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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의 구조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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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mb of King Muryeong, located in Sonsan-ri, was found vulnerable due to leakages during since the summer of 2016.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structural safety of the Tomb under the tumulus. Site surveys were conducted to find 

vulnerable inner parts. Structural safety assessment is presented based on both site survey results and analytical results 

obtained through FEM analysis using the ANSYS program. The underground structure was explicitly modeled to focus on 

two types of loadings: design loads and actual gravity loads. In general, the tomb does not show any critical deflection 

increase or damage through the analytical investigation. However, maintenance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is necessary 

to prevent severe deflections and stress concentrations since the rigidity of the tomb materials are very vulnerable and 

likely to be reduced due to prolonged weathering and continuous rain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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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 가운데 7번째로 발견

된 백제 무령왕과 그 왕비의 능이다. 무령왕릉은 송산리 

제5호분, 제6호분과 서로 봉토를 접하고 있다. 1971년  

6호분 배수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은 처녀

분으로 발굴되면서 삼국시대 고분 중 유일하게 피장자

의 신원과 고분의 축조연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령

왕릉은 백제시대 고분문화와 편년연구의 기준이 되었으

며, 당시 주변국과의 역사적 교류 및 문화적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국가 문화유산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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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무령왕릉 발굴 이후 고분 내부를 공개하면서 외부 환

경변화에 쉽게 노출되었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미흡하

여 고분의 손상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1995년 장

마 기간에 심한 누수 현상과 이로 인한 배수 불량의 영

향으로 고분군의 안정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관리 목

적을 제외하고는 고분 내부로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1999년도에 보존관리 대책 및 보수지침에 따라 각종 보

수공사를 실시하고 고분 내부에 에어컨 및 제습기를 설

치하여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011년부터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송산리고분군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방법들

이 제안되었다. 2016년에는 각 고분에 기밀 창호를 시공

하였으며, 환경 및 거동 센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장마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안정성에 다

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무령왕릉의 경우 진입로, 전실 등

의 공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송산리고분군 무령왕릉의 현재 상

태와 여름철 집중호우의 피해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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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무령왕릉의 재료학적, 형태적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통해서 무령왕릉의 

안정성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컴퓨터 구조해석 모델링의 개발을 통해서 무

령왕릉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Fig. 1>은 무령왕릉의 위치, 봉분의 등고선과 그 내부

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준다1). 

<Fig. 1> Location of Tomb of King Muryeong

2. 현장조사

무령왕릉은 전돌로 이루어진 아치 형태로 장방형의 

현실과 이중 연도를 가지고 있다. 내부조사 결과, 전돌의 

균열과 채움재의 풍화가 발생하였다.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무령왕릉은 연도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

로 보고되었다. <Fig. 2>는 무령왕릉 내부의 모습을 보

여준다. 

<Fig. 2> Detailed investigation of

Tomb of King Muryeong

<Fig. 3>은 무령왕릉의 측벽 및 전돌 상세 현황을 보

여준다.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구성된 전돌의 균열이 많

이 발생했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줄눈이 많이 탈락된 상

태이며, 이는 전체 봉분의 구조적 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결과, 측벽이 봉분 쪽으로 쏠

린 것으로 보이며, 동쪽의 벽이 서쪽의 벽보다 상대적으

로 더 기울여진 것으로 보인다. 

(a) Side wall
(b) Brick with 

missing joints

<Fig. 3> Case of detailed investigation of 

Tomb of King Muryeong

3. 영향변수 설정 및 모델링

3.1 재료  특성

전돌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문화재는 공적법으로 모르

타르 등의 접촉요소 없이 전돌과 전돌로 이루어져 있으

나 무령왕릉은 전돌과 전돌 사이에 줄눈이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문헌 조사 결과, 백제시대 전돌의 압축강도는 

28.21MPa이다. 백제 시대 당시 줄눈의 경우 진흙을 섞

었을 때 최대 2MPa로 추정되며, 실험에 의한 줄눈의 평

균은 0.9MPa이 측정되었다. 또한 배합비에 따라 최대 

압축강도는 1.14MPa가 계측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돌과 줄

눈을 모두 고려해서 하나의 재료로 해석할 때 식 (1)을 

이용하여 부재의 탄성계수를 고려하였다4),5).




 








× × 
× × 

   

 : 벽돌의 압축강도

 : 줄눈의 압축강도

이를 고려했을 때 무령왕릉의 전돌은 1.02GPa의 탄

성계수를 가지고 있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강도저하

까지 고려하여 상한 및 하한 값의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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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00MPa의 탄성계수를 달리하여 구조해석을 수

행하였다. <Table 1>은 무령왕릉의 전돌에 대한 물성치

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Material 

coefficient

Density

(kN/

m3)

Elastic 

modulus

(GPa)

Com-

pressive 

strength

(MPa)

Poisson's 

ratio

Brick 20 1.02 28.21 0.2

Joint - - 0.9 0.2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brick

3.2 지반계수 산정

1997년 실시된 송산리고분군의 현황과 보존대책에서 

작성된 <Fig. 4>의 CAD 도면에 따르면 토사 다짐위 잔

디식재가 400㎜, 진흙다짐 200㎜, 기존 강회다짐 200㎜ 

깊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조해석 

시 모든 층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비선형적 지반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을 때 접촉면의 문제와 수렴의 문제로 해

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짐층만 고려하였

다. 송산리고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짐층은 실트질 모래

와 자갈입도인 각력암편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Table 2>는 송산리고분 다짐층

의 가정된 물성치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Fig. 4> Drawing of elevation view

E 

(MPa)

  

(kN/m3)

C 

(KPa)

Φ 
(deg.)

K0 

100 17 15 33 0.5 0.33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soil

E: 탄성계수, : 단위체적, C: 점착력, Φ: 내부마찰각, 

K0: 정지토압계수, : 포아송비

3.3 하 조건에 따른 해석 방법

설계토압과 실제 봉분을 모델링하여 계산한 자중을 

통한 해석을 비교하여 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Case1은 

지하구조물 시공 시 사용하는 설계하중을 적용하여 매

우 보수적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Case1은 2개

의 경우로 1개의 토층과 4개의 토층으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Case2와 Case3은 실제 봉분을 모델링하여 

고분 모델에 대한 수직토압 및 수직토압과 수평토압을 

고려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각 Case별 하

중해석 방법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Category Method Characteristic

Case1-1 Design soil 

pressure

One soil layer

Case1-2 Fourth soil layer

Case2
Vertical soil 

pressure 

3D finite element 

analysis is 

possible by 

performing ground 

modeling of the 

actual shape of 

the soil on 3D 

scan data

Case3

Vertical and 

horizontal soil 

pressure 

<Table 3> Loading condition

3.3.1 설계하

무령왕릉의 지붕은 터널 라이닝 거동과 동일한 수직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무령왕릉은 다짐층 내부에 있다

고 판단하였다. 식 (2)는 무령왕릉의 수직압력에 대한 

계산식이다6).

<Fig. 5> Calculation of the soil pressure of 

Tomb of King Muryeo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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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토층의 깊이, R: 무령왕릉 아치의 반지름

<Table 4>는 1개 토층의 수직 및 수평하중과 4개 토

층의 수직 및 수평하중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Case 1-1

vertical

Case 1-1

horizontal

Case 1-2

vertical

Case 1-2

horizontal

87 16 88 17

<Table 4> Design soil pressure (unit: KPa)

3.3.2 실제 분하

3D scan data를 기반으로 무령왕릉 위의 토사를 재

연하였다. 4개 층의 토사를 모두 고려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지만 봉분이 비선형이므로 모델링 

과정에서 접촉면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1개의 토

층으로 치환 후 모델링하여 중력하중을 재하하였다. 

<Fig. 6>은 모델링된 봉분을 보여준다7),8). 

<Fig. 6> Applied soil gravity load of 

Tomb of King Muryeong

실제 봉분은 산 중턱에 위치하므로 수평토압이 더 크

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Case2와 동일한 조건에 

지반 깊이별 토압을 적용한 Case3의 안전성을 평가하였

다. 식 (3)은 토층의 깊이별 토압을 계산하는 식이며,  

식 (4)는 식 (3)을 계산하기 위한 지반활동계수를 계산

하는 식이다. <Table 5>는 지반 깊이별 수평하중을 보여

주며, 이 값들을 수평하중으로 적용하였다. 

××    (3)

  
∘ 

∅
 ∘ 

∘
   

                                                (4)

: 지반활동 계수, : 단위체적, H: 토층의 깊이

Depth (m) Soil pressure (kN/m
3
)

1 3.37

2 6.74

3 10.11

4 13.48

5 16.85

6 20.22

7 23.59

<Table 5> Soil pressure by ground depth

4. 구조해석을 통한 안정성 평가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

여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했다9). 모델링은 3D scan data

와 도면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Case1의 구조해석 시 

밑면을 고정단으로 두어 구조물을 지지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Case2와 Case3의 경우 지반의 밑면을 고정단

으로 두었으며, 무령왕릉은 내부의 지반에서 슬립이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접착 정도로 경계조건으로 

해석했다. 

4.1 변  검토

<Fig. 7>의 (a)는 설계하중(Case1)을 적용했을 때의 

변위를 보여주며, (b)는 실제 봉분하중(Case2, Case3)을 

재하하였을 때의 변위를 보여준다.

<Table 6>의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탄성계수는 전돌

과 줄눈을 함께 고려한 1.02GPa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하중 조건별 무령왕릉의 변위를 보여준다. 설계하중

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설계하중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최대변위가 무령왕릉 내벽1에서 수평 방향

(x-dis.)으로 1.65mm 발생했다. 전체적으로 미세한 변

위가 예측되어 구조적으로 변위의 급격한 증가나 손상 

등은 예측되지 않았다. 실제 봉분 모델을 고려했을 때 

최대변위가 묘실 천정 수직방향(z-dis.)으로 8mm 발생

한다. 이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령왕릉의 

벽체에서 측정된 이격변위계의 최대변위인 0.03mm보다

는 구조해석 결과가 큰 값으로 측정되었다. 해석 결과, 

Case1보다는 Case2 및 Case3에서 더 큰 변위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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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봉분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압을 설계하중에서는 다 반영할 수 없으므로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a) Design load displacement

(b) Real load displacement

<Fig. 7> Displacement contour of 

Tomb of King Muryeong 

Category
Case

1-1

Case

1-2

Case

2

Case

3

Front

x-dis. 0.28 0.29 0.30 0.30

y-dis. -0.31 -0.35 2.19 2.12

z-dis. 0.28 -0.56 -8.05 -8.09

Ceiling

x-dis. 1.66 1.72 0.38 0.34

y-dis. 0.37 0.38 2.19 2.12

z-dis. -1.41 -1.40 -8.05 -8.09

Inner 

wall

1

x-dis. 1.65 1.72 0.23 0.28

y-dis. 0.36 0.38 1.80 1.73

z-dis. -0.95 -0.97 -7.63 -7.68

Inner 

wall

2

x-dis. -1.01 -1.09 0.39 0.36

y-dis. -0.32 -0.34 1.94 1.85

z-dis. -1.05 -1.08 -7.93 -7.98

Inner 

wall

3

x-dis. 0.32 0.32 0.39 0.36

y-dis. -0.20 -0.20 1.96 1.97

z-dis. -0.79 -0.80 -6.84 -6.85

<Table 6> Peak displacement of Tomb of 

King Muryeong (unit: mm)

<Table 7>과 <Fig. 8>은 재료 강도에 따른 무령왕릉

의 변위량을 보여준다. 무령왕릉의 강성이 1GPa일 때부

터 수직 처짐의 발생으로부터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천정과 내벽1(x-dis.)은 비슷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0.1~1.8GPa 범위에서 17mm에서 1mm의 변위

를 가진다. 풍화나 강우 침투로 인하여 재료의 강도가 

<Fig. 8>의 빨간 점선 이하 값인 0.5GPa 이하로 감소되

었을 때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료의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Modulus of 

elasticity

(MPa)

Ceiling

Inner wall 

1 

(x-dis.)

Inner wall 

2 

(x-dis.)

0.1 16.91 16.87 10.29

0.3 5.64 5.62 3.43

0.5 3.38 3.37 2.06

0.7 2.42 2.41 1.47

0.9 1.88 1.87 1.14

1 1.69 1.69 1.03

1.02 1.66 1.65 1.01

1.1 1.54 1.53 0.94

1.2 1.41 1.41 0.86

1.3 1.30 1.30 0.79

1.4 1.21 1.21 0.73

1.5 1.13 1.12 0.69

1.6 1.06 1.05 0.64

1.7 1.00 0.99 0.61

1.8 0.94 0.94 0.57

<Table 7> Displacement by material strength 

(unit: mm)

<Fig. 8> Displacement by material strength

<Fig. 9>는 무령왕릉 내부에 설치된 거동 센서들의 

설치 현황을 보여준다. 무령왕릉 내부에는 총 6개의 센

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2축 경사계, 2개의 1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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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 3개의 이격변위계가 설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2019년 3월까지 설치된 센서들의 측정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이때 눈에 띄는 큰 변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무

령왕릉 남쪽에 설치된 1축 경사계에서 0.22°에서 발생

한 경사가 최대 경사이며, 무령왕릉 북쪽에 설치된 이격 

변위계에서 0.03mm로 가장 큰 변위가 발생했다.

<Fig. 9> Sensor installation status

Category Displacement Direction

Single angle 

meter (°)

M-T1 0.09 In

M-T2 0.22 Out

Biaxial angle 

meter (°)

M-T3-x 0.02 North

M-T3-y 0.02 East

Discrete 

displacement 

meter (㎜)

M-D1 0.01 Increase

M-D2 0.01 Increase

M-D3 0.03 Increase

<Table 8> Summary of the maximum 

annual displacement

4.2 응력 검토

<Table 9>는 응력 검토 결과를 보여준다. 설계하중을 

고려했을 때 무령왕릉의 응력은 대부분 압축력(-)을 받

는 상태로 인장력(+) 발생으로 인한 부재의 들뜸이나 탈

락 등에 대한 뚜렷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 응력은 수평 방향(x-str.)에서 작용하고 있으나 미

세하여 구조적으로 큰 응력의 집중은 관찰되지 않았다.

현장조사 결과, <Fig 10>과 같이 구조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돌과 이탈된 전돌을 다수 볼 수 있다. Case 2, 

Case3의 해석 결과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큰 응력이나 응력의 집중은 계

산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ategory
Case

1-1

Case

1-2

Case

2

Case

3

Front

x-str. -0.22 -0.23 0.13 -0.13

y-str. -0.07 -0.06 0.23 0.23

z-str. -0.33 -0.34 -0.55 -0.56

Ceiling

x-str. -0.68 -0.68 -0.14 -0.14

y-str. -0.35 -0.35 0.16 0.15

z-str. -0.72 -0.74 -0.22 -0.22

Inner 

wall

1

x-str. -0.07 -0.08 0.17 0.15

y-str. -0.29 -0.31 0.20 0.20

z-str. -0.75 -0.78 -0.53 -0.54

Inner 

wall

2

x-str. -0.09 -0.09 0.14 0.13

y-str. 0.23 0.25 0.27 0.27

z-str. -0.73 -0.76 -0.59 -0.59

Inner 

wall

3

x-str. -0.32 -0.32 0.12 0.11

y-str. -0.19 -0.19 0.16 0.15

z-str. -0.46 -0.46 -0.44 -0.44

<Table 9> Peak stress of Tomb of King 

Muryeong (unit: MPa)

<Fig. 10> Breakaway brick

<Fig. 11>의 (a)는 설계하중(Case1)을 적용했을 때의 

응력을 보여주며, (b)는 실제 봉분하중(Case2, Case3)을 

재하하였을 때의 응력을 보여준다. 

(a) Design loa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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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al load stress

<Fig. 11> Stress contour of 

Tomb of King Muryeong 

4.3 지반의 재료에 따른 안 성 평가

송산리고분군의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짐층은 실트

질 모래와 자갈입도인 각력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래의 경우 가장 큰 처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질점토

와 같이 강성을 가진 토질에서는 처짐이 급격하게 감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흙에 

수분이 침투했을 때 점착력의 감소로 강성이 감소하여

도 사질점토 이상의 토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송산리고

분의 구조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10>과 <Fig. 12>는 봉분의 재료별 변위

를 보여준다.

Category

Modulus of 

elasticity

(GPa)

King Muryong

displacement

(mm)

Sand 0.02 40.59

Soil prediciton 0.10 8.05

Sand clay 0.20 4.14

Sand gravel 0.85 1.07

<Table 10> Displacement by material strength

<Fig. 12> Soil material displacement

5. 결론

본 연구는 무령왕릉의 Macro 유한요소해석모델을 개

발하고 현행 지하구조물 설계기준과 실제 봉분하중에 

대해 변위 및 응력을 검토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령왕릉은 현행 설계기준으로 내벽1 수평방향

(x-dis)으로 1.65mm 발생했으며, 전체적으로 미세한 변

위가 예측되어 구조적으로 변위의 급격한 증가나 손상 

등은 해석상 예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풍화와 지속적인 

강우 침투는 전돌 및 채움재 강성의 감소를 초래하여 구

조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 해석 결과에서 기

존의 초기 강성에서 풍화와 누수로 인한 강성의 감소는 

급격한 변위의 증가를 가져오고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을 볼 때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응력 검토 결과, 큰 응력집중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령왕릉은 대부분 압축력(-)을 받는 상태이므로 인장

력(+)에 의한 부재의 들뜸이나 탈락 등에 대한 급격한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장조사 시 깨

지거나 이탈된 전돌이 다수 있으므로 다른 곳들보다 큰 

응력이 발생한 곳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3) 실제 봉분하중을 고려한 Case2와 Case3은 천정부 

위에서 8mm의 처짐이 발생한다. 응력의 경우 집중응력

이 발생하는 곳은 없으며 수평토압보다 수직토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천장 부위에 큰 변위

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지속

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봉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짐층은 실트질 모래와 자

갈입도의 암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봉분을 이

루고 있는 재료의 강성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했을 때 사

질점토 이상의 강성을 가진 토질에서 처짐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흙에 

수분이 침투하여 점착력의 감소로 강성이 감소하여도 

사질점토 이상의 강성을 가지는 토질로 이루어져 있다

면 송산리고분의 구조적 안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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