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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고학적 물리탐사는 1995년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활용 중인 물리탐사를 참고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한

국에서는 건축, 토목분야에서 물리탐사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고고학에 접목시켜 탐사를 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

구소는 고고 물리탐사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그간 한국과 일본은 탐사 전문가 교류를 통해 공동 탐사 등을 진

행하고 탐사방법의 개선과 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왔다.

고고학적 물리탐사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은 GPR 탐사법이다. 이는 투과 깊이는 낮지만 해상도가 뛰어나 발굴 착수 전

에 활용성이 좋다. 하지만 GPR 탐사의 레이더 투과 깊이가 얕아 대형 고분 등에서 한계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물리탐사 전문가 교

류 등을 통해 보다 깊은 곳까지 지하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전기비저항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분탐사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

에 나주 복암리 고분을 비롯한 다수의 고분에서 GPR 탐사의 한계를 극복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특히, 탐사 결과와 발굴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고분 내의 매장 주체부 등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탐사와 고고학과

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고 과학 분야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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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인 유구와 유물 등은 지표면 밑

에 묻혀 있어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눈으로 볼 수 있다. 반

면에 물리탐사는 지하에 묻힌 유구 분포 등을 지상에서 비

파괴 방법으로 지표면을 파거나 훼손하지 않고 매장 문화

재의 위치, 깊이, 크기 및 분포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

법이다. 물리탐사의 목적이 지표 밑에 존재하는 불균질성을 

기록하여 지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요소 등을 측

정하여 유적의 양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고 물리탐사를 도입하기 시작

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그간 한국과 일본은 탐사전

문가 교류를 통해 공동탐사 등을 진행하고 탐사방법의 개

선과 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왔다. 

고고학적 물리탐사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방법

은 GPR 탐사법이다. 이는 투과 깊이는 낮지만 해상도가 뛰

어나 발굴 착수 전에 많이 활용을 하였다. 하지만 투과 깊

이가 깊은 대형 고분 및 깊이 5m 이상의 지하구조에서는 

GPR 탐사 투과 깊이의 한계성으로 인해 탐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탐사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크기가 매장 깊이에 

비해 작은 경우는 탐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경우

도 생긴다. 또한 탐사지역의 지하를 구성하는 물질이 매우 

불균질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데이터의 해석에 어려

움이 존재하여 왔다.

2011년부터 진행된 한일 고대문화 공동연구에서는 보

다 깊은 곳까지 투과하여 지하구조를 연구할 수 있도록 

GPR 탐사와 전기비저항 탐사방법을 상호 연구해 왔다. 특

히, 고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며 고

분에서 적용 가능한 전기비저항탐사 프로그램을 개발, 활

용하고 있다. 이에 나주 복암리 고분과 미야자키 사이토바

루 고분군을 한일 고분 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소개

하고 기타 한국에서 수행한 고분탐사를 위주로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한일 물리탐사에 대한 상호 공동연구와 발전방

향를 모색하였다.

Ⅱ. GPR 탐사

고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리탐사 방법으로 

GPR 탐사와 전기비저항탐사법이 있다. GPR 탐사는 물리탐

사법 중 해상도 및 분해능이 가장 높아 매장 문화재의 분

포나 양상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영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비저항 탐사는 GPR 탐사법

보다 더 깊은 곳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GPR 탐사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흔히 공항에서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공항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비행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하늘로 레이더파를 방

사하여 파악하지만 GPR 탐사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지하(지

표면 아래)로 레이더파를 방사시켜 파악한다. 방사된 레이더

파는 지하의 이상대에서 반사되어 지상으로 돌아온다. 즉 레

이더파는 질이 다른 곳에서 강하게 반사된다. 예를 들어 토

양에서 질이 다른 토층의 경계면이나 토양과는 질이 다른 

금속과 돌 등이 있으면 강하게 반사하는 것이다(그림 1).

반사된 레이더파를 안테나 수신기에서 수집하고 기록

한 뒤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물이나 유구 등의 위치, 범위 및 양상을 영상화하는 순

으로 GPR 탐사는 진행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반사되어 되

돌아온 레이더파를 반사의 강약에 따라 색을 입히거나, 흑

백의 농담으로 표시한다. 또한 빨리 되돌아온 것은 얕은 위

치에 표시되고 오랜시간이 걸린 것은 깊은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면 지층의 ‘단면’을 나타내는 영

상이 얻어진다(그림 2).

이것을 컴퓨터로 자료처리를 통해 <그림 3>과 같이 수

직단면과 수평단면을 얻어 고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

는 과정이 GPR 탐사이다.

GPR 탐사는 일반적으로 송수신 안테나를 지표면에 

밀착시켜 사람이 끌거나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탐사를 실시

한다. 일반적으로 탐사지역이 사적이나 문화재관련 지역으

로 정비가 잘된 곳이라면 안테나를 이동 장치(cart)에 장착

하여 탐사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야산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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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형굴곡이 크거나 장애물이 많은 곳이라면 보조 탐사

자가 직접 끌어 당기면서 탐사를 해야한다(그림 4). 국립문

화재연구소에서 활용 중인 GPR 탐사장비의 제원은 <표 1>

에 표시하였다.

탐사를 실시하는 동안 레이더파는 송수신 안테나에

서 송신과 수신을 반복한다. 반복된 송수신을 통한 데이터

는 수직단면으로 표현되고 반사 신호의 강약을 통해 컬러

를 통한 그래픽 영상으로 다시 표현된다. 이렇게 색상을 입

혀 고고학자나 관련 연구자들이 수직단면을 이해하기 쉬

운 영상으로 표현한다. 이를 레이더그램radargram이라고 하

며 레이더그램에 포함된 반응은 실제 깊이가 아니라 반사

되어 온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며 실제 깊이는 지하매질의 

속도를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3>에서 볼 수 있

듯 이상대에서 반사되어온 레이더파는 진폭이 커서 흑백명

암이 뚜렷하거나 붉은색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수직단면 신호는 고고학자 등 관련 연구자

들이 지하 내부 유적 분포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

해 <그림 5>와 같이 컴퓨터로 데이터 분석을 거쳐 각 깊이

별 수평단면(time slice)으로 만들 수 있다. 지형에 상관없

이 동일한 레벨값으로 단면을 만드는 방법과 지형을 따라 

topo 단면을 만드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수평/수직단면 분석이 3차원 분석법이지만 2차

원적인 map의 형태로 표현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fence diagram법과 다양한 각도

로 매장 구조물을 바라보고 주변의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

여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iso surface 3차원 분석법이 

있다. 이를 통해 탐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매장 구조물 등

그림 2.  GPR 수직단면 데이터(wiggle trace와 color 형태)

/sacheon/resample/sacheon003: ×=1m /sacheon/resample/sacheon003: ×=1m

그림 3.  2차원 수직단면영상에서 수평단면영상(timeslice)으로 전환

그림 1.  GPR 탐사의 기본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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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rt를 이용한 GPR 탐사(좌), 보조 탐사자를 활용한 GPR 탐사(우)

표 1.  국립문화재연구소 GPR 탐사장비 제원 

SIR-3000 (GSSI社, 미국)

안테나 All GSSI antennas

채널수 1

저장용량 256MB internal memory, 1Gb CF memory

Display 8.4“ TFT LCD, 800×600resolution, 64K colors

Data Format RADAN (dzt)

Scan Rate Examples
300 Scans/sec at 256 samples/scan
150 Scans/sec at 512 samples/scan

Sample size 8 bit or 16 bit, user selectable

Scan interval User selectable

samples/scan 256, 512, 1024, 2048, 4096, 8192

Operating Modes Free run, survey wheel, point mode

Time Range 0~8,000 nanoseconds

Gain Manual or Automatic, 1~5 gain points (-20~80dB)

Filters
Low-Pass and High-Pass IIR and FIR

Stacking, Background Removal

전원 10.8 V DC, internal

Interface USB port, CF memory, Ethernet

GPS 외부 GPS와 RS232 케이블로 연결

장비 크기 315×220×105mm

무게 4.1Kg

SIR-3000(본체) 및
안테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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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유구 분포 양상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그림 6). 

Ⅲ.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면에 전기를 흐르게 하여 토양

과 그 이외의 것에서 나타내는 전기 저항의 차이로 유구나 

지하구조 등을 분석해내는 방법이다. 지하의 젖은 점토는 

전기를 쉽게 흐르게 하여 저항이 낮고, 석재로 만들어진 고

분 석실 등에서는 석재 사이에 공기가 있거나, 석재 그 자체

가 전기를 흐르게 하기 어려워 저항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

한 전기 흐름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전기비저항(전기전도도

의 역수)이라고 하며 전기비저항이 작을수록 전기의 흐름

은 좋아진다. 이와 같이 전기비저항이 다른 요소를 분석하

여 연구하는 것이 물리탐사 분야의 전기비저항 탐사법이다.

전기비저항 탐사법 중에는 수직탐사, 수평탐사 등이 있

다. 이들은 탐사 목적이나 탐사 장소의 상황에 맞게 달리 사용

되며 최근에는 수직, 수평탐사의 개념보다는 2차원 탐사, 3차

원 탐사의 개념으로 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원 탐사는 지형

의 굴곡과 탐사측선 아래의 수직단면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

로 전기비저항 분포 변화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탐사를 실시하

고 분석하기 때문에 문화재 탐사에 있어 적합한 영상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림 8>은 전기비저항 탐사 모식도로서 전극사이

의 전위차를 측정과 분석함으로서 전기비저항 수치 데이터를 

수직단면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런 전기비저항 탐사에 활용

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장비 제원은 <표 2>와 같다.

그림 5.  Time slice 분석법의 종류 / level 수평단면(상), topo 수평단면(하)

그림 6.  Fence diagram(좌)과 Iso surface 3차원 입체분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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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기비저항 탐사 장면 그림 8.  전기비저항 탐사 모식도

두 개의 전극 사이의
전위차 측정

지하에 전류 주입
겉보기 전기비저항

역산 해석

전기비저항 
단면

저비저항대
- 단층, 파쇄대, 대수층
    오염운, 점토충진공동 등

고비저항대
- 신선한 암반

표 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기비저항 탐사장비 제원  

Terrameter LS (ABEM社, 스웨덴)

Modes Resistivity, Resistance, SP, IP, Battery voltage

Measurement range +/- 5V

Measuring resolution 3nV at 1 sec intergration

입력 Impedance 200 MOhm, 20 MOhm and 300kOhm

입력 Voltage +/- 600V

출력 Current 2500ma

출력 Voltage +/- 600V

출력 Power 250W

Input gain range Automatic/수동 겸용

채널수 8채널

Isolation All Channels are Galvanically isolated

스위치수 64개(확장 가능)

장비 크기 390×210×320mm

무게 12Kg

전원 Inter NiMH 12V, External 12VDC Batt.

저장용량 1,500,000 readings

Display 8.4“ TFT LCD, Full color, Daylight visible

Interface 2×USB port, Lan Cable

연동 프로그램 RES2D/3D연동가능

GPS 20 channel SirFstar III chip 내장

Terrameter LS 본체 및
전극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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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탐사 사례

물리탐사 결과는 한국의 고분 탐사 결과와 일본에서 

한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미야자키 사이토바루 고분군의 

탐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분 탐사 결과

와 발굴조사 결과 등을 비교하고 향후 한국과 일본 탐사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나주 복암리 고분군

나주 복암리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73-17번지 일대로 사적 제404호로 지정

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그림 9). 이 고분군 중에 가장 큰 

고분인 3호분을 대상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호분은 기 발굴조사로 내부에 다수

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이에 복암리 고

분군 3호분을 대상으로 전기비저항 3차원 탐사를 통해 내

부 구조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향후 매장문화재 유형 중 

대형 고분의 공간구조 영상화를 통해 고고학적 기초자료 

확보에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대한다.

탐사는 동서방향으로 48m, 남북방향으로 52m의 탐

사 범위를 설정하여 격자를 구성하였으며 각자의 격자에 

전극을 설치하여 실시하였다(그림 10).

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각 격자마다 

GPS를 이용하여 3차원 측량 좌표를 생성하였다. 탐사 자료

는 측선별로 수직단면탐사(2차원)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남

북방향으로 49개, 동서방향으로 3개의 측선에 대한 탐사자

료를 획득하였다. 측선 간격은 1m, 측점 간격은 2m로 하였

으며 각 측선이 남북방향으로 1m씩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였다. 이는 전극 간격은 2m이지만 1m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이 분해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탐사에서 사용된 전극 배열은 쌍극자 배열이다(국립문화재

연구소 2011).

<그림 11>은 복암리 3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유구 도

면이며 <그림 12>에서 <그림 14>는 각 깊이별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이다. 탐사 결과 붉은색 계열로 표시된 고비저

항 부분은 복암리 3호분 내의 무덤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된다. 발굴 유구와 탐사 결과를 비교하면 

고비저항 반응이 상당 부분 발굴 유구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9.  나주 복암리 고분군 및 탐사 대상인 3호분(화살표)

그림 10.  나주 복암리 고분 3호분 측량도 및 전기비저항 탐사 격자



81  Shin, Jong woo   고분 탐사를 통해 본 한·일 물리탐사의 성과와 과제

2.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군

사이토바루 고분군은 일본 열도 중에서 규슈섬에 

위치한 미야자키현에 있다. 히토츠세강의 오른쪽에 높이 

60~80cm의 대지에 남북 4.2km, 동서 2.6km의 넓은 범

위에 약 320기 이상의 고분이 존재한다. 그 종류도 전방후

원분, 원분, 방형분, 횡렬식, 지하 횡렬식 등이 다양하게 분

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이토바루 고분군을 1934년에 

국가사적으로, 1952년에는 특별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사이토바루 고분군 내에 오사호즈카, 메사호즈

카 2기는 규슈에서 가장 큰 고분으로 황실과 관련된 고분

이라고 생각되며 일본 궁내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야자

키현 사이토바루박물관에서는 오사호즈카, 메사호즈카 2

기를 포함한 사이토바루 고분군 전체를 지하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탐사를 계기로 오사호즈카-메

사호즈카의 불명확한 외곽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었다(그림 15).

 또한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유적 GIS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술조사 및 복원정비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16). 

이에 발굴조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고분의 원형 형태 그

대로 보존하면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립

부여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제 도성 GIS시스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림 11.  발굴 유구 도면 그림 12.  깊이 2.25m의 탐사 결과

그림 14.  깊이 3.5m의 탐사 결과그림 13.  깊이 2.75m의 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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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위치, 사이토바루 고분군 위성사진, B) 사이토바루 고분군 실측도, C) 오사호즈카, 메사호즈카 전경, D) 오사호즈카, 메사호즈카 탐사 결과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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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사이토바루 고분군 탐사 결과 및 지하 유적 GIS도입 및 활용(미야자키현 교육청 문화재과 東憲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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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

리에 위치한 사적 제165호로 고분의 높이는 3.1m, 남북 길

이 20m, 동서 길이 25m이다. 이 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가야시대 말기 고분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탐사의 목적은 고분 물리탐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고

아리 벽화고분의 내부 축조 구조 연구를 위해 실시하였

다. 탐사는 고분 외형의 대략적인 크기와 형태를 파악하고

자 지표에서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였고 고분 내부에

서 GPR 탐사를 통해 고분 축조 구조 및 두께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림 17>은 고분의 외각에서 전기 전극을 설치

하고 전기비저항 탐사기를 활용하여 탐사를 하는 모습으로 

데이터 분석 후,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7.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전경 및 전기비저항 탐사 모습

그림 18.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지형도 및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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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탐사는 <그림 18>에서처럼 고분 연도부

(1~2번 측선)와 묘실 중심(3번 측선)에서 실시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붉은색의 결과는 전기가 잘 통하

지 않는 고비저항값(~500m)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일반적

인 토양에서 나타나는 저비저항값(~60m)을 보였다. 3번 측

선 탐사 결과, 묘실이 위치해 있는 부분의 전기비저항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면 부근에서는 전기비저항 낮게 나타

났다. 묘실의 중심 수직 모양은 내부의 모양과 유사한 형태

를 가진 원형에 가까운 아치형 모양으로 파악된다. 또한 묘

실의 왼쪽과 윗부분에서의 고비 저항은 고분내부로 빗물 등

이 스며들어가지 않게 방수시설 등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연도부 내부 천장은 큰 판석으로 놓아져 있으나 1, 2번 

그림 19.  동·서벽 각 지점에서의 탐사 결과 및 축조 외형 분석 결과(북벽을 바라보며)

표 3.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구 분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비 고

3번 측선

2번 측선

1번 측선

716

316

139

61

27

Re
si

st
iv

ity
 ( o

hm
- m
)



8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4

그림 20.  천장·바닥 및 북벽의 지점에서의 탐사 결과 및 축조 외형 분석 결과(서벽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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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 탐사 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묘실 중심 수직모양

과 유사하게 아치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GPR 탐사는 고분의 축조 두께와 축조 형태를 파악하

고자 고분 내부에서 안테나를 한 점씩 접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GPR 탐사 방법은 파악하고자 하는 

면에 접지를 한후 끄는 형태로 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

지만 고아리 벽화고분의 경우 내부벽이 매우 약한 상태로 

안테나를 벽에 접지하여 끄는 방법으로 탐사를 할 경우, 벽

화 및 벽체가 손상되기 쉬운 상태여서 점 형태의 접지 방법

을 선택하였다. 또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1점에서 최

소 10번 이상의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그림 19>는 북벽을 바라보며 동벽과 서벽쪽을 탐사한 

결과로 1~4지점 각각의 레이더그램radargram을 분석한 결

과, 벽체의 두께가 약 40~50cm인 2개 층이 존재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는 매장 주체부의 외부 벽체의 모양이 사

각형으로 축조되었다는 예상과 다르게 내부 형태와 같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결과는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와도 일치한다.

<그림 20>은 서벽을 바라보며 고분의 천장, 바닥 및 북

벽 각 지점에 대한 탐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레이더그램

을 분석한 결과, 내부형태와 동일한 모양의 형태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동·서벽과 유사하게 두 개의 층이 나뉘어져 

분석되고 각 측의 두께는 약 40~50cm로 확인된다.

<그림 21>은 바닥을 바라보면서 고분의 동, 서, 북벽 지

점에서의 탐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서북벽 모두 내부

형태와 동일한 모양으로 축조되었으며, 각 측의 두께도 천

장과 바닥 등에서 파악된 층의 두께와 동일한 두께인 약 

40~50cm로 확인되었다.

탐사는 지표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고분외 형

의 대략적인 크기와 형태를 파악하였고 고분 내부에서 

GPR 탐사를 실시해 고분 축조 구조 및 두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탐사 결과 고분 내 매장 주체부를 둘러싼 석재 모

양이 사각형으로 축조되었다는 예상과 달리 내부 벽체의 

둥근 모양을 따라 동일하게 40~50cm 2개층으로 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매장 주체부 전체를 동일하

게 둘러싸며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동, 서, 북벽 지점에서의 탐사 결과 및 축조 외형 분석 결과(바닥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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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흥 야막리 야막고분

고흥 야막리 야막고분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야

막리 461-5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

분은 장축 방향인 북서-남동방향으로 22.7m, 단축은 

18.7m, 높이 약 3m 정도로 파악되었다. 발굴조사 진행에 

앞서 매장 시설의 규모와 위치 파악을 위해 GPR 탐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4>는 고분의 깊이별 GPR-Slice를 보여주는 것

그림 22.  야막고분 전경

그림 24.  GPR 탐사 수평 결과 (Time slice)

그림 23.  발굴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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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림 25>로 최종 탐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림 25>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의 붉은색의 반응에서 보

듯이 매장 주체부는 북서-남동방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크

기는 약 4.5×3.5m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봉분 외

곽으로 호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 소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림 23>의 발굴조사 전경에서 나타난 것

처럼 매장주체부가 중앙 위치에 석재로 구성된 석실로 위

치한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5>에서 탐사 결과와 발굴조사 실측 부분 중 매장 주

체부와 호석의 위치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발굴조사 전 탐사 결과를 기초로 발굴 트렌치 

등의 방향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5.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제518호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

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그림 25.  GPR 탐사 결과(60~110cm)와 발굴조사 실측 결과

그림 26.  고령지산동 고분군 518호 전경, 남에서 / 좌,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518호 중심, 서 → 동방향 /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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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518호 고분 조사를 위해 지하 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봉분 높이는 3~4m정도이고 매장 주체부의 깊이 및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GPR 탐사와 전기비저항탐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6, 27>과 같다. 

GPR 탐사 결과, 매장 주체부는 봉분에서 지하 약 2~3m 

깊이에 남동-북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통해서 봉분의 위쪽에서 매장 주체부로 이어지

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굴 흔적 등이 파악되었다(그림 27).

Ⅴ. 결론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 연구와 관련된 포괄적인 교류를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특히 고고학 분야에서는 상호 인적

교류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료와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다. 

하지만 고고학적 물리탐사 교류는 탐사 전문가의 인적자원

의 한계성을 띄며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물리탐사 초기, 나

라문화재연구소 西村 康(Nishimura Yasushi)선생님의 활

발한 탐사를 수행하며 여러 가지 탐사법과 장비 발전의 계

기를 마련하였고 한국에서 문화재 물리탐사가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 물

리탐사 전문가는 손에 꼽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에 있

다. 한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총 3명이 담당하며 1년에 

10~20회 정도의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나라문화

재연구소의 1~2명, 미야자키 사이토바루 박물관에서 1~2명

이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야자키 사이토바루 박물

관은 최근에 고분군 탐사를 수행하며 GIS 시스템화를 추진

하고 있다. 이런 노력 등으로 인해 물리탐사는 고고학분야

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한일공

동연구를 위해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은 사이토바루 고분군

에서의 탐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호 협력하였으며 좋은 결

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일본 연구자 중에

서 미야자키현 교육청 문화재과에 계신 東憲章님은 한국연

구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셨으며 탐사현장에서 다

양한 의견에 주셨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향후 한국과 일본은 탐사 분야에 있어 두 나라뿐만

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큰 틀에서 탐사 공동 네

트워크를 공식화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

금까지는 문화재 탐사 분야가 각 나라에서의 필요성, 적용

가능성, 신뢰성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다면 앞으로는 문화

재 연구분야의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융복합 학문으로

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7.  GPR 탐사 결과(time slice) 및 세부탐사 결과(0.7~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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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in, Jong woo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chievements and Tasks of Korea-Japan Geophysical 
Exploration through Burial mounds Exploration

Geophysical survey of Korea was introduced in Na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1995. At that time, it has been activated geophysical survey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in Korea. But 

there was no exploration experts to be combined the archaeology. For this reas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introduced the physical exploration. Through the expert exchanges South Korea and 

Japan carried out joint exploration. And it has increased the reliability of the exploration method and exploration 

results. It is GPR the most method commonly in geophysical exploration. There are many usability before 

excavation because of good resolution. However, the shallow GPR penetration depth has limitations in large 

mounds. We wer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resistivity analysis program to study the underground structure 

to deep through the experts exchange. We was able to get a good result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GPR exploration in a number of burial mounds including Naju bokamri by the resistivity analysis program. 

In particular, we confirmed the location of the burial main body by compares the results of exploration and 

excavation results. In the future we will perform a convergence research of exploration and archaeology through 

a variety of joint research. In addition we will have to build a new network of archaeolog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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