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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리 오층석탑은 상부구조가 불안정하고 지대석과 기단부의 구조적 변형이 심각한 상태였다.

탑의 기단부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단 내부에 석재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탑을 안전하게 받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

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탑의 기단부는 면석을 모두 제거하여 흙과 깬 돌이 노출된 상태이다. 사용한 전극

배열법은 쌍극자 간격을 다변화시킨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홑극-쌍극자 배열법과 함께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직각측선과 같은 심한 지형기복에 의한 왜곡현상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축소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탐사결과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보강 채움 토 내부에 기

초석이 존재하고 탑신의 기둥 직하부에 위치하여 탑을 받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기단부, 기초석, 전기비저항 탐사,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 축소모형실험

Abstract: The five-story stone pagoda in Tamni-ri located in Uiseong County in Gyeongsangbuk-do had an unstable upper

structure, and the structural deformation of the foundation stone and the stylobate was severe. In order to repair the base

of the pagoda, it must be confirmed if there are support stones inside the base. Resistivity survey was performed to

study the inner base stone structure during the repair work. The stylobate was exposed soil and broken stones after

removing the walls and the cover of the stylobate. Modified pole-dipole array II was used for the resistivity survey, and

compared with the typical pole-dipole array method. And in this study, a physical scale-down model experiment was

performed to compare and analyze distortions caused by severe topographical undulations such as right-angled lin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ylobate of Five-story Stone Pagoda in Tamni-ri Uiseong has base stones inside the reinforced filling

soil and are located beneath the pillar of the body and supporting the pagoda.

Keywords: tamni-ri five-story stone pagoda, stylobate, base stones, resistivity, modified pole-dipole arrayII, physical scale-

down modeling

서 론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탑리리 오층석탑은 1962

년에 국보 제77호로 지정되었으며 전탑 양식과 목조건축 수

법을 가지고 있는 통일신라 전기의 석탑이다. 대부분의 신라

계 석탑은 장기간의 강우에 의하여 적심석 사이 흙은 유실되

고 잡석들만 남아있으면 적심이 교란되고 기단갑석이 처지기

때문에 탑신부가 기울어진다(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5). 탑리리 오층석탑에도 박리와 파손이

발생하였고 옥개석의 균열과 탈락이 있으며 기단부의 적심

채움 토가 유출되는 등 석재의 위치 변형이 발생하여 구조적

으로 불안정하였다.

탑의 보수공사는 당초 상부구조만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되

었으므로 탑의 전체를 해체하여 수리하는 방식이 아닌 부분

적 공사를 위해 가설 지붕과 보강 철재 빔으로 탑신을 받치

게 되었다(Fig. 1). 그러나 작업과정에서 추가로 지대석과 기

단부를 바로 잡고자 면석을 해체하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난

기단부 내부 보강재가 흙과 깬 돌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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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지대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흙과 깬 돌을 일부

제거해야 하나 탑의 안전상 탑신을 받치고 있는 기단 내부 구

조가 튼튼한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채움 토는 진

흙과 강회가 혼합되어 매우 단단하고 마른 상태이며 깬 돌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 겉에서 보는

모습만으로는 내부에 별도의 견고한 석재가 탑신을 지탱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과 내부가 같은 형태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

태이다. 본 논문은 기단부 내부에 석재가 존재하는지, 만약 있

다면 위치를 조사하여 탑을 안전하게 받치고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취득 및 축소모형실험

조사 대상 부위는 탑의 맨 하층에 해당하는 기단부의 측면

부분이며 동서남북 네 면은 3.6 ~ 3.9 m의 길이에 지대석에

서 갑석까지의 높이는 0.6 m이다. 면석은 보수공사를 위해 제

거하여 적심 채움 토와 깬 돌이 노출된 상태에서 2차원 측선

탐사를 하였으며, 기단부의 중앙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측선을

설치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남측면과 동측면인 ⓐ와 ⓑ를 하나의

측선으로 연결하여 ‘ㄴ’자형 측선이 되도록 하여 한 번에 탐

사하였고, 각 측선의 길이 ⓐ는 3.2 m, ⓑ는 3 m이며 측선의

총길이는 6.2 m이다(Fig. 2).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봉을 통해 지중에 인위적으로 전류

를 주입하여 지하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이상 전위차를 측정

하며, 역산을 통해 실제 지하구조에 가까운 전기비저항 분포

모델을 계산하는 물리탐사 방법이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

봉을 기단 채움 토에 박거나 접촉하여야 하나 현 상태를 파

괴할 우려가 있다. 전극봉 대신 탑의 면석을 제거하면서 떨어

진 모아놓은 채움 토의 부스러기를 물과 혼합하여 주먹크기

의 흙 반죽을 만들어 기단 면에 붙이고 피복을 벗긴 전극 케

이블을 작은 못과 연결한 후 흙 반죽에 삽입시켰다. 이렇게

만든 흙 전극 주변에 물을 뿌려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하였는

데 이것은 국보의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고 탐사를 하기 위

한 노력이기도 하다.

전기비저항 탐사장비는 ABEM사의 Terrameter LS를 사용

하였다. 전극 케이블은 다중인터폰 전선에서 오는 전자기유도

노이즈를 감소시키고(Jeong et al., 2004) 32개의 전극 측점을

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리본형 전극 케이블을

사용하였다(Fig. 3). 

사용한 전극 배열은 Table 1의 변형된 홑극-쌍극자(pole-

Dipole) 배열법 II이다(Kim et al., 2001). 이 배열법은 홑극-

쌍극자 배열법의 쌍극자 간격을 증가시켜 측정 전위 값을 증

가시킴으로써 높은 S/N비를 갖도록 하여 본 연구대상과 같이

전극의 접지가 안 좋아 전기적 잡음이 심한 곳에서 고분해능

Fig. 1. Front view and names of parts, Five-story Stone Pagoda in Tamni-ri, Uiseong (National Treasur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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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전극 배열법이다.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의 겉보기비저항(a)값은

(1)

로 구할 수 있으며, n은 전극 전개수를, a는 전극 간격을, k는

쌍극자 간격을 결정하는 상수이다. 본 배열법에서 전극 전개수

n을 1, 3, 5, 7로 하나씩 건너뛰어 7까지 얻었으며, a는 1(실

제 전극간격 0.2 m 적용)을, k는 1부터 6까지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n값은 자연수로 증가시키나 n값을 하나씩 건너뛴

이유는 k값의 경우의 수도 있어 데이터의 밀도가 과도하게 높

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
 = 2na

n k+ 

k
--------------

V

I
-------

Fig. 2. Resistivity survey diagram stylobate of Five-story Stone Pagoda in Tamni-ri, Uiseong.

Fig. 3. View of resistivity survey and contact condition(modified

pole-dipole array II, a=0.2 m).

Table 1. Pole-dipole array and apparent resistivity (Kim et al., 2001 modified)

pole-dipole array modified pole-dipole array I modified pole-dipole array II

apparent resistivity
(

a
)

array

2na n 1+ 
V

I
------- 4na

V

I
------- 2na

n k+ 

k
--------------

V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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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Ⅱ의 분해능 비교를 위

하여 일반적인 홑극-쌍극자 배열법을 이용한 데이터도 함께

취득하였다. 전극 간격 a는 0.2 m로 고정하였으며 n은 11까

지, 사용한 전류는 200 ~ 250 mA이며, 정방향과 역방향 탐

사를 하였다. 단, 현장의 조사상황으로 인하여 21개의 측점을

가진 원형 케이블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측선 길이가

6.2 m에서 4 m로 짧아져 조사 조건이 바뀌었으나 단순한 데

이터의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접지의 어려움

과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탑의 서편과 북편에서는 전기비

저항 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축소모형실험

전기비저항 탐사는 일반적으로 수평한 지형을 전제로 실시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은 90도의 직

Fig. 4. Resistivity physical scale-down models for case 1 (left) and case 2 (right).

Fig. 5. Physical scale-down modeling results for case 1 (left) and case 2 (right), dipole-dipole array, a=2 cm,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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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갖는 측선으로서 김건수 등(Kim et al., 2003)이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에서의 지형효과에 관해 연구한 경사 45도의

능선모델과 비교할 수 있다. 그는 축소모형실험과 수치모델링

실험을 통하여 능선의 중심부에서는 높은 겉보기비저항이 나

타나고 그 좌우에 낮은 겉보기비저항이 팔자 효과를 보이면

서 나타나는 지형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지형에

의한 왜곡 현상이 데이터에서 확인되어 탐지물의 결과를 신

뢰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실제와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모서리 부분에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지형효과에 의하여 왜곡되어 붙어 보이는지, 반대로

‘ㄱ’자형의 물체가 떨어져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축소모형의 재료로는 젖은 점토를 이용하였다. 입자가 고운

점토를 반죽하여 수분의 함량을 고르게 하고 점토 사이에 포

획되어 있는 공기를 완전히 빼내었으며 실물의 10% 크기인

가로 34 cm, 세로 32 cm, 두께 1.5 cm의 점토판을 제작하였

다. case 1은 모서리 부분에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직각으로

대칭하도록 12 cm × 4 cm 크기로 두 곳을 파내었다. 그리고

case 2는 모서리 부분에 ‘ㄱ’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 물체의 상

황을 가정하였다(Fig. 4). 모형실험인 관계로 원거리 전극을

사용할 수 없어서 쌍극자-쌍극자 배열법을 사용하였으며 전

극간격은 2 cm, 전극전개수는 11까지 적용하였고 사용한 전

류는 5 ~ 20 mA이다. 전극은 가는 스테인레스 핀을 사용하

였다.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DC_2DPro’이며 이명종

등(Yi et al., 2003)이 3차원적 지형의 기복을 고려하여 역산

방법을 개발한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법을 채택

하고 있다. 축소모형실험결과, 겉보기비저항의 가단면도에서

모두 지형효과에 의하여 모서리 중심부에 높은 겉보기비저항

이 나타나고 그 좌우에 낮은 겉보기 비저항이 팔자 효과를 보

이고 있다(Fig. 5의 c1-①, c2-①). 역산결과를 비교하면 모서

리 부분(전극번호 17)에서의 비저항의 분포모양이 case 1은

case 2에 비교하여 오목하며 비저항값도 case 2가 더 높게 측

Fig. 6. Resistivity result with pole-dipol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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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Fig. 5의 c1-②, c2-②). case 1의 지형값을 반영한

역산결과에서는 두 개의 물체가 떨어져서 영상화되고 있으며,

case 2의 지형값을 반영한 역산결과에서는 ‘ㄱ’자 모양의 물

체가 모서리부분에서 붙어서 영상화되고 있어, 지형효과가 있

다고 하더라도 본 프로그램의 역산결과는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의성탑리 오층석탑 기단부에서 홑극-쌍극자 배열법으로 측

정한 총 탐사자료의 개수는 308개이며 얕은 심도부터 깊은

심도까지 고른 데이터 밀도를 갖는다. 탐지 깊이는 1.2 m, 탐

사 길이는 남측면 3.2 m, 동측면 0.8 m으로 탑의 남측면 기단

부는 영상화 되었으나 동측면 기단부는 일부만 영상화하고

있다(Fig. 6).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로 측정된 총 탐사자료의 개수

는 752개이며 얕은 곳은 데이터 밀도가 높고 깊은 곳은 상대

적으로 낮다. 탐사 길이는 남측면 3.2 m, 동측면 3 m이며, 전

극배열의 특성상 쌍극자 간격을 결정하는 상수 k값을 증가시

켰으므로 탐지한 깊이는 2 m로 깊다(Fig. 7). 기단은 매우 말

라 있어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전기비

저항 값이 측정되었다. 결과값은 파란색은 1,000 m 이하의

값을, 녹색 및 노란색 계열은 3,000 ~ 10,000 m, 붉은색 계

열은 100,000 m 이상의 전기비저항 값으로 나타내었다. 지

Fig. 7. resistivity result with modified pole-dipole arra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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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값을 반영하면서 두 개의 결과는 영상화 깊이가 각각 0.8 m

와 1.0 m로 축소되었으나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Ⅱ의 깊

은 곳의 영상화가 더 정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인해 기초석으로 추정되는 고비저항 영역 즉, 흙과 돌

의 구분이 뚜렷하다.

남측면 중앙부의 이상대는 깊이 0.3 ~ 0.4 m 안쪽에 존재

하며 크기는 가로길이 약 1.2 m, 두께 약 0.4 m이다. 동측면

의 중앙부 이상대는 깊이 0.3 ~ 0.4 m 안쪽에 존재하며 크기

는 가로길이 약 0.9 m, 두께 약 0.4 m이다. 북동 모서리부 이

상대는 깊이 0.2 m 안쪽에 존재하고, 남서 모서리부 이상대는

0.3 m 안쪽에 존재하나 크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남동 모서리

부에는 저비저항대가 있어서 남측면의 이상대와 동측면의 이

상대를 분리하고 있다. 이것은 축소모형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각각 독립된 물체로 볼 수 있다. 

Fig. 7의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의 결과를 오층석탑

도면과 일치시켜 보았다(Fig. 8). 기초석으로 추정되는 두 개

의 반응물의 위치는 탑의 기둥인 우주의 직하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기비저항 탐사가 탑의 중심부까지는 탐지

되지 않았지만 탑의 내부 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1,000 m

이하의 낮은 값을 갖는 이곳은 경주 불국사의 삼층석탑을 수

리하면서 확인된 기단부 적심 내부 상황과 비교했을 때(Fig.

9) 흙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 론

본 연구는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기단부의 내부 구조를 파

Fig. 8. Horizontal cross-section resistivity survey of the stylobate (modified pole-dipole array II).

Fig. 9. Comparison inside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Bulgu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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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와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하고

탐사 방법과 결과를 논하였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각형 구조의 기단부 흙 속에 기초석이 존재하는지, 어

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면석이 없는 상태의 기단부

의 측면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측선은 탑의 동

편과 남편을 ‘ㄱ’자형으로 배열하였다.

나. 기단부에 전극의 접지가 안 좋아 전기적 잡음이 심하나

고분해능 탐사를 위하여 사용한 전극배열법은 홑극-쌍극자

배열법과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법 II이다.

다. 탑의 기단부 동편과 남편에서 장대석으로 추정되는 고

비저항 반응이 두 개가 확인되었다. 이 돌의 위치는 탑신의

기둥인 우주 직하부에 위치하며 탑을 받치는 기초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탑의 중심부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저비저항대가 있는

안쪽부분은 흙으로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직각측선은 지형효과로 인한 왜곡

현상이 심하여 잘 사용하지 않으나 변형된 홑극-쌍극자 배열

법 II와 ACB법에 의한 역산방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탐사

가 가능하였으며,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데이터의 신뢰를 검

증하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의성군과 문화재청이 실시한 경북 의성군에 소

재한 국보 제77호 의성탑리리오층석탑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유적 보존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2016년에 발간한 ‘考古 물리탐사 II’의 자료를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References

Jeong, J. M., Cho, S. J., Kim, J. H., and Song, Y. S., 2004, The

signal Distortion Due to the Electromagnetic Induction Inside

a Cable, Geophys. and Geophys. Explor., 7(4), 251-25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 H., Yi, M. J., Song, Y. H., and Chung, S. H., 2001, A

Study on the Modified Electrode Arrays in Two-Dimensional

Resistivity Survey, Geophys. and Geophys. Explor., 4(3), 59-

6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G. S., Cho, I. K., and Kim, K. J., 2003, A Study on

Topographic Effects in 2D Resistivity Survey by Numerical

and Physical Scale Modeling, Geophys. and Geophys. Explor.,

6(4), 165-17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Gyeonju City,

2005, Gameunsajiseo three-story stone pagoda, Kasam Korea,

103 p. (in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6, Geophysical

Prospection for Archaeology 2016, Until the Day press, 36-

4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Gyeonju City,

2017, Gyeongju Bulguksa three-story stone pagoda repair

report, 366 p. (in Korean).

Uiseong-gun, 2017, Uiseong Tamni-ri Five-story Stone Pagoda

Repair work (in Korean).

Yi, M. J., Kim, J. H., and Chung, S. H., 2003, Enhancing the

resolving power of least-squares inversion with active constraint

balancing, Geophysics, 68(3), doi:10.1190/1.158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