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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수중발굴조사에서는 수중이 혼탁한 경우 사진이나 도면을 남기기 어렵다. 반면,
음파를 이용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는 수중 탁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고에서
는 음파의 이런 특징을 활용하여 수중발굴조사 기록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2019년 태안 당암포 해역, 영광 낙월도 해역,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를 운용하고, 탐사장비를 활용한 조사기록 방법을 연구하였다.
먼저 어떤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가 수중발굴조사 기록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 태안 당암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측면주사음파탐지기, 다중빔음향측심기, 스
캐닝소나를 운용하여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측면주사음파탐지기는 주파수
1250kHz를 사용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왜곡이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중빔음향측심기는 왜곡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상도가
떨어졌다. 스캐닝소나는 비교적 왜곡이 적고 결과물도 양호하여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하
기에 적당하였다. 하지만 넓은 범위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혼탁한 수중환경에서 진행하는 수중발굴조사에서 스캐닝소나의 활용성을 검토
하기 위해 2018년 영광 낙월도 해역과 2019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스캐닝소나 영상을 이용하여 조사도면을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낙월도 해역에서는 동서
120m, 남북 220m라는 넓은 조사구역의 해저모습을 11개의 스캐닝소나 영상을 이어 붙
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는 해저에 반사체를 설치하여 스캐
닝소나 영상을 이어 붙이는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을 실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 혼탁한 수중발굴조사 현장에서도 스캐닝소나를 운용하면 기존
수중발굴조사에서 작성한 도면보다 더 효과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음파, 해양 지구물리탐사, 스캐닝소나, 측면주사음파탐지기, 다중빔음향측심기,
수중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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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유적과 유구를 기록하는 방법은 육상 발굴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실측을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하지만 수중이 혼탁한 경우,
기본적인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수중이 혼탁한 것은 부유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부유물들이 빛을 차단하고 시야를 가려 실측과 촬영을 방해한다.
수중고고학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들은 주로 고선박(古船舶) 등 수면 아래 유물을
찾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물리탐사 중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73년,
1)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칠천량 해역 조사이다. 이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2)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485건 의 수중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를
3)

통해 실재 고선박을 찾아낸 사례는 전무하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를 수중발굴조사에 적용하여 조사기록을 보
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며, 동시에 수중고고학 분야에서 물리탐사장비의 활용도
를 향상 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태안 당암포 해역에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들을 비교 검토하고, 2018년~2019년 영광 낙월도 해역,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는 탐
사장비를 활용한 수중발굴조사 기록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런 현장실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를 이용한 수중발굴조사 기록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수중발굴조사에 적용 가능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비교 검토
1. 기존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기록 방법

1)	李忠武公海戰遺物發掘調査團, 1974, 『李忠武公 海戰遺物 發掘調査 第一次 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3. 1973년
7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관리국은 해군과 국립지질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지층탐사기를 사용하여 거북선을
찾고자 하였으나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2) 문화재 전자행정 포털에 등록된 지표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84건의 수중지표조사와 201건의 수중육
상 지표조사가 등록되었다.
3) 이런 저조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목재로 이루어진 고선박은 선체 대부분이 해저 아래에 묻혀있
고 일부분만이 해저 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같이 해저
면을 조사하는 탐사장비로는 고선박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해저 아래 지층을 조사할 수 있는 지층탐사기의 경우, 한 번
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폭이 좁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상체의 존재 유무만 확인 될 뿐 재질과 같은 성격을 알 수 없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지층탐사기에 찍힌 이상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토조사나 코어링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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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은 맑은 물에서도 시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육상 발굴조사에서 활용하는 항공사
진처럼 유구나 유적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대상
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측을 통해 작성된 도면이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잠수시간의 한계로 실측을 진행 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고, 해저
에 노출된 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류 등에 의해 유실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 고선박 수중발굴조사 도면 작성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마도 3호선 발굴에
서는 선체 위에 철제 그리드를 설치하고 선체와 유물을 실측하였다. 일부 수중에서 실측
이 어려운 유물들은 바지선(Barge) 위로 인양한 뒤, 1m×1m 크기의 모래판 위에 재배치
하여 실측하였다. 2007년 태안선 발굴에서는 유물이 한 번에 수 천점씩 노출되어 잠수시
간의 한계로 수중실측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유물 유실 우려도 높았다. 따라서 수중사진
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1m×1m 크기 그리드 별로 수중사진을 촬영한 뒤, 왜곡
을 보정한 사진을 이용하여 그리드별 도면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도면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전체 도면을 만들었다.
이런 수중실측과 사진실측은 수중시야가 일정수준 확보되는 현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중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신안선 발굴을 들 수
있다. 신안선 수중발굴에서 잠수조사는
해군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혼탁한
시야로 인해 수중에서 기록을 남기기 어
려웠다. 따라서 해군 잠수사가 그리드별
로 유물을 인양하고 유물의 위치를 구두
로 설명하면, 수면 위 조사원이 이를 참
고하여 도면을 그렸다. 이와 같은 사례들
처럼 고선박 발굴조사에서는 각 현장 상
황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면을 작성하
는데, 이는 조사의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정 범위 안에 선체와 유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중
유물 산포지 발굴조사에서는 유적에 대한
정밀한 기록을 남기기 쉽지 않다. 가장 대
표적인 수중유물 산포지로 진도 명량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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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1, 2차
수중발굴조사현황도

로 해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수중유적은 넓은 범위 안에 고려청자 등이 산포해 있어 2012
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수중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사원이 자신의 손을 육
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중시야가 혼탁하고 조류도 강하여, 사진을 촬영하기 쉽
지 않았고 실측은 더욱 시도하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전체 조사구역 중 어떤
지점을 조사하였는지를 표시한 조사현황도<그림 1>만 작성되었다. 이 조사현황도에는 해
저 지형이나 이상체 유무 같은 유적의 현상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유적
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2002년 군산 비안도 해역, 2006년
군산 야미도 해역 등 다른 수중유물 산포지 발굴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2.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비교실험
육상고고학에서에서 지구물리탐사를 통해 발굴을 하지 않고도 유구의 매장 깊이와 구
조 등을 파악하여 조사연구에 활용하듯, 수중고고학에서도 해양 지구물리탐사를 통해 수
면 아래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육상과 수중이라는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사용하는 탐
사장비의 종류와 원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육상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지표 아래를 조사한다. 하지만 전자
기파는 수중에서 감쇠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를 조사하기에 적합하
지 않다. 반면 소리는 공기 보다 수중에서 더 빠르고 멀리 전달되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
한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해저면을 조사하는 측면주사음
파탐지기(Side Scan Sonar), 음향측심기(Echo Sounder)와 해저 아래 지층을 조사하는 지층
탐사기(Sub-Bottom Profiler)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음파를 이용한 탐사장비는 수중 탁도
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물의 구분이 어렵거나 광학적인 촬영
4)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비교적 양질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한편, 수중발굴조사는 일반적으로 해저에 대한 제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해저면의 변화
를 야기한다. 따라서 음파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조사하는 탐사장비를 수중문화재 발굴조
사에 적용한다면, 혼탁한 수중에서도 육상고고학의 항공사진처럼 수중발굴조사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2017년 태안 당암포 해역 수중발굴
조사에서는 음파를 이용한 탐사장비 3종을 운용하여 어떤 탐사장비가 수중발굴조사 현
장을 기록하기에 적합한지를 비교 검토하였다.
4) 신창주, 장인성, 김기훈, 최현택, 이승현, 2013, 「탁도가 높은 수중작업현장에 사용 가능한 소나시스템의 성능 분석」,『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지』제14권, 제9호, 4507-4513, 한국산학기술학회, p.4510. 광학적으로 물 속 상황을 파악 할 수 없는 탁도
26.4NTU 조건에서 소나 영상을 통해 물 속 물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탁도 0.54NTD에서 확인한 소나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부유물로 인한 배경 노이즈를 제외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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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 당암포 해역 수중발굴조사 방법
당암포 해역 수중유적은 태안군과 안면도 사이, 천수만에서 안면운하가 시작하는 지점
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도굴범을 검거하면서 존재가 알려졌으며, 그 해 12월 긴급탐사
에서 추가적인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동서 500m×남북 200m 범위가 사적으로 가
지정되었고, 2017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4월 4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 수중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17년 제1차 발굴조사에서는 2016년 긴급탐사에서 유물이 집중 발견된 지점에 대해 제
토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토조사를 위해 매일 18ton 크기의 조사선(씨뮤즈호)을 제토조사
지점에 위치시키고 3개의 닻과 닻줄로 고정하였다. 제토조사 지점 해저는 주먹보다 큰 크
기의 돌들이 다량 쌓여있었고, 그 아래 모래가 많이 섞인 개흙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유
물은 돌과 돌 사이, 돌 아래 개흙층에서 확인되었으며, 수중시야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
다. 제토조사를 위해 먼저 5mm 두께의 로프를 이용하여 해저에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동
서 20m×남북 20m 범위 안에 10m×10m 크기의 정사각형 4개를 구획하고, 이 정사각형
을 다시 4등분 하여 각각 5m×5m 크기 그리드 4개를 설치하였다. 총 16개의 5m×5m 크
기 그리드가 설치되었다. 다음으로 각 그리드 내부에 동서방향 1m 간격으로 제토라인을
설정(한 개의 그리드에는 5개의 제토라인이 존재)하였다. 조사원 2명이 제토라인 남쪽과
북쪽 끝에 각각 위치한 뒤 중간지점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의 라인을 제토하고, 중간에서
서로 만나면 다시 남쪽과 북쪽 끝으로 이동하여 이웃한 라인을 제토하는 방법을 반복하
5)

였다. 제토는 약초괭이와 호미를 이용하였고 , 제토 깊이는 약 20cm~30cm 정도였다. 한
제토라인에서 제토 된 돌
과 개흙은 먼저 제토 된
라인으로 옮겨졌기 때문
에 전체 제토조사 구간은
조사 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랑과 고랑처럼 높이 차
이를 가진 지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2〉 태안 당암포해역 제토조사 중 해저모습

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중발굴조사에서는 해저를 제토 할 때 슬러리 펌프(Slurry Pump)를 사용하지만 당암포 해역 해저는 돌이
다량 분포하여 슬러리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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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안 당암포 해역 해양 지구물리탐사 방법
당암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는 사적 가지정 구역 해저 조사와 제토조사 구간 기록
을 위해 측면주사음파탐지기, 다중빔음향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스캐닝소나
(Scanning Sonar)를 운용하였다. 이 탐사장비들은 음파를 이용하여 해저면을 조사하기 때
문에 발굴조사로 인한 해저 변화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표 1> 태안 당암포해역 수중발굴조사 운용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비교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de Scan Sonar)

다중빔음향측심기
(Multi Beam Echo Sounder)

스캐닝소나
(Scanning Sonar)

S-150 Series

Sonic 2024

1171 High Resolution Sonar

제조사

DSME

R2 sonic

Kongsberg

제조국

대한민국

미국

노르웨이

모델명

주파수

400kHz, 1250kHz

400kHz

600kHz ~ 1200kHz

주 용도

이상체 조사 등

해저 지형도 작성 등

수중 구조물 검사 등

운용방법

송수파기 예인

송수파기 선박 장착

송수파기 해저 고정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조사
측면주사음파탐지기는 해양조사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탐사장비이다. 이
장비는 예인체(Towfish)를 수중에 담그고 보트나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해저면을
조사한다. 예인체 좌우에 설치된 송수파기(Transducer)에서는 음파를 방출한 뒤, 해저면
에 부딪쳐 반사된 음파를 수신한다. 예인체와 연결된 기록장치는 수신된 반사파의 음압
을 측정하여 예인체가 지나간 지점을 하나의 줄로 나타낸다. 예인체에 설치된 송수파기
는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음파를 방출하고 수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줄들
이 이어져 평면적인 영상이 만
들어진다.
당암포 해역 측면주사음파
탐지기 조사는 10월 26일 아
침, 당일 제토조사가 진행되
기 전에 실시하였다. DSME사
의 S-150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 모델은 400kHz와 1250kHz
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측면주사음파탐지기는 비교적
〈그림 3〉 측면주사음파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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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작고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사적 가지정 구역(동서 500m
×남북 200m)을 조사하였다. 주파수 400kHz을 사용하였으며, 한 번에 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범위인 주사폭(swath)은 105m로 설정하였다. 주사폭이 넓어 동서방향으로 3회 왕복
하는 것으로 주사폭을 100% 이상 중첩시켜 사적 가지정 구역 전체를 조사할 수 있었다.
사적 가지정 구역 조사 중 제토조사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토조사 구간에 대해
서는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 주파수 400kHz, 주사폭 105m와 주파수 1250kHz, 주사폭
75m를 사용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조사하였다.
(2) 다중빔음향측심기 조사
음향측심기는 송수파기에서 발생
된 음파가 해저에 부딪친 뒤 되돌아오
는 시간을 측정하여 해저의 수심을 기
록하는 장비이다. 측면주사음파탐지기
가 음압을 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
다. 음향측심기는 한 번에 한 개의 음파
를 발생시키는 단일빔음향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와 한 번에 여러 개
의 음파를 발생시키는 다중빔음향측심
기로 나눌 수 있다. 단일빔음향측심기
로는 좁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지만, 다중빔음향측심기를 운용
하면 넓은 범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

〈그림 4〉 다중빔음향측심기 송수파기

기 때문에 3차원으로 해저 지형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암포 해역 다중빔음향측심기 조사
는 10월 27일 아침, 당일 제토조사가 진
행되기 전에 실시하였다. R2Sonic사의
Sonic2024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이 모
델은 송수파기에서 한 번에 400kHz의
음파를 256개 발생시키고 해저에 반사
되어 되돌아오는 음파를 수신한다. 다
〈그림 5〉 다중빔음향측심기 부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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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빔음향측심기는 송수파기의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각종 센서와 컴퓨터 등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보트로는 조사가 어렵다. 따라서 씨뮤즈호(18ton)에 다중
빔음향측심기를 설치한 후,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만조를 전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사적 가지정 구역 북쪽은 만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낮아 조사선박의 접근이 어려웠
다. 따라서 사적 가지정 구역 중 절반인 동서 500m×남북 100m 범위만을 조사하였다.
선박에 설치한 다중빔음향측심기의 주사폭은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수심의 약
4배 정도이다. 당암포 해역 수심은 약 4m~10m이기 때문에 다중빔음향측심기의 주사폭
은 약 16m~40m 정도가 된다. 따라서 조사측선을 남북 10m 간격으로 설정하고 동서방향
으로 7.5회 왕복하면서 해저를 조사하였다.
(3) 스캐닝소나 조사
스캐닝소나는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동일한 원리의 장비로 송수신기에서 음파를 방출
한 뒤 되돌아온 음압을 측정한다. 차이는 측면주사음파탐지기가 이동하면서 해저를 조사
하는 것과 달리, 스캐닝소나는 한 지점에 고정된 상태에서 송수파기가 회전하여 해저를
조사한다는 점이다. 송수파기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형의 평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8>과 같이 스캐닝소나 운용 시 보통 삼각대를 이용하여 송수파기를 해저 위에
위치시킨다. 삼각대 상부에 송수파기를 매다는 방식인데, 삼각대가 기울어져도 송수파기
는 해저와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송수파기 아래에는 무게 추를 달아 조류
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당암포 해역에서 사용한 스캐닝소나는 Kongsberg사의 1171모델이다. 600kHz에서
1200kHz 사이의 주파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거리(range)는 0.5m~100m이
다. 사적 가지정 구역 중 동서 260m×남북 180m 범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계획하였다. 사
적 가지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조사 시간의 제한 때문이다. 일정 면적
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캐닝소나를 여러 번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측정거리를 길게 하여 한
번에 넓은 범위를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측정거리가 늘어나면 음파의 반사
율이 낮아져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다.
사적 가지정 구역에 대한 스캐닝소나 조사는 10월 14일과 15일 이틀 중 조류가 약한 만
조 시간에 진행하였다. 조류가 강하면 송수파기가 흔들려 제대로 된 자료를 취득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조사 전 스캐닝소나를 위치시킬 24개 지점의 좌표를 확인하고, 고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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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송수파기를 연결한 삼각대
를 해저에 내려 자료를 취득하였
다. 주파수는 675kHz를 사용하였
으며, 측정거리는 30m와 50m로 설
6)

정하였다. 이틀 동안 스캐닝소나
를 운용 한 결과 처음 계획한 24개
지점 중 8곳에서만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다. 스캐닝소나를 목표한
〈그림 6〉 당암포 해역 스캐닝소나 조사모습

지점에 정확히 위치시키는데 예상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조

사가 가능한 만조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토조사 구간에 대한 스캐닝소나 조사
는 10월 27일 제토조사 중에 진행하였다. 제토조사 구간에 인접하여 송수파기를 위치시
킨 뒤 자료를 취득하였다.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25m를 사용하였다.

〈그림 7〉 사적 가지정 구역 스캐닝소나 조사계획 지점 (○:목표지점,: 사적 가지정 구역)

6)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은 해상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전파거리는 짧아지기 때문에 측정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주파수를 선택하여
야한다. 당암포 해역에서는 600kHz, 675kHz, 900kHz 주파수를 시험하여, 현장 상황에 가장 접합하다고 판단된 675kHz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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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실험 결과
1) 사적 가지정 구역 해양 지구물리탐사 결과
사적 가지정 구역에 대한 물리탐사에서 측면주사음파탐지기는 주사폭이 넓어 빠른 시
간 안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어 이상체 유무를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취득한 영상을 살펴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실제와 같
지 않았다. 취득 영상에서 세로축은 예인 속도를 반영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예인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저 전체 지형을 파악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면, 다중빔음향측심기 조사 결과물은 3차원으로 작성되어 해저 지형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적 가지정 구역 해저는 동쪽이 수심 9~10m 정도로 깊었으며, 중간지점에
서 수심이 얕아져 서쪽은 수심 4~5m 정도였다. 해저 지형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조
사과정에서 선박의 좌우, 위아래 흔들림, 선박의 속도, 수심별 음파의 속도, 탐사 중 조석의
변화 등을 취득하여 원자료에 대한 후보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최종 결과물
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특히 취득한 원자료에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
을 거치는데,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이
런 번거로움 때문에 이상체 유무 확인에는 측면주사음파탐지기보다 효율이 떨어졌다.
스캐닝소나의 경우 넓은 범위를 조사하려면, 여러 지점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송수신
기를 해저에 위치시켜야하기 때문에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
다. 이로 인해 전체 사적 가지정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림 8〉 사적 가지정 구역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조사범위 (: 사적 가지정 구역, 구글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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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적 가지정 구역 다중빔음향측심기 조사범위 (: 사적 가지정 구역, 구글어스)

〈그림 10〉 사적 가지정 구역 일부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영상 (주파수 400kHz, ◦: 제토조사 구간)

〈그림 11〉 사적 가지정 구역 측면주사음파탐지기 1250kHz 결과 (◦: 제토조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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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적 가지정 구역 다중빔음향측심기 결과 (◦: 제토조사 구간)

2) 제토조사 구간 해양 지구물리탐사 결과
측면주사음파탐지기로 취득한 영상에서 제토조사 구간은 제토 흔적으로 인해 음영
의 차이가 밀집되어 나타나 제토를 하지 않은 구간과 구분되었다. 주파수 400kHz와
1250kHz로 취득한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주파수 400kHz에서는 제토조사 구간의 범위만
식별될 뿐, 제토조사 구간 내부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주파수 1250kHz에서
는 제토로 인해 변화된 해저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250kHz가 400kHz보다
더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파거리는 짧아지지만,
해상도는 높아진다.
한편, 측면주사음파탐지기로 취득한 영상에서 제토조사 구간은 전체적인 형태가 반
듯하지 않고 왜곡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왜곡은 예인체가 수중에서 속도, 수심, 방향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토조사 구간 주변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형태의 영상을 획득하기는 어려
7)

웠다.

다중빔음향측심기 조사 결과물을 살펴보면, 제토조사 구간은 주변 해저에 비해 울퉁불
퉁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결과물과는 달리 전체적인 모습이
왜곡되지 않고 반듯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후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보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토조사 구간 내부의 모습이 기대만큼 섬
세하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 측면주사음파탐지기 400kHz 결과물과
비슷한 수준이며, 측면주사음파탐지기 1250kHz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떨어졌다.

7) <그림13> 측면주사음파탐지기 영상은 다른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 영상과 비교를 위해 비율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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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소나로 취득한 영상은 특별한 후보정 없이도 결과물에 큰 오차나 왜곡이 적어,
제토조사 구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5m × 5m 크기의 그리드까지는 정확히 구
분되지 않았지만, 그리드를 설치 할 때 처음 설정한 10m × 10m 크기 정사각형은 구분이
가능하였다. 또 제토조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조사라인에서는 제토로 인해
해저가 이랑과 고랑처럼 변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송수파기가 위치한 중심부
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해상도가 떨어졌다.

〈그림 13〉 태안 당암포해역 제1차 수중발굴조사 제토조사 구간 해양 지구물리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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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태안 당암포해역 해양 지 구물리탐사 시 제토조사 구간 (▒: 제토완료 구간 )

3) 해양 지구물리탐사 결과 검토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를 수중발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먼저 수중발굴조사는 해저에 대한 제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토로 인한 해저면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다음으로 왜곡으로 인한 오차가 작아야 한다. 해양
지구물리탐사장비는 장비 특성이나 운용방법, 주변 환경 따라 결과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면 제토조사 구간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외에도 되도록이면 결과물을 빠른 시간에 확인 할 수 있는 편이 조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여 당암포 해역에서 운용한 세 가지 탐사장비를 검토한 결과, 수중
발굴조사 기록에는 스캐닝소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측면주사음파탐지기의 경우, 사적가지정 구역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범위를 빠른
시간에 조사할 수 있으며, 1250kHz 주파수를 사용하였을 때 제토조사 구간에 대한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인 조사가 필요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왜곡이 자주 발생하고 보정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중빔음향측심기는 3D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대한 해저 지형을 확인하
기에는 효과적이었으며, 제토조사 구간의 경우 왜곡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
다. 하지만 다른 탐사장비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져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으며, 후보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스캐닝소나는 제토조사 구간에 대한 양호한 해상도를 보여주었으며, 특별한 후보정 없
이도 왜곡이 적어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앞의 두 탐사장비와
달리 해저에 고정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방식 덕분으로, 조류를 제외하면 특별히 결과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 가지정 구역 조사에서 알 수 있듯
이 스캐닝소나는 넓은 범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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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캐닝소나를 활용한 수중발굴조사 기록 방법 연구
1. 스캐닝소나 자료 이어붙이기(mosaic)
태안 당암포 해역 1차 수중발굴
조사에서 진행한 탐사장비 비교
실험을 통해, 스캐닝소나가 제토
조사를 기록하기 적합하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따라
2018년 태안 당암포 해역 2차 수
중발굴조사에서는 스캐닝소나를
이용하여 제토조사 구역을 기록
하였다. 2차 발굴조사에서는 20m

〈그림 15〉 태안 당암포해역 제2차 수중발굴조사 제토조사 구간

×20m 크기 제토조사 구간 중 1
차 발굴조사에서 제토하지 못한 그리드를 먼저 조사하였다. 이어서 1차 발굴조사 제토조
사 구간 동쪽으로 10m×10m 크기 정사각형을 설정하고, 5m×5m 크기 그리드 4개를 설
치하여 제토를 진행하였다.
제토조사 구간 기록을 위해 제토조사 구간에 인접하여 스캐닝소나 송수파기를 위치
시켜 자료를 취득하였다.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25m, 40m를 사
용하였다. 제토조사 구간이 늘어
났기 때문에 측정거리 25m를 사
용하여 제토조사 구간 전체를 한
번에 담을 수 없었다. 반면, 측정
거리 40m를 사용하면 한 번에 제
토조사 구간을 담을 수 있었지만,
중심부에서 멀어질 수 록 해상도
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토
조사 구간 주변 세 지점에서 측정
거리 25m를 사용하여 스캐닝소
나 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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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태안 당암포 해역 제2차 수중발굴조제토조사 구간
스캐닝소나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40m)

〈그림 17〉 태안 당암포해역 제2차 수중발굴조사 제토조사 구간 스캐닝소나 모자이크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25m)

개 영상을 하나로 이어 붙여 전체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한 하나의 영상<그림17>을 만들
8)

었다. 이 영상과 한 지점에서 측정거리 40m로 취득한 자료<그림16>를 비교하면, 전자가
제토조사 구간 전체를 일정한 해상도로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혼탁하고 넓은 범위에 대한 수중발굴조사에서 스캐닝소나 활용
태안 당암포 해역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스캐닝소나가 제토조사 구간을 기록하는데 적
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암포 해역은 수중 시야가 비교적 양호한 현장
이었기 때문에 혼탁한 수중에서 스캐닝소나를 이용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 영광 낙월도 해역, 2019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
중발굴조사에서 스캐닝소나를 운용하였다.

1)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방법
영광 낙월도에서 부안 위도 사이 바다를 칠산바다라고 부르는데, 예로부터 풍랑이 심하
기로 유명하다. 이 낙월도 동쪽 해역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이 다수 확인되어 2018년 5월

8) 백혁, 전봉환, 박성우, 이판묵, 2011, 「MS-1000 센서를 이용한 해저면 맵핑」,『船舶海洋技術』第51號, 65-72, 한국해양과학
기술연구원.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의 스캐닝소나 자료를 이어 붙이는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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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유물이 확인되었지만 유물 집중 매
장처나 고선박을 확인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낙월도 발굴조사에서는 제토조사를 진
행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해저를 탐색하여 유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동시에 유물 집중
매장처나 고선박을 찾고자 하였다.
잠수조사는 누리안호(290ton)에 설치된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하였다. 해저 유물 분
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를 조사해야 하는데,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할 경우
9)

수중에서 이동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낙월도 해역에서는 조사지점에 닻
과 닻줄로 누리안호를 고정한 뒤, 조사가능 범위까지 탐색을 마치면, 누리안호의 위치를
이동하여 조사를 이어가는 방법을 반복하였다.
낙월도 해역 수중은 라이트를 켜도 10cm 이상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
중 조사원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유물을 찾아도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
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5mm 두께 로프에 1m 단위마다 전기테이프를 두툼하게
감아 거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로프를 이용하여 20m×20m 크기의 그리드를 설치
하고, 그리드 내부에 동서 1m 단위로 탐색라인을 설치(한 개 그리드에는 20개의 탐색라
인이 존재)하였다. 조사원은 항상 손으로 그리드와 탐색로프를 잡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었다. 해저 탐색도 육안이 아니라 촉감에 의지하여 로프를 잡지 않
은 손으로 해저를 훑고, 탐침봉으로 해저 아래를 탐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방법
으로 낙월도 해역에서 5개 구역(A~E)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중 A구역은 동서
120m×남북 220m 크기로 5개 구역 중 가장 넓은 구역이다. 해저는 단단한 개흙에 소량의
패각이 섞여있었고, 평균수심은 10m 내외였다. 북에서 남쪽으로 조사구역을 확장하면서,
10m×10m 크기 그리드 2개와 20m×20m 크기 그리드 59개를 조사하였다.

2) 영광 낙월도 해역 스캐닝소나 조사
2017년 당암포 해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스캐닝소나는 시간적 제한으로 넓은 범위(사
적 가지정 구역)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한편, 2018년 당암포 해역 2차 수중발굴
조사에서는 3개 스캐닝소나 자료를 이어 붙여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시간
만 충분하다면,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하나의 커다란 스캐닝소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더하여 발굴조사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야한다. 발굴조사 완료 후 해저 변화를 기록하면 발굴 초반에 조사된 지

9) 표면공기공급장치는 공기호스 통해 수면에서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해 주는 장치로, 잠수사는 수면과 연결된 공기호스의 길이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누리안호에서는 100m 길이의 공기호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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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제토구간이 다시 묻히
는 등 해저면이 조사 당시와
는 다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10)

매우 높다.

따라서 조사과

정 중 수시로 해저 변화를 기
록한 뒤 이를 하나로 이어 붙
이는 방법이 발굴조사를 기
록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영광 낙월도 해역에서는 A
구역 조사 시 잠수조사와 함
께 누리안호가 새로운 자리

〈그림 18〉 영광 낙월도 해역 스캐닝소나 조사모습

에 위치 할 때마다 스캐닝소나를 해저에 내려 해저면과 조사과정을 기록하였다. 사용한
주파수는 675kHz이며, 측정거리는 50m였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취득한 11개의 자료들
을 이어 붙여 A구역 해저 모습이 담긴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위에
그리드를 그려 넣어 발굴조사 도면<그림 20>을 작성하였다.
완성된 도면을 살펴보면 A구역 해저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남쪽
일부에서만 요철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사구역 내 ‘X’자로 교차되어 길게 놓인
와이어와 폐그물이다. 와이어는 A9그리드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져 A21그리드를 지나 동
쪽 외곽으로 뻗어있었으며, 폐그물은 A36그리드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져 A19그리드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와이어와 폐그물의 존재는 잠수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혼탁한 시
야로 인해 부분적인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는 기존 수중유물 산포지 조사도면과 같은 방식의 도면
<그림 19>도 작성하였다. 이 도면에는 유물 출수위치와 함께 잠수조사에서 확인한 와이
어와 폐그물의 위치도 표시하였다. 이를 스캐닝소나 영상을 활용한 도면과 비교하면 후
자가 조사현장 상황을 파악하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탐색을 위해 해저에 설치한 로프는 두께가 얇아 스캐닝소나 영상에서 확인이 어
려웠다. 또 제토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저에 조사로 인한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

10)	당암포 해역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넓은 범위의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데는 다중빔음향측심기가, 이상체를 확인하는데는 측면주
사음파탐지기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수중발굴조사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바지선이나 조사선박을 위치시키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닻과 닻줄을 설치한다. 사방으로 쳐진 닻줄로 인해 다중빔음향측심기나 측면주사음파탐지기처럼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탐사장비는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보통 이런 탐사장비들은 발굴조사 착수 전이나 조사완료 후에 운용한다. 반면 스캐닝소
나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발굴조사 중에도 조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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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기준점으로 삼을만한 것이 부족하여 스캐닝소나 자료를 이어 붙이는데 어
11)

려움이 따랐다.

〈그림 19〉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A구역 조사도면

11)	스캐닝소나 조사 시 DGPS(Differential GPS)를 사용하여 조사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 송수파기와
수면 위 DGPS 안테나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송수파기의 위치와 취득한 좌표값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
가 있다. 따라서 조사 시 취득한 좌표값 만으로 스캐닝소나 자료를 이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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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A구역 스캐닝소나 모자이크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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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체를 이용한 스캐닝소나 운용
태안 당암포 해역에서는 시간적 제한으로 넓은 범위에 대한 스캐닝소나 조사에 어려움
을 겪었으나, 영광 낙월도 해역에서는 조사기간 중 조사선박이 이동할 때마다 스캐닝소
나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넓은 조사구간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기
준점이 없어 여러 장의 영상을 이어 붙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복수의 스캐닝소나 영상을 효과적으로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조사현장 해저면과 명확
히 구분되는 물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조사현장에 기준이 될 만한
물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과정 중 위치가 변동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
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음파를 잘 반사하는 형태의 물체를 인위적으로 해저에 고정시
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9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는 인위
적인 물체를 고정시키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해저에 반사체를 설치
하고 스캐닝소나를 운용하였다.

1)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 방법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은 2012년부터 수중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고려시대 청자기린형향
로, 조선시대 소소승자총통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된 수중유적이다. 2019년 7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제6차 발굴조사에서는 제1차 발굴조사에서 소소승자총통이 확인
된 C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굴조사는 동서 70m×남북 60m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수심은 5m~13m 정도이며, 수
중 시야는 라이트를 이용하여도 10cm~20cm 정도였다. 해저는 개흙이 주를 이루면서 패
각 등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서쪽으로 갈수로 개흙이 깊어졌고 남쪽으로 갈수로 자갈과
돌이 많이 확인되었다.
길이 50m 로프를 동서방향으로 설치하고, 각 10m 단위마다 폭 1m의 트렌치 6개를 설치
하였다. 트렌치는 북에서 남쪽으로 총 60m를 진행하였으며, 20m~50m 구간에서는 2개의
트렌치를 서쪽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제토는 바지선에 장착된 슬러리펌프를 이용하였다.
제토 깊이는 1m로 진행하였으나 해저가 단단한 구간은 슬러리펌프로 제토 가능한 깊이
(0.1m~1m)까지 제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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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스캐닝소나 조사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는 복수의 소
나 영상을 정확하게 이어 붙이기 위
해 해저에 반사체를 설치하였다. 반사
체는 선박에 사용하는 레이더 반사경
의 형태를 참고하여 지름 20cm 크기
의 반구형으로 제작하였으며, 해저에
고정하기 위해 탐침봉 손잡이에 결착
하였다. 시굴 트렌치를 따라 10m 간
격으로 반사체를 위치시켰으며, 해저

〈그림 21〉 해저에 설치한 반사체

에서 반사체까지의 높이는 약 50cm 정도였다. 스캐닝소나는 바지선에서 해저로 내려 운
용하였으며, 시굴조사 범위가 확장되어 바지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마다 반복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 주파수는 675kHz를 측정거리는 25m와 40m를 사용하였다.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취득한 소나 영상을 확인해보면, <그림 22>에서 반사체를 설치
한 지점이 주변보다 붉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반사체가 주변보다 음파
를 강하게 반사하였음을 의미한다. 위치를 달리하여 조사한 스캐닝소나 영상에서도 동일
하게 반사체가 식별되었기 때문에 반사체를 기준점으로 삼아 복수의 소나 영상을 손쉽게
이어붙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6차 수중발굴조사 조사구역 전체에 대한
소나 영상을 작성하였다. <그림 24>를 살펴보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트렌치가 조금씩
서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잠수조사 당시 트렌치를 정남쪽으로 설
치하였다고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혼탁한 수중시야로 인해 조사현황 확
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스캐닝소나를 이용하여 조사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시굴조사 완료 후 스캐닝소나를 운용한 것이 아니라, 트렌치 설
치와 함께 취득한 자료를 이어 붙였기 때문에 시굴조사 초반에 제토 한 트렌치의 북쪽도
조사 당시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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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스캐닝소나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25m, ◦ 반사체 )

〈그림 23〉 반사체를 이용한 모자이크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25m, ◦ 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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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제6차 수중발굴조사 시굴구역 스캐닝소나 모자이크 영상
(주파수 675kHz, 측정거리 40m)

Ⅳ. 맺음말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중발굴조사
에서는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기록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중고고학에서는 이런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수중사진을 이용하여 실측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 수중 실측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중고고학에 맞
12)

게 개발된 프로그램 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3D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장의 사진
을 이용하여 3D 이미지를 작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기록방법은 육안이나 광학적으
로 어느 정도의 시야가 확보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혼탁한 수중에서 적용이 어렵
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음파를 사용하는 해양 지구 물리탐사장비를 수중발
12) 영국 3H Consulting사의 ‘Site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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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사에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주파의 음파를
사용할 경우 저주파보다 높은 해상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측정 가능한 거리가 짧
아진다. 또 탐사장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한다. 2017년 태
안 당암포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 측면주사음파탐지기, 다중빔음향측심기, 스캐닝소나
를 운용하여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측면주사음파탐지기의 경우 주파수 1250kHz를 사용
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었으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
결과물에 왜곡이 발생하였다. 또 다중빔음향측심기는 해상도가 낮아 제토조사를 기록하
는데 용이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캐닝소나는 큰 왜곡 없이 제토조사 구간을 비교적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해저에 고정하는 운용방식으로 인해 조류 외에는 결과물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적었기 때문이다.
2018년 영광 낙월도 해역, 2019년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 수중발굴조사에서는 혼탁한 수
중환경에서도 스캐닝소나를 운용하여 기록을 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더하
여 영광 낙월도 해역에서는 넓은 범위를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스캐닝소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굴조사 구간이 확장될 때 마다 취득한 여러 장의 스캐닝소나 영
상을 하나로 이어 붙여 조사구역 전체를 담은 영상을 만들고 이를 도면 작성에 활용하였
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서는 효과적으로 영상을 이어 붙이기 위해 해저에 일정 간격
으로 반사체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런 일련의 실험을 통해 사진 촬영이나 실
측이 어려운 혼탁한 수중환경에서도 스캐닝소나를 활용하여 양질의 정보가 담긴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혼탁한 수중에서 기록을 남기는데 음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발
상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진
행한 실험은 모두 수중 유물 산포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유물 산포지는 넓
고 평면적인데 비해 고선박은 비교적 좁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안선과 같이 실
측이나 사진촬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선박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음파카메라나 3D 스캔장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수중고고학 기록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방법이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일(2020.4.30) ▶심사완료일(2020.6.9) ▶게재확정일(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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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Recording Method of Underwater
Excavation Using Sonar
Heo Munnyeong
Lee You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Producing photographs or plans is a challenging task in the underwater
archaeological excavation site as it is hard to ensure the visibility underwater. However,
underwater geophysical prospecting equipment using sonar is not much affected by
turbidity level. In this chapter, underwater geophysical prospecting equipment is employed
to complement the recording at site. It was employed at the waters of Taean Dangampo,
Yeonggwang Nakwoldo and Jindo Myeongnyangdaecheop-ro in 2017-2019 and the
method of recording the results of research exploiting the equipment was studied.
In 2017, side-scan sonar, multibeam echo sounder, and scanning sonar were
deployed at the underwater archaeological excavation site in the waters of Taean Dangampo
after the sediment removal,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equipment. Adaptation of side
scan sonar at 1250kHz frequency appeared to have relatively high resolution but distortion
occurred during the process. Multibeam echo sounder did not have many distortions but
had a low resolution. Scanning sonar had revealed decent results in both resolution and
distortion level, nonetheless, time consuming covering a wide area.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scanning sonar underwater where the visibility is
low, scanning sonar images were exploited to produce the plans of the archaeological site
at Yeonggwang Nakwoldo Island (2018) and Jindo Myeongnyangdaecheop-ro (2019). The
site at Nakwoldo Island was 120m east-west, 220m north-south and 11 scanning sonar
images were assembled to confirm the site. At the waters of Myeongnyangdaecheop-ro, the
method of placing reflectors and using them as reference points in layering the scanning
sonar images was experimented.
Through these series of experiments, the application of scanning sonar at murky
underwater site presented to produces more effective plans than the ones from past surveys.
Keywords : Sonar, Underwater geophysical survey, Scanning sonar, Side scan sonar,
Multibeam echo sounder, Underwater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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