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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unmanned aerial photography and terrestrial laser scanning to establish digital database

on original wall of Gyejoksanseong fortress, and measured ground control points for continuity of the monitoring. It

also performed precise examination with the naked eye, unmanned aerial photogrammetry, endoscopy, total station

and handy measurement to examin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original walls. The ground control points were

considered as a point where visual field can be secured, 3 points were selected around each of the south and north

walls. For the right side of the south original wall, aerial photogrammetry was conducted using drones and a

deviation analysis of 3-dimensional digital models was performed for short-term monitoring. As a result, the two

original walls were almost matched in range within 5mm, and no difference indicating displacement of stones was

found, except for partial deviation. Regular monitoring of the areas with structural deformation such as bulging,

weak and fracture zone by precisely examining with the naked eye and using high-resolution photo data revealed

no distinct change. The inner foundation observed through endoscopy found out that filling stones of the original

walls were still remained, while most filling soil was lo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total station focusing

around the points with structural deformation on the original walls, the maximum displacements of the north and

south walls were somewhat high with 6.6mm and 3.8mm, respectively, while the final displacements were relatively

stable at below 2.9mm and 1.4mm, respectively. Handy measurement also did not reveal clear structural

deformation with displacements below 0.82mm at all points. Even though the results of displacement monitoring on

the original walls are stable, it is hard to secure structural stabilit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ramparts where

sudden brittle fracture occu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servational scientific diagnosis, precise

monitoring, and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3-dimensional figuration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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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계족산성 원형성벽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무인항공사진촬영 및 지상레이저스캐닝을 수

행하였고,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위해 지상기준점을 측량하였다. 또한 원형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육안 정

밀조사, 무인항공사진측량, 내시경 촬영, 토털스테이션 및 수동 계측을 진행하였다. 남쪽 원형성벽의 우측구간은 드론

으로 항공사진측량하고 3차원 디지털모델의 편차분석을 통해 단기간 모니터링하였다. 이 결과, 두 성벽은 5mm 이내

의 범위에서 거의 일치하였고 부분적 편차는 있으나 성돌의 변위와 변형을 지시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정밀 육안조사

와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배부름, 약선대, 균열대 등 구조적 변형이 발생한 지점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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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내시경을 통해 본 내부의 적심상태는 원형성벽의 채움석이 잘 남아 있었으나, 채

움토는 대부분 유실되었다. 원형성벽에서 구조적 변형이 발생한 지점을 중심으로 토털스테이션 측정 결과, 북쪽 원형

성벽의 최대 변위량은 6.6mm, 남쪽 원형성벽의 최대 변위량은 3.8mm로 다소 높았으나, 최종 변위량은 각각 2.9mm

와 1.4mm 이하로 나타났다. 간이계측 역시 모든 지점에서 0.82mm 이하의 변위가 발생하여 뚜렷한 구조적 변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형성벽의 변위 모니터링 결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성벽

의 특성상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취득한 3차원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보존과학적 진

단과 정밀 모니터링 및 구조해석이 요구된다.

주요어 : 원형성벽, 디지털기록화, 구조안정성, 변위량, 정밀모니터링

1. 서 언

계족산성은 1991년에 사적 제355호로 등재된 대전

에서 유일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이다. 이는 테뫼식 석

축산성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과 동구 효평동의

경계지역에 분포하는 해발 약 423m의 계족산 봉우리

에 축조되어 있다. 전체 둘레는 약 1,037m로 인근에

분포하는 30여 개의 산성 중 가장 크다. 이 산성의 평

면은 남북을 장축으로 하는 세장방형에 가까우며, 성

내 지형은 서고동저의 형태를 보인다(Fig. 1).

계족산성의 축성에는 외측만 돌로 쌓고 내측을 흙이

나 돌로 채우는 내탁기법과 내외측을 돌로 쌓는 협축

기법이 모두 적용되었다. 남벽은 주로 내탁기법으로 동

벽과 북벽은 협축기법으로 축조되었으며, 서벽은 내탁

및 협축기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성벽의 축

조방법은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지 않고 위치 및 지형

Fig. 1. Original wall and ground control points for survey in Gyejoksanseong fortress. (1 and 2) Original wall of north and

south are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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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지형을 따라 축

조한 자연지세형 성곽으로 분류된다(Song and Kim,

2003; Daejeon Metropolitan City, 2012).

성벽은 크게 체성벽과 외측기초를 이룬 보축성벽, 보

축성벽의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보축성벽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남문지 좌측 곡성에는 보조석축을

3중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는 다른 성에서 찾아보기 어

려운 계족산성 만의 독특한 특징이다(Song and Kim,

2003). 계족산성은 축성 위치와 지형, 축조방법 및 출

토 유물 등을 바탕으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축성 주

체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Seung,

1974; Daejeon Metropolitan City, 2012). 특히 적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용 목적의 성으로 당시 백

제와 신라의 국경에 위치하여 지리적 및 지형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와 같이 역사적, 지리적 및 공학적 의미를 갖는

계족산성은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되어 현대공법을 통

해 보수, 보강 및 재축조되었으며, 잔존하는 원형성벽

은 동문지, 남문지, 북쪽 곡성 주변의 일부 구간뿐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남쪽과 북쪽에 잔존하는 원형성벽으로

현재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원형성벽은

주로 편암을 판석 모양으로 가공하여 축조하였는데, 대

부분의 부재에서 균열, 단열, 파손, 토양화 등 다양한

손상이 관찰된다. 또한 특정 지점에서는 하중의 불균

형으로 인한 균열대, 약선대, 배부름 등의 구조적 불안

정이 확인되어 원형성벽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밀진단과 구조안정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산성은 성벽 일부가 유실 또는 붕괴되어

최근에 보수한 것이 많으나, 발굴과 조사를 통한 원형

고증이 미흡하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밀진단 및 보존방안 연구

가 수행된 바도 거의 없다(Jo and Lee, 2015; Park

and Lee, 2018). 계족산성 또한 대부분의 원형성벽이

붕괴되어 다시 보수되었으나, 성벽의 정확한 붕괴원인

을 규명하기에는 보존과학적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계족산성 성벽의 다양한 손상에 대한 구체적

인 원인규명과 안전점검 및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지

속가능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계족산성의 구조안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원

형성벽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육안조사, 변위

및 변형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향후 계족산성의 올바른 보존관리와 보수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연구방법

2.1. 현황 및 보존상태

계족산성은 지정학적으로 북위 36°22'58''에서

36°23'47'', 동경 127°22'13''에서 127°27'19''에 해당한다.

산성의 동북쪽으로 길게 발달한 능선은 충북과 경계를

이루는 금강 부근까지 연결되고, 남쪽 방향의 능선은

질티고개를 지나 동구 비래동, 용운동, 삼정동 및 식장

산까지 이른다(Daejeon Metropolitan City, 2012; 2015).

계족산성을 포함한 계족산은 대전시내에서 약 7.5km

내외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계족산성으로 올라가는 경로는 크게 북벽과 동벽 진

입로로 구분된다. 북벽진입로는 장동산림욕장에서 황톳

길을 따라 오른 뒤 등산로를 지나 서문지로 진입하는

경로로서 임도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

다. 동벽진입로는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임도를 따라

이어지며 절고개, 황톳길 및 등산로를 통해 집수지 부

근의 동벽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이는 북벽진입로에

비해 차량의 진입이 어려우며, 계족산성 외곽을 따라

오르는 등산로의 경사가 가파른 편이다.

계족산성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

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학술조사는 1992년 정밀

지표조사가 시초이며, 최근까지 총 9회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는 서문지를 시작으로 건물지, 집수지, 남문지

가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정밀발굴이 수행되었다(Daejeon Metropolitan

City, 2012; 2015). 계족산성의 보수정비와 복원공사는

1992년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3회가 이루어

졌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서문지, 남문지, 동문지 및 집수지 등 시설에 대

한 보수와 복원이 실시되었고, 2013년에는 북쪽의 원

형성벽에 대한 보수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동쪽, 서쪽

및 남쪽 성벽은 다수의 구간이 복원되었으나, 북쪽 성

벽은 아직도 붕괴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계족산성에 현존하는 성벽 높이는 내벽 약 3.4m, 외

벽 약 7.0m이며, 상부 너비는 약 3.7m이다. 북벽을

제외한 동벽, 서벽 및 남벽에는 각각 1개의 문지가 있

으며, 이 문지는 너비가 약 4m에 달한다. 방어시설로

는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지점에 곡성이 1개소 구축되

어 있는데, 이는 능선상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설

치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남문지 내부 평탄지에는 봉

수대지가 존재하며, 성내 최저지대인 동벽 내부에는 집

수지가 있다. 건물지는 북벽 부근에 2개소, 북벽 내부

경사지에 1개소, 서문지 내부에 1개소, 서벽 능선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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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남문지 내부에 1개소, 집수지 주변에 2개소로

총 9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계족산성 성벽은 1992년부터 보수정비를 시작하여

70% 이상 복원되었다. 대부분 현대공법으로 새로 축조

되었으며, 동벽과 서벽 및 북벽의 일부에 원형성벽이

남아 있다. 북쪽의 원형성벽은 길이 약 22m, 높이 약

9m, 기울기 약 10°로서 수직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

고 있으며, 높게 쌓인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 외벽 하

단부는 보축하였다(Fig. 2A, 2B). 원형성벽 중 북쪽 곡

성 주변의 일부 구간은 현재 보호망과 모래주머니로

응급조치하였다(Fig. 2C).

남벽은 남문지의 서편으로 복원되었으며, 동편으로

일부 원형성벽이 남아 있다(Fig. 2D). 그러나 이마저도

중앙부가 붕괴되면서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

는 원형성벽은 수평축보다 수직축이 훨씬 큰 상태로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Fig. 2E, 2F). 또한 동벽의 경

우 동문지에서 남벽부와 접한 구간은 원형성벽이 남아

있으나, 북벽부에서 집수지 부분까지의 성벽 및 보축

은 모두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 복원된 동·서·남쪽의 신

축 성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잔존하는 원형

성벽은 붕괴된 상태로 노출 및 방치되어 있어 매우 불

안정하다.

2.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목적은 계족산성 원형성벽에 대한 디지

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

상기준점 확보, 단기 집중모니터링을 통한 구조적 안

정성 검토 및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 제언이다. 따라서

성벽의 지상기준점(GCP) 좌표와 3차원 형상정보를 취

득하기 위해 GPS 측량, 지상레이저스캐닝 및 무인항

공사진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

해 사진측량, 체크리스트 작성, 내시경 조사, 토털스테

이션 측량 및 간이계측을 수행하였다(Table 1).

먼저 지상레이저스캐닝 및 토털스테이션 측량의 기

준점 좌표 획득과 차후 데이터 분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장비는 Leica

GX1230+ GNSS이며, 기준점은 성벽의 환경을 고려하

여 계측이 원활하고 변화가 가장 적은 위치를 선정하

였다. 이와 같이 획득한 기준점 좌표를 토대로 지상레

이저스캐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형성벽의 3

차원 형상정보를 취득하였다. 3차원 스캐닝은 레이저

가 대상물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주행시간을 계산하

Fig. 2. Original walls of Gyejoksanseong fortress. (A) Original wall of north side. (B) Supporting terrace of north original

wall. (C) Temporary treatments for unstable area in north wall. (D) Reconstructed walls in left side and original walls in right

side of south area. (E) General view if original wall in south area. (F) Enlarged photo for original wall in right side of photo E.

Table 1. Methods of digital documentation and monitoring

for Gyejoksanseong

Digital Documentation Monitoring

Ground Control Point Survey Photographic Survey

Check-list SurveyTree Dimensional 

Laser Scanning Endoscopy

Total StationUnmanned Aerial 

Photogrammetry Hand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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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Leica의 ScanStation C10 광대

역 스캐너를 이용하였다.

원형성벽의 상태조사에 앞서 주변 환경과 전경에 대

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무인항공사진촬영을 실

시하였다. 특히 남문지 원형성벽의 우측구간은 모니터

링을 위한 사진측량이 두 차례 수행되었다. 이후 육안

조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지점을 선정하여 고

해상도 사진촬영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으로 원형성벽의 상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성벽의

적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부름이나 이격이 뚜렷한

지점을 선정하여 내시경으로 조사하였다. 사용장비는

GE Inspection Technologies 사의 XL Vu모델이다.

또한 원형성벽의 변위 및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토

털스테이션 측량 및 간이계측을 실시하였다. 토털스테

이션 변위측량은 성벽의 전체적인 거동을 살펴보기 위

해 수행된 반면, 수동간이계측은 구조적 변형이 발생

한 특정 성돌에 대한 변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적용되었다. 따라서 변위측량을 위한 시트프리즘은

간격을 다소 넓게 설정하였고, 수동계측 변위디스크는

구조적 손상이 관찰되는 지점에서 임의의 삼각점이 만

들어지도록 부착하였다. 변위측량에 사용된 광파거리계

는 Leica의 TS06 plus 모델이며, 수동계측은 디지털

캘리퍼스를 사용하였다. 

3. 디지털기록화

3.1. 기준점 측량

계족산성의 측량기준점은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해 훼

손과 변위가 없고 모든 방향에서 확인 가능한 곳에 영

구표지를 3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계족산성 주변은 영구표지 설치가 어려워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말목과 금속표 십자선을 임의표지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장비(Leica, GX1230+ GNSS)는

3주파/120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VRS 지원과 정지·이동

·RTK 측량이 가능하다. 정지측량의 후처리 정밀도는

수평 3mm+0.5ppm, 수직 6mm+0.5ppm이고, RTK

정밀도는 수평 5mm+0.5ppm, 수직 10mm+0.5ppm

로서 매우 정밀하고 안정적이다.

GNSS 관측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순수한 기하학

적 위치 관계를 구하는 관측이다. 통합기준점 GNSS

관측을 비롯한 도근점의 방위각 결정과 지오이드관측

은 정적간섭측위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GNSS 관측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관측이고 소요되는 시

간은 기선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기준점은 레

벨 등을 이용하여 표석의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의

위치변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표석 지반이 안정화 되

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GNSS 관측을 실시하였다.

통합기준점의 GNSS 측량 성과는 반경 10km 이내

에 있는 다른 통합기준점(최소 2점 이상 고정)과 2시

간 이상을 동시에 관측하여 성과 산정을 실시하였다.

측량에서의 연속관측시간은 통합기준점 GNSS 관측에

서 2시간, 도근점 관측 20분 이상을 표준으로, 모든

GNSS 관측에서 데이터 취득간격은 15초, 세션 수는 1로

하였다. 계족산성의 지상기준점(CP)은 주변에 장애물

이 없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 지점을 고려하여 남벽과

북벽 주변에서 각각 3지점(1~6)을 선정하였다(Fig. 1).

매설점의 성과는 통합기준점 4점 측량을 실시하고 계

산할 때는 통합기준점 4점을 고정하고 기선해석을 통

해 산출하였다(Table 2).

관측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정해진 점검계산을 수행

하였다. 점검계산에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는 재측정하였다. 기선해석 및 망조정성과 산출은 검

Table 2. Measurement result for ground control points of Gyejoksanseong fortres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

Control Points
Longitude and Latitude GRS80 Coordinates Altitude

(m)Latitude Longitude X(N) (m) Y(E) (m)

Unified

control

points

UDJ11 36° 22' 19.47757" 127° 28' 32.58026" 419435.053 242689.669 81.396

UDJ13 36° 24' 57.48855" 127° 26' 34.60843" 424291.633 239726.574 90.096

UDJ40 36° 21' 53.39611" 127° 26' 31.91534" 418616.817 239685.457 84.737

U0565 36° 23' 20.11984" 127° 32' 19.60973" 421333.994 248338.515 89.183

Ground

control

points

CP1 36° 23' 45.81914" 127° 27' 13.80875" 422087.009 240713.578 413.294

CP2 36° 23' 45.95100" 127° 27' 14.05329" 422091.102 240719.653 412.399

CP3 36° 23' 45.51590" 127° 27' 13.80896" 422077.662 240713.627 417.092

CP4 36° 23' 33.03334" 127° 27' 17.04534" 421693.276 240796.089 416.350

CP5 36° 23' 33.26251" 127° 27' 17.24109" 421700.363 240800.934 416.543

CP6 36° 23' 32.37966" 127° 27' 17.72419" 421673.207 240813.102 40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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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세계좌표계에 기반을 둔

측지성과 및 투영성과를 산출하였다. 성과정리는 통합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해 실시하였다. 계족산성의

원형성벽인 남북벽 주변 총 6지점에 대한 지상기준점

정보(위도, 경도, 표고)는 Table 2와 같다. 이 지상기준

점은 지형측량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3.2. 3차원 스캐닝 및 기록화

최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3

차원 스캐닝과 수치영상 분석기술이 문화유산의 기록

화와 보존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3차원 스캐닝은 표면

에 투사한 광원의 간섭이나 반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군형태의 3차원 형상정보 또는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실물의 형상을 측정하고, 자료를

구조화된 점집합으로 변환하며, 점집합으로부터 3차원

형상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상 모델링 과정을

거쳐 동일 형상의 실물이나 컴퓨터상의 디지털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형상 역공학의 개념이기도하다. 이처럼

3차원 스캐닝 기술은 정밀수치자료를 기반으로 문화유

산의 구조 및 변위해석(Jun et al., 2008), 해체 및 재

조립(Choi et al., 2016) 등에 활용되어 왔다. 또한 디

지털복원, 건전성 평가, 3차원 프린팅 적용 및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되는 최첨단 기술이다(Jo and Lee,

2009; 2011; Xu et al., 2017).

이 연구는 계족산성 남쪽 및 북쪽의 원형성벽에 대

한 디지털기록화를 위해 지상레이저스캐너를 사용하였

다. 사용한 장비는 Class 3R을 이용하는 주행시간방식

으로 초당 50,000점의 스캔 속도와 수평 360°× 수직

270°의 측정 범위를 가지며, 최대 300m까지 스캔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스캔 범위 1~50m에서 스캐너의

단일측정 정확도는 위치 6mm, 거리 4mm, 각도

60µrad이며, 모델표면 정밀도는 2mm이다. 매핑소스는

전용 외장카메라에 어안렌즈를 장착하여 획득하였다.

외장카메라는 지상레이저스캐너 상단에 브라켓으로 고정

되며, 스캐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운영된다. 사진 촬

영은 지상레이저스캔이 완료된 이후 자동적으로 동일 영

역에 대해 수행되고, 촬영 결과는 스캔 데이터와 함께 저

장될 뿐만 아니라 전용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일 수 있다.

계족산성은 원형성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입지와 경

관도 중요하다. 따라서 계족산성 원형성돌이 남아있는

남벽 및 북벽과 주변경관을 대상으로 지상레이저스캐

닝을 통한 디지털기록화를 수행하였다. 특히 현장 스

캔은 범위와 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남벽 16지점, 북벽

19지점 등 총 35지점에 대해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획

득한 점군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은 원시 형상정보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취득한 여러 컷의 원시 스

캔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위해

서는 후처리가 필요하다. 후처리 과정은 스캐너의 종

Fig. 3. Three dimensional laser reflection mapping and point clouds data for original walls. (A) Plane of reflection point

clouds data for north original wall. (B) Scanning point for north original wall. (C) Measurements of RGB point clouds data

for north original wall. (D) Plane view of reflection point clouds data for south original wall. (E) Scanning point for south

original wall. (F) Measurements of RGB point clouds data for south origin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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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방식에 따라 다르고, 사용 프로그램과 작업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하나의 과정으로 단순하

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캔데이터의 후처리는 일

반적으로 정합, 병합 및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Fig. 3).

3차원 데이터의 정합은 세 개 이상의 공통 대응점을

지정하여 좌표를 결합하는 형상정합 방법이 적용되었

다. 이때 프로그램의 에러 백터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정합을 완료하였다. 정합에 의해 위치가 결정된 각각

의 점군데이터는 객체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

서 정합을 통해 좌표계가 변환된 점군데이터들을 병합

하여 하나의 모델로 변환하였다. 계족산성의 병합 결

과에는 사람이나 움직이는 사물로 인해 노이즈가 포함

되어 있어 필터링을 통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 후 최

종 점군데이터에 이미지 기반의 RGB 텍스쳐 매핑을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완료된 지상레이저

스캐닝 점군데이터에 지상기준점 값을 입력하여 절대

좌표를 갖는 자료를 생성하였다(Fig. 3). 

이 결과, 계족산성의 원형성벽은 진북 방향으로 재

배치되었으며, 지표상에 위치정보를 갖게 되었다. 3차

원 지상레이저스캐닝 결과, 남쪽 원형성벽의 좌측성벽

은 하부 약 4.6m, 상부 약 2.4m, 좌측 높이 약 6.4m,

우측 높이 약 6.9m의 크기를 보였다. 또한 우측성벽은

하부 약 5.7m, 상부 폭 3.6m, 좌측 높이 6.4m, 우측

높이 약 6.5m였다. 전체적으로 두 성벽은 거의 유사한

크기를 가지나, 폭은 우측성벽이, 높이는 좌측성벽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북측 원형성벽은 크게 체성부와 보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체성부는 하부 약 23.7m, 상부 약 22.2m, 좌

측 높이 9.0m, 우측 높이 약 8.0m를 보였다. 또한 보

축은 하부 4.4m, 상부 21.0m, 좌측 높이 9.0m, 우측

높이 3.5m로 체성부에 비해 길이와 높이 모두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C, 3F). 3차원 스캐닝은 잔존

성벽의 원형을 디지털기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

행하여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3.3. 무인항공사진측량

최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인항공사진측량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무인항공

사진측량은 GPS와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가 탑재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통해

정사영상과 디지털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제작하고, 이를 도화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

는 측량기법이다. 이 방법은 계족산성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디지털기록화와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계족산성 원형성벽 중 사

람이 접근할 수 없는 남쪽 우측 성벽의 3차원 수치데

이터 획득과 모니터링을 위해 무인항공기 사진측량을

수행하였다(Fig. 4). 이를 위해 성벽에 적합한 항공촬영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된 전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디

지털 모델을 제작하였다. 연구목적이 남측 원형성벽의

3차원 디지털기록화와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4개의 로

터를 사용하는 회전익 방식의 쿼드콥터 드론(DJI,

Phantom 4 Pro)을 이용하였다. 이 장비의 전용카메라

는 1인치 20MP CMOS 센서를 탑재하여 최대

5,472×3,648 픽셀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무인항공사진촬영 결과에 대한 영상처리는 Agisoft

사의 PhotoScan Professional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

다. 이 소프트웨어는 외부표정요소 또는 지상기준점 좌

표가 없어도 카메라의 자세와 영상기하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스틸사진을 이용하여 전문가 수준의 3차원 모

델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촬영 하더라

도 한 쌍의 입체사진만 있으면 영상처리 및 영상정렬

과 3차원 재구성 과정이 완전히 자동으로 수행된다

(Lim et al., 2015).

계족산성의 원형성벽 중 남쪽 우측성벽은 접근성이

떨어져 수치자료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를

Fig. 4. Unmanned aerial vehicle (UAV) photogrammetry

showing the original wall in south area. (A) Stereoscopic

view of texture mapping modeling. (B) Stereoscopic view

of polygon mesh modeling (C) Result of the first

photogrammetry in September, 2017. (D) Result of the

second photogrammetry in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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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드론을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결정하였고,

넓은 영역의 평면적인 정사영상 획득이나 수치지형도

제작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비행보다는 수동

비행을 통해 개별 스틸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측량에

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전후방 및 좌우 중복도 역시

수동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성벽의 디지털기록화뿐만

아니라 해빙기 이후 성벽의 단기 모니터링도 중요한

목적이므로 2017년 09월과 2018년 03월의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Fig. 4).

사진측량 영상처리 과정은 크게 사진정렬, 점군데이

터 생성, 메쉬 제작, 텍스쳐 매핑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용소프트웨어에서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스틸사

진을 열고, 불필요한 사진을 제거한 후 촬영 순서와

사진에 등록된 좌표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Fig. 4A). 이후 소프트웨어의 SIFT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사진의 특징점을 매칭하고 다수의 영상으로부터

높은 밀도의 점군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메

쉬를 제작하고 텍스쳐를 매핑하여 최종 모델을 완성하

였다(Fig. 4B, 4C). 완성된 모델링 결과에서 성벽의 형

상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RGB 텍스쳐의 해

상도가 높아 성벽의 현황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 단기모니터링 및 해석

4.1. 사진측량 단기모니터링

계족산성 남쪽 우측의 원형성벽은 매우 불안정한 상

태이며, 장마와 해빙기의 이완작용에 의에 민감한 구

조적 변위와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성벽

의 입지가 사람과 계측장비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밀

또는 간이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드

론을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성벽의 단기모

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사진측량기법은

mm 단위의 미세한 거동과 물리적 손상을 단기간에 확인

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돌의 탈락 및 유실과 같은 수 cm

이상의 거시적 변화를 인지하는데 활용하였다.

사진측량은 2017년 09월과 2018년 03월에 수행되었

으며, 사진은 거의 동일한 위치와 거리에서 촬영하였

다. 1차와 2차 사진측량을 통한 3차원 모델링은

Fig. 4D~4F와 같다. 1차 사진측량에서는 수풀에 의한

노이즈로 인해 성벽 외곽형상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

았다. 이는 두 자료의 중복도 문제를 야기하므로 수치

적 정합을 위해 노이즈를 제거한 1차 모델링을 기준으

로 2차 모델링 자료를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완

성된 3차원 모델은 수치정보를 내포하고 있지 않아 지

상레이저스캐닝 모델의 점데이터를 외부 참조점으로 활

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소프트웨어의 형상

정합 기능을 이용하여 두 데이터를 일치시켜 편차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5).

이 결과, 양자는 5mm 이내의 편차 범위에서 일치

하였고 부분적으로 음과 양의 편차를 나타냈다(Fig. 6).

이 중 5mm 이상의 편차를 보인 지점은 모두 매우 작

Fig. 5. Configuration processes showing the first and second modeling result of original wall in south area.

Fig. 6. Deviation analysis for short term monitering of

original wall in sout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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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면적을 보였다. 육안조사와 교차검증 한 결과, 성돌

표면에 생장하는 초본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성돌의 변위와 변형을 지시할 만한

편차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성벽은 육안상 매우 불안정한 것이 사실

이지만 한 차례의 해빙기에 의한 단기적 변위와 변형

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기준 모델링

자료가 수풀이 많았던 초가을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해빙기

직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성벽의 구조

적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4.2. 손상현황 모니터링

성벽과 같은 조적식 구조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구조

적 안정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매우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다(Park and Lee, 2018).

성벽 모니터링은 육안조사부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디지털 조사까지 많은 방법이 있으나, 모니터링 대상

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계기모니터링 기법은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 정밀한 변위분석이 가능하나, 성곽과 같이 범위

가 넓을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계족산성 원형성벽의 대표적인 손상유형은 균열 및

단열, 부재간 이격, 부재 돌출, 부재 유실, 배부름 현상,

약선대, 토양화 및 식물생장 등이 주를 이루며, 이는

특정지점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Fig. 7). 이 연

구에서는 계족산성 북쪽과 남쪽에 잔존하는 원형성벽

의 육안조사를 통하여 물리적 및 구조적 손상이 심한

지점을 선정하였고, 총 2회에 걸쳐 영상자료를 확보하

여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계족산성 원형성벽은 다양한 유형의 물리적 손상이

성벽 전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러 구간

에서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원형성벽

의 거의 모든 부재에서 미세균열이 관찰되었으며, 구

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상 균열과 단열도 산

재한다(Fig. 7A). 또한 성돌 유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격, 이격이 집중 분포하는 구조적 약선대 및 배부름

현상도 뚜렷하다(Fig. 7B~7D). 특히 북쪽은 남쪽에

비해 식물생장이 왕성한 것으로 나타나, 목본류 뿌리

가 성돌 사이에서 성장하여 부재의 이완과 돌출을 가

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7E). 또한 북쪽

원형성벽에서는 생물의 영향으로 토양화가 진행된 부

재도 다수 관찰되었다(Fig. 7F).

한편 다양한 손상유형 중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름, 약선대 등이 뚜

렷하게 관찰된 지점을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 및 기

록하였다(Table 3). 북쪽 원형성벽은 배부름 3지점, 구

조적 약선대 4지점, 식물 생장으로 인한 부재 돌출 2

지점 등, 총 9지점에 대해 모니터링 하였다. 남쪽 원형

성벽에서는 약선대 1지점, 곡선 구간의 균열대 1지점

Fig. 7. Representative damages showing stone properties of original wall. (A) Cracks and fractures in stones. (B) Loss and

dehiscence of stones. (C) Deformation and weak zone of the wall. (D) Protuberant zone of the wall. (E) Slackened and

protuberant zone of the wall by plant roots. (F) Highly weathered zone of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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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2지점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였다(Fig. 8).

전체적으로 북쪽 성벽이 남쪽 성벽보다 구조적 변형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쪽 성벽은 목본류

뿌리에 의한 구조적 약선대가 우측 상단부에 집중분포

하며, 1번 지점에서 관찰되는 배부름 현상도 진행정도

가 이미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벽 좌측에

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이 기울어져 있는 부재가 관

찰되었고, 상부에서는 외측방향으로 상당히 돌출되어

육안상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부재도 다수 나타난다.

또한 북쪽 성벽의 생물피도를 2015년 8월의 보고와

비교할 때, 2017년 9월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

히 체성벽은 생물피복 면적이 피복되지 않은 면적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축성벽에서도 부재 간

의 이격을 따라 식물이 생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3월에는 하절기에 비해 초본류 피복률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본류의 뿌리는 성벽에 그대

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원형성벽의 보존관리를 위해

식물생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원형성벽도 성돌 사이에서 초본류와 목본류가

관찰되나, 북쪽 원형성벽처럼 뿌리가 굵어 구조적인 문

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벽

중하부의 구조적 약선대와 균열대에서도 추가손상은 관

찰되지 않았다.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은 육안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이를 바탕으

로 비교 검토해가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4.3. 내시경 모니터링

내시경은 빛의 특수한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광산

업의 일종으로 목적에 맞게 광원을 굴전, 전송, 집중

및 분산시키는 분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의료용

과 산업용으로 구분한다. 산업용 내시경은 비파괴검사

의 일종으로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대상물에 초소형 카메라 프로브를 삽입하여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검사 장비이다. 특히 비파괴검사

를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 연구에서는 축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물

리적 손상 및 구조적 불안정이 초래된 계족산성 원형

성벽의 내부 적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적 취약부

인 배부름, 균열대 및 약선대를 중심으로 내시경 조사

Table 3. Damage types and zones of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8

Classification Damage types

1

North

original wall

Loss and protuberant zone

2 Protuberant zone

3 Weak zone

4 Weak zone

5 Weak zone

6 Weak zone

7 Protuberant zone by plants

8 Protuberant zone by plants

9 Protuberan and vegetation

10 South

original wall

Fracture zone

11 Weak zone

Fig. 8. Points for check list and recorded zones for damage monitering of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Table 3.



대전 계족산성 원형성벽의 디지털기록화 및 단기모니터링 연구 179

를 수행하였다. 성벽이 두꺼워 깊게 삽입하기 위해 구

리관을 사용하였으며, 북쪽 원형성벽 3지점, 남쪽 원형

성벽 2지점에서 각각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였다(Fig. 9).

북쪽 원형성벽은 내부 채움석이 잘 남아 있으나, 채움

토는 대부분 유실되어 다수의 빈 공간이 존재하며, 부

재 간의 이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깊숙이 존

재하는 채움석 표면에서는 약간의 흙과 생물의 고사체

도 함께 확인되었다.

원형성벽 좌측의 붕괴된 구간에 남아 있는 성벽은

배부름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무너질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의 적심 채움토는 완전히 유실되었고, 채움석

간의 빈 공간이 넓어 접합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다. 이

구간은 장마와 같은 집중강우에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

해 하중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붕괴 가능성이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원형성벽도 내부 채움석은 잘 남아 있으나, 대

부분의 채움토는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

쪽 원형성벽과는 달리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자갈과

함께 채움토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움

석 간의 이격과 빈 공간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9). 따라서 부재 간의 접합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4.4. 광파변위 모니터링

건축문화유산에 발생하는 변형는 지반침하, 구조적

불안정, 입지조건, 환경변화, 인접시공의 영향 등이며,

발생된 변위는 대부분 영구변형을 야기하는 심각한 요

소이므로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건축물에 발

생하는 변위는 보통 수평 및 수직변위로 구분하며, 이

들의 조사방법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침하와 처

짐, 배부름 또는 기울기를 측정하여 전체적인 변형여

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 구조물의 보존상태 및 발생

가능한 문제를 관측 또는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파측정을 통한 계족산성 원형성벽

의 구조적 변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 변위를 측정하였다. 이 토털스

테이션은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오도라이트와 거

리를 측정할 수 있는 광파측거기가 하나로 통합된 장

비이다. 장비 특성상 기기 자체의 정밀도, 시준선 확보,

측정시간, 기상조건, 측정자의 수준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측정값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들

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연구에 사용한 토털스테이션은 Leica 사의 TS09plus

로 1’’의 정확도를 보이며, 프리즘 타겟 시 1.5mm+

2ppm의 거리 정확도를, 무타겟 측량 시 2.0mm+2.0ppm

Fig. 9. Endoscope monitoring points and images showing north and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upper and lower photograph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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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고사양의 기기이다. 각

도 측정은 4축 보정 컴펜세이터에 의해 보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변위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

이기 위해 무타겟 방식이 아닌 20×20mm 크기의 시

트형 프리즘 타겟(Leica, GZM31)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벽의 전체적인 미세거동과 구조적

변형이 발생한 지점의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Figure 10

과 같이 시트프리즘을 설치하였다. 북쪽 원형성벽의 경

우 4~12번 프리즘은 배부름이나 이격 등의 손상이 뚜

렷하게 관찰되는 지점에 임의의 삼각점이 만들어지도

록 부착한 것이며, 1~3번 프리즘은 성벽의 전체적인

거동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함께 부착한 것이다. 그러

나 남쪽 원형성벽은 약선대의 중심에 있는 3번 프리즘

을 기준으로 상부(1~3)와 하부(3~5)에 삼각점이 만들

어지도록 설치하였다(Fig. 10).

또한 앞서 제시한 지상기준점을 활용하여 모든 측정

지점에 대한 3차원 공간좌표를 취득하였으며, 각 측정

지점 간의 거리를 산출하여 변위분석을 수행하였다. 북

쪽 원형성벽에 대한 토털스테이션 측정 및 변위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6과 같다. 광파 측정의 오차는 조

사자, 측정위치 및 기준점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자에 따른 주관과 관

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측정은 동일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측량은 지상기준점 CP1과 CP2에 기계점 가상좌표

(N;1000, E;1000, Elevation;100)를 부여하고 각각 3

회 실시하였으며, 두 측량 자료의 비교 검토를 통해

편차가 적고 더 안정적인 CP2의 결과를 수렴하여 변

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지상기준점에 의한 차이는 영

구표지를 설치한 지반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구표지는 산길 위에 설치되어 있어

강수 및 지반의 동결과 융해에 미세한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측량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차 및 2차

측정 결과, 모두 동일한 프리즘을 시준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방위각은 최대 0.55°, 3차원 좌표 값의 차이는

평균 50.0mm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이와

같은 변위는 성벽의 실제 거동량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반에 따른 기준점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연직각과 사거리 및 수평거리는 측정기기의 높이

와 관계있는 것으로서 이를 측정하여 입력하면 자동으

로 보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하는 3차원 좌표 값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점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측정시마다 성돌 표면에 붙어 있는 시트프리즘 간의

거리를 산출하여 변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측

정거리가 증가한 경우에는 +, 감소한 경우에는 –로 표

시하였다. 1차 및 2차 측정 간의 변위량을 살펴보면,

체성벽과 보축성벽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2-5 구간이

–4.2mm로 최대변위를 기록하였고, 1-2, 3-6, 4-5, 10-

11 구간에서도 3.5~4.0mm의 비교적 큰 변위량을 나

타냈다. 반면 체성벽 좌측과 중앙부 보축성벽을 연결

하는 1-4 구간은 –0.4mm로 최소변위를 보였고, 이와

더불어 5-6, 7-8, 11-12 및 10-12 구간도 1.0mm 이

Fig. 10. Measurement points showing light wave total station for north and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Table 4 to 6 and 7 t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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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작은 변위를 기록하였다(Table 6).

2차 측정에서 가장 큰 변위(4.2mm)를 보인 2-5 구

간은 3차 측정에서도 6.6mm로서 최대변위를 나타냈다.

또한 2차 측정에서 3.5mm의 큰 변위를 보였던 3-6

구간은 1.0mm의 변위가 증가한 4.5mm를 나타냈고,

3-4 구간도 0.7mm에서 2.9mm가 증가하면서 3.6mm

Table 4. Result of light wave total station for nor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First measurements – September, 2017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N1 259.1015 63.0312 14.830 13.220 997.516 987.016 108.101

N2 292.4649 60.4940 16.889 14.747 1005.710 986.404 109.613

N3 325.1906 66.1430 22.614 20.698 1017.020 988.223 110.492

N4 296.3613 67.1956 14.713 13.576 1006.080 987.861 107.051

N5 291.0635 69.5610 13.422 12.607 1004.541 988.239 105.986

N6 301.4930 71.0957 14.256 13.493 1007.115 988.536 105.983

N7 267.0731 59.4901 15.330 13.252 999.335 986.765 109.088

N8 261.4657 63.5247 14.443 12.968 998.146 987.165 107.740

N9 272.0833 64.4927 14.586 13.200 1000.493 986.809 107.586

N10 320.3843 65.4935 21.295 19.428 1015.022 987.681 110.101

N11 319.4931 68.3835 20.302 18.908 1014.447 987.802 108.775

N12 322.4927 68.1814 21.301 19.792 1015.770 988.040 109.256

Second measurements – January, 2018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N1  259.2515  63.3402 14.801 13.253 997.567 986.972 108.083

N2  292.5629  61.1636 16.857 14.783 1005.762 986.386 109.595

N3  325.2519  66.3433 22.587 20.726 1017.064 988.238 110.473

N4  296.4446  67.5116 14.698 13.614 1006.127 987.843 107.035

N5  291.1626  70.2917 13.418 12.648 1004.589 988.214 105.976

N6  301.5719  71.4145 14.251 13.530 1007.161 988.521 105.970

N7  267.2213  60.1810 15.295 13.286 999.390 986.728 109.071

N8  262.0149  64.2358 14.416 13.001 998.197 987.125 107.723

N9  272.2151  65.2053 14.563 13.236 1000.546 986.775 107.568

N10  320.4618  66.1053 21.269 19.458 1015.072 987.695 110.083

N11  319.5649  69.0045 20.285 18.939 1014.497 987.813 108.759

N12  322.5657  68.3924 21.282 19.823 1015.821 988.056 109.240

Third measurements – March, 2018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N1  259.2451  62.4327 14.905 13.248 997.566 986.978 108.093

N2  292.5627  60.3315 16.967 14.776 1005.759 986.393 109.603

N3  325.2540  66.0037 22.681 20.721 1017.062 988.242 110.483

N4  296.4455  66.5933 14.780 13.604 1006.123 987.852 107.039

N5  291.1616  69.3141 13.488 12.636 1004.584 988.225 105.979

N6  301.5725  70.4633 14.318 13.520 1007.156 988.529 105.976

N7  267.2054  59.3042 15.411 13.280 999.386 986.734 109.081

N8  262.0101  63.3209 14.516 12.995 998.195 987.131 107.731

N9  272.2102  64.2851 14.660 13.230 1000.543 986.781 107.578

N10  320.4523  65.3453 21.364 19.453 1015.066 987.693 110.094

N11  319.5557  68.2225 20.368 18.934 1014.490 987.812 108.769

N12  322.5549  68.0255 21.367 19.818 1015.813 988.054 10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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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차 측정에서 변위가 각

각 0.5mm, 0.8mm, 0.7mm로 나타난 5-6, 7-8 및

10-12 구간은 3차 측정에서 0.4mm, 0.1mm, 0.2mm

로 감소하였다.

한편 최종 변위량은 모든 구간에서 2.9mm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측정시마다 큰 변위를 보였던 2-5 및

3-6 구간은 최종 변위량이 2.4mm와 1.0mm로 확인되

었다. 이를 종합하면, 성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돌은 모

두 탄성체로서 일기상태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

면서 변위가 증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위가 크게 나

타난 지점들은 타지점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계절

및 환경변화와 같은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원형성벽의 토털스테이션 측량에는 지상기준점

CP4, CP5, CP6을 모두 사용하였다. 북쪽과 동일하게

지상기준점에 가상좌표를 적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프리즘 간의 거리를 측정

하고 변위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측량에서는 지상기

준점 CP4와 CP6을 통해 3~5번 프리즘과 1~3번 프

리즘을 각각 시준하였다. CP4에서는 1번과 2번 프리

즘이 보이지 않고, CP6에서는 5번 프리즘이 보이지

않아 두 번에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한편 CP5는 모든

프리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였으나, 성벽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차 측량에서 CP4의 기준점 표지가 손상되

어 연속적인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CP5

Table 5. Differences between each measurement for nor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Differences between first and second measurement

Point
Azimuth

angle (°)

North

(mm)

East

(mm)

Elevation

(mm)

N1 0.15 51 -44 -18

N2 0.10 52 -18 -18

N3 0.06 44 15 -19

N4 0.08 47 -18 -16

N5 0.10 48 -25 -10

N6 0.08 46 -15 -13

N7 0.15 55 -37 -17

N8 0.55 51 -40 -17

N9 0.13 53 -34 -18

N10 0.08 50 14 -18

N11 0.07 50 11 -16

N12 0.07 51 16 -16

Differences between second and third measurement

Point
Azimuth

angle (°)

North

(mm)

East

(mm)

Elevation

(mm)

N1 -0.01 -1 6 10

N2 0.00 -3 7 8

N3 0.00 -2 4 10

N4 0.00 -4 9 4

N5 0.00 -5 11 3

N6 0.00 -5 8 6

N7 -0.02 -4 6 10

N8 0.00 -2 6 8

N9 0.00 -3 6 10

N10 -0.01 -6 -2 11

N11 -0.01 -7 -1 10

N12 -0.01 -8 -2 9

Table 6. Result of displacement analysis for nor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Points 1st survey Values (mm) 2nd survey Values (mm) 3rd survey Total values (mm)

1-3 19,683.1 +0.6 19,683.7 -1.1 19,682.6 -0.5 

1-4 8,668.2 -0.4 8,667.8 -1.9 8,665.9 -2.3 

3-4 11,472.1 -0.7 11,471.4 +3.6 11,475.0 +2.9 

1-2 8,350.2 +3.7 8,353.9 -2.4 8,351.5 +1.3 

1-5 7,437.5 -1.7 7,435.8 -1.0 7,434.8 -2.7 

2-5 4,224.9 -4.2 4,220.7 +6.6 4,227.3 +2.4 

2-3 11,488.4 -2.1 11,486.3 +0.7 11,487.0 -1.4 

2-6 4,435.2 -1.7 4,433.5 +1.5 4,435.0 -0.2 

3-6 10,885.9 -3.5 10,882.4 +4.5 10,886.9 +1.0 

4-5 1,907.8 -4.0 1,903.8 +1.8 1,905.6 -2.2 

5-6 2,589.8 +0.5 2,590.3 -0.4 2,589.9 +0.1 

4-6 1,632.4 -0.5 1,631.9 -2.4 1,629.5 -2.9 

7-8 1,842.6 +0.8 1,843.4 +0.1 1,843.5 +0.9 

8-9 2,378.6 +1.4 2,380.0 -1.1 2,378.9 +0.3 

7-9 1,897.4 -0.7 1,896.7 +0.6 1,897.3 -0.1 

10-11 1,452.3 -4.0 1,448.3 +1.4 1,449.7 -2.6 

11-12 1,428.9 +0.6 1,429.5 -1.5 1,428.0 -0.9 

10-12 1,183.3 +0.7 1,184.0 +0.2 1,184.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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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게 방위각을 설정하여 측량하였으며, 이때부

터 모든 프리즘(1~5)에 대한 측정을 CP5에서 실시하

였다. 또한 측량 값의 신뢰도 입증과 교차검증을 위해

CP6에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남쪽 원

형성벽의 토털스테이션 측정 결과는 Table 7에서 9와

같다.

남쪽 원형성벽의 방위각 차이는 최대 0.04° 내외, 3

차원 공간좌표의 차이는 최대 6.0mm 내외로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쪽 원형성벽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영구표지가 북쪽 원형성벽 주변에 설치

되어 있는 영구표지보다 실제로 발생하는 변위가 적은

것으로서 지반의 변화가 더 적고 안정적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Table 7, 8).

이 3차원 공간좌표를 이용하여 원형성벽의 변위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1차 및 2차 측정의 변위는 성

벽 상부의 1-3 및 2-3 구간이 각각 3.8mm과 2.7mm

로 크게 나타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0.4mm 이

하의 작은 변위를 보였다. 3차 측정을 통해 확인한 변

위량도 1-3 구간(3.3mm)과 2-3 구간(2.7mm)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움

직임으로서 최종 변위량은 0.5mm 이내로 나타났다

(Table 9).

이 결과는 원형성벽의 1-3 및 2-3 구간이 안쪽으로

오목한 곡선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구간보다 하중

의 불균형이 쉽게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측정에 따른 변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실제로 곡선구간에는 균열 및 단열이 집

중분포하고 있는 취약대가 존재하며, 이 구간에 대해서

는 지속적으로 영상자료 확보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7. Result of light wave total station for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First measurements – September, 2017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S1 219.4751  65.1326 35.641 32.360 975.137 979.287 116.285

S2 218.4109  66.4934 35.081 32.250 974.826 979.842 115.154

S3 222.5225  68.5049 33.423 31.171 977.156 978.792 113.410

S3 134.1640  85.5553 13.486 13.452 990.609 1009.631 102.449

S4 131.0735  86.1141 13.130 13.101 991.383 1009.869 102.363

S5 133.1823  94.4337 13.029 12.985 991.094 1009.449 100.418

Second measurements – January, 2018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S1  51.3109  50.0146 5.459 4.184 1002.603 1003.275 105.122

S2  46.2052  56.5633 4.357 3.652 1002.521 1002.642 103.992

S3  75.1815  82.4951 5.076 5.037 1001.278 1004.872 102.249

S4  67.2650  83.0923 4.597 4.565 1001.751 1004.215 102.163

S5  73.4949  107.0738 4.743 4.533 1001.262 1004.353 100.218

Third measurements – March, 2018

Point
Azimuth

angle(°)

Vertical

angle(°)

Slope

distance(m)

Horizontal

distance(m)

North

(m)

East

(m)

Elevation

(m)

S1  51.2833  47.5416 5.643 4.187 1002.608 1003.276 105.122

S2  46.1800  54.0131 4.519 3.657 1002.526 1002.644 103.993

S3  75.1429  79.4622 5.120 5.039 1001.284 1004.873 102.248

S4  67.2218  79.4624 4.640 4.567 1001.757 1004.215 102.163

S5  73.4722  103.5235 4.673 4.537 1001.267 1004.356 100.218

Table 8. Differences between second and third measurement

for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Differences between second and third measurement

Point
Azimuth

angle (°)

North

(mm)

East

(mm)

Elevation

(mm)

S1 -0.03 5 1 0

S2 -0.03 5 2 1

S3 -0.04 6 1 -1

S4 -0.04 6 0 0

S5 -0.02 5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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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동 간이계측 모니터링

이 연구에서는 토털스테이션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

하고, 보다 정밀한 변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원

형성벽의 구조적 취약부에 변위디스크를 부착하여 간

이계측을 실시하였다. 토털스테이션은 보통 측정 주기

가 3개월 이상이며, 기기의 자체적 측정오차와 기준점

상태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아 단독 측정만으로는

모니터링이 어렵다.

간이계측은 설치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여 변형

이 발생한 구조물을 모니터링 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간이계측은 변위디스크와 스틱형 에폭시 수지 및

디지털 캘리퍼스만 있으면 계측이 가능하다. 변위디스

크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가벼우며, 크기가 작아 성벽

에 부착해도 미관상의 피해는 거의 없다. 다만 변위디

스크의 중앙 홈이 마모될 경우 디지털 캘리퍼스로 측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형성벽의 손상구간에 상당한 이격이 발생한 3개의

성돌을 선택하여 가장자리에 임의의 삼각형이 만들어

지도록 변위디스크를 부착하였으며, 세 변의 길이를 주

기적으로 측정하여 이격거리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북쪽 원형성벽은 4지점, 남쪽 원형성벽은 2지점에서 간

이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설치지점 및 현황은 Fig. 11과

같다. 간이계측은 측정자가 현장에서 직접 거리를 측

정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수동계측이기 때문에 측정자,

계측도구, 계측환경 등 외부조건에 따라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측정시마다 현장

관찰을 통해 성벽의 변화양상을 먼저 확인하였으며, 토

털스테이션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간이계측을 통한 이격변위 모니터링은 9월 1일에 시

작하여 3월 2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14회 수행되

었다(Table 10, 11). 계측주기는 15일을 목표로 하였으

나, 강우와 강설로 인해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유동적이었다. 특히 조적식 구조물의 거동이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해빙기에는 집중적인 모니터

링을 위해 계측주기를 더 짧게 설정하였다.

Table 9. Result of displacement analysis for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0

Points
1st

survey

Values

(mm)

2nd

survey

Values

(mm)

3rd

survey

Total 

values (mm)

1-2 1,297.8 -0.1 1,297.7 -1.2 1,296.5 -1.3 

2-3 3,091.3 +2.7 3,094.0 -2.7 3,091.3 +0.0 

1-3 3,544.0 +3.8 3,547.8 -3.3 3,544.5 +0.5 

3-4 814.1 +0.2 814.3 +0.5 814.8 +0.7 

4-5 2,010.3 +0.4 2,010.7 +0.0 2,010.7 +0.4 

3-5 2,096.3 -0.3 2,096.0 -1.1 2,094.9 -1.4 

Fig. 11. Points showing handy displacement measurements of north and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Table 10 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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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 of handy displacement measurements for nor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1

Classification
N1 N2

A B C A B C

1 17. 09. 01. - 148.94 - 80.27 196.62 179.60

2 17. 09. 12. 190.30 149.01 191.95 80.51 196.79 179.66

3 17. 09. 25. 190.90 148.68 191.84 80.53 196.90 179.60

4 17. 10. 17. 191.05 148.12 192.02 79.98 196.41 179.91

5 17. 10. 31. 190.37 148.95 192.07 80.46 196.90 179.74

6 17. 11. 16. 190.59 149.34 192.44 80.66 196.66 179.84

7 17. 12. 09. 190.90 149.05 192.27 80.51 196.39 179.53

8 18. 01. 05. 190.68 148.99 192.01 80.73 197.02 180.18

9 18. 01. 30. 190.89 149.07 192.46 80.62 196.30 179.76

10 18. 02. 21. 191.02 148.75 191.91 80.34 196.01 179.45

11 18. 03. 03. 190.93 148.92 192.28 80.45 196.37 179.58

12 18. 03. 13. 190.71 149.25 192.39 80.26 196.61 179.71

13 18. 03. 18. 190.55 149.03 192.11 80.48 196.53 179.73

14 18. 03. 28. 190.66 149.14 192.29 80.48 196.82 179.78

Displacement(mm) +0.36 +0.20 +0.34 +0.21 +0.20 +0.18

Classification
N3 N4

A B C A B C

1 17. 09. 01. 86.61 99.72 96.99 148.11 108.42 173.00

2 17. 09. 12. 86.73 99.68 97.06 148.35 108.37 173.01

3 17. 09. 25. 86.74 99.64 96.76 147.96 108.29 172.76

4 17. 10. 17. 86.93 99.38 97.02 147.82 107.93 173.12

5 17. 10. 31. 86.65 99.73 96.91 148.33 108.47 172.85

6 17. 11. 16. 86.54 99.70 96.64 148.24 108.44 172.90

7 17. 12. 09. 86.46 99.42 96.87 148.64 107.99 173.04

8 18. 01. 05. 86.53 99.35 96.71 148.09 108.31 173.20

9 18. 01. 30. 86.58 99.68 97.03 148.31 108.50 172.90

10 18. 02. 21. 87.05 99.15 96.85 148.24 108.61 173.03

11 18. 03. 03. 86.88 99.22 96.95 147.99 108.33 173.10

12 18. 03. 13. 86.69 99.54 97.12 148.05 108.45 172.91

13 18. 03. 18. 86.82 99.62 96.78 148.28 108.37 173.03

14 18. 03. 28. 86.63 99.62 97.06 148.03 108.10 172.96

Displacement(mm) +0.02 -0.10 +0.07 -0.08 -0.32 -0.04

Table 11. Result of handy displacement measurements for south original walls. Numbers are the same as in those of

Figure 11

Classification
S5 S6

A B C A B C

1 17. 09. 01. 155.30 120.82 100.89 - 112.65 -

2 17. 09. 12. 155.01 121.15 101.10 140.59 112.77 135.81

3 17. 09. 25. 155.21 121.15 101.25 140.47 112.81 135.97

4 17. 10. 17. 154.89 120.92 101.09 141.02 112.49 135.69

5 17. 10. 31. 155.04 121.29 100.61 140.56 112.96 135.18

6 17. 11. 16. 155.02 121.28 100.94 140.45 113.20 135.71

7 17. 12. 09. 154.99 121.14 101.08 140.77 113.08 135.11

8 18. 01. 05. 154.78 120.97 101.36 140.56 112.96 135.65

9 18. 01. 30. 155.14 121.26 101.14 140.18 112.72 135.42

10 18. 02. 21. 155.05 121.35 100.94 140.34 112.88 135.22

11 18. 03. 03. 154.86 121.03 101.25 140.22 112.99 135.51

12 18. 03. 13. 155.11 120.89 101.03 140.49 113.11 135.26

13 18. 03. 18. 155.02 121.08 100.88 140.54 112.64 135.67

14 18. 03. 28. 155.16 121.03 101.69 140.56 112.84 135.76

Displacement(mm) -0.14 +0.21 +0.80 -0.03 +0.19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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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원형성벽의 N1과 남쪽 원형성벽의 S6은 9월

1일에 일부 데이터가 미수집되었는데, 이는 부착해놓은

변위디스크가 접착력 약화로 떨어져 재설치하였기 때

문이다. 모든 지점에서 첫 계측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

측정 시 변화량을 산출하여 그래프화하였으며, 첫 계

측 자료와 마지막 자료의 편차로 최종 변위량을 산출

하였다.

북쪽 원형성벽의 모니터링 결과, N1 지점의 성돌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N1은

4회차 측정 때 B구간에서 0.82mm의 변위가 발생하였

는데, 이는 북쪽 원형성벽에서 확인된 최대변위에 해

당한다. 북쪽 원형성벽은 총 4개의 지점에서 모두

0.5mm 이상의 비교적 큰 변위가 발생하였다. 북쪽 원

형성벽의 모든 간이계측 지점에 대한 최종 변위량은

0.36mm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N1, N2, N3 및

N4는 해빙기에 오히려 적은 변화를 보였다. 이를 종합

하면, 변위는 첫 계측자료를 기준으로 폭 넓게 산재하

는 양상을 보였으나, 마지막 계측에서는 대부분 원점에

Fig. 12. Diagrams showing handy displacement measurements of north original walls.

Fig. 13. Diagrams showing handy displacement measurements of south original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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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되돌아오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0, Fig. 12).

남쪽 원형성벽은 총 2지점에 대해 간이계측을 실시

하였다. 이 결과, S5와 S6의 변위량은 원점을 기준으

로 증감하면서 넓게 산재된 분포를 보였으며, 최대 변

위는 각각 0.80mm와 0.55mm로 나타났다. 남쪽 원형

성벽의 계측 지점도 해빙기에는 특별한 거동변화가 관

찰되지 않았으나, S5의 C구간은 마지막 측정 때

0.81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Table 11, Fig. 13).

S5의 C구간과 S6의 B구간은 다른 구간들과 반대되

는 특징을 보였다. S5의 A, B 구간 및 S6의 A, C

구간은 마지막 계측 때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였으나, S5의 C구간과 S6의 B구간은 오히려 원점과

멀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냈다(Table 11, Fig. 13). 비록

S6의 B구간은 변위가 크지 않았으나, S5의 C구간은

일시적으로 큰 변위가 발생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변위

분석을 통해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5. 고찰 및 결언 

이 연구에서는 계족산성 원형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안전점검의 합리적 방안 및 올바른 보존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계족산성 남쪽과 북쪽에

잔존하는 원형성벽을 대상으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무인항공사진촬영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자

료를 확보하였고, 지상레이저스캐닝을 실시하여 3차원

형상정보를 취득하였으며, 3차원 절대좌표 획득과 향

후 변위 및 변형 모니터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상

기준점을 설치하였다.

지상기준점은 지반의 변화와 기준점 표지의 손상으

로 변형되어 설치 직후에 측량한 결과(1차)와 3개월

이후에 측량한 결과(2차)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기준점이 고정되기 전에 변형되었거나 강우와 강

설로 인해 지반이 수축 및 이완되면서 발생한 변형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성은 자연환경변화로 인한 지

반변화가 불가피하여 측정 시마다 절대좌표 취득에 대

한 재현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현성에 따른 3차원 공간좌표

의 오차가 반영되지 않도록 시트프리즘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변위 및 변형 유무를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적 변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남쪽 원형성벽의 디지털기록화

와 안정성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무인항공

사진측량을 이용한 형상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무인항

공사진측량은 지상레이저스캐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점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자료와 3차원 형상정보의

취득이 가능하였다. 앞으로 두 기술의 융합과 상호보

완을 통해 디지털기록화뿐만 아니라 성벽의 규모가 크

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문화유산의 안정성 모니터링에

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성벽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정밀 육안조

사, 내시경 촬영, 토털스테이션 측정 및 간이계측을 실

시하였다. 육안조사를 통해 변형이 발생한 부분을 선

별하고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주기적으로 확보하여 상

태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주로 배부름, 약선대, 균열

대 및 부재돌출 지점을 살펴보았으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육안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였던 원

형성벽 좌측의 기울어진 부재와 상부의 돌출된 부재도

이탈이나 탈락 등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계절변화에 따른 생물피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식물의 생장은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왕성하게

나타났으며, 주로 선태류, 초본류 및 목본류가 관찰되

었다. 선태류와 초본식물은 성돌의 표면이 아닌 성벽

뒷채움재로 사용된 토양에서 성장하며, 수분이 손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목본류는 부재를 직접적으로 이완시키고 구조적 변형

을 야기하기 때문에 성벽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성돌의 표면을 덮고 있는 생물은 문화재의 역사를

반영하며 심미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

나, 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뿌리조직에 의한 압력

이 증가할 경우 석재의 물리적 풍화를 가속시키거나

구조적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킬레이

트 작용과 같은 생물의 화학작용은 표면의 부식을 진

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손상은 문화재의 원

형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절한 조치가 필

요하다.

한편 구조적 변형으로 인해 성돌의 이격이 크게 나

타난 지점을 대상으로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여 원형성

벽의 적심상태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 채움석은 전반

적으로 잘 남아 있었으나, 채움토는 대부분 유실되어

다수의 빈 공간이 존재하였고, 채움석 간의 이격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움토가 존재하는 생물서식 지점

은 초본류와 목본류에 의한 추가 손상이, 구조적 변형

이 초래된 지점에서는 채움토 유실로 인한 지지력 감

소와 하중전달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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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불량한 적심상태와는 달리 원형성벽의 변

위모니터링 결과는 다소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3회의

토털스테이션 측정 결과, 원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최

종변위는 남쪽 원형성벽이 1.4mm 이하, 북쪽 원형성

벽이 2.9mm 이하로서 모두 일반적인 토털스테이션의

오차율 이내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측정지점에서는

1차, 2차 및 3차 측정 간의 변위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도 하였다. 남쪽 원형성벽은 체성벽 중상부 지점에서

최대 3.8mm, 북쪽 원형성벽은 체성벽 중간부와 보축

성벽 사이 지점에서 최대 6.6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토털스테이션은 측정자, 환경 및 기준점 변화 등 여

러 요인에 따라 정밀성과 재현성이 감소한다. 이는 보

통 3~5mm의 오차율을 반영한다. 따라서 토털스테이

션은 성벽의 미세거동을 분석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측

정을 바탕으로 경향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 연

구에서는 원형성벽의 단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장기

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토털스

테이션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변위 값의 교차검증과 신

뢰도를 향상을 위해 수동계측을 병행하였다. 

수동 간이계측 결과, 남쪽과 북쪽 원형성벽의 모든

측정지점에서 발생한 변위량은 0.82mm 이하로서 매우

적으며, 뚜렷한 특징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토털스테이션 측정과 간이계측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원형성벽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

여지나, 이와 같은 모니터링 방법은 단편적인 결과만

을 반영할 수 있다. 원형성벽의 단기 변위모니터링 결

과가 안정적이더라도 갑작스런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성

벽의 특성상 구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취득한 3차원 형상정보를 바탕

으로 보존과학적 진단과 구조해석 및 모델링이 필요하

며, 구조해석에는 성벽 주변의 지형과 지반을 고려해

야하므로 탄성파, 전기비저항 및 GPR 등의 지구물리

탐사를 동반한 정밀한 구조적 안전진단이 요구된다. 또

한 계족산성의 원형성벽은 수직적으로 불안정하고 집

중호우, 지진 및 해빙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급경사

지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요인에 따른 변화양상

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시스템 도입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무선통신을 통해 성벽의 변형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응급상황에 즉각

반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원형성벽의 유실을

대비한 보호철망 등의 임시보강이 시급하며 돌발사태

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Choi, H.S., Lee, C.H., Han, S.H. and Lee, S.M. (2016)
Disassembly and reconstruction of stone pagoda
using 3-dimensional image analysis: Case study in
Simgoksa seven-storied stone pagoda.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v.32, p.561-57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Daejeon Metropolitan City (2012) Basic Plan of General
Maintenance for Gyejoksanseong Fortress in Daejeon.
Research Report, p.1-335. (in Korean)

Daejeon Metropolitan City (2015) Reconstruction Report
of General Maintenance Work for Rampart Wall in
Gyejoksanseong Fortress. Research Report, Report,
p.1-109. (in Korean)

Jo, Y.H. and Lee, C.H., (2009) 3D image analysis for
digital restoration and structural stability evaluation of
stone cultural heritage: Five-storied Magoksa temple
stone pagoda.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v.25,
p.115-13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 Y.H. and Lee, C.H., (2011) Making method of
deterioration map and evaluation techniques of
surface and three-dimensional deterioration rate for
stone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v.27, p.251-26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 Y.H. and Lee, C.H., (2015) Analysis of ancient
document and establishment of petrological database
for presumption of stone source area of the Seoul City
Wall, Korea.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v.24, p.193-20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un, B.K., Lee, C.H. and Suh, M. (2008) Stability evaluation
of multi-storied stone pagoda in the Daewonsa temple
using three-dimensional image analysis.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v.22, p.31-4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im, S.B., Seo, C.U. and Yun, H.C. (2015) Digital map
ppdates with UAV photogrammetric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grammetry and Cartography, v.33, p.397-40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Park, J.H. and Lee, C.H. (2018) Conservation status,
construction type and stability considerations for
fortress wall in Hongjuupseong (town wall) of Hong-
seong, Korea.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51(3), p.4-3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ung, J.T. (1974) A study on the old castles sites in
Daejeon area. The Journal of Paekche Research
Institute, v.5, p.7-5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g, I.R. and Kim, G.P. (2003) The constructing method
of Gyejoksanseong fortress in Daedeok.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v.22, p.115-12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Xu, J., Ding, L. and Love, P.E.D. (2017) Digital reproduction
of historical building ornamental components: From
3D scanning to 3D printing. Automation in Construction,
v.76, p.85-96.


