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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및 국외를 아울러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UAV에는 영상을 촬

영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고고학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접근에 유리하다. 더구나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지형을 모델링하여 

3차원 공간영상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조사 대상지역의 지형에 대한 해석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항공사진과의 비교 검

토를 통해 지형의 변화모습을 파악한다면 유적의 존재 여부의 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적 탐색을 위한 지형모델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드론을 이용한 현재 지형의 항공사진을 

취득한 후 이를 영상정합하고 후처리 과정을 진행하여 완성하는 방법과 과거 항공사진을 이용한 영상접합과 지형모델링을 완성하는 

방법 등이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한 모델링 지형은 여러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현재의 지형모델링에서는 DSM과 DTM, 고

도분석 등의 지형분석을 실시하여 형질변경 및 미지형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과거 항공사진의 지형모델링에서는 원

지형과 저습지 내 매몰미지형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조사된 내용과 비교하고 각각의 지형모델링 자료를 중첩하여 

살펴보게 되면 구릉지형에서는 형질변경의 모습을, 저습지형에서는 매몰된 미지형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유적의 존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항공사진을 이용한 모델링 자료는 고고학현장에서 조사가 불가한 사유지나 광범위한 지역의 지형에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추후 유적의 보존처리와 관련한 논의에도 적극 이용될 수 있다.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지형자료의 비교를 통해 

지적도나 토지활용도 등의 주제도로 제공이 가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고

학 자료의 존재유무 파악을 위한 유적 탐색의 새로운 조사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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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두에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UAV는 위

치정보와 자세정보를 취득하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센서를 비롯

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이미지를 통한 

지리정보를 얻는데 매우 유용하다. 최근에는 VRS(Virtual 

Reference Station)측량이 가능한 UAV까지 출시됨에 따라 

실시간 3차원 공간영상정보 취득은 더욱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과 방법의 활용, 응용

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조사와 보존의 활용에도 점

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예전에는 무인항공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용됨

으로써 문화재 분야에서 적용과 활용은 한계가 있었다. 그

러나 저렴한 가격과 운용의 편리함을 바탕으로 한 드론이 

등장하면서 일반인들뿐 아니라 문화재 분야에서의 접근도 

더욱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사진을 통한 

측량자료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이를 해상도 높은 상태로 

전송해 줌으로써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더 빠르고 정확하

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고고학 현장

에서도 무인항공기 활용 속도는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하

지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적용은 아직 유적 및 유구의 촬

영 배치도를 작성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 한정되거나 주

변지형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적의 분석과 해석을 위한 논의로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조사방법론으로서 활용방식

과 논의, 연구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최근의 무인항공기(이하 ‘드론’으로 부르고자 한다)는 

안정된 하드웨어 기체를 바탕으로 고화질의 카메라를 장

착하면서 3차원 영상의 빠른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에 건축 및 토목, 지리학 분야에서는 3차원 영상의 제작과 

수치자료화를 진행하면서 등고선 제작의 연구결과물을 다

량 생산해내는 등, 또 다른 방향의 연구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고학 현장에서도 드

론을 이용한 조사방법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다면 수준 

높은 유적과 유구의 탐색과 분석으로 연결될 것임은 분명

하다. 

무엇보다 고고학 조사현장에서 드론과 항공사진의 활

용은 광범위한 지표조사 대상지역이나 접근이 불가한 사유

지에 대한 유적의 탐색적 활용으로써 유용할 수 있다. 거기

에 더해 기존의 지형도와 수치지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항

공사진과 함께 하면서 분석 방법 등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

는 배가 될 수 있다. 특히 항공사진을 이용한 유적의 탐색

과 분석 작업에  과거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지형(李弘鍾·

高橋 学 2008)과 함께 한다면 더욱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도는 미진하며, 설혹 

제공된 고지형 및 유적탐색 자료는 2차원적인 도면자료가 

많아 세밀한 부분에서의 지형 파악과 분석에 해석의 오류

를 종종 도출하고 있다. 고지형분석은 시각차를 이용한 지

형의 높낮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직상방향에서의 관

찰을 위주로 하여 다각도, 다시점 방향에서의 지형 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이에 대안 검증의 방법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보답사를 통한 현지조사를 실

시하지만, 이 역시 조사자가 지형을 낮은 시점에서 바라보

기 때문에 과거의 지형 모습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조사자의 시·지각적, 경험적 판단을 통한 지형 해석과 

유적의 존부 유무를 고려한 관점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

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형의 모습을 3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

다면 더 나은 유적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본고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

진의 취득과 이를 이용한 3차원 지형모델링 제작을 제시하

고, 기존의 지형 자료와 대비, 비교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

다. 더불어 고지형의 3차원 모델링 제작을 진행하여 앞선 자

료들과의 중첩을 실시하여 유적의 존부유무를 파악하는 탐

색의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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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이용되는 드론과 고지형 분석방법의 융·복합을 통

한 연구적 논의가 될 것이며 유적탐색에 대한 조사방법론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Ⅱ. UAV와 항공사진의 활용 

문화재 분야를 포함한 고고학계에서 드론과 항공사진

의 이용과 연구사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문화재의 3차원 모델링을 위해 RC헬기에 짐벌과 비디오장

비를 탑재하여 매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

가 있지만 당시의 기술적 한계, 화질이라든가 문화재의 모

델링에 대한 정확도와 시각적 모습, 해석의 차이에서는 문

화재의 원상을 파악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Jang, H. 

S 2004).

최근에는 무인항공사진과 지상사진을 이용한 측량기

법을 실시하여 문화재의 고정밀 3차원모델링을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특히 고고학 발굴조사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측량하고 무인항공사진을 촬영하여 3차원 모델링

의 제작과정과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김광호 

2015). 그러나 유적의 모델링에 대한 기술적 언급에 대한 논

의가 주일 뿐,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

용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고고학 조사와 연구의 

활용에 이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를 제외한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 연구의 대부분은 

공간정보 데이터의 취득과 정사영상 제작을 통한 활용성 분

석, 그에 따른 정확도의 비교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의 연구는 주로 건설, 토목, 자연재해, 인명구조, 농업 

분야 등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아직 문화재와 관련한 무인항

공기의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는 적지만 간혹 실측도의 작성

과 유적의 측량 차원에서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의 보존 방향 결정을 도와주는 

접근의 논의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는 드론의 보급과 

활용, 연구성과는 고고학계에서도 서서히 3차원 기록 방안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고고학 자료의 기록에 대

한  스캐닝 기술의 방법, 유적지에 대한 모델링 제작과정, 

만들어진 모델링의 홀로그램과 3차원 프린터로의 활용 방

안에 관한 교육적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UAV의 이

용과 활용의 새로운 연구방향의 시도도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5). 하지만 앞서의 연구사례와 마

찬가지로 드론의 고고학 조사 현장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고고학 유적지에 적용되어 연구적 분석과 

해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많

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에서 드론을 통한 연구적 차

원의 접근은 많지 않다. 아마도 고고학에서 활용과 이용은 

현장 조사 연구의 보조적 측면1이 강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

나 고고학 이외의 문화재 분야에서는 드론의 이용과 활용

이 복원과 보존의 측면에서 3차원 자료화의 축적으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고고학에서의 주 이용은 항공

사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과거의 항공

사진을 통해서 유적의 위치와 고고환경의 입지적 환경 분

석으로 이용하고 이를 유적지 탐색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高橋 學에 의해 본격 진행된 이러한 연구는 이홍

종(2008)에 의해 한반도 지형에 맞는 고지형분석 방법론

으로 개발되면서 유적 탐색의 구체적 연구로 이어진 것이

다. 아직 관련한 논의와 전공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상호 

검증을 통한 정확도에 대한 확률적 문제 해결은 남아 있지

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의 관련 연구 성과를 보면 유적탐

색에 시각적 접근의 방법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

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지형분석

에 VR기기를 이용한 사례도 발표되었다(許義行 2017), 모

바일 내 과거 항공사진을 저장한 후 찾고자 하는 유적지의 

1 주로 유적과 유구의 사진촬영이 주이며, 일부에서는 항공사진의 취득을 통한 문화재 실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박대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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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고는 유적탐색에 대한 조사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여서, 구체적인 적용 기술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기술에 대한 언급은 추후 소

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유적지가 존재한 곳은 개인 사유지가 많다. 따라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의뢰를 통한 지역을 선정하거나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연구대상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지형을 VR기기를 통해 3차원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기존 

고지형분석을 통한 유적탐색보다 빠르게 살펴볼 수 있으며, 

간편하게 기기를 휴대함으로써 이동성이 뛰어나 현장에서 

바로 지형분석을 실시하고 유적을 탐색하는데 장점이 있다. 

물론 이 방식 또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활용도 면

에서는 진전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하든 기존의 항공사진을 이용하

든, 지표가 아닌 지상에서 유적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직 학문적 연구방법으로 진

행 및 연결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고고학의 조사 연구방법

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앞으로의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Ⅲ. 유적 탐색의 분석 절차와 방법2 

유적지의 예측과 탐색을 위한 절차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취득한 후 이를 현지형과 과거 항공

사진을 비교하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적

인 분석과정의 절차와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데 ① 대

상지 선정과 사전조사, ② 현지조사, ③ 데이터 수집과 분

석, ④ 해석 및 결과의 도출 과정으로 진행한다. 

1. 대상지 선정과 사전조사

대상지역은 구릉지형과 저습지형으로 나누어 선정하

였다3. 두 지형 모두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는 곳으로서 약

간의 지형 특징에 따라 존재 유무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이다. 이렇게 선정된 지형은 수치 지형도의 취득과 함께 인

터넷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릉지형은 세종시 전의면에서 북쪽으로 약 1.3Km정

도 떨어진 지역으로서 지표조사를 통해 지형분석의 오류

를 확인한 곳이다. 유적탐색을 위한 구릉지형의 분석 오류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곳의 지형은 서쪽의 주능선에서 분기하는 1개소

의 큰 구릉이 존재하며 주변으로는 2동의 건물과 밭, 구릉

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4>.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큰 형질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주변유적은 서

쪽방향으로 180m정도 떨어져 고려시대 이후 축조된 것으

로 파악되는 세종 증산성이 산지에 위치하며 이곳과 관련

된 유물산포지의 존재도 같이 확인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

지역 내 관련한 유적의 존재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반면에 저습지형은 공주시 수촌면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의 동쪽으로는 백제 한성기의 수촌리 

고분군이 자리하며, 여기에서 서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경

작지가 위치한다. 이 지역의 서쪽으로는 정안천이 남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 대상지역에는 정안천의 범람에 의해 만들

어진 자연제방과 구하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곳에 대한 고

지형분석에서는 자연제방과 단구, 구하도 등을 확인하여 

수촌리 고분군과 관련된 유적(취락)의 존재가능성을 추정

하였다<그림 5>.

이 지역의 과거 항공사진을 통한 지형 변화를 보면, 

매몰된 미지형에 맞추어 논둑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뚜렷한 미세 지형의 고저차를 확

인하기는 어렵다. 경지정리로 인해 원지형의 훼손이 상당부

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현지 지표조사를 통

해서는 경작지 주변으로 백제시대 토기편 등이 확인되어 

수촌리유적과 관련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었다<그림 5>. 이와 유사한 지형적 조건을 가진 유적으로는 

금강변에 접해 확인된 백제 한성기 지방도시인 나성리유적

이 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한국토지주택공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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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이러한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

하였다. 현지조사는 유구의 존재여부 파악을 위한 유물의 

수습, 지형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검증하는데 있

어 꼭 필요한 절차이다.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지역

의 항공사진 취득을 같이 진행한다. 항공사진의 취득은 상

기한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인지하지 못한 주

변 환경과 지형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광범위

한 지역이라든가 수풀로 우거진 지장물의 존재는 현지조사

를 통해서도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구릉지에서

그림 1. 연구대상지역(세종시 전의면 구릉지역)의 위치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그림 3. 연구대상지역(공주시 수촌면 저습지역)의 위치(허의행 2017: 63).

그림 2. 연구대상지역의 항공사진 및 지형 현황(출처: http://map.daum.net/). 그림 4. 연구대상지역의 항공사진 및 지형 현황(출처: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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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목의 성장으로 인한 지형의 해석에 대한 오류가 발생

할 수 있고 저습지에서는 식재된 식물과 경지 정리된 흔적

으로 인해 원지형의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항공사

진의 취득은 현재의 지형을 대상으로 하며 드론을 이용하

여 촬영한다. 유적탐색을 위한 사진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드론 비행경로 설정 

드론을 통한 유적 탐색 방법의 첫 번째는 먼저 대상지

점에 대한 경로를 설정한 후 이를 중심으로 비행을 실시하

면서 촬영을 진행한다. 경로의 설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지상기준점(GCP)을 설정한 후 비행 

및 측량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최연웅 외 2015, 김지

항 201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처리 과정의 수월함을 위

해 대상지역의 항공사진을 취득한 후 이를 3차원 모델링으

로 완성하고 GCP를 나중에 설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2) 대상지역의 항공사진 촬영<그림 8∼9>

연구대상지역의 항공사진 촬영은 광범위한 지역의 거

시적 지형파악과 실제 접근이 불가한 지역의 사진을 취득

하는 목적과 함께 실제 육상 도보답사를 통해 취득한 사진

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형의 3차

:선상지 :단구 :배후습지 :구하도

:크레바스 스플레이 :삼각주/하중도 :자연제방/사구 :포인트 바

:단 :산지/구릉 :산록완사면 :미고지

:인공 개변지 :조사필요범위 :유로방향 :지형구분범위

그림 5. 수촌리일대 고지형분석결과(한국고고환경연구소 분석결과 인용).

그림 6. 구릉지형 세부 항공사진.

그림 7. 저습지형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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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모델링 제작을 위한 자료의 취득을 더 우선하였다. 이러

한 방법은 사전조사를 통해 인식된 지형의 모습을 더욱 세

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구릉지에서는 

수목으로 가려진 곳과 후대 인위적 작업으로 인해 훼손된 

곳의 지형적 오류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저습지

에서는 경작으로 인해 형성된 미세한 지형의 단차와 레벨을 

파악하여 매몰된 미지형을 인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항공사진 촬영에 사용된 드론은 중국 DJI사에서 개

발한 인스파이어로서 여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영하였다. 촬영된 사진의 수는 구릉지의 경우 총 73장, 저

습지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으로 인해 292장의 사진을 취득

하였다. 사진의 촬영 비행고도는 구릉지의 경우 약 150m 

정도이며 촬영면적은 약 147,469㎡이다. 저습지의 사진촬영 

고도는 약 100m의 높이로 촬영면적은 약 1.28㎢에 해당

하였다.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의 영상해상도는 약 6,144×

3,451pix 정도로 지형모델링을 통한 해상도에 전혀 문제없

으며 분석에 있어서도 적합한 편이다.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사진정합 및 3차원모델링<그림 8~9>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모아 영상정합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3차원 지형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아쉬운 점은 

지상의 사진만을 이용한 지형모델링이어서 입면상의 지형 

모델링상태는 조악하다. 이의 보완 방법으로 지면에서 촬영

한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정합과 합성을 실시할 수 있겠으

나, 항공용 카메라와 일반 디지털 카메라의 고유 정보가 달

라 지형모델링 과정에 수학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상촬영 사진은 제외하였다. 

지형의 3차원 모델링 과정은 우선 항공촬영을 통해 

얻어진 사진 중에서 양호하지 않은 정보를 담은 사진을 제

거하고 남은 사진자료 등의 데이터 수정과 오류를 찾아가

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였다. 모델링은 사진의 정합 과

정을 거치며 완성되는 측량방식을 사용하였다. 모델링에 사

용된 프로그램은 드론제작사와 연결된 측량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영상의 정합과 모델링을 위해 사진을 import하

고, 이를 다시 reoptimize, rematch, GCP값을 입력하는 여

러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 완성하였다.

그림 8. 구릉지역(세종 전의면)의 항공사진 촬영 위치와 영상접합, 3차원 모델링.

그림 9. 저습지형(공주 수촌리)의 항공사진 촬영과 영상접합, 3차원 모델링. 그림 10. 구릉지형(전의면 일대)의 연구과정과 DSM(중), DTM(하)의 중첩 결과.

실사 모델링

DSM

수목제거
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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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M과 DTM 제작<그림 10∼11>

이렇게 완성된 모델링은 지형의 고저차를 파악하는데 

시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물론 현 포털사이트 등의 3

차원지도에서 제공하는 지형의 고저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정 등을 통해 수목 및 건물에 가려

져 보이지 않은 내부 지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완성된 지형 모델링을 다시 후처리 과정을 거쳐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DSM(Digital 

Surface Data)4과 DTM(Digital Terrain Modeling)5분석 과

정을 진행하여 해석의 자료를 마련하였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던 부분은 저습지형

과 구릉지형의 지장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

라 원지형 파악에 최소한의 해석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두 분석결과의 어떠한 부분을 자료로 취득할 것

인가에 따라 시각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구릉지형보다는 저습지형이 지장물 처리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상기 분석데이터 자료는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구릉지형에서는 수목의 제거를 통

한 원지형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목을 일정

한 높이로 일괄 제거한 후 시각적 분석효과를 높이기 위해 

DTM을 제작하게 되면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원지

형과는 다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10의 아래>.

4. 해석 및 결과도출

유적탐색의 마지막 단계는 상기 제작된 지형 모델링의 

종합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

이다. 여기에는 현지 지표조사 결과(형질변경된 지형, 유물

의 수습 위치, 주변유적과 관계 등)와의 비교, 검증의 작업

을 같이 해야 한다.  

특히 모델링된 지형 자료의 분석결과 도출은 과거 지

형도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현재의 지형도와 

비교를 통해 지형면의 변경 유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유적의 입지환경 전반을 같이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유적의 존재유무는 원지형의 모습을 최대한 파악

4 지면 및 지표피복물에 대한 점 자료로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준좌표계에 의해 3차원 좌표로 조정된 점 자료를 말한다(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 고시, 제2015-1530호)제2조 10항).

5 피복물의 점자료를 제거하여 나타낸 지형도, 즉 지표면 자체의 높이값 만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림 11. 저습지형(수촌리일대)의 DSM(좌)과 DTM(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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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만 결과와 해석의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지형면의 모습을 최대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지형도와 항공사진의 취득, 그리고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유적의 존재유무를 위한 탐색은 과거 지형면의 

최대한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원래 형태의 지형 복원이야

말로 유적의 입지환경과 존재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접근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Ⅳ.  고지형 복원을 통한 지형해석과 
유적탐색

1. 옛 항공사진의 지형 모델링과 복원

따라서 유적탐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고지형 항

공사진을 통해 과거 지형을 복원하는 3차원 모델링을 실시

하였다. 현재 고지형 복원은 2차원의 지형도와 지도를 통해 

평면적 시각 처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에 과

거 지형도를 대상으로 한 고지형을 3차원으로 디지털 복원

그림 12. 연구지역 구릉지의 50년대 항공사진(좌)과 3차원모델링(우)링.

그림 13. 연구지역 저습지의 60년대 항공사진(좌)과 3차원모델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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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복원된 고지형은 현재의 3차원 

지형도와 중첩하여 형질변경 모습을 파악함과 동시에 유적

의 존재 범위를 파악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이홍종·안

형기 2016: 109-121). 그간의 고지형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면서 과거 훼손된 지형 모습을 통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데 기여한 논의로서 연구방법론 의의가 크

다. 이 방법은 오래된 종이지도를 디지타이징(Digitizing)하

고 여기에 고지형 항공사진을 맵핑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은 산지에 대한 거시적인 지형의 모습이라든가 변화의 모습 

등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나 저습지형 및 과거의 형질 변

경된 일부 지형면의 모습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거 항

공사진을 이용한 지형모델링을 제작하여 시각적 분석의 효

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고지형 모델링의 과정은 앞서의 지

형을 모델링하는 과정과 절차가 유사하다.

먼저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을 최소 3장 이상 취득한 

후 매칭 포인트(Matching point)방식을 적용하여 재구성

(Reconstucture)하고 상대좌표를 입력하여 최적의 입체사

진의 구조를 추출하였다. 고지형 모델링을 위한 항공사진

의 취득은 앞서의 구릉지형과 저습지형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취득하고

자 하였으나 60년대 이전의 항공사진은 대상지역에 제공이 

제한되어 최대한 가장 오랜 항공사진으로 제작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고지형 모델링을 위한 항공사진은 구릉지의 경

우 50년대 항공사진을, 저습지는 60년대 항공사진을 사용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의 후처리 과정은 앞서의 정사 영상접합 모

델링 과정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고지형 모

델링은 다시 절대 좌표값을 설정하였다. GPS를 이용한 좌

표값을 취득한 후에는 현재의 항공사진과 비교하면서 지

형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을 선택하여 재구성

(Reconstruction)하는 과정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

정을 통해 복원된 고지형은 <그림 12~13> 같은데 각각의 

지형에서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산지 및 저습지 모두에서는 고지형 분석도를 통해 나

타난 지형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다. 특히 형질변경되기 

이전의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살펴볼 수 있었다. 더불어 지

형의 형질변경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구릉지형의 

50년대 지형을 살펴보면 곡저에서 흐르는 천의 모습으로 

관찰되던 흔적은 산지의 황폐화로 인해 나타난 지형훼손의 

모습으로 확인된다. 이곳으로는 수목 및 초본의 존재가 적

어 지표면이 그대로 대기에 노출되면서 재해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12>. 이는 지형의 고저차 및 경

사도 등의 모습에서 재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한다. 따라서 구릉지의 항공 모델링 자료는 유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과 아울러 입지환경의 전반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 적절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저습지형의 모델링 자료를 보면 연구대상지역은 과거

와 현재 모두 특별한 형질 변경 없이 여전히 논으로 이용되

는 모습이다. 다만 60년대에는 매몰된 미지형의 형태에 맞

추어 논둑을 조성하고 있어 각 논 면간 미세한 고저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몰 미지형의 모

습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기존의 2차원으로 

볼 수 있었던 고지형분석결과에 나타난 자연제방, 구하도 

등의 여러 미지형을 3차원으로 살필 수 있어 시각적 분석

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처럼 고지형 모델링 자료를 통해 산지와 저습지에 

나타난 미세한 지형의 모습과 형질 변경의 과정 등을 살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는 과거와 현재의 산사태 및 지진

과 같은 자연재해의 흔적과 함께 연약지반의 위치 등을 파

악하여 건설과 토목 등의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李弘

鍾·高橋 学 2008: 14-16). 물론 아직 고지형분석 시스템을 

통한 지형의 고저차, 원지형의 흔적 파악보다는 한계가 있

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지형면의 미세한 단차와 매몰 미

지형의 거시적 지형 형태를 파악하는데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무리

는 없어 보인다. 특히 과거의 저습지형은 매몰된 미지형의 

형태를 크게 거스르지 않고 이용하는 모습을 3차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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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모델링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

용한 성과라고 판단된다.

2. 지형해석을 통한 유적탐색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유적탐색의 방안으로서 항공사

진 정합 데이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고고학 조사현장에

서 이제 드론은 중요한 조사 방법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유적과 유구의 촬영과 실측 뿐 아니라 지

형 모델링 제작을 통한 유구 및 유적 탐색의 용도로 분석

의 정확성을 높여 가고 있다. 무엇보다 항공사진을 통한 지

형모델링은 Mesh의 형태로 제작하여 Viewer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지형과 그 주

변의 입지환경을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면서 분석할 수 있

다는 장점이 크다. 더욱이 DEM과 DTM을 통한 1/1,000 또

는 1/5,000의 등고선을 제작한 후, 이를 다시 디지털 그래픽

화하여 시각적 분석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있어, 세부적인 

지형환경의 해석과 더불어 유적의 존재유무를 파악하는데

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림 14>. 여지껏 지형에 대한 해

석은 현지조사 및 지도 등을 통해 관찰한 연구자의 경험적 

지식에 의한 부분이 많았다면, 이처럼 모델링된 지형은 디

지털 정보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 수치적 데이터로 제공

이 가능하여 지형 해석에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어떻

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하여 살펴보자. 이를 위해 추가

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형의 해석은 모델링 자료에 내재된 정보를 바탕으

로 한다. 우선 연구대상지역 중 구릉지형은 최고 표고 약 

125m, 최저 표고 약 82m 정도이며, 지형경사도는 평균 약 

7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 완만한 구릉성 평탄지를 보이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지형 정보는 단면도를 통해 명확히 

살펴볼 수 있다. 단면도를 보면 연구대상지역은 동북쪽이 

낮고 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형의 모습을 보이며 그 중

간으로 돌출된 구릉 지형이 확인된다(그림 14의 원중심부). 

여기서 지형해석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 돌출된 지

형이다. 기존 1/5,000 지형도를 보면 이 돌출 지형은 완만한 

구릉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형도

상의 등고선도 북쪽의 구릉과 완만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형의 모습을 통해 유적 존재의 가

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본 연구대상지

역은 접근이 불가한 사유지여서 육안에 의한 지형 검증이 어

려워 유적 존재 유무 판단의 혼란이 야기된 곳이다. 

따라서 앞서의 드론을 이용한 지형 모델링에 수목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면서 DTM자료를 

제작하여 지형의 해석을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지

형 복원 모델링을 중첩하는 과정을 진행하여 지형의 해석

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지형 중첩은 현장에서 취득한 항공

사진을 이용한 지형 모델링 자료가 아닌 2000년 이후의 항

공사진 모델링 자료를 이용하였다6.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

타난 지형은 다음의 <그림 15>와 같다. 

6 구릉지형에서 드론을 통한 항공사진의 취득과 이를 통한 지형 모델링은 시각화와 수치자료의 정보적 측면에서 비교적 정확한 모습이지만, 樹木은 오차가 크

게 발생한다. 바람이나 기후 현상에 의해 모델링 정합의 부정확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지형 모델링 자료와 중첩하여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립지리원에

서 제공하는 유사한 조건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이용한 것이다.  

그림 14. DSM을 통한 표고와 지형단면도 분석,

 지형의 디지털 그래픽(구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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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과거 지형의 모델링 중첩 그림을 보면 흑백으

로 보이는 부분은 지금은 훼손되었으나 원래 존재한 과거 

지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첩된 현재의 지형 모델링 자료

는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아마도 현재의 지형이 후

대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형질 변경되어 훼손된 곳임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유적의 존재 가능

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컬러의 모습으로 확인되는 

지형은 원래의 지형(과거 지형)을 변경한 후 들어선 새로운 

지형에 해당한다. 지형을 복토 및 매립하거나 건물 등을 건

설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또는 수목 등이 원 

지형면을 덮을 정도로 성장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은 

종종 나타난다. 그러한 지역 또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지형이 절개된 곳은 

고지형도에서는 흑백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며, 복토 및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이루어진 지형은 컬러의 모습으로 중첩

되어 관찰되는 것이다. 대체로 산지지형의 경우에는 전자의 

형태가, 저습지형에서는 후자의 형태로 많이 관찰된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의 구릉지형에서 돌출된 지형은 

실제 구릉지가 아닌 곡부에서부터 성장한 수목으로 인해 

형성된, 시각적으로 오류를 보이는 지형으로 파악된다. 더

불어 주변으로는 건물의 축조와 후대 경작지 조성으로 인

한 절토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역은 유적의 입지환경이 좋지 않아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판단하게 한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

해서는 대상지역 주변으로 유물이 수습되고 형질변경이 적

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그림 16>, 상기의 분석결과에서는 

구릉지와 곡부지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고지형 모델

링 자료를 통한 비교에서도 곡저부와 절토지의 모습을 뚜렷

이 볼 수 있는 등, 유적의 존재는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저습지형 또한 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기존의 분

석 자료에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단구와 자연제방, 구

하도의 매몰 미지형을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촌

리유적과 인접한 지형은 단구지형으로, 서쪽의 정안천과 인

접한 지역에는 자연제방과 구하도의 흔적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5>. 다만 본고에서는 약간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내용

을 달리한다.

먼저 DSM과 DTM결과에서는 수촌리고분군이 자리한 

산지와 여기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단차구릉(구릉 

하단부)을, 정안천 주변으로는 미세한 미고지(자연제방)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단차지형과 미고지 사이

에는 동남쪽에 자리한 수촌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낮은 지

대, 구하도를 관찰할 수 있다. 고지형 분석결과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구하도는 자연제방을 감싼 형태가 아닌 구

릉의 곡저에서부터 하천까지 야트막하게 뻗어 내려가는 모

습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연제방 내 존재한 하도의 흔

적은 고지형복원 모델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관찰된다. 

즉 자연제방 내로 하천과 인공제방의 흔적이 확인된 것이

그림 15. 구릉지역의 현재지형과 과거지형의 모델링 자료 중첩결과. 

그림 16. 구릉지형 세부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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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한 모습은 일제강점기 당시 하천의 흐름과 동

일한 위치에 자리한 지형인 것이다. <그림 13, 그림 18>.

저습지형의 분석 및 해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구릉지

형과는 달리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사진 지형모델링 분석 

자료를 고지형 모델링자료와 중첩하였다. 현재의 정사 항공

사진보다는 지형의 고저차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수목 등의 모델링에 의한 지형적 오류가 크지 않은 이점 때

문이다. 이의 방법을 통한 모델링 중첩 결과는 구릉 지형처

럼 형질변경의 모습을 뚜렷하게 볼 만큼 모델링 자료 간 지

형 고저차의 비교는 쉽지 않았다. 다만 저습지형의 매몰미

지형 변화 모습을 추적하는 정도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아

마 현재의 논면이 6-70년대를 지나면서 대규모의 경지정리

를 통해 논의 고도와 단차를 높인 결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매몰된 미지형보다 논의 고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논면과 단차는 우수 및 

유수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게 경작지를 조성해야 하므로 

매몰 미지형의 형태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는 있다. 따라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항공사진을 

통한 지형 모델링 자료에서도 매몰된 미지형의 대략적인 상

태를 보기는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저습지형의 미지형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의 

고지형 분석도와 함께 고지형 모델링자료의 상호 보완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물론 현지조사를 통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저

습지형의 모습과 유적의 존재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지 조사가 어렵거나 광범위한 면적에서는 

상기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면 저습지

형의 유적탐색의 효과는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 구릉지형과 저습지형에 대한 해석과 이를 바탕

으로 한 유적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항공사진의 활

용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드론 촬영을 통한 

현재의 항공사진과 옛 항공사진을 이용한 논의를 구체화하

였다. 본고는 아직 시론적 논의와 연구결과이다. 완전한 지

형해석과 유적탐색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의 처리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최근의 지형·지리학적 

연구성과와 같이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적어도 유적의 탐

색에 있어 상기 언급한 방법은 분명 참고가 될 만하다. 이

제 고고학에 맞는 조사 연구방법론으로서 항공사진의 이

그림 17. 저습지형의 현재지형과 과거지형의 모델링 자료 중첩결과. 그림 18. 일제강점기 자연제방 내 흐르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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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지형분석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새로운 

유적탐색의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지금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은 유적의 조사와 해석, 탐

색에 있어 당연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물론 사

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지형과 유적의 탐색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접근이 불가하거나 광범

위한 지역에 대한 유적 탐색에서는 드론과 함께 항공사진의 

이용과 분석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고지형의 분석결과를 같이 

하게 된다면 유적지 존재여부에 대한 신뢰도 높은 탐색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옛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한 지형

모델링과 현재의 항공사진, 드론을 이용한 지형 모델링 등의 

중첩 비교 과정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유적 탐색에 

있어 새로운 조사 연구 방법론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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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aerial vehicles (UAV) have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oth at home and abroad. The UAV 

is equipped with a camera that shoots images, which is advantageous for access to areas wher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re not possible. Moreover, it is possible to acquire three-dimensional spatial image information by 

modeling the terrain through aerial photographing, and it is possible to specify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rain 

of the survey area. In addition, if we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terrain through comparison with past aerial 

photographs, it will be very helpful to grasp the existence of the ruins.

The terrain modeling for searching these remain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we acquire the aerial 

photographs of the current terrain using the drone. Then, using image registration and post-processing, we 

complete the image-joining and terrain-modeling using past aerial photographs. The completed modeled terrain 

can be used to derive several analytical results. In the present terrain modeling, terrain analysis such as DSM, 

DTM, and altitude analysis can be performed to roughly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in the form, 

quality, and micro-topography. Past terrain modeling of aerial photographs allows us to understand the shape 

of landforms and micro-topography in wetlands. When verified with actual findings and overlapping data on 

the modelling of each terrain, it is believed that changes in hill shapes and buried Microform can be identified as 

helpful when used in low-flying applications.

Thus, modeling data using aerial photographs is useful for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inability to carry out 

archaeological surveys, the existence of terrain and ruins in a wide area, and to discuss the preservation process 

of the ruin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provide various themes, such as cadastral maps and land use maps, 

through comparison of past and present topographical data. However, it is certain that it will function as a new 

investigation methodology for the exploration of ruins in order to discover archaeological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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