열의 종류에 따른

, 이에 따라 기존에 3차원으로 측량된 좌표와 GPS 좌표를 함
께 사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좌표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실제

분해능, 지형 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격자망의 전극을 설치하였다. 전극의 설치를 위한 격

이와 같이 조밀한 측점 간격을 가지는 경우 그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료 획득의 전제 조건임을 확인할

자망의 구성은 Fig. 4와 같이 통상적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에

수 있었다.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실을 이용하여 격자망을 만들어 개별적
인 전극 또는 측점에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

Fig. 3의 전극 위치에 대하여 탐사는 측선별 2차원 탐사 자
료를 얻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남북 방향으로 49개 측선

히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격
자망으로 전극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얻

과 동서 방향(그림에서 청색 화살표로 표시한 측선)으로 3개의
측선에 대한 탐사 자료를 획득하였다. Papadopoulos et al.

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각

(2006, 2007)에 의하면 이 조사에서와 같이 한 방향으로 탐사

전극 위치를 측량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RTK 시스템을 이
용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측점 위치에 오차가 있었으며

자료를 얻고 3차원 영상화에 의하여 3차원 지하 구조 영상을
구하는 경우, 두 방향으로 자료를 얻은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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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m 로 하고, 측점 간격은 2 m로 하여 각 측선이 1 m 씩
남북 방향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여 실제 1 m 전극 간격
으로 탐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탐사 자료의 분해능이 낮아지지
않도록 측선을 설계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전극의 수는
1299개로서 매우 많은 수의 전극을 이용한 고밀도 탐사 자료
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각 측선별로 전극 간격이 2 m와 4
m인 두 가지의 전극 간격으로 자료를 얻었으며, 이 때 2 m 전
극 간격의 경우에는 전극 전개수를 10까지, 4 m 전극 간격의
경우에는 전극 전개수 8까지 탐사 자료를 얻었다.
한편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전극 배열에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쌍극자 배열을 이용하였
고, 추가적으로 홑극-쌍극자 배열 탐사 자료도 얻었다. 홑극-쌍
극자 배열 탐사 자료의 경우에는 전극 배열의 비대칭성을 감
안하여 정방향 홑극-쌍극자 배열 탐사 자료와 역방향 홑극-쌍
극자 배열 탐사 자료를 모두 얻었으며, 이로부터 측정된 총 탐
사 자료의 수는 49,732개로서 매우 정밀한 탐사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실제 예상되는 유구의 분포는 약 1 m 이하 정도의
Fig. 3. Layout of electrode locations for the 3-D resistivity survey.
A Two-dimensional survey was performed along NS directed lines
and three cross lines in the EW direction (arrow) were set as
auxiliary survey lines.

수평 분해능으로 파악함이 필요하므로, 측선 설정과 마찬가지
로 약 1 m의 측점 간격을 이용함으로써 매우 정밀한 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결과
현장에서 얻은 탐사 자료는 2차원 측선 별로 2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기본적인 자료 처리와 자료의 질적 관리(quality
control)를 한 후, 전체 탐사 자료에 대하여 3차원 역산을 수행
하였다. 역산에는 유한요소법에 기반한 3차원 전기비저항 역
산 알고리듬(Yi et al., 2001)을 적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을 이
용하여 고분의 형태를 3차원 공간상에 유한요소 격자망으로
구현하였으며, 역산의 분해능 향상을 위하여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Yi et al., 2003)법을 적용하였다.
Fig. 5는 복암리 3호분에서 구한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을
Fig. 4. Photo of the electrode installation. 1299 electrodes were
installed after forming grids with threads. The GPS system was
used to acquire very accurate electrode locations.

깊이 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매질
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의 전기비저항 값은 약 80 ~ 100 ohm-m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에서 적색 계열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다짐 정도의 차이 또는 고분 안의 매장 유구와 관련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분을 위한 3차원 전기비저항 탐

된 이상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높은 전기

사를 할 때 한 방향으로 평행한 2차원 탐사를 통하여 충분한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남북 방향으로 탐사 자료를 얻

비저항 이상대는 얕은 곳의 영상에서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쪽의 이상대는 3호분의 발굴 당시 상황에 대

고, 보조 측선의 개념으로 3개의 동서 방향 측선에 대하여 탐
사 자료를 획득하였다. 실제 탐사에서 조사 대상에 대한 분해

응하는 이상대를 보여주고 있다. Fig. 6에 나타낸 발굴 상황도
를 보면 남쪽에 여러 개의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깊

능을 고려하면 약 1 m 정도의 전극 간격이 필요하지만, 그러

이 1.75 m에 대한 영상인 Fig. 5(d)에 나타나는 높은 전기비저

면 최종 전극 개수가 약 2500개 정도에 달하여 너무 많은 자
료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산에서도 매우 방대한 계산 시

항 이상대에 대응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타 유구에 대해
서도 이에 해당하는 영역에 높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를 보여주

간과 계산 용량이 요구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
와 같은 점을 극복하고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선 간격

고 있다.
특히, 특기할 점은 Fig. 5의 1.25m 깊이에서 3호분의 북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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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th sliced images of 3-D resistivity distribution in Bokam-ri. Slices are at depths of (a) 0.25 m, (b) 0.75 m, (c) 1.25 m, (d) 1.75
m, (e) 2.25 m, (f) 2.75 m, (g) 3.5 m, (h) 4.5 m, and (i) 5.6 m.

직사각형의 높은 전기비저항 영역이 나타나고 있으나, 유구 분

과와 대비해 보는 것은 전기비저항 탐사법을 활용한 고분 조

포도에는 이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사에 대한 효용성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를 미루어 보아 이 영역은 발굴된 유구의 하부 상태를 나타
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깊이 3.5 m 하부에서 위의 고비

다. 이를 위하여 Fig. 5의 깊이 별 전기비저항 단면 위에 Fig.6
의 발굴 조사 결과를 겹쳐, 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저항대가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 영역은 3호분의
발굴 영역 하부로서 주변의 토양과는 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먼저 Fig. 7(a)에 나타낸 깊이 0.25 m에 대한 영상의 경우,
유구의 분포에 일치하는 영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흰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깊이가 5.6 m 이하로 가면 전체적
인 전기비저항 분포는 배경 매질의 전기비저항으로 생각할 수

색으로 표시한 유구(석실 9, 16, 17)가 존재하는(7.5 ~ 13 m,
32 ~ 42 m) 영역 및 석실 5(29 ~ 34 m, 33 ~ 40 m) 영역에는

있을 정도의 비교적 균질한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3호분이 비

주변 영역이 상당히 높은 전기비저항임에 비하여 약 100

교적 충적층상에 조성되었음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전기비저항 영상을 실제 발굴 조사 결

ohm-m 정도의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고 있어 주변과 대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 영역이 하부에 존재하는 석실

대형 고분에서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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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yout of the excavation result of the 3rd tumulus n Bokam-ri.

과 관련된 묘광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

구에 대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Fig. 6에 보이는 석

다. 또 다른 영역(12 ~ 17 m, 12 ~ 20 m)의 경우에도 석실 6호

실 9, 16, 17 및 석실 5 등의 상부에 있는 묘광에 대한 영상이

및 7호에 해당하는 영역에 상당히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
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매장 주체부와 관련된 영상으로 발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부에 존재하는 석실이 상당히 깊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남동쪽에는 ’96석실 및 석

후 다시 매립된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의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분의 지

실 11호, 석실 12에 해당하는 높은 전기비저항 영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고 있으며, 남서쪽에는 석실 6호 및 석실 7호의 남

형이 평탄한 얕은 곳에 부석이 깔려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Fig. 7(a)의 가장 얕은 곳에 해당하는 영상에서 이와 같

쪽부위에 대한 영상도 나타나고 있다. 석실 10에 의한 높은 전
기비저항 영상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석

은 부석 분포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석

실 1과 석실 2 등에 대한 영상은 (a)에 나타난, 고분의 얕은 곳

이 존재하는 영역의 북쪽에는 동서 방향으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보이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시굴 조사에 의한 트렌

에 깔린 부석의 영향과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는 바, 이는 석실
1호와 2호의 경우 부석의 바로 아래의 매우 얕은 곳에 존재한

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Fig. 7(b)에 나타낸 깊이 0.75 m의 영상에는 (a)에 보이는 지

다는 점과 잘 일치하고 있다.
Fig. 7(c)의 깊이 1.25 m에 대한 영상에는 남쪽에 위치하는

표 부근 부석에 대한 영상은 사라졌으며 하부에 존재하는 유

유구들, 특히 각 석실의 발달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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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3D resistivity images with the excavation results at the 3rd tumulus in Bokam-ri. Depth slices are for (a) 0.25 m
(b) 0.75 m (c) 1.25 m (d) 1.75 m (e) 2.25 m (f) 2.75 m (g) 3.5 m (h) 4.5 m.

’96석실, 석실 12, 석실 11, 석실 6, 석실 7 및 석실 10에 대한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비저항 영상이 실제 매

한 영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깊이 2.75 m인
(f)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는 실제 이들 석실들의 매장

장 유구를 정확하게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석실들의 분포는 (d)에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특히 덮

깊이가 거의 3 m에 달한다는 사실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깊이에 대해서도 전기비저항 영상으로부터 유구의 존

개석으로 덮인 부분에 높은 전기비저항이 매우 뚜렷하게 보인

재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은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의 적용

다. 이와 같은 영상은 (e)의 2.25 m 깊이의 영상에까지 연속적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남쪽에 있는 유구의 깊이는

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 7(g)의 영상에는 ‘96석실이 매우 뚜렷하게 보이는 점과

대략 1 ~ 2 m 정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하여 북서쪽에
위치하는 석실 9, 16, 17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상대가

상부에 다수의 석실이 있는 영역에 높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다. ’96석실의 경우

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들 유구의 깊이가 2 m 이상임

앞의 얕은 곳에서부터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대로

을 말하여 주고 있다. (e)의 깊이 2.25 m에 대한 영상에는 앞
서 설명한 석실들에 대한 영상에 더하여 석실 9, 16, 17에 대

서 이 봉분 안에 존재하는 유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임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상의 북쪽 중앙부에 나타나는 높은

대형 고분에서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이상대는 주변의 토양층과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영역이며, 석실 1과 석실 2, 석실 5 및 석실 4와 석
실 15 등의 매장 유구와 관련된 복합적인 영상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깊이 4.5 m에 대한 영상인 Fig. 7(h)에는 ’96석
실에 대한 영상이 약해지고 있으나 북쪽의 다수의 석실에 의
한 반응으로 해석된 영역의 경우 여전히 높은 전기비저항 값
을 보여주고 있으며, 높은 전기비저항 이상대의 발달 형태 또
한 인위적인 사각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비
저항 분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장 유구에 의한 복합 반응으로 해석되며, 그 하부에 대한 분
해능이 충분하지 않아 상부의 이상대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결

론

대형 고분에 대한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의 적용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나주 복암리 3호분에 대하여 3차원 전기
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 전극은 3호분에 대하여 1 m 간격
의 격자망으로 설치하였으며, 설치한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구
하기 위하여 GPS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측정을 실시하였다. 또
한 발굴 조사 때처럼 실을 이용하여 되도록 정확한 격자망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얻어진 탐사 자료에 대하여 자료 편집 후에 3차원 전기비저
항 영상화를 수행하였으며, 이 영상으로부터 깊이별로 수평 절
개 단면을 구하여 해석하였다. 전기비저항 영상으로부터 기존
의 발굴 조사 결과에 대응하는 높은 전기비저항 이상대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가장 규모가 큰 ’96석실 및 여러 개의
석실 구조에 대하여 이에 맞는 정확한 지하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대규모 고분에 대한 현장 응용 실험으로부터 3
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가 국내에 산재하는 고총 또는 고분의
비파괴적 조사를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향후 3차원 전기비저항 영상화 기술을 이용한 고
분 조사가 표준적인 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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