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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은 7기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7호분인 무령왕릉(武寧

王陵)은 1971년에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공사 중 발견된 전축분이다. 당시 발굴조사는 무덤의 입구와 현실 내

부의 측량조사, 유물수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봉토부 조사에서 호석의 일부 잔존상황과 석회혼합토층을 확

인하였으나 봉토를 더 깊이 제거하여 전축분의 외형구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발굴조사 후 6호분과 7호분에서 벽돌 손상,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벽화 손상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공주대학교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물리탐사를 포함하여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문화재보존을 목적으로 5, 6, 7호분은 영구 

보존 조치되어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송산리 고분군 5, 6, 7호분의 지표 위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GPR 탐사를 실시하여 

보수공사 이후의 지하의 상태를 파악하고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GPR 탐사를 실시하여 전축분의 벽체의 두께와 

외형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지표에서의 탐사결과, 3기의 고분 주변의 토양은 5∼90 의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나타내고 있어 토양이 

갖는 함수율이 보수공사 이전처럼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R 탐사결과, 무령왕릉 현실의 벽체 축

조방식은 약 35cm 길이의 벽전을 길이방향으로 두 장 잇댄(2B 벽돌쌓기) 약 70cm 두께임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연도부는 약 80cm 두께로 측정되어 현실의 벽체와 같은 두 겹 구조에 눈썹아치가 복합된 구조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장의 외형은 내부의 모양과 같은 아치 구조임을 탐사결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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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은 백제 웅진 도읍

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 7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중 

1~6호분은 일제강점기에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7호분은 1971년 5호분과 6호분의 배수로 공사 중 발견되

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5호분은 자연 할석을 이용한 횡혈식 석실분이며 6

호분과 7호분은 연꽃무늬 벽돌로 눕혀쌓기와 세워쌓기

를 반복하여 축조한 전축분01인데, 6호분에서만 유일하

게 벽화가 발견되었다. 7호분은 4,687점의 유물과 피장자

를 정확히 기록한 묘지석이 발견되어 무령왕(武寧王 6세

기, 백제 25대)의 부부합장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02^03에 의하면, 현실은 평면

이 폭 2.7m, 길이 4.2m의 장방형이며 그 남쪽벽의 가운데

에 폭 1m, 길이 2.8m의 연도를 냈다. 현실의 남북벽은 수

직으로 쌓았고 동^서 두 벽은 일정한 높이까지 수직으로 

쌓았으며 그 윗부분은 아치형으로 볼트(Vault) 천장이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하면, 무령왕릉의 볼트 천장은 중

국 남조(南朝), 특히 양(梁, 6세기)의 전실묘에서 영향을 

받은 것04으로 되어 있으나, 북벽이 경사지게 축조되어 

북쪽에서 가해지는 토압에 대한 고려가 있는 점과 벽체

를 4평 1수의 축조방식과 볼트 천장의 축조에 세워쌓기

를 첨가하여 천장이 반원형이 아닌 위가 뾰족한 방추형

인 점은 낙랑의 전축분 또는 고구려 석실분의 양식을 따

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05^06 

1971년 발굴조사 당시 봉분에 3개의 트렌치조사만 하

였는데, 분구 전체에 걸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회혼합토층이 두께 0.7m에서 1.4m로 위치에 따라 매

우 다르게 성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전축현실

의 구조를 약화시킬 것을 염려하여 봉토를 더 깊이 제거

하여 전축분의 외형구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발굴조사 후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물리탐사를 포함

하여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종합 정밀조사가 공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07에 의하여 실시된 바 있으며 1999년 보

수공사08 후 문화재보존을 목적으로 5, 6, 7호분은 영구 

보존 조치되어 그 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당시 

6, 7호분은 벽돌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에  

결로현상과 누수로 인한 곰팡이의 번식이 심해 벽화의  

심각한 훼손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구조  

안전상하중을 줄이기 위해 봉토를 약 1m 정도 축소하면서, 

강회다짐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20cm 두께의 진흙으로 

누수방지층을 만들고, 30cm 두께의 일반 흙과 잔디로 지

표를 피복하였다. 또한 내부에 공조기를 설치하여 내부

의 습기를 낮춰 곰팡이의 서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였

으며, 무령왕릉의 북편 능선상부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직접적인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하였다.09

그러나 그 후에도 고분 내의 습도 및 온도의 차이에 

의하여 6호분의 벽화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

하여, 2011년에 공조기를 제거하고 내부의 습도를 거의 

100%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하여 벽화를 보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의 온도차이 때문에 생긴 결로현상과 곰팡이

01  국립공주박물관, 2011, 「무령왕릉을 格物하다」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안그라픽스.

02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 삼화.

03 국립공주박물관, 2009, 『무령왕릉 신보고서 Ⅰ』.

04  조윤재, 2008, 「공주 송산리 6호분 명문전(銘文塼) 판독에 대한 관견(管見)」 『호서고고학』 19.

05  김봉건, 2001, 「무령왕릉 구조의 건축학적 고찰」 『무령왕릉과 동아세아 문화』, 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p.140.

06  박성형, 1998, 「韓國建築의 甓塼使用과 그에 따른 建築特性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6.

07  충청남도 공주시, 1997, 『송산리 고분군의 현황과 보존대책』.

08 충청남도 공주시, 2000, 「송산리 고분군의 보존현황」 『송산리 고분군 제2차 종합정밀조사보고』.

09 서만철·최석원·구민호, 2000, 「무령왕릉 보존에 있어서의 지질공학적 고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pp.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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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10

본 연구는 1999년에 실시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보

존정비 이후에 물리탐사가 보고된 바가 없어 지표에서의 

전기비저항 탐사 및 GPR 탐사를 실시하여 6, 7호분이 아

직도 습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6호분과 7호분은 내부의 구조만 알고 있을 뿐 

외형적 형태 및 구조에 대해서는 고고학적^건축학적 연

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즉 벽체의 두께가 얼마인지, 외형

이 아치형인지 상자형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단지 

무령왕릉 벽체가 낙랑 전축분 무덤과 동일하게 축조되

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B 벽돌쌓기11로 추정하여 벽체

의 두께를 벽전의 길이 또는 넓이의 두 배로 추정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12^13 무령왕릉에 사용된 벽전의 크기는 

길이 32×36cm, 너비 13.5×16cm, 두께 4×4.5cm이므

로,14 고분 벽체의 두께를 32cm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지표에서 그리고 

고분의 내부에서 2012년 2월 1일~2월 7일까지15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와 GPR 탐사를 실시하여 고분군의 토양

환경과 전축분의 벽체 두께 및 외형적 구조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고분의 내부조사는 6호분의 벽화 상태가 매

우 불안정하여 탐사 시 훼손의 우려가 있어 무령왕릉만

을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물리탐사의 개요 및 
자료취득

1.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電氣比抵抗, Resistivity)이란 ‘어떤 물체

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흐름(전류)의 반발력(저항)’이라

【 사진 1 】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물리탐사 전경 【 사진 2 】  무령왕릉 내부

10  2011년 7월∼2012년 7월 중 6호분 현실의 상대습도는 88.8∼99.9%, 온도는 12.2∼20.2℃이며, 탐사가 실시된 2012년 2월에는 각각 98.33%, 12.24℃이었다(한국전통문

화대학교, 2012, pp.97∼102).

11  벽돌 한 길이를 단위로 하여 한 장 두께, 반 장 두께 등으로 하며 벽돌 한 장 길이를 B로 나타낸다.

12  박성형, 앞의 글, p.115.

13  김봉건, 앞의 글, p.140.

14  박용진, 1973, 「공주출토 백제와전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 6, 백제문화연구소, p.32.

15  2월 1∼2일은 눈이 내려 고분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부온도는 –6.5∼-1.9℃이었고, 6일∼7일은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이 녹아 지표탐사를 실시하였다. 

외부온도는 2.3∼5℃이었다(기상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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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전압을 어떤 물체에 걸어주면 물

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전

류의 양은 다르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정도를 전기저

항이라 부르며, 그에 따른 비례상수는 물체의 모양과 크

기에는 상관없이 물체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전기비저항 또는 전기저항률이라 한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일반적으로 토양 중의 함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하수를 찾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탐사지역 일대의 지하수 상황을 잘 

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탐사 대상물체의 크기나 속성, 깊이 등을 고려하여 2

개의 전류전극(송신기)과 2개의 전위전극(수신기)의 위

치를 변화시켜 다양한 전극 배열법으로 현장의 상황과 

탐사의 목적에 맞게 전극배열법을 선택하거나, 복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16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전극배열법은 홑극－쌍극자배

열법이다. N. G. Papadopoulos 외(2009)는 3차원 전기비

저항탐사 모델링을 통해서 홑극-쌍극자 배열법이 다른 전

극배열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 값을 나타냄

을 확인한 바 있으며,17 오현덕 외(2011)는 이 배열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고분탐사에 유용함을 증명하였다.18 홑

극－쌍극자배열 탐사자료의 경우에는 전극배열의 비대

칭성을 감안하여 정방향 홑극－쌍극자배열 탐사자료와 

역방향 홑극－쌍극자배열 탐사자료를 모두 획득하였다.

고분처럼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측점 간의 고도차이가 

심한 경우 지형의 변화에 의하여 측정 자료에 거짓 반응신

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형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2차원 탐사는 지형이 측선 방향으로만 변화하고 측선

에 수직인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실시

하나, 3차원 탐사는 입체적인 지형변화를 처리할 수 있

기 때문에 2차원적인 접근보다는 3차원적인 접근이 정

확한 지하구조 결과를 나타내 줄 수 있다. 현장에서 얻은 

탐사 자료는 측선별로 2차원 자료처리를 한 후, 3차원 역

산을 수행하였다. 역산에는 유한요소법에 기반한 3차원 

전기비저항 역산 알고리듬19을 적용하였다.

 물리탐사는 3차원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측선 및 

측점 간격을 조밀하게 하였으며, 반복 측정하여 가능한 

한 정밀한 많은 자료를 획득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남북 40m, 동서 30m의 전

체 조사구간을 발굴조사 시 사용하는 방안실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1m 단위로 구획하였다. 실이 교차하는 지점

을 측점으로 하였으며, 모든 측점의 위치는 정밀 GPS로 

측량하여 위치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16  M. A. Berge·M. G. Drahor, 2009, ‘Optimum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OERT) approach using combination of different arrays i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rcheosciences, revue d’archeometrie, suppl.33, pp.263∼265.

17  N. G. Papadopoulos·M. J. Yi·J. H. Kim·P. Tsourlos·G. N. Tsokas, 2010, ‘Geophysical investigation of tumuli by means of surface 3D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Vol.70, pp.192∼205.

18  오현덕·이명종·김정호·신종우, 2011, 「대형 고분에서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Vol. 14, No.4, pp.316∼323.

19  Yi, M. J.·Kim, J. H.·Song, Y.·Cho, S. J.·Chung, S. H.·Suh, J.  H., 2001, ‘Three-dimensional imaging of subsurface structures using 

resistivity data’, Geophysical Prospecting, Vol.49, pp.483∼497.

【 그림 1 】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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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는 측선별 2차원 탐사자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탐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

(Y축) 방향으로 18개의 측선과 7호분의 위를 지나는 사

선 측선 1개(측선번호 19)의 측선에서 실시하였다. 

공주대학교가 2000년에 실시한 측량조사에 의하면, 5호

분의 현실은 현 지표에서 2m에, 6호분은 2.5~3.5m에, 7호

분은 3~4m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에서의 고

분의 모양 및 크기는 현실 내부의 측량 값을 나타낸 것으로 

벽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깊이는 이것보다 얕을 것이다. 

탐사 깊이를 각 현실의 바닥면까지 고려하여 측선간

격 1m, 전극간격 1m, 전극전개수 11까지 탐사자료를 획

득하여 최대 탐사심도는 6m이다. 전체 전극의 수는 577

개로 매우 많은 수의 전극을 이용한 고밀도 탐사자료를 

획득하였으며, 사용되어진 측정 전압은 300~350V로 매

우 강한 전압을 사용하여 양질의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19번 측선에서는 쌍극자배열 탐사법을 적용하였으

며, 전극간격 1m, 전극전개수 11까지 탐사자료를 획득하

여 최대 탐사심도는 6m이다.

【 그림 2 】  송산리 고분군 5, 6, 7호분의 지형도 및 현실의 위치 측량 단면도(bb’)20

a

c

20  충청남도 공주시, 앞의 글, p.173, 175, 182, 184, 192, 194.

b

5호분

6호분

7호분



9 ·  Oh Hyun-dok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에서의 물리탐사와 무령왕릉(武寧王陵)의 구조분석

이번 연구에 사용한 전기비저항 탐사 장비는 스웨덴 

ABEM사의 ‘Terrameter LS’이며, 분석 프로그램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이 개발한 ‘DC_PRO(written by J. H. Kim)’이다.

2. GPR 탐사

GPR 탐사는 지표 또는 벽면에서 안테나로부터 지하로 

전자기파를 보내어 투과했다가 반사되어 오는 파장을 관

측한다. 수신된 신호에는 전자기파가 땅속을 왕복한 시간

과 진폭의 크기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층의 경계면이나 물체가 있는 곳의 깊

이를 알 수 있다. 

지표에서의 탐사 목표 심도는 4~6m 정도로 GPR 탐사

로는 깊은 편에 해당하나, 지표에서부터 현실 천장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GPR 탐사는 목표물의 크기와 탐지 가능 깊이를 고려함

에 있어서 사용 주파수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바, 안테

나는 해상도보다는 노이즈에 강하고 투과 심도가 좋은 

200MHz, 100MHz의 저주파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탐사는 남북 40m, 동서 30m 구간 전체 면적을 동서

(Y축) 방향으로 80개의 측선에서 실시하였다. 측선 간의 

간격은 0.5m이며, Time windows는 140ns, 지그재그 방

향으로 이동하며 탐사하였다. 

2차원적 수직단면 자료를 취득한 후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수평단면 결과를 얻기 위하여 Time slice 분

석법21을 실시하였다. 

2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유적발굴과 물리탐사』.

【 그림 4 】   수직단면 자료로부터 수평단면으로의 변환 

(Time slice)

【 사진 3 】   공주 송산리 고분 전기비저항 탐사 모습  
(장비 : 스웨덴 ABEM사, Terrameter LS)

b

a

【 그림 3 】   GPR 탐사의 파장의 변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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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탐사에서의 속도결정은 경험치를 적용하였으며, 

유전상수는 14, 속도는 0.079m/ns로 결정하여 전자기파

가 투과한 깊이는 약 5.5m이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GPR 탐사 장비는 미국 GSSI사

의 SIR-3000이며, 분석 프로그램은 미국의 Archaeo-

Geophysical Lab.이 개발한 GPR-Slice(written by D. 

【 그림 5 】   GPR 탐사 측선 위치

【 사진 4 】    공주 송산리 고분 GPR 탐사 모습  
(장비 : 미국 GSSI사 SIR-3000, 200MHz 안테나)

b

a

【 사진 5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내부 GPR 탐사 모습  
(장비 : 1GHz 안테나)

b

aa

A : 서벽
B : 북벽
C : 동벽
D : 바닥
E : 현실천장
F : 현실천장(400MHz)
G : 연도(400MHz)

【 그림 6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무령왕릉)의 조사측벽  

펼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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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man)이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7호분인 무령왕릉의 내부에서도 

GPR 탐사를 실시하였다. 7호분은 <사진 5>와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치형의 천장, 동^서^남^북벽 및 

바닥의 6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구역할을 하는 연도부

로 구성되어 있다. 7호분 현실의 남벽을 제외한 모든 면

을 1GHz 안테나로 GPR 탐사를 하였으며, 현실의 천장은 

400MHz 안테나로 추가 조사하였고 연도부도 400MHz 

안테나를 이용하여 탐사하였다.

각 측벽마다 0.5m 간격의 여러 개의 측선을 설치하여 

탐사하였다. GPR 단면결과는 지면상 각 측벽에서 측정

한 자료 중 대표성을 갖는 측선 1개의 자료만 표시하였다. 

7호분의 펼친 도면과 GPR 단면결과에 붉은색 화살표

로 측선의 위치와 탐사방향을 표시하였다(그림 12~19).

GPR 단면의 가로축은 7호분 내부 벽면을 움직인 거

리이며 미터(m) 단위이다. 세로축은 벽면을 투과한 깊이

를 나타이며 센티미터(cm) 단위이다.

층과 층의 경계에서 레이더의 파장이 반사하여 진폭

이 커지므로, GPR 단면상에서 강한 반사 층이 연속하여 

길게 나타나는 곳이 층과 층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7호분의 GPR 탐사에서는 벽체의 두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결정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매질의 조건이 같고 두께 측량이 가능한 6호분의 

연도부에서 시험한 유전상수는 4.8, 속도는 0.137m/ns로 

결정하여 전자기파가 투과한 깊이 계산을 하였다.

분석결과 및 해석

1. 지표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는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구간별로 3차원 역산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림 7과 

8>은 각 측선별 전기비저항 3차원 수직단면 결과와 깊이

별 Topo 수평단면의 결과이며, 측정된 전기비저항 값의 

범위는 5~55,000 이며, 색상 값은 100~2,000  범위

로 나타내었다.

<그림 7a>는 6호분의 입구에 현대에 설치한 추정 배

수시설(A)과 통로(B)가 관통하는 구간이다.

<그림 1>의 도면에는 A의 시설물이 표현되어 있지 않

으나 뒤에서 언급할 GPR 탐사결과(그림 11)와 비교하였

을 때 뚜렷한 시설물이 확인되고 있다. A는 600~800 

의 값이 비교적 좁은 지역에, B는 20,000~55,000 의 높

은 전기비저항 값이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g>와 <그림 8a>의 C는 6호분의 동편 표토 층

에 위치하는 반응이다. C는 1,000~2,000 의 값이 표

토에서 깊이 0.5m 이내의 얇고 넓게 분포해 있다. 800~ 

2,000 의 값을 갖는 D는 표토층 아래 1m에서부터 6호

분 현실의 윗부분인 2.5m에 위치하며 6호분 현실의 북

편을 덮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7r>의 E는 7호분 봉토의 가장 높은 곳을 덮고 

있으며 값은 600~1,500  의 범위를 갖는다.

<그림 7e, f, g>는 5호분의 현실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현실의 크기가 측선별로 약간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그

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의 방향이 측선의 방향과 

직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7e, f, g>와 <그림 8>의 Depth 3~4m 구간(g~i)

의 수평단면 결과에서 5호분의 현실 북^동편 주변은 

400~800 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범위가 고

분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실 자체에서는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h~k>는 6호분의 현실을 관통하는 구간인데, 

현실의 위치에서 25~90 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면 각 깊이별로 6호분 현실을 중심으로 

D를 제외한 구간에서 낮은 전기저항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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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측선번호 1 (X=21m 단면) 측선번호 2 (X=22m 단면)

c d

측선번호 3 (X=23m 단면) 측선번호 4 (X=24m 단면)

e f

측선번호 5 (X=25m 단면) 측선번호 6 (X=26m 단면)

g h

측선번호 7 (X=27m 단면) 측선번호 8 (X=28m 단면)

i j

측선번호 9 (X=29m 단면) 측선번호 10 (X=30m 단면)

【 그림 7 】    공주 송산리 고분 전기비저항 탐사 수직단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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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l

측선번호 11 (X=31m 단면) 측선번호 12 (X=38m 단면)

m n

측선번호 13 (X=39m 단면) 측선번호 14 (X=40m 단면)

o p

측선번호 15 (X=41m 단면) 측선번호 16 (X=42m 단면)

q r

측선번호 17 (X=43m 단면) 측선번호 18 (X=44m 단면)

s

측선번호 19 (사선측선 단면)

【 그림 7 】    공주 송산리 고분 전기비저항 탐사 수직단면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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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공주 송산리 고분 전기비저항 탐사 Topo 수평단면 결과 

a Depth = 0.0m b Depth = 0.5m c Depth = 1.0m

g Depth = 3.0m h Depth = 3.5m i Depth = 4.0m

j Depth = 4.5m k Depth = 5.0m l Depth = 5.5m

m Depth = 6.0m

d Depth = 1.5m e Depth = 2.0m f Depth = 2.5m

E

B

K

C

F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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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Depth = 0.0m b Depth = 0.3m c Depth = 0.5m

g Depth = 1.9m h Depth = 2.5m i Depth = 3.0m

d Depth = 0.8m e Depth = 1.1m f Depth = 1.4m

G

B

A

H

I

J

j Depth = 3.6m k Depth = 4.1m l Depth = 4.4m

m Depth = 4.7m n Depth = 4.9m o Depth = 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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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공주 송산리 고분 GPR 탐사 Topo 수평단면 결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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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공주 송산리 고분 GPR 탐사 Overlaying 결과 (Depth = 0.3∼4.7m)

【 그림 10 】    공주 송산리 고분 GPR 탐사 수직단면 결과

X=30.5m 단면 X=41.5m 단면

c d

a

X=14.5m 단면

b

X=22.5m 단면

7호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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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n~p>는 7호분의 현실을 관통하는 구간인데, 

현실의 위치에서는 500~800 , 그 주변은 1,500  정도

의 높은 값을, 그 상부 층에서는 30~90  정도의 낮은 값

을 갖는다.

<그림 7s>의 F는 7호분의 입구에 현대에 설치한 통로

시설의 위치이며 1,000~3,000 의 값을 갖는다.

<그림 9>는 GPR 탐사의 길이별 Topo 수평단면 결과

이며, <그림 10>은 GPR 탐사 수직단면 결과로서, 중요

지점에 대한 4개의 측선만 도시하였다. 단면상에서 보면 

깊이 2m 이내의 현대에 시설한 물체나 층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200MHz 안테나

뿐만 아니라 100MHz 안테나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

나지 않고 있으며 노이즈가 심하다. 

<그림 11>은 깊이 0.3~4.7m에서 나타나는 GPR 탐사 

반응을 하나의 도면에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3기의 각 봉분 표토층(그림 9a, b)에서 G는 1999년에 

봉분의 보수공사 시 시설한 방수층 및 복토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그림 9c>의 H는 1971년 당시 발굴조사 한 구역과 일

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대의 보수공사 흔적과 중첩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층의 I는 현대에 설치한 7호분

의 통로에 의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림 9, 10, 11>의 A, B는 <그림 7, 8>의 A, B와 같은 

6호분의 추정 배수시설 및 통로에 의한 반응이다.

<그림 9g>의 J는 2m 지하에서의 5호분의 현실에 의한 것

이지만 현실의 전체적인 범위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림 9k>의 K는 <그림 10>의 수직단면을 참고해 볼 

때 노이즈적 요소가 대부분이지만, 전기비저항 탐사의  

<그림 8i>의 K와 비슷한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림 9m>의 L은 5호분 현실의 동편 지하 4.5m 이하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수직단면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무령왕릉(7호분) 내부 탐사

1) 서벽 

A는 7호분의 서벽이다. 측선방향은 바닥면에서 천장방향으

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4m 폭에 대하여 9

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는 2m이다.

<그림 12>는 현실의 남벽에서 2m 떨어진 측선의 GPR 

단면결과이다.

약 35cm와 70cm 지점에서 2개의 경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2) 북벽

【 그림 13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북벽 GPR 단면결과

/migrate /GB-05   x=2.m
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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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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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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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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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서벽 GPR 단면결과

/migrate /GA-05   x=2.m
0c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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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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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7호분의 북벽이다. 측선방향은 바닥면에서 천장방향

으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3m 폭에 대하

여 7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는 2m이다.

<그림 13>은 현실의 서벽에서 2m 떨어진 측선의 GPR 

단면결과이다. 약 35cm와 70cm 지점에서 2개의 경계층

이 나타나고 있다.

3) 동벽

C는 7호분의 동벽이다. 측선방향은 바닥면에서 천장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4m 폭

에 대하여 9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는 

2m이다.

<그림 14>는 현실의 북벽에서 1.5m 떨어진 측선의 

GPR 단면결과이다.

약 35cm와 70cm 지점에서 2개의 경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4) 바닥

D는 7호분의 바닥이다. 측선방향은 서벽에서 동벽방

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남벽에서 

1m 이격하여 북벽까지 3m 폭에 대하여 7개의 측선을 탐

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는 3m이다.

<그림 15>는 현실의 남벽에서 3m 떨어진 측선의 GPR 

단면결과이다.

약 25cm 지점에서 1개의 경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약 45cm 깊이에서 한 개의 층위가 더 있는 것처럼 강

한 반사 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표반사에서 첫 

번째 층위 반사대까지의 두 배 되는 깊이에서 같은 모양

의 반사대가 그림자처럼 형성되는 멀티플 효과(Multiple 

Effect)로 실제의 층위는 아니다.

5) 현실 천장(1GHz)

E는 7호분의 천장이다. 측선방향은 서벽에서 동벽 방

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4m 폭에 

【 그림 15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바닥면 GPR 단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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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동벽 GPR 단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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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현실 천장 GPR 단면결과

/topo /GE-02   y=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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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9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호의 

지름)는 3m이며 천장의 모양을 따라 아치형을 이룬다.

<그림 16>은 현실의 남벽에서 1m 떨어진 측선의 GPR 

단면결과이다.

두께 약 35cm를 갖는 2개의 층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총 70cm의 두께를 갖는다. 첫 번째 층보다는 두 번째 층

(바깥층)이 더 또렷함을 알 수 있다.

6) 현실 천장(400MHz)

F는 E와 같은 7호분의 천장이며, 400MHz 안테나를 

이용한 결과이다. <그림 17>은 <그림 16>과 동일한 방법

으로 동일 측선상의 400MHz 안테나 탐사결과이다.

두께 약 70cm를 갖는 1개의 층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1GHz 안테나 탐사에서 확인된 중간층의 경계는 확인되

지 않고 있다.

7) 연도부 천장

G는 7호분의 연도부 천장이다. 측선방향은 서벽에서 

동벽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측선을 0.5m 간격으로, 3m 

폭에 대하여 7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의 길이(호

의 지름)는 1m이며 천장의 모양을 따라 아치형을 이룬다.

<그림 18>은 현실의 남벽에서 2.5m 떨어진 측선의 

400MHz 안테나 GPR 단면결과이다.

현실의 천장에 비해서 또렷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지

는 않지만, 약 80cm 두께로 다소 두꺼운 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7>의 결과처럼 중간층의 경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연도부 동·서벽

G는 7호분의 연도부 동벽과 서벽이다. 측선방향은 서

벽은 바닥면에서 천장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동벽은 천

장에서 바닥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측선을 0.5m 간격으

【 그림 17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현실 천장 GPR 단면결과

/topo /GF-08   y=1.m

【 그림 18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연도부 천장 GPR 단면결과

/topo /GG-06   x=2.5m

【 그림 19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연도부 서·동벽 GPR  

단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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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m 폭에 대하여 7개의 측선을 탐사하였다. 매 측선

의 길이는 1m이다.

<그림 19>는 현실의 남벽에서 2.5m 떨어진 측선의 

400MHz 안테나 GPR 단면결과이다.

서벽보다는 동벽에서 약 70~80cm 두께의 층이 확인

되고 있으며, 그 바깥으로 복잡한 층서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5, 6, 7호분의 지표에서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및 GPR 탐사를 실시하여 1999년 

보수공사 이후의 지하의 상태를 파악함과,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GPR 탐사를 실시하여 전축분 외벽의 두께 및 

구조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지표에서의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공주 송산리 고분 

5, 6, 7호분 주변의 토양은 400 이 넘는 곳은 현실 근처

의 매우 협소한 범위에 불과하며, 5~90 의 낮은 전기

비저항 값을 갖는 곳이 지표에서부터 지하 약 4m까지 깊

고 넓게 분포하고 있다. 4m 이하의 지반으로 추측되는 

곳은 약 1,500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공주대학교가 무령왕릉의 축조 부지로 추정

되는 곳의 전기비저항 값은 200  이하, 지반의 표층부

가 1,000~1,500 의 범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22

본 연구 결과가 1997년에 공주대학교가 실시한 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나, 고분과 고분 주변

에서의 전기비저항 값이 여전히 낮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고분은 자연석 또는 벽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의 토양보다 높은 전기비저항 값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지에서는 전기비저항 값

이 계절적, 기후적 변화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1999

년 보수공사23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전기비저항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분 주변의 지하수 경로를 완벽

하게 차단하지 못했거나, 이미 유입된 지하수가 토양에 

포획되어 있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분 주위의 토양 함

수율이 보수공사 이후에도 낮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갖

고 있다. 향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더 넓은 지역에 대

한 계절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양 함수율의 변화 양

상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지표에서 실시한 GPR 탐사결과, 현대에 건설한 연도

부의 통로와 배수시설, 봉분 부분의 방수시설 등이 탐지

되었다. 그러나 고분의 현실은 잘 탐지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고

분 및 주변 토양의 함수율이 높아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감쇠하여 고분까지 충분하게 투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6호분은 25~90 로 토양과 고분이 물

로 포화되어 매질 간에 갖는 유전율의 차이, 즉 임피던스

(Impedance)가 작아 GPR 탐사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7호분은 1,500 의 지반층에 위치해 있고 7호분의 현

실부분은 500~800 로 주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7호분인 무령왕릉의 내부에서 실시한 GPR 탐사결

과를 통하여 벽의 두께와 구조를 계산할 수 있었다. 북

벽, 서벽, 동벽, 현실 천장의 GPR 수직단면 결과에서 약 

35cm와 70cm 깊이에서 불규칙하지만 강한 반사층이 보

이고 있어 이중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연도부의 서벽, 동벽, 연도부 천장의 GPR 수직단면 

결과에서는 약 80cm 깊이에서 불규칙하지만 강한 반사

22  서만철·최석원·구민호, 2001, 「무령왕릉 보존에 있어서의 지질공학적 고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p.49.

23  1999년 보수공사 시 고분의 내부로 강우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분 복토 시스템, 능선 상부의 지하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21 ·  Oh Hyun-dok   공주 송산리 고분군(公州 宋山里 古墳群)에서의 물리탐사와 무령왕릉(武寧王陵)의 구조분석

층을 확인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7호분 연도부 입구 측량도면

(그림 20)을 참고하면, 35cm 두께를 갖는 이중의 아치

와 벽전을 누워 쌓아 외곽을 덮은 눈썹아치가 복합된 구

조로 되어 있어 전체 80cm의 두께임을 확인할 수 있어 

GPR 탐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중국 남경(南京, 난징)시에 위치한 상방유적 손오묘

(孫吳墓, 오나라, 3세기)는 고분의 구조나 시기적으로 무

령왕릉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무령왕릉의 확대판으로 

여겨지고 있을 만큼 축조 모양이 유사한 중국 육조시대

의 전축분이다.24^25 중국 남조의 전실묘는 눕혀쌓기만

을 축조한 경우와 3평 1수가 가장 일반적인데, 이 고분은 

네 벽을 3평 1수 형식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다가 눕혀

쌓기만으로 아치형 지붕을 하였다. 주목할 점은 부분적

으로 파괴된 이 고분의 노출된 천장 단면이다. <사진 6>

을 통하여 보이는 벽체의 축조방식은 벽전을 길이방향으

로 두 장 잇댄 2B 벽돌쌓기 구조이다.

무령왕릉 벽전의 길이가 32~36cm인 점과, GPR 탐

사결과에서 현실의 벽의 두께가 약 70cm, 연도부는 약 

80cm인 점을 종합하면, 무령왕릉의 벽체 축조방식은 

35cm 길이의 벽전을 길이방향으로 두 장 잇댄 2B 벽돌

쌓기 구조이며, 연도부는 이것에 3겹의 눈썹아치가 복합

된 80cm 두께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천장의 외형

은 내부의 모양과 같은 아치 구조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 21).

24  유석재·이오봉, 2009, 「‘삼국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백제의 국제 네트워크 : 中國 南京의 청룡산 孫吳墓는 무령왕릉 확대판이다」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호, 주류

성 출판사, p.96.

25 김태식, 2009, 「南京 上坊 孫吳墓 구조 분석」 『한국의 고고학』 통권 11호, 주류성 출판사, p.99.

【 그림 20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연도부 입구 측량도면

【 사진 6 】  중국 남경(난징)시 상방유적 손오묘 전실 외곽 전경  
(출처 : 김태식 2009)

【 그림 21 】  공주 송산리 고분 7호분 벽의 두께 및 모양 모식도 
(출처 : doopedia의 자료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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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physical Exploration of Songsalli Ancient Tombs 
and Analysis of King Muryeong’s Tomb Structure, 
Gongju

Abstract

Songsalli Ancient Tombs of Gongju consists of seven tombs. King Muryeong’s tomb, the seventh tomb, is 

a brick chamber tomb discovered during the drainage works for the fifth and the sixth tombs in 1971.

The excavation at the time focused on topographic surveys of the tomb entrance and the inside of the 

burial chamber as well as collection of the remains. The burial mount survey confirmed the status of some 

stone slab remaining and lime-mixed soil layers, but the survey did not examine the exterior structure of the 

whole tomb as the mounds were removed even more deeply.

The excavation revealed damages to the bricks and mural damages due to moisture and fungus in 

the sixth and the seventh tombs. Between 1996 and 1997, Gongju National University conducted a 

comprehensive detailed survey of Songsalli Ancient Tombs including a geophysical survey, with an aim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such degradation. Based on the results, repair took place in 1999 and the fifth, 

sixth and seventh tombs were placed under permanent conservation to conserve the cultural assets. General 

public is currently denied ac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three-dimensional resistivity and GPR surveys on the 

ground surface of the fifth, sixth and seventh tombs of Songsalli Ancient Tombs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derground status after repair. The study also aimed to understand the thickness of all the tomb walls and 

exterior structure based on GPR inside King Muryeong’s tomb.

The exploration on the ground surface found that the three tombs and soil adjacent to the tombs had 

resistivity as low as 5 to 90 , which confirmed that the soil water content was still as high as that prior to 

the repair work. 

Additionally, GPR found that the wall construction of the burial chamber of King Muryeong’s tomb was 

approximately 70cm in thickness, while the structure was of 2B with two bricks, about 35cm in length, put 

together longitudinally(2B brick masonry). The pathway to the burial chamber was of the 2B structure just 

like that of the burial chamber walls, while its thickness was 80cm with an eyebrow-type arch connected to 

it. Also, the ceiling exterior appears to have an arch structure, identical to the shap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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