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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급격한 기술의 진화는 

사회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컴

퓨터의 발전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급격한 진보를 

이루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

하였다. 고고학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 수작업 방

식의 현장조사 및 연구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히 일고 있다. 실제로 각종 디지털 기기의 도입은 

고고학 연구와 현장조사의 질적·양적 발전은 물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활용도

는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수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고고학자들의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디지털방식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정확성과 전문성이 확실하게 검증

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수작업에 대한 조사방식의 수

월성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

목이나 건축과 같은 분야에서 디지털작업의 정확성

과 전문성은 이미 인정을 받아 활발한 연구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발굴되어진 불완전한 자료

를 연구해야만 하는 고고학의 학문적 특성상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컴

퓨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

로 GIS를 들 수 있다.

과거 종이지도를 통해서만 지형정보를 획득하던 

단계를 넘어 인터넷이나 인공위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리정보를 수집, 구축하는 현재에 이르러서 더

욱 중요성이 인식되는 GIS의 활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고학도 예외는 아니다. 그 예로 국토지리정

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토탈스테

이션과 같은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나 도면

제작, 연구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GIS를 이

용한 고고학연구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 위치도나 유구배치도 같은 단순한 도

면제작만을 위해 수치지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며 GIS를 이용한 연구들도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처음 GIS에 접근하는 연

구자들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쉽게 익히기가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GIS를 처음 접근하는 연구자들

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GIS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GIS의 정의와 현재 고

고학연구와 GIS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소

개하고 수치지도에서 GIS 공간분석에 필요한 DEM

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 그 방법을 적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출한  DEM을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

게 얻을 수 있는 GIS의 공간분석과 3D 시뮬레이션에 

대해 소개 및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기술과 분석방법, 그리고 여러 학문 분야

들의 결합으로 나타난 GIS는 활용 범위와 응용 분야

가 매우 다양하며, 발달과정에서 놀랄 만한 기술혁신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IS에 대한 정의를 한마

디로 요약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

자면 GIS란 실세계의 다양한 형상들에 대한 공간자

료를 수집하고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을 한 

후 그것을 가지고 변환, 분석을 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내용을 출력, 표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세계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 

등의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GIS 자료로 완벽

하게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실세계

를 표현하는데, 주로 래스터, 벡터 등이 있다(이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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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14). 본문에 사용하는 GIS의 데이터 모델

은 백터 모델에 속하는 수치지도와 TIN, 그리고 래

스터 모델에 속하는 DEM, 항공사진 등이 있다.

응용분야는 환경자원 관리 및 분석, 토지이용, 

입지분석, 시설물관리, 시장분석, 문화재 등 광범위

하며, GIS를 이용하는 조직도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 학교, 연구소 등등 매우 다양하다.

고고학연구에서 GIS는 문화재 관리의 중요한 대

안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중심의 문화재 데이터베이

스 구축과 더불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고

학정보를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관광정보 제공이나 

유물 및 유적정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연구에서 GIS는 점차 그 범

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단순한 자료의 수집

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

고 있다(이진영 2009: 107~108).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선

구적인 이용이 시도되어 왔지만 주로 지리학이나 정

보과학의 연구자가 주도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

엽부터 유럽과 미국의 연구동향에 민감한 고고학

연구자의 도입 및 소개로 고고학연구 보호면에서 

GIS의 존재가 조금씩이지만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 그림 1 】 

·인공위성 데이터

·항공사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

·

·

· 

·위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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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이후 지리정보에 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의 다향한 정보를 집약한 통합

형GIS가 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

비되기 시작했고 문화재 정보 역시 거기에 포함되게 

되었다(  2009: 79~80).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리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분포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진영 외 2005; 장은미

박경 2006). 정부의 경우 2000년부터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시설물’에 문화재 분야를 포함시킨 것이 계기가 되

어 매장문화재를 국가주도 GIS 기본계획의 주제정보

로 분류 반영시키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문화재청

은 2002년부터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 

구축사업과 2004년부터 지정문화재 GIS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박근용 2009) 2008년 

말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정식 서비스를01 제

공하고 있다.

최근 고고학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

하여 부분적이지만 GIS를 연구 방법에 도입하는 사

례가 점차 늘고 있다(김주용·이헌종 2004; 

·  2005; 김범철 2005; 김종일 2006; 이판섭, 

2007; 이홍종·허의행 20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은 처음 GIS를 공부하고자 하는 고고학도들이 어떻

게 GIS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서술

한 부분이 부족하여 대다수의 고고학도들이 GIS 및 

GIS 프로그램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

느 정도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본고에서

는 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수치지도를 가지고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고학에서 지형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DEM데이터를 추출하여 TIN을 획득하

는 방법 및 활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집중적

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수치지도는 지도를 전자도면화 시킨 것으로서 수

심을 수치로 나타내는 해도와 지형의 기복상태를 나

타내는 수치지형도, 지질형태를 수치화 시킨 지질도 

등이 있으며,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

는 지형도를 수치화한 수치지형도이다. 지형 분석에 

가장 기초가 되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02 데

이터를 GIS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치지

형도로부터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하여 판매 중인 2차원/3

차원 디자인, 제도를 위한 CAD 응용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

에 따라 CAD, Inventor, Civil3D, Map3D, 3DMAX, 

Maya 등 다양하게 나뉘어진다. 여기에서는 DEM 제

작에 필요한 레이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GIS ESRI사에서 개발한 지리정보 분석 소프트웨

어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GIS 프로

그램 중 하나이다. 다양한 공간분석과 표현기능을 

가지고 있어 도시계획, 토목, 건축, 조경 등과 같은 

01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통합 지도서비스를 지원하며, 국가지정문화재 고시정보도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 : www.gis-hertage.go.kr).

02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3차원 좌표로 나타낸 자료의 통칭이다. 수치표고모델은 지표면에 일정 간격으로 분포된 지점의 높이 값을  
수치로 기록한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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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과학 분야 및 국방, 행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오규식·정연

우 2005). Arcview, ArcEditor, ArcInfo로 구성된다.

사용한 수치지도는 축적 1:25000 조치원지역(도

엽명 : 367063)을 사용하였다.03 

1단계-DEM 구성에 필요한 도엽코드를 수치지도

에서 추출하기 위하여 오토캐드에서 Format의 Layer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코드가 속해 있는 레이어만

을 추출한다. DEM을 추출하기 위한 도엽코드는 <표 

1>과 같다(별첨 1~2).

2단계-ArcGIS에서 수치지도를 불러온다(별첨 3).

3단계-3D Analyst에서 피처로부터 TIN04(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생성이란 명령을 이용하여 수치지

도에서 TIN을 생성시킨다. 완성된 TIN은 화면 좌측

에 있는 레이어 등록정보에서 고도의 범위와 같은 세

부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별첨 4~8). 이렇게 완성된 

TIN을 이용하여 ArcGIS 3D Analyst에서는 다양한 분

석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그림 2 】 

【 표 1 】 1:25000

03 1:5000 이하의 대축적지도를 이용하면 보다 세부적인 DEM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04 불규칙 삼각망이라는 의미로서 삼각형면을 연결하여 불규칙하게 위치한 자료점의 표고를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다.

·

·광범위한 맵 제작

·분석도구

·다양한 매핑

·응용개발 VBA

·Shapefile 편집

·

·Geodatabase

·Coverage의 고급 편집 기능 포함

·다중 사용자 동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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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분야에 있어서 자료의 불완전성은 선사시

대로 갈수록 점차 심해지기 때문에 연구가 더 어려워

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문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게 되며, 자료의 정량화는 매우 중요시되는 문

제이다.

GIS에서는 이러한 인문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량화하여 공간적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공간분석

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GI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중 하나이다.

공간분석이란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대상

물과 현상들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 표현하는 것

을 이야기한다. 고고학분야에서 GIS 공간분석의 연구

로는 한국 영산강 하류 구석기 유적의 분포적 특성을 

GIS를 이용해 분석한 김주용·이헌종의 연구가 있으

며(김주용 이헌종 2004), 김범철은 금강하류역 송국

리형 취락의 형성을 지표조사에서 수습한 유물과 토

양분석을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점취락 및 주변

취락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김범철 2005). 또한, 이

성주 손철은 신라고분군 공간조직을 공간적 범위, 

사용기간과 축조시기를 공간분석을 이용하여 고분

군의 성장모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2005).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방

법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GIS분

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대

표적인 공간분석의 한 분야로는 지표면의 형태를 분

석하는 지표분석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등고선, 경사

면, 경사향,05 음영기복,06 가시권분석이 여기에 포

함된다. 이를 이용한 연구로는 김종일의 연구가 있다

(김종일 2006). 김종일은 ArcGIS를 이용하여 DEM을 

가지고 가시권분석을 통하여 청동기시대 환호유적들

이 대체로 산 정상부나 경사 지역에 위치하면서 유적

의 앞쪽을 포함한 넓은 가시권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는 것을 도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것은 환호유적

이 자신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

거나 다른 지역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한 결

과를 증명하기 위한 경관고고학의 소개에 따른 사례

를 표현하기 위해, 지표분석 중 가시권분석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이용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유적의 가시

권에는 동서남북이 전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도면상

에서는 한쪽면만 보이는 것처럼 표현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07<그림 3>. 또한,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

한 설명 역시 선행 연구들처럼 미흡하였다. 가시권분

석 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분석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이홍종 허의행의 연구가 있다(이홍종·허

의행 2010).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 일원에

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유적의 입지에 대한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시권분석을 포함한 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기후, 지질, 토양, 작물재배적지 등 

여러 요인을 가지고 취락의 입지 및 생업과 경제활동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취락 연구가 

단순히 입지나 주거형 등의 분류방식이 아니라 주변

의 다양한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극복하였는가를 

살피는 방향으로 변환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의 소개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

어 GIS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

05 향 분석의 범례는 북쪽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360° 회전한다. 평탄지의 경우 -1값을 가진다(오규식·정연우 2005).

06 지형의 표고에 따른 음영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2차원 표면의 높낮이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만든 영상 또는 지도를 말한다.

07 가시권은 관찰자 위치(obsever point), 즉 Z계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김종일의 가시권 분석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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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알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표분석을 위

주로 DEM을 이용한 GIS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

정이다. 지형 및 입지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고선, 경사면, 경사향, 음영기복분석, 가시권분석 중 

가시권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분석의 절차는 다음

과 같다(별첨 9~22).

가시권분석의 경우는 하나의 지점을 기준으로 주

변을 시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는 분석

을 말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판섭( , 

2007)과 앞에서 서술한 김종일(김종일 2006), 이홍

종·허의행(이홍종·허의행 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중 이판섭은 Global Mapper라는 GI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백제산성의 가시권 분석을 하였으나( , 

2007) 본고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ArcGIS를 이용한 가

시권 분석에 대해 서술하겠다.

ArcGIS에서의 가시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ArcCatalog를 실행시킨다(별첨 23). 다음에 point 

속성의 shp파일을 ArcCatalog에서 새로이 만든 후 

ArcMap에서 분석을 원하는 지점에 point를 추가한다

(별첨 24~25). 마지막으로 3D Analyst의 가시권 분석

을 클릭하여 가시권 분석을 실행한다(별첨 26~28). 

또한, ArcGIS에서는 라인내삽 명령을 이용하여 

Tin에서 지형의 단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별첨 

29~32).

위와 같은 분석이 끝나서 제3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주거나 전달하게 될 경우, 혹은 논문의 도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도면화하는 작업을 수

행해야 한다. 도면을 제작하여 jpeg나 emf, pdf와 같은 

파일로 출력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별첨 33~36).

분석한 결과물을 도면으로 제작한 것은 <그림 

4~7>을 참고하기 바란다.08

【 그림 3 】 

08 분석대상 지역인 조치원지역의 지형이 단조롭기 때문에 분석주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송국리 유적을 대상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였으며, 가시권분석
의 경우에는 <그림 3>에서 넣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189 Ahn, Hyoung Ki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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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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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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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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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시뮬레이션은 ArcGIS의 ArcScen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TIN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지형의 모습을 

3D로 보여준다(별첨 37). 또한, 위에서 설명하였던 

지표분석의 대다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흑백 래스터 이미지파일인 항공사진을 불러와서 

실제 지형상의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09 그 절차

는 다음과 같다(별첨 38~40).

그러나 항공사진이 컬러일 경우에는 흑백 래스터 

이미지처럼 ArcScen에서 3D로 지형을 관찰하지 못한

다. 이것은 컬러 래스터 이미지의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흑백 래스터 이미지처럼 흑과 백의 명도를 이

용하여 높낮이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10 이에 컬

러 래스터 이미지에 좌표값을 넣기 위해 ArcGIS에서 

이용하는 기능이 지리보정(Georeferencing)이다.

지리보정이란 좌표값 같은 공간참조정보를 가지

고 있지 않은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포함한 일반

적인 래스터 데이터에 GIS 공간데이터를 취득하기 위

하여 수치지도 또는 공간참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

일을 이용하여 레스터 데이터에 좌표를 추가하는 작

업이다(윤정미 2009: 216). ArcMAP에서 작업하며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별첨 41~49). 

작업이 완료된 래스터 이미지를 ArcScen에서 확인

하게 되면 흑백 래스터 이미지처럼 3D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별첨 50~55).

이와 같은 기능은 고고학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

용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발굴조사에서 유구분포도

를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토탈스테이션을 예로 

들 수 있다. 토탈스테이션으로 측정한 유구 및 유적

의 지형데이터를 ArcGIS에 불러와서 등고선 및 TIN

을 바로 추출 할 수 있으며, 지리보정을 이용하여 유

적의 항공사진에 공간참조정보를 집어넣어 사진의 정

사보정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

게 얻은 결과물은 캐드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

래픽 프로그램에 불러들이면 손쉽게 사진을 이용하여 

유적의 유구분포도를 작업할 수 있다. 또한, ArcScen

에서 유적의 3D모습을 손쉽게 제작하여 나중에 복원

계획이나 전시자료, 혹은 학습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8>.

여기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는 중인 

Lidar측량장치11를 이용해 측량한 DEM을 이용할 경우 

09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사용하였다.

10 간혹 흑백 래스터 이미지인 항공사진 중 동일한 절차를 해도 3D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컬러 래스터 이미지를 3D로 생성하는 방법과 동
일하게 작업해야만 한다.

11 항공기에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그 반사와 흡수를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하는 장치이다. 오차범위는 최대 ±10㎝로 매우 정밀하다. 현재 전국 21개시의 
DEM이 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측량 중에 있다.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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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현

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의 지형에 대해 어느 정

도 예상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농지가 개간되기 전인 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미세지형분석( ·   2006)에 활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고학연구에 있어 GIS 활용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기존에 일반지도뿐

만 아니라 수치지도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던 경사향, 

경사도 및 가시권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항공사진

을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어 손쉽게 유구분포도나 전

시·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GIS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작

업은 고고학자들이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이

는 고고학 연구자들이 컴퓨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인문학인 고고학과 공

학인 컴퓨터분야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 때

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

구자들이 컴퓨터 관련 학문과 교류 및 이해하려는 자

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기술이 고고학

에 도입된다고 하여도 연구를 하는 것은 결국 고고학

자들의 몫이며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고고학에 있

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

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고가 고고학 조사현장과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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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utocad에서 뿐만 아니라 ArcGIS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1.

5.

2. 12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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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사진 및 수치지도는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서 발굴한 아산 갈매리 유적의 자료를 이용하였다.(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41. 13 42.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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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

14  래스터파일, 수치지도 순으로 선택을 하며 최소한 세 점 이상을 선택해야 지리보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지점을 선택한다고 해서 정확한 지리보정
이 되는 것은 아니다.

 45. “ ′” “ ′” “ ′”
14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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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

52. 53. 

15  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이라고 하며 변화하는 값의 크기에 대한 통계적 척도이다. 부호보다는 절대값이 더 의미가 있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
법이다.

48. 1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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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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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21th Century greatly change the society. The radical advance in computer science 

brought changes and increased efficiency into society in general. The field of archaeology is also highly influenced 

and attempts to improve previous manually conducted field survey and research have been actively made. In order to 

supplement incomplete data set from archaeological excavation, the ways to use computer have been highly explored. 

GIS is one of them. 

However, use of GIS has been limited to document locations and to produce distribution map of features using 

digital map. There are no proper guides to employ GIS for academic research, so that it is hard for beginners to learn 

how to make use of GIS. 

In this paper, functions of GIS are introduced even for beginners, including definition of GIS and its archaeological 

use. It is also explained how to get DEM from digital map to do spatial pattern analysis. Various GIS special pattern 

analyses using DEM and 3D simulation are presen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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